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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은 전 세계 고객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시장의 복잡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UL은 제품의 설계부터 생산, 마케팅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책임감과 투명성을 부

여하고 신뢰를 제공합니다. 또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혁신과 솔루션에도 신뢰를 

더 합니다. UL은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성과 보안성, 지속 가능성이 더해진 제품, 서비스, 

경험 및 환경을 제공하여 한층 더 현명한 선택을 가능케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브랜드에   

신뢰를 더합니다.

UL은 125년 동안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UL의 노력은 전기가 

최첨단 기술이었던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화재와 전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시험과 

인증을 통해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UL은 확실한 기반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분야의 시험, 검사, 인증, 검증, 교육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장을 거듭하

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비즈니스 환경이 직면한 안전, 보안 및 지속 가능성, 위험 및 복잡성을 관

리하며 기업, 제조업체, 무역 협회, 국제 정책 결정자 및 규제 당국의 신뢰할 수 있는 파

트너입니다.

브랜드에 신뢰를 더하여 

글로벌 시장의 복잡성을 

해결합니다. 

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UL은 비즈니스 솔루

션을 통해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이와 동시에 비영리 기관인 Underwriters 

Laboratories는 과학적 지식의 발견 및 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UNDERWRITERS LABORATORIES

Underwriters Laboratories는 안전 데이터의 엄격한 독립적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하고, 

안전 교육과 공공 제공 계획을 통해 위험성에 대처하고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전 세계 전

문가 회의를 개최하며, 새로운 기술의 안전한 상용화를 위해 UL 표준을 개발합니다.

UL

기업의 임무 달성을 위해 UL은 시험, 검사, 감사, 인증, 검증, 자문, 교육, 분석 및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과학적인 연구와 데이터를 기반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전 

세계 기업의 혁신적인 제품 출시를 지원합니다.

안전하고 책임 있는   

혁신이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UL 소개 



•의사 결정 확신성 부여

•더 안전한 제품 구매

•거래 보안성 확보

•지속 가능성 제고

•�신뢰할 수 있는    

마케팅 메시지 식별

•안심할 수 있는 구매

시장을 
돕습니다

기업의 성장을 
돕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

•데이터 보안 강화

•기업 책임성 입증

•반품 / 리콜 감소

•보다 현명한 선택

•안전한 혁신 

•리스크 완화

•브랜드 가치 보호 및 강화

•가시성 및 제어력 향상

•시장 점유율 제고

•리더십 입증

•소통과 연결 

윌리엄 헨리 메릴, 

UL 설립 (미국)

1894

UL 첫 해외 지사 설립

(영국 런던)

1916
캐나다 마켓을 위한

 ‘cUL’ 시작

1992
UL 코리아 

수원 시험소 개소 

2015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서비스 확대 본격화

1980
UL 코리아 설립

1996

글로벌 비즈니스 연혁

신뢰 증진을 통해 : 



숫자로 보는 UL (2016) 브랜드에 신뢰를 더하는 UL

브랜드에
신뢰를 더합니다

UL은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과학 및 자문 전문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책임감 있는

선택을 원하는 고객 및 소비자와의 연결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ul.com/trust 참조

전 세계

220억개
이상의 제품에

UL 마크 표시

UL 소프트웨어

사용 단체 수

10,000개
20여 개 업종

UL은 위조품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UL이 참여한

제품 압수 수색은 506건에 달하며,

이를 통해 수백만 달러어치의 

위조품을 시장에서 제거하였습니다.

UL이 한 해에 

안전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 세계 소비자 수

10억 명

미국 소비자

4명 중 3명은

UL마크를

알고 있습니다

UL의 거래 보안 강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

500개 이상의 금융기관

20개 이상의 결제 수단

50개 이상의 정부 및 공공 운송 사업자

60개 이상의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

포춘(Fortune) 선정

500대 기업 중

3분의 1이상이 

UL 고객사

UL의 제품 지속 가능성

인증 마크는 전세계

900개 이상의 지속
가능한 제품

사양 및 구매 지침에서 참조 또는 

우선 선택 대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한 UL 규격은

1,600개
이상으로

이를 통해 안전, 보안, 품질 및

지속 가능성 정의

전세계

143개
UL지사

20개
이상의 업종에

서비스 제공

안전성 입증

작업장 우수성 확보

보안 강화

품질 & 성능 보장

사회 복지 증진

투명성 관리

지속 가능성 향상

준수 & 표준 적합성 검증

브랜드 가치 보호

브랜드에
신뢰를 더합니다



비즈니스 활동은 한층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 공

정 및 소재가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UL은 안전 과학 분야를 개척하고, 제

품, 프로세스 및 작업장 환경과 관련한 안전 기준 및 성능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즈니스와 브랜드의 성공 여부는 기업의 제품, 시설 및 프로세스의 품질과 성능에 따라 

결정됩니다. UL은 고객이 제품 및 공정이 기대하는 품질에 부합된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

고 측정을 실시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UL의 테스트, 인증 및 검증 서비

스와 UL 마크는 규제 기관, 구매자 및 소비자에게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UL은 기업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성과를 측정, 시연 및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UL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추적 및 보고, 폐기물 전환 전략 지원, 제품 시험을 통해 제품

의 지속 가능성 기준 부합 여부 인증, 공급자 데이터 및 지속 가능성 등급 관리, 제품의 화

학 물질 배출 및 화학 물질 함유량 평가 등 광범위한 요구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UL의 견

고한 서비스는 기업이 지속 가능성 리더십을 장기적인 시장 리더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산업 보건 및 안전의 효과적인 관리는 기업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UL은 조직이 강력한 제

도적 지식을 확립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프로세스 및 

정책을 수립, 관리 및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UL의 교육 서비스는 조직의 모든 

사람에게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 모든 팀 구성원이 문제 해결 및 프로세스 개선에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직이 사회 전반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

면, 새롭게 떠오르는 트랜드에 대한 명확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UL은 데이터 기반의 지식, 교육 및 세미나를 제공하여 고객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가치

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공공 안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기업은 모든 단계에서 급변하고 있는 규제, 적합성 및 상호 운용성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만 합니다. 시장 접근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고 잠재적인 건강, 안전 및 비즈니스 위험 요소

를 완화하려면 이러한 요건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UL은 소매업체 및 구매자 요구 

사항은 물론 글로벌 규정 및 규격 준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거래 보안은 위험과 복잡성 측면에서 급속하게 진화되고 있습니다. UL은 상거

래를 계속 유지하는 기술 및 거래에 대한 신뢰를 제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결제 

기술, ID 관리, 사물 인터넷 (IoT)을 통해 연결된 각종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심화됨

에 따라 UL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상호 운용성 확인에서 

금융, 의료 및 신원 데이터 보호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UL은 조직이 공급망 전반에 대해 가시성과 제어력을 높임으로써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

고 고객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의사결정권자의 권한을 

부여하고 공급망, 원료 및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는 유의한 투명성을 

제공, 동시에 내부 정보는 보호함으로써 기업들의 성장을 돕습니다.

UL은 기업의 브랜드 보호와 가치 증대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L의 검증 서비스는 

전문적인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마케팅 정보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고객들이 구매 과정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UL의 글로벌 보안 및 브랜드 

보호 자문 서비스는 위조 범죄로부터 브랜드를 안전하게 지켜 줍니다. 

안전성 입증

보안강화

투명성 관리

품질 및 성능보장

지속 가능성 향상

사회 복지 증진

브랜드 가치 보호

작업장 우수성 확보

준수 및 표준 적합성 검증



UL 서비스 소개 

커넥티드 기술 사업부는 업계 전반의 지속적인 디지털 혁

신 트렌드와 제품으로부터 시스템에 이르는 변화를 활용

하는 조직입니다. 이 사업부는 사이버보안, 무선 서비스, 

기능 안전성, 인적 요인 엔지니어링 및 기타 다른 에코시

스템-주도형 발전 사항과 관련된 새로운 고객 문제점에 

대한 대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커넥티드

기술 사업부

리테일 및 산업 사업부는 제품 및 글로벌 규제 전문성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화학제품, 소재 및 부품 공급망, 

리테일 및 소비자 제품, 건물 및 건축 부문 조직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점차 심화되는 가치 사슬의 복잡성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사업부는 심각

해지는 글로벌 규제와 요구 사항 복잡성에 대처하는 고객

에게 도움을 주어 제품, 건물 및 작업자의 안전 개선을 확

보하고, 전체적인 브랜드 위험성을 관리하며, 안전하고 건

강하며 지속 가능한 제품 및 삶의 공간에 집중하고, 고객

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리테일 및 

산업 사업부

글로벌 시장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위해 커넥티드 기술(Connected Technologies)과 리테일 및 산업(Retail and 

Industry)의 2개 사업부로 구성됩니다.

산업군으로 보는 서비스 영역  

에너지 및

전력기술

신원 관리 및

보안

생활 및

건강 과학

소형기기

가전기기

HWAC/R 및

조명 제품

자동차 소비자 기술 건물 및 재난

안전기술

소비재 및

리테일

전선 및 케이블

환경 및

지속가능성

소재 및 공급망



주요 서비스 

UL의 전문 설비와 노하우를 활용해 제품 안전 및 성능, 품질을 비롯해 화학 시험, 물

성 시험, 미생물 시험, 관능(sensory) 평가 및 소비자 연구, 무선 기기 상호 연동성 시

험, 전자결제보안 등 광범위한 제품 및 산업군에 걸쳐 다양한 안전 및 관련 성능에 대

한 시험을 진행한다.

상호 운용성 시험

UL은 제품의 상호운용성 시험 시 현실 기반 접근 방식을 활용한다. 실제 사용 환경에

서의 시험을 통해 다양한 기기들과 연결되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조기에 발

견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제조/서비스 업체와 함께 자체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

품의 호환성 및 성능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고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여러 제조/서비스 업체와 함께 자체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제품의 호환성 및 성능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고 제품의 브랜드 가치

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안전 인증

UL 및 글로벌 안전 규격(Standards)에 따라 제품, 서비스, 설비, 시스템 등을 평가 및 

시험하여 요건에 통과된 경우에 인증이 부여된다. UL은 인증 후부터 생산공장에 정

기적인 사후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인증품과 동일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돕는다. 글로벌 안전 인증은 국가 및 인증기관에 따라 사후 심사 서비스 요구사항이 

다르게 적용된다.

전자파 무선 (EMC & Wireless) 인증

전자기기 작동 시 방출되는 전자파가 다른 전자기기 혹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

한 검증을 실시한다. 전자파 인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주요 국가로는 한국(KC), 미

주(FCC), 유럽(CE) 등이 있다.  UL은 KC, FCC, CE마크 뿐만 아니라 그 외 각 국가

별로 요구하는 전자파 무선 인증을 시험부터 인증까지 모든 과정을 돕고 있다.

IoT 인증

UL은 사물인터넷(IoT)의 다양한 통신 기술 및 플랫폼 관련해 협회에서 표준화 활동

을 리딩하고 있으며, 해당 협회의 인정 시험소로서 시험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MS (Identity Management & Security)

신용카드 및 대중교통 지불결제, 모바일페이, 데이터 보안 등에 대하여 기능인증 시

험, 데이터 보안 인증/검증, 컨설팅 및 시험 장비 개발 공급 서비스이다.  최근에는 지

불결제 산업의 범위를 넘어서 IT 디바이스 데이터 보안, e-Health 데이터 처리 및 보

안 등으로 사업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성능시험

Testing

인증

Certification

제조자에 대한 기술 전문성에 기반해 개별 고객의 요구사항과 환경을 반영한 프로그

램을 설계하고, 해당 설비나 공급망, 제품,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품질, 안정성, 규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해 검사 및 평가한다.

검사

Inspection / Audit

빠르게 변하는 기술과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조자

의 주장 (claim)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과 시험을 통해 검증한다. 검증 서비스

에는 제조자의 마케팅 문구 검증 (Marketing Claim Verification), 환경 문구 검증 

(Environmental Claim Validation, ECV), 바이오 소재 검증 등이 포함된다.  

검증

Validation / Verification

125년 이상 다양한 산업 군에서 확보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제품 설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점검하거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교육 등 

고객에 최적화된 정보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문 및 교육

Advisory & Education



UL은 전 세계 180여개 이상 다양한 규격의 환경 챔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품군 및 업

계별 특성에 따른 시험을 통해 친환경 인증 및 제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UL 환경 관련 서

비스로 실내공기질에 특화된 그린가드(GREENGUARD) 인증을 비롯해 에코로고, 친환

경성 주장 검증(ECV), EPD 등의 친환경 인증과 유해물질 테스트(RoHS/REACH/캘리포

니아 Proposition65) 등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 서비스  

UL - 의료 기기, 시험실 장비 및 개인 위생 제품의 안전 인증 및 시험, 인체 접촉 의료기

기의 생물학적시험(GLP)등 세계 각 국의 의료기기 등록에 필요한 광범위한 시험을 제공

한다. 

Emergo by UL – 전 세계 각국의 의료기기 등록 및 license holding service, 사용자 적

합성(usability), Software cyber security consulting, 임상지원(CRO) 등 의료기기 등

록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Life and 

Health Science

UL CAP는 사이버 보안 평가 프로그램으로써, 새로운 UL 2900 규격에 따라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제품과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도, 해킹 및 악성 소프트웨어 (malware) 

위협에 대한 보안 수준 등 잠재 사이버 보안 문제를 시험하고 인증한다. UL CAP는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한 사이버 보안 국가 행동 계획(CNAP, Cybersecurity National Action 

Plan)의 주요 공공 시설과 연결된 사물인터넷(IoT) 공급망과 디바이스를 시험하고 인증하

는 방법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C-CAP

Cybersecurity 

Assurance Program

UL I & I 서비스는 기업의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효율적이고 전방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UL은 다양한 I & I 솔루션을 통해 화학, 소재, 부품, 제품에 대한 종합적

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재고 관리 위험 완화, 복잡한 규제 준수에 대한 정보 확보, 공급망

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

는다.

Information & Insight 

I & I

진화하는 서비스



UL은 전세계 UL사무소를 기점으로 고객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다. UL GMA 서비스는 해당 지역의 안전 인증, 

EMC (전자파적합성), 무선통신, 에너지 효율 등 관련 프로세스와 규제에 대한 포괄적인 솔루션을 포함한다.

UL을 통한 
글로벌 시장접근의 장점

전세계 인증마크 서비스 
(Global Market Access)

•세계 다수의 시험소를 비롯한 글로벌 네트워크

•공신력 있는 CB 인증 발행 기관 및 다수 국가 인증 기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전문성

 • UL Suzhou – 중국 CCC 등록 시험소 (HVAC) 

 • UL Demko – 중동 GCC G mark 인증 기관 

 • UL India – 인도 BIS 등록 시험소 

 • UL Taiwan – 케냐 CoC 인증 기관

 • UL Mexico – 멕시코, 페루,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에너지효율 인증기관

 • UL Thailand – 태국 TISI 시험 및 공장심사기관 등

•150여개국의 무선 인증 네트워크 확보

접근성

•안전 인증 / 에너지 효율 / EMC / 무선 인증 분야 등 원스톱 서비스 

•진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시장 규격 및 니즈에 대한 풍부한 정보 및 자료   

효율성

•글로벌 규제 정보 및 노하우 보유

•고객별 맞춤형 인증 / 규제 관련 자문 제공

•매월 UL Global Market Access Newsletter 발행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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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인증은 UL의 코어 비즈니스 중 하나로 

안전 인증 획득 절차, 사후심사 및 기타 서비스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안전 인증 

서비스



UL FILE 인증된 제품에 부여되는 고유 번호, 제품군별로 하나의 파일 번호 부여

APPLICANT 신청자, UL내에서 인증된 제품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갖는 회사

MANUFACTURER 제조자, UL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사후심사를 받게 되는 회사 

LISTEE
등록자 (리스티), 인증된 제품의 라벨에 표기되는 회사, UL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Product iQ 에도 등록자로 확인 가능

PROJECT NUMBER 프로젝트 번호, 신규 및 개정을 위한 인증을 진행할 때마다 새롭게 발생되는 번호 

PRODUCT TYPE / CCN 다양한 제품을 분류하는 분류코드 (제품군)

MULTIPLE LISTING (ML) 멀티플 리스팅, UL 등록 모델을 타 회사 이름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프로그램

ALTERNATE LISTING (AL)
얼터네이트 리스팅, 등록자 (리스티)가 신청자와 다를 경우 별도의 파일 번호가 

부여되는 프로그램

PARTY SITE NUMBER 각 고객사에 부여되는 고유 고객 번호 

FUS (Follow Up Service)
제품 인증이 완료된 후에 인증된 제품이 동일하게 생산, 

판매될 수 있도록 실시되는 사후심사 서비스 

PROCEDURE 사후심사를 위한 절차서 / 사후심사 기준이 되는 문서 

NOA 
(Notice of Completion and 
Authorization to apply the 
UL Mark)

UL 인증 완료 및 UL 마크 사용 안내문 

(해당 제품에 안내문 받은 즉시 UL 마크 부착 가능) 

IPI ADDENDUM 문서가 함께 제공된 경우, 제품 출하 전에 반드시 초도 심사를 선 진행 

IPI 초도 심사 (Initial Production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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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인증 절차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다.

인증 절차

고객 UL

신청서 및 제품 정보 제공

1.    신청서 : 신청자 (Applicant), 

 제조자 (Manufacturer), 리스티 (Listee), 

 인보이스 수신자 (Bill-to), 

 세금계산서 수신자 정보 필수 기입

2.  제품정보 : 사양서 (스펙), 도면, 

 카탈로그 등

견적서 (Quotation) 제공

•  고객의 요청을 기반으로 제품 구조 및 특성에 

맞는 UL 규격 결정 후 인증예상 비용 및 입금 

정보가 포함된 견적서 발행

    - 견적서 (P. 26)

진행여부 결정 및 비용 입금

1. 견적서 검토 후 UL 인증 진행 여부 통보 

 * 견적에 대해 동의 (ACCEPT) 하는 방식

1) myUL을 통해 동의 (ACCEPT)

2) 회신 이메일에 동의 (ACCEPT)

3) 견적서에 서명 후 회신

2. Deposit Invoice 발행

3. 비용 입금

계약서 발송

1. 신규 고객의 경우 : 계약서 

 (Global Service Agreement) 발송

2. 기존 고객의 경우 : 기존 계약서 

 (Global Service Agreement)로 진행

계약 체결

•     계약서 (Global Service Agreement) 

   작성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인증 업무를 시작

제품인증 평가 프로젝트 개설

•       UL 인증을 진행하기 위해 제품인증 평가 

프로젝트 개설 후 제품 인증 시작을 알리는 

안내문 (Order Acknowledgement) 발송 및 

담당 엔지니어 부서로 업무 이관

    -  제품인증 프로젝트 시작을 알리는 안내문  

(P. 28)

• 견적 절차

• 견적서

•   제품 인증 시작을  

알리는 안내문

•   제품인증 평가 진행 절차

•   제품인증 평가 프로젝트 시작을 알리는 ECD 안내문

•   샘플 발송 및 처리 안내문

•   제품인증 평가 프로젝트 완료를 알리는 NOA안내문

•   초도 심사 진행을 알리는 안내문 (IPI ADDENDUM)

•   정기 사후심사 절차

•   사후심사 리포트  

 (INSPECTION

 REPORT)

세일즈 부서 필드 엔지니어링 부서제품인증 부서

제품 평가 시작 전 준비단계 사후심사 단계제품 평가 및 시험 단계

견적 단계 사후심사 단계제품인증 평가 단계

견적
제품인증 

평가 계획

인증완료

(승인서발행)

제품인증 

평가
사후심사

UL 인증 절차 – 견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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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된 견적금액은 고객의 요청에 대한 정보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시험을 위해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등의 출장비, 샘플 운송 및 폐기 비용, 샘

플 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통관 비용 등은 견적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추후 업무 내용에서 변경이 있거나 시험 불합격으로 인한 재시

험이 필요한 경우 비용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Terms and Conditions는 거래 조건에 대한 사항이다.

Payment는 지불조건에 대한 사항이다.

Additional Services and Fees는 추가 비용에 대한 안내이다. 인증이 완료된 후 공장에 대한 사후심사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기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Acceptance Instructions는 견적 수락에 대한 안내이다. 제품인증 평가 진행을 원하는 경우 견적서에 진행의사의 표시로 Quotation 

Accepted by에 서명하여 회신하거나, 견적서와 함께 진행의사를 e-mail로 회신하면 된다. Quotation Accepted by에 서명하여 회 신할 때

는 회사를 대표하는 담당자가 서명을 하여 보내주면 된다.

만약 사용하기를 원하는 PO 번호 (구매 오더 번호)가 있다면, 견적 하단에 기입하여 회신한다. PO 번호를 굳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인보이스 

상의 PO 번호란에 신청자의 이름이 기재된다.

고객이 제출한 제품 스펙 및 정보를 토대로 제공되는 예상 견적서이다. 총 5장으로 되어 있으며 비용 및 입금 정보 등을 제공한다. 제품인증 평

가 진행 중 견적비용 외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제품인증 평가 진행을 위한 엔지니어 출장비, 샘플발송 및 폐기 비용 등은 견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발생시에는 사후 실비 정산되어 청구된다.

#

Products/Services Quoted
(Summary table of requested product/services.
Detailed service information is provided on the
following pages.)

Quantity Unit Price 
(KRW)

Net Price 
(KRW)

1 진행 제품 군

신청 서비스 (UL mark) 1 XXXXXX XXXXXX

(cUL mark) 1

Subtotal XXXXXX

VAT 10% XXXXXX

Net Total XXXXXX

(Net Total은 최종 견적금액이다.)

File Number, Product, Model name, Scope

(고객 정보와 신청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다. 신청 내용과 다른 경우 즉시 UL 에 연락하여 수정한다.)

Quotation

견적서 (Qu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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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 시작을 알리는 안내문 

(Order Acknowledgment)

제품 평가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세일즈 부서에서 엔지니어링 부서로 프로젝트가 이관된다. 이때 발행되는 안내문으로 이 내용을 통해 UL 

인증을 신청한 고객사의 정보 (ex. 회사명, 주소, Account 번호, PO - 구매 오더 번호, 신청내용 - 신청한 제품, 서비스, 모델명), UL 파일 번호, 

신청 제품의 평가를 위한 인증범위, 비용과 담당부서 등의 정보 등을 확인한다.

#

Products/Services Quoted
(Summary table of requested product/services.
Detailed service information is provided on the
following pages.)

Quantity Unit Price 
(KRW)

Net Price 
(KRW)

1 진행 제품 군

신청 서비스 (UL mark) 1 XXXXXX XXXXXX

(cUL mark) 1

Subtotal XXXXXX

VAT 10% XXXXXX

Net Total XXXXXX

(Net Total은 최종 견적금액이다.)

File Number, Product, Model name, Scope

(고객 정보와 신청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다. 신청 내용과 다른 경우 즉시 UL 에 연락하여 수정한다.)

Order Acknowle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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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 평가 단계

견적 단계 사후심사 단계제품인증 평가 단계

제품인증 

평가 계획

인증완료

(승인서발행)

제품인증 

평가

고객 UL

• ECD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 및 샘플   

수량, 서비스 완료 예상일 등을 확인

• 신청 내용 검토

• ECD 문서 발송 (제품인증 평가 시작 통보)

-  제품인증 평가 프로젝트 시작을 알리는 ECD 

안내문 (P.32)

• 샘플 양식 확인

• 테스트 완료 후 샘플 처리 방식 선택, 샘플 발송

•  테스트 진행에 필요한 샘플 요청사항을 포함한 

샘플 양식 작성하여 고객에 전달

- 샘플 발송 및 처리 안내문 (P.34)

•  제품 인증에 대한 NOA 문서를 서면으로 수령한 

후 제품에 UL (인증) 마크 부착하거나 부착 제품 

출하 가능.

단, NOA 문서에 IPI ADDENDUM (초도 심사)

가 포함된 경우, 공장 심사 후 UL 마크 및 제품 

출하 가능

•  테스트 진행 및 결과를 토대로 리포트 작성 및 

검토 후 제품인증 평가 완료

•  NOA 문서 발송을 통해 제품인증 평가 완료 통보

-  제품 인증 평가 프로젝트 완료를 알리는 NOA 

안내문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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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 평가 프로젝트 시작을 알리는 ECD 안내문

ECD (Estimated Completion Date) 안내문은 담당 엔지니어가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제품 평가에 필요한 추가 정보, 검사 항목 및 샘플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원활한 제품인증 평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ECD 문서에 표기된 정보 및 샘플을 빠르고 정확하게 UL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ECD 문서에 

따라 준비된 샘플과 정보에 기반하여 제품 시험 및 평가가 진행된다.

(고객 정보와 신청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다. 신청 내용과 다른 경우 즉시 UL에 연락하여 수정한다.)

• 주의: 프로젝트 비용은 제품인증 평가를 위한 비용으로, 프로젝트 관련한 샘플 발송 및 출장 비용은 별도로 청구된다.

• 고객 요청 완료일 :

• 제품인증 평가 프로젝트 예상 완료일 :

Product Service Description: 신청한 UL 서비스 내용 (제품인증 평가 프로젝트 번호, UL 파일 번호, 모델명 등)

Product Category: UL 서비스 제품군

Required Sample(s) for Evaluation: 제품 평가에 필요한 샘플 정보

Proposed Test Plan: 시험 계획안

Standard(s) Referenced for this Evaluation: 신청 제품 평가와 관련된 UL 규격 정보

Required Investigation Item(s) for Evaluation: 제품 평가에 필요한 조사 항목

Assumption(s): 제품의 인증 평가를 위한 프로젝트의 전제조건 (모든 내용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Timeline Assessment: 제품 평가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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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발송 및 처리 안내문 
(Shipping form for sending samples to UL)

Shipping form은 ECD 안내문에 요청된 샘플을 제품평가를 위해 UL 시험소로 발송할 때 제품의 확인을 위해 함께 동봉하는 문서이다.

기본 정보와 샘플 수량, 제품명 확인 후 해당 샘플을 양식에 기재된 시험소로 발송한다. 샘플 양식은 UL 시험소에서 시험이 진행될 경우에만 해

당되며, UL이외의 외부 시험소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샘플 양식 내 “Completed by Customer”란에 명시된 시험 완료 후 샘플을 처리하고자 하는 방식에 표시한다.

 ➡  Destroy – 시험완료 후 샘플을 “파기”할 경우로, 현지 법규에 따라 샘플이 처리되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    Customer to Pick Up at UL – 고객이 UL시험소에서 직접 “샘플을 픽업”해 가는 방식이며, 3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아래 수령지로 

반환된다. 반송의 경우를 위해 아래의 정보 기입이 필요하며 샘플 관련 비용 (운송비, 세관비용 등)은 고객에게 청구된다.

 ➡    Ship / Return at your expense – 샘플을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아래 오른쪽 칸에 배송 업체명, 회원번호 등의 정보를 기입한다. 배송 

업체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UL에서 이용하는 배송 업체 (주로 DHL)를 통해 송부되며 샘플 관련 비용 (운송비, 세관비용 등)은 향후 UL 

인보이스에 합산되어 청구된다.

작성된 샘플 양식은 프린트하여 UL 로 보내는 샘플 상자에 동봉하여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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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 평가 프로젝트 완료를 알리는 NOA 안내문

NOA (NOTICE OF COMPLETION AND AUTHORIZATION TO APPLY THE UL MARK) 문서는 제품 시험 및 승인이 완료되어 UL 마크 

부착 및 제품 출하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이며 제품인증 평가 프로젝트 담당 엔지니어가 이메일로 발송한다. 단, IPI ADDENDUM 문서가 함께 

제공된 경우, 제품 출하 전에 반드시 초도 심사를 선 진행한다. (IPI ADDEMDUM – P.38)

제품 승인 내용을 반영한 최종 리포트는 NOA 문서 발송 후 2~3일 정도 소요되며, myUL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myUL™ 고객 포털: https://my.ul.com (P.60)



사후심사 센터 담당자 정보

Seoul IC 747

Mr. Yoonho Han(T:82-2-2009-9174, e-mail: yoonho.han@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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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도 심사 진행을 알리는 안내문 
(IPI ADDENDUM)

IPI ADDENDUM 페이지가 NOA 문서에 추가되어 있는 경우,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 출하 전에 해당 공장이 초도 심사(IPI, Initial Production 

Inspection) 를 먼저 진행하도록 요구하는 안내문이다. 필드 엔지니어는 초도 심사를 통해 제품이 인증된 제품과 동일하 게 생산되는지 확인한

다. 인증된 제품은 IPI이후에 출하할 수 있다.

초도 심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IPI ADDENDUM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는 사후심사 센터의 담당자에게 연락한다.

NOTICE OF COMPLETION

AND

AUTHORIZATION TO APPLY THE UL MARK

IPI ADDENDUM



• 사후심사 절차서(인증 제품과 사후심사에 필요한 상세 정보 기술)를 가지고 공장심사

• 최종 버전의 UL 절차서는 myUL™ 고객 포탈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가입 방법: P.60)

• 사후심사 절차서에 명기된 제품대로 생산되는지 확인 (주요 부품 및 재질 확인)

• 제품 제조 시 요구되는 필수 시험 확인

• UL 시험소에서 테스트할 제품의 샘플 선택(일부 제품군에 한함)

• 계측기 교정 여부 확인

• 제품 박스 및 매뉴얼에 표기된 마킹 및 정보 확인

• 제조 공정 프로세스 점검

• 사후심사 마무리 및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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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심사 단계

견적 단계 사후심사 단계제품인증 평가 단계

제조지

방문

사후 심사

리포트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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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심사 리포트 
(INSPECTION REPORT)

사후심사 리포트는 사후심사 후 발행되는 리포트이다. 리포트에는 심사 일자, 필드 엔지니어, 심사한 UL 파일 번호 등이 기재되며 심사 시 부적

합 사항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제공된다.



사후심사 서비스

UL 사후심사(Follow Up Service)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

으며, 소비자와 구매자에게 큰 신뢰를 받고 있다.

UL 사후심사는 UL 인증 취득 후에도 지속적으로 UL 규격을 준수하는지 확인

하기 위해 필드 엔지니어가 불시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심사이다. 이 서비스는 

제조자, 바이어, 소비자 및 시장에서 UL 인증 제품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사후심사는 UL 인증이 완료 된 후부터 UL 파일을 유지하는 동안 진행된다.

02

사후심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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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심사의 종류

사후심사 서비스

Initial Production Inspection (IPI)는 인증 취득 후 UL마크를 최초로 부착하는 초도품에 

대한 심사이다. 제품 출하 전 IPI를 통해 UL 사후심사 규정을 이해하고 제품이 인증품과 

동일하게 생산되는지 파악한다. 초도 심사는 UL 인증 제품 생산 시 방문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사전에 방문날짜를 조율한다. 담당 심사원은 초도 심사 및 사후심사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생산 일정에 맞춰 초도 심사를 진행한다.

초도 심사 IPI

정기 심사 (Regular Inspection)는 UL 인증 취득 후 UL 규정에 맞춰 인증한 제품과 동일

하게 생산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심사이다. 궁극적으로 이 활동을 통해 제조사

는 인증 제품을 제대로 생산 관리하게 되고, 제품 사용자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돕는다. 일

반적으로 최소 1년에 4회 심사가 진행되며 관리가 더 필요한 제품군은 횟수가 추가된다. 

정기 사후심사는 생산 유무와 별개로, 불시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기심사

Customer Corrective Action Process의 약자로서 중대하거나 자주 UL 규정이 지켜지

지 않을 때 해당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될 때까지 지속하는 심사이다. 일반 정규 심사와 

별도로 진행되며 적용되는 몇 가지 예는 아래와 같다.

(아래 항목에 국한되지 않는다.)

• 제조자가 UL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에 UL마크를 사용하여 출하한 경우

• UL필드 엔지니어가 부적합 판정을 내린 제품에 UL마크를 부착하여 출하한 경우

• UL마크를 잘못 사용하거나 사용이 유보된 제품을 선적한 경우

• 미 등록된 제조처에서 UL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반복적인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등

C-CAP

Cybersecurity 

Assurance Program



라벨 구매 (TYPE L, Label Service) 라벨 자체 제작 (TYPE R, Re -Examination)

UL 마크 공급
자체제작 불가

UL 라벨 센터에서 구매

자체제작 가능

라벨 또는 명판 외부 조달

심사횟수
생산량에 따라 연 4~24회

(라벨 사용량으로 생산량 확인)
최소 연 4회

제품 전선, 전선가공품, 파워코드, 조명기구 등
TV, 모니터, 아답터, 냉장고, 

플라스틱 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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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심사 준비 사항 및 필요 문서제품의 서비스 타입 (TYPE L & TYPE R)

사후심사의 기준이 되는 문서로서, 항상 최신 본으로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 UL 인증 

완료 후 고객 전용 포탈사이트인 마이유엘(myUL)에서 최신 버전을 확인한다. 사후심사 

절차서의 내용과 제품 생산이 다른 경우 부적합 리포트 (Variation Notice)가 발생된다.

• myUL™ 고객포털: https://my.ul.com (P.60)

사후심사 절차서 

(Follow Up Service Procedure)

주요 부품은 반드시 UL 승인품을 사용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며, 부품 승인 여부는 UL 

Product iQ 를 통해 확인한다

• UL Product iQ : https://iq.ulprospector.com

주요부품

(Critical Components)에 

대한 UL 승인서

부품 증명서 (PCB Soldering condition, 플라스틱 사출, 트랜스포머, 라인 필 터 등 부품 

상태로 원료(재질) 및 모델명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를 준비한다.

• 재질증명서, 거래명세표, 부품 사용증명서 등을 준비한다.

외주 가공 납품되는 부품에 

대한 재질 증명서

UL 제품 생산 및 검사에 필요한 계측기는 반드시 연 1회 검교정이 필요하다.

•  내압 시험기, 접지 테스터,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 기본적인 준비 사항 및 필

요 문서는 위의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절차서 내용에 따라 추가 혹은 변경될 수 있다.

생산 및 검사에 필요한 

시험 장비 및 장비 

체크 기록

TYPE L에 속하는 제품들은 화재나 감전사고 등 위험에 크게 노출된 제품들로 라벨 사용량을 통해 UL에서 지정한 생산량을 확인하게 되며 생산량

에 따라 심사 횟수가 증가될 수 있다. 해당 제품군을 생산하는 제조처는 UL 라벨 센터를 통해 UL 마크(라벨)를 공급받아 제품에 부착해야한다.

• UL라벨 및 라벨신청 안내 (P.55 )

TYPE R에 속하는 제품들은 TYPE L 보다는 위험에 덜 노출된 제품들로 UL 라벨을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라벨 또는 명판을 외부 업체

를 통해 조달할 수도 있다. 이 제품군의 심사는 최소 연 4회 발생된다.



UL GUIDE      51
02

사후심사 서비스 (Follow Up Service) 소개의 장

사후심사 준비 사항 및 필요 문서사후심사 절차서 (Follow Up Service Procedure)의 순서 및 내용

UL 파일 번호, 볼륨 번호, 리포트 발행 날짜, 최근 개정 날짜 신청자 (Applicant) / 제조자 

(Manufacturer) / 등록자 (Listee) 정보 (회사명, 주소, UL 고객번호), 

UL  마크 조달여부 구분 (TYPE L or R), UL 제품 분류 (Product Type / CCN), 

제조자 식별코드 (Factory ID)

Authorization Page 제품명, 모델명, 사양, 적합한 안전 규격 번호, 사용된 부품 정보 및 제품의 

상세 내용 포함

Description or Report

섹션 (Section)별 UL 승인 모델명이 수록

(USL / CNL -  USL은 미국향 완제품 UL 인증, CNL은 캐나다향 완제품 cUL 

 (Canada)인증)

(USR / CNR -  USR은 미국향 부품 UL 인증, CNR은 캐나다향 부품 cUL 

 (Canada)인증)

Index 신청자 (Applicant)만 볼 수 있는 문서로 시험 항목, 시험 요약과 결과가 포함Test Record

UL 인증 제품에 대하여 제조자가 지켜야 하는 책임과 사후심사에 대하여 

UL 필드 엔지니어에게 지침 제공

사후심사의 하나로 샘플(FUS Sample) 시험 관련한 설명

Appendix A: UL 필드 엔지니어에게 구체적인 책임과 지침 제공

Appendix B: FUS Sample의 요구 사항

Appendix C: FUS Sample에서 실행되는 시험

Appendix D: 제조자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Appendix Page or Follow-

up Inspection Instruction 

(FUII)

TYPE R 제품군의 마킹 정보

마킹에 대한 상세 요구 사항 (최소 크기, 추가 마킹 정보 등)

Marking Data Page - 

LMDP / RCMDP / CMDP

UL의 사후심사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특정 지침과 책임에 대한 내용

모든 제조자에게 동일한 내용 적용

Follow-up Inspection 

Instruction (FUII)

멀티플 리스티 (Multiple Listee) 정보 및 멀티플 리스팅 (Multiple Listing) 

모델정보 수록

Multiple Listing 

Correlation Sheet

각 섹션 (Section)에 등록된 모델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부품 및 내용 명시

예) 공용 부품, Marking, Subcontractor 등

Section General



Listing Mark 

완제품 인증에 대한 마크이다.

Recognition Mark 

부품 인증에 대한 마크이다.

Classification Mark 

특수 제품군에 대한 마크이며 특정한 위험 요소가 있거나 화재와 전기에 노출이 있어 주의 깊

게 다뤄야 하는 제품에 부착된다.

UL 새로운 마크 (Enhanced Mark) 

UL은 시장에 보다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향상된 UL 인증 마크를 만들어 2013

년도부터 홍보 및 안내 중이다.

Listing과 Classification Mark에 한해서 Enhanced Mark로 변경을 권장하고 있으며 새로

운 마크에 대한 정보는 https://markshub.u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Caution, Safety and Warning Markings in English Caution, Safety and Warning Markings in French

SAFETY STOP-DO NOT ALTER DISPOSITIF DE SURETE - NE PAS MODIFIER

CAUTION : This product is combustible. A protective
barrier or thermal barrier is required as specified in the
appropriate building code.

ATTENTION : Ce produit est combustible. Une barrière de
protection ou une barrière thermique est exigée par le
code du bâtiment en vigueur.

WARNING-Interconnection of more than one power supply 
source to section of grid rail bus may present a fire hazard.

AVERTISSEMENT-Interconnexion de plus d'une source
d'allmentation à une section de bus sur rall grille peut
présenter un risque d'incendie.

DANGER-RADIATION DANGER - RAYONNEMENT

UL 마크는 UL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마크 사용 기준은 사후심사 절차서 (Procedure)의 Marking Data Page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 http://korea.ul.com/resources/ulmark/ 링크에서 버튼 클릭 후 다운로드

Canadian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Bilingual Safety, Warning and Caution Markings

UL 인증 제품 (Listed Product) 중 캐나다향인 cUL과 ULC인증 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캐나다에서 요구하는 안전, 경고 및 주의 문구를 영문

과 불어로 병행 표기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ul.com/fus의 Canadian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Bilingual Safety, Warning and 

Caution Marking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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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마크 종류UL 마크

UL은 미국인증 뿐만 아니라 캐나다 진출에 필요한 인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제품이 캐나다 관련 규격에 부합하면, 캐나다 규격에 의해 승

인되었음을 나타내는 ‘C’가 포함된 UL Listing, Classification또는 Recognition Marking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제품이 미국과 캐나다의 요

구사항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 C UL US 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UL 마크는 제품 안전 및 성능 시험 및 평가 이후 승인된 제품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사전 승인된 UL 마크 및 시안으로 적용 및 제작되어야 

한다. UL 안전 인증 제품은 UL 사후심사 서비스 대상이며, UL 마크는 반드시 마크의 적용 요건에 맞춘다. 만약 마크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위조품으로 해석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라벨 구입은 labelcenter.seo@ul.com으로 신청서를 송부하거나, 라벨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한다. 신청후에는 라벨센터로 주문신청이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스탠다드 라벨 (Standard Label)

이미 제작되어진 라벨로, UL 마크, product identity, Lot-Serial No, Feet 등 기본 정보만이 포함되어 있다. 제작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어 구

매 시간 절약이 가능하다.

구입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최소 1주일 전에 라벨 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단, 라벨 재고가 없는 경우 한달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일정 확

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컴비네이션 라벨 (Combination Label)

주문자 제작방식의 라벨로, 스탠다드 라벨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군이거나, 바이어가 라벨 상에 회사명, 파일 번호 등 추가적인 정보 기입을 원하

는 경우 컴비네이션 라벨로 진행된다.

제작 진행은 도면과 신청서를 라벨 센터로 접수하여 도면 검토 후, 주문 제작을 진행할 수 있다. 제작은 UL 인증 받은 라벨 인쇄 업체에서 한다.

최소 4주~8주 전에 라벨 센터로 신청하며, 원단 및 제작 단가에 대해서는 직접 인쇄 업체와 확인 및 거래 한다.

온라인 라벨 신청 방법

라벨 사이트 : https://marks.ul.com/about/designing-and-ordering-ul-marks/labelsorder-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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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라벨 및 라벨신청 안내부적합 보고서 (VN: Variation Notice)

VN은 UL 필드 엔지니어가 사후심사 과정에서 사후심사 절차서 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때 발행한다. 제조자가 VN 판정을 받으면 재검사 (시정 

조치) 등을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UL마크 부착과 제품 출하가 제한된다.

VN 발생 예시

• UL라벨이 UL의 별도 승인 없이 다른 장소로 이전되었을 경우

• 제품 구조, 마킹 사항 및 사용 부품이 사후심사 절차서에 기술된 내용과 다른 경우

• 생산 라인이나 제조자가 실시해야 하는 시험이 UL요구 사항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UL에서 요구한 Inspection Program(Test Program)이 시행되지 않거나 심사(테스트) 기록들이 보관되지 않은 경우

• UL승인 없이 공장이 변경되었거나 생산 공장이 추가된 경우

• 제조자가 UL필드 엔지니어의 공장 심사를 거절한 경우•제품에 부적합한 UL마크가 부착된 경우 등

• UL 승인받지 않은 제품에 UL마크가 부착된 경우 등

VN 발생 시 조치방법

• 제품 폐기

• 문제 제품으로부터 UL 마크 제거

• 절차서 (Procedures) 변경

• 추후 판단이 있을 때까지 출하 보류 등



03

UL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미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타 다양한 

고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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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

UL 인증을 받은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인증된 전체 파일 또는 일부 모델을 주고 받는 것

을 의미한다. UL 파일을 양수 받은 회사는 UL 인증 제품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

게 된다.

파일 양도양수

UL 승인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다른 공장으로 변경되거나 새로운 공장에서 추가 생산되는 

경우 제조처 변경 및 추가하여 UL 파일에 등록시킨 후 생산한다.

제조업체 추가 (삭제)

UL에 등록된 회사의 회사명 및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UL에 의뢰하여 변경한다. 회사명 

변경에는 영문 회사명의 Co Ltd., Corporation 등의 법인구조도 포함된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우리나라 도로명 체계의 주소 변경도 이에 해당된다.

회사명 및 주소 변경 

(도로명 주소 포함)

트레이드 네임 / 트레이드 마크 (Trade Name / Trade Mark)는 회사명과 함께 고객 식

별을 위한 표기 방법의 하나로 사용된다. 공식적으로 회사명 대신 사용을 원하는 트레이

드 네임이나 마크가 있다면 UL에 등록하여 사용 가능하다.

트레이드 네임 /

트레이드 마크 등록 

(Trade Name / Trade Mark)

생산이 중단되거나 UL 인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 UL에 신청하여 반드시 취소 

한다. 일부 모델, 공장, 파일 등 해당 항목만 취소 가능하다.

파일 및 공장 취소 / 

모델 삭제

리스티(Listee)는 제품 라벨에 표기되는 회사이다. 멀티플 리스팅(Multiple Listing)은 

UL 인증 제품 혹은 부품을 타 회사 이름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리스트를 추가 등록하는 

프로그램이다., 멀티플 리스티는 UL의 모든 출판물 및 정보 검색 시스템(Product iQ)에 

회사 명과 별도의 UL 파일 번호가 등록되어 전 세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멀티플 리스팅 

(Multiple L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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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활용

myULTM  종합 서비스 클라이언트 포털

프로젝트, 제품 정보, 샘플, 문서 등을 최신 버전으로 확인 가능

myUL은 프로젝트, 제품 정보, 문서 및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소스이다. 견적, 주문,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정

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사후심사 절차서 및 리포트, 글로벌 인증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제품 샘플의 처

리 현황과 모든 부적합 사항을 포함한 사후 심사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보이스를 검색, 인쇄 할 수 있다.

•   myUL™ 고객 포털: https://my.ul.com

UL 코리아 홈페이지

UL 코리아 서비스 소개 및 UL 인증 관련 정보 검색 가능

UL 코리아에서는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UL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안내 및 UL 인증에 대

한 유용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UL 코리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및 세미나에 대한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 http://Korea.ul.com

UL Product iQ
UL 인증 회사 및 제품 정보 실시간 확인 

UL 인증된 모든 회사 및 제품 정보가 등록된 데이타베이스이다. 정보를 어디에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회사명, UL 파일번호, 제품 분류코드, 제품 및 모델명 등으로 검색 가능하다. UL 인증을 받은 고객사는 홍보의 툴

로써 사용한다. 또한 필요한 UL 인증 부품을 찾거나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 https://iq.ulprospector.com

iQ Database (ULIQ Family of Database)
UL iQ™데이타베이스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부품 및 제품을 인증 받은 기준으로 빠르고 쉽게 찾도록 돕는다.

플라스틱, AWM, 절연시스템, 휴즈, 라벨, PCB, Sign components (SAM), Solid State Lighting (LED), 스위

치, Certified water products, Wire & Cable 등 여러가지 기준으로 인증 받은 제품 및 부품의 정보가 제공된다. 

여러 가지 조건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강력하고 유용한 사이트이다. 

• http:// Iq.ul.com

규격 구매 및 열람 사이트 (UL Standards Site)

UL 규격 검색 및 열람 가능

UL은 Working for a safer world 라는 미션을 위해, UL Standard의 무료 열람 (Digital View기능)을 제공한다. 

규격 사이트는 UL이 아닌 제 3자 기관에서 별도로 운영된다. 

• www.shopULstandar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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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UL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보이스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 UL 인보이스는 영문으로 발행되며, 한글 송금 안

내문이 동봉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UL GmbH 한국지점에서 인보이스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예치금 인보이스를 제외한 

모든 인보이스에 부가세(VAT)가 반영된다.

UL 인증 평가를 위한 프로젝트 시작 전, 예치금이 필요한 경우 요청되는 인보이스이다. 

프로젝트는 시작 전에 100% 예치금을 기본으로 하나 비즈니스 이력 및 지불 내역 등에 

따라 그 비율이 변경, 관리된다. 예치금 인보이스는 고객이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견적서

를 수락하면,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며, 송금이 완료된 후 제품 인증 평가가 시작된다. 해

당 인보이스는 보증금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도 발

행되지 않는다.

예치금 인보이스 

(Deposit Invoice)

UL 인증품이 지속적으로 안전 요구 조건에 충족되도록 하는 활동에 대한 비용이다. 사후

심사 서비스로는 UL 필드 엔지니어가 제조자를 방문하여 제품을 심사하고 일부 제품군은 

샘플을 UL 시험소로 보내 시험을 진행하여 제품 안전을 확인한다. 사후심사 인보이스는 

해당 활동에 대한 비용이다. (P.68)

사후심사 인보이스 

(Follow Up Service Invoice)

UL 제품 인증 평가가 완료된 후 발행된다. 프로젝트 진행 전에 예치금을 지불한 경우, 적

용된 나머지 비용이 청구된다. 견적서에 제공된 비용은 제품인증 평가를 위한 것이며, 프

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실비(엔지니어의 고객사 및 시험소 출장비, 샘플 운송 비 

등)는 추가 청구된다. (P.64).

제품 인증 평가 

프로젝트 인보이스

(New Work Invoice)

UL 마크 사용에 대한 서비스 비용으로 모든 심사, 부적합 및 샘플검사 등 사후심사 서비

스 관련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2020 년에는 지정된 제품군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분기

별로 정해진 일정(2월, 5월, 8월, 11월)에 고정 금액이 청구된다.

UL Mark 사용에 대한 인보이스 

(UL Mark Certification 

Service Invoice)

매년 초에 발생하는 UL 인증 유지 비용으로 UL 신청자 (Applicant)별 제조자 

(Manufacturer)단위 기준으로 부과된다. 연 유지비용은 아래의 용도로 사용된다. (P.66)

• UL 규격 연구 개발

•  UL 마크 오·남용 및 위조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예, 미국 국가기관과의 업무 협업 포함

• 고객용 포탈사이트 개발 및 유지관리 – myUL

•  인증된 제품 및 고객 정보를 UL 웹사이트에 공유하여 모든 고객, 바이어, 

소비자 등이 실시간으로 쉽게 검색하도록 제공

• UL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유지관리

• 특정 제품에 대한 관련 정보 및 우편 발송

• 일반적인 고객 문의 및 기술 문의에 대한 지원 등

연회비 인보이스 

(Annual Invoice)

직접적으로 생명에 연결되거나, 생산 공정의 변동성이 많은 산업종에 적용되는 제품은 

(예, Wire & Cable, Luminaire, Damper, Fire door, Enclosure 등) UL 라벨 센터를 통

해 구입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라벨 인보이스는 라벨 구매 시 발생되며, 비용은 라벨 수량에 따라 부과된다.

라벨 인보이스 

(Label Invoice)

얼터네이트 & 멀티플 리스팅 (Alternate & Multiple Listing) 서비스에 발생하는 비용이

다. 매년 사용에 대한 연회비가 발생된다.

얼터네이트 & 

멀티플 리스팅 인보이스 

(AL & ML Invoice)



UL 제품 인증 평가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청구되는 인보이스이다. 인보이스에는 비용 및 입금 정보 등이 제공된다. 또한 제품 평가 비용 이외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발생된 우편비, 샘플발송비,출장비 등이 포함되어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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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인증 평가 프로젝트 인보이스 (New Work Invoice)



UL 인증 유지 비용으로, 매년 초에 1회 발생한다. 인보이스에는 비용, 공장 및 입금 정보 등이 제공된다. 

연 유지비용은 아래의 용도로 사용된다.

• UL 규격 연구 개발

• UL 마크 오·남용 및 위조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예, 미국 국가기관과의 업무 협업 포함

• 고객용 포탈사이트 개발 및 유지관리 – myUL

• 인증된 제품 및 고객 정보를 UL 웹사이트에 공유하여 모든 고객, 바이어, 소비자 등이 실시간으로 쉽게 검색하 도록 제공

• UL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유지관리

• 특정 제품에 대한 관련 정보 및 우편 발송

• 일반적인 고객 문의 및 기술 문의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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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인보이스 (Annual Invoice)



UL 필드 엔지니어가 제조사를 방문하여 UL 안전 요구 조건에 충족되도록 하는 사후심사 활동에 대한 비용이다. 인보이스에는 비용, 공장 및 입

금 정보 등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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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심사 인보이스 (Follow Up Service 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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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Mark 사용에 대한 인보이스 (UL Mark Certification Service Invoice) UL 마크 사용에 대한 서비스 비용으로 모든 심사, 샘플검사 등 사후심사 관련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분기별로 정해진 일정에 고정 금액이 청

구된다



UL 코리아는 고객을 위해 세미나 및 뉴스레터 등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UL 세미나

UL 코리아는 고객에게 필요한 세미나 및 교육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지식 및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UL 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1년 계획이 미리 제공되고 있다.

• 기술 세미나 – 규격 및 규격 변경 내용에 대한 교육 및 세미나

• 오리엔테이션 세미나 – 신규 고객 및 담당자를 위한 절차 및 전반적인 교육

• 사후심사 세미나 – 사후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 새로운 서비스 소개 세미나 – 시장 및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새롭게 시작한 서비스에 대한 세미나

• 지역 세미나 – 지방 고객을 위해 마련되는 세미나

• 고객사 교육 – 고객사에 방문하여 진행되는 교육 등

http://korea.ul.com/seminarsandtrainings/ 에서 월별 세미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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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e-tax invoice)

②    서비스

①    인보이스 번호

2020 년부터 서비스에 발행된 인보이스 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며 비고란에 인보이스 번호가 기재된다.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엔지니어 부서 세일즈 부서

소비가전 1

(HiTech 1)
이병욱 팀장

02-2009-9324
박지훈 부장

02-2009-9035

ByeongUk.Lee@ul.com Jerry.Park@ul.com

소비가전 2

(HiTech 2)
나범석 팀장

02-2009-9374
박지훈 부장

02-2009-9035

BumSeok.Na@ul.com Jerry.Park@ul.com

배터리

(Battery)
김수진 팀장

02-2009-9389
박지훈 부장

02-2009-9035

SooJin.Kim@ul.com Jerry.Park@ul.com

PCB (PWB)

신현준 팀장 02-2009-9342

박지훈 부장

02-2009-9035

HyunJoon.Shin@

ul.com
Jerry.Park@ul.com

무선 기기 전자파

무선 기기 상호 연동성

(Wireless EMC)

최창영 팀장

031-337-9910

이승헌 차장

02-2009-9259

Cy.Choi@ul.com Jackson.Lee@ul.com

가전기기 및 냉난방공조

(HVAC & Appliance)
김철배 팀장

02-2009-9263

성광훈 차장

HVAC, Switch 

& Control

02-2009-9148

Jason.Seong@ul.com

ChurlBae.Kim@ul.com
김용현 부장

Appliance & Motor

02-2009-9268

YongHyun.Kim@ul.com

조명 (Lighting) 이진곤 팀장
02-2009-9284

김도완 부장
02-2009-9017

Roy.Lee@ul.com Donovan.Kim@ul.com

의료기기 (HS) 안기수 팀장
02-2009-9327

장기웅 차장
02-2009-9038

KiSoo.Ahn@ul.com KiWoong.Jang@ul.com

이머고

(Emergo by UL)
이지운 과장

02-2009-9283
이한수 대리

02-2009-9039

VincentJ.Lee@ul.com HanSoo.Lee@ul.com

전선 및 케이블

(Wire & Cable)
임대성 팀장

02-2009-9360
전국진 과장

02-2009-9171

DaeSung.Lim@ul.com KukJin.Jeon@ul.com

플라스틱 소재

(Performance Materials)
한태근 팀장

02-2009-9338
최수정 부장

02-2009-9104

TK.Han@ul.com SooJung.Choi@ul.com

전력 기술

(Power Technologies)
이재호 팀장

02-2009-9331
이성호 부장

02-2009-9032

JaeHo.Lee@ul.com SungHo.Lee@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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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비스 담당자 안내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엔지니어 부서 세일즈 부서

에너지

(Energy)
오혜식 차장

02-2009-9337
김표진 부장

02-2009-9034

Henry.Oh@ul.com PyoJin.Kim@ul.com

소방, 건축 자재

(Building)
정재훈 팀장

02-2009-9329

김지성 과장

02-2009-9145

JaeHoon.Chung@

ul.com
Jason.Kim@ul.com

보안 시스템

(Life and Safety)
정재훈 팀장

02-2009-9329

김지성 과장

02-2009-9145

JaeHoon.Chung@

ul.com
Jason.Kim@ul.com

전자결제 보안

(Transaction Security)
조병용 팀장

02-2009-9251
조병용 팀장

02-2009-9251

Brandon.Jo@ul.com Brandon.Jo@ul.com

소비재 및 완구

(Consumer Goods and Toys)
박지은 팀장

02-2009-9250
박지은 팀장

02-2009-9250

Alice.Park@ul.com Alice.Park@ul.com

에너지 효율

(Energy efficiency)
황인영 부장

02-2009-9309

박지훈 부장

02-2009-9035

InYoung.Hwang@

ul.com
Jerry.Park@ul.com

글로벌 인증

(Global Market Access)
장혜경 팀장

02-2009-9384
GMA  team GMA.korea@ul.com

Cindy.Jang@ul.com

환경

(Environment)
이미나 팀장

02-2009-9242
전형석 차장

02-2009-9240

Mina.Lee@ul.com Eric.Jeon@ul.com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Innovation, Regulation & 

Compliance, Promotion)

최정순 과장

02-2009-9143

최정순 과장

02-2009-9143

010-7599-9210 010-7599-9210 

James.Choi@ul.com James.Choi@ul.com



UL 코리아 - 위치 및 연락처  

본사 

(0623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6층 

(지하철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T:  02-2009-9000

F:  02-2009-9400

E:  customerservice.kr@ul.com

수원 시험소 

(1667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218

T:  031-337-9900

F:  031-213-5433

부산 지사

(4805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센텀시티 에이스하이테크 21 13층 SWK 비지니스센터

T:  051-744-7462

F:  051-744-8150

기타 담당자 안내

기타 서비스 담당자 연락처

견적 문의 영업팀

02-2009-9114

Sales.kr@ul.com

사후 심사 문의

한윤호 부장

02-2009-9174

YoonHo.Han@ul.com

강성호 부장

02-2009-9175

SungHo.Kang@ul.com

나동규 부장

02-2009-9164

DongGyu.Na@ul.com

라벨 문의 최은선 대리

02-2009-9160

EunSeon.Choi@ul.com

인보이스 문의 재경팀 02-2009-9200~4

고객 서비스 문의 

(일반문의, 신규고객 오리엔테이션 세미나, Web 활용 문의 등)
고객 서비스팀

02-2009-9100

Customerservice.kr@ul.com



UL and the UL logo are trademarks of UL LCC © 202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6층 

T.02-2009-9000       F.02-2009-9400       W.korea.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