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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WE ARE
SCC – Scientific Consulting Company –
was founded in 1989 by Dr Friedbert Pistel.
Since then, we have risen to become one of
Europe’s largest privately owned and
independent scientific consulting companies,
supporting global customers in the
regulatory affairs business.
Our headquarters are located in Germany in
the culturally rich Rhein-Nahe region, less
than one hour’s drive from Frankfurt Airport.
Our other offices in Berlin, established in
2014, and SCC Japan, founded in 2018, and
SCC UK, since July 2020, complement our
headquarters in Bad Kreuznach and
guarantee our international customers
broader access to our services.

130
SCC employees

85%
with a university degree

10
from

nations

19
in

different discip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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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 THE WORLD OF SCC
OVERVIEW
◆

REGULATORY SCIENCE

◆

AGROCHEMICALS

◆

BIORATIONALS FERTILISERS,
PRECISION FARMING, ORGANIC FARMING, IPM

◆

BIOCIDES

◆

CHEMICALS/REACH & INTERNATIONAL

◆

FEED & FOOD ADDITIVES

◆

FOOD CONTACT MATERIALS

◆

COSMETICS & CONSUMER PRODUCTS

◆

MEDICAL DEVICES

◆

REGULATORY & SCIENTIFIC ARCHIVING

DISCOVER THE WORLD OF SCC

13 Octo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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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SCIP 신고 제도 목적
◆ SVHC 데이터 수집 및 준비 방법
◆ SCIP 신고 서류 작성 및 제출 툴
◆ SCIP 신고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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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P 신고 자료 정보 흐름도
SCIP 신고의 목적
단기 목적: 폐기물 처리자로 하여금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장기 목적: SVHC 가 포함된 완제품은 추후 시장에서 점차 퇴출을 목적으로 함

기업 SCIP 신고
서류 준비

폐기물 처리시 정보가 부족할 경우,
폐기물 처리자가 관할 당국에 해당 완제품에 대한 정보
불충분으로 보고 가능

관할 당국에서도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험 분석이 진행될 수 있으며, 분석 결과 제출 데이터와 다르면
PENALTY가 발생할 수 있음
13 Octo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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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부터 ECHA에 신고 서류 제출까지

기업 자체 준비

SVHC

SCIP

SCIP

데이터 수집

서류 준비

서류 제출

13 Octo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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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하는 완제품내 SVHC 데이터 수집 방법
SCIP 신고 서류 요구 사항
완제품
기본 정보
완제품 분류
완제품 특징

대분류

조립완제품
정보

안전사용
설명서
조립완제품
정보

고위험 물질
(SVHC) 정보

중분류

비고

• 제품명

• 조립완제품만 해당

• 조립완제품과 연계된 완제품 정보

• 단일 완제품은 비해당

(link to entity)
• 조립완제품에 연계된 완제품의 개수

고위험 물질

• 완제품내 SVHC 물질 정보, 농도 등

• 완제품내 0.1% w/w 이상

(SVHC) 정보

• SVHC 물질이 함유된 재료 정보

의 SVHC 물질 함유시

• SVHC 물질이 함유된 혼합물 정보

SCIP 신고 필수

우리 기업의 완제품은 유럽에서 어떻게 분류되는가?
단일 완제품인 경우, SVHC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가?
조립완제품인 경우,
조립완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단일 완제품에 SVHC 물질이 포함되어있는가?
13 Octo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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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하는 완제품내 SVHC 데이터 수집 방법
신고 서류 작성을 위한 단계별 데이터 수집 방법
데이터 수집 단계
1
2
3
4
5

주요 내용

제품 포트폴리오 평가

EU에 판매하는 제품 특성 파악
(단일 완제품/ 조립완제품)

제품 정보 검토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제품내 성분 검토 및 제품 생산시
사용된 성분 정보 정리

SVHC 위험성 평가 SVHC Risk Assessment

성분 정보를 기반으로 제품내 SVHC 물질이 검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

데이터 갭 분석

Data Gap Analysis (DGA)

정리된 성분 정보와 SVHC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갭 확인

데이터 갭 해소

공급망으로부터 취합한 정보를 토대로 데이터 갭 채우기

Product Portfolio Assessment (PPA)
Article Information Review (AIR):
(SRA):

Closing Data Gap (CDG):

13 Octo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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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하는 완제품내 SVHC 데이터 수집 방법
제품 특성 파악
•

제품 포트폴리오 평가 Product portfolio assessment (PPA)
SCIP 신고 작성 범위
완제품 기본 정보

EU REACH에서 정의한 완제품
- SVHC 확인 필요 -

완제품 분류
완제품 특징
안전사용설명서
조립완제품 구성 정보
SVHC 포함 여부

조립완제품
(Complex object)
13 Octo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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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하는 완제품내 SVHC 데이터 수집 방법
제품내 성분 정보 검토

제품 정보 검토 Article Information Review (AIR)

•

조립완제품

조립완제품을 구성하는 완제품

SCIP 신고 작성 범위
완제품 기본 정보

규제 준수
자가 선언문
+
테스트 보고서

규제 준수
자가 선언문
+
테스트 보고서

규제 준수
자가 선언문
+
테스트 보고서

완제품 분류
완제품 특징
안전사용설명서
조립완제품 구성 정보

•

SVHC 위험성 평가 SVHC Risk Assessment (SRA)
원자재 정보

SVHC 포함 여부

SVHC 목록

13 Octo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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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하는 완제품내 SVHC 데이터 수집 방법
수집된 정보 비교 분석
•

데이터 갭 분석 Data Gap Analysis (DGA)
제품 정보 검토 (AIR) 결과
규제 준수
자가 선언문
+
테스트 보고서

•

DATA
GAP?

SVHC 위험성 평가
(SRA) 결과
원자재 정보

데이터 갭 해소 Closing Data Gap (CDG)
다음의 정보로 데이터 갭을 채울 수 있는지 검토
− 공급사로부터 제품 정보 획득
− 원료 테스트 보고서
− 성분명세서

SCIP 신고 작성 범위
완제품 기본 정보
완제품 분류
완제품 특징
안전사용설명서
조립완제품 구성 정보
SVHC 포함 여부

※ 공급자로부터 정보 취합이 불가능할 경우, SVHC 검출 확인을 위한 시험분석이 권장될 수 있음
13 Octo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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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서류 작성 및 제출 툴
 신고 서류 제출은 ECHA 온라인 신고 서류 제출 툴에서만 가능
 IUCLID 포맷으로 된 신고 서류만 제출 가능

IUCLID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
화학물질 정보를 기록, 저장, 교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
1. IUCLID 6 프로그램: 사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후 사용 가능
2. IUCLID CLOUD 온라인 툴: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 웹상에서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 서류 제출 가능
3. System-to-System submission: 자사 프로그램내 정보를 IUCLID 6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ECHA 에 제출
※ 중요: ECHA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업 고유 계정 생성은 필수

13 Octo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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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CIP 신고시 유의 사항
①

비 EU 국가 생산 제품
완제품
기본 정보

EU에서 생산된 제품인가?
• EU내에서 생산된 완제품인 경우

완제품 분류

• EU로 수입된 완제품인 경우

완제품 특징

• EU내에서 생산된 완제품이자 EU로 수입된 완제품이 혼합된 경우

안전사용
설명서
조립완제품
정보
고위험 물질
(SVHC) 정보

Agrochemicals, Biorationals and Regulatory Science

• DATA 없음
※ 비 EU 국가 제조자의 EU 규제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인하여,
신고 서류 점검 대상 확률 높음
•

폐기물 처리자와 관할 당국의 요청에 대비하여 완제품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구비하여 SCIP 신고 서류 제출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함

13 Octo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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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CIP 신고시 유의 사항
②

간소화 SCIP 신고, Simplified SCIP Notification (SSN)
EU 하위사용자
유통사 1

기업A
한국
본사

기업A
완제품 A1

완제품 A1에 대한
SCIP 신고 후
신고 번호 수령

유럽
지사

완제품
A1
SCIP
신고
번호

유통사 2

기업A의
SCIP 신고
번호로 SSN
가능

유통사 3

• EU 하위사용자도 완제품 A1에 대한 SCIP 신고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간소화된 신고를 위해 기업 A 유럽 지사 SCIP 번호 공유 요청 발생 예정
• 완제품에 대한 SCIP 신고 번호 보유는 필수!
13 Octo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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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P 신고를 위한 SCC 서비스

◆

SCIP 신고를 위한 데이터 수집 지원:
제품 포트폴리오 평가, 제품 정보 검토, SVHC 위험성 평가, 데이터 갭 분석 등

◆

ECHA 아이디 생성, SCIP 신고 서류 작성 (IUCLID 파일)

◆

SCIP 신고 서류 제출

13 Octo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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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YOUR
ATTENTION

HEADQUARTERS
BAD KREUZNACH
Am Grenzgraben 11
55545 Bad Kreuznach
Germany
Tel. +49 671 29846-0
Fax +49 671 29846-100
info@scc-hq.de

SCC OFFICE BERLIN
Friedrichstraße 40
10969 Berlin
Germany
Tel. +49 30 2592-2569
Fax +49 30 2592-2578
info@scc-gmbh.berlin

SCC JAPAN

김 지 영 매니저
ji-yeong.kim@scc-gmbh.de

8F Tri-Seven Roppongi,
7-7-7 Roppongi, Minato-ku
Tokyo, 106-0032 Japan
Tel. +81 3 6629-3166
Fax +81 3 6629-3167
info@scc-jap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