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자 인스펙션은 제품이 출시 및 출하에 앞서 사양을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로벌 품질 보증(QA) 프로그램의 핵심
적인 부분입니다.

맞춤형 인스펙션 프로그램은 UL의 세계적 발자취, 제품에 대한 전문성 및 데이터 관리 툴을 활용하여 표준 이하 제품 출하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제품 및 수익 손실
출하 지연 또는
원자재 낭비

제품 리콜에 대한 
잠재적 위험

시장 요구로 부터 오는 압력

글로벌 시장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다음을 요구합니다.

제품이 생산 단계에서 안전 및 품질 사양을 충족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제품에 대한 
UL의 인스펙션 서비스
품질, 전문성 및 혁신

출시 시간의 단축
제품의 품질과 
정확성 입증

결함 제품의
고객 도달 방지

https://www.ul.com/


자세한 정보는 James.Lim@ul.com (02-2009-9247) 으로 문의하시거나, 여기로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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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의  360도 인스펙션 서비스

UL의 QA 에코시스템은 단순한 인스펙션 서비스 이상을 제공합니다.

UL의 토탈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투자 수익 향상   
·  업스트림 예방 조치에 중점   
·  부가가치 지원 확대   
·  글로벌 거버넌스 및 가시성 향상   
·  글로벌 모범 사례 실현

프로그램 관리
·  시정 조치 
·  데이터 분석  
·  처분 및 현장 지원   
·  기술 파일 관리   
·  교육 및 컨설팅

상품 판매
·  시장 감시   
·  제품 반품 분석 RTV   
·  소비자의 목소리

협력사 선정
·  품질 및 능력 감사   
·  벤치마킹 데이터   
·  의사결정 도구   
·  자체 점검 교육

생산 준비 단계
·  검사 체크리스트 개발   
·  제조 타당성 평가   
·  프로토콜 개발   
·  원자재 승인   
·  금형 감사

생산
·  생산 초기 제품 점검    
·  공정 품질 확인  
·  프로세스 감사   
·  생산 모니터링   
·  현장 테스트 참관   
·  무작위 샘플 선택 및 검인 서비스
·  100% 인스펙션 

운송 / 배포
·  C-TPAT (대테러 세관 무역 
     업자간 파트너십)
·  ISTA (국제안전운송협회) 
·  적재 인스펙션 
·  인스펙션 증명서

프로그램 구상
·  사양 개발 
·  인스펙션 요구 사항 강화

생산 이후 단계
·  향상된 출하 전 검사   
·  골드 씰 샘플   
·  출하 전 검사  
·  종료 감사

인스펙션
서비스

왜 UL인가?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1,000명 이상의 검사관과 함께 운영되는 UL은 다음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에 대한 
높은 가시성 확보

고객 피드백에 대한
 응답

공급망의
위험 감소

전자상거래 및 
다채널 소매업에 적응

품질 보증을 위한
Turnkey 솔루션

고객 피드백에 대한
 응답

https://www.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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