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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 목표: 유럽의 경제체계를 순환경제[재활용과 절약이 Key]로 전환하고 장기적 자원 경쟁력 확보
WFD
개요

목표 달성의 수단
① 폐기물 발생의 억제, ② 폐기물 관리 및 처리 과정에서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③ 자원 재활용 시 부정적 영향 최소화, ④ 자원활용 시 사용 효율 개선

제/개정 이력: 2008년 제정, 2018년 4차 개정
2018 개정 배경 및 내용

배경

EU REACH 시행으로 화학물질 생산자 및 수입자들에게 고위험물질 포함 여부 보고 및 구분 의무 발생
적절한 폐기물 처리 절차가 최종 처리 업체에게 전달되지 않음.
재활용 과정에서 SVHC 포함 여부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제한된 정보만 처리 업체에게 전달
EU 순환경제전략 등에서 폐기물 관리/자원활용 관련 내용이 개선 및 강화

EU 역내 폐기물 발생량의 절대량 감소를 통하여 순환경제 강화를 목표로 수정 및 개정

변경 및
적용
내용

회원국 내 폐기물 처리 단계(Hierarchy) 도입 및 폐기물 처리 이행 강화
제품의 수리, 재사용, 용도 재설정 등의 조치 상시 이행
오염제거 처리 통한 재활용 장려 및 기존 제품 내 물질의 재활용 통한 2차 원재료로 전환 이행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 통한 SVHC 물질 포함 제품 정보 관리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명령
SVHC 포함된 제품의 생산자와 수입자에게 제품 폐기처리 비용 부과 등 확장 생산자 책임원칙의 확대 및 강화

[Resource: https://news.joins.com/article/22535262]

[Resource: https://youtu.be/ruahsw6bzik]

Hierarchy

Detailed Action Items and Measures

Prevention

정의: 제품 재사용/수명연장 통한 발생 억제, 폐기물 내 SVHC 감소 [가장 광범위하고 최우선적인 조치]
Action Item: 지속가능 생산/소비모델, 에코 디자인, 전략원료물질 100% 회수, 수리용이성 증대,
음식폐기물 저감, 제조과정에서의 폐기물 발생 최소화, 제품 내 SVHC 함량 감소 등

[폐기물 발생 억제]

Preparing for
re-use

정의: 폐기물을 추가적인 전처리 없이 재사용 가능 상태로 조치

[재사용 조치]

Action Item: 재사용 장려, 제품 수리범용성 강화, 분리수거제도 도입 등

Recycling

정의: 폐기물을 재사용하기 위하여 재처리 통하여 다른 유형의 재료, 제품 또는 부품으로 전환

[재활용]

Recovery
[자원 회수]

Disposal
[최종 폐기]

Action Item: 재활용 중장기 목표 설정 (25년까지 55%, 30년까지 60%, 35년까지 65%)
정의: 폐기물을 연료 형태로 전환 또는 폐기물 연소 등을 통한 에너지 획득
Action Item: 분리 수거 조치, 재사용/재활용 및 회수 환원 관련 조치 강화

정의: Recovery 조치 후, 추가적인 회수가 불가한 최종 폐기물의 처리
Action Item: 보건 및 환경 안전에 부정적 영향 최소화 위한 조치의 도입 [폐기물 매립 0%가 최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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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유럽 폐기물 기본 지침(WFD) 하 폐기물 발생 억제(Prevention) 세부 조치 중 하나
SCIP의
정의

고위험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의 세부 정보를 제출/신고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제품 및 제품 내 고위험물질 정보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의미
※ SCIP: 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WFD 하
관련 법률

신고 기준

의무당사자

[Duty Holder]

[Products = articles as such or in complex objects]

제9조 1(i)항: 고위험물질 포함 제품 공급자의 신고 의무

(~2021년 1월 5일) * 일정 변동 없음

제9조 2항: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은 해당 정보 관리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고위험물질※ 이 0.1중량%비율 이상 포함된 모든 제품
※ 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EU 역 내 고위험물질 포함 제품의 생산자/조립업자 및 수입자/유통업자

[소매업자 면제]
(EU 역 외 생산자/조립업자/수출업자는 신고의무 없음. 다만 EU로 수출 시 EU의 수입업자에게 정보 제공 필요)

고위험물질 평가 및 발표

SCIP DB 운영

EU-REACH에 따라 등록된 물질(Substances)의 평가를
통하여 고위험물질 [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대상 물질 분류 및 물질 목록 발표

SCIP Database 구축 / 운영 / 공개 (업무포털)

1년에 2회 ECHA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된 물질 목록 게재

제출 정보의 작성/평가 등의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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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echa.europa.eu/scip-database

제출서류 작성 S/W 제작 및 배포

구분

SCIP [Notification]

REACH [Registration]

적용 대상

SVHC 물질이 기준 이상 포함된 제품을 공급하는
EU 내 생산/조립업자, 수입/유통업자

EU 시장 내 화학물질(Substance)을 연간 1톤 이상
유통하고자 하는 제조자 및 수입자

EU
역외 업체

신고 의무 없음

신고/등록
기준

제품 총 중량 대비 0.1% 이상의 SVHC 포함

제도의
성격
지침/규제의
목적
제출 내용

Directive/지침

등록 의무

(EU 역외 업체는 현지 대리인[OR] 선정 후 등록)

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거래 시

(SVHC 0.1중량%이상 포함 제품 거래 시 관련 정보 제공)

Regulation/규제

(법적 효력 없으나, 지침 내용 자국법에 반영하여 효력 발생)

(자국법 전환 없이 원문 그대로 회원국 내 법적 효력 발생)

제품 폐기 시 SVHC 포함 확인 및 조치 이행

화학물질의 안전성 사전 공유 및
안전사용지침 기반 노출 제한

[장기적으로 SVHC 포함 제품 사용 제한 및 시장 퇴출]

제품의 기본 정보, 포함된 SVHC 정보(물질명, 함량),
안전사용가이드 등

물질정보, 안전성평가보고서(10톤/년 이상),
제품 내 포함된 SVHC 정보, 연간 유통 톤 수 범위,
안전사용지침(SVHC 포함 시 필수)

SCIP 하
신고 대상

[Article 정의]

Article: Articles as such or Complex Objects (WFD/SCIP)
Article as such(제품/부품) [타 제품 생산을 위해 ‘원형 그대로’ 혹은 ‘변형을 거쳐’ 부품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
- An object which is given a special shape, surface or design which determines its function to a greater degree than its chemical composition (REACH).
- An object made from one or more substances or mixture which were given a specific shape, surface or design during the production process (ECHA SiA).
- Articles can be joined or assembled in various manner to make complex objects(ECHA-Detailed information requirements for the SCIP database).

Complex Object (조립완성품) [일련의 공정이 완료되어 생산된 제품을 의미히며, ‘원형 그대로’ 타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 가능]
- Complex Object refers to any object made up of more than one article (ECHA SiA).
- In complex objects, several articles can be joined or assembled together in various manner (ECHA SiA).

Product

SCIP 하 Article의 구성

[일반/REACH/SCIP]

시장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할 수 있는 재화

Art. a/s 1

Product in REACH
Substances

Article in SCIP

(일반정의)

Mixture

REACH 하 Product 는 Substance,
Mixture, Article 로 구 성 됨 을 정 의 .
따 라 서 SCIP DB 에 서 는 Product 개 념
대신, Article을 제품으로 규정하고 관리.

Article
Article
as such

Complex
Object

Scope of SCIP

C. Obj. 1

Art. a/s 2
C. Obj. 2

Complex
Object
Component

Art. a/s 3
[ex: 개스킷]

[ex: 엔진]

[ex: 자동차]

대분류

중분류

입력 방식

복수입력여부

제품명
기타명칭
대표 (Primary) Article 구분자(Identifier/ID) 정보
기타 (Other) Article 구분자(Identifier/ID) 정보

텍스트 입력
항목(Brand 등) 선택 후 텍스트 입력
ID Standard 종류 선택 후 텍스트 입력
ID Standard 종류 선택 후 텍스트 입력

X
O
X
O

분류

제품의 구분 및 분류 정의
EU 내 생산 여부 (EU 내 생산/수입 등)

분류 목록 중 복수 선택
목록 중 선택

X
X

특징

제품 사진
제품의 규격 (높이, 중량, 등의 정보 및 색상)
기타 특징

사진 업로드
수치 및 단위 입력, 색상은 선택
텍스트 입력

O
O
O

안전사용설명서
제품 분해 설명서 및 작성 언어

체크박스 , 텍스트 입력
자료 업로드 및 언어 선택

O
O

완제품 내 Article 정보(갯수 및 Article 정보)
Unit의 갯수

Article 정보 (기 입력 Article ID 참조)
수치 입력

O
O

Article 내 포함된 SVHC
- SVHC 함량 (범위)
- SVHC의 분류 및 추가 특성
- SVHC가 혼합물인 경우 혼합물 분류
기존 포함되었으나 현재는 포함되지 않은 SVHC

SVHC 정보 (SVHC 목록 참조)
범위 선택
분류(목록 중 선택), 추가특성(복수선택)
분류(목록 중 선택)
SVHC 정보 (SVHC 목록 참조)

O

Article
기본 정보

안전사용설명서
완제품
(Complex Object Component)

고위험물질
[SVHC]정보

O

분류

목적 및 용도
다음의 과정에서 폐기물 내 SVHC 포함 여부/함량 확인 통한 적절 조치 이행

폐기물 처리
기관 / 업체

-

폐기물의 수집
폐기물의 해체/분리 과정
폐기물의 재사용, 분리 및 재활용 처리
최종 폐기 (매립 포함)

최종 소비자는 잠재적 폐기물 생산자(Waste Producer)이며,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 주체
최종 소비자

- 최종 소비자는 SVHC 포함 정보를 기초로 해당 제품 구입 의사 결정
※ 최종 소비자는 구매자(Buyer)와 동일 개념
- 최종 소비자에게 정보 공유 시 기업 기밀정보[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데이터 접근 통제 검토 대상

수입업체, 제조업체,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 등 제품(Article as such/Complex object) 공급자
잠재적
사용자

- 오염유발자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 효율성 관리 측면에서 활용 가능

공공기관 (EU 회원국 별 관할 당국, 유럽의회, ECHA/유럽식품안전관리청등)
- 화학물질, 제품 및 폐기물 관할 공공기관에서 유럽 내 유통 제품 내 SVHC 거래 현황 파악

2006년 12월 18일
EU REACH 시행

2006

2018년 5월 30일
유럽폐기물관리지침
개정 (7월 4일 발효)

2018

2021년 1월 5일,
SCIP Database
정보 제출 Deadline
/ DB 공식 운영

EU 내 관련 규제 강화
및 정비 예정

2021
2021+

2008
2008년 11월 19일
유럽폐기물관리지침
발효

2020
2020년 2,5,7월
ECHA, SCIP
프로토타입 및 Data
Format 발표

2020년 8월,
SICP Tool Update.
2020년 10월 말,
SCIP DB Launching

- 포장지/포장폐기물 지침
- RoHS(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지침)
- ELV (폐자동차 처리 지침)
- 2차전지 관리 지침
- 에코디자인 관리 지침
··
·

SVHC 관리 강화 및
확장생산자책임(EPR)
강화에 따른 폐기물 처리
비용 분담율 증가 예상

EU 대사관 공식 질의 답변
Q
A

2021년 1월 5일로 지정된 SCIP 정보 제출 기한의
1년 연장 검토 여부
ECHA에서는 지정된 제출 기한의 연장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은 바 없음. SCIP 데이터베이스는
2020년 10월 말 공식 오픈되어 관련 정보의
접수가 시작될 예정임.
Original Message from ECHA

Ref. No INC000000314720
Realistically, after 5 January 2021, we will most likely not yet have a complete database with a full picture of all the
products on the EU market containing SVHCs. However, we hope that gradually, e.g. by 1 year later, this would be the
case for instance. In relation the notification deadline itself, there is no transition plan other than making the database
live to accept data submissions at the end of October 2020. ECHA has no indications that the legal deadline of 5
January 2021 will be postponed and companies are therefore encouraged to continue with their preparations. Please
see Q&A 1617 - From which date should information be communicated to ECHA? - https://echa.europa.eu/support/qassupport/browse/-/qa/70Qx/view/ids/1617
In the meantime we recommend that you check regularly our SCIP webpage, where new information and materials are
published, and also subscribe to SCIP email alerts.
Kind regards,
Gary Watkins
Regulatory Support Team
Support and Enforcement Unit
European Chemicals Agency
P.O. Box 400, FI-00121 Helsinki, Finland
http://echa.europa.eu/contact

ECHA Q&A 1617
Q

SCIP 관련 정보의 ECHA 제출 및 공유 시기

A

2021년 1월 5일부터 유럽 시장 내 SVHC가 일정
기 준 (0.1%w/w) 이 상 포 함 된 제 품 의 정 보 가
ECHA에 통보되어 함
Official Answer at ECHA Homepage

As from 5 January 2021, information on articles containing SVHCs (on the Candidate List) in a
concentration above 0.1 % w/w placed on the EU market needs to be notified to ECHA.
According to Article 9(1)(i) of the Waste Framework Directive (WFD1), suppliers should provide
to ECHA the information pursuant to Article 33(1) of REACH Regulation from 5 January 2021
onwards. The revised WFD entered into force on 4 July 2018 and will have to be
transposed into national law by Member States by 5 July 2020. Member States should
ensure national rules are in place to oblige all suppliers to provide information to ECHA as from
5 January 2021.
The information requirements of the database are available on the ECHA website in order to
guarantee full transparency towards the stakeholders, allow sufficient time to adapt their IT
systems, where necessary, and enable them to prepare their notifications in due time before 5
January 2021.
Source: Commission non-paper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s 9(1)(i) and 9(2) of the revised
Waste Framework Directive 2008/98/EC, distributed to the CARACAL and Waste Expert Group
in June 2019, ref. Ares(2019)3936110).

I. 유럽 폐기물관리 지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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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WFD 주요 규정 및 독일 법률

TIME: 2020년 10월 SCIP Database Launching 및 2021년 1월 5일 공식 오픈
제품(Article as such)/조립완성품(Complex Object) 중 신고 대상 선별 및 제출 정보 분석
공급망 내 협의를 통한 제출 요구 정보 취합/확인 및 적합도(Gap) 분석
IUCLID 6.* 기반 제출 정보 Dataset 시범 작성
기한 내 요구 정보의 제출
MANAGEMENT: Risk Management Process 마련
ECHA 발표 SVHC 물질 목록 주기별(2회/1년) 관리 및 신규 SCIP 정보 신고 대상 제품 선별
신고 필요 제품 별 자재명세서(Billing of Materials, BOM) 관리 위한 인벤토리 구축
자재명세서(BOM) 내 자재/부품 별 SVHC 함량(중량 기준) 관리 체계 도입
제품 개발부서 및 전사적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시스템 연계 통합관리 체계 정비
확장 생산자 책임(EPR)의 강화 대응 및 Cost-effectiveness 검토
제품 내 SVHC 제거 통한 non-SVHC 제품 제조 또는 대체물질 개발 및 발굴

I. 유럽 폐기물 기본 지침 개요
II. SCIP 신고제도 및 주요 내용
III. 종합 – 기업의 대응
참고자료 – WFD 주요 규정 및 독일 법률

조 항(목)
1

내용

세부 내용

궁극적 목표

폐기물 발생량 저감, 폐기물 관리 과정에서의 부정적 영향 감소, 자원 활용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자원활용효율 개선 -> 궁극적 목표: 유럽연합의 순환경제로의 전환 및 장기적 경쟁력
확보

12

폐기물 발생억제(Prevention)의 정의

15

환원/회수(Recovery)의 정의

16

재사용 조치(Preparing for re-use)의 정의

17

재활용(Recycle)의 정의

4

1

폐기물관리단계 (Waste Hierarchy)

8

1

확장 생산자 책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3

8a

생산자 책임 강화 및 최소 요구사항

- 제품의 재사용 또는 사용 수명 연장을 포함하는 폐기물 절대량 감소
- 생산된 폐기물의 환경 및 인간 보건의 부정적 영향의 감소
- 재료 및 제품 내 위험물질 함량의 감소
에너지 회수와 연료 또는 다른 수단으로서의 에너지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조치. 재사용 및
재활용 그리고 자연 매립을 위한 전 과정을 포함

추가 전처리 없이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조치
폐기물을 다른 유형의 재료, 제품 또는 부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처리하는 조치
Prevention, Preparing for re-use, Recycling, Recovery, Disposal
확장 생산자 책임의 강화 내용 및. 8a 조항 신설(2018년 4차 개정) 내용 정리
제품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처리 및 조치 시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부담 범위를 확대

조 항(목)
1

9

내용
폐기물 발생억제(Prevention)위한 조치

세부 내용
1항 세부 목에 폐기물 발생 억제(Prevention)위하여 회원국이 도입하여야 할 조치 정리

1(a)

지속가능 생산/소비모델의 도입

1(b)

원료 효율 증진, 지속성/수리용이성/재사용가능성/업그레이드 가능성의 증대를 위한 Eco디자인, 제조프로세스 및 제품 사용 적용

1(c)

전략 원료 물질(Critical Raw Material)의 100% 회수 목표

1(d)

제품의 재사용 및 수리 용의성의 증대 조치

1(e)

제품의 해체 및 수리 용이성 증가에 따른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강화

1(f)

제조, 광물의 채취, 생산, 건설 및 철거 시 폐기물 생산량 저감

1(g)

1차 생산, 제조 및 처리, Retail 과정에서의 음식폐기물 발생 최소화

1(h)

식재료 기부 정책 도입 통한 음식폐기물 발생 최소화

1(i)

재료, 제품 내 ECHA 발표 고위험성물질 함량 감소 조치 (2021년 1월 5일부터 ECHA제출)

1(j)

재사용 또는 재활용 불가 폐기물 생산 감소

1(k)

매립 혹은 해양 폐기 가능한 제품의 구분

1(l)

해양 폐기 조치 중단 혹은 최소화

1(m)

관련 제도 도입 및 시행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이행

조 항(목)

9

내용

세부 내용

2

ECHA에 정보 관리 DB 구축 명령

유럽 화학물질관리청에서 2020년 1월까지 제품 내 SVHC 물질 함유 정보 수집 및 관리를
위한 Database prototype 구축

3

회원국 별 목표 설정

6
10

1

지속가능 생산/소비모델의 도입
회원국 별 도입 및 이행 정책의 EU 단위 평가 추진

폐기물 회수(recovery) 조치

2

폐기물 회수(recovery) 위한 적절 조치 도입
분리수거 도입 및 강화
재사용 장려 조치 도입 및 수리 범용성 강화. 종이, 고철, 폐플라스틱, 유리에 대한 최소한의
분리수거 도입 및 2025년까지 섬유/직물 분리 수거 절차 도입

1

재사용 및 재활용 조치

2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 수립

2025년까지 폐기물 중량 대비 55% 재사용/재활용, 2030년까지 60%, 2035년까지 65%

1

최종 폐기(Disposal)시 조건

폐기물 최종 처리 시, 인간의 건강 및 자연에의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최대한 안전하게 이행

2

최종 폐기(Disposal) 조치 도입

14

1~2

폐기물 처리 비용의 분담

확장 생산자 책임 원칙(EPR)에 따라 폐기물 처리(수립, 이동 및 인프라 운영 전반)시 발생
비용은 제품 생산자가 부담

15

2

비용 면제 불가 원칙

14조 하 분담비용은 제3자를 통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더라도, 폐기물 최초 발생 유발자는 비용
부담의무 면제 불가

20

1

위험물질 포함 가정 폐기물 관리

36

1

불이행에 따른 벌칙(Penalty)

11

12

2024년 말까지, 안전한 폐기물 최종 처리 정책 도입 및 평가

2025년 1월1일까지 해당 폐기물 분리수거 조치 도입 필요
회원국 별 강제 이행 조치 및 불이행 시 벌금 등의 조치 도입 검토

규정 개정 현황
EU 회원국 의무사항
2020년 7월 5일까지 자국 법률※ 내 2018년 WFD 개정 내용 반영
※ 독일의 관련 법률: 순환경제법(KrWG: Kreislaufwirtschaftsgesetz)

최종 수정안 독일연방의회 제출 [2020.05.20]
2020년 7월 1일 연방하원 환경위원회 공청회 개최
청문회 내용 요약
일반기업, 전문가협회,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 코로나 경제 위기 상황 하, 1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량 급증하는 상황 하에서,
현재 법률 개정을 통해 제조 업체에게 폐기 비용을 부과함은 부적절
- 공공 폐기물 처리 기관과 사설 폐기물 처리 기관 간 처리비용 합의 필요
- 공공 폐기물 처리 기관이 개별 사업자에게 초과 비용 부과 권한 부족하여 세부적인
권한의 정의, 법률 간 쟁점 및 상출 사항의 해소 등 추가적인 법률 검토 필요
- 단순 폐기물 수집이 아닌 상업적 폐기물 수집에 대하여 처리비용 보상/징구 필요성
검토 필요성 제기
- 추가적인 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보안, 정비 필요함에 합의

독일 순환경제법 개정안은 2020년 10월 5일 발효 예정
개정안에 대한 추가 협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발효 연기
해당 법률 외 RoHS, ELV 관련 세부 지침에 대한 개정도 필요

법률(KrWG) 내 벌금/과태료 부과 조항
제 69조 1항: 중대위반행위
『일반폐기물과 위험폐기물의 혼합』 , 『폐기물 적정/적시 분리/처리 위반』 , 『폐기물 분류
허위 표기』 , 『폐기물 처리/저장/보관 시 규정 위반』, 『폐기처리계획 승인 또는 허가 없이
매립지 건설 혹은 설계 변경』 , 『폐기물 처리 집행 조건 위반』 , 『폐기물 처리 권한 부여
및 이에 대한 시행령 위반』 , 『강제 폐기처리 금지 위반』 , 『무허가 유해폐기물 수집, 운송,
거래 또는 중계 행위』, 『동 조항에서 특정 위반에 대한 규정을 지정하지 않은 행위 위반』

제 69조 2항: 일반위반행위
『폐기물 분류 표기 미비/오류, 적절 처리 위반』 , 『폐기 처리 지정 장소 위반』 , 『부적절한
위험 폐기물 누출 신고, 적시 제출 의무 위반, 보완 명령 위반』 , 『요구 정보 지연 제출』 ,
『폐기물 수집 시 사유지 침범』 , 『집행 명령 미집행』 , 『제조업체 발생 폐기물 정보 등의
부정확한 등록』 , 『폐기물 배출 정보의 기록/등록/지연제출의무 위반』, 『문서 보존기간
/적기이행조치 위반』 , 『폐기물 처리차량 외부 경고 표기 위반』, 『업체 폐기물 처리
담당관 미지정』, 『기타 동법 관련 조항의 집행명령 미이행』

제 69조 3항: 벌금/과태료 액수
- 1항의 중대위반행위: 최대 10만 유로
- 2항의 일반위반행위: 최대 1만 유로

제 48조: 위험폐기물 특례
당 법률에 따라 유해폐기물 처리 및 모니터링 관련 특별 요구사항이 마련되어야 함.
유럽연합 법적 행위의 이행을 위해 연방정부는 관련 행정조치 이행 권한을 위임받아
이행하며, 연방정부는 공청회(청문회) 의견을 수렴하여 연방의회 동의 하에 법령에
따라 폐기물 및 유해 폐기물 지정하고 관할부처에 개별 유해폐기물 결정을 허용.

STRATEGIC ALLIANCE wi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