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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소재 검증 서비스 

TÜV 라인란드의 검증된 재활용 소재 서비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노력 

  

 

급속한 기술의 발전으로 세계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천연자원의 가용성 문제와 폐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의 정부와 협회는 환경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전자제품, 섬유, 소비재, 예술·공예품, 플라스틱, 고무 제품, 금속, 종이, 

유리 제품에 대한 규제를 발표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국내/해외 바이어와 제조사들이 재활용 소재의 구현 및 검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 3 자 ISO14021 인증(예: 재활용 가능, 재사용 가능, 재활용 재료, 회수된 재료, 재활용 함량 등)을 통해 

국내 제조사는 글로벌 바이어와 고객에게 지속가능성을 어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재활용 소재 생산 기술은 상당히 발전했지만, 일반적인 제품 시험 절차를 통해 제품의 재활용 소재 비율을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움으로 남아있습니다. TÜV 라인란드는 귀사의 제품 및 재활용 소재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재활용 소재 비율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인증서가 발급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TÜV 라인란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귀사의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귀사의 제품을 경쟁업체와 차별화하여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TÜV 라인란드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가 팀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경과 사회에 대한 귀사의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TÜV 라인란드의 서비스 

 제품 내 재활용 소재 비율 

 제품의 유해 물질 관리 및 인증(현장 샘플링) 

 조직 및 재활용 소재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제품 및 원자재 재활용률 인증 

 재활용 소재 자원/범주 확인 및 공급업체 심사 

 제품의 재활용 소재 및 원자재 관리 시스템 

 재활용 소재 관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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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심사 문서 검토 인증 고지
현장 심사 및

샘플링
기술 평가 인증서 발급

 

재활용 소재 검증 서비스 프로세스 

 

 

 

 

 

관련 마크 및 표준 

 

지역 규정 및 마크 관련 표준 및 조항 

EU EU 지침 2008/98/EC 

독일 Blue Angel RAL-UZ-30a 

스웨덴 TCO Edge Display 1.1, All in one 1.0 

미국 EPEAT IEEE 1680:2006 

대만 Taiwan Green Mark 1(1.0.0), 5(1.0.0), 12(1.0.0), 43(1.0.0) 44(1.0.0), 65(1.0.0) 

* 기타: 고객의 요구사항 또는 ISO14021 선언에 따름 

 

대상 제품 

 

 전자 제품 

- 데스크탑 컴퓨터 

- 노트북 

- 컴퓨터 디스플레이 

- 복사기 

 

- 팩스 기계 

- 프린터 

- TV 

- 기타 

 섬유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 

 유리 제품 

 금속 제품 

 종이 제품 

 

 

재활용 소재 검증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UV 라인란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UV 라인란드 시험·인증 서비스 

TUV 라인란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 표준과 각 국가 규격 및 해당 요구 사항에 따른 다양한 시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UV 라인란드의 해외인증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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