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 인증기준

EL308
제정 2009년 7월 9일
개정 2022년 1월 3일

EL308 : 2022

샴푸·린스
및 바디클렌저

EL308:2022

제
제

정 자:
정:

최 종 개 정:
원안 작성자:

환경부장관
2009년 7월 9일
2022년 1월 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환경부고시

제2009-105호

환경부고시

제2022-1호

이 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 또는 문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
친환경생활처(전화 1577-7360)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http://el.keiti.re.kr)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EL308:2022

목차
머리말 ······································································································································································· 0
1

적용 범위 ··························································································································································· 1

2

인용 표준 ··························································································································································· 1

3

용어와 정의 ······················································································································································· 1

4

환경 관련 기준 ················································································································································· 2

5

4.1

사용 금지 원료 ·········································································································································· 2

4.2

방부제 ·························································································································································· 3

4.3

향료 ······························································································································································ 4

4.4

환경점수(Xn) 기준 ····································································································································· 5

4.5

1차 포장재 ················································································································································· 5

품질 관련 기준 ················································································································································· 5
5.1

화장품법 ······················································································································································ 5

5.2

액상 제품의 안정성 ·································································································································· 5

6

소비자 정보 ······················································································································································· 6

7

검증방법 ····························································································································································· 6

8

시험방법 ····························································································································································· 6

9

인증사유 ····························································································································································· 7

EL308:2022

머리말
이 기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증기준설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이다.
이에 따라 EL308. 샴푸‧린스【EL308-2009/2/2014-53】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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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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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린스 및 바디클렌저
Shampoo & Rinse & Body cleanser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모발･두피의 청결 유지와 컨디셔닝 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샴푸, 린스(컨디셔너)와
신체의 청결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바디클렌저의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적합성 여부를 확인
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제품 이외의 폼 클렌저, 핸드워
시 등 특정부위 세정용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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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102, 세제류의 수질오염영향 평가방법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환경부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화장품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 방부제
유기물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부패하는 것을 막아 보존을 목적으로 첨가하는 약제
3.2 생물농축성(bioconcentration)
생물의 조직 중 화학물질의 농도가 환경매체 중에서의 농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 그 농도비로 표시한 것을 생물농축계수라 한다.
3.3 생물농축계수(BCF, bioconcentration factor)
수중생물의 생체조직 농도와 수중농도가 평행상태에 이르렀을 때 수중농도 대비 생체조직의
농도비
3.4 옥탄올-물 분배계수(logKow, n-octanol/water partition coefficient)
섞이지 않는 두 용매인 물과 옥탄올(octanol)에 화합물을 녹였을 때 물과 옥탄올 층에 녹아
있는 화합물 농도비를 분배계수로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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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유효물질량(AC, active contents)
수분을 제외한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질량총량. 다만, 유효물질량을 산정할 때
스크럽 제제는 제외한다.
3.6 호기성 비생분해성 물질
1 g의 AC[제품 내 유기물질 함량(수분 제외)] 중 호기성 상태에서 생분해가 되지 않는 모든
구성 물질의 사용량 총합(mg/g AC)
3.7 혐기성 비생분해성 물질
1 g의 AC 중 혐기성 상태에서 생분해가 되지 않는 모든 구성 물질의 사용량 총합(mg/g
AC)
3.8 한계희석량(CDVtox)
1 g의 AC 중 구성 물질별 해당 성분이 가지고 있는 독성을 환경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
준까지 희석시킬 수 있는 물의 양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값(L/g AC)
3.9 1차 포장재(primary packaging)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환경 관련 기준

4

샴푸‧린스 및 바디클렌저의 전과정 단계를 고려한 환경성 항목은 표 1과 같다.
표 1

샴푸‧린스 및 바디클렌저의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항목

전과정 단계
원료취득
제조
유통‧사용‧소비
폐기
재활용

환경성 항목

환경 개선 효과

§
§
§
§

사용 금지 원료
향료
방부제
환경점수(Xn) 기준

§
§
§
§

인체
인체
인체
수계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오염물질

§ 1차 포장재

노출
노출
노출
배출
-

감소
감소
감소
감소

§ 재활용성 향상

4.1 사용 금지 원료
제품의 구성원료로서 다음의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a) 제품의 구성 원료로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대한 UN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에 따라 표 2의 분류 및 표시에 해당하는 화
학물질
비고

각 물질 목록은 EU Regulation(EC) No. 1272/2008 부속서 Ⅵ의 Part 3 (Harmonised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tables)을 잠정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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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구분
발암물질
돌연변이 물질

생식독성 물질
피부 자극성 물질a
수계오염영향

UN GHS에 따른 EU CLP 분류‧표시 코드 및 세부내용
H코드
H350
H350i
H351
H340
H341
H360F
H360FD
H360Fd
H361f
H317
H400
H411

설명
may cause cancer
may cause cancer by inhalation
suspected of causing cancer
may cause genetic defects
suspected of causing genetic defects
may impair fertility
may damage fertility, may damage the unborn child
may damage fertility, suspected of damaging the unborn child
suspected of damaging fertility
may cause allergic skin reaction
very toxic to aquatic life
toxic to aquatic life with long-lasting effects

a

피부 자극성 물질(H317)에 해당하는 향료는 질량분율로서 0.01 % 이하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음

b)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APEOs,
alkylphenol derivatives)

alkylphenol

ethoxylates)

및

알킬페놀유도체(APDs,

c) 나이트릴로트리아세트산(NTA, nitrilotriacetic acid), 붕산(boric acid, borates, perborates)
d) 인산염 및 색소
보기

인산염: phosphate, phosphonate

e) 표 3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표 3
구분

내분비계
장애물질

CAS 등록번호
100-42-5
85-68-7
117-81-7
84-74-2
80-05-7
59-50-7
26761-40-0
28553-12-0
90-43-7
108-46-3

사용금지 내분비계 장애물질
물질명
styrene
butylbenzylphtalate (BBP)
di-(2-ethylhexyl)phtalate (DEHP)
di-n-butylphtalate (DBP)
2,2-bis(4-hydroxyphenyl)-propane = bisphenol A
4-chloro-3-methylphenol
diisodecyl phthalate(DIDP)
diisononyl phtalate = 1,2-benzene-dicarboxylic acid,
diisononyl ester(DINP)
o-phenylphenol
resorcinol

4.2 방부제
제품의 구성원료로서 다음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준이 제시된 경우 해당 기준을 따
라야 한다. 다만, 제품 제조 시 사용 계획에 따라 투입된 원료가 아닌 원료 자체에 이미 포
함되어 있는 보존제 등 부수성분과 불순물은 이 기준의 적용을 제외한다.
a)

생물농축성과 관련하여 생물농축계수(BCF)가 100 이상이거나, 옥탄올-물 분배계수
(logKow)가 3 이상인 방부제

b) 제품에는 표 4의 방부제를 한계기준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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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방부제 사용금지 및 사용 한계 기준

CAS 등록번호

물질명

한계기준 (%)

127-65-1
886-74-8
135-58-0
106-48-9
8001-54-5
121-54-0
3697-42-5
18472-51-0
89-83-8
369-77-7
499-44-5
13463-41-7
55406-53-6

chloramine T
chlorphenesin
thianthol
p-chlorophenol

사용금지

benzalkonium chloride

0.05 이하

chlorhexidine hydrochloride
chlorhexidine gluconate
thymol
halocarban
hinokitiol
zinc pyrithione
iodopropynyl butylcarbamate(*6)

0.001 이하
0.05 이하
2 이하
0.3 이하
0.05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4080-31-3

quaternium-15(quaternary ammonium salt)

0.1 이하

126-11-4
71-55-6

tris(hydroxymethyl) nitromethane
hydroxymethylglycinate

0.1 이하
0.1 이하

52-51-7

2-bromo-2-nitropropane-1,3-diol (bronopol)

0.1 이하

c) 제품에 함유된 방부제는 표 5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5 제품에 함유된 방부제 기준
CAS 등록번호

99-76-3

120-47-8

94-13-3

94-26-8

물질명

기준 [mg/kg]

메칠파라벤(methyl paraben,
methyl-4-hydroxybenzoate)

에칠파라벤(ethyl paraben,
p-하이드록시벤조익
ethyl-4-hydroxybenzoate)
애씨드(4-Hydroxybe
nzoic Acid),
그 염류 및
프로필파라벤(propyl paraben,
에스터류
propyl-4-hydroxybenzoate)

단일성분일 경우
산으로서 1 000 이하
혼합사용할 경우
산으로서 3 000 이하

부틸파라벤(butyl paraben,
butyl-4-hydroxybenzoate)

4.3 향료
제품에 사용하는 향료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처방계획에 따라 투입된 원료
가 아닌 원료 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보존제 등 부수성분과 불순물은 사용 금지 물질
기준의 적용을 제외한다.
a)

국제향료협회(IFRA, International Fragrance Association)의 향산업실천규정(cod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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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for the fragrance industry)에 적합하여야 한다.
b)

머스크자일렌(musk xylene) 및 0.02 % 이상의 머스크케톤(musk keton)을 사용하지 않
아야 한다.

4.4 환경점수(Xn) 기준
EM102. 세제류의 수질오염영향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환경점수(Xn) 총합 및 각 기준항목
별 환경점수(Xn) 값은 표 6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처방계획에 따라 투입된 원료가 아닌
원료 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보존제 등 부수성분과 불순물은 이 기준의 적용을 제외한
다.
표 6

샴푸·린스 및 바디클렌저의 환경점수(Xn) 산정표

기준항목

샴푸

1. 호기성 비생분해성 물질

150 이하

2. 혐기성 비생분해성 물질

200 이하

3. 한계희석량(CDVtox)
린스

30 000 이하

1. 호기성 비생분해성 물질

700 이하

2. 혐기성 비생분해성 물질

500 이하

3. 한계희석량(CDVtox)
바디
클렌저

점수계산 체계
계산식

Xn 값 한계 기준

200 000 이하

1. 호기성 비생분해성 물질

150 이하

2. 혐기성 비생분해성 물질

150 이하

3. 한계희석량(CDVtox)

40 000 이하

총합

 X   
 X   


  × X   
 X   
 X   


  × X   
 X   
 X   


  × X 

 

가중치
1.5
3
7
1.5
3
7
1.5
3
7

60 점 이상

4.5 1차 포장재
제품에 사용되는 1차 포장재의 재질 및 구조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에 따
라 “재활용 우수”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스프링(펌프 기능)을 사용하거나, 필름
시트류 포장재에서 복합재질을 사용하여 “재활용 보통”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5

품질 관련 기준

5.1 화장품법
｢화장품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2 액상 제품의 안정성
액상제품의 안정성은 표 7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7
액상제품의
안정성

항목
45 ℃, 72시간
-10 ℃, 24시간

액상 제품의 안정성 기준

기준
분리침전 또는 석출 없을 것
해동할 때 외관 및 사용감에서 상온 보관품과 유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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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정보

6

제품의 인증사유를 카탈로그 등에 해당 제품이 환경영향 저감에 기여하는 사항을 표시하여
야 한다.

검증방법

7

인증기준 항목별 검증방법은 표 8과 같다.
표 8
인증기준 항목
4.1
4.2
환경 관련
기준

4.3

a)
b)
c)
a)
b)

4.4
4.5
5.1
품질 관련
기준
5.2
소비자 정보
a

인증기준 항목별 검증방법
검증방법
제출 서류 확인
제출 서류 확인a 또는 8.1, 8.2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서류 확인
8.1 및 8.3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서류 확인
8.1 및 8.3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8.1 및 8.4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서류 확인
제출 서류 확인
8.1 및 8.5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서류 확인

생물농축성과 관련한 검증을 할 때는 다음 검증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생물농축계수(BCF)
① 해당 시험기록이 기재된 자료[MSDS, 또는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 보고서 등]
② OECD 305에 따른 시험 결과
▪ 옥탄올-물 분배계수(logKow)
① 해당 시험기록이 기재된 자료[MSDS, 또는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 보고서 등]
② 정량적 구조활성 상관관계(QSARs)를 활용한 추정 데이터
③ OECD 107 또는 OECD 117에 따른 시험 결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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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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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
8.2.1 생물농축계수(BCF)
OECD 305에 따라 시험한다.
EL308 - 6

EL308:2022

8.2.2 옥탄올-물 분배계수(logKow)
OECD 107 또는 OECD 117에 따라 시험한다.
8.3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터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의 제9장 무(無)
파라벤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8.4 환경점수(Xn) 기준
EM102. 세제류의 수질오염영향 평가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8.5 액상제품의 안정성
8.5.1 장치 및 재료
장치 및 재료는 다음과 같다.
a) 메스실린더: 100 mL (1 mL의 눈금간격이 표시된 것)
b) 실링필름: 외기를 차단할 수 있는 것.
보기 파라필름 등

c) 항온 장치: 온도 45 ℃ ± 2 ℃, -10 ℃ ± 2 ℃, 25 ℃ ± 2 ℃로 조절할 수 있는 것
8.5.2 시험 절차
시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고온 안정성
1)

메스실린더에 시료 100 mL를 넣은 후 실링필름으로 밀봉하고 항온장치에서 45 ℃ ±
2 ℃로 72시간 동안 정치한다.

2) 육안으로 층 분리 여부를 확인한다.
b) 저온 안정성
1) 메스실린더에 시료 100 mL를 넣은 후 실링필름으로 밀봉하고 항온장치에서 –10 ℃ ±
2 ℃로 24시간 동안 정치한다.
2)

25 ℃ ± 2 ℃에서 8시간 동안 정치시켜 상온에서 보관한다.

3) 육안으로 층 분리 여부를 확인한다.

9

인증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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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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