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L은 어떤 기관인가?
UL은 기업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시장에 제공하도록 지원합니다. UL은 1894년에 설립된 글로벌 안전 과학 
회사입니다. UL의 고객은 100개 이상의 국가와 20개 이상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14,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UL은 안전, 보안, 품질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오늘날 UL 마크는 전 세계 수백억 개의 제품에 표시되어 해당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확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복잡해지는 공급망을 관리해야 하는 제조업체, 소매업체 및 브랜드는 UL과의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UL은 여러분을 돕습니다

UL의 소비재 및 리테일 서비스 부서는?
UL의 소비재 및 리테일 서비스 부서는 글로벌 시장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제품 및 소매 
산업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UL은  화학, 미생물, 물리적 및 기계적 테스트, 감사 및 검사를 포함한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제품을 제공하도록 돕습니다. UL은  공급망의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드리고 검증 및 인증, 교육 
및 지속 가능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안전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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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의 제안
저희 팀은 규제 요구 사항 및 브랜드 사양을 준수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제품 카테고리

왜 UL인가?
UL은 전문 지식 및 공인된 최첨단 글로벌 실험실 네트워크를 통해 안전, 보안 및 지속 가능성 문제 해결에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생활과 작업 조건을 조성하도록 돕습니다. UL의 모든 직원은 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열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제품 카테고리별 기술적 전문성 보유
• ZDHC 공인 트레이너 및 승인된 글로벌 시험소
• 능동적인 모니터링 및 개발을 통한 글로벌/지역별 역량 강화
• 고객 맞춤형 교육 및 자격 프로그램
• 신속하고 포괄적인 고객 및 공급업체 참여도 형성

자세한 정보는 James.Lim@ul.com (02-2009-9247) 으로 문의하시거나,
여기로 방문하십시오.https://korea.ul.com/consumer-and-r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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