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nal Package Product Test Service
RoHS 

Headquarter

경기도군포시공단로 160번길 3 

인터텍빌딩(당정동)

Tel: +82 31 8069 3704~9

Tel :+82 31-8069-3775 (Daegu)

Fax: +82 2 567 8482

Seoul Lab

서울특별시성동구아차산로5길7

(성수동2가, 아주디지털타워1층)

Ulsan Lab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용암길 34

인터텍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술력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제품 및 브랜드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과 품질을 향상 시켜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KOLAS 인정서

RoHS 6대물질 (Pb, Hg, Cd, Cr6+, PBBs, PBDEs) 분석서비스

법률내용
RoHS 정의: RoHS는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의 약자로 "전기, 전자 제품의 위험물질 사용제한" 뜻이며, 2006. 7. 1 부터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전제품에 지정된 6개의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 크롬(Cr6+), 
브롬계 난연제(PBB, PBDE)의 특정 유해물질을 사용 금지하는 규제

대응방법
• 자사 제품의 RoHS 적합성에 대한 시험 분석을 실시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관리
• 친환경 생산을 증명하는 프로세스 정립 및 문서화

적용범위
WEEE의 교류 1,000V, 직류 1,500V 이하의 전기 전자제품 중 의료기기와 통제기기를
제외한 8개 품목 군 (대형 가전기기, 소형 가전기기, IT 및 통신기기, 소비가전,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 공구, 완구 및 레저스포츠 기기, 자동판매기 등 8 개 품목 군 2006. 7. 1 
부터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PBB 및 PBDE등 6종이 포함된 전기 전자 제품은
시장에서 판매 금지

Intertek Testing Service

Intertek Korea는전기전자제품에대한전반적인시험·검사업무의지원이가능합니다.

• 균질재질의 RoHS 6대 물질(Pb, Hg, Cd, Cr6+, PBBs, PBDEs) 분석 서비스

• 완제품에 대한 FPP (Final Package Product) Test 서비스

• Pass 제품에 대한 VoC (Verification of conformity) 발행 서비스

KOLAS (ISO/IEC 17025 : 2005)

(클릭하시면 KOLAS인정서 확인 가능 합니다.)

RoHS 2 분석서비스

RoHS 2란?

• RoHS의 개정판이며 EU 2015/863 Annex II를 준수해야 합니다.

• CE Marking의 의무사항입니다.

• 생산자(구축대응), 수입자(구축대응확인), 유통자(시장대응확인)에 대한 의무 이행

규정

대응방법

• 자사 제품의 RoHS 적합성에 대한 시험 분석 실시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관리

• 친환경 생산을 증명하는 프로세스 정립 및 문서화

• 기술문서 구축 및 10년 보관으로 대응의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적용범위

2013. 1. 1 부터 WEEE의 교류 1,000V, 직류 1,500V 이하의 8개 품목 군 (대형

가전기기, 소형 가전기기, IT 및 통신기기, 소비가전,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공구, 

완구 및 레저스포츠 기기, 자동판매기 등에 적용되며, 2014. 7. 22 의료기기, 감시

통제기기, 2016. 7. 22 체내 삽입진단 기기, 2017.7.22 산업용 감시 통제기기, 

2019.7.22 모든 전기기기로 확대 예정

FOR MORE INFORMATION

+82 31 8069 3709
+82 31 8069 3717

Rex.kim@intertek.com
Atto.kim@intertek.com

www.intertek.co.kr

http://intertek.co.kr/wp-content/uploads/2015/10/KOLAS-Certificate-Intertek-Testing-Center-Seoul_Eng.pdf
http://intertek.co.kr/wp-content/uploads/2016/05/20160408_KT345_Intertek_Testing_Services_Korea_Ltd_kor.pdf
http://www.intert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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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용암길 34

인터텍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술력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제품 및 브랜드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과 품질을 향상 시켜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KOLAS 인정서

FPP(Final Package Product) Test 란 ?

목 적
- 업체의 시간 제약과 유연성 부족으로 제품 평가의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환경에서 최종생산 제품의 환경 규제 대응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확실한 평가 방법입니다.

정 의
- FPP는 Intertek이 개발한 최종 제품 평가 방식으로 Intertek 시험의 모든
노하우가 집약된 물질 별 위험 평가 목록을 기준으로 각 부품의 위험도를
순차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 기업의 제품 수출 시 Due Diligence Defense에 매우 영향력 있는 성적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 분야
- 개별 협력사 성적서 취합으로 환경 유해물질 규제 대응에 있어 협력사
성적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 최종 생산 제품에 대한 환경 유해물질 규제 대응 검증이 필요한 경우

KOLAS (ISO/IEC 17025 : 2005)

(클릭하시면 KOLAS인정서 확인 가능 합니다.)

Testing Item Testing Method

Sampling IEC 62321-2

XRF
IEC 62321-3-1

Screening By XRF Spectroscopy 

Mercury (Hg)
IEC 62321- 4 

by acid digestion and determined
by ICP-OES

Cadmium (Cd)
IEC 62321- 5

by acid digestion and determined
by ICP-OESLead (Pb)

PBB / PBDE
IEC 62321-6

by solvent extraction and determined
by GC/MS

Chromium VI(Cr6+)
IEC 62321-7-1
IEC 62321-7-2

Phthalates

IEC 62321-8
by solvent extraction
and determined by

GC/MS

분석 Method

Final Package Product Test Service
RoHS 

FOR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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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텍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술력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제품 및 브랜드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과 품질을 향상 시켜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KOLAS 인정서

KOLAS (ISO/IEC 17025 : 2005)

(클릭하시면 KOLAS인정서 확인 가능 합니다.)

Intertek Testing Service

Intertek Korea는전기전자제품에대한전반적인시험·검사업무의지원이가능합니다.

• 균질재질의 RoHS 6대 물질(Pb, Hg, Cd, Cr6+, PBBs, PBDEs) 분석 서비스

• 완제품에 대한 FPP (Final Package Product) Test 서비스

• Pass 제품에 대한 VoC (Verification of conformity) 발행 서비스

Sampling

High-Risk Parts 선정

XRF Screening
( Pb, Hg, Cd, Cr, Br )

Wet Chemical
( Cd, Pb, Hg, Cr6+, PBBs, PBDEs )

Result

Result

예외조항 Review
(Pb, Hg, Cd)

Reporting & Issue VOC Reporting

부족시료량요청

FPP Test Flow

Final Package Product Test Service
Test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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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텍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술력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제품 및 브랜드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과 품질을 향상 시켜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KOLAS 인정서

KOLAS (ISO/IEC 17025 : 2005)

(클릭하시면 KOLAS인정서 확인 가능 합니다.)

Final Package Product Test Service
Tes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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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인정서

KOLAS (ISO/IEC 17025 : 2005)

(클릭하시면 KOLAS인정서 확인 가능 합니다.)

Final Package Product Test Service
Verification Of Conformity 

FOR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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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인정서

KOLAS (ISO/IEC 17025 : 2005)

(클릭하시면 KOLAS인정서 확인 가능 합니다.)

Green Leaf
친환경인증마크 (RoHS , REACH, BPA Free)

- RoHS, REACH, PVC free, Low VOC 

인증프로그램 설명 / 기술적인 세부

항목 확인

- BoM List, 분해도 및 제품관련 정부

입수

- 자가선언서, 분석 리포트, 물질 증명서

수집 및 검토

- High Risk 파악 및 DoC 요청

- BoM 수에 따른 High Risk 부품 정밀

분석 진행 및 결과 검토

Tested

- 공장 심사 진행 및 결과 검토

- Intertek Sweden ETL SEMKO의 최종

검토

- 5년 기한의 인증서 발급

- 매년 공장 심사와 XRF Screening을

통한 지속 관리

Certified

Final Package Product Test Service
Green Leaf

FOR MORE INFORMATION

+82 31 8069 3709
+82 31 8069 3717

Rex.kim@intert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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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ntert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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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텍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술력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제품 및 브랜드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과 품질을 향상 시켜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KOLAS 인정서

KOLAS (ISO/IEC 17025 : 2005)

(클릭하시면 KOLAS인정서 확인 가능 합니다.)

Clean Air Program
휘발성유기화합물(VOC)에대한친환경인증서

- USGBC LEED

- ANSI / BIFMA X7.1

- 캘리포니아 (CDPH) Method 01350 

특별 환경 요건

- 가전 제품, 건축 자재, 가구를 위한

캘리포니아 주 DGS (Department of 

General Service) 실내 공기 질 사양

- BIFMA e3 표준 7.6.2

Tested

- 별도의 공장심사 없이 인증서 발행

가능

- Intertek의 특별한 인증서와 인증마크

사용으로 시장 요구 사항 충족

- Full Test 35 종(Gold Label) 발급

- Formaldehyde Only (Silver Label) 발급

Certified

Final Package Product Test Service
Clean Air Program

FOR MORE INFORMATION

+82 31 8069 3709
+82 31 8069 3717

Rex.kim@intertek.com
Atto.kim@intertek.com

www.intertek.co.kr

http://intertek.co.kr/wp-content/uploads/2015/10/KOLAS-Certificate-Intertek-Testing-Center-Seoul_Eng.pdf
http://intertek.co.kr/wp-content/uploads/2016/05/20160408_KT345_Intertek_Testing_Services_Korea_Ltd_kor.pdf
http://www.interte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