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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기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증기준설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이다.
이에 따라 EL223. 절수형 양변기【EL223-1994/10/2013-132】의 기술적인 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국제표준 서식으로 작성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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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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형 양변기
Water-Saving Toilet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로 탱크(low tank) 또는 세척 밸브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양변기(서양식 대변기)
중 절수형 양변기(이하, “변기”라 한다.)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
(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EM501, 설치변기에서 총 사용수량 및 세척성능 시험방법
KS L 1551, 위생도기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 세척 밸브
물탱크가 없는 변기에 설치하는 수세 밸브
3.2 사용수량(使用水量)
수도관으로부터 공급수압(동압) 98 kPa로 물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수세 핸들을 작동시켜 변
기를 세척할 때 소요되는 1회분 물의 양
비고 1 다만, 로 탱크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변기에 대하여는 보충수의 양을 제외한다.
비고 2

이 항의 단서 규정은 절수형 양변기에 대한 인증기준에만 적용되며, 다른 대상제품별 환경
표지 인증기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3 보급수
수세 핸들을 작동시켜 변기를 세척한 후, 다시 변기 내의 트랩(trap)을 채우는 데 필요한 물
3.4 총 사용수량
사용수량에 보급수의 양을 더한 값
3.5 로 탱크형 변기
세척할 때 탱크에 있는 물이 변기 내로 공급되어 세척하는 방식의 변기
EL223 - 1

EL223:2013

4 환경 관련 기준
변기의 전과정 단계를 고려한 환경성 항목은 표 1과 같다.
표 1
전과정 단계
원료취득
제조
유통‧사용‧소비
폐기
재활용

변기의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항목

환경성 항목
환경 개선 효과
 총 사용수량
 물 절약
 로 탱크 또는 세척밸브 세트 공급  자원 절약
-

4.1 총 사용수량
총 사용수량은 제품 종류별로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
대변용
6 L 이하

총 사용수량 기준

대변용
6 L 이하

대소변 구별형

소변용
4 L 이하

4.2 로 탱크 또는 세척 밸브 세트 공급
변기는 로 탱크 또는 세척 밸브와 한 세트로 공급하여야 한다.

5 품질 관련 기준
5.1 세척 성능
세척 성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a) ‘볼 배출 시험’과 ‘입자 배출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

비고

시험 구분
볼 배출 시험
입자 배출 시험

세척 성능 기준

변기 내 잔류 개수
7개 이하
125개 이하

오수관 통과 개수
75개 이상
-

볼 배출 시험에서 ‘오수관 통과 개수’는 트랩과 오수관을 완전히 통과한 볼의 개수를 말한다.

b) ‘스펀지 및 화장지 배출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스펀지 및 화장지가 오수관 밖으로 완전
히 배출되어야 한다.
5.2 품질 성능
배출 기능, 수봉(水封) 기능, 잉크 침투도, 내급랭성(耐急冷性), 균열 시험은 KS L 1551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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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비자 정보
6.1 물 절약 효과
총 사용수량 등 물 절약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2 설치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기 설치 및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a) 설계‧시공상의 주의: 배수계통의 처리, 배수관의 지름‧길이‧기울기 등에 대한 주의사항
b) 사용상의 주의: 도기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사항, 변기를 세척할 때 및 변기가 막혔을 때
의 주의사항 등

7 검증방법
인증기준 항목별 검증방법은 표 4와 같다.
표 4 인증기준 항목별 검증방법
인증기준 항목
4.1
환경 관련
기준
4.2
5.1
품질 관련
기준
5.2
소비자 정보

검증방법
8.1 및 8.2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서류 확인
8.1 및 8.2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8.3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른 인증서
제출 서류 확인

8 시험방법
8.1 일반사항
a) 시험 시료 수는 신청 제품별 1점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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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에는 그에 따른다.

비고

시험성적서에는 수치맺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d)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EM501에 따른다.
1)

총 사용수량은 공급수 관에 연결된 유량계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하
게 수량 측정용기를 이용할 때는 양변기 배출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로 탱크형 변기의 수위는 로 탱크 내에 표시된 수위선을 기준으로 하며, 배수 마개의
닫힘 시간 조절 등은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다만, 로 탱크 내에 수위선 표시가 없는 때
및 사용설명서의 내용만으로 배수 마개 닫힘 시간 등의 재현성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되는 때에는 조절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이 되도록 설정한다.
3) 수량 조절 나사를 가진 절수 세척 밸브는 제품에 표시된 나사 위치로 설정한다. 수량
설정용 나사의 위치 표시가 없거나 불분명할 때는 사용수량이 최대가 되는 나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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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한다. 다만, 사용설명서에 기록된 방법에 따라 사용수량을 재현성 있게 설정할
수 있을 때는 이에 따를 수 있다.
8.2 세척성능
EM501에 따라 시험한다.
8.3 제품의 품질 성능
KS L 1551에 따라 시험한다.

9 인증사유

a

인증사유
범주 구분

자원순환성
a
향상

해당 여부

●

에너지
b
절약

지구
환경오염
c
감소

지역
환경오염
d
감소

유해물질
e
감소

생활
환경오염
f
감소

소음‧진동
g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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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