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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얻은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격변의 시기에는 하나로 뭉쳐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사는 고객과 협력하고 규제 당국에 협조하여 전 
세계의 시장, 병원, 임시 의료 시설 및 소매업체에게 중요한 의료 및 안전성 
솔루션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원격 감사 등과 같은 디지털 
솔루션으로 업무 수행 시의 안전 위험을 감소시켰습니다. UL은 끊임없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변함없는 파트너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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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우리의 진화는 팬데믹을 뛰어넘어 인간과 
조직으로의 핵심 가치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사 및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 
정의, 형평성, 환경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해에도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성공이 창출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과 함께 변화된 세계에서 
안전, 보안 및 지속가능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 나아가며, 지속적인 혁신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추진하며 함께 
신뢰를 강화할 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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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직원, 고객, 
이해관계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감사 인사
올해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신 모든 UL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UL의 사명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힘을 주신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사태 초기부터, UL은 
현장에서 뛰며 고객을 도왔습니다.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신속하게 업무에 복귀하고 집중력을 
발휘해낸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UL의 영향력은 아주 많은 곳에 미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의료기기 제조사를 지원하여 호흡 
및 집중 치료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였습니다.

• 의료 시설의 장비 소독에 쓰이는 UVC 
살균 제품을 인증하였습니다.

• 병원 및 요양원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코로나19 필터 시스템의 시험 및 인증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 온라인 식품 및 안전 감사를 개발하여 
식료품점 및 식당 식품 공급망의 안전을 
개선하였습니다. 

• 실험실 등급의 냉장 장비 제조업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생물 제품을 처리하고 
백신 개발의 진전을 돕는 섭씨 영하 70
도의 저장 시스템을 인증하였습니다.

• 진보된 UL 헬시 빌딩 검증 마크(UL 
Verified Healthy Building Mark)
로 실내 환경질(IEQ) 시험 및 검증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안전성을 입증하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안전, 환경, 공중 보건 조치에 관한 업계 
모범 사례 모음집 Start Safe Playbook
의 개발 및 배포를 통하여 광범위한  
작업 환경에서 대면 근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코로나19와 UL

현미경으로나 관찰할 수 있을 정도의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병원균이 
2020년에 전 세계를 멈추었습니다. 기업들은 문을 닫고, 기존에 인류가 
누리던 일상이 제한되면서 생명과 생계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는 한 세기 만에 닥친 최대의 보건 및 경제 위기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일하며, 즐기는 방식을 계속하여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UL의 업무는 필수이기에 쉴 수 없었고, UL 직원들 덕분에 단 하루도 문을 
닫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필수”라는 것은 일련의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의료 종사자와 환자, 소방 및 경찰, 에너지 그리드 및 유틸리티 
기업의 안전성을 책임지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UL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UL 마크는 고객의 제품과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게 하고, 전 세계 소비자들을안심시킵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과심지어 서로 상반되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안전성과안전 과학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UL 직원들은 안전성이라는 UL의 사명을 변함없이 추구하면서,팬데믹 
상황에서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UL의 연구소 
및 현장 서비스를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작업 일정과 작업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UL은 혁신적인 방법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이 필수적인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시장에 새로운 제품들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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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의 전략과 포부

UL은 126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념하는 것은 물론, 다음 
세기를 향하여 번영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고객과 직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팬데믹 
이전부터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해야 할 선택을 하고, 이를 수행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 상황이 
우리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마음가짐으로, 더 
강해지면서, 우리의 전략 포트폴리오에 초점을 맞추고 전문적으로 
연관성을 유지하는 진화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UL은 이러한 
진화를 “알파 전략”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자체 연구 및 분석을 
통해 UL은 타의 부러움을 사는 핵심 역량과 고객과의 협력으로 
고객이 당면한 최신 안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고객에게 우리의 
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UL의 핵심 역량은 화재, 전기 및 에너지 안전 등의 안전 과학에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역량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이 당사의 90,000명의 고객이 대부분 당사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입니다. 

또한 이러한 핵심 역량은 새로 부상하는 매력적인 인접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점점 더 상호 연결성이 
강화되고 있는 세계에서, 당사는 고객의 요구가 있고 도움을 
원하는 곳에서 이러한 새로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과 협력할 의지와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명확히 설명하는 우리의 포부는 알파 
전략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이 가장 신뢰하는 과학 
기반의 안전, 보안, 지속 가능성을 위한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의 야망은 세상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사명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통해 고객이 
부품, 제품, 시스템 및 자산 간의 상호작용을 더 잘 이해하고 
처리하여 안전한 솔루션을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객은 
UL의 과학 및 기술 전문 지식을 더 기대합니다. 고객은 가장 큰 
혁신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파트너를 원합니다. 

UL의 야망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성과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직원들입니다. “저희는 세상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든다는 UL의 사명을 진정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한 직원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청사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UL의 진정한 특색을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야망은 모든 비즈니스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고 우수한 
운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동급 최고의 
결과를 제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와 그로 인한 경제 위기 외에도, 미국에서의 고질적인 
인종적, 사회적 부정에 대한 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힘든 한해였습니다. UL에서는, 전 
세계 모든 직원에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직원이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직원들이 살면서 경험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느꼈던 감정을 듣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우리는 UL 다양성 + 포용성 활성화 
계획을 개발하는 진정한 실천을 위한 노력을 행하였습니다. UL은 
모든 직원의 기여를 인정하고 이에 보상하며 모든 직원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 

요약하자면, UL은 2020년의 여러 당면 과제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비용을 통제하며, 업계를 선도하는 많은 서비스 
제안으로 시장 점유율을 획득하는 새로운 혁신을 개발함으로써 
수익성 있는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알파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모델을 정비함으로써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중 한 곳을 이끌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UL의 사명과 업무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사명을 실천합니다. 

우리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 진화합니다. 최고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Jennifer F. Scanlon
성별 인칭대명사: she, her, hers
UL Inc. 회장 및 최고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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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 소형 
가전 성능 시험 실험실 출범 

멕시코 진출 25
주년 기념 

인도 및 세계 시장에 대한 
혁신가들의 진출을 돕는 
우수 IoT 센터 출범 

코로나19 대응을 
돕는 Start Safe 
Playbook 출시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디지털 및 원격 서비스로 전환 

최초 출동자들을 화학 오염물에 대한 장기 
노출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NFPA 1851 
시험을 위한 신규 화학 및 생물학적 실험실 개소

6백만 달러 
규모의 일리노이 
노스브룩 
HVACR 
시험 실험실 
리노베이션 완료

실리콘밸리 5G 시험 
시설 확장 개소 

유럽 주요 소비자 
기술 실험실인 폴란드 
바르샤바 실험실 및 
제조설비 대폭 확장

아부다비 소재 섬유 
광학 시험 및 연구 
실험실 출범

성장하는 PV(태양광) 
산업 지원을 위한 인도 
소재 신규 시험 시설 
개소 

중국 진출 
40주년 기념 

캐나다 진출 
100주년 
기념 

전기차 충전 안전성 향상을 
위한 프랑크푸르트 실험실 확장 

UL의 검증된 건강한 
건물 프로그램 출범 

ISA 글로벌 사이버 
보안 얼라이언스 
가입

중국 창저우 소재 전기 
자동차 배터리 실험실 
개소 

상하이 CRS 시설 및 
실험실 4,828제곱미터 
추가 확장

일본 이세시 소재 
대규모 모빌리티 
실험실 개소 

캐나다 “일하기 
좋은 직장” 
인증 획득 

SPIRE™ 스마트 건물 
평가 프로그램 출범 

당사 연례 검토
1월~6월 7월~12월

2020

06  

당사연례 검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에서 
고객의 요구 사항 
충족 
혁신 속도 가속 

모든 산업은 혁신에 의해 힘을 얻습니다. UL
은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글로벌 안전성의 
선도 업체로서 고객이 모든 가능성을 확인하고 
흥미로운 신제품을 자신 있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성과

성과
* 

성과



마이크로 모빌리티 안전성 개선
Panasonic은 GXO 및 GXL 모델인 BEP-NUA251F 및 BEP-NUA252F 시리즈에 UL 
2849 인증을 받은 최초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UL 2849 표준은 리튬 이온 배터리 
이상과열 등으로 인한 전기 자전거 시스템 화재 또는 폭발 및 감전 위험의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UL은 이 인증을 통해 혁신가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성 있는 
전기 모빌리티 제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안전 우선 달성

화재 위험 감축
자동 화재 감지 및 경보, 연기 환기 시스템, 물 분사 억제, 
피뢰침 및 방화문과 같은 화재 안전 시스템에는 모두 
유지 관리 및 정기 점검 통과를 위한 특정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가 이와 같이 중요한 
작업들 전부를 정확하게 추적하고 관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사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UL Built InForm™
을 사용하여 화재 및 기타 위험으로부터 입주자들을 더 
쉽게 사전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조사 
중에 있는 그렌펠 타워 참사에 따른 요구에 부응하여 
개발한 솔루션을 통하여 보다 포괄적인 빌딩 관리 
솔루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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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L.com/news/panasonic-receives-ul%27s-first-e-bike-electrical-system-safety-certification
https://www.ul.com/resources/apps/built-inform-software-building-safety-and-governance


유구한 안전 우선 달성

혁신적인 에너지 옵션
양방향 충전기는 전기차를 구동하는 동시에 전기 그리드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 기술을 통해 전기차 소유자는 전력 그리드의 안정성을 돕기 위해 
주차되어 있는 동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Fermata Energy의 양방향 전기차 
충전 시스템은 양방향 전기차 충전 시스템 장비 표준인 UL 9741 인증을 세계 
최초로 획득했습니다. 

무선 전기차 충전 
Lumen Group은 전 세계 UL 엔지니어 및 실험실 기술자들과 협업하여 무선 전력 전송 충전 장비의 안전성 
및 성능에 대하여 연구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면 전기차(EV) 운전자는 지정된 위치에 주차하기만 
플러그를 사용하거나 직접 충전 단자 접촉 없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도적인 작업은 예를 
들어 드라이브스루, 톨게이트 또는 신호 대기 중과 같이 전기차가 정지할 때마다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 혁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Lumen Freedom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은 전기차용 무선 
전력 전송 장비 조사 표준에 대한 UL 2750 인증을 최초로 획득한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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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L.com/news/lumen-group-receives-ul%27s-first-wireless-electric-vehicle-charging-certification
https://www.UL.com/news/fermata-energy-receives-first-ul-certification-vehicle-grid-electric-vehicle-charging-system


모바일 결제 보안 강화
MYPINPAD는 모바일 결제 솔루션에 대한 
안전한 개인 인증을 제공하는 회사로, 전 
세계 최초로 PCI(결제 카드 산업) 보안 
표준 위원회의 COTS(COTS 비접촉식 
지불)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MYPINPAD
의 SoftPOS가 결제 절차 보호에 도움이 
되는 주요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UL은 이러한 인증을 통해 
가맹점이 기존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 하드웨어 없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비접촉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고객 경험을 선보이고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UL과의 협업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UL은 지급 결제 
업계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MYPINPAD가 파트너 및 고객 모두의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돕고, 카드 결제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대폭 채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Justin Pike, MYPINPAD 회장 겸 창업자

커넥티드 홈 보호
GE Appliance는 세계 최초로 소비자 사물인터넷(IoT) 제품의 보안 
검증 및 라벨링 솔루션인 UL의 IoT 보안 등급 평가를 받은 가전기기 
브랜드입니다. 제품 라벨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등급 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조사와 개발자가 제품의 보안 기능을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소비자는 정보에 입각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전산 영역에서의 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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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L.com/news/mypinpad-receives-world%27s-first-certification-contactless-card-payments-mobile-devices
https://www.UL.com/news/ul-announces-ge-appliances-first-household-appliance-brand-test-connected-devices-new-iot


미래의 지속가능성 과제 해결 

책임 있는 혁신 
HP는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양질의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혁신적인 
제품에 지속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HP는 이제 
사회적 책임 절차가 포함된 재활용 콘텐츠 표준에 대한 제품 환경성 주장 
검증 절차(ECVP)인 UL 2809에 따른 검증을 세계 최초로 마쳤습니다. HP는 
UL로부터 재활용된 해양 플라스틱이 포함된 5가지 레진 소재에 대한 재활용 
콘텐츠를 검증받았습니다. 

해양 오염 감축
Ocean Conservancy와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매년 1,100
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해양에 유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유입 분량은 
2040년까지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UL과 Ocean Cycle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되기 전에 수거 및 재활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해양 플라스틱 오염 감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활용 소재의 사용에 대한 제조업체와 구매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양사는 시장 접근성과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한 표준 
인식 제고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HP는 환경에 좋은 것이 기업과 
사회 모두에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사는 시장에 어필하는 
재활용 콘텐츠 출시에 있어 타사 
검증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UL의 재활용 콘텐츠 표준에 대한 
검증은 플라스틱 수거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주면서 
당사가 믿을 수 있고 투명하게 순환 
경제로 전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Ellen Jackowski,HP Inc. 최고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영향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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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L.com/news/ul-and-oceancycle-collaborate-strengthen-ocean-bound-plastics-standards-and-markethttps://www.UL.com/news/mypinpad-receives-world%27s-first-certification-contactless-card-payments-mobile-devices
https://www.UL.com/news/hp-receives-first-recycled-content-validation-ocean-bound-plastics-ul


미래의 지속가능성 과제 해결 

안전 위험 관리
UL 현장 평가는 전국의 웰니스 소매업체가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고 직원 및 
업무 공간 안전성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매업체는 지속가능성과 
비용 관리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을 설치했습니다. 
장비의 규정 준수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매업체는 UL과 제휴하여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서 NEC 요구사항까지의 현장 및 온라인 안전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현장 엔지니어의 경우, 비즈니스 
리소스 그룹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물리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회사 전체에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 Sherrie Matterness,UL 현장 
운영팀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매니저

서비스 향상 
UL의 모든 것은 고객 중심입니다. 우리는 고객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고객이 UL과의 상호작용을 최대한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UL Follow up Service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고객 피드백에 따른 여러 프로그램을 출시하여 고객 참여 
방식을 간소화했습니다. 향상된 파트너십 모델을 통해 고객은 향후 
서비스 개선 사항이 적용된 예측 가능하고 간소화된 송장 처리 
구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현장 서비스 앱을 통해 고객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 상거래 솔루션에서 간편하게 라벨을 주문 및 
반복 주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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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지속가능성 과제 해결 

새로운 가능성 지원 
UN 지속 가능 목표 달성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UL은 Watts of Love
가 개발한 재생 가능한 태양광에 대한 무료 인증 및 기금을 제공했습니다. Watts 
of Love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사회에 안전하고 깨끗한 조명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Watts of Love는 광원을 얻기 위해 위험하고 유독한 등유에 
의존할 필요를 없애주며, 사용자와 그 가족의 건강 및 행복을 증진합니다. 
조명기구는 참가자들에게 등유 구매 비용(가구 가처분 소득의 15% 상승)을 
절약하여 지속 가능한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금융 리터러시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됩니다. 

UL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노력 
UL에서는 세상을 더 안전하고, 보안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고객 및 
이해 관계자들과 공통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UN 글로벌 콤팩트 서명의 참가자로서 
우리는 지구 환경, 인류 및 번영의 지속가능성 우선 순위를 지정하여 고객과 이해관계자가 
긍정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비즈니스 접근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속가능성 전략 및 활동에 대한 내용은 2020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3. 
건강과 복지 — 모든 연령을 위한 건강한 삶을 확보하고 복지를 
증진합니다

목표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 도시와 모든 사람의 거주지를 
안전하고, 복원성이 있으며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목표 12.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을 확립합니다

솔루션을 통해 고객의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에 동참함으로써 모든 UN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의 진전을 추진합니다. UL은 사업 운영과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를 통해 
다음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의 달성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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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attsoflove.org/
https://ul.com/sustainability-report
https://nam1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ul.wistia.com%2Fmedias%2Fb6htxfvhz5&data=04%7C01%7Claura.bettoni%40ul.com%7Cacab267d5ce548338f5b08d94243520f%7C701159540ccd45f087bd03b2a3587569%7C0%7C1%7C63761367917841998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2000&sdata=Evagu9%2B%2B4bVsJWQ9oCM5uIf8gtbx9j4gKLZMXqM8rbc%3D&reserved=0


사명 실천하기: 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노력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 긍정적인 변화 주도 

2020년은 세계가 과학의 속도로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UL에서는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비즈니스 전략을 갱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었습니다. 고객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한 안전 과학 분야의 전문지식이 코로나19와의 
글로벌 전투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사는 의료 기기, 장비 및 필수품에 대한 신속한 안전 테스트 및 인증, 
온라인 감사를 위한 프로세스 개발로 고객을 지원하고, 적절한 시기에 
비즈니스가 안전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편견과 불의에 
맞서기 위해 이를 들여다보고, 일련의 글로벌 포용 대화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UL과 지역사회에서 더 형평성 있는 미래를 도출하기 위한 
새롭고 측정 가능한 약속을 했습니다.

 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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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장 중요했던 UL과 
고객
UL의 많은 고객사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작업에 함께 할 
파트너로 UL이 선택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중 일부를 다음 비디오를 통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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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1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ul.wistia.com%2Fmedias%2Fcwc29sbe13&data=04%7C01%7Claura.bettoni%40ul.com%7Cacab267d5ce548338f5b08d94243520f%7C701159540ccd45f087bd03b2a3587569%7C0%7C1%7C63761367917842994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2000&sdata=m6nghx171o6KK6Q4B0tKIEzd2FvBcPqfpYIYEKu7AGs%3D&reserved=0
https://nam1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ul.wistia.com%2Fmedias%2Fcwc29sbe13&data=04%7C01%7Claura.bettoni%40ul.com%7Cacab267d5ce548338f5b08d94243520f%7C701159540ccd45f087bd03b2a3587569%7C0%7C1%7C63761367917842994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2000&sdata=m6nghx171o6KK6Q4B0tKIEzd2FvBcPqfpYIYEKu7AGs%3D&reserved=0


고객 혁신 지원 
바이러스 확산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검사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사인 DnaNudge는 실험실 
외의 환경에서 불과 1시간 만에 바이러스 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코로나19 자가 테스트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영국, 
폴란드 및 덴마크에 소재한 UL 직원들은 여러 국가와 사업부에 
걸쳐 전방위적 협력을 통해 이러한 획기적인 솔루션에 적합한 
시험 절차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수행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UL의 역량이 고객의 성공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고객과의 협력 

“이 팀은 필수 생산 라인을 계속 
가동했습니다. UL이 시험을 
제때 완료해주지 않았다면 
고객은 생산을 중단해야 했을 
것입니다.”

 — Paul Hilgeman, UL 생활 및 
건강 과학 엔지니어링 매니저

안전 과학 전문성 활용 
광범위한 공급망 부족으로 인해 의료 기기 및 장비 
구축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때, UL의 팀은 이러한 
제품을 신속하게 출시하는 데 필요한 인증 절차를 
가속화하여 임시 응급 의료 시설, 병원, 긴급 의료 
센터 및 의료 종사자들이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급망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운영 중단 사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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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고객과의 협력 

2미터/6피트

품질에 대한 약속을 증명하다 
팬데믹 와중에도 중단할 수 없는 몇몇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UL은 
심사인이 라이브스트림 비디오를 이용하여 운영 세부 사항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원격 감사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 
개발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현장 엔지니어 또한 원격 
검사를 수행하여 제조업체 고객사가 수요를 충족하고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운영 중단 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전문성 공유
전 세계에 걸친 운영에 따라, UL은 직원 건강 및 안전 보호와 함께 경제 회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UL은 
글로벌 직원들이 일터에서 뉴노멀 업무 수행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전문 지식과 업계를 선도하는 의료 기관의 지침을 결합한 Start Safe Playbook
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Playbook은 전 세계 UL 소재지에서 사무실에 복귀하면서 
활용했던 모범 사례를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그 외 기업이 자체적인 안전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는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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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llateral-library-production.s3.amazonaws.com/uploads/asset_file/attachment/27900/UL_Start_Safe_Playbook.pdf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고객과의 협력 

공공안전 보호 
팬데믹 사태로 접어들고 몇 달 후, UL의 조명 팀은 
제조업체들로부터 가정, 식당,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지팡이, 상자 형태의 단파장 자외선(UVC) 살균 
장치는 물론, 심지어 살균 전구에 관한 질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UVC 조명을 부적절하게 
넣을 경우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낳았습니다. UL은 미국조명협회(ALA) 및 
미국전기제조자협회(NEMA)와 협력하여 소비자들이 
UVC 기술과 사용에 관하여 알아야 할 사항을 설명하는 
포지션 페이퍼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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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및 포용성 
다양성 및 포용성은 “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노력”이라는 
UL의 사명에서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2020년, 미국에서 
사회정의를 요구하는 시위가 한창일 때, UL은 전 세계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각, 질문, 우려 등을 공개적으로 
동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사내 형평성 구축을 위한 청사진으로 사용할 UL 다양성 
및 포용성 활성화 계획을 개발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당사는 
첫 다양성 및 포용성 보고서에서, 더욱 포용적인 UL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UL은 전 세계에 2,500명 이상으로 구성된 7개의 
비즈니스 리소스 그룹(BRG)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RG
는 모든 직원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 흑인 BRG

• 군인 BRG

• UL 성소수자 
BRG

• UL 라틴 BRG

• UL 부모 BRG

• 여성 리더십 BRG

• 젊은 전문가 B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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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l.com/about/diversity-and-inclusion/diversity-and-inclusion-report/diversity-and-inclusion-commitments#1610745520
https://www.ul.com/about/diversity-and-inclusion/diversity-and-inclusion-report/diversity-and-inclusion-commitments#1611077540
https://www.ul.com/about/diversity-and-inclusion/diversity-and-inclusion-report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전문성 
및 시설 확장 
기회 파악, 성장 강화 

고객은 UL이 가장 큰 과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를 원하며, 이러한 해결 방식은 
신속하고 효율적이기를 바랍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향후 혁신의 방향과 고객의 미래 요구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UL은 고객의 혁신 속도에 보조를 
맞추지만, 과학을 선도하겠다는 약속에는 어떠한 
양보도 없습니다.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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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요구 사항 제공 
자동차 산업은 패러다임 전환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급속한 발전과 맞물려 연결성, 
상호 운용성, 투명성,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제조업체들은 브랜드 신뢰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동시에 혁신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자동차 시장에서 EMC 
테스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UL은 일본의 가시마 연구소를 
확장하여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업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해당 확장을 통해 UL은 고전압 부품(전동화된 
차량용)에서의 EMC 테스트 기능을 추가할 수 있었으며,OEM에서 요구하는 내구성 및 환경 테스팅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신규 기술 육성 
Thunderbolt™ 4는 데이터 전송, 디스플레이 출력 및 전원 
공급이 가능한 차세대 연결 솔루션입니다. UL은 Thunderbolt 
4 탑재 제품 인증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승인을 얻어 
제조업체와 브랜드 소유자가 관련 상호 운용성 요건 사항을 
준수하도록 돕고, 시장에서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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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l.com/news/uls-taiwan-laboratory-approved-thunderbolt-4-host-product-certification-testing


IoT 우수성 지원
새로 열린 UL의 IoT 우수성 센터에서는 제품 
혁신가들이 당사의 전문 지식과 고객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연결하여 복잡한 커넥티드 장치 환경에서 
규정 준수 및 시장 진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객은 전체 생산 주기에 걸쳐 부품 
및 상호 운용성에 대한 UL 전문가의 IoT 지식을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에 규정 준수 제품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확장 기회를 염두에 두고 12,000
제곱 피트의 실험실 공간을 시설에 추가했습니다. 

공급망 강화 
UL 공급업체 사이버 신뢰 수준 솔루션은 기업이 공급업체의 보안 관행에 
관한 신뢰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공급망에 대한 사이버 보안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업계 최초의 이 솔루션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수명 주기, 호스팅 시스템, 정보 관리 시스템, 타사 관리 등 
여러 가지 신뢰 범주를 분석합니다. 최종 결과로는 공급업체의 보안 관행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은 이를 사용하여 
공급망과 디지털 경제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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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l.com/news/ul-launches-iot-center-excellence-help-innovators-access-india-and-global-markets
https://www.ul.com/news/ul-announces-industry-first-comprehensive-supply-chain-cybersecurity-solution


디지털 솔루션 구축 
확장된 실리콘밸리 전자기 적합성(EMC) 및 무선 테스트 실험실은 현재 
북미에서 가장 규모가 큰 5G 테스트 시설 중 하나입니다. 수백만 달러의 투자를 
통한 확장으로, 기존 캠퍼스에 39,000제곱 피트에 달하는 건물이 증축되어, 
현재 합계 시설 면적이 178,900제곱 피트에 달합니다. 이 실험실은 5G 무선 
테스트 및 인증 서비스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고, 스타트업, 몸집을 
불리는 기업, 대기업에게 최첨단 기술 접근성과 전 세계 시장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인증을 포함한 포괄적인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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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l.com/services/5g-compliance-testing


헬시 빌딩 검증(Verified Healthy Buildings) 
Irvine Company 사옥은 미국 최초로 검증된 헬시 빌딩(Verified Healthy Buildings)로 사내 
커뮤니티에 의해 지명되었습니다. 검증된 헬시 빌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내 공기, 수질 및 환경 
품질에 대한 종합적인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실내 공간을 유지하고자 하는 건물 
소유자와 운영자의 노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Irvine Company는 캘리포니아 해안과 시카고의 
포트폴리오에 걸친 약 2,500만 제곱 피트의 사무 공간에 UL 헬시 빌딩 검증 마크를 받았습니다. 

고객 혁신 장려  
UL의 고유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반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디지털 모델링 도구를 활용하여 인증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에 대한 더 나은 통찰을 
얻고, 보다 혁신적인 설계를 하며, 출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서비스는 또한 UL의 
유구한 모델 검사 및 검증 경력을 활용합니다. 당사의 엄격한 
프로세스를 통해 계산 모델의 신뢰성을 확립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UL
은 고객의 혁신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지만 안전하게 
시장에 선보이도록 지원합니다.” 

 — Mahmood Tabaddor, UL 예측 
모델링 및분석 팀 매니저

“이번 검증에서는 건강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려는 Irvine Company의 노력이 
두드러졌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실내 환경 품질을 제공하는 동급 최고의 
공급업체와 협력하면서, 고객은 적절한 
시기에 자신 있게 대면 근무를 시작하여 
직원들을 사무실로 복귀시키는 데 주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Mike Bennett, Irvine Company Office 
Industry Association 수석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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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l.com/services/verified-healthy-buildings
https://www.ul.com/about/global-impact-reports/annual-report/expand#1615240112
https://www.ul.com/news/uls-modeling-and-simulation-services-certification-advance-product-safety-industrial


총괄 리더십 UL 경영진은 모든 고객, 이해관계자 및 직원에게 훌륭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기반을 둔 그들의 경험과,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한 노력을 하는 UL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한 경영진의 열정은 UL의 모든 구성원이 긍정적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과의 협력을 통해 경영진은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더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Linda Chapin
총괄 부사장 및 최고 인적 
자원 책임자

Jennifer F. Scanlon, UL Inc. 회장 및 최고 경영자

Jason Fischer
총괄 부사장 및 대표이사, 
엔터프라이즈 및 자문

Jackie McLaughlin
총괄 부사장 및 최고 법무 
책임자

Ryan Robinson
총괄 부사장 및 최고 재정 
책임자

Lynn Hancock
총괄 부사장 및 최고 변화 
책임자

Sajeev Jesudas
총괄 부사장 및 최고 상업 
책임자

Gitte Schjøtz
총괄 부사장 및 최고 기술, 
운영 책임자

Weifang Zhou
TIC 총괄 부사장 및 
대표이사

총괄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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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islain Devouge
TIC 고객수석 부사장

Jeff Smidt
TIC 산업수석 부사장

Konrad Pienaar
회계 및 재무 보고 수석 
부사장

Upayan Sangupta
엔지니어링 서비스수석 부사장

Mette Pedersen
연구소 및 운영 수석 
부사장

Alberto Uggetti
글로벌 및 전략 고객 수석 
부사장

수석 리더십

Tom Blewitt
수석 부사장 및최고 
과학자

Morten Claudi Lassen
유럽 지역부사장

Karriem Shakoor
수석 부사장 및 최고 정보 
책임자

Dominick Danessa
운영 우수성 및 혁신 부장

Erik Palm
기업 재무 부서, 수석 
부사장

Sreelatha 
Surendranathan
최고 디지털 책임자

Todd Denison
아메리카 지역 수석 
부사장

Kathy Seegebrecht
수석 부사장 및 최고 
마케팅 책임자

26  

총괄 리더십



UL 및 UL 로고는 UL LLC © 2021의 상표입니다.

0521


	President's letter
	Our year in review
	Perform
	Transform
	Expand
	Contents
	Leadership

	UL: 
	com link 10: 
	Страница 2: 

	com link 5: 
	com link 12: 
	com link 4: 
	Страница 9: 
	Страница 26: 

	com link 7: 
	com link 8: 
	com link 9: 

	Contents 2: 
	President's letter 3: 
	Our year in review 3: 
	Perform 3: 
	Transform 3: 
	Expand 3: 
	Executive leadership 3: 
	Executive leadership 2: 
	Страница 3: 

	Expand 2: 
	Страница 3: 

	Transform 2: 
	Страница 3: 

	Perform 2: 
	Страница 3: 

	Our year in review 2: 
	Страница 3: 

	President's letter 2: 
	Страница 3: 

	TOC Leadership: 
	TOC Expand: 
	TOC Perform: 
	TOC Transform: 
	TOC Timeline: 
	TOC President's letter: 
	Contents: 
	Страница 9: 
	Страница 26: 

	Our year in review: 
	Страница 9: 
	Страница 26: 

	Perform: 
	Страница 6: 
	Страница 26: 

	Transform: 
	Страница 9: 
	Страница 26: 

	Expand: 
	Страница 9: 
	Страница 26: 

	Executive leadership: 
	Страница 9: 
	Страница 24: 

	President's letter: 
	Страница 9: 
	Страница 26: 

	Executive leadership 1: 
	Expand 1: 
	Transform 1: 
	Our year in review 1: 
	President's letter 1: 
	Contents 3: 
	Read story: 
	Read story 16: 
	Read story 22: 
	Read story 24: 
	Read story 26: 
	Read story 27: 
	Read story 28: 
	Read story 29: 
	Read story 31: 
	Read story 32: 
	Read story 33: 
	Read story 34: 
	Read story 30: 
	Read story 35: 
	Read story 36: 
	Read story 37: 
	Read story 39: 
	Read story 40: 
	Read story 38: 
	Button 203: 
	Sharepoint URL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