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L의 책임 있는 소싱 솔루션

UL 의 책임 있는 소싱 솔루션은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도록 제조업체, 브랜드 및 소매업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UL 은 다음을 통해 임무를 수행합니다. 

·최신의 감사 및 자문 서비스 제공
·조언자 및 사고 리더의 역할
·강력한 신뢰

UL 은  500개  이상의  소매업체，브랜드  및  공급업체에 감사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UL 의 직원은  30 개 이상의 
국적과 해당  언어를  대표합니다.  전  세계 120 개국에  걸쳐  매년 20,000 건  이상의  사회적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UL은  
신규  시장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속한  리소스  배분이  가능합니다.

UL은  글로벌  공급망이  서로  다른  지역  및  제품에  걸쳐  지속  가능한  관행을  평가하는  데  있어  고유한  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층의  공급망  구성은  모니터링  작업에  복잡성을  한층  더하게  합니다.

UL의  책임  있는  소싱  서비스

UL은  시장의  진화하는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고객에게  책임  있는  소싱  서비스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고객의  고유한  비즈니스  전략 및 공급망을 기반으로 책임 있는 소싱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고객의 요구에 
특화되고  총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UL의  책임  있는  소싱  서비스는  다음의  6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행동  강령  규범  검토
·벤치마킹  코드  및
  프로그램  요소
·환경  정책  벤치마크
·전문적인  기준  개발
·공급업체   매뉴얼  개발
·CSR  매뉴얼  개발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공급망  도표화
·위험  확인
·위험  분석
·연구
·공급망  실사

·감사  도구의  개발
   또는  맞춤화
·채점  도구  개발
·채점  평가  방법  개발
·사회  준수  프로그램
   감사  조정

·제3자  감사
·행동  강령  규범  감사
·기술적  감사
·추적성  감사
·조사
·UL  사회  노동  감사
·UL  CTPAT 보안  감사

·기존  감사  보고서를
  사용하여  재평가,
  면책  및  면제
·전문적인  데스크탑
   문서  검토 

·교육(예: 근본  원인  분석   
  및 관리  시스템  교육)
·시정  조치  및  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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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는 James.Lim@ul.com (02-2009-
9247) 으로 문의하시거나, 여기로 방문하십시오.  
https://korea.ul.com/consumer-and-retail/

UL의 책임 있는 소싱 감사 프로그램

UL은  20년  이상의  업계  리더십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및  지역에  걸쳐  책임  있는  소싱  문제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UL은  다양한  제3자  감사  체계를  지원하며  다음과  같은  감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L 은  다음의  감사  체계를  지원합니다.

• amfori’s Business Social Compliance Initiative 
(BSCI_ 기업    윤리  준법  이니셔티브)

• amfori’s Business Environmental Performance 
Initiative (BEPI_ 비즈니스  환경  성과  이니셔티브)

• Alliance for Responsible Mining Fairmined 
Standard (책임  있는  채굴을  위한  연합  공정  채굴  
표준)

• Higg Facility Environmental Module  (Higg FEM3.0_
힉스  설비  환경  모듈)

• ICTI Ethical Toy Program (IETP_ 윤리  토이  프로그램)
• Initiative for Compliance and Sustainability (ICS_ 

규정  준수  및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이니셔티브)
• 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 (LBMA) Good 

Delivery (런던  금속시장  연합회)
•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RBA_책임  있는  

비즈니스  연합) RBA VAP and Non- VAP
•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RMI_ 책임  있는  

광물  이니셔티브) RAMP
• Responsible Jewelry Council (RJC) Code of 

Practices and Chain of Custody (책임  있는  쥬얼리  
협의회)

• Seafood Task Force Traceability and Vessel 
Assessments (해산물  태스크포스  추적성  및  
선박평가)

• Supplier Compliance Audit Network (SCAN) 
Association (공급업체  규정  준수  감사  네트워크  협회)

• Sedex Members Ethical Trade Audit (SMETA_세덱스  
멤버스  윤리  거래  감사)

• Worldwide Responsible Accredited Production 
(WRAP_세계  책임  있는  인증  생산)

UL 독점 감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Responsible Sourcing Workplace Assessment 
(RSWA  책임있는소싱작업장평가)

• Responsible Sourcing Agricultural Assessment 
(RSAA_책임NN있는  소싱  농업  평가)

• Chemicals Management Audit (화학  물질  관리  
감사)

• Environmental Audit (환경  감사)
• Wastewater Assessment (폐수  평가)
• Fire Safety Management Systems Audit (화재  안전  

관리  시스템  감사)
• Brand Protection Audit (브랜드  보호  감사)
• Production Verification Assessment (생산  검증  

평가)
• Security Audit (보안성  감사)
• 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Audit (테러  방지  관세  무역  파트너십감사)
• Traceability Audit (추적성  감사)
• Responsible Minerals Due Diligence Assessment (

책임  있는  광물  실사  평가)
• Responsible Minerals Supplier Verification 

Assessment (책임  있는  광물  공급업체  검증  평가)

UL Responsible Sourcing is the only Social Auditing Firm in the world who holds ANAB ISO 
17020 Accreditation for BSCI and RBA VAP Social Au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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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