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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S GRANTS VALUE TO YOU

EU RoHS 예외조항 평가 연구 보고서 발표
2018년 10월 22일, 2 건의 RoHS 예외조항 평가 연구 보고서 (Pack 13 & Pack 14)가 RoHS 자
문기구에 의해 발표되었다.
Pack 13은 형광등 내에 존재하는 수은에 대한 면제 (Annex III 1(g))를 포함한 세 개의 조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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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과정;

01월18일(금) PM 2:00

한 내용이다. 이번 평가 보고서에서는 그 동안의 면제조항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으며 18개
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최소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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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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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 14는 8개의 조항을 다루고 있으며, Annex III의 entry 41에 대한 권고 및 만료일, Annex IV
의 entry 37 및 41 에 대한 내용 등이 요약되어 있다. 다른 다섯 가지 새로운 요청과 관련하여,
방사선 식별을 위해 사용 된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납땜에 대한 납의 예외요청은 EU에 의해 거
부되었으며, 질량 분석기에 사용되는 땜납 내의 6가 크롬과 납에 대한 예외조항은 철회될 것이
다. (특정 비 도로(non-road) 모바일 기기 엔진 애플리케이션 내의 납 및 DEHP에 대한 예외요
청에 대해 권장 및 만료 날짜가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

• 장소; SGS Korea-안양 (3층)
• 교육주제;
- 유해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 EU RoHS II 대응
- REACH 대응 (Article)
- MSDS, 미지시료분석, XRF 분석 등

문의 및 신청

터키, POP 화학물질 규제
2018 년 11 월 14 일, 터키는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POPs) 또는 kalici organic kirleticiler
(KOK)를 규제하기 위해 “Resmi Gazete No.30595” 를 발표하였다.이 새로운 법안은 터키 국가
내에서 POP물질의 제조, 시장 출시 또는 사용의 금지, POP 물질의 사용제한, POP 배출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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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 배출량의 최소화를 위하여 마련된 법안으로 POP 화학 물질 관리를 위한 7 개의 부속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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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법은 유럽 연합 (EU)에서 Regulation

문의; 신소연 과장 (031-460-8004)

(EC) 850/2004 [2]에 따라 규제 된 POP 화학 물질에 대한 많은 조항을 반영하였다. 터키 법령의

Safe GuardS

부속서 1에서 5까지의 POP 화학 물질 이름 중 상당수는 POPs에 대한 EU 법령의 POP 화학 물
질 이름과 동일하며, 두 법안의 범위와 요구 사항은 대체로 유사하다.
view https://www.sgs.com/en/news/2018/12/safeguards-15718-turkey-regulates-pop-

chemicals?dc=http&lb

프탈레이트 분석비용 변경 안내

SGS Global에서 발행하는 SafeGuard를
통해 전세계 환경규제 등의 최신동향 정보
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afeGuard신청;

SGS 카플친 서비스 안내

http://www.sgs.com/en/Newsletters/Global/
Safeguards-and-Product-Recalls.aspx

2019년 1월 1일부터 프탈레이트 분석비용이 SGS 안양시험소는 2018년 9월 부터 ‘카카오톡

SGS Korea Co., Ltd.

변경 됩니다. 각종 비용 상승에 따른 조치이니 플러스친구’를 통한 분석관련 문의 및 접수상담

ANYANG Office

깊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RoHS II 프탈레이트 4종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에 “한국에스지에스 안

DEHP, DBP, BBP, DIBP 분석 기준

양” 으로 검색 후 플러스친구 등록을 하시면 실

82,500원 (변경 전) -> 97,500 (변경 후)

시간으로 신청절차, 신청서, 접수확인증, 시험분

(VAT 별도비용)

야별 견적 및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링크 바로가기 : http://pf.kakao.com/_xhsD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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