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조용이며 법적 효력은 영문 원본에 있습니다 ** 

 

 

MULTIPLE LISTING REQUEST FORM 

I 회사정보 Email to: XXX@ul.com  

공급자 회사명:  ABC Co Ltd ML 회사명: XYZ Co Ltd 

공급자 주소: 

DEF Street, SAN INDUSTRIAL ZONE 

W76th St, EDEN Prairie 

MN.55344.US ML 주소: 

Gangnam Finance Center 26th FL 737 

Yeoksam dong Gangnam-gu Seoul 

135-984, Repuplic of Korea 

공급자 담당자 이름: Gilsun Han ML 담당자 이름: Gil-dong Hong 

공급자 담당자 이메일:  Gilsun.han@abc.com ML 담당자 이메일: Gildong.hong@xyz.com 

공급자 담당자 전화번호 +1 000 000 000 ML 담당자 전화번호: +82 2009 **** 

 

II 파일 및 인증정보 

공급자 파일번호:  E123456 ML 파일번호:  E789101 

제품분류코드 CCN(s): NWGQ, NWGQ7   (신규 ML 등록은 작성 필요 없음)  
 

* 제품분류코드 CCN(s)은 알파벳 4자리와 숫자 1자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급자 UL레포트 또는 Product iQ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TE: 공급자의 모델이 현재 UL 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등록 후 ML신청이 가능합니다. 

A. ML 에 미국 UL 인증을 등록하시겠습니까?    Yes   No Complementary CCN(s) requested: 

B. ML 에 캐나다 UL 인증을 등록하시겠습니까?   Yes   No  

 

III 모델명 연결사항 

공급자 모델명 공급자 모델이 등록된 볼륨/섹션 ML 모델명 공급자 모델과 ML 모델의 차이점 

ABC-1 Vol 1 / Sec 1 UL-1 Applicant’s color – Green / M/L’s 

color - Blue 

ABC-2 Vol 1 / Sec 2 ABC-2 Applicant’s color – Green / M/L’s 

color - Blue 

(칸이 부족한 경우 모델명을 별도의 시트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IV 문서 및 라벨 요구 사항 

ML 제품과 함께 동봉되는 문서(설치, 작동 및/또는 유지관리 관련)는 해당 UL 규격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 정보 및 / 

또는 기타 외관상 변경으로 공급자와 ML 문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ML 제품과 함께 동봉되는 문서가 공급자 문서와 동일하지 않으면, 검토를 위해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일부 제품군의 매뉴얼 및 라벨은 반드시 UL엔지니어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가 필요한 경우, ML담당자가 관련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V 비용청구지  

ML 인보이스(연회비, 등록비)는 기본적으로 ML 사로 청구됩니다. 청구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UL세일즈 또는ML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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