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연구보고서

중국, China RoHS 2 규제 준수 1차
목록 초안 주요내용
㈜에이치아이피 연성모 대표이사
□ 중국,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 관리 체계를 강화하다.
2016년 1월 21일, 중국 산업 및 정보화부1)는 China RoHS 법령을 개정2)(China
RoHS 2) 고시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China RoHS 법령 적용 대상은
중국 內 판매되는 교류 1,000V, 직류 1,500V 이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과
제품에 포함된 부속품으로 전기전자제품 사용 제한물질의 함유 허용량 요구사항 표준3)과
전기·전자제품내 유해물질의 제한적 사용 라벨 표시 요구(China RoHS 라벨링)4), 전기
전자제품 환경보호사용기한 통칙 표준5)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표될 유해물질 함유 허용량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되는 제품은 전기·전자제품 제한
물질 함유 허용량 요구사항을 준수해야만 중국에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2017년 중국 China RoHS 2 규제 준수를 위한 1차 목록 초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국내 전기·전자산업계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 전기전자제품 사용 제한물질의 함유 허용량 요구사항 표준 주요내용
China RoHS 2 규제의 목적은 제품의 설계, 생산, 판매 및 수입 단계에서 유해
물질의 사용 제한에 있으며 EU RoHS와 같이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
크롬(Cr6+), PBBs(Polybrominated Biphenyls), PBDEs(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의 6가지 유해물질에 대하여 최대허용농도 규제하고 있다.
1) 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2) Management Methods for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管理办法)
3) GB/T 26572-2011 电子电气产品中限用物质的限量要求(GB/T 26572-2011 the requirements for concentration limits for
certain restricted substances in electronic and electrical products)
4) SJ/T 11364-2014 电子电气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标识要求(SJ/T 11364-2014 Marking for the Restriction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onic and Electrical Products
5) SJ/Z 11388-2009 电子信息产品环保使用期限通则(General guidelines of environment – friendly use period of electronic
information products)

해당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 시행 대상제품은 부품의 분리 가능 수준에 따라
EEP6)-A, EEP-B, EEP-C로 분류하여 제품에 함유된 6대 유해물질을 최대허용농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유해물질 분석단위 분류시 EEP-A, EEP-B, EEP-C의 우선
순위로 분류하고 있어 EEP-A로 분류 가능하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EEP-B 또는 EEP-C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표1] 유해물질별 정의 및 최대허용농도
분류

정의

최대허용농도

EEP-A

전기·전자제품을 구성하는 각 균질 재질

EEP-B

전기·전자제품 중 각 부품의 금속 도금층

EEP-C

전기·전자제품에서 현재 조건으로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소형 부품 또는
재료(칩, 저항, 콘덴서 등 체적 4mm3
이하 구조)

Ÿ
Ÿ

납, 수은, 6가 크롬, PBBs,
PBDEs ≤ 0.1%
카드뮴 ≤ 0.01%

□ 전기·전자제품내 유해물질의 제한적 사용 라벨 표시 요구(China RoHS 라벨링) 주요내용
중국 內 모든 전기·전자제품은 China RoHS 마킹 표준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 및
환경보호사용기한 및 유해물질 비포함에 대한 마킹을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마킹은
제품에 표기해야 하지만 제품 크기, 형태, 기능 또는 표면 소재 때문에 직접 마킹이
불가할 경우 제품설명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품 설명서에 표기 시 종이
매뉴얼, 디스크(CD, DVD 등) 형태 또는 포장재에 표기 가능하다. 회사 홈페이지에
마킹 관련 정보를 공개 시, 공개된 정보를 확인 가능토록 제품 설명서에 명확한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부속품(부품 또는 소재) 생산·공급업체는 마킹 의무는 없으나 마킹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China RoHS 로고는 확인이 쉽고, 구별이 가능하며,
잘 보여야 하고, 퇴색에 강하며, 제거가 어렵도록 제작 및 부착해야 한다.
China RoHS 마킹은 유해물질 함유 여부에 따라 두 형태의 로고로 표기해야 하며
각 로고는 아래 표 2와 같다.
6) EEP :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전기전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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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유해물질별 정의 및 최대허용농도

구분

로고 1 (유해물질 미함유)

로고 2 (유해물질 함유)

로고
형태

의미

Ÿ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Ÿ

환경보호사용기한동안

Ÿ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제품

Ÿ

환경에 친화적인 제품

사용할 수 있는 제품

Ÿ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될 수 있는 제품 Ÿ

환경보호사용기한

후

안전하게
재활용

시스템에 투입되는 것이 좋은 제품

공통항목
크기

최소 5×5㎟ 이상

비율

a : b : c = 5 : 8 : 12

색상

녹색(Green)

주황색(Orange)

(C:85, M:30, Y:85, K:20)

(C:0, M:75, Y:100, 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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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로고 1 (유해물질 미함유)

로고 2 (유해물질 함유)

Ÿ

일반적으로 제품에 각인, 스프레이 페인트, 접착, 인쇄를 통해 마킹

Ÿ

다음 3가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제품에 직접 마킹하지 않아도 됨
- 최대 표면적이 5×103 mm2 미만
- 매우 넓지만 가늘고 긴 케이블과 같은 불규칙 형태
- 표면 소재 또는 기능 때문에 제품 표면에 직접 마킹이 불가능한 경우

Ÿ

시각적 디스플레이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디지털 형식 마크를
사용해야 함
- 디지털 형식 로고는 제품 실행 때마다 표시되어야 함. 로고 자체가
표시되는 경우, 표시 시간은 2초 이상이어야 함. 로고가 기타 정보와
함께 표시될 시 표시 시간은 늘어날 수 있으며 로고 확인을 위하여
로고 크기 및 표시 조건은 조정 가능

부착

- 사용자가 제품 작동동안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전기전자제품 내

방법

유해물질 사용 제한 로고의 디지털 형식 로고를 확인 할 수도 있음
- 로고 2가 마킹에 사용된다면, 사용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제품 내 사용된 유해물질 명칭 및 성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마킹
형식 및 요구사항은 유해물질 명칭 및 함유정보 내 조항을 만족해야 함
- 제품 설명서는 위의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에서 언급된 로고 및 형식을
찾아볼 수 있도록 명확히 해야 함
- 디지털 형식 로고는 공장 출하 시 읽기 전용으로 설정되고 소프트
웨어를 통한 수정은 불가함
- 제조업자는 디지털 형식 로고 관련 데이터를 유지해야 함. 만약 로고 1이
마킹에 사용된다면 제조업자는 관련 기록을 제품 수명 이후 3년 이상,
로고 2의 경우 환경보호사용기한 이후 3년 이상 보관해야 함. 제품이
파손되어 로고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제조업자는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함

부착
위치

Ÿ

제품의 전면, 기능키가 있는 측면, 후면에 부착

Ÿ

외관 디자인 등의 문제로 해당 위치에 부착이 어렵다면 사용 시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

유해물질 함유 제품은 위의 표에 기재된 로고 2(유해·유독물질 함유)를 마킹,
제품설명서에 그림 1과 같이 유해물질 명칭과 함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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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유해물질 명칭 및 함유정보 제공 예시

그림 1의 “○ 표시”는 부품의 모든 균질재질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유해물질 최대
허용 표준을 만족하는 것을 의하며 “× 표시”는 부품 內 균질재질 중, 최소 하나
이상의 부품에 포함된 특정 유해물질이 유해물질 최대허용농도를 초과한 것을 의미
한다. 또한, 사용글자(중국어로 표기) 및 로고는 높이가 1.8mm 이상이어야 한다.
제품 생산·수입업자는 China RoHS 마킹 표준을 참고하여 환경보호사용기한을
“년 단위”로 결정하고 마킹해야 한다. 제품 설명서에는 환경보호사용기한 동안 제품
사용을 보증하는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환경보호사용기한 시작일은 제품
제조일자이므로 제조일자는 제품과 포장재에 마킹 해야 한다.

□ 전기·전자제품 환경보호사용기한 통칙 표준 주요내용
기업의 자가 선언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제정해야 하며 10년 이하는 1부터
10까지의 정수로 표기해야 하며 10년 초과의 경우에는 5의 배수로 표기7)해야 한다.

7) 산정된 환경보호사용기한이 5의 배수가 아닌 경우 산정된 연한보다 작은 5의 배수 중 가장 큰 수로 표기(예 : 23년 → ‘20년’
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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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또는 수입업자는 환경보호사용기한 방법 선택 순서도(그림 2)에 따라 적합
한 방법을 선택하고 제품 환경보호사용기한을 확정해야 한다. 기업은 실제경험 방법
및 시험 방법을 이용하여, 제품의 기술적 환경보호사용기한 사용을 우선 고려해야
하고 기술적 방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개념적 환경보호사용기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림2] 환경보호사용기한 방법 선택 순서도

개념적 환경보호사용기한은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안전사용기한법은 제품에 안전
사용기한이 있을 경우 활용되며 제품 안전사용기한을 환경보호사용기한으로 선택한다.
기술수명법은 제품의 설계단계에서 기술수명을 확정하였고 설계 과정 중 환경요소를
고려하였을 경우 제시된 공식8)으로 제품의 환경보호사용기한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비교법은 제품 기술수명과 안전사용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새로운 제품은 생산기술과
원재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환경보호사용기한을 해당 제품의 환경보호사용
기한으로 선택하며 마지막으로 일부 제품은 표준(SJ/Z 11388-2009) 내 부록 B를
근거로 제품의 환경보호사용기한을 확정하는 테이블조사법을 사용한다.

8) 환경보호사용기한 = 기술수명 + 차이(차이는 제품 판매전 운송, 저장 등 시장진출 소요시간 및 수리·부품 교체 후 사용수명
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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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SJ/Z 11388-2009 부록 B 환경보호사용기한 사례
구분
통신설비 제품

컴퓨터 제품

기타

세부내용

환경보호사용기한(년)

인터넷 통신설비
휴대전화
전화기
워크스테이션
개인용컴퓨터
노트북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프로젝터
디지털카메라
LCD 모니터
메모리장치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
POS 시스템
전등

50
20
20
2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 China RoHS 1차 유해물질 허용량 규제 대상 목록
2017년 6월 29일, 중국 산업 및 정보화부9)는 1차 유해물질 함유 허용량 규제
대상 목록 초안10)과 예외조항11) 발표하였다.
유해물질 함유 허용량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되는 전기·전자제품은 전기·전자제품
제한물질의 함유 허용량 요구사항 표준12)을 준수하고 적합성평가시스템(Conformity
assessment system)에 따라서 관리해야 한다.
1차 유해물질 함유 허용량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되는 12개 제품군을 발표하였다.
12개 제품군에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온수기, 프린터, 복사기, 팩스, TV,
모니터, 초소형 컴퓨터, 이동통신기기, 일반전화기가 포함되어있으며 아래 표4에
세부내용을 소개하였다.
9) 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10) Draft of Compliance Management Catalogue (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达标管理目录)
11) Exemption Checklist for the Application of Restricted Substances in Compliance Management Catalogue(达标管理目录限
用物质应用例外清单)
12) GB/T 26572-2011 电子电气产品中限用物质的限量要求(GB/T 26572-2011 the requirements for concentration limits for
certain restricted substances in electronic and electric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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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1차 유해물질 함유 허용량 규제 대상 목록 초안
구분

제품군

제품 범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구획으로 이루어지며, 적절한 대용량 및 구조를

1

냉장고

가지며, 자연 대류 또는 강제 대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온도로 제어 될 수
있고, 저온 용량 (부피 & lt; 800 리터)

2

에어컨

좁은 공간, 방 또는 구역에 직접 처리 된 공기를 제공하는 장치. 실내
에어컨 및 유닛 에어컨디셔너 (정격 냉각 용량 ≤14000 와트).
기계적 행동에 의해 구동되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여 옷을

3

세탁기

세탁합니다.(두 가지의 건식 옷 기능 포함) 장비 (마른 옷은 10kg
이하).
전기 히팅 파이프를 통해 전기 가열 막 및 기타 전기 발열체가

4

전기

열에너지로 변환되고 물로 열을 전달하여 물의 온도가 장치의 끓는점

온수기

(용량 500 리터 이하) 이하로 가열됩니다. 물 저장 유형 전기온수기,
빠른 전기온수기 등을 포함합니다.
자동 데이터 처리 장비, 네트워크, 플랫폼 스캐너 및 기타 소스에서
정전기, 잉크젯, 바늘 또는 열 화상 및 기타 방법과 같은 데이터를

5

프린터

수신하여 장치의 텍스트, 문자 또는 이미지를 인쇄하기 위한 인쇄
(인쇄) 매체. 그러나 또한 주요 기능, 장치의 두 가지 다른 기능을
인쇄합니다. (인쇄 형식 ≤ A3 및 인쇄 속도 ≤60 / 분).
시간, 확대 또는 축소 된 원본을 읽거나 그리거나 인쇄하는 장치.

6

복사기

그러나 또한 주요 기능, 장치의 두 가지 다른 기능을 복사합니다.
(인쇄 형식 ≤ A3 및 인쇄 속도 ≤60 / 분).
스캔 및 광전 변환 기술, 텍스트, 그래픽, 사진 및 기타 정지 이미지를

7

팩스

전기 신호로 전송하여 팩스 기능, 장치의 두 가지 기능을 포함한 통신
단말기 장비의 사본을 얻습니다.
지상파, 케이블, 위성 또는 네트워크에 의해 전송 된 아날로그 및 /
또는 디지털 컬러텔레비전 방송 신호를 수신, 디스플레이 및

8

TV

재생하도록 설계된 전원 공급 형 전자 제품.
TV에는 TV 튜너 (튜너)가없는 디스플레이 장치가 포함되어 있지만
주요 기능은 TV입니다.
비디오 신호를 광 화상 신호로 변환하여 도시 된 방법으로 처리 된

9

모니터

영상을 표시하는 영상 출력 장치. 이미지 출력 장치 (튜너 제외)의
핵심 인 디스플레이 장치로 음극선 관 (흑백, 컬러) 모니터, LCD
모니터 등을 포함합니다.
8

필요한 외부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의 구성을 기반으로 한
10

초소형

마이크로컴퓨터 하드웨어 시스템에서 단일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컴퓨터

데스크톱 마이크로컴퓨터 (한 대의 컴퓨터 포함), 휴대용
마이크로컴퓨터, 태블릿 PC 및 휴대용 컴퓨터 포함.
전자기파의 셀룰러 네트워크를 통해 GSM / GPRS, CDMA,

11

12

CDMA1X, CDMA2000, TD-SCDMA, WCDMA, TDD-LTE /

이동

FDD-LTE 및 기타 시스템과 같은 두 가지 음성 또는 다른 소리를

통신기기

보내거나 받습니다. 이미지 및 핸드 헬드 모바일 사용자 터미널 장비의
데이터.
전화 대 (telephone stand)는 음성을 다른 장치로 전송 될 수 있는

일반

신호로 변환하고 신호를 수신 한 후에 신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전화기

사용자 단말기 통신 장치이다.

중 세부적으로 39개의 예외조항을 규정하여 지침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표5에 예외조항별 요구사항을 기재하였다.
[표5] 유해물질 함유 허용량 규제 대상 목록 예외조항

구분

예외조항

요구사항

수은 (Hg)
형광램프의 수은함유량은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일 캡 (컴팩트) 형광램프

1

용량 < 30W

2.5mg

30W ≤ 용량 < 50W

3.5mg

50W ≤ 용량 < 150W

5mg

용량 ≥ 150W

15mg

원형 또는 직선형 형태의 튜브, 직경 ≤ 17mm

7mg

특수 목적

5mg

용량 <30W 및 수명 ≥ 20,000h 일반 조명

9

3.5mg

구분

예외조항

요구사항

일반 조명 목적용 이중 캡 선형 삼파장 인광체 형광
형광램프의 수은함유량은
램프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1

정상수명, 직경 < 9mm (T2)

4mg

정상수명, 9mm ≤ 직경 ≤ 17mm (T5)

3mg

정상수명, 17mm < 직경 ≤ 28mm (T8)

3.5mg

정상수명, 직경 > 28mm (T12)

3.5mg

장수명 (≥25000h)

5mg
형광램프의 수은함유량은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기타 형광 램프

2.2

3

직경 > 28mm (T10 및 T12), 선형
할로겐인산계(Halophosphate) 램프

10 mg

모든 선형 할로겐인산계(Halophosphate) 램프

15 mg

직경 > 17mm, 비선형 삼파장 인광체 램프 (T9)

15mg

기타 일반 조명 또는 특수용 형광등 (예 : 유도등)

15mg
형광램프의 수은함유량은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5mg
5mg
13mg
수은함유량은 15 mg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형광램프의 수은함유량은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0mg
40mg
40mg
형광램프의 수은함유량은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5mg
30mg
40mg
현재부터 2020년 12월
31일

특수
램프
단파
중파
장파

목적용 냉음극관(CCFL)과 외부 전극 형광
(EEFL)
(파장 ≤ 500mm)
(500mm < 파장 ≤ 1,500mm)
(파장 > 1,500mm)

4.1

다른 저압 방전 램프

4.2

연색 평가수 Ra>60인 램프에서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일반 목적용 고압 나트륨 (증기) 램프
용량 ≤ 155W
155W ＜ 용량 ≤ 405W
용량 ＞ 405W
일반 조명 목적용 기타 고압 나트륨(증기) 램프

4.3

용량 ≤ 155W
155W ＜ 용량 ≤ 405W
용량 ＞ 405W

4.4

고압수은(수증기)램프(HPMV)

4.5

금속 할로겐화물(MH)램프

-

4.6

이 부속서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특수 목적용
기타 방전 램프

-

10

구분

예외조항

요구사항

신호, 장식, 건축 등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제 발광 방전관(HLDTs)에서의 수은
4.7

5

(a) 20℃ 미만 온도에 노출된 실외용도 및
실내용도로 전극 쌍당 20mg + 튜브길이
(단위: cm)당 0.3m
(b) 기타 모든 실내용도로 전극 쌍당 15mg +
튜브길이(단위: cm)당 0.24mg
DC 방전형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형광램프의 수은함유량은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80mg
80mg
최대 수은 함량 30mg

납 (Pb)
6.1

음극선관(CRT) 유리

-

6.2

형광등 유리

7.1

철강 합금 및 가공용 아연도금강판 (합금 원소로 사용)

7.2

알루미늄 합금 (합금 원소로 사용)

7.3

구리 합금 (합금 원소로 사용)

8.1

고온에서 용융하는 땜납 (중량기준 납을 85% 이상
함유하는 납이 주성분인 합금)

-

8.2

서버, 저장장치, 저장 장치 배열 시스템에 사용되는
땜납 및 스위칭, 신호처리,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 장비의 땜납에 함유된 납

-

8.3.1

콘덴서의 비유전체 세라믹 외에 유리 내에 납을
함유하는 전기 및 전자 부품(예 : 압전 장치, 유리
또는 세라믹 매트릭스 컴파운드)

-

8.3.2

125V AC 또는 250V DC 이상의 정격 전압용
콘덴서의 유전체 세라믹에 함유된 납

-

8.3.3

125V AC 또는 250V DC 미만의 정격 전압용
콘덴서의 유전체 세라믹에 함유된 납

-

8.3.4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또는 개별
반도체(Discrete Semiconductor)의 일부인
콘덴서용 유전체 세라믹 기반의 PZT에 함유된 납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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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

C-프레스 컴플라이언트 핀 커넥트 시스템에서
사용된 납

-

10.2

기타 C-프레스 컴플라이언트 핀 커넥트 시스템에서

-

0.2%이하 (중량 기준)
0.35%이하 (중량 기준)
0.4% (중량 기준)
4% (중량 기준)

11

구분

예외조항

요구사항

사용되는 납
11

열전도 모듈 C-ring의 코팅제로서 사용된 납

-

12

광학 용도로 사용된 흰색 유리 내의 납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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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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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규산염 슬리브 선형 백열램프

-

16

전문 복사 장비용 고강도 방전(HID) 램프내의
발광체로 쓰이는 납할로겐 화합물

-

17.1

SMS((Sr,Ba) 2MgSi2O7:Pb)와 같은 인광체가
포함된 광화학 치료 프로세스, 포충기(insect trap),
lithography, diazo-printing 복사를 위한 전문용
램프를 채우는 형광 파우더 내에 활성제로 사용되는 납

1%이하 (중량 기준)

17.2

BSP(BaSi2O5:Pb)와 같은 인광체를 포함하는 선탠
램프로서 사용될 때 방전램프의 형광 파우더 내
활성제로 사용되는

1%이하 (중량 기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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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액정 표시 장치에 접속 된 평면 형광 램프의 전면
및 후면 유리 기판산화 납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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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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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봉합 프릿, 프릿 링과 같은 구조적 요소에 사용하는
표면전도 전자방출 디스플레이
(Surface-conduction Electron emitter Display,
SED)에 함유된 납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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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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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구분

25

26

27
28
29
30

31

예외조항

요구사항

다음 크리스탈 유리에 포함된 납 :
1. 산화납(PbO) 함유량 ≥ 30%(무게 퍼센트),
밀도 ≥ 3.00，굴절률 ≥ 1.545
2. 산화납(PbO) 함유량 ≥ 24%(무게 퍼센트),
밀도 ≥ 2.90，굴절률 ≥ 1.545
3. 산화아연(ZnO), 산화바륨(BaO), 산화납(PbO),
산화칼륨(K2O) 단일 또는 전체 합 ≥ 10%(무게
퍼센트), 밀도 ≥ 2.45，굴절률 ≥ 1.520
4. 산화바륨(BaO), 산화납(PbO), 산화칼륨(K2O)
단일 또는 전체 합 ≥ 10%(무게 퍼센트), 밀도 ≥
2.40，표면 경도 : 550±20 Vickers

-

수은이 함유되지 않은 평면 형광 램프에서 땜질용
납(예를 들면 LCD, 디자인 또는 산업용 전구에서
사용되는 램프)
아르곤과 크립톤 레이져 튜브에 대한 window
assembly 제조 시에 사용된 봉합 유리 원료에서의
산화납
변압기에서 지름이 100μm 또는 그 이하의 얇은 동
와이어의 땜 납에 사용되는 솔더에서 납

-

-

금속 세라믹 미세 조정 전위차계

-

아연 붕산염 유리를 기반으로 한 고전압 다이오드의
전기 도금층
기술적인 이유로 직접 또는 크랭크케이스 또는
휴대용연소엔진실린더내부에장착되는점화모듈 및
전기·전자 엔진 제어 시스템에 들어가는 PCB 기판,
전기·전자 부품의 땜납에 사용되는 솔더에서 납

-

-

납 (Pb) 카드뮴 (CD)
32

필터 유리 및 표준 반사 유리

-

33

붕규산염과 소다석회 유리에 사용되는 에나멜에
대해 칠해 지는 잉크에서의 납과 카드뮴

-

카드뮴 (CD)
34.1

일회용 볼형 온도 퓨즈

-

34.2

전기 접촉

-

35

36

100dB(A) 그리고 이상의 음압 레벨을 가진 고출력
스피커에 사용되는 변환기의 음성 코일에 위치한
전기 전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접합하는 땜납용
카드뮴 합금
Beryllium 산화물이 접합된 알루미늄에 사용된
두꺼운 film pastes에서 카드뮴과 카드뮴 산화물
13

-

-

구분
37
38

예외조항

요구사항

고체 상태 표면 또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에서의
사용을 위해 색상을 변환시키는 II -VI LEDs (발광
다이오드)
아날로그 광 커플러에 광학 장비를 사용되는
카드뮴 저항

카드뮴 함량 < 10μg/mm2
발광 면적
-

6가 크롬 (Cr6+)
39

탄소강 냉각 시스템의 부식 방지제로서 6가 크롬

냉각장치에서 중량기준으로
0.75%까지

□ 산업영향 및 대응방안
중국 China RoHS 대상이 전자정보제품에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백색가전 및 기타 전기·전자 부품 제조업체에서의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전자정보제품”이 “전기전자제품”으로 명칭 및 적용 범위가
조정 되었으므로 기존에 China RoHS 미 대상 제품을 중국 內에 수출하는 기업은
대상 제품의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다른 국가와 다르게 “유해
물질 최대허용농도”, “China RoHS 라벨링” 및 “환경보호사용기한”에 대한 세부 기준을
각각의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 표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야 수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China RoHS 관련 세부 기준에
대한 표준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표준에서 요구사항을 제품 개발 시
반영하여 대응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또한, 2017년 6월 29일, 중국 산업 및 정보화부에서 발표한 1차 유해물질 함유
허용량 규제 대상 목록 초안을 발표하였다. 목록에 포함된 12개 제품은 유해물질
최대허용농도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목록과 함께 발표된 예외조항도 EU RoHS
규제와 거의 동일하지만 기업별로 정확히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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