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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ULVAC 그룹은 지구 환경의 보전이 인류 공통의 중요 문제의 하나로 파악하여 모든 사업 활동의 측면에서 지금

까지 축적된 기술과 향후 개발하는 기술에 의해서 환경보전의 향상과 살기 좋은 지구와 풍부한 사회의 발전에 

공헌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환경방침'에 명기된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 제공 

  1. 제조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 환경 보호 

  2. 상품(장치 및 구성품)의 에너지절약, 자원절약, 환경보호 

에 근거해 상품의 Life Cycle에 있어서의 환경 배려에 유의해 순환형 사회의 형성에 공헌해가겠습니다. 

 

환경을 배려한 상품·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조달 단계에서의 환경 부하가 적은 자재의 조달, 즉 「그린 조달」이 

불가결합니다. 최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환경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 혹은 사회적 요청도 더욱 강해지고 

있어 ULVAC 그룹은 "그린조달"을 환경방침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그린조달기준서"를 책

정해 환경을 배려한 자재조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ULVAC 그룹은 그린 조달이 기업이 완수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인식하고, 거래처 및 구입하는 조달품에 대해 

환경부하에 관한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활동은 거래처의 이해 없이는 곤란하며 거래처와의 

연계를 중시하고 더욱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도 이해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본 그린 조달기준서는 향후의 법규제나 사회동향의 변화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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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ULVAC Group의 Green조달 

1. 목적 및 적용범위 

1-1 Green 조달의 목적 

 최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환경 정책에 대한 법적 규제 혹은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고 있어 환경과 조화

하는 사업활동의 전개에는 화학물질이 가지는 위험에 대한 예방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ULVAC Group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거래처님께 환경부하가 적은 제품 ∙ 부품 ∙ 재료 

등을 조달하는 Green조달하여 당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환경 부하 저감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2 Green 조달의 적용범위 

 ULVAC Group* 에서는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조달 제품에서 환경 부하가 감소되는 것을 목적으로 「Green 조달 

기준서」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기준서는 ULVAC Group 의 Green 조달에 관한 생각과 거래처에 부탁사항을 명확

히 하고 있습니다. 본 기준서의 대상이 되는 조달 제품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이러한 조달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

처는 본 기준서가 적용됩니다. 거래처에서는 본 기준서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ULVAC Group 의 Green 조달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ULVAC Group* 은 당사 Home Page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품목 정의 

직접재료 당사 제품중에 포함되는 원료, 재료, 부품 및 단위 

간접재료 당사의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가스, 약품, 설비(부속품 포함) 

그러나 당사 제품에 함유되지 않은 재료 

포장재 당사 제품을 출하할 때 포장에 사용하는 것 

(골판지, Tape, 라벨 등) 

2. ULVAC Group의 환경 관리 물질 

 당사에서 조달관리할 물질군은 아티클 매니지먼트 추진 협의뢰(JAMP)의 제공하는 chemSHERPA관리 대상 물질 

참조 목록에 따라 아래에 표시된 규정에 등재된 물질을 대상으로 합니다.」」 

규정 및 산업 표준 

일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 1종 특정화학물질 

미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물질 (제 6조) 

EU ELV 지령 2011/37/EU 

EU RoHS 지령 2011/65/EU ANNEX Ⅱ 

EU POPs 규정 (EC) No. 850/2004 ANNEX Ⅰ 

EU REACH 규정 (EC) No 1907/2006 

Canaidate List of SVHC for Authorization (허가 대상후보 물질)및 ANNEX XIV (허가대상물질) 

EU REACH 규정 (EC) No. 1907/2006 ANNEX XVII (제한 대상물질) 

(EU) 의료기기 규칙 (MDR)Annex Ⅰ10.4 화학물질 

Global Automotive Declarable Substance List (GADSL) 

IEC 62474 DB Declarable substance groups and declarable substances 



 

Ⅱ. 거래처로의 부탁 사항 

당사에서는 Green 조달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1. 거래처 (기업)에 대한 부탁 

    ① 환경 경영 시스템의 도입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실시 

ISO14001 환경 경영 시스템(EMS) 등에 의한 환경 부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위한 체제 

② 제품 함유 화학 물질 관리 체제 구축 

  공급망체인 전만에 걸쳐 함유 화학 물질 정보의 수주가 적절하고 확실하게 하는 체제 

  (아티클 매니지먼트 추진 협의뢰(JAMP)의 「제품 함유 화학 물질 관리지침」 참조) 

③ 당사에서 요청시 조달품의 품목 구분에 따라 아래 3항에 나와있는 서류를 당사 담당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2. 관련제품에 대한 부탁 

① ULVAC Group 함유 금지 물질 및 비 함유 및 사용관리 물질 함유 여부 확인 

  ② 제품함유 화학 물질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 

3. 제출 받는 서류 

 chemSHERPA-AI 

(또는 chemSHERPA-CI) 

화학 물질 비 함유 인증서 SDS 분석시험결과 

(IEC62321 등에 근거) 

직접재료 ○ ○ △ △ 

간접재료 ― ○ ○ △ 

포장재 ― ○ ○ △ 

또한, 고객대응 등의 이유로 거래처에 대한 분석 결과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 : 제출을 요하는 서류  △ : 당사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을 요하는 서류 

(단, ○가 가로줄에 병기 되어있는 경우에는 하나만 제출해도 됨) 

3. 조사협력의 부탁 

 ULVAC Group은 거래처 업무 환경보전상황 및 납품하는 조달품의 환경위험물질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조사에 대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조사에서 당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를 중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내용 ① 지속적인 환경 개선 체제 (Ⅱ항 1참조) 

② 제품 함유 화학 물질 관리 체제 (Ⅱ항 1참조) 

조사대상 모든 거래처 (Ⅰ항 1, 1-2참조) 

조사방법 당사에서 배포하는 평가표 

조사빈도 거래시작후 변경할 때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