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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기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증기준설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이다.
이에 따라 EL722. 고무 제품【EL722-1993/6/2008-213】은 개정되어 이 기준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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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722:2012

고무 제품
Recycled Rubber Products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폐 고무류를 재활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적합성 여부를 확인
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별도의 인증기준이 정해져 있는 제품, 특별한 가공기술
없이 폐 고무류만을 단순 가공한 제품(밧줄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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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 M 6004, 재활용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
GR M 6006, 재활용고무 일반매트
GR M 6008, 재활용고무 배관받침목
GR M 6012, 재활용고무 도로안전분리대
GR M 6015, 재활용고무 수목보호판
GR M 6018, 재활용고무 주차 보호대
GR M 6020, 재활용 폴리우레탄 고무분말
KS M 6701, 재생 고무
KS M 6710, 폐타이어 고무 가루
KS M 6951, 재활용 고무 블록
KS M 6952, 고무제 벽면 홈 틀
KS M 6953, 가로수 보호 고무판
KS M 6954, 흡음용 고무패널
KS M 6955, 고무제 배관 받침목
KS M 6956, 재활용 고무 분말의 유해물질 측정방법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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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고무류
천연 및 합성고무 제품과 타이어와 같이 제품의 성능 강화를 위하여 주원료인 고무 외에 첨
가제나 보강재를 섞은 고무 제품
3.2 폐 고무류
‘제품 사용 후 발생 폐 고무류’와 ‘제품 사용 전 발생 폐 고무류’
3.3 제품 사용 후(post-Consumer) 발생 폐 고무류
제품으로서의 정상적인 유통 단계를 거친 후 사용 목적을 다하고 배출된 폐 고무류
3.4 제품 사용 전(pre-consumer) 발생 폐 고무류
제품 생산 과정에서 공정 부스러기(scrap) 등의 형태로 발생하여 제품으로서 사용되지 못한
폐 고무류
비고

제품 제조 공정 내에서 발생하여 다시 같은 공정에 원료로 투입되는 폐 고무류는 제외한다.

3.5 가공한 제품
천연 및 합성고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고무 제품을 변형하여 만든 제품, 또는 고무 제품
을 가늘게 잘라서 만든 고무칩이나 상온 또는 저온 분쇄하여 만든 고무 분말(rubber
powder)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3.6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polynuclear aromatic hydrocarbons)
2개 이상의 벤젠고리를 지닌 방향족탄화수소류를 총칭

4

환경 관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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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환경성 항목
고무류 사용 비율
폐 고무류 사용률
유해원소 함량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함량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및 자일렌 함량
-

§
§
§
§
§

환경 개선 효과
자원 절약
유효자원 재활용
유해물질 배출 감소
유해물질 배출 감소
유해물질 배출 감소
-

4.1 고무류 사용 비율
제품의 구성 재질 중 고무류를 질량분율로서 50 %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4.2 폐 고무류 사용률
고무류 중 폐 고무류를 질량분율로서 90 %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무 이외의 폐재
를 추가로 혼합한 경우에는 제품 질량에서 폐 고무류 이외의 폐재 혼합량을 뺀 값을 제품의
질량으로 본다.

EL722 - 2

EL722:2012

4.3 유해원소 함량
제품의 유해원소 함량은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비고

본 기준은 다음의 우수재활용제품인증규격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제품, 폐타이어 고무 분말
및 인체에 접촉하여 사용되는 제품 등에 적용한다. 다만, 본 기준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규격번호
GR M 6004

규격명
재활용 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

규격번호

규격명

GR M 6006

재활용 고무 일반매트

GR M 6008

재활용 고무 배관 받침목

GR M 6012

GR M 6015
GR M 6020

재활용 고무 수목 보호판
재활용 폴리우레탄 고무분말

GR M 6018

재활용 고무 도로안전
분리대
재활용 고무 주차 보호대
-

표 2 유해원소 함량 기준
항목
기준 (mg/kg)

납(Pb)
90 이하

카드뮴(Cd)
50 이하

6가 크로뮴(Cr6+)
25 이하

수은(Hg)
25 이하

4.4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함량
제품에 함유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함량은 10 mg/kg 이하이어야 하며, benzo(a)pyrene
의 함량은 1 mg/kg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1

본 기준은 다음의 우수재활용제품인증규격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제품, 폐타이어 고무 분
말 및 인체에 접촉하여 사용되는 제품 등에 적용한다. 다만, 본 기준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
단이 어려울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규격번호
GR M 6004

규격명
재활용 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

규격번호

규격명

GR M 6006

재활용 고무 일반매트

GR M 6008

재활용 고무 배관 받침목

GR M 6012

GR M 6015
GR M 6020

재활용 고무 수목 보호판
재활용 폴리우레탄 고무분말

GR M 6018

재활용 고무 도로안전
분리대
재활용 고무 주차 보호대
-

비고 2 ‘PAHs’ 함량은 다음 화합물 각각에 대한 함량의 합으로 한다.
CAS 등록번호
192-97-2
83-32-9
208-96-8
120-12-7
56-55-3
50-32-8
205-99-2
191-24-2
207-08-9

화합물
benzo(e)pyrene
acenaphthene
acenaphthylene
anthracene
benzo(a)anthracene
benzo(a)pyrene
benzo(b)fluoranthene
benzo(g,h,i)perylene
benzo(k)fluoranthene

CAS 등록번호
205-82-3
218-01-9
53-70-3
206-44-0
86-73-7
193-39-05
91-20-3
85-01-8
129-00-0

화합물
benzo(j)fluoranthene
chrysene
dibenzo(a,h)anthracene
fluoranthene
fluorene
indeno(1,2,3-c,d)pyrene
naphthalene
phenanthrene
pyrene

4.5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및 자일렌(xylene) 함량
제품에 함유된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및 자일렌(xylene)
함량의 총합은 50 mg/kg 이하이어야 하며, 벤젠(benzene)의 함량은 1 mg/kg 이하이어야 한
EL72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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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기준은 다음의 우수재활용제품인증규격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제품, 폐타이어 고무 분말
및 인체에 접촉하여 사용되는 제품 등에 적용한다. 다만, 본 기준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비고

규격번호
GR M 6004

5

규격명
재활용 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

규격번호

규격명

GR M 6006

재활용 고무 일반매트

GR M 6008

재활용 고무 배관 받침목

GR M 6012

GR M 6015
GR M 6020

재활용 고무 수목 보호판
재활용 폴리우레탄 고무분말

GR M 6018

재활용 고무 도로안전
분리대
재활용 고무 주차 보호대
-

품질 관련 기준

5.1 제품 종류별 품질
재생고무(분말 제외), 폐타이어 분말, 도로안전 분리대, 보도용 바닥재, 거푸집 부착용 벽면
홈틀, 가로수 보호판, 도로의 흡음용 패널, 배관 받침목은 각각 KS M 6701, KS M 6710,
KS M 6951, KS M 6952, KS M 6953, KS M 6954, KS M 6955의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2 품질 및 성능
5.2.1

해당 제품의 한국산업표준이 있을 때는 해당 표준의 품질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4절 (환경 관련 기준)과 관련된 항목은 제외한다.

5.2.2

5.2.1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없을 때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른 표준에 대한 품질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 및 성능기준에서 4절 (환경 관련 기준)과
관련된 항목은 제외한다.

a)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국가표준
b) 해당 제품 품질에 대한 해외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
c)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5.2.3 5.2.1~5.2.2를 적용할 수 없을 때는 신청인은 해당 제품의 산업 분야에서 국가표준과
동등 수준 이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단체표준 등의 품질 및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이의 적용
을 요청할 수 있다. 인증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제시 표준 및 성능기준
적용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 및 성능기준에서 4절 (환경 관련 기
준)과 관련된 항목은 제외한다.

6

소비자 정보

제품의 분리 배출 요령 및 폐 고무류 사용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7

검증방법

인증기준 항목별 시험방법 및 검증방법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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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증기준 항목별 시험방법 및 검증방법
인증기준 항목
환경 관련 4.1~4.2
기준
4.3~4.5
품질 관련
5.1~5.2
기준
소비자 정보

시험방법 및 검증방법
제출 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
8.2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해당 표준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른 인증서
제출 서류 확인

시험방법

8

8.1 일반사항
a) 시험 시료 수는 신청 제품별 1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시료 수가 1점 이상 필요
할 때에는 시험 시료를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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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각 항목별 기준 적합성을 평가할 때는 위 방법으로 수치맺음한 시험결과를 사용한다.

유해원소,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및 자일렌(xylene) 함량

KS M 6956에 따라 시험한다.

9

인증사유
인증사유
범주 구분

자원순환성
향상a

해당 여부

●

에너지
절약b

지구
환경오염
감소c

지역
환경오염
감소d

유해물질
감소e

생활
환경오염
감소f

소음‧진동
감소g

○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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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4.3~4.5에 적합한 제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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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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
하여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환경표지 인
증을 받은 자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도록 인증제품을 고유한 상표(모델)명으
로 관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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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722 - 6

EL72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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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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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를 임의 선정하여 대표로 검증한다. 다만, 모델별로 환경성 및 품질 정보의 일부가 서로
달라 영향을 미치는 환경 관련 또는 품질 관련 기준항목은 각각의 모델별로 검증한다.
7.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폐재 사용률이 설정된 경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인정
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재로 본다.
8.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서류만으로 검증이 곤란하거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
후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에 준하는 시험으로 검증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이 규
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차례에 따른 표준의 시험방법을 적용 할 수 있다.
가. 한국산업표준
나.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국가표준
다. 국제표준
라.「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
마. 기술원장이 인정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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