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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oHS2 지침 주요 내용 및 기업의 대응방안
(주)웨코스 연성모 대표

1. 서론
지난 ’06년 7월, EU에서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납, 카드뮴, 수은 등의 6대 유해물 질의 사용을 금지시킨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지침(RoHS Directive)이 시행된 이후로 전 세계 전기·전자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전기·전자산업계에 어떤 영향 을 미칠지 그리고 관련 규제에 기업의 사전준비 활동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예의주시해 왔다.
그러나 EU 시장에서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국가별로 감시 및 감독하기에는 EU RoHS 지침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EU RoHS2를 살펴보면 6대 유해물질을
추가보다는 시장 감시감독 조항과 대상 제품의 확대 및 명확화에 좀 더 구체적인 조항들이 추가되었다.
즉, 국가별로 EU RoHS2가 시행될 경우 EU 시장에서는 시장 감시감독이 강화될 것이다. 물론, EU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많은 영향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간략히 EU RoHS2 지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국내 기업들이 RoHS 관련
법규 대응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경각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EU RoHS2 개정안 주요 내용
2.1 대상 제품
EU RoHS1 지침에서 대상 제품군은 아래 표에서 제시한 것처럼 제품군1~10에서 의료기기(제품군8)와 검사
및 제어기기(제품군 9)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EU RoHS2에서는 단계별로 제품군 8, 9가
적용되며 제품군 11 “이외 모든 전기전자제품”을 포함시켜 기본적으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대상을 확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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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전자제품 목록 >
배터리

형식

1. 대형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빨래건조기, 전기팬,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

2. 소형가전제품

진공청소기, 다리미, 토스터기, 전기프라이팬, 드라이어 등

3. 정보통신 장비

프린터, 노트북, 컴퓨터, 전화기, 휴대폰, 자동응답기, 팩시밀리 등

4. 소비가전

TV, 라디오, 오디오, 비디오카메라, 음향기기 등

5. 조명기기

전등 및 조명, 형광등, 나트륨등, 네온사인 등 (가정용 조명기구 제외)

6. 전동공구

드릴, 전기톱, 재봉틀, 용접장비, 선반, 절삭장비 등

7. 완구 및 레저/스포츠 장

비디오 게임기, 슬롯머신, 스포츠 장비, 전동차 및 경주용차 등

8. 의료장비
9. 검사 및 제어기기
10. 자동판매기

심전도 측정기, 방사선 치료장비, 인공호흡기 등
난방조절기, 가스 검출기, 측정 및 조절 실험장비 등
냉·온 자동판매기, 현금인출기, 과자 자동판매기 등

11. 이외 모든 전기전자제품

2.2 시행 일정
EU RoHS2 지침은 2011년 6월 28일 발효되었으며 2013년 1월 3일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EU
RoHS 지침이 적용되었던 제품은 계속해서 적용되겠지만 새로 추가되는 제품군 8, 9, 11은 다음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지침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① 의료기기, 계측기기, 컨트롤 기기 : 2014년 7월 22일
② 채외진단용 의료기기 : 2016년 7월 22일
③ 산업용 계측 및 컨트롤 기기 : 2017년 7월 22일
④ 이외 모든 전기전자제품 : 2017년 7월 22일

02

www.ten-info.com

전문가 분석 리포트

2.3 규제 대상 유해물질 및 규제농도
EU RoHS2 지침에서는 이전 지침과 동일하게 균질재질(Homogeneous material)을 기준으로 총 6가지 물
질의 사 용에 대한 최대허용농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는 대상 유해물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Hexabromocyclododecane (HBCDD), Bis (2-ethylhexyl) phthalate(DEHP), Butyl benzylphthalate(BBP),
Dibutylphthalate(DBP)가 우선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므로 기업들은 해당 물질이 제품에 포함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 RoHS 유해물질 최대허용농도 >
배터리

형식

1. 납(Pb)
2. 수은(Hg)
3. 6가 크롬(Cr6+)

0.1

4. PBB(Polybrominated biphenyl)
5. PBDE(Polybrominated biphenyl ethers)
6. 카드뮴(Cd)

0.01

3. 적합성평가
3.1 주요 내용
EU RoHS2 지침은 적합성평가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Decision 768/2008/EC의 AnnexII Module A 내부생
산관리(Internal production control)의 적합성평가 절차에 따라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적합성선언서를 작
성해야 한다.
즉,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전자파 또는 안전성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수행한 후 적합성선언서를 작성하고 제
품에 CE Marking을 부착한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EU RoHS2 지침에는 기술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자세한 규정은 없다. 이 내용은 EU 표준화기구인
CENELEC(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sation)에서 IEC TR 62476을 기본으로
EN 5xxxx(Technical documentation for the assessmen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with respect to the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를 표준화 작업중에 있으며 향후 조화표준
(Harmonized standard)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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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Consumer electric and electronics)으로 분류하고 있다.
① IEC TR 62476 “Guidance for evaluation of products with respect to substance-use
restriction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② IEC/PAS 62596 “Electrotechnical products - Determination of restricted substances.
Sampling procedure. Guidelines"
③ EN 62321 “Electrotechnical products - Determination of levels of six regulated
substances(lead, mercury, cadmium, hexavalent chromium, polybrominated
biphenyls,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④ IEC 62474 “Material declaration for Products of and for the Electrotechnical Industry”

4. EN 5xxxx 표준안 주요 내용
4.1 개요
생산자는 전기전자제품이 유해물질 제한 규정을 준수함을 증명하는 기술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기술
문서에는 적어도 다음의 항목들을 포함해야 한다.
① 제품에 관한 일반적 사항 기술
② 소재, 부품 및/또는 조립품에 관한 정보
③ 4.3항에서 확인된 기술문서와 제품에서 해당되는 소재, 부품 및/또는 조립품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정보
④ 4.3항에서 확인된 기술문서를 규명하는데 사용된 조화표준 및/또는 기타 기술규격서 목록

4.2 기술문서 작성 프로세스
생산자가 기술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 결정, 정보 수집, 정보의 품질과 신뢰도 평가 및 기술
문서 포함 여부 결정, 기술문서의 타당성 보증의 일들을 해야 하며 기술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프로세스에 따라야 한다.
이 프로세스에서 기업들이 수집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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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급자 선언 및 또는 계약서
- 소재, 부품 또는 조립품의 유해물질 함유량 기준이 허용농도를 준수하고 적용된 예외조항을 확인한
공급자 선언서
- 소재, 부품 또는 조립품에서 유해물질 최대허용농도에 대한 생산자 기준이 만족함을 확인해 주는
사인한 계약서
② 물질 선언
- 특정 물질 함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용된 예외조항을 확인할 수 있는 물질 선언

구체적 문서의 내용

제품에 관한 일반
사항 기술

문서와 제품에서 해당
되는 소재, 부품 및/ 또는
조립품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정보

소재, 부품 및/또는
조립품에 대한 문서

품질과 신뢰성에 대한 평가

공급자 선언 및 / 또는
계약서

물질 선언

4.3항에서 확인된
기술문서를 규명하는데
사용된 조화표준 및/ 또는
기타기술규격서목록

4.3.4 참조

분석 시험 결과
4.3.3 참조

소재, 부품 및/또는 조립품에 대한 문서

공급자 및 소재 신뢰도 평가

4.3.2 참조

< 기술문서 작성 프로세스 >

5. 기업의 대응방안
EU RoHS 지침이 시행된 후 전기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유해물질을 대체하기 위해서 기술개발,
담당인원 확충, 분석기기 도입, 유해물질관리시스템 도입 등 직간접적인 많은 투자를 해 오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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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유해물질 대체 활동은 EU 시장에서 감시감독 활동이 적었기 때문에 지침이 시행된 초반보다는 기업
내부의 관심도는 낮아진 것이 현실이다.

ㅁ EU RoHS2 지침과 관련 표준 분석
EU RoHS2 지침은 앞에서 제시한 것같이 이전 내용에 비해서 새로운 조항들이 많이 추가되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조항들을 분석하고 기업별로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합성평가에 필요한 조화 표준에
대한 분석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ㅁ 적합성평가 절차 수립
이미 기업들이 전자파 또는 안전성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수행을 하고 있다. 위에서 분석한 지침과 표준의
내용을 기존 적합성평가 절차에 어떻게 접목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기업 내부 표준들을
개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최적안을 구축해야 한다.

ㅁ 협력업체 유해물질 관리 기준 검토 및 개정
국내 기업들은 협력업체 인증제도, 분석기기 도입, 전문가 양성 등 다양하게 협력업체가 유해물질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제 조화표준이 발표되면 기존 체제를 그대로 운영할지 아니면 새로운 운영체제로
변경을 해야 할 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지금까지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관리 경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 및 개정해야 한다.
예외

제품의 범위와 날짜

하나의 마개로 된 (작은)형광램프의 수은함유량은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버너마다)

2011년 12월 31일에 만료됨;
2011년 12월 31일 이후 - 버너마다 3.5mg이 사용될 수 있다;
2012년 12월 31일 이후 - 버너마다 2.5mg이 사용될 수 있다;

1(a)

일반적인 조명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용량이
<30W 이면 5mg

2011년 12월 31일에 만료됨;
2011년 12월 31일 이후 - 버너마다 3.5mg이 사용될 수 있다.

1(b)

일반적인 조명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용량이
30W≤용량<50W 이면 5mg

1(c)

일반적인 조명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용량이
50W≤용량<150W이면 5mg

1(d)

일반적인 조명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용량
≥150W이면 15mg

1(e)

일반적인 조명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원형 또는
직선형 구조를 가지고 직경≤17mm 이면

1(f)

특정한 목적에 대해서는 5mg

1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한 없음;
2011년 12월 31일 이후 - 버너마다 7mg이 사용될 수 있다.

06

www.ten-info.com

전문가 분석 리포트

예외
2(a)

제품의 범위와 날짜

일반적인 조명 용도에 대해 두 개의 마개로 된
직선 형광램프의 수은 함유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버너 마다)

2(a)(1)

평균 수명을 가지고 튜브 직경<9mm인 tri-band
phosphor (예: T2)이면 5mg

2011년 12월 31일에 만료됨;
2011년 12월 31일 이후 - 버너마다 4mg이 사용될 수 있다.

2(a)(2)

평균 수명을 가지고 9mm≤튜브직경≤17mm인
tri-band phosphor 이면 (예: T5) 5mg

2011년 12월 31일에 만료됨;
2011년 12월 31일 이후 - 버너마다 3.5mg이 사용될 수 있다.

2(a)(3)

평균 수명을 가지고 17mm≤튜브직경≤28mm인
tri-band phosphor 이면 (예: T8) 5mg

2011년 12월 31일에 만료됨;
2011년 12월 31일 이후 - 버너마다 3.5mg이 사용될 수 있다.

2(a)(4)

평균 수명을 가지고 튜브직경이 28mm보다 큰
tri-band phosphor 이면 (예: T12) 5mg

2011년 12월 31일에 만료됨;
2011년 12월 31일 이후 - 버너마다 3.5mg이 사용될 수 있다.

2(a)(5)

긴 수명을 가지는 (25,000h≤수명시간)
tri-band phosphor이면 8mg

2011년 12월 31일에 만료됨;
2011년 12월 31일 이후 - 버너마다 5mg이 사용될 수 있다.

2(b)

다른 형광램프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됨;(램프마다)

2(b) (1)

직경 28mm보다 큰 직선 halopghosphate
(예, T10과 T12)이면 10mg

2(b) (2)

직경 28mm보다 큰 직선이 아닌 halopghosphate
(예, T10과 T12)이면 15mg

2012년 4월 13일에 만료됨;

2012년 4월 13일에 만료됨;

2(b) (3)

직경 17mm보다 큰 직선이 아닌 halopghosphate
(예, T9)

2(b) (4)

다른 일반적인 목적과 특별한 목적을 가지는 램프
(예. induction lamp)

3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cold cathode fluorescent
lamps 와 external electrode fluorescent lamps
(CCFL과 EEFL)에서 수은은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됨(램프마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한 없음;
2011년 12월 31일 이후 - 램프마다 15mg이 사용될 수 있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한 없음;
2011년 12월 13일 이후 - 램프마다 15mg이 사용될 수 있다.

3(a)

짧은 길이(길이≤500mm)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한 없음; 2011년 12월 13일 이후
- 램프마다 3.5mg이 사용될 수 있다.

3(b)

중간 길이(길이 500mm<길이≤1500mm)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한 없음;
2011년 12월 13일 이후 - 램프마다 5mg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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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긴길이(길이 1500mm<길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한 없음;
2011년 12월 13일 이후 - 램프마다 13mg이 사용될 수 있다.

4(a)

다른 낮은 압력을 가진 방전 램프에서 수은
(램프마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한 없음;
2011년 12월 13일 이후 - 램프마다 15mg이 사용될 수 있다.

4(b)

일반적인 조명의 목적으로 램프가 60보다 큰 개선된
조도를 가진 High pressure Sodium(수증기)
램프에서의 수은 함유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됨(버너 마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한 없음;
2011년 12월 13일 이후 - 버너마다 30mg이 사용될 수 있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한 없음;
2011년 12월 13일 이후 - 버너마다 30mg이 사용될 수 있다.

4(b)-Ⅰ

소비전력≤155W

4(b)-Ⅱ

155W<소비전력≤405W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한 없음;
2011년 12월 13일 이후 - 버너마다 40mg이 사용될 수 있다.

4(b)-Ⅲ

소비전력<405W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한 없음;
2011년 12월 13일 이후 - 버너마다 40mg이 사용될 수 있다

4(c)

일반적인 조명의 High pressure Sodium(수증기)
램프에서의 수은 함유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됨(버너 마다)

4 (c) -Ⅰ

소비전력≤155W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한 없음;
2011년 12월 13일 이후 - 버너마다 25mg이 사용될 수 있다.

4 (c) -Ⅱ

155W<소비전력≤405W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한 없음;
2011년 12월 13일 이후 - 버너마다 30mg이 사용될 수 있다.

4 (c) -Ⅲ

소비전력<405W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한 없음;
2011년 12월 13일 이후 - 버너마다 40mg이 사용될 수 있다.

4 (d)

고압력 수은(수증기)램프(HPMV)에서 수은

2015년 4월 15일에 만료됨

4 (e)

Metal halide(MH)램프에서 수은

4 (f)

이 부속서에 언급되지 않은 특정한 목적으로 사
용되는 다른 방전 램프에서의 수은

5(a)

음극선 튜브의 유리 내의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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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

중량 대비 0.2%를 초과하지 않은 형광 튜브의
유리 내의 납

6(a)

기계 가공의 목적으로 철에서 합금하는 성분으로써
중량 기준으로 0.35%까지 함유되는 납, 아연 도금된
철에서 합금하는 성분으로써 중량 기준으로
0.35%까지 함유되는 납

6(b)

중량 기준으로 0.4%까지 함유된 동
합금성분 으로써 납

6(c)

중량 기준으로 4%까지 함유된 동 합금

7(a)

고온에서 용융하는 땜납 내의 납(예를 들면 중량
대비 85% 또는 그 이상의 납을 함유하는 납
기반의 합금)

7(b)

서버, 저장 장치 그리고 저장 장치 배열 시스템에
사용되는 땜납 및 스위칭, 시그널링,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 제품 그리고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에서의 납

7(c)-Ⅰ

커패시터 내에 유전체 세라믹 외에 유리 또는
세라믹 내의 납을 포함하는 전기, 전자 부품

7(c) -Ⅱ

125V AC 또는 250V DC 또는 그 이상의 정격
전압을 위해 사용되는 커패시터 내의 유전체에서 납

7(c) -Ⅲ

125V AC 또는 250V DC보다 낮은 정격 전압을
위해 사용되는 커패시터 내의 유전체에서 납

2013년 1월 1일에 만료됨;
2013년 1월 1일 이후 -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예비 부품에서 사용뒬 수 있다.

8 (a)

Shot pellet type의 열 차단기에서 카드뮴과 카드뮴
혼합물

2012년 1월 1일에 만료됨;
2012년 1월 1일 이후 -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예비 부품에서 사용뒬 수 있다.

8 (b)

전기적 접촉에서 카드뮴과 카드뮴 혼합물

9

냉각 장치에서 중량 기준으로 0.75% 까지 탄소강
냉각 시스템의 부식 방지제로서 6가크롬

9 (b)

난방, 통풍, 냉난방 조절과 냉방을 위해 압축기를
포함하는 냉각 장치에서 셀과 부시의 납

11(a)

C-press complaint pin connector에서
사용된 납

2010년 9월 24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예비 부품에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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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ess complaint pin connector 이외의
pin connector에서 사용된 납

2013년 1월 1일에 만료됨;
2013년 1월 1일 이후 -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예비 부품에서 사용될 수 있다.

열전도 모듈 C-ring 의 코팅 물질로서 사용된 납

2010년 9월 24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예비 부품에서
사용될 수 있다.

13(a)

광학 제품을 위해 사용되는 흰색 유리에서 납

13(b)

반사율 규격을 준수하기 위해 사용된 필터 유리
와 유리 내의 납

14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핀과 패키지의 연결을 위해
사용되는 2가지 물질 이상으로 구성되는 납의
함유량이 중량 대비 80~85%인 땜납의 납

15

통합 회로 플립칩 패키지 내의 반도체 다이와
캐리어의 전기적 연견을 완성하도록 하는 땜납
내의 납

16

실리게이트로 코팅된 튜브를 내장한 선형
열동내의 납

17

전문 복사 기술 장비에 사용되는 고강도 방전
(HID) 램프내의 발광체로 쓰이는 납할로겐 화합물

18 (a)

Lithography, 포충기와 SMS
((Sr,Ba)2MgSi2O7:Pb)와 같은 인광체를 포함하는
특정한 램프에서 사용될 때 방전램프의 형광 파우더
내에 활성제로 사용되는 납(중량 비율 1% 이하)

18 (b)

BSP(BaSi2O5:Pb)와 같은 인광체를 포함하는
선 탠 램프로서 사용될 때 방전 램프의 형광
파우더 내에 활성제로 사용되는 납
(중량 비율 1%이하)

19

아주 작은 에너지 절약형 램프(ESL)에서 주요
아말감과 PbBiSn-Hg 그리고 보조 아말감의
특정한 혼합물에 포함된 PbBiSn-Hg와
PbInSn-Hg 내의 납

2011년 6월 1일에 만료됨

20

LCDs에 사용되는 납작한 형광 램프의 전면과
후면을 접합하기 위해 사용되는 산화납

2011년 6월 1일에 만료됨

21

붕규산염과 소다석회 유리에 사용되는 에나멜에
대해 칠해 지는 잉크에서의 납과 카드뮴

23

0.65mm 또는 그 이하의 피치를 가진 커넥터를
제외한 가는 피치의 마감재에서의 납

2011년 1월 1일에 만료됨;
2011년 1월 1일 이후 -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예비 부품에서 사용될 수 있다.

2013년 9월 1일에 만료됨

2011년 1월 1일에 만료됨

2010년 9월 24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예비 부품에서
사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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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원반형 평판 세라믹 다층 콘덴서 (discoidal and
planar array ceramic multilayer capacitors)를
기계에 접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땜납 내의 납

25

SED(surface conduction eletron emitter display)
에서 구조적인 요소, 특히 봉합을 위해 융해한
유리 원료와 유리 원료를 새지 않게 하는 링에서
사용되는 산화납

26

BLB 램프(black light blue)의 유리 봉합에
사용되는 산화납

2011년 6월 1일에 만료됨

27

고출력(125dB SPL 그리고 그 이상의 음성 출력으로
몇 시간 동안 동작하도록 작성된)(스피커 내의)
변환기 접합에 사용되는 납

2011년 10월 24일에 만료됨

29

각료이사회 지침 69/493/EEC의 부속서 I에서
(카테고리 1, 2, 3 그리고 4)정의된 크리스탈
유리 내의 납

30

100dB(A) 그리고 이상의 음압 레벨을 가진 고출력
스피커에 사용되는 변환기의 음성 코일에 위치한
전기 전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접합하는
땜납용 카드뮴 합금

31

수은이 함유되지 않은 평면 형광 램프에서 땜질
용납(예를 들면 LCD, 디자인 또는 산업용 전구에서
사용되는 램프)

32

아르곤과 크립톤 레이져 튜브에 대한 window
assembly 제조 시에 사용된 봉합 유리 원료에서의
산화납

33

변압기에서 지름이 100µm 또는 그 이하의
얇은 동 와이어의 땜 납에 사용되는 솔더에서 납

34

도성합금 기반(cermet-based)의 trimmer
potentionmeter elements에서의 납

36

디스플레이당 30mg까지 함유량을 가지는 D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에서 cathode sputtering
inhibitor로 사용되는 수은

37

Zinc borate glass가 주요 부분인 고전압 다이오드의
plating layer(도금층)에서의 납

38

Beryllium 산화물이 접합된 알루미늄에 사용된
두꺼운 film pastes에서 카드뮴과 카드뮴 산화물

39

고체 상태 표면 또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에서의
사용을 위해 색상을 변환시키는 II-VI LEDs(조명
발광 면적 mm²당 10µg 미만인 카드뮴)에서의
카드뮴

2010년 7월 1일에 만료됨

2014년 7월 1일에 만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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