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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기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증기준설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이다.
이에 따라 EL604. 수산양식용 부자【EL604-2001/4/2012-36】는 개정되어 이 기준으로 바뀌
었다.
이 기준의 일부는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
는 출원 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의 책임을 지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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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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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양식용 부자
Buoys for Fish Culture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굴, 김, 어류 등의 수산물 양식에 사용하는 부자(buoy, 浮子)로서, 합성수지를 열
융착‧성형하여 속을 비우거나, 합성수지 틀 외부에 섬유피복 재질로 봉제하여 속을 비움으
로써 충분한 부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제품, 발포 성형수지 제품 또는 발포 성형수지 표면
에 내구성 합성수지를 피복하거나 코팅한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적합성 여부를 확인
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내구성이 포함하지 않는 속이 빈 도넛 형태의 발포 성
형수지 제품은 제외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시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시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
(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C IEC 62321, 전기전자제품 ― 6가지 규제물질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로뮴, PBBs,
PBDEs)의 함량 측정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방법
KS K 0737, 섬유 제품의 유기 주석 화합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M 0180, 산화 열 가수분해 후 이온 크로마토그래프 검출에 의한 할로겐(F, Cl, Br) 및
황의 시험 방법
KS K 0521, 텍스타일 ― 천의 인장 성질 ― 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스트립법
KS M 1072, 고분자 물질 중의 브롬계 난연제 정량방법
KS M 3001, 폴리에틸렌 필름의 기계적 성질 시험방법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KS M ISO 6187, 경질 발포 플라스틱 ― 부스러짐성의 측정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 열융착
열가소성 합성수지에 열을 가하여 접착하고자 하는 부위를 녹여 접착시키는 성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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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기주석화합물(organo-tin compounds)
주석(Sn) 원소가 함유된 유기화합물
3.3 발포 부자
폴리프로필렌 수지, 폴리스타이렌 수지 등을 발포 성형하여 만든 부자
3.4 사출 부자
사출 성형한 폴리에틸렌 등의 합성수지를 물이 침투할 수 없도록 열융착한 속이 비어 있는
부자로 제품 외부를 섬유재질로 피복하여 봉제한 부자를 포함함
3.5 피복 부자
발포 부자의 표면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합성수지 재질로 견고하게 피복하거나 코팅하는 등
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물리‧화학적 특성을 강화시킨 부자로 먼저 틀을 성형한 후 내부에 발
포 부자를 형성시킨 부자를 포함함
비고

부자의 표면은 쉽게 벗겨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견고하게 처리된 것에 한한다. 예를
들면 폴리에틸렌 필름을 접착제와 열로 완전하게 처리시키지 않고 단순 피복시킨 구조는 피복
부자로 보지 않는다. 또한 피복 부자는 발포 부자의 모든 표면이 노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3.6 오존층 파괴 지수(ODP, ozone depletion potential)
CFC-11의 오존층 파괴 영향을 1로 하였을 때 오존층 파괴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값
3.7 지구 온난화 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
이산화탄소(CO2)의 지구 온난화 영향을 1로 하였을 때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의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값
비고

4

이 기준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Climate Change 2014’, the Fifth Assessment Report(AR5)에 따른 지속시간 100
년의 GWP를 적용한다.

환경 관련 기준

수산양식용 부자의 전과정 단계를 고려한 환경성 항목은 표 1과 같다.
표 1 수산양식용 부자 제품의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항목
전과정 단계
원료취득
제조
유통‧사용‧소비
폐기
재활용

§
§
§
§
§

환경성 항목
방오제
난연제
합성수지
발포제
제품 수명
-

§
§
§
§
§

환경 개선 효과
유해물질 사용 감소
유해물질 사용 감소
유해물질 사용 감소, 재활용성 향상
온실가스 및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감소
폐기물 발생 감소 및 재활용성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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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방오제
트리부틸주석화합물(TBT, tributyl tins), 트리페닐주석화합물(TPT, triphenyl tins)과 같은 유기
주석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2 난연제
폴리브로모바이페닐(PBBs, polybrominated biphenyls), 폴리브로모다이페닐에테르(PBDEs,
polybromodiphenyl ethers),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A(TBBPA, tetrabromobisphenol A), 헥사브
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 hexabromocyclododecane)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PBBs, PBDEs, TBBPA 및 HBCD 각각에 대한 함량의 합이 100 mg/kg 이하이거나, 총 브
롬(Br) 함량이 30 mg/kg 이하일 때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4.3 합성수지
a) 25 g 이상의 합성수지에는 염화비닐수지(PVC, polyvinyl chloride)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
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합성수지 내에 할로겐 화합물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질량분율로서 0.5 % 이하의 유기불소 첨가제는 허용한다.
보기

anti-dripping agent의 유기불소 첨가제

b)

25 g 이상의 합성수지는 납(Pb) 화합물이나 카드뮴(Cd) 화합물을 첨가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c)

분리 후 질량 25 g 이상이며 평탄한 부분의 면적이 200 mm2 이상인 합성수지 구성품
은 분리되는 부분마다 재질 분류 표시를 하여야 한다.

4.4 발포제
발포제는 ODP 0, GWP 3 000 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5 제품 수명
제품의 수명 또는 폐기단계에서 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a)

촉진내후성 시험 결과 피복 부자의 피복에 대한 신장률의 비는 70 % 이상이어야 하며,
사출 부자 및 발포 부자의 표면은 균열이나 부스러짐, 파손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b) 내충격성 시험 결과 제품의 표면에 균열, 파손, 찢김 등으로 인하여 부력에 영향을 미치
지 않아야 한다.
c)

발포 부자와 피복 부자는 로프 조임 시험 결과 제품의 표면에 균열, 찢김 및 파손 등의
해로운 변형이 없어야 한다.

d)

피복 부자와 발포 부자의 발포체 부스러짐성은 질량 감량을 기준으로 5 % 이하이어야
한다.

5

품질 관련 기준

5.1 제품의 겉모양, 치수, 밀도 및 부력
제품의 겉모양, 치수, 밀도 및 부력은 인증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친환경부표 인증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L60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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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해수 내압시험
해수 내압시험 결과 외형의 변형이 없어야 하고, 질량 증가는 5 % 이하이어야 한다.

소비자 정보

6

6.1 합성수지 정보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합성수지에 대한 재질표시 및 적정 폐기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여야 한다.
6.2 제품 정보
제품의 치수, 부력, 밀도(피복 부자, 발포 부자), 부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3 제품 사용 정보
사용할 때 주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검증방법

7

인증기준 항목별 검증방법은 표 2와 같다.
표 2 인증기준 항목별 검증방법
인증기준 항목
4.1
4.2
환경 관련 4.3~4.4
기준
a)
b)
4.5
c)
d)
5.1
품질 관련
기준
5.2
소비자 정보

8

검증방법
제출 서류 확인 및 8.7 또는 이와 동등한 시험방법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서류 확인 또는 8.8 또는 이와 동등한 시험방법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
서
제출 서류 확인
8.1 및 8.2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른 인증서
8.1 및 8.4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른 인증서
8.1 및 8.5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른 인증서
8.1 및 8.6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른 인증서
8.9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른 인증서
8.1 및 8.3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른 인증서
제출 서류 확인

시험방법

8.1 일반사항
a) 시험 시료 수는 신청 제품별 1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개별 규격에서 정한 시험편
제작에 필요한 시료 수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b)

시험 시료는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제품 또는 출하 대기 상태의 제품 중에서 환경표지
인증수탁기관이 무작위 채취한다.

c)

시험 결과는 KS Q 5002에 따라 개별 기준 값의 자릿수에 1 이상을 더한 자릿수로 수
치를 맺는다. 다만, 시험방법에 수치맺음 자릿수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다.

비고

시험성적서에는 수치맺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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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시험 시료는 원칙적으로 시험 전에 23 ℃ ± 5 ℃, 상대 습도 50 % ± 10 %에서 16시간
이상 유지시킨 것을 사용한다.
8.2 촉진내후성 시험방법
a)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KS F 2274에 따른 제논-아크 광원에 따른 노출 시험방
법(WX-A)으로 하며, 노출시간은 500시간을 적용한다.
b) 합성수지제 피복 부자의 피복 재료 신장률 비율 계산을 위한 시험방법과 조건은 표 3과
같다.
표 3

피복 재료 신장률 비율 계산을 위한 시험방법과 조건 기준

합성수지제 피복 부자
피복 재료
폴리우레아 계열
PVC 타포린
폴리에틸렌(PE)
비고

시험 방법

시험편

KS M 6518
KS K 0521
KS M 3001

5.2.1의 아령형 3호형
8.2 시험편
6.1 시험편 그림1. 2호형

시험속도
(mm/min)
500
100
500

신장률 비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하며 시험편 3개의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EB(%) = (E1/E0)×100
여기에서 EB: 촉진내후성 시험 후 신장률 비 (%)
E0: 촉진내후성 시험 전 신장률 (%)
E1: 촉진내후성 시험 후 신장률 (%)

8.3 해수 내압성 시험방법
a) 시험 전에 제품의 질량을 측정한다.
b)

제품을 가압 수조의 밑면에 3가닥으로 꼰 공칭 지름 10 mm의 PP재질로서 공칭 밀도
는 45 g/m ± 5 g/m인 로프를 사용하여 단단하게 고정한다.

c)

제품이 완전히 물에 잠길 때까지 수조에 해수를 채우고 수조를 밀폐시킨 후 수심 10 m
에 상당하는 수압으로 10일간 유지시킨다.

비고

이 시험은 실제 바다에서 부자를 수심 10 m의 깊이로 침수시켜 10일 간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시행하여도 좋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험결과에 이의가 없다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d) 시험 결과 제품에 균열 ,파손, 찢김 등 부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e) 제품 표면의 물기를 잘 닦아낸 후 질량을 측정하여 시험 전에 측정한 질량과의 비를 구
한다.
f)

시험은 제품을 변형하지 않은 상태로 시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
하여 크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8.4 내충격성 시험방법
다음을 제외하고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친환경부표 인증기준｣의 ‘내충격성 시험’
에 따른다.
a) 낙하 위치는 제품의 근사적 중앙 부분으로 한다.
b) 등급 구분은 하지 않으며, 추의 질량은 5 kg으로 한다.
8.5 로프 조임 시험방법
다음을 제외하고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친환경부표 인증기준｣의 ‘로프 조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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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따른다.
a)

시험편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재단 없이 원형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원형 크기로 시험
이 곤란할 때에는 시험 결과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길이 방향에 한해 절단하여 시
험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사항을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b) 제품의 근사적 중앙의 원주 방향으로 로프를 한 바퀴 감은 후 로프의 양 끝은 인장시험
기의 위아래에 각각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또한 로프를 당길 때 쉽게 움직이지 않도록
제품을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c) 로프는 8.3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d) 시험 종료 후 시험편의 표면이 로프에 의하여 균열, 파손, 찢김이 있는지 확인한다.
8.6 부스러짐성 시험방법
a) KS M ISO 6187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시험에 사용하는 정육면체 재질은 참나무 대신
스테인리스 강 19 mm ± 1 mm를 사용한다. 또한 회전속도 60 r/min ± 2 r/min으로 30
분간 시험한다.
b) 피복 부자는 피복을 제거한 발포 부자 부분에 대하여 시험한다.
c) 시험을 마친 후 부스러진 조각을 제거한 상태에서의 질량을 측정하여 감량 비율을 계산
한다.
8.7 방오제
KS K 0737에 따라 시험한다.
8.8 난연제
8.8.1 PBBs, PBDEs
KS C IEC 62321에 따라 시험한다.
8.8.2 TBBPA, HBCD
KS M 1072에 따라 시험한다.
8.8.3 총 브롬(Br)
KS M 0180에 따라 시험한다.
8.9 제품의 겉모양, 치수, 밀도 및 부력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친환경부표 인증기준｣에서 정한 시험방법
에 따라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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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

인증사유
인증사유
범주 구분

자원순환성
향상a

해당 여부

●

에너지
절약b

지구
환경오염
감소c

지역
환경오염
감소d
●

유해물질
감소e

생활
환경오염
감소f

소음‧진동
감소g

자원 절약, 물 절약, 재활용성 향상, 유효자원 재활용 등

b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사용 등

c

온실가스 배출 감소,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감소 등

d

대기 오염물질 배출 감소, 수계 오염물질 배출 감소, 토양 오염물질 배출 감소, 폐기물 발생 감소, 생분해가
잘 됨 등

e

유해물질 사용 감소, 인체 유해물질 노출 감소 등

f

실내 공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빛공해 감소 등

g

저소음, 진동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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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준]
1.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환
경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내용,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대책 및 다음 각 목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한국환
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실천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
한 것으로 본다.
가. 소재 지역의 환경규제기준 목록
나. 환경규제기준 이행 체계(조직도에 역할 등을 기재한 것)
다. 환경규제기준 이행 기록문서 보관 규정
2.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정한 ‘소비자 정보’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품 관련 ‘소비자 정보’는 제품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표면에 표시
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
제품안내서, 사용설명서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
다.
나. 서비스 관련 ‘소비자 정보’는 서비스 운영 사업장 건물 내‧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내‧외부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술원장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납품서, 보증서 및 홍보물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
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3.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나 인증을 받은 자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법 16조의10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 원료나 사용 장소 등의 제한기준이 있거나 제품 생산 이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해당 규정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5.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인용된 각종 규격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인증을 신청할
때의 최신 규격을 적용한다. 또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규제기준이 대상제품별 인증
기준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기준을, 기준 폐지 등의 경우에는 개정 전 기준
을 해당 인증기준이 개정되기 전까지 잠정 적용한다.
6.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른 품질 관련 표준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술원장이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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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에 따른 검증 방법]
1.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다만,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시험‧검사기
관 등에서 시행한 시험결과로 검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술원장이 지정한 전문가의
입회하에 확인‧검증을 받아야 한다.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에서 인정받은 시험‧검사기
관(예: KOLAS 인정 시험‧검사기관)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인정한 시험‧검사기관
라. 국제표준 ISO/IEC 17025에 적합한 외국의 시험‧검사기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에서 시험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시험‧
검사기관
2. 제1호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시험‧검사기관은 기술원장이 시험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원장의
요청을 거부하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는 시험의뢰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출 서류 확인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
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료 수급/생산 내역서, 제품과 관련한 인증서,
사용설명서나 안내서 또는 제품 등으로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한다. 서비스일 경
우 실적 자료, 증빙 서류 및 현장 사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제출 서류만으로
검증이 곤란할 때는 제1호에 준하는 시험 등을 추가하도록 할 수 있다.
4. 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원료나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모델
의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원료나 부품·소재에 대하여는
종전 검증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인증 신청일로부
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5.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인증하려는 경우, 기술원장은 제품 단위 내의 모델 가운데 하
나를 임의 선정하여 대표로 검증한다.
6.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인증하려는 경우, 기술원장은 제품 단위 내의 모델 가운데 하
나를 임의 선정하여 대표로 검증한다. 다만, 모델별로 환경성 및 품질 정보의 일부가
서로 달라 영향을 미치는 환경 관련 또는 품질 관련 기준항목은 각각의 모델별로 검증
한다.
7.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폐재 사용률이 설정된 경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인정
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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