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원은 PCT 소재 100개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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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용출량을 토대로 인체 노출 수준을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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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사 대상 제품은 물병 36건, 저장용기 22건, 젖병 11건, 컵 10건,
믹서기 9건, 커피 드리퍼 7건, 기타 5건입니다. (붙임 1 참조)
ㅇ 조사한 유해물질 항목은 중금속(납, 안티몬, 카드뮴, 비소), PCT 제조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

시중 유통 PCT 식품 용기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시 첨가제로 사용했거나 제조 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생성되어

- 중금속 등 유해물질 안전한 수준 -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이하 ‘의도적‧비의도적 물질’)* 10종,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 3종으로 총 18종입니다. (붙임 2 참조)

√ 시중에 유통되는 PCT 재질을 대상(100개 제품)으로 유해물질 용출량에 대한
인체 노출 수준을 조사한 결과, 안전한 수준
√ 유아용 젖병과 저장용기에 대해 실제 용출시험법 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분석한 결과, 유해물질 용출량에 대한 인체 노출 수준은 안전한 수준
* 일부 제품에서 납, 안티몬 등 중금속, 2,4-DTBP, 벤조페논, 이루카마이드 등 의도적
‧비의도적 물질이 미량 검출됐으나 인체위해도는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
*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 3종은 모든 제품에서 불검출

*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제조를 위해 사용되는 원료·첨가제(의도적 물질) 또는
제조 시 생성·혼입되는 반응 부산물 등(비의도적 물질)
* 비스페놀 A(폴리카보네이트 및 에폭시수지 제조 시 원료물질)와 프탈레이트(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을 유연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일명 환경호르몬)로 알려져 있음

□ 조사 결과, 제품에서 중금속, 의도적‧비의도적 물질이 미량 검출되었
으나 인체 위해도는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텀블러,

ㅇ 중금속 중 납, 안티몬이 대부분의 제품에서 극미량 검출되었으며

유아용 젖병, 밀폐용기 등에 널리 사용되는 폴리시클로헥산-1,4-

위해평가 결과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최대 0.003% 미만으로

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 재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용출량에

안전한 수준이었습니다.

대한 인체 노출 수준을 조사한 결과,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ㅇ PCT는 투명성‧내구성‧내열성을 갖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수입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국내 PCT 재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
* PCT 수입현황(kg) : 60만 1014(’16)→ 59만 8844(’17)→ 73만 5067(’18)→
97만 9292(’19)→ 90만 8197(’20)(출처: 식약처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 인체적용제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에 노출되었을 경우 평생 유해한 영향이 나타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노출량으로, 위해도(1일추정섭취량/인체노출안전기준×
100)는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100% 이상일 때 위해한 것으로 판단

ㅇ 의도적‧비의도적 물질 10종 중에서는 2,4-디-터트-부틸페놀(2,4DTBP), 벤조페논, 이루카마이드가 물병, 저장용기 등에서 미량

검출됐습니다.

- 이에 따라 평가원은 PCT 소재 유해물질의 용출량으로 인한

- 위해평가 결과 벤조페논은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0.000003%로

인체 영향을 평가하고, 식품 안전관리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안전한 수준이었고, 2,4-DTBP와 에루카마이드는 노출안전역이

위해 이번 조사‧평가를 선제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충분히 확보되어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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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 3종은 모든 제품

붙임 1

검사대상 PCT 제품

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ㅇ 한편 PCT 조사 항목 중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에 따른

구분

제품

구분

용출규격이 설정된 납(1,000 ㎍/L 이하), 안티몬(40 ㎍/L 이하), 테레
프탈산 (7,500 ㎍/L 이하), 이소프탈산(5,000 ㎍/L 이하)의 4개 항목의
경우 용출량 검사 결과 규격에 모두 적합했습니다.
□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PCT 제품 중 유아용 젖병과 저장용기에

물병
36건

저장용기
22건

젖병
11건

컵
10건

믹서기
9건

커피드리퍼
7건

대해 실제 용출시험법 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용출량을 분석했습니다.
ㅇ 유아용 젖병은 소독을 위해 고온에서 반복적으로 끓이는 조건(100℃
에서 3분, 180회까지)에서 검사했으며, 반찬통과 같은 저장용기는 냉장

조건(5℃에서 30일까지 저장)과 실온보다 높은 온도 조건(40℃에서 30일
까지 저장)에서 검사했습니다.

- 그 결과, 중금속과 2,4-DTBP는 미량 검출됐으나 반복횟수 또는
저장기간이 늘어남에도 용출량은 증가되지 않았으며,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용출량을 토대로 산출한 젖병*과 저장용기의 중금속과 2,4-DTBP의
위해도는 안전한 수준이었습니다.
* 유아용 젖병의 경우 1~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위해도 산출

□ 식약처는 이번에 제공하는 조사 결과가 국민이 식품용 기구‧용기‧
포장을 안심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

※ 기타제품(5건) : 숟가락, 주걱, 빨대, 이유식 용기 등
* 식품이 담기는 용기가 PCT 재질로 뚜껑 및 받침대는 제외

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1. 검사대상 PCT 제품
2. 검사대상 물질(1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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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붙임 2

검사대상 물질(18종)

순번

구분

1

국문명
납

2

안티몬
중금속

3

카드뮴

4

비소

5

2-부톡시에틸 아세테이트

6

디메틸 테레프탈레이트

7

2,4-디-터트-부틸 페놀

8

디메틸 이소프탈산

9

2,2,4-트리메틸-1,3-펜탄디올 디이소부틸산
의도적‧비의도적

10

물질

벤조페논

11

4-노닐페놀

12

이루카마이드

13

테레프탈산

14

이소프탈산

15

비스페놀

16
17
18

비스페놀 A
벤질부틸 프탈레이트

프탈레이트

디부틸 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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