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xproof (환경유해물질 안전마크)
1. 개요
▣ 정의

▣ 개요

Toxproof (환경유해물질 안전마크)
Toxproof 마크는 TUV Rheinland 인증기관에서 발행되는 자율 안전인
증마크로서 제품에 함유된 독성의 양을 시험하여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
이다.
Toxproof 마크는 섬유, 가구, 건자재, 페인트 등의 광범위한 제품에 적
용될 수 있으며 Toxproof 마크를 획득함으로써, 제품의 독성이 기준치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Toxproof 마크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제
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잘 알려진 굵직한
국제적 제조사들 또한 Toxproof 인증을 신청하여 제품의 품질과 환경,
건강에의 안전성을 증명하고 있다.

▣ 관련기관 - TUV Rheinland (www.tuv.com)
▣ 대상품목 - 섬유, 가구, 건자재, 페인트, 화장품 등
▣ 적용국가 - 유럽
▣ 마크

2. 인증개요
Toxproof 마크는 TUV Rheinland 인증기관에서 발행되는 자율 안전인증마크로서 제품에
함유된 독성의 양을 시험하여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Toxproof 마크는 섬유, 가구, 건자재, 페인트 등의 광범위한 제품에 적용될 수 있으며
Toxproof 마크를 획득함으로써, 제품의 독성이 기준치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Toxproof 마크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잘 알려진 굵직한 국제적 제조사들 또한 Toxproof
인증을 신청하여 제품의 품질과 환경, 건강에의 안전성을 증명하고 있다.
3. 인증기관
□ TUV Rheinland
TUV 라인란드 그룹은 세계 각지에 지소를 두고 있는 종합 시험·인증기관으로서 약 60여
국가, 490여 지역에 진출해 있다. 유럽인증 CE를 비롯하여 PSE, NRTL(US, CANADA),
E-mark, SEMI, Toxproof 등을 위한 시험 및 인증발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국의
TUV 라인란드 사무소는 홈페이지(www.tuv.com)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TUV 라인란드 코리아
- http://www.tuv.com/kr/ko/index.html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28 이앤씨벤처드림타워6차(152-719)
- TEL: 02-860-9860
- FAX: 02-860-9861
- E-Mail: info@kor.tuv.com
4. 인증품목
섬유, 가구, 건설 자재, 페인트, 차량 내부 자재 등 다양한 완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5. 인증절차
TUV 라인란드에 제품을 의뢰하고 Toxproof 신청을 위한 제품정보와 시료를 송부한다.
TUV 라인란드에서 정한 독성물질 기준치에 대한 시험검사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이 증명
되면 인증서가 발급되고 신청자는 TUV Toxproof 마크를 제품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
증이 완료되면 1년 단위로 재시험이 이루어지며 재시험이 적합할 시 인증은 갱신된다.
6. 인증마크

7. 인증서 예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