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및스마트
UL 마크 및 배지

UL 마크

미래를 위한 강화

강화 마크

강화 및 스마트 UL 인증 마크(Enhanced and Smart UL Certification Mark)* 및 배지 시스템은 변화하는 시장 요구와 진화하고 있는
제품 인증 유형에 대응하여 시장에 더 큰 투명성을 제공하고 더 빠르
게 수용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품종 소량화가 되고 더 많은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강화 및 스마트 UL 마크’ 및 배지 시스템은 하나의 마크
로 Ul의 인증 범위를 알릴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UL 등록(UL Listed) 마크 및 UL 분류(UL Classified) 마크의 변형 형
태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은 무료로 ‘강화 및 스마트 UL 마크’ 시스템으
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강화 및 스마트 UL 인증 마크(Enhanced and Smart UL Certification Marks)는 다중
리스팅에 포함된 제품을 제외하고 더 이상 4자리 관리 번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 이
상 마크의 일부는 아니지만, 제품과 제품군에 따라 마크 가까이에 제품명과 같은 추가 정
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마크

이점

•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임

• 제품의 규정 준수에 더 큰 투명성을 제공
• 여러 개의 인증을 한 개의 마크로 결합
• 시장 내의 규정 준수를 촉진
• 더 빠르게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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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및 스마트 UL 인증 마크의 구성
강화 및 스마트 UL 인증 마크 시스템은 UL 인증 고객을 위해 각각 고유한
마크를 제작하기 위해 고객 맞춤형 모듈식 아트워크를 사용합니다. 강화

및 스마트 UL 마크를 구성하는 네 가지 주요 요소는 기본 마크, 인증 속성,
관련 국가 코드 및 고유 식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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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 UL 인증 마크

3. 국가 코드

나타내는 ‘CERTIFIED’(인증)라는 단어 그리고 등록 상표 기호로

인증 프로그램에 따라 국가 코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 UL 마크는 원 안에 친숙한 UL 글자와, UL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2.속성

지역에 걸쳐 인증된 제품들은 마크에 여러 개의 국가 코드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제품의 범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UL 인증을 설명하기 위해 이제는 강화 및 스마트 UL 마크에

AU = 호주 CA = 캐나다 CO = 콜롬비아 CN = 중국

다음과 같은 속성이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제품과 그 인증에 따라, 한

EU = 유럽 JP = 일본 UK = 영국 US = 미국

가지 이상의 이러한 속성이 마크의 모듈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속성들은 모듈 안에서 안전성(SAFETY) 속성과 함께 사용됩니다.
SAFETY [안전성]

PERFORMANCE [에너지]

FS(FUNCTIONAL SAFETY)
FS[기능 안전]

SECURITY [성능]

적용되는 안전성 요건에 따라
인증됩니다.

제품에 표시된 기능 안전 요건에 따라
인증됩니다.

MARINE [해양]

적용되는 해양 요건에 따라 해양 용도로
인증됩니다.

HEALTH EFFECTS [건강 효능]
적용되는 건강 효능/독성 요건에 따라
인증됩니다.

WELLNESS [웰니스]

웰니스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표준 구축
기여에 대한 인증.

적용되는 에너지 효율성 요건에 따라
인증됩니다.。
제품에 표시된 성능 요건에 따라
인증됩니다.

SANITATION [보안]

적용되는 보안 제품 요건에 따라
인증됩니다.

SIGNALING [위생]

적용되는 위생/청결 요건에 따라
인증됩니다.

ENERGY [신호]

4. 고유 ID

대부분의 경우, 각각의 강화 및 스마트 UL 마크에는 고유 식별자 또는
파일 번호가 있습니다. 이로써 추적이 용이하고, 제품의 인증에 관해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 정보는 www.ul.com/database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드물지만 일부 경우에, 고유 식별자 또는
파일 번호가 마크와 별도로 제품의 다른 위치에 있거나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5. QR 코드

강화 마크 또는 배지의 스마트 버전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고객의 경우 QR
코드가 각각에 포함됩니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 스캔하면, QR 코드를
통해 제품의 인증에 관한 추가 정보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신호 제품 요건에 따라
인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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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용 배지

CERTIFIED
CERTIFIED
CERTIFIED
BASICBASIC
BASIC

CERTIFIED
CERTIFIED
CERTIFIED
SAFETY SAFETYSAFETY
CERTIFIED
+ ATTRIBUTE
+ ATTRIBUTE
+ ATTRIBUTE
SAFETY
SAFETY
SAFETY

BASIC
ENVIRONMENT
ENVIRONMENT
ENVIRONMENT

기본

홍보용 배지

강화 및 스마트 UL 인증 마크 시스템에는 제품, 제품 포장 및 UL 인증

속성

CERTIFIED
SAFETY

+ ATTRIBUTE
SAFETY
ENVIRONMENT

ATTRIBUTE
ATTRIBUTE
ATTRIBUTE

ATTRIBUTE

스마트

SMART
SMART
SMARTSMART

배지 색상 처리 방법

제품을 홍보하는 마케팅 자료 및 기타 채널의 전면에 사용할 수 있는
홍보용 배지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홍보용 배지를 필수 인증 또는

규정 준수 정보와 분리하면 UL 인증 제품 마케팅용으로 사용하기가 더

플랫
FLAT

유연하고 더 간편해집니다. 고객은 UL 호스팅 제품 페이지로 연결되는
QR 코드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홍보용 배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강화된 또는 스마트 UL 마크를 사용하여 제품을 홍보하는

FLAT FLAT
FLAT

경우에만 배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지를 인증 마크 대신

몰드

MOLDED

사용할 수 없으며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UL 리스팅 또는 분류
마크가 있는 제품에 대해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실버

SILVER

MOLDED
MOLDED
MOL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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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및 스마트 UL 인증 마크 변형
강화 및 스마트 UL 인증 마크 변형

강화 및 스마트 UL 마크 최소 사이즈

변형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우 5mm입니다. 각 고객은 UL 마크에 표시된 모든 글자를 읽을 수

강화 및 스마트 UL 마크는 인쇄 기술 및 기판에 따라, 아래의 세 가지

강화 UL 마크의 최소 크기는 마크와 모듈 안에 있는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있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스마트 UL 마크의 최소 크기는 13mm로서,
스마트 기기로 정확하게 스캔할 수 있어야 합니다.
5mm

13mm

5mm

표준

모든 인쇄, 실크 스크리닝 또는 라벨 용도.

13mm

음화

어두운 색 소재 또는 기판에서의 모든 인쇄.

양화

표준 및 음화 방식의 대안. 스탬프 또는 앰보싱 마크에
가장 적합함. 스탬프나 앰보싱에는 스마트 마크 버전은
권장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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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허브 개요
제작

검토

다운로드

UL 고객은 UL 마크 허브를 사용하여 맞춤형의 강화된, 또는 스마트 UL
인증 마크를 제작합니다. 마크 허브의 특징:

역동적 아트워크 도구

강화 및 스마트 UL 마크 및 배지 디자인을 제작하고 미리보기를 한
후 사용하기 전에 UL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강화, 스마트 UL 마크 가이드라인

UL의 강화, 스마트 마크 및 배지의 수용 가능한 용도, 요구 사항 및
변형을 검토하십시오.

FAQ 및 도움말

종합적인 질문과 답변 목록은 강화, 스마트 마크 제작 및 검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 드립니다. 고객은 통합된 헬프

데스크를 통해 독자적인 라벨 표시 시나리오에 따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마크 허브 도움말 탭의 FAQ는 구체적 적용 사례 및 라벨링 방법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크 허브에 액세스하려면 등록을
해야 하며, UL 고객과 대리인으로만 액세스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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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마크 및 배지 제품 페이지

마크 허브에서 UL 고객은 스마트 UL 인증 마크와 배지를 위한 제품 페이지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제품 페이지는 스마트 UL 마크와 배지의 한 가지

기능입니다.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스마트 UL 마크 또는 배지에 있는 고유
ID를 검색하여 사용자는 UL에서 호스팅하는 제품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UL 제품 인증에 관한 세부 정보 및 고객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 페이지 제작

UL 마크 허브를 이용하여 스마트 UL 마크 또는 스마트 배지를 제작하는
고객에게 제품 페이지를 구성하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스마트 UL 마크

또는 배지가 UL의 승인을 받으면, 제품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페이지는 영구적으로 UL.com에서 호스팅됩니다. 마크 허브에서 제품 페이지
제작 과정에 대한 FAQ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품 페이지 평가

이점

• 제품의 UL 인증에 관한 세부 정보에 빠른
액세스 또는 확인

• 관계 당국, 소매업체 및 소비자에게 투명성
강화
• 소비자에게 규정 준수를 확인시켜 주며
안심시킴

• 모바일로 규정 준수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음

부분의 사용자는 스마트 UL 마크나 배지에 있는 QR 코드를 자신의 스마트
기기로 스캔하여 제품 페이지의 모바일 버전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PC

사용자는 마크 허브 제품 검색에서 스마트 UL 마크 또는 배지에 있는 고유

ID를 입력하여 제품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제품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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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및 스마트 UL 인증 마크로의 전환
아래의 이미지는 현행 UL 마크를 강화 및 스마트 UL 인증 마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傳統

강화 및 스마트*

* 모듈에 대체 국가 코드가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

강화 및 스마트*

* 모듈에 대체 국가 코드가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

강화 및 스마트*
건강 영향 표준에 따라
평가된 제품

성능 표준에 따라
평가된 제품

참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인증된
제품의 UL 마크에는
SAFETY(안전성)가
표시됩니다.

참고: 성능에 대해서도
인증된 제품의 UL
마크에는 PERFORMANCE(성능)가
표시됩니다.

* 모듈에 대체 국가 코드가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

강화 및 스마트*
위생 표준에 따라
평가된 제품

건강 영향 표준에 따라
평가된 제품

참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인증된 제품의
UL 마크에는
SAFETY(안전성)가
표시됩니다.

참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인증된 제품의
UL 마크에는
SAFETY(안전성)가
표시됩니다

* 모듈에 대체 국가 코드가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

강화 및 스마트*
건강 영향 표준에 따라 평가된 제품

참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인증된 제품의 UL 마크에는
SAFETY(안전성)가 표시됩니다. 성능에 대해서도
인증된 제품의 UL 마크에는 PERFORMANCE(성능)가
표시됩니다
참고: 기존의 UL 리스팅 및 분류 마크의 모든 변형은 계속 효력을 유지합니다.

* 모듈에 대체 국가 코드가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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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및 스마트 UL 인증 마크로의 전환
아래의 이미지는 현행 UL 마크를 강화 및 스마트 UL 인증 마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행

강화 및 스마트*

* 모듈에 대체 국가 코드가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

강화
및 스마트*
增强型智能*

* 모듈에 대체 국가 코드가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

강화
및 스마트*
增强型智能*

* 모듈에 대체 국가 코드가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

강화
및 스마트*
增强型智能*

* 모듈에 대체 국가 코드가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

참고: 기존의 UL 리스팅 및 분류 마크의 모든 변형은 계속 효력을 유지합니다.

강화
및 스마트*
增强型智能*

* 모듈에 대체 국가 코드가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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