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자 제품
서비스
Audio/Video, ITE
and Mobile

보안서비스 (Cybersecurity)
안전한 상호 운용성 확인에서부터 금융, 의료 및
개인정보보호 평가 및 강화에 이르기까지, UL은 세계
최초 보안인증 서비스 인 UL CAP 프로그램 및 IoT
Security Rating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데이터,
커넥티드 기술 및 서비스 보안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세계 인증의 통합 솔루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목표 시장의 성공적이고 유연한 진출 지원. UL은
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국가별 안전, 전자파, 무선기준에 최적화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Safety, EMC, Wireless, Performance, Energy
Efficiency and more

•

중국(CCC-안전, SRRC-무선),일본( PSE-안전,
전&전자파, JRL-무선, 대만(BSMI-안전&전자파,
NCC무선), 멕시코(NOM-안전, IFETEL-무선),
브라질(INMETRO-안전, ANATEL-무선) 등.

지속 가능성 강화
UL은 측정 시험 평가, 환경인증 등 포괄적인 환 경
서비스를 통해 귀사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지원합니다.

•
•

환경 규제(시험) :RoHS/REACH,캘리포니아
Proposition65,오존시험 등
환경 인증 : AHAM, EPD, 환경성주장 검증(항
균/항곰팡이, 파티클제거율, Zero 오존, 실내
공기질 센서성능, 재활용/바이오 소재적용 등)

성공적 시장 진출을 위한 One Stop
Solution Provider
복잡하고 다양한 시장에서 귀사의 제품 및 서비스가 정확하고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UL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One Stop으로 제공합니다.
안전인증(Safety) 서비스

다양한 제품에 대한 안전시험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보통신기기(ITE): UL/IEC/EN60950-1

•

오디오/비디오(A/V): UL/IEC/EN60065

•

정보통신/오디오/비디오(ITAV): UL/IEC/EN62368-1

•

배터리(Battery): UL1642(리튬전지), UL2054(니켈전지, 니켈/리튬
팩) and more

•

인쇄회로기판(PCB): UL796(Rigid PCB, 경성 인쇄회로기판),
UL796F(Flexible PCB, 연성 인쇄회로기판) 등

전자파/무선인증(EMC/RF) 서비스

실제 환경에서 기기의 전자파 방출 및 내성에 대한 시험 진행. 복잡해지는
무선 환경에 맞춰 다양한 기기들의 상호호환성 시험을 통해 기기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전자파(EMC_W) 시험

•

무선(RF)시험

•

SAR/HAC

•

Automotive EMC

IoT 인증 및 상호호환성 시험 서비스

IoT 의 기반을 구축하는 여러 기술에 대한 인증과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서
제품의 성능과 상호호환성을 확인하는 시험 서비스 제공
•

IoT Certification (Bluetooth, Zigbee, Thread, OCF)

Who is UL?

•

상호 호환성 (Interoperability) 시험

125년 이상 안전 규격을 개발하고 관련 서비스를 전세계에

검증(Verified Mark) 서비스

제공하는 글로벌 안전 과학 전문 회사입니다.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시장에서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브랜드 가치 증진을 위한,
시험 및 검증 서비스 "Verified Mark“ 제공.

활용하여 안전 및 보안, 지속가능성 등의 이슈를 해결하고, 안전한
주거와 더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UL의 전문가들이
전세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Sales Team
Safety: 최봉준 차장 T:+82.2.2009.9029/ E: bongjun.choi@ul.com
EMC-W: 이승헌 차장 T:+82.2.2009.9259/ E: jackson.lee@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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