
UL 프로젝트 진행과정

FAQ – 자주하는 질문

인증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인증소요일정은 자료수집/샘플/테스트/리뷰 등에 걸리는

시간에 따라 다르므로 , 프로젝트 오픈 후, 담당 엔지니어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UL 인증 받은 여부를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 http://www.ul.com/kr 의 우측상단 버튼을 클릭! 

(회사명/UL 파일번호/키워드 등을 기입하시어 Search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Note : UL에서는 서비스에 관한 고객만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문지를 송부 드리고 있사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L 규격집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UL 인증 받기 전, http://comm‐2000.com/에서 가입하신 후, 

유료로 구매 가능합니다.
• UL 인증 받은 후, http://www.ulstandards.com 에서 무료 (UL 

인증 받은 고객에 한함) 열람 가능합니다.
이 경우, clientservices@comm‐2000.com 에 ID/PW 를 영문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UL 파일 & Sub.No 제공필요)

UL  인증 완료 후 관련 리포트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마이홈 http://myhome.ul.com 가입 및 게이트킵퍼 설정 후

열람 가능합니다.
• 또한 프로젝트 진행 중 프로젝트 단계도 마이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L 인증업무 진행 절차

Contact Us :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하기 연락처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 견적안내 T:: 02‐2009‐9114 /  E:: sales.kr@kr.ul.com
• 고객지원 T:: 02‐2009‐9100 /  E:: cs.kr@kr.ul.com

① 프로젝트오픈 (세일즈팀)

② 프로젝트 진행 (CAS 인증팀)

신청서 및 제품관련
서류 제출

(제품설명, 도면 등)

고객사에서 준비

제품군 결정 후
제품 인증을 위해
예상되는 비용을
견적서로 통보

UL 세일즈에서 준비

견적서 검토 후

UL 인증 신청여부 통보

및 비용 입금

고객사

신청여부 및
입금 확인 후

프로젝트 오픈

UL 세일즈

프로젝트 오픈 후

제출된 서류 검토와

필요한 샘플 및

추가 정보 요청

담당 엔지니어

요청 받은
추가 정보 제출 및

샘플 발송

고객사에서 준비

1. 샘플 구조검토 후 리포트 작성

2. 제품 정보 및 시험항목에 대한 1차 리뷰

3. 제품 테스트

4. 테스트 결과 취합 및 리포트 작성

5. 최종 2차 리뷰 후 → UL 인증완료

담당 엔지니어가 진행

• 인증이 완료되면 UL 사후심사가 진행됩니다. (분기별 심사 – 1년에 4회)
• 해당 제품군으로 처음 인증을 받으신 경우 초도 심사가 진행됩니다.

• UL 을 처음 진행하는 고객분들을 위한 UL Service 안내 동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http://www.ul.com/korea/kor/pages/customer/ 우측의 “신규 고객용 동영상” 을 클릭!!

Ready to GO! :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되며, 구조검토, 테스트, 리뷰 및 리포트 작성
기간 등에 따른 “프로젝트일정안내” 이메일을 발송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