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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에너지 라벨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EPREL) 운영

SGS 환경실무교육 세미나

2019 년 1월 1일부터 공급업체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공인 대리점)는 유럽 시장에서 판매하

SGS 환경실무교육 (기초과정/전문과정)

기 전에 EPREL (European Product Database for Energy Labeling)에 에너지 라벨이 필요한 제

을 매월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풒에 대한 정보를 를 등록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할 제품 정보는 에너지 라벨링 요구사

신청)

항에 따른 모든 신제품에 대한 기술 문서 및 준수 정보 등이다.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이
전에 정보들은 EPREL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야 하며 이 정보들은 2019년 4월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EPREL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공급 업체 사용자로 등록하는 방법과 데이터베이스에서

• 기초과정;

01월18일(금) PM 2:00
03월15일(금) PM 2:00

• 전문과정;

02월15일(금) PM 2:00
04월19일(금) PM 2:00

제품 모델을 업로드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각 제품군의 에너지 라벨링 요구 사항은 EU

• 장소; SGS Korea-안양 (3층)

집 행 위 원 회 (European Commission) 가 정 한 프 로 세 스 에 서 EU 의 에 너 지 라 벨 링 규 정

• 교육주제;

(2017/1369)에 따라 작성된다. 대상 제품군은 다음과 같다.

- 유해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 EU RoHS II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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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CH 대응 (Article)
- MSDS, 미지시료분석, XRF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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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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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신청은 메일로 접수하며 매 회 30명

2019 년 1월 1일 이후에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에너지 라벨링 대상 제품은 출시 이전에 데

까지 선착순 마감됩니다.

이터베이스에 정보 등록을 해야 한다. 2017 년 8월 1일부터 2019 년 12월 31일 까지 시장에 출

신청메일; soyoun.shin@sgs.com

시된 모든 제품은 2019 년 6월 30일까지 데이터베이스에 제품정보를 등록 해야 한다.

신청양식 : 교육일자 / 참석자명 / 회사명

view https://ec.europa.eu/info/energy-climate-change-environment/standards-tools-and-

/ 부서명 / 연락처 / 이메일 주소

labels/products-labelling-rules-and-requirements/energy-label-and-ecodesign/european-productdatabase-energy-labelling_en
view https://blog.complianceandrisks.com/news-resources/eu-product-database-for-energy-labelingeprel-operational-in-january-2019

문의; 신소연 과장 (031-460-8004)

Safe GuardS

EU, 화장품 내 o-phenylphenol 사용 제한

SGS Global에서 발행하는 SafeGuard를

EU 는 화 장 품 에 o-phenylphenol, MEA o-phenylphenate, potassium o-phenylphenate 및

통해 전세계 환경규제 등의 최신동향 정보

sodium o-phenylphenate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공표된 날로부터
20일 후에 발효된다.
o-phenylphenol,

MEA

o-phenylphenate,

potassium

o-phenylphenate,

sodium

o-

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afeGuard신청;
http://www.sgs.com/en/Newsletters/Global/
Safeguards-and-Product-Recalls.aspx

phenylphenate 물질은 EC 1223/2009에서 방부제로서 Annex V에 수록되어 있으나 더 이상 방
부제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o-phenylpheno보다 sodium o-phenylphenate, potassium ophenylphenate, MEA o-phenylphenate는 피부 침투가 더 커서 o-phenylphenol 보다 잠재적으

SGS Korea Co., Ltd.

로 더 유독한 독성 효과를 가질 수 있어. 집행위원회에 의해 금지되었다.

Laboratory Testing Services

유럽 집행위원회는 leave-on 화장품에서 0.15 % (페놀로서), rinse-off 화장품에서 0.2 % (페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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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로 o-phenylphenol 의 사용을 제한하고 '눈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라는 경고문구를 표시
하도록 하였다.
2019년 6월 17일부터 Biphenyl-2-ol을 함유하고 조건을 따르지 않는 제품은 시장 출시금지
2019년 9월 17일부터 Biphenyl-2-ol을 함유한 화장품 제품은 EU시장 내 사용금지
view https://www.sgs.com/en/news/2019/01/safeguards-00119-europe-restricts-the-use-ofophenylphenol-and-its-salts-in-cosmetic-products?dc=http&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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