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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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화학협의회(European Chemical Council, ECHA) 는 4종의고위험성우려물질(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SVHC)을후보목록에추가했다고발표하여, 현재 SVHCs Candidate 

List에는 201종이등재되어있습니다.

• 추가된 4종의 물질은 하기와 같습니다.

Substance name CAS number Reason for inclusion

1 2-methoxyethyl acetate 110-49-6
Toxic for reproduction (Article 57 

(c))

2

Tris(4-nonylphenyl, branched and 
linear) phosphite (TNPP) with ≥ 

0.1% w/w of 4-nonylphenol, 
branched and linear (4-NP)

-
Endocrine disrupting properties 

(Article 57(f) – environment)

3

2,3,3,3-tetrafluoro-2-
(heptafluoropropoxy)propionic 
acid, its salts and its acyl halides 
(covering any of their individual 

isomers and combinations 
thereof)

-

Equivalent level of concern having 
probable serious effects to the 

environment (Article 57(f) -
environment)

Equivalent level of concern having 
probable serious effects to human 

health (Article 57(f) – human 
health)

4 4-tert-butylphenol 98-54-4
Endocrine disrupting properties 

(Article 57(f) – environment)

https://echa.europa.eu/web/guest/candidate-list-table

Intertek Testing Service

Intertek Korea는전기전자제품에대한전반적인시험·검사업무의지원이가능합니다.

➢완제품 시험·검사

➢부자재 및 원료 시험·검사

➢기존 197종 시험을 진행했다면 추가 된 4종만 분석 가능

(2-methoxyethyl acetate 는 7/26 부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KOLAS (ISO/IEC 17025 : 2005)

(클릭하시면 KOLAS인정서 확인 가능 합니다.)

2019년 7월 16일목록에포함된 4종의물질을함유하는완제품생산자는수입자는아래

두가지조건모두해당되는경우, 6개월내에 ECHA 에신고하여야합니다.

1) 완제품 내 함유된 SVHC가 완제품 생산자 또는 수입자 당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2) 완제품 내 함유된 SVHC가 중량 대비 0.1%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이미 등록된 물질이거나 노출을 차단할 수 없다면, 신고 의무를 면제

받습니다. 완제품 내 물질 신고와 관련된 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에 관한 매뉴얼은 ECHA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위의 내용은 원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변역 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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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