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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기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증기준설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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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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인증기준

EL768:2012

포소화약제
Foam Fire Extinguishing Agents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화약제 중 포소화약
제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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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201, 제품의 퍼플루오르옥탄설포네이트(PFOS) 및 퍼플루오르옥타노에이트(PFOA) 함량
측정 방법
KS I ISO 7827, 수질 ― 액상 배지에서 유기물의 “최종” 호기성 생분해도 평가 방법 ― 용
존 유기탄소 분석법
KS I ISO 9408, 수질 ― 밀폐형 호흡측정계의 산소 요구량 측정에 의한 액상 매질에서의
유기화합물의 호기성 최종 생분해도 평가
KS I ISO 9439, 수질 ― 수용성 배지에서 유기화합물의 최종 호기성 생분해도 평가 ― 이
산화탄소 발생 시험법
KS I ISO 10707, 수질 ― 액상배지에서 유기화합물의 “최종” 호기성 생분해도 평가 ― 생
화학적 산소 요구량 분석방법(밀폐병 시험)
KS M 0010, 화학 제품의 수분 측정방법
KS M 0016, 원자 흡수 분광 광도 분석 방법 통칙
KS M 0032, 고주파 유도 결합 플라즈마 방출 분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0033,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의 분석 방법 통칙
KS M 0027,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 방법 통칙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OECD 202, Daphnia sp. Acute Immobilisation Test
OECD 203, Fish, Acute Toxicity Test
OECD 301 A, DOC Die-Away Test
OECD 301 B, CO2 Evolution Test(Modified Sturm Test)
OECD 301 C, Modified MITI Test(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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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01 D, Closed Bottle Test
OECD 301 F, Manometric Respirometry Test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류｣에 따른 소방청고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 소화약제
소화기구 또는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 액체 및 기체의 물질
3.2 포소화약제
주원료에 포 안정제, 그 밖의 약제를 첨가한 액상의 것으로 물(바닷물을 포함한다.)과 일정
한 농도로 혼합하여 공기 또는 불활성 기체를 기계적으로 혼입시킴으로써 거품을 발생시켜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
비고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는 포소화약제의 종류를 단백포소화약제, 합
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 수성막포소화약제, 알콜형포소화약제로 구분하고 있다.

3.3 반수영향농도(EC50, median effective concentration)
일정 시험 기간 동안 시험생물의 50 %가 유영저해를 일으키는 시료의 농도
3.4 반수치사농도(LC50, median lethal concentration)
일정 시험 기간 동안 시험생물의 50 %가 치사를 일으키는 시료의 농도

4

환경 관련 기준

포소화약제의 전과정 단계를 고려한 환경성 항목은 표 1과 같다.
표 1
전과정 단계
원료취득
제조
유통‧사용‧소비
폐기
재활용

§
§
§
§
§

포소화약제의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항목

환경성 항목
사용 금지 물질
유해원소 함량
생분해도
급성독성
폐 제품 수거 및 적정 처리 체계 구축
-

§
§
§
§
§

환경 개선 효과
유해물질 배출 감소
유해물질 배출 감소
생태계 독성 감소
생태계 독성 감소
폐기물 발생 감소
-

4.1 사용 금지 물질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APEOs, alkylphenol ethoxylates), 알킬페놀유도체(APDs, alkylphenol
derivatives),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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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퍼플루오르옥탄설포네이트(PFOS, perfluorooctane sulfonate), 퍼플루오르헥산설포네이트
(PFHxS, perfluorohexanesulfonate), 퍼플루오르옥타노에이트(PFOA, perfluorooctanoate)
및 8:2 플루오로텔로머알콜(8:2 FTOH, 8:2 fluorotelomer alcohol)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
며, 각각에 대한 함량의 합은 100 mg/kg 이하이어야 한다.

c)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대한 UN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에 따라 수생 생물의 유해성 관련 기호인 표 2의 H코드 분
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각 물질 목록은 EU Regulation(EC) No. 1272/2008 부속서 Ⅵ의 Part 3(Harmonized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tables)을 잠정적으로 적용한다.

비고

표 2

UN GHS에 따른 EU CLP 분류‧표시 코드 및 세부내용

코드
세부 내용
environmental impact substances
H400
very toxic to aquatic life
H410
very toxic to aquatic life with long-lasting effects
H411
toxic to aquatic life with long-lasting effects
H412
harmful to aquatic life with long-lasting effects
H413
may cause long-lasting harmful effects to aquatic life

4.2 유해원소 함량
제품의 유해원소는 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 제품의 유해원소 함량 기준
항목

납(Pb)

비소(As) 카드뮴(Cd) 수은(Hg)

기준
(mg/kg)

5 이하

2.5 이하

크로뮴(Cr)

구리(Cu)

니켈(Ni)

아연(Zn)

15 이하

20 이하

2.5 이하

50 이하

0.05 이하 0.05 이하

4.3 생분해도
소화약제에 사용된 계면활성제(혼합 제제를 포함한다.)와 질량분율로서 5 % 이상의 원료 물
질은 생분해가 용이하여야 한다.
비고

이 기준에서는 적용한 생분해 시험방법별로 생분해도가 다음에 적합한 경우 생분해가 용이한
것으로 잠정 규정한다.
시험
OECD
OECD
OECD
OECD
OECD

방법
301 A
301 B
301 C
301 D
301 F

배양일수
28일
28일
28일
28일
28일

생분해도
70 % 이상
60 % 이상
60 % 이상
60 % 이상
60 % 이상

시험 방법
KS I ISO 7827
KS I ISO 9439
KS I ISO 10707
KS I ISO 9408

배양일수
28일
28일
28일
28일

생분해도
70 % 이상
60 % 이상
60 % 이상
60 % 이상

4.4 급성독성
물벼룩을 이용한 48시간 급성독성시험에서 EC50 값으로 표현된 독성 값 또는 담수 어류를
이용한 96시간 급성독성시험에서 LC50 값으로 표현된 독성 값은 100 mg/L 이상이어야 한다.
4.5 폐 제품 수거 및 적정 처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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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폐기되는 제품의 수거 및 적정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시행‧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5

품질 관련 기준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해당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소비자 정보

6.1 인증사유
제품의 인증사유를 카탈로그 등에 해당 제품이 환경영향 저감에 기여하는 사항을 표시하여
야 한다.
6.2 폐 제품 수거 정보
수거 기업 전화번호 등 폐 제품의 수거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3 과불화화합물 미사용 정보
소화약제의 계면활성제로서 과불화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해당 정보에 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검증방법

인증기준 항목별 검증방법은 표 4와 같다.
표 4 인증기준 항목별 검증방법
인증기준 항목

4.2
4.3
4.4

검증방법
제출 서류 확인
제출 서류 확인 및 8.2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서류 확인
8.3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서류 확인 또는 8.4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a
제출 서류 확인 또는 8.5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4.5

제출 서류 확인

a)
b)
c)

4.1
환경 관련
기준

품질 관련 기준
소비자 정보
a

8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해당 형식승인 및
기술기준에 따른 인증서
제출 서류 확인

규정된 시험방법 또는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시험방법에 따른 국내‧외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환경표
지 인증신청일로부터 발행된 지 3년 이내의 것에 한함)를 사용하거나, 객관적 출처가 명시되어 신뢰성이 있
다고 판단되는 문헌 자료를 사용하여 적합성을 입증하려는 경우, 인증심의위원회는 적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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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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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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사용 금지 물질
8.2.1 PFOS, PFOA
EM201에 따라 시험한다.
8.2.2 PFHxS
KS M 0033에 따라 시험한다.
8.2.3 8:2 FTOH
KS M 0027에 따라 시험한다.
8.3 유해원소 함량
KS M 0010, KS M 0016, KS M 0032, 고주파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ICP-MS)에
따라 시험한다.
8.4 생분해도
KS I ISO 7827, KS I ISO 9408, KS I ISO 9439, KS I ISO 10707, OECD 301 A, OECD
301 B, OECD 301 C, OECD 301 D, OECD 301 F에 따라 시험한다.
8.5 급성독성
OECD 202,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ES 04704.1a', OECD 203에 따라 시험한다.

9

인증사유
인증사유
범주 구분

자원순환성
향상a

에너지
절약b

지구
환경오염
감소c

해당 여부

지역
환경오염
감소d
●

유해물질
감소e

생활
환경오염
감소f

소음‧진동
감소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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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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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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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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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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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