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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재로부터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이행과
재활용 및 분해성 플라스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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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n Migration of Endocrine Disruptors from Food Packaging,
Degradable Plastics and Re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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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estimated that various chemicals are used in the production of tools and food packaging that comes
in direct contact with food, and large quantities of these chemicals can migrate to food itself. The
production of synthetic resins, commonly known as plastic, is increasing in all parts of the world, and
is considered the most commonly used tool and food packaging. However, because synthetic resins are
related to endocrine disruptors and may act as a substance that disturbs the normal endocrine function,
it must be strictly managed to prevent migration. Synthetic resins are divided into a degradable and a
non-degradable plastic.Degradable plastic partially would help prevent the migration of the endocrine
disruptor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Further studies are necessary to understand the migration of
endocrine disruptors from food packaging, degradable plastics and recycling. (Cancer Prev Res 18,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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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 금속제, 목재류,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및 옹기류,
전분제의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어 있다. 또한 각 재질에
따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 제조 시 원료물질 등으로 사용
되어 재질 중 잔류하거나 재질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잔류규격 및 용출규격을 설정
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합성수지제 38종에 대해서는
재질에 따라 폴리염화비닐(Polyvinylchloride, PVC), 폴리에

론

식품포장재의 재료는 나무,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
틱 등 다양하며 복합소재까지 개발되어 더욱 복잡화되
는 추세이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 공전1)에는 합
성수지제 38종, 셀로판제, 고무제, 종이제 또는 가공지
책임저자：엄애선,  133-791,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산17번지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식품안전학실험실
Tel: 02-2220-1203, Fax: 02-2220-1856
E-mail: aesonom@hanyang.ac.kr
접수일：2013년 3월 4일, 1차 수정일：2013년 3월 7일,
2차 수정일：2013년 3월 11일, 게재승인일：2013년 3월 13일

Correspondence to：Ae-Son Om
Lab. of Food Safety, Departmet of Food Science & Nutrition, College of
Human Ecology, Hanyang University, 17, Haengdang-dong, Sungdonggu, Seoul 133-791, Korea
Tel: ＋82-2-2220-1203, Fax: ＋82-2-2220-1856
E-mail: aesonom@hanyang.ac.kr

1

2 Cancer Prevention Research Vol. 18, No. 1, 2013

틸렌(Polyethylene, PE) 및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PP)
등에 대하여 규격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몇 가
지의 재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함유하거나 용출 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세계 각국에서는 안전성
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및 관리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인공 합성화학물질이 호르몬의 작용을 저해할 수 있
다는 내용을 담은 최초의 논문이 1950년대에 Bulington과
2)
3)
Lindeman 에 의하여 발표 되었는데, 이는 살충제인
DDT (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가 수탉의 생식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를 경시했으며, 계속해
서 많은 화학물질들이 생산되어 지구 전역에 확산되었
4,5)
다.
세계야생생물보호기금(World Wildlife Fund, WWF)에
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67종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물질 16종을 제외한 51종 중 42
종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농약법 등 관련법에 의해 사
6)
용 금지하거나 취급제한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
나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법에 규제받고 있지 않은 화학
물질이 9종에 이르고 있고, 대부분식품을 취급하는 데
쓰이는 플라스틱 기구나 용기로 사용하고 있어 식품을
통해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뜨거운 음식을 즐기는 식생활과 바닥을 데워서 실내를
덥히는 주거양식으로 서양 사람들보다 플라스틱이 처리
되는 과정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노출되는 양은 더
7)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폐플라스틱이 소각 처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노출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폐플라스틱의 처리 및 재자
원화와 관련한 재활용 기술에 정부, 연구단체, 생산자ㆍ
소비자 모두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폐플라스틱을 매립, 소각, 재활
용의 방법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나, 매립과 소각시에는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 잔류물 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폐플라스틱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재활
용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너무 산재하여 이를 수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작은 부피의 플라스틱만이
8)
재활용에 적합하다. 또한, 수거 주체가 다양하고 각 주
체들의 수거활동이 품목에 따라 이루어짐으로써 동일지
역에 대한 중복 수거활동으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재활용체제로 인해 민간 기업의 재
9)
활용에 대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식품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으로부터의

이행에 대하여 알아보고, 특히 내분비계장애물질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해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
어 폐플라스틱의 처리방법으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사용하는 방법, 분해성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식품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재로부터의
이행(Migration)
식품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재질 확인 뿐만 아니라 식품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특히
합성수지제 용기ㆍ포장은 제조 시 10,000개 이상의 다양
한 원료물질 및 첨가제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식품의 유통, 저장, 조리 과정 중 직접 식품에 접촉한 경
우 이러한 물질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되어
식품안전이나 식품의 물리, 화학적 특성에 영향을 끼칠
10,11)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합성수지제는 분자량이 큰 중합
체로 소화기관에서 분해, 소화, 흡수되지 않으므로 위생
적으로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합성수지제의
중합반응에서 남은 미반응 원료물질과 촉매, 첨가제 등
은 위생적으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식
품의 관능적, 물리적 또는 화학적 품질에 영향을 줄 수
12)
있다. 따라서 포장재의 제조나 포장식품의 제조과정에
서 이러한 유해성물질의 이행이 방지되도록 엄격히 관
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합성수지제를 비롯한 식품
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재의 관리 대상 물질에 대하여 재
질 내 농도, 또는 재질의 사용 조건을 모사한 상태에서의
용출시험을 통하여 이행량을 측정하여 해당 물질의 용
출량과 독성자료를 근거로 사람이 해당 용기 포장재에
포장된 식품을 섭취하였을 경우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
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식품용 용기ㆍ포장에 사용되는 재질과 첨가제의 사용
에 대한 관리를 위한 각국의 법규, 규정 또는 제도를 살
펴보면 미국, 유럽연합, 일본 및 우리나라는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도는 일본과 유사점이 많으
나 최근 국가간의 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상이한 규정
또는 기준 규격을 세계적으로 조화해 나가려 하는 움직
13)
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포장재에서의 이행량 측정을 위해서는 먼저
포장재의 화학적 성분과 목적하는 용도, 그리고 포장되
는 식품의 형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다음으로
포장재 성분의 기능적 효과, 이행된 물질의 분석 방법
이를 위하여 수성, 산성, 알코올성, 또는 지방성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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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식품모사용매를 사용
한다. 각 유사용매에 의한 용출량을 구하여 다음 식으로
일일추정섭취량(Estimated Daily Intake, EDI)을 산출한다
14)
(Fig. 1).
이 경우 사람(미국인 평균 체중: 60 kg)이 1일당 10
2
g/in 으로 포장된 3 kg의 식품을 섭취한다는 가정으로 계
산한다. 이러한 미국 방법은 실제 조건보다 과장된 상태
로 조사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질이
포장된 식품의 성질에 따른 분류(food type distribution factor, fT)와 포장재의 사용 비율(food consumption factor, CF)
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간편하게 포장재의 안전성
을 평가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라고 판단된다.
유럽연합에서는 1976년 directive 76/893/EEC의 제정을
시작으로 각 회원국간의 포장재에 관한 법규를 통합하
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유럽연합에서 식품포장재의 안
전성에 대한 법규 조화 작업이 시작된 이래 유럽연합과
식품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for Food, SCF)는 식품
용 합성수지 포장재내 물질의 사용 허가에 있어 상당한
안전장치를 두는 보수적인 방법으로 운용하여 왔다(ILSI,
15)
2002). 그러나 유럽연합에서 EDI의 산출방법은 성문화
되어 있지 않다. 즉, 유럽연합에서 플라스틱 포장재의 안
전성은 식품으로 이행되는 성분의 가능한 최대 식이섭
취량을 worst-case 가정 하에서 평가하는 데 고려하는 각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합성수지에 포장된 식품을 한 사
람이 평생 일일 1 kg씩 섭취한다고 가정하게 된다. 단,
이 식품이 동일한 재질에 포장되어 있고, 이 식품은 그
물질을 특정이행 제한량(Specific Migration Limit, SML)에
의하여 허용된 최대 농도로 함유한다고 보고 가정하고
16)
있다. 이렇게 잠재적 노출(exposure)로서 최대 이행 허
용 농도를 정하고, 이는 해당 물질의 허용일일섭취량
(Tolerable Daily Intake, TDI)을 결정짓게 된다.
일본에서는 후생성 법규 내에는 안전성 평가 방법이

Fig. 1. EDI formula of U.S. <M> is the concentration of the
food contact substance in food contacting the food-contact
article. fT (Food type distributions factors) correspond to the
fraction of all packaging material that is used with food of type.
The four types of food are: aqueous, acidic, alcoholic and
fatty. M is defined as migration values to represent the four
types simulants. CF (Consumption Factor) describes the
fraction of the daily diet expected to contact specific
packag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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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화되어 있지 않지만 업계에서 마련된 자주 규격에
는 미국 FDA 방법을 준용한 평가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즉, 폴리위생협회, 염식협회 및 비닐리덴협회에서는 신
규물질의 용출시험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 용기포장으로
2
부터의 표면적 당 용출물의 최대치[M](mg/dm )로부터 다
음 가정에 기초한 다음 식으로 EDI가 구해진다. 즉, 사람
2
(아시아 평균 체중: 50 kg)이 1일당 6 dm 의 용기포장에
접촉하는 1㎏의 식품을 섭취한다고 가정하면, EDI는 다
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Fig. 2). 단, 염화비닐리덴협의회
에서는 FDA에서 고려된 소비계수(CF) 0.05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EDI=6×[M]×0.05=0.3×[M] (mg/
13)
kg/day) 가정에 기초한 식으로 EDI가 구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용 기구 및
1)
용기ㆍ포장 공전(2013) 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아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서 식품으로 이행
될 수 있는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규격 등을 정함으로
써 안전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유통을 도모하고, 국민
보건상 위해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
함을 기준 및 규격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기준 및
17)
규격의 수록 범위는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으로 하고 있으
며, 공통기준 및 규격, 재질별 규격, 시험법으로 구성되
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 용출
18)
시험에 대한 식품유형별 침출용매 적용 가이드(2011)
에 의하면 식품유형별에 따라 적용하는 침출용매를 구
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대한 용
출규격 시험 시 시험용액을 조제함에 있어 식품유형별
에 따라 적용되는 침출용매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
게 하였다.

내분비계 장애물질
1998년 6월 일본의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에서 시
판 중인 컵라면 등의 폴리스티렌 용기에서 스티렌 다이
머(styrene dimer)와 스티렌 트리머(trimer)라 불리는 유해
물질이 용해되어 검출되었으며, 스티렌 다이머 등의 물
질이 호르몬의 기능장애를 초래하는지는 확실하게 밝혀
지지 않았지만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가 발표되면

Fig. 2. EDI formula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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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부 전문가에게만 인식되었던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4,19)
우리나라 국민들에게까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endocrine disruptors)이란 외부로부터 체내에 들어와 본래 필
요에 따라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하거나, 이러한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여 정상 호르몬
의 작용을 교란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영국 Weybridge에
서 1996년 12월 개최된 EU/WHO/OECD Workshop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내분비계 기능을 변화시켜 정상적
인 개체나 그의 자손에게 건강 장애를 유발하는 외인 물
20)
질로 정의하였다. 또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는 항상성 유지와 발달과정
조절을 담당하는 체내 자연 호르몬의 생산, 방출, 이동,
대사, 결합, 작용 혹은 배설을 간섭하는 체외물질로 정의
하고 있다. 이러한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흔히 내분비계
교란물질 또는 환경 호르몬이라고 불리고 있다. 환경호
르몬이란 용어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환경에서 유래되
고 주로 동물의 정자수 감소 및 생식기 이상 등과 관련
이 있다는 점에서 일본에서 일반인의 인식을 쉽게 하기
위하여 처음 환경호르몬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1998년 5월 대책협의회에서 공식명칭을 내
분비계 장애물질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환경호르몬이란 용어에서도 유
추할 수 있듯이 흔히 이야기되는 성 호르몬물질 등과는
구조적으로 같지 않으면서도 생체 내에서 성 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하고 있는 화학물질을 의미하며, 때로 인간
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연환경에 장기간 잔류되어 일부
는 생태계 순환과정에서 생물체에 농축되어 인간과 인
간의 삶을 공유하는 자연계의 모든 생물에 많은 해로움
21)
을 주고 있다.

호르몬이 채내에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
섯 가지 기작이 필요하다. 첫 번째, 내분비선에서 호르몬
이 합성되어야 한다. 두 번째, 호르몬이 내분비선에 저장
되어 필요할 때나 경우에 따라 방출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방출된 호르몬은 혈액으로 수송되어 표적세포
(target cell)에 도달하거나 또는 간, 신장에서 분해되어야
한다. 네 번째, 표적세포에 도달된 호르몬은 세포에 있는
수용체(Receptor)를 인식하여 그것과 결합해 활성화되어
야 한다. 다섯 번째, DNA에 작용하여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하거나 세포분열의 조정을 지시하는 신호를 발생시
켜야 한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작용에 대해서는 이 다
섯 단계 가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에 작용을 하여 정상
22)
적인 호르몬의 활동을 방해하게 된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작용 메커니즘은 크게 수용체
결합과정에서 위의 다섯 가지 기작을 거쳐 나타나는 정
상반응(normal), 유사작용(mimics), 봉쇄작용(blocking), 촉
발작용(Trigger), 간접 영향작용으로 나눌 수 있다(Fig.
23)
3). 호르몬 유사작용은 내분비계장애물질이 호르몬과
유사하여 정상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호르
몬수용체와 결합하여 세포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식품
에서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대표적인 내분비
계 장애물질의 예로는 비스페놀 A 등이 있다. 이러한 유
사물질은 정상호르몬보다 강하거나 약한 신호를 전달함
으로써 내분비계의 교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호르몬
봉쇄작용은 내분비계장애물질이 호르몬 수용체의 결합
부위를 봉쇄함으로써 정상호르몬이 수용체에 결합하지
못하고 세포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DDE (Dichlorodiphenyl DichloroEthylene, DDT의 분해산물)
의 경우, 정소의 안드로겐 호르몬의 기능을 봉쇄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호르몬 촉발작용은 내분비계 장애

Fig. 3. Endocrine disruption process. Of the various mechanisms by which EDCs affect the hormone system, the principal three
are as follows. They may act as a hormone mimic by binding to the receptor sites of the target cells and activating a response.
This is defined as an agonistic effect. In the case of an antagonistic effect, the chemical will act as a hormone blocker and
no response is produced as the chemical binds to the receptor and prevents natural hormones from intera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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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oxic chemicals control
No.

Name of observational chemicals

Designation

2001-1-515 ㆍNonylphenols; 25154-52-3, 104-40-5, 84852-15-3, 139-84-4, 136-83-4 more than 25%
ㆍ4-tert-octylphenol; 140-66-9 more than 25%
2006-1-556 ㆍBis (2-ethylhexyl) phthalate more than 25%
2006-1-557 ㆍDibutyl phthalate more than 25%
2006-1-558 ㆍButylbenzylphthalate more than 25%
98-2-1
ㆍButylbenzylphthalate; 85-68-7
98-2-2
ㆍBis (2-ethylhexyl) phthalate; 117-81-7
98-2-3
ㆍPentyl~nonylphenols
98-2-4
ㆍ4,4’-bisphenol A; 80-05-7
98-2-5
ㆍBisphenol A bis(diphenyl phosphate); 5945-33-5 more than 25%
2006-2-21 ㆍDiisononyl phthalate more than 25%
2006-2-22 ㆍDioctyl phthalate more than 25%
2006-2-23 ㆍDiisodecyl phthalate more than 25%
06-4-46
ㆍPCBs; 1336-36-3 more than 0.005% (exception: substituted to number of chlorine <3)
06-5-6
ㆍNonylphenols; 25154-52-3, 104-40-5, 84852-15-3, 139-84-4, 136-83-4 more than 0.1%
ㆍNonylphenolethoxylates; 9016-45-9 more than 25%

물질이 수용체와 반응함으로써 정상적인 호르몬작용에
서는 나타나지 않는 생체내에 해로운 대사작용을 유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암과 같은 비정상적 분화
와 증식, 대사작용의 이상,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물질의
합성 등을 생성한다. 대표적인 예로 다이옥신(dioxin) 및
그 유사물질 등이 있다. 호르몬 간접 영향작용은 내분비
계 장애물질이 수용체와 결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호
르몬의 합성, 저장, 배설, 분비, 이동 등에 작용하여 정상
적인 내분비 기능을 방해하는 작용이다.22,24)
식품의 용기ㆍ포장재와 관련하여 주요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알려진 스티렌 다이머와 스티렌 트리머(styrene
dimmers and styrene trimers)는 스티렌 모노머(monomer)를
중합하여 폴리스티렌수지(PS)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
성되는 중간 물질로서 PS수지 중에 포함되어 있다가 컵
라면 등과 같이 고온에서 사용 시 용출되어 인체에 흡수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컵라면 용기 이외에도 일회
용 도시락, 요구르트 병 등에 사용되고 있다. 프탈레이트
(phthalates) 가소제는식품포장 필름(PVC 랩), 위생용 장
갑, 플라스틱 용기 등과 같은 제품을 만들 때 신축성과
접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비스페놀
A (bisphenol A)는 유아용 식기, 젖병, 생수통에서 폴리카
보네이트(polycarbonate) 플라스틱 합성 시 사용되는 일종
의 단량체로 사용되거나 음료수 캔과 통조림의 내부 코
팅제인 에폭시 수지의 기본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식품
으로의 유입이 우려된다. 알킬페놀(alkylphenols)은 alkyl
phenol ethoxylates의 분해 생성물이며 각종 플라스틱의 산
화방지제 또는 안정제로 사용되거나 세제, 살충제나 제

Toxic chemicals

Observational chemicals

Banned chemicals
Restricted chemicals

초제의 계면활성제로 사용되기도 하며 섬유나 펄프, 종
이 제조에 사용되는 계면활성제로 사용되어 환경을 오
염시킴으로써 인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25)
한편, 우리나라는 환경부에서 발표한 환경통계연감
(2011)26)의 유독물관리에 관한 내용에서 유독물, 관찰물
질, 취급금지물질, 취급제한물질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유독물의 표시사항은 혼합물질인 유독물의
경우에 한하고 있다. 식품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재와 관
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1).

재활용과 분해성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라고 지칭되며 현대
생활에서 인간에게 편리성을 가져다 준 고분자 재료로
서 내구성, 경제성, 성형성 등의 많은 장점으로 산업용
재료에서부터 일회용 소모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자연계에
서 쉽게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반영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소각 시에는 맹독성의 다이옥신 방출, 폐기물의
불완전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을 야기시키고, 매립시에
는 토양과 하천 또는 바다의 심각한 오염을 유발함으로
써 외관적,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8,27,28)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한 플라스틱을 재활용
하여 사용하는 방법, 분해성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
2008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09)29)에 의하
면 전체 폐기물의 재활용율은 82.3% (2008년)로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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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비교적 폐플라스틱의 발생이 많
은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율은
각각 70.8%, 97.5%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이 가장 잘 이
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2003년 1월 1일부터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가 시행
되면서 대상품목인 용기ㆍ포장재를 중심으로 재활용이
30)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
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
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
하는 제도이다. 현재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은 4개 포장
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 4개 제품
31)
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으로 이들은 화분이
나 각종 건축자재 등 재생 제품화 또는 석탄이나 벙커-C
유 등의 대체에너지로 활용되고 있어 환경개선뿐 아니
라 경제적으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분해성 플라스틱은 미국의 경우,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에 의하면 특정 환경 조건
에서 일정시간 동안에 화학적 구조가 상당히 변화되어
그 성질 변화를 표준 시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플
라스틱을 말하고, 이는 생분해성, 생광분해성(복합분해
성), 광분해성 플라스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분해
성 플라스틱이란 생분해성, 복합분해성(화학분해 또는
생붕괴), 광분해성, 붕괴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성형품,
포장재, 위생용품, 농업용품 등으로 사용한 플라스틱을
폐기 시에 소각처리 하지 않고 단순히 매립함으로 위의
범주에서 한가지 이상의 분해기능에 의해서 수개월 내
지 수년 이내에 물,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바이오매스
8,32)
등으로 완전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폐플라스틱과 관련된 환경오염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환경보전의 필요성
및 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일반 플라스틱처
럼 간편하게 쓸 수 있고 사용 후에는 토양중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환경 친화적이고 무해한 분해성 플라스
틱의 실용화 및 의무화의 압력이 거세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정부 산하 연구기관, 학계 그리고 산업계에
서 분해성 플라스틱의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분해성 플라스틱 기술에 대한 연구는 생
분해성 플라스틱 연구가 93년 과학기술처의 기술개발
과제로 선정되면서부터 일부 기업에서 본격적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으나 현재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의 분
해성 플라스틱과 관련된 기술은 일부 기업 이외에는 선

진국 수준에는 현저히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원천
8)
기술개발의 저변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미국의 대표 리서치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업체인
33)
Frost & Sulivan의 전략연구조사(1998) 미국과 일본의 분
해성 플라스틱 시장(U.S. and Japanese Degradable Plastics
Markets)에 따르면 1997년 2천 3백만 달러였던 분해성 플
라스틱의 시장규모는 조사의 대상이 된 1998년~2004년
까지 막대한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또한 1999년 5월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세계적으로는
2000년에 930억엔 정도인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이
2020년에는 1조 3828억 엔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
8)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분해성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의
대체재로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분해기간 조절, 표준화
및 규격기준 제정 작업, 내열성, 내충격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앞으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폐플라스틱의 매립으로 인해 생기는 매립지 지반 불
안정화, 매립지 사용 수명 단축 등의 문제점을 분해성
플라스틱의 상용화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결

론

인류는 끊임없이 주위 환경으로부터 유래되는 유해물
질에 대하여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들의 운명에 어떤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
중 내분비계장애물질은 오래 전부터 집중적인 연구의
대상이었으며, 최근 들어 식품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관련하여 이슈화되면서 소비자들은 내분비계장애물질
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 종설
에서는 식품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관련한 주요 내분
비계장애물질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외
에도 식품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재활용과 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하여 살펴보
았다. 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은 부분적으로는 내분비
계 장애물질과 같은 유해물질의 이행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다. 더불어 재활용
비율이 취약한 폐기물 분야에 재활용 사용 비율을 높임
으로써, 분해성 플라스틱과 함께 폐플라스틱의 안전한
처리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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