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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EC TC111 개요

1. IEC TC111 개요
가. IEC TC111 설립배경 및 활동범위
IEC TC111은 국제기술위원회의 다양한 기술분과(Technical Committee) 중 유일하게 전기전자제품 및 시스템의



환경에 관한 표준을 다루는 수평적 성격의 기술분과
IEC TC111은 2004년 IEC 서울총회에서 설립이 승인되었으며, 2005년 밀라노 회의를 시작으로 2018년 부
산 총회에 이르기까지 14회의 총회 개최

표 1 | IEC TC111 역대 총회 개최 시기 및 지역
차수

년도

장소

차수

년도

장소

1

`05

케이프 타운

8

`12

포르탈레자

2

`06

레드몬드

9

`13

심천

3

`07

파리

10

`14

도쿄

4

`08

제주

11

`15

시스타

5

`09

시애틀

12

`16

프랑크푸르트

6

`10

텔아비브

13

`17

블라디보스톡

7

`11

멜버른

14

`18

부산

현재 26개 P멤버와 11개 O멤버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213명의 전문가가 표준화 활동에 참여
현재 ISO 및 IEC 내의 연관 그룹과 협력채널(Liaison)을 체결하고 있으며 26개의 표준 및 가이드 출판
지난 14년간 전기전자제품 제조사가 국제 환경규제 대응에 필요한 표준제정활동을 통해 산업계의 원활한 규
제준수 이행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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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EC TC111 개요

나. 환경규제와 표준화의 관계
IEC TC111에서 제정하는 표준은 주로 전자제품에 관한 환경규제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
-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에 시행된 RoHS(전기전자제품의 특정 유해화학물질 제한)규제의 경우 현재 10대 유
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4대프탈레이트)을 특정농도로 제한
- 규제는 특정기준(예 : 재질별 0.01wt%)만을 명시하며 별도의 측정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IEC TC111
WG3에서는 물질별 측정방법에 관한 표준화 니즈가 증가하여 IEC 62321 시리즈 표준을 제정 중
현재 활동하고 있는 워킹그룹, 프로젝트팀, 임시그룹은 8개가 존재하며 개별 글로벌 환경규제와 연관된 표준
을 제정 중

표 2 | IEC TC111내 분과별 활동 및 표준제정 기대효과

4

분과명

주요활동

정책/규제

표준 등 출판물 활용처

MT62474

IEC 62474 물질선언 표준제정

유해화학물질

공급망관리 시스템 구축을 용이토록 함

VT62474

IEC 62474 물질선언 표준에
따른 IEC 시스템 업데이트

유해화학물질

공급망관리 시스템 갱신 및
기업별 유해물질 관리정책 수립에 도움

WG3

특정물질의 테스트 방법에 관한 표준 제
정

유해화학물질

유해물질별 정량화 방법을 수립하여
신뢰성 있는 평가결과 도출지원

PT01

글로벌 환경라벨링 평가항목 표준화

에코라벨

국가별로 다른 에코라벨 항목의 분석을 통해
평가항목 선택 및 기준수립의 용이성 제고

JWG 62959

에코디자인 원칙, 가이드 표준 제정

ErP

기업의 제품 에코디자인 절차를 수립토록 지원

AG1

환경표준의 용어정의 검토

모든 규제

명확한 용어정의를 통해 용어 명확화
및 중복표현 최소화

AG2

IEC TC111 전략계획 수립

모든 규제

IEC TC111 내에서 향후 제정 가능한 표준을
검토하고 전체적인 방향성 제시

AHG13

순환경제 관련 국제 정책 비교분석

순환경제 정책

글로벌 순환경제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요소를 도출하여
향후 재질순환성 설계 표준제정으로 연계

2. 기업 환경경영의 목적 및 방향성

2. 기업 환경경영의 목적 및 방향성
가. 환경경영의 개념
환경경영이란 제품의 제조부터 폐기까지의 자원순환을 통한 친환경 제품 개발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



켜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활동을 의미
이러한 환경경영은 크게 아래의 5가지 주요 활동을 통해 이루어짐
① 환경관리 시설의 수준향상, 생애주기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제품의 개발
② 환경적 강점을 파악하여 기업의 경쟁전략 추구
③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통한 기업의 환경적 우수성 확보
④ 회사의 제반활동에 지역사회의 협조 유도
⑤ 환경적 사고 및 위험관리를 위한 연구와 지원

그림 1 | 제품의 생애주기(Lif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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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환경경영의 목적 및 방향성

나.환경경영 사례
Apple社 : 포장재 부피 저감을 통해 운송 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운송효율을 높임

2007 iPhone

2011 iPhone

By reducing iPhone packaging by 42 percent from 2007 to 2011. we ship 80 percent more boxes in
each airline shipping container. That saves one 747 flight for every 371,250 units we ship.

그림 2 | Apple社 환경경영 사례

Sony社 : 친환경 플라스틱 자체개발을 통해 재활용성을 증대했다. 일반 플라스틱의 경우 가소제의 함량이 높아
재활용성을 저해하나 Sony社가 자체 개발한 Sorplas는 가소제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여 재활용에 기여

일반 재생(Recycled) 플라스틱
재생(Recyclec) 플라스틱

30%

난연제

난연제

15%

1%

석유추출 플라스틱
Virgin plastic

재생(Recyclec) 플라스틱

55%

99%

그림 3 | Sony社 환경경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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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Plas

다. 환경경영의 필요성
최근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 마이크로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중국발 미세먼지 확
산 등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규제가 지속적으로 확대
기업 측면에서는 규제 및 바이어 대응뿐만 아니라 친환경 경영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규제를 넘어선 선제적 대응이 필요

에너지 소비효율 표시제도(러시아)
에너지효율제도(사우디)
대기전력규제(캐나다)

China ROHS!!
China WEEE

EuP 대기전력 등 (EU)
온실가스목표관리제 (한국)

지속적인
규제 강화
&
확산

DMF 규제 (EU)
EuP 지침 (EU)
REACH (EU)
China RoHS I (중국)
RoHS (EU)
J-MOSS (일본)
WEEE (EU)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그림 4 | 글로벌 환경규제의 증가 현황

특히 환경감시의 측면에서 글로벌 NGO의 활동이 크게 증가함에 따른 환경경영 리스크에 노출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 증가에 의한 친 환경시장의 확대와 정부의 정책 지원 등으로 인한 기업의 수익성 확보
및 홍보 등 환경경영활동에 대한 필요성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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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주요 환경정책 및 규제

3. 글로벌 주요 환경정책 및 규제
가. 글로벌 순환경제 정책
유럽
- 유럽연합은 2014년부터 순환경제(CE) 정책 수립에 착수하여 전자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에 대
한 4가지 입법안*과 순환경제(CE) 액션플랜을 발표
* Waste Framework Directive, Landfilling Directive, Packaging Waste Directive, Directives on end-of-life vehicles, on batteries and
accumulators and waste batteries and accumulators, and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현재 유럽연합에서는 순환경제 정책의 시행 지원을 목적으로, CEN/CLC TC10을 구성하여 관련 표준의 제정
을 진행 중
- CEN/CLC TC10은 하부에 6개 워킹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말까지 10개의 표준제정을 목표로 함
북미
- 최근 미국과 캐나다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표준과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전기·전자 제품을 구성
하는 물질 사용 제한에 대한 주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재질 선택에 대한 환경정책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재질 선택을
위한 ‘Closed loop recycling’에 적용방안이 제안되고 있음
- 공공조달에 연계성을 가지는 EPEAT인증 기준을 명시하는 IEEE 1680.1 표준의 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에서 발생되는 플라스틱 수집 및 재활용에 대한 산업 내 인프라 및 재생물질 적용 정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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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최근 중국에서는 순환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China Green Standardization Work’라는 명칭으로 중국의 전자
산업의 환경정책을 꾀하고 있음
- 중국의 전기·전자제품 시스템 기술위원회 SAC/TC297를 통해 국제표준 (IEC Standards)을 중국 표준으로 수
정하여 적용 중
- 중국에서 구축한 순환경제(CE)정책과 관련된 대표적인 표준으로는 물질사용 효율성 관련 표준(GB/T 341442017) 및 재활용 관련 표준(GB/T29770-2013)을 적용
일본
- 일본은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환경을 고려한 4가지 주요 정책*에 초점을 두어 세부 규제 및 표준을 제정
하여 시행 중
* 1)
 지구온난화 방지 2) 유해물질의 제한 및 관리 3) 환경성과에 관한 제품 선언, 4) 제품 관련법에 재질효율성 항목추가 등

- 제품을 구성하는 물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Closed loop recycling’ 적용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미 가
전제품 재활용 법을 통해 시행하고 있음
- IEC 62430 (전기전자제품 환경고려 설계 표준)와 관련된 표준으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률을 산정하기
위한 IEC TR 62635,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재사용 지표 계산 및 표시를 위한 JIS C 9911을 적용 중
- 현재 ISO TR 14062(제품 디자인 및 개발에서 환경측면의 통합) 과 IEC62430 통합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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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주요 환경정책 및 규제

나. 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제
현재 EU가 시행중인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RoHS Directive, 2002/95/EC)을 시작으로 국제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법규가 제정되어 실행

대표적으로 국내 자원순환법, 일본 J-MOSS, 중국 RoHS, 태국, 터키, 러시아, 호주, 아르헨티나 등에서 유사법률
제정
- 이러한 법규는 전자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 영향을 줄이고자 하는 공통된 목적을 가짐
- 하지만 국가마다 규제의 방법과 대상 제품은 다소 상이

표 3 | 국가별 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제
한국

구분

EU RoHS

일본J-Moss

공표일

2003. 2. 13

2006. 4. 27

2007. 4. 27

2006. 2. 28

시행일

2006. 7. 1

2006. 7. 1

2008. 1. 1

2007. 3. 1

대상 제품

모든 전기전자제품

자원절약 및 재이용 촉진
을 위한 지정 제품 7개 품
목

전기·전자제품 27개 품목,
자동차 및 폐자동차

모든전자정보제품
대분류(38)/중분류(141)/소분류
(654)

유해 물질
마크 표시

중국 RoHS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PBBs, PBDEs
없음

최대
허용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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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법

있음

없음

있음
0.1%
(카드뮴 0.01%)
-부피 4㎥이하:
균질재질로 간주
-금속 도금재질:
4대 중금속
의도적 사용금지

0.1% (카드뮴 0.01%)

예외
조항

있음

있음

있음

없음
(단,중점관리목록에서
언급 가능)

법규
준수

자가선언

마킹을 통한
자가선언

유해물질
미함유의
자가선언

마킹을 통한 자가선언
(중점관리목록 : CCC 인증)

４. 향후 과제 및 정책 제언

４. 향후 과제 및 정책 제언
가. 향후 과제
순환경제
- 순환경제는 환경,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으로 IEC TC111의 활동영역에 적합한 표준화 범주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 NC의 순환경제 AHG13 설립(2017년 블라디보스톡) 을 계기로 IEC TC111이 본 주제에 대한 이니셔
티브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재질 순환성 설계’와 관련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 개발이 필요
유해물질
- 현재 유럽에서 전자제품만을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물질은 10개에 그치고 있으나 전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신고 대상 물질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2018년 10월 현재 191종)
- 추가되는 규제물질에 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고 산업계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적 체계가 필요
- 유해물질 공급망 관리와 관련하여 VT62474 활용을 통한 물질정보체계 효율화 및 정보전달 체계 확립 필요

나. 정책 제언
전자제품 제조기업 참여 활성화
- 현재 IEC TC111을 구성하고 있는 일본, 미국, 네델란드, 이탈리아, 독일 등 주요 참여국의 전문가는 대부분
기업 재직자로 구성
- 우리나라의 경우 IEC TC111 활동에 있어서는 산학연의 유기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학 및
협회가 참여하여 획득한 정보를 산업계에 전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향후에는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여 제품의 환경 경쟁력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인식될 수 있는 미래사회의
마케팅 요소를 갖추기 위해 사전에 관련 표준화 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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