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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 
 
 

유해물질 프로세스 경영시스템 요구사항(HSPM) 
 
 

 
머리말 

 
 
이 규격은 IECQ의 경영위원회(MC)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 규격은 IECQ HSPM 제도를 위한 절차 기준을 포함하는 IECQ 03-5 규격에 직접적 관련이 있다   

이 IECQ 규격 및 요구사항은 무유해물질(이하 HSF) 제품과 생산 프로세스의 달성은 경영체계의 

효과적인 통합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는 확신에 근거한다. 이 규격은 HSF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프로세스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QMS)의 기본적인 틀에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진 추가요구사항이다. 

이 IECQ QC 080000의 3판은 2판의 적용으로부터 피드백에 대응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이 3판의 

변경들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EU RoHS 지침의 현재 이행의 인정 

 기타 관련 유럽지침의 포함 예, REACH 

 다양한 국가 규정의 적용을 제공 

 

IECQ QC 080000은 원칙적으로 EIA 표준 954인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H S F표준 및 요구사항에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규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HSF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조자를 위한 지침으로 제공된다  

• 전기전자장비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에 대한 2003년 1월 27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2/95/EC (RoHS) 및 그 개정 판, 즉, 2011/65/EU 

• 전기전자장비 폐기물에 대한 2003년 1월 27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2/96/EC (WEEE) 및 

그 개정 판 

• 화학물질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REACH)에 대한 2006년 12월 18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1907/2006 

•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1994년 12월 20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4/62/EC  

• 배터리 및 죽전지의 폐기에 관한 2006년 9월 6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6/66/EC 및 

91/157/EEC 

• 완구 안전에 관한 2009년 6월 18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9/48/EC  

• 폐 자동차에 관한 2000년 9월 18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0/53/EC  

•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법 CPSIA: 2008 

• 중국 전기전자 제품 오염 방지 법 등, 또는 기타 적용 및 최신화 요구사항    

비고:   전 세계적으로 준비 중인 여러 법규나 기존의 법규들은 다양한 제품으로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E 및 기타 고위험물질(SVHC)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정된 유해물질(HS)목록의 제거를 요구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기전자 부품의 생산자 및 사용자는 그들 제품이 HSF 이거나 HSF제품이 아니라면, 제품에 있는 유해물질의 정량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이 프로세스는 전기전자 부품 또는 한가지 구성요소에 있는 유해물질의 양을 식별, 관리, 정량화 및 보고하기 위해 사용되고 

한제품의 HSF 상태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충분하게 세부사항을 정의하고 이해되어야 한다. 프로세스는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 및 규정에 대한 준수의 검증을 촉진하고, 다양한 위치의 생산자 및 사용자에 의해 수행 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준수 점검을 허용하며, 준수 및 집행 방법의 조화를 허용하기 위해 적절하게 문서화되고 관리하에서 

수행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 프로세스들은 전세계적으로 제품의 교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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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Q QC 080000의 3판은 2012년 7월 1일부터 2판을 대체한다. 이 판에 따라 IECQ HSPM 인증의 

전환은 IECQ MC/257/INF에 기술된다. 

 

QC 080000: 2012 판은 조직이 제품에서 제한물질을 제거하고 감소하는지를 단순히 강조하는 것 

외에 이들 유해물질들을 어떻게 관리하기 위해 IECQ QC 080000 이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한다. 

새로운 판의 적용 이점은 다음을 포함한다 

 

• QC 080000: 2012은 제품의 HS에 대한 제한된 요구사항뿐 아니라 HS 작업하는 경영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이들 경영요구사항은 RoHS외에 기타 HS 지침 및 규정을 수용하는 적절한 프로세스로 

조직에서 적용할 수 있다. REACH의 공급사슬 내에서 적합성 심사, 기술문서 작성, 제품 리콜 및 

정보교환과 같은 개정된 RoHS의 새로운 요구사항은 QC 080000: 2012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통하여 관리될 수 있다 

• 조직의 현재 경영시스템에서 IECQ HSP요구사항이 조직의 시스템과 배열과 일관성을 촉진하기 

위해 ISO 9000: 2008이 용어 및 정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 2005년 버전의 요구사항의 모호한 사항은 제거하고 명확해야 한다 

 

이 규격 내용은 다음의 문서에 따른다 

 

문서 경영위원회 보고 

IECQ MC/238/CA IECQ MC/255/R 

 

 

 

 

 

 

 

 

 

 

 

 

 

 
This specification has been translated by SGS SSC Korea. In recognition and appreciation of their 
dedication to the IECQ System and their assistance in the translation of this document, IECQ takes 
this opportunity to thank SGS SSC Korea for their work. 
IECQ would appreciate any comments and or feedback for improvements of this Korean translation of 
IECQ QC 080000 Edition 3, 2012. E-mail: info@iecq.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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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프로세스 경영시스템 요구사항(HSPM) 
 

1 적용 범위 

1.1 일반 사항 

이 규격은 다음의 사용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제품의 제조자, 공급자, 수리자 및 유지자가 제조 또는 공급하는 제품에서 HS양을 식별, 관리, 

정량화 및 보고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  

• 고객 및 제품 사용자가 어떤 제품의 HSF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결정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한 것 

이 규격은 제품에 포함되는 HS의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수립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유해물질이 제품에 적용되는 경우에 이 규격은 시험, 분석 또는 그밖에 유해물질 함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고객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실행하는 프로세스를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문서화된 프로세스는 조직의 사업 및 품질경영시스템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규격 요구사항은 ISO 9001내에 포함된 추가요구사항이다. 
 
1.2 적용 
원칙적으로 이 국제규격의 모든 요구사항은 모든 전기전자 분야의 조직에 적용 가능하도록 

의도되었다. 다른 분야의 조직들도 유해물질 경영시스템을 위해 이 규격의 적용이 가능하다   

 

 

2  인용 표준 
다음에 인용된 문서들은 이 문서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인 문서이다. 최신의 적용을 위해 인용 가능한 

판을 적용한다. 최신 판을 위해 인용 문서(수정을 포함한)의 최신 판을 적용한다.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3   용어 및 정의 
이 규격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 및 정의를 적용한다. 
 
• 유해물질(HS) 

유해물질은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의 안전에 본질적으로 해를 입히는 물질로 그 사용을 금지, 제한, 

감소시키거나 그 존재를 알리는 것으로 적용 가능한 법규 또는 고객 요구사항에 의해 규정되는 모든 

물질을 의미한다 
 
• 무유해물질(HSF) 

모든 유해물질의 감소 또는 제거를 의미한다 
 
• 제품의 유해 특성 

제품내에 유해물질 및 그 내용물을 특징 짓는 제품의 품질특성 가운데 하나를 의미한다. 
 
• 정보 서비스 제공자 

유해물질 내용이 공개되어야 할 제품의 설계, 구매, 제조, 유지 또는 지원과 관련된 사용을 위해 분석, 

모니터링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실체 또는 조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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