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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및 식품
관련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합성수지제의 재활용 기준을 개선
하고, 활성·지능 용기·포장에 대한 제조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통제조
기준을 정비하며, 합성수지제 재질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정비하고,
재질별 규격을 알기 쉽도록 표 형태로 재정리하며,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했던 폴리케톤을 규격화하는 한편,
시험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하여 용출시험용액 선택 시 지방성
식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착색료, 이산화황 등에 대한 시험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기준 및 규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합성수지제 재활용 기준 개선(안 II.1.다.)
1) 안전성이 입증된 재활용 합성수지의 식품용으로 허용 확대 필요
2) 식품용기의 식품접촉면에 물리적 재활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원료 사용을 인정하는 기준 마련
3) 안전한 재활용 합성수지 사용 및 국제적 추세와 조화될 수 있도록
기준 개선
나. 활성·지능 용기·포장 제조기준 마련(안 II. 1. 나.)
1) 기술발전 및 현장요구에 맞추어 특수한 기능이 발휘되는 활성·지능
용기·포장 등에 대한 기준 개선 필요
2) 활성·지능(기능형) 물질 사용 용기·포장의 제조기준 마련
3) 관련 식품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 추세와 조화
다. 합성수지제 재질 분류 정비(안 III.1)
1) 합성수지제 재질을 재질별 특성에 따라 9개로 그룹화하여 알기
쉽게 재정리
2) 민원인의 재질에 대한 이해증진 및 편의 도모
라. 재질별 규격 재정리(안 III. 1, 2, 3, 4, 5, 6, 8)
1) 종이제 등 재질별 규격을 알기 쉽도록 표 형태로 재정리
2) 쉬운 규격 확인 및 편의 증진

마. 폴리케톤 규격 신설(안 III. 1. 1-9 3)
1) 한시적 기준 규격으로 인정된 재질(폴리케톤)을 여러 제조업체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확대 필요
2) 합성수지제에 폴리케톤 재질 추가 및 규격 신설
3) 새로운 용기·포장 제품 개발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바. 시험법 개선 및 문구 정비(안 II. 1. 가, IV. 2. 2-1 6, 2-15,
2-44, 2-55, V. 1. 더., 2. 2-1, 2-2, 2-23, 2-40, 2-50)
1)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시험법 등 개선 필요
2) 원재료 기준 중 납 등 규격을 다른 규격 표현방식과 일치되도록 수정
3) 용출시험용액 선택 시 지방성식품의 개념 명확화
4) 착색료, 이산화황 등 시험법에 기기분석법(LC, LC-MS, IC) 추가 신설
5) 표준용액 및 시험용액 제조법 개선
6) 과학적인 시험법 개선 등으로 검사 신뢰도 제고

3. 의견 제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6,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 호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43호, 2020. 5.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I. 1. 가. 7) 중 “금속은 납을 0.1% 이상 또는 안티몬을 5% 이상 함유
하여서는 아니되며,”를 “금속 중 납은 0.10% 이하 또는 안티몬은
5.0% 이하이어야 하며,”로 한다.
II. 1. 가. 8) 중 “주석은 납을 0.1% 이상 함유하여서는 아니되며,”를
“주석 중 납은 0.10% 이하이어야 하며,”로 한다.
II. 1. 가. 9) 중 “땜납은 납을 0.1% 이상 함유하여서는 아니되며,”를
“땜납 중 납은 0.10% 이하이어야 하며,”로 한다.
II. 1.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조·가공 기준
1) 공통 기준
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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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물은 항상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가공 시에는 유독·유해물질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합성수지제, 가공셀룰로스제, 종이제, 전분제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재질은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이 100
mg/kg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법은 Ⅳ. 2. 2-1 납 시험법 가.
잔류시험, 2-2 카드뮴 시험법 가. 잔류시험, 2-3 수은시험법,
2-4 6가크롬 시험법 가. 잔류시험에 따른다.
라) 동제 또는 동합금제의 기구 및 용기·포장은 식품에 접촉하는
부분을 전면 주석도금 또는 은도금이나 기타 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유의 광택이 있는
것 또는 고온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표면의 도금이 벗겨질
우려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마)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는 인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에 인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쇄잉크를 반드시 건조시켜야 한다. 이 경우 잉크성분인
벤조페논의 용출량은 0.6 mg/L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법은
Ⅳ. 2. 2-13 벤조페논 시험법에 따른다. 또한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이 인쇄된 합성수지 포장재 중 내용물 투입 시
형태가 달라지는 포장재의 경우, 잉크성분인 톨루엔의 잔류량은
2 mg/m2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법은 Ⅳ. 2. 2-14 톨루엔 시험법에
따른다.
사) 축산물용 기구는 분해 조립이 가능하고 세척·소독 및 검사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고 제품, 세척 및 살균·소독제품으로
부식되거나 기타 변화가 없어야 한다.
아) 축산물용 기구에는 도자기 또는 법랑 등을 도포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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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자) 축산물용 합성수지제의 기구는 내열성이 강하고 부식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독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재활용 기준
가)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가공 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재료
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 부산물은 불순물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나) 기구 및 용기 포장 제조 가공 시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부분에는 재활용 합성수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해물질
이 이행되어 식품에 혼입될 우려가 없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다) 기구 및 용기 포장 제조 가공 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활용 합성수지를
사용할 수 있다.
(1) 가열·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정제한
후, 이를 다시 중합(화학적 재생, chemical recycling)한 경우
(2) 물리적으로 재생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재질의
재활용 합성수지로서, [별표 4] 기구 및 용기 포장에 사용되
는 재활용 합성수지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재활용 공정 중 사용하는 원료(플레이크 등)는「폐기물
관리법」등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식품용 재활용 원료로
인정한 것이어야 함
3) 활성·지능 용기·포장 기준
가) 식품의 품질 저하 요인을 제거 또는 완화시키거나, 식품 신선도
등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에 직접 접촉되어
사용되는 용기·포장(이하 “활성·지능 용기·포장”이라 한다)의
물질은 식품에 이행되지 않도록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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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에도 불구하고, 활성·지능 용기·포장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
여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기
준 및 규격 범위 내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다. 다만, 식품
의 특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III.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합성수지제
중분류
1-1 올레핀계

1-2 에스테르계

1-3 스티렌계
1-4 아민계
1-5 아크릴계
1-6 알데히드계

재질명
가.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ethylene-vinylacetate copolymer
나. 폴리메틸펜텐
polymethylpentene
다. 폴리부텐
polybutene-1
라. 폴리비닐알코올
poly(vinyl alcohol)
마. 폴리에틸렌
polyethylene
바. 폴리프로필렌
polypropylene
가. 경화폴리에스터수지
cross-linked polyester resin
나. 부틸렌숙시네이트 공중합체
butylenesuccinate copolymer
다. 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 공중합체 butylenesuccinate-adipate copolymer
라.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
poly(butylene terephthalate)
마.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 poly(cyclohexane-1,4-dimethylene terephthalate)
바. 폴리아릴레이트
polyarylate
사.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
poly(ethylene naphthalate)
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
자. 폴리락타이드
polylactide, poly(lactic acid)
차. 폴리카보네이트
polycarbonate
카.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
hydroxybutyl polyester
타. 히드록시안식향산폴리에스테르
hydroxybenzoic acid polyester
가. 메틸메타크릴레이트-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methylmethacrylate-acrylonitrile-butadiene-스티렌 공중합체
styrene copolymer
나.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copolymer
다. 아크릴로니트릴-스티렌 공중합체
acrylonitrile-styrene copolymer
라. 폴리메타크릴스티렌
polymethacrylstyrene
마. 폴리스티렌
polystyrene
가. 폴리아미드
polyamide
나. 폴리우레탄
polyurethane
다. 폴리이미드
polyimide
가. 아크릴수지
acrylic resin
나. 이오노머수지
ionomeric resin
다. 폴리아크릴로니트릴
polyacrylonitrile
가. 멜라민수지
melamine-formaldehyde 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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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
PMP
PB-1
PVA
PE
PP
PBS
PBSA
PBT
PCT
PAR
PEN
PET
PLA
PC
HBP
MABS
ABS
AS
MS
PS
PA
PU
PI
PAN
MF

나. 요소수지
urea-formaldhyde resin
UF
다. 페놀수지
phenol-formaldehyde resin
PF
라. 폴리아세탈
polyacetal, polyoxymethylene
POM
가. 폴리아릴설폰
polyacrylsulfone
PASF
나.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
polyetheretherketone
PEEK
1-7 에테르계 다. 폴리에테르설폰
poly(ether sulfone)
PES
라. 폴리페닐렌설파이드
poly(phenylene sulfide)
PPS
마. 폴리페닐렌에테르
poly(phenylene ether)
PPE
폴리염화비닐
poly(vinyl chloride)
PVC
1-8 염화비닐계 가.
나. 폴리염화비닐리덴
poly(vinylidene chloride)
PVDC
가. 불소수지
fluorocarbon resin
FR
1-9 기타
나. 에폭시수지
epoxy resin
다. 폴리케톤
polyketone
※ 구조적으로 유사한 것끼리 묶어 중분류한 것으로, 같은 중분류에 있어도 물리·화학적 특성이 모두 유사하지는 않음

1-1 올레핀계
가.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ethylene-vinylacetate copolymer : EVA)
1) 정의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란 에틸렌과 비닐아세테이트와의 공중합으로
얻은 중합체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비닐아세테이트
12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비닐아세테이트 : Ⅳ. 2. 2-37 비닐아세테이트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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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폴리메틸펜텐(polymethylpentene : PMP)
1) 정의
폴리메틸펜텐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메틸펜텐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30 이하
총용출량
(다만, 침출용액이 n-헵탄인
경우 120 이하)
1-메틸-1-펜텐
0.05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4-메틸-1-펜텐 : Ⅳ. 2. 2-33 4-메틸-1-펜텐 시험법
다. 폴리부텐(polybutene-1 : PB-1)
1) 정의
폴리부텐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부텐-1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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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하
(다만, 사용온도가 100℃
이하로 침출용액이
n-헵탄인 경우 150 이하,
사용온도가 100℃를
초과하고 침출용액이
n-헵탄인 경우 120 이하)

총용출량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폴리비닐알코올(poly(vinyl alcohol) : PVA)
1) 정의
폴리비닐알코올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비닐알코올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비닐아세테이트
12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비닐아세테이트 : Ⅳ. 2. 2-37 비닐아세테이트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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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폴리에틸렌(polyethylene : PE)
1) 정의
폴리에틸렌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에틸렌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건조식품의 방습유지 등을 위하여 수용성 물질(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어 있는 물질에 한한다)이 사용된 경우에는 총용출량
및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의 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30 이하
(다만,
사용온도가
100℃
총용출량
이하로 침출용액이
n-헵탄인 경우 150 이하)
1-헥센
3 이하
1-옥텐
15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1-헥센 및 1-옥텐 : Ⅳ. 2. 2-20 1-헥센 및 1-옥텐 시험법
바.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 PP)
1) 정의
폴리프로필렌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프로필렌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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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출규격
건조식품의 방습유지 등을 위하여 수용성 물질(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어 있는 물질에 한한다)이 사용된 경우에는 총용출량
및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의 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30 이하
(다만,
사용온도가
100℃
총용출량
이하로 침출용액이
n-헵탄인 경우 150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1-2 에스테르계
가. 경화폴리에스터수지(cross-linked polyester resin)
1) 정의
경화폴리에스터수지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폴리올
또는 에폭사이드와 불포화 이염기산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 9 -

총용출량
테레프탈산
이소프탈산

30 이하
7.5 이하
5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 Ⅳ. 2. 2-25 테레프탈산 및 이소
프탈산 시험법
나. 부틸렌숙시네이트 공중합체(butylenesuccinate copolymer : PBS)
1) 정의
부틸렌숙시네이트 공중합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호박산
및 1,4-부탄디올의 공중합물질의 함유율이 6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가) 전분을 함유하지 않은 경우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1,4-부탄디올
5 이하
나) 전분을 함유한 경우
항목

규격(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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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
(As2O3로서)
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1,4-부탄디올

0.1 이하
1 이하
10 이하
(다만, 비내수성 용기는 제외)
4 이하
불검출
5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1,4-부탄디올 : Ⅳ. 2. 2-41 1,4-부탄디올 시험법
마) 비소 : Ⅳ. 2. 2-9 비소 시험법
바) 포름알데히드 : Ⅳ. 2. 2-27 포름알데히드 시험법
사) 형광증백제 : Ⅳ. 2. 2-53 형광증백제 시험법
다. 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 공중합체
(butylenesuccinate-adipate copolymer : PBSA)
1) 정의
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 공중합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호박산, 아디핀산 및 1,4-부탄디올의 공중합물질의
함유율이 6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가) 전분을 함유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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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용출량
1,4-부탄디올
나) 전분을 함유한 경우
항목
비소
(As2O3로서)
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1,4-부탄디올

규격(mg/L)
1 이하
10 이하
30 이하
5 이하
규격(mg/L)
0.1 이하
1 이하
10 이하
(다만, 비내수성 용기는 제외)
4 이하
불검출
5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1,4-부탄디올 : Ⅳ. 2. 2-41 1,4-부탄디올 시험법
마) 비소 : Ⅳ. 2. 2-9 비소 시험법
바) 포름알데히드 : Ⅳ. 2. 2-27 포름알데히드 시험법
사) 형광증백제 : Ⅳ. 2. 2-53 형광증백제 시험법
라.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butylene terephthalate) : PBT)
1)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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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테레
프탈산 또는 테레프탈산의 디메틸에스테르와 부틸렌글리콜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테레프탈산
7.5 이하
이소프탈산
5 이하
1,4-부탄디올
5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 Ⅳ. 2. 2-25 테레프탈산 및 이소
프탈산 시험법
마) 1,4-부탄디올 : Ⅳ. 2. 2-41 1,4-부탄디올 시험법
마.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
(poly(cyclohexane-1,4-dimethylene terephthalate) : PCT)
1) 정의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란 기본 중합체
(base polymer) 중 테레프탈산 또는 테레프탈산디메틸에스테르와
1,4-시클로헥산디메탄올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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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출규격

항목
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용출량
안티몬
테레프탈산
이소프탈산

규격(mg/L)
1 이하
10 이하
30 이하
0.04 이하
7.5 이하
5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안티몬 : Ⅳ. 2. 2-10 안티몬 시험법 나. 용출시험
마)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 Ⅳ. 2. 2-25 테레프탈산 및 이소
프탈산 시험법
바. 폴리아릴레이트(polyarylate : PAR)
1) 정의
폴리아릴레이트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테레프탈산
또는 이소프탈산과 비스페놀 A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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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용출량
테레프탈산
이소프탈산
비스페놀 A
(페놀, 비스페놀 A 및
p-터셔리부틸페놀의 합)

10 이하
30 이하
7.5 이하
5 이하
2.5 이하
(다만, 비스페놀 A는 0.6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 Ⅳ. 2. 2-25 테레프탈산 및 이소
프탈산 시험법
마) 비스페놀 A(페놀, 비스페놀 A 및 p-터셔리부틸페놀의 합)
: Ⅳ. 2. 2-35 비스페놀 A(페놀 및 p-터셔리부틸페놀 포함)
시험법
사.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poly(ethylene naphthalate) : PEN)
1) 정의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2,6-디
메틸나프탈렌디카르복실레이트와 에틸렌글리콜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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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용출량
2,6-디메틸나프탈렌카르복실
레이트

30 이하
0.05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2,6-디메틸나프탈렌디카르복실레이트 : Ⅳ. 2. 2-43 2,6-디
메틸나프탈렌디카르복실레이트 시험법
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 PET)
1) 정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테레프탈산 또는 테레프탈산메틸에스테르와 에틸렌글리콜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안티몬
0.04 이하
게르마늄
0.1 이하
테레프탈산
7.5 이하
이소프탈산
5 이하
아세트알데히드
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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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안티몬 : Ⅳ. 2. 2-10 안티몬 시험법 나. 용출시험
마) 게르마늄 : Ⅳ. 2. 2-24 게르마늄 시험법
바)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 Ⅳ. 2. 2-25 테레프탈산 및 이소
프탈산 시험법
사) 아세트알데히드 : IV. 2. 2-57 아세트알데히드 시험법
자. 폴리락타이드(polylactide, poly(lactic acid) : PLA)
1) 정의
폴리락타이드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락트산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가) 전분을 함유하지 않은 경우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나) 전분을 함유한 경우
항목
비소
(As2O3로서)
납

규격(mg/L)
0.1 이하
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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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망간산칼륨소비량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10 이하
(다만, 비내수성 용기는 제외)
4 이하
불검출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비소 : Ⅳ. 2. 2-9 비소 시험법
마) 포름알데히드 : Ⅳ. 2. 2-27 포름알데히드 시험법
바) 형광증백제 : Ⅳ. 2. 2-53 형광증백제 시험법
차.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 PC)
1) 정의
폴리카보네이트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비스페놀 A
와 디페닐카보네이트 또는 카보닐클로라이드의 중합물질의 함유
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잔류규격
항목
규격(mg/kg)
아민류
(트리에틸아민과
1 이하
트리부틸아민의 합)
3)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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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용출량
비스페놀 A
(페놀, 비스페놀 A 및
p-터셔리부틸페놀의 합)
디페닐카보네이트

30 이하
2.5 이하
(다만, 비스페놀 A는 0.6
이하)
0.05 이하

4) 시험방법
가) 아민류(트리에틸아민과 트리부틸아민의 합) : Ⅳ. 2. 2-34
아민류(트리에틸아민 및 트리부틸아민에 한함) 시험법
나)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라)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마) 비스페놀 A(페놀, 비스페놀 A 및 p-터셔리부틸페놀의 합)
: Ⅳ. 2. 2-35 비스페놀 A(페놀 및 p-터셔리부틸페놀 포함)
시험법
바) 디페닐카보네이트 : Ⅳ. 2. 2-36 디페닐카보네이트 시험법
카.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hydroxybutyl polyester : HBP)
1) 정의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3-히드
록시부티르산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3)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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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타. 히드록시안식향산폴리에스테르(hydroxybenzoic acid polyester)
1) 정의
히드록시안식향산폴리에스테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히드록시안식향산, 방향족디카보네이트, 방향족디올의 공
중합물질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1-3 스티렌계
가. 메틸메타크릴레이트-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
(methylmethacrylate-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copolymer : MABS)
1) 정의
메틸메타크릴레이트-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메타크릴산, 아크릴로니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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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타디엔, 스티렌(α-메틸스티렌 포함)의 공중합물질의 함유율이
6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잔류규격
항목
규격(mg/kg)
휘발성물질
(스티렌, 톨루엔, 에틸벤젠,
5,000 이하
이소프로필벤젠 및
n-프로필벤젠의 합)
1,3-부타디엔
1 이하
3) 용출규격

항목
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용출량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규격(mg/L)
1 이하
10 이하
30 이하
6 이하
(다만,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에 한함)
0.02 이하

아크릴로니트릴
4) 시험방법
가) 휘발성물질 : Ⅳ. 2. 2-21 휘발성물질 시험법
나) 1,3-부타디엔 : Ⅳ. 2. 2-39 1,3-부타디엔 시험법
다)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마)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바) 메틸메타크릴레이트 : Ⅳ. 2. 2-29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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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아크릴로니트릴 : Ⅳ. 2. 2-40 아크릴로니트릴 시험법
나.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copolymer : ABS)
1) 정의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란 기본 중합체
(base polymer) 중 스티렌(α-메틸스티렌 포함)과 아크릴로니트릴의
공중합체에 부타디엔계 고무가 분산된 물질의 함유율이 60% 이
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잔류규격
항목
규격(mg/kg)
휘발성물질
(스티렌, 톨루엔, 에틸벤젠,
5,000 이하
이소프로필벤젠 및
n-프로필벤젠의 합)
1,3-부타디엔
1 이하
3)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30 이하
총용출량
(다만, 침출용액이 n-헵탄인
경우 24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
0.02 이하
4) 시험방법
가) 휘발성물질 : Ⅳ. 2. 2-21 휘발성물질 시험법
나) 1,3-부타디엔 : Ⅳ. 2. 2-39 1,3-부타디엔 시험법
다)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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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마)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바) 아크릴로니트릴 : Ⅳ. 2. 2-40 아크릴로니트릴 시험법
다. 아크릴로니트릴-스티렌 공중합체
(acrylonitrile-styrene copolymer : AS)
1) 정의
아크릴로니트릴-스티렌 공중합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스티렌(α-메틸스티렌 포함)이 50% 이상 함유된
중합체에 아크릴로니트릴이 포함된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잔류규격
항목
규격(mg/kg)
휘발성물질
(스티렌, 톨루엔, 에틸벤젠,
5,000 이하
이소프로필벤젠 및
n-프로필벤젠의 합)
3)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30 이하
총용출량
(다만, 침출용액이 n-헵탄인
경우 24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
0.02 이하
4) 시험방법
가) 휘발성물질 : Ⅳ. 2. 2-21 휘발성물질 시험법
나)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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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마) 아크릴로니트릴 : Ⅳ. 2. 2-40 아크릴로니트릴 시험법
라. 폴리메타크릴스티렌(polymethacrylstyrene : MS)
1) 정의
폴리메타크릴스티렌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메타크
릴산메틸 및 스티렌(α-메틸스티렌 포함)의 함유율이 각각 20%
이상이고 양자의 합이 6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잔류규격
항목
규격(mg/kg)
휘발성물질
(스티렌, 톨루엔, 에틸벤젠,
5,000 이하
이소프로필벤젠 및
n-프로필벤젠의 합)
3)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30 이하
총용출량
(다만, 침출용액이 n-헵탄인
경우 240 이하)
6 이하
(다만,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에 한함)
4) 시험방법
가) 휘발성물질 : Ⅳ. 2. 2-21 휘발성물질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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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라)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마) 메틸메타크릴레이트 : Ⅳ. 2. 2-29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시험법
마. 폴리스티렌(polystyrene : PS)
1) 정의
폴리스티렌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스티렌 또는 α메틸스티렌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하며, 발포
폴리스티렌을 포함한다.
2) 잔류규격
항목
규격(mg/kg)
5,000 이하
(다만, 열탕을 사용하는
휘발성물질
발포
폴리스티렌의 경우
(스티렌, 톨루엔, 에틸벤젠, 휘발성물질의
총량은 2,000
이소프로필벤젠 및
이하이어야
하며,
중
n-프로필벤젠의 합) 스티렌 및 에틸벤젠은그 각각
1,000 이하)
3)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30 이하
총용출량
(다만, 침출용액이 n-헵탄인
경우 240 이하)
4) 시험방법
가) 휘발성물질 : Ⅳ. 2. 2-21 휘발성물질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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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라)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1-4 아민계
가. 폴리아미드(polyamide : PA)
1) 정의
폴리아미드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락탐, 아미노카르
복실레이트 또는 이염기산과 디아민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카프로락탐
15 이하
일차방향족아민
(아닐린,
0.01 이하
4,4‘-메틸렌디아닐린,
2,4-톨루엔디아민의 합)
에틸렌디아민
12 이하
헥사메틸렌디아민
2.4 이하
라우로락탐
5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카프로락탐 및 라우로락탐 : Ⅳ. 2. 2-30 카프로락탐 및 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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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락탐 시험법
마) 일차방향족아민(아닐린, 4,4‘-메틸렌디아닐린, 2,4-톨루엔디
아민의 합) : Ⅳ. 2. 2-31 일차방향족아민(아닐린, 4,4‘-메틸
렌디아닐린, 2,4-톨루엔디아민에 한함) 시험법
바) 에틸렌디아민 및 헥사메틸렌디아민 : Ⅳ. 2. 2-32 에틸렌디
아민 및 헥사메틸렌디아민 시험법
나. 폴리우레탄(polyurethane : PU)
1) 정의
폴리우레탄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이소시아네이트
와 폴리올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이소시아네이트
0.1 이하
4,4‘-메틸렌디아닐린
0.01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이소시아네이트 : Ⅳ. 2. 2-38 이소시아네이트 시험법
마) 4,4‘-메틸렌디아닐린 : Ⅳ. 2. 2-31 일차방향족아민(아닐린,
4,4‘-메틸렌디아닐린, 2,4-톨루엔디아민에 한함)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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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폴리이미드(polyimide : PI)
1) 정의
폴리이미드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방향족 또는 지
방족 이무수물(aromatic or aliphatic dianhydride)과 방향족 또
는 지방족 디아민(aromatic or aliphatic diamine)의 중합물질
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1-5. 아크릴계
가. 아크릴수지(acrylic resin)
1) 정의
아크릴수지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아크릴산, 메타크
릴산, 아크릴레이트 또는 메타크릴레이트 등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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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용출량
메틸메타크릴레이트

10 이하
30 이하
6 이하
(다만,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메틸메타크릴레이트 : Ⅳ. 2. 2-29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시험법
나. 이오노머수지(ionomeric resin)
1) 정의
이오노머수지란 에틸렌과 메틸아크릴산의 공중합체로 카르복실기
그룹에 아연, 나트륨, 칼륨, 칼슘 및 암모늄 등의 이온이 가교된
중합체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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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다. 폴리아크릴로니트릴(polyacrylonitrile : PAN)
1) 정의
폴리아크릴로니트릴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아크릴로니트
릴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
0.02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아크릴로니트릴 : Ⅳ. 2. 2-40 아크릴로니트릴 시험법
1-6. 알데히드계
가. 멜라민수지(melamine-formaldehyde resin : MF)
1) 정의
멜라민수지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 30 -

총용출량
페놀
포름알데히드
멜라민

30 이하
5 이하
4 이하
2.5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다) 페놀 : Ⅳ. 2. 2-26 페놀 시험법
라) 포름알데히드 : Ⅳ. 2. 2-27 포름알데히드 시험법
마) 멜라민 : Ⅳ. 2. 2-28 멜라민 시험법
나. 요소수지(urea-formaldhyde resin : UF)
1) 정의
요소수지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우레아와 포름알데히드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페놀
5 이하
포름알데히드
4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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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페놀 : Ⅳ. 2. 2-26 페놀 시험법
라) 포름알데히드 : Ⅳ. 2. 2-27 포름알데히드 시험법
다. 페놀수지(phenol-formaldehyde resin : PF)
1) 정의
페놀수지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페놀과 포름알데히드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페놀
5 이하
포름알데히드
4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다) 페놀 : Ⅳ. 2. 2-26 페놀 시험법
라) 포름알데히드 : Ⅳ. 2. 2-27 포름알데히드 시험법
라. 폴리아세탈(polyacetal, polyoxymethylene(POM))
1) 정의
폴리아세탈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포름알데히드와
트리옥시메틸렌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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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용출량
포름알데히드

1 이하
10 이하
30 이하
4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포름알데히드 : Ⅳ. 2. 2-27 포름알데히드 시험법
1-7 에테르계
가. 폴리아릴설폰(polyacrylsulfone : PASF)
1) 정의
폴리아릴설폰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4,4‘-디클로로디
페닐설폰과 비스페놀 A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
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비스페놀 A
2.5 이하
(페놀, 비스페놀 A 및
(다만, 비스페놀 A는 0.6
p-터셔리부틸페놀의 합)
이하)
4,4‘-디클로로디페닐설폰
0.0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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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비스페놀 A(페놀, 비스페놀 A 및 p-터셔리부틸페놀의 합)
: Ⅳ. 2. 2-35 비스페놀 A(페놀 및 p-터셔리부틸페놀 포함)
시험법
마) 4,4‘-디클로로디페닐설폰 : Ⅳ. 2. 2-42 4,4‘-디클로로디페닐
설폰 시험법
나.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olyetheretherketone : PEEK)
1) 정의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4,4‘-디할로겐화
디페닐케톤과 히드로퀴논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
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히드로퀴논
0.6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히드로퀴논 : Ⅳ. 2. 2-48 히드로퀴논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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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폴리에테르설폰(poly(ether sulfone) : PES)
1) 정의
폴리에테르설폰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4,4‘-디히드록시디
페닐설폰 또는 4,4‘-디히드록시비페닐과 4,4‘-디클로로디페닐
설폰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으로, 비스페놀 A의
중합물질이 사용되지 않은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4,4‘-디클로로디페닐설폰
0.05 이하
4,4‘-디히드록시디페닐설폰
0.05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4,4‘-디클로로디페닐설폰 : Ⅳ. 2. 2-42 4,4‘-디클로로디페닐
설폰 시험법
마) 4,4‘-디히드록시디페닐설폰 : Ⅳ. 2. 2-47 4,4‘-디히드록시디
페닐설폰 시험법
라. 폴리페닐렌설파이드(poly(phenylene sulfide) : PPS)
1) 정의
폴리페닐렌설파이드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1,4-디클로로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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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과 황화나트륨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
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1,4-디클로로벤젠
12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1,4-디클로로벤젠 : Ⅳ. 2. 2-46 1,4-디클로로벤젠 시험법
마. 폴리페닐렌에테르(poly(phenylene ether) : PPE)
1) 정의
폴리페닐렌에테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2,6-디메틸페놀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잔류규격
항목
규격(mg/kg)
휘발성물질
(스티렌, 톨루엔, 에틸벤젠,
5,000 이하
이소프로필벤젠 및
n-프로필벤젠의 합)
3) 용출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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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4) 시험방법
가) 휘발성물질 : Ⅳ. 2. 2-21 휘발성물질 시험법
나)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라)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1-8 염화비닐계
가.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 : PVC)
1) 정의
폴리염화비닐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염화비닐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잔류규격
항목
규격(mg/kg)
염화비닐
1 이하
디부틸주석화합물
50 이하
(이염화디부틸주석으로서)
크레졸인산에스테르
1,000 이하
3)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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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침출용액이 n-헵탄인
경우 150 이하)
디부틸프탈레이트
0.3 이하
벤질부틸프탈레이트
3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1.5 이하
디-n-옥틸프탈레이트
5 이하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및
9 이하(합계로서)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
18 이하
4) 시험방법
가) 염화비닐 : Ⅳ. 2. 2-16 염화비닐 시험법 가. 잔류시험
나) 디부틸주석화합물 : Ⅳ. 2. 2-17 디부틸주석화합물 시험법
다) 크레졸인산에스테르 : Ⅳ. 2. 2-18 크레졸인산에스테르 시험법
라)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마)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바)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사)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n-옥틸프탈레이트,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디이소데실프
탈레이트 및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 : Ⅳ. 2. 2-19 디부틸프
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
-n-옥틸프탈레이트,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디이소데실프
탈레이트 및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 시험법
나. 폴리염화비닐리덴(poly(vinylidene chloride) : PVDC)
1) 정의
폴리염화비닐리덴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염화비닐리덴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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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류규격
3) 용출규격

항목
염화비닐리덴

규격(mg/kg)
6 이하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바륨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4) 시험방법
가) 염화비닐리덴 : Ⅳ. 2. 2-22 염화비닐리덴 시험법
나)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다) 바륨 : Ⅳ. 2. 2-23 바륨 시험법
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마)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1-9 기타
가. 불소수지(fluorocarbon resin : FR)
1) 정의
불소수지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불소를 함유하는 단량
체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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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용출량

30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나. 에폭시수지(epoxy resin)
1) 정의
에폭시수지란 비스페놀 A와 에피클로로히드린 등이 주성분인 중
합체를 말한다.
2) 잔류규격
항목
규격(mg/kg)
아민류
1 이하
(트리에틸아민과 트리부틸아민의 합)
3)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비스페놀 A
2.5 이하
(페놀, 비스페놀 A 및 (다만, 비스페놀
A는 0.6 이하)
p-터셔리부틸페놀의 합)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비스페놀 A
1 이하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과 비스페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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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포함)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과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포함)
에피클로로히드린
4,4’-메틸렌디아닐린

4,4‘-메틸렌디아닐린, 2,4-톨루엔디아민에 한함) 시험법
1 이하
0.5 이하
0.01 이하

4) 시험방법
가) 아민류(트리에틸아민과 트리부틸아민의 합) : Ⅳ. 2. 2-34
아민류(트리에틸아민 및 트리부틸아민에 한함) 시험법
나)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라)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마) 비스페놀 A(페놀, 비스페놀 A 및 p-터셔리부틸페놀의 합) :
Ⅳ. 2. 2-35 비스페놀 A(페놀 및 p-터셔리부틸페놀 포함) 시험법
바)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
화물과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포함) 및 비
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
르 이염화물과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포함) : Ⅳ. 2. 2-44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비스페놀 A 디
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과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포함) 및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과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
에테르 이수화물 포함) 시험법
사) 에피클로로히드린 : Ⅳ. 2. 2-45 에피클로로히드린 시험법
아) 4,4‘-메틸렌디아닐린 : Ⅳ. 2. 2-31 일차방향족아민(아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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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1. 1-9 나. 다음에 “다. 폴리케톤(polyketone)”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 폴리케톤(polyketone)
1) 정의
폴리케톤이란 일산화탄소와 에틸렌 및 프로필렌의 공중합체로,
기본중합체(base polymer) 중 일산화탄소의 함유율이 약 50%
인 합성수지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III. 2.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용출규격
항목
비소
(As2O3로서)
납
총용출량

규격(mg/L)
0.1 이하
1 이하
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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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3. 중 나.와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잔류규격
항목
규격(mg/kg)
고무젖꼭지 이외의 고무제 : 100 이하
납
고무젖꼭지 : 10 이하
고무젖꼭지
이외의 고무제 : 100 이하
카드뮴
고무젖꼭지 : 10 이하
불검출
2-머캅토이미다졸린
(염소를 함유한 고무제에 한함)
1 이하
1,3-부타디엔
(기본중합체 중 1,3-부타디엔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고무제에 한함)
다.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고무젖꼭지 이외의 고무제 : 60 이하
총용출량
고무젖꼭지 : 40 이하
페놀
5 이하
포름알데히드
4 이하
고무젖꼭지
이외의
고무제 : 15 이하
아연
고무젖꼭지 : 1 이하
니트로사민류(N-니트로소디메
틸아민,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N-니트로소디-n-프로필아민,
0.01 mg/kg 이하
N-니트로소디-n-부틸아민,
(고무젖꼭지에 한함)
N-니트로소피페리딘,
N-니트로소피롤리딘,
N-니트로소몰폴린의 합)
니트로사민류 생성
0.1 mg/kg 이하
가능물질(N-니트로소디메틸아
(고무젖꼭지에 한함)
민,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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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니트로소디-n -프로필아민,
N-니트로소디-n-부틸아민,
N-니트로소피페리딘,
N-니트로소피롤리딘,
N-니트로소몰폴린의 합)
III. 4. 중 나.와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잔류규격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식품용 왁스가 사용된 경우에는 다
음의 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성수지제 또는 고무
제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재질의 잔류규격을 적용한다.
항목
규격(mg/L)
PCBs
5 이하
다. 용출규격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 등이 사용
된 경우에는 해당 재질의 용출규격을 적용한다.
항목
규격(mg/L)
비소(As2O3로서)
0.1 이하
납
1 이하
포름알데히드
4 이하
형광증백제
불검출
III. 5. 중 나.와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잔류규격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합성수지제, 고무제 또는 도자기제 등
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재질의 잔류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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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출규격
금속제 중 건조한 식품(유지 및 지방성 식품은 제외)을 내용물로
하는 것과 금속제와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낮은 식품첨가물로 지정된
기체(질소, 산소, 수소,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등)에만 접촉하여
사용되는 기구는 다음 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합성수지제, 고무제 또는 도자기제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재질의 용출규격을 적용한다.
항목
규격(mg/L)
납
0.4 이하
카드뮴
0.1 이하
니켈
0.1 이하
6가크롬
0.1 이하
비소(As2O3로서)
0.2 이하
III. 6. 중 나.와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잔류규격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재질의 잔류규격을 적용한다.
다. 용출규격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재질의 용출규격을 적용한다.
항목
규격(mg/L)
비소
0.1 이하
(As2O3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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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이산화황
오쏘페닐페놀
티아벤다졸
비페닐
이마잘릴

1 이하
12.8 이하
7.3 이하
1.8 이하
0.9 이하
0.6 이하

III. 8. 중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용출규격
항목
비소(As2O3로서)
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규격(mg/L)
0.1 이하
1 이하
10 이하
(다만, 비내수성 용기는
제외)
4 이하
불검출

IV. 1. 더. 중 “사용한다.”를 “사용하며, 납 등의 무기금속류의 경우 시
험결과에 영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시판용 표준용액을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IV. 2. 2-1 가. 4) 가) 중 “백금제, 석영제 또는 내열유리제 도가니에”
를 “도가니에”로 하고, 나) 중 “녹인다. 필요하면 여과하고”를 “녹
이며, 필요시 염산·질산혼합액(3:1)을 소량 넣어 녹인다. 이 액을
여과하고”로 하며, 나. 1) 라) 중 “백금제 또는 석영제의 도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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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를 “도가니에”로 한다.
IV. 2. 2-2 가. 3) 중 “1,000 mL로 한다. 이 액 10 mL를 취하여 100
mL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0.1 M 질산을 가하여 100 mL로 한다.
다시 이 액 5 mL를 취하여 100 mL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0.1 M
질산을 가하여 100 mL로 한 액을 표준용액으로 한다(0.5 μ
g/mL).”를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취하여 200 mL 메스
플라스크에 넣고 0.1 M 질산을 가하여 200 mL로 한 액을 표준용
액으로 한다(5 μg/mL).”로 하고, 4) 중 “조제한 시험용액 2 mL를
취하여 0.1 M 질산을 가하여 20 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
다.”를 “조제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로 하며, 5)의 계산식 중
“200(mL)”을 “20(mL)”로 한다.
IV. 2. 2-6의 표 중 “유지 및 지방성식품”을 “유지 및 지방성식품(식품
전체, 표면 또는 표면일부의 유지 함유량이 20% 이상인 식품)”으로
한다.
IV. 2. 2-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5 착색료 시험법
가. 분석원리
시료에서 용출되는 착색료를 박층크로마토그래프, 여지크로마토
그래프,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등으로 분석한다.
나. 산성색소
물을 침출용액으로 하여 시료에서 용출된 색소를 산성 상태에서
탈지양모에 염색된 산성색소에 적용한다.
1)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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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리카겔 또는 폴리아미드 박층 : 박층크로마토그래피용
나) 여지(거름종이) : 여지크로마토그래피용
다) 전개조
라) 액체크로마토그래프-광다이오드배열 검출기(HPLC-PDA)
2) 시약 및 시액
가) 탈지양모
(1) 1법 : 백색양모 100 g을 강암모니아수 1∼4 mL를 적당히 물
로 희석한 용액 중에 담그고 가끔 저으면서 45℃에서 30∼60
분간 방치한 다음 건져내어 가볍게 짜고 다음에 희석한 암모
니아수(1→100)에 잠시 방치하였다가 건져내어 처음에는 온
탕, 다음에는 냉수로 씻고 가볍게 짜서 바람에 말린다.
(2) 2법 : 속슬렛추출장치에서 석유 에테르로 백색양모를 충분히
탈지한 다음 에테르를 실온에서 증발시켜 물로 충분히 씻고
가볍게 짜서 바람에 말린다.
나) 전개용매
(1) 박층크로마토그래피(실리카겔 박층)
(가) 초산에틸：메탄올：28% 암모니아수(4.5:1:1 또는 3:1:1)
(나) 아밀알코올：에탄올：28% 암모니아수(10:10:1)
(다) 메틸에틸케톤：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에탄올：28%
암모니아수(20:15:12:1)
(2) 박층크로마토그래피(폴리아미드 박층)
(가) 메탄올：에탄올：이소아밀알코올：28% 암모니아수(15:10:5:3)
(나) 피리딘：메탄올：28% 암모니아수：물(5:6:1:16)
(3) 여지크로마토그래피
(가) 아세톤：이소아밀알코올：물(6：5：5)
(나) n-부탄올：무수에탄올：1% 암모니아수(6：2：3)
(다) 25% 에탄올용액：5% 암모니아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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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색소표준용액 : 색소표준원액을 물에 녹여 적정 농도가 되도
록 희석하여 사용한다. 단, 4) 시험조작 중 다)항에 따를 경우
색소표준원액을 10 mM 아세트산암모늄 용액으로 희석하여 사
용한다.
3) 시험용액의 조제
물을 침출용액으로 하여 2-6 재질별 용출시험용액의 조제에 따
라 조제한 액 20 mL에 1%초산 1 mL를 가하고 탈지양모 0.1 g
을 넣고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수욕 중에서 30분간 가온한 다음
양모를 건져내어, 양모가 염색되지 않으면 불검출로 하고 양모가
염색되면 이 염색된 양모를 1% 암모니아용액 5 mL 중에 넣고
30분간 가온한 다음 양모를 건져내고 초산으로 중화하여 농축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4) 시험조작
가) 박층크로마토그래피
실리카겔 또는 폴리아미드 박층의 하단에서 2 cm의 일직선상
에 시험용액 및 색소표준용액을 직경 약 3 mm로 1 cm의 간
격으로 찍고 말린다. 이를 박층의 하단 0.5∼1 cm를 전개용매
에 담그고 8∼15 cm 전개시킨다. 전개가 끝나면 시험용액과
색소표준용액에서 얻은 반점의 위치와 색을 자연광 및 자외선
(약 365 nm) 조사 하에서 비교 관찰한다.
나) 여지크로마토그래피
크로마토그래피용 여과지의 끝에서 40 mm의 곳에 연필로 줄
을 긋고 그 위에 시험용액과 색소표준용액을 각각 20 mm의
간격으로 미량 피펫 또는 모세관으로 직경 약 5 mm의 원이
되게 찍고 말린다. 이 여과지를 규정의 전개용매를 넣은 용기
에 여과지가 기벽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수직으로 매달고
하단 약 10 mm를 전개용매 중에 담그고 뚜껑을 닫고 방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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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매가 반점에서 13∼25 cm의 높이까지 상승하였을 때 여
과지를 건져내어 말린 다음 시험용액과 색소표준용액으로부터
전개된 반점의 위치와 색을 자연광 및 자외선(약 365 nm) 조
사 하에서 비교 관찰한다.
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피
(1) 측정조건
- 칼럼 : C18(4.6 mm I.D. × 250 mm, 5 μ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 칼럼온도 : 40℃
- 검출기 : 광다이오드배열 검출기(PDA, 파장 : 350∼650 nm)
- 이동상 : A : 10 mM 아세트산암모늄 용액, B : 아세토니트릴
- 농도기울기 : A : B(95 : 5)에서 A : B(50 : 50)까지의 직선
농도기울기를 30분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 유속 : 분당 1 mL
(2) 정성시험
시험용액, 표준용액 각각 10 μL씩 사용하여 (1) 측정조건에
따라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하고, 시험용액 크로마토그램의
피크검출시간과 표준용액 크로마토그램의 각 성분의 피크검
출시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정량시험
(2) 정성시험에서 시험용액 크로마토그램의 피크검출시간과
표준용액 크로마토그램의 각 성분의 피크검출시간이 일치할
때에는 (2) 정성시험에서 얻어진 시험결과를 토대로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 크로마토그램의 각 성분의 피크면적을 측정하여
미리 작성한 검량선을 이용하여 시험용액 중 착색료의 양을
구한다.
다. 모든 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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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재질별 용출시험용액의 조제에 따라 용출된 착색료에 적용
한다.
1) 장치
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프-광다이오드배열 검출기
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
2) 표준용액
색소표준품 10 mg씩 정밀히 달아 메탄올에 녹여 10 mL로 한
액을 각각의 표준원액으로 한다(1,000 mg/L). 표준원액 0.1 mL
를 취하여 10 mL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메탄올을 가하여 10 mL
로 한다(10 mg/L). 이 액 0.1 mL를 취하여 10 mL 메스플라스크
에 넣고 메탄올을 가하여 10 mL로 한 액을 표준용액으로 한다
(0.1 mg/L).
3) 시험용액의 조제
2-6 재질별 용출시험용액의 조제에 따라 조제한 액을 시험용액
으로 한다. 다만, 침출용액으로 n-헵탄을 사용하여 조제한 시험
용액의 경우 시험용액 2 mL를 취하여 40℃에서 질소 건고한 후
메탄올 2 mL를 가하여 잔류물을 녹여 최종 시험용액으로 한다.
4) 시험조작
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1) 측정조건
- 칼럼 : C18(3.0 mm I.D. × 150 mm, 3 μ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 칼럼온도 : 35℃
- 검출기 : 광다이오드배열 검출기(파장 : 350∼650 nm)
- 이동상 : A : 0.1% 개미산, B : 메탄올
- 농도기울기 : A : B(100 : 0)에서 A : B(0 : 100)까지의 직선
농도기울기를 30분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 유속 : 분당 0.3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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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성시험
시험용액, 표준용액 각각 10 μL씩 사용하여 (1) 측정조건에 따
라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하고, 시험용액 크로마토그램의 피
크검출시간과 표준용액 크로마토그램의 각 성분의 피크검출시
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정량시험
(2) 정성시험에서 시험용액 크로마토그램의 피크검출시간과 표
준용액 크로마토그램의 각 성분의 피크검출시간이 일치할 때
에는 (2) 정성시험에서 얻어진 시험결과를 토대로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 크로마토그램의 각 성분의 피크면적을 측정하여 미
리 작성한 검량선을 이용하여 시험용액 중 착색료의 양을 구
한다.
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
(1) 측정조건
- 칼럼 : C18(2.1 mm I.D. × 50 mm, 1.8 μ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 칼럼온도 : 35℃
- 검출기 : 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
· Ionization : ESI (positive)
· Ion source Temperature : 200 ℃
· Collision gas : N2
· Collision Voltage : 10∼100 V
- 이동상 : A : 0.1% 개미산, B : 메탄올
- 농도기울기 : A : B(100 : 0)에서 A : B(0 : 100)까지의 직선
농도기울기를 30분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 유속 : 분당 0.3 mL
※ 색소 및 질량분석기 특이이온(예시)
물질명
Precursor Ion Fra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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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Solvent Yellow 14
Solvent Yellow 16
Solvent Yellow 33
Solvent Yellow 56
Solvent Yellow 82
Solvent Yellow 93
Solvent Yellow 98
Solvent Yellow 114
Solvent Yellow 185
Solvent Green 3
Solvent Green 5
Solvent Orange 3
Solvent Orange 7
Solvent Orange 60
Solvent Orange 63
Solvent Orange 86
Solvent Red 1
Solvent Red 3
Solvent Red 23
Solvent Red 24
Solvent Red 26
Solvent Red 27
Solvent Red 48
Solvent Red 111
Solvent Red 122
Solvent Red 135
Solvent Red 179
Solvent Red 195
Solvent Red 197
Solvent Red 242
Solvent Violet 11
Solvent Violet 13
Solvent Violet 59
Solvent Blue 35
Solvent Blue 36
Solvent Blue 97
Solvent Blue 101
Solvent Blue 104
Solvent Black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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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249.1
279.1
274.1
254.2
695.1
359.2
556.8
290.1
334.2
419.2
453.2
213.1
277.1
271.1
337.1
240.9
278.8
293.1
353.0
381.1
395.0
409.2
786.6
237.8
728.0
408.9
321.1
500.2
382.2
296.7
239.1
329.9
423.1
351.2
323.0
531.1
419.2
475.2
457.2

Ion (m/z)
93.0, 186.9
93.1, 148.9
104.9, 76.8
77.0, 133.9
373.9, 120.0
77.0, 132.8
103.8, 380.9
215.9, 241.9
290.1, 233.8
293.0, 106.9
295.0, 99.8
77.0, 120.7
121.2, 198.9
243.0, 139.9
307.9, 275.9
181.0, 162.9
123.2, 107.7
121.1, 76.8
77.0, 127.8
91.0, 223.8
349.1, 316.8
104.8, 91.0
742.5, 701.4
223.0, 219.9
390.2
236.8, 331.0
292.0, 263.8
186.1, 215.2
338.1, 309.4
253.0, 239.8
166.1, 139.1
312.2, 252.1
346.0, 240.9
251.0, 294.0
265.2, 280.0
383.0, 516.5
327.1, 106.8
355.0, 106.8
194.2, 246.3

40 Solvent Black 27

423.2

358.9, 409.0

(2) 정성시험
시험용액, 색소표준용액을 각각 10 μL씩 사용하여 1) 액체크로
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 측정조건에 따라 액체크로
마토그래피/질량분석을 행하고, 시험용액 크로마토그램의 피크
검출시간과 표준용액 크로마토그램의 각 성분의 피크검출시간
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정량시험
(2) 정성시험에서 시험용액 크로마토그램의 피크검출시간과 표
준용액 크로마토그램의 각 성분의 피크검출시간이 일치할 때
에는 (2) 정성시험에서 얻어진 시험결과를 토대로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 크로마토그램의 각 성분의 피크면적을 측정하여 미
리 작성한 검량선을 이용하여 시험용액 중 착색료의 양을 구
한다.
IV. 2. 2-23 다. 중 “0.1 M 질산을 가하여”를 “4%초산을 가하여”로 한다.
IV. 2. 2-40 마. 중 “따라 조제한다”를 “따르며, 조제 시 적절한 뚜껑을
덮고 침출용액이 휘발되지 않도록 한 상태를 유지하며 30분간 용
출한 후 상온에서 충분히 식힌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로 한다.
IV. 2. 2-44 나. 중 “액체크로마토그래프”를 “액체크로마토그래프/형광
검출기 또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로 하고,
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시험조작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형광검출기 측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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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 C18(4.6 mm I.D. × 250 mm, 5 μ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 칼럼온도 : 40℃
- 검출기 : 형광검출기(여기파장 : 275 nm, 형광파장 : 300 nm)
- 이동상 : A : 물, B : 메탄올 또는 아세토니트릴
- 농도기울기 : A : B(60 : 30)에서 A : B(10 : 90)까지의 직선
농도기울기를 50분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 유속 : 분당 1 mL
2)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 측정조건
- 칼럼 : C18(2.1 mm I.D. × 100 mm, 1.8 μ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 칼럼온도 : 40℃
- 검출기 : 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
· Ionization : ESI (positive)
· Ion source Temperature : 500℃
· Collision gas : N2
· Collision Voltage : 10 ∼ 110 V
· 특이이온
Precursor Ion Fragment Ion
(m/z)
(m/z)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
358.1
191.1, 135.0, 161.0
에테르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
430.1
227.0, 135.1, 107.1
에테르 이염화물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
394.1
209.3, 135.0, 107.0
에테르 이수화물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
330.0
163.1, 133.1, 189.0
에테르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
402.0
199.0, 385.0, 181.0
에테르 이염화물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
366.1
349.1, 181.0, 133.1
에테르 이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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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 이동상 : A : 0.01 M 포름산암모늄, B : 메탄올
- 농도기울기 : A : B(55 : 45)에서 A : B(5 : 95)까지 직선
농도기울기를 7분간 실시하고, 3분 동안 A : B(55 : 45)로
조성을 바꾼 후 2분간 유지한다. 필요에 따라 적절히 조절
한다.
- 유속 : 분당 0.3 mL
3) 정성시험
1)에 따를 경우에는 시험용액 및 혼합표준용액을 각각 20 μL
씩, 2)에 따를 경우에는 시험용액 및 혼합표준용액을 각각 10
μL씩 사용하여 1) 또는 2)의 측정조건에 따라 액체크로마토
그래피/형광검출 또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을 행하
고, 시험용액 크로마토그램의 피크검출시간과 혼합표준용액
크로마토그램의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비스페놀 F 디글리
시딜에테르 이염화물 또는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
수화물 피크검출시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4) 정량시험
3) 정성시험에서 시험용액 크로마토그램의 피크검출시간과 혼
합표준용액 크로마토그램의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 비스페놀 A 디글리
시딜에테르 이수화물,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비스페
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 또는 비스페놀 F 디글리시
딜에테르 이수화물 피크검출시간이 일치할 때에는 다음의 시
험을 한다.
3) 정성시험에서 얻어진 시험결과를 토대로 시험용액 크로마
- 56 -

토그램의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비스페놀 A 디글리
시딜에테르 이염화물,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
물,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
테르 이염화물 또는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피크면적을 측정하여 미리 작성한 검량선을 이용하여 시험용
액 중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
에테르 이염화물,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비
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 또는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의 양
을 구한다.
<검량선의 작성>
혼합표준원액을 단계별로 희석하고 1)에 따를 경우에는 시험
용액 및 혼합표준용액을 각각 20 μL씩, 2)에 따를 경우에는
시험용액 및 혼합표준용액을 각각 10 μL씩 사용하여 1) 또는
2)의 측정조건에 따라 액체크로마토그래피/형광검출 또는 액
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을 행하고,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으
로부터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비스페놀 A 디글리시
딜에테르 이염화물,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 또는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의 피
크면적을 측정한 후 이를 각 성분의 농도에 대하여 플롯
(plot)하여 각각의 검량선을 작성한다.
IV. 2. 2-50 라. 중 “조제한 액 1 mL에 4%초산을 가하여 15 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를 “조제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로
하고, 마. 중 “구한다. 다만, 고무젖꼭지 이외의 고무제의 경우 희
석배수 15를 보정한다.”를 “구한다.”로 한다.

IV. 2. 2-55 다. 3) 다음에 4)부터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메틸오렌지시액
메틸오렌지 0.1 g을 물 100 mL에 녹이고 필요하면 여과한다.
5) 0.1 M 치오황산나트륨용액
치오황산나트륨 26 g, 무수탄산나트륨 0.2 g을 새로 끓여서 식힌
물에 녹여 1,000 mL로 한다. 이 액은 때때로 표정하여야 한다.
표정 : 0.1 N 요오드용액을 25 mL를 정확히 취하고 1 M 염산
시액 1 mL를 가한 다음 조제한 0.1 M 치오황산나트륨 용액으로
적정한다(지시약 : 전분시액 4 mL).
6) 0.1 N 요오드용액
요오드 약 14 g, 요오드칼륨 36 g을 물 100 mL에 녹인 액에
녹이고 염산 3방울 및 물을 가하여 1,000 mL로 하여 다음 방법으로
표정한다. 이 액은 때때로 표정하여야 한다.
표정 : 아비산(표준시약)을 가루로 하여 100℃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 다음 약 0.15 g을 달아 이를 1 M 수산화나트륨
용액 20 mL에 필요하면 가열하여 녹인다. 이에 물 약 40 mL 및
메틸오렌지시액 2방울을 가하고 액의 황색이 엷은 홍색이 될
때까지 묽은 염산을 가한다. 이후 탄산수소나트륨 2 g, 물 약
50 mL 및 전분시액 3 mL를 가하여 조제된 요오드용액으로
지속하는 청색을 나타낼 때까지 적정한다.
7) 1 M 염산시액
염산 95 mL를 물로 희석하여 1,000 mL로 한다.
8) 묽은 염산
염산 23.6 mL를 물로 희석하여 100 mL로 한다.
9) 1% 트리에탄올아민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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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에탄올아민 10 g을 물에 녹여 1,000 mL로 만든 후 탈기시킨
것을 이용한다.
10) 3.2 mM 탄산나트륨/1.9 mM 탄산수소나트륨용액
탄산나트륨 0.34 g, 탄산수소나트륨 0.16 g을 물에 녹여 1,000
mL로 한다.
11) 표준용액
아황산수소나트륨 표준품(sodium bisulfite)을 이산화황으로써
100 mg이 되도록 정밀히 달아 1% 트리에탄올아민 용액에 녹여
100 mL로 한 액을 이산화황 표준원액으로 한다(1,000 mg/L). 이 액
1.28 mL를 취하여 1% 트리에탄올아민을 가하여 100 mL로 한
액을 이산화황 표준용액으로 한다(12.8 mg/L). 표준품은 표정하여
사용한다.
표정 : 아황산수소나트륨 표준품 약 500 mg을 정밀히 달아 물에
녹여 100 mL가 되도록 한다. 이 액 10 mL를 플라스크에 취하고
0.1 N 요오드용액 15 mL와 염산 2 mL를 가한 후 0.1 M 치오황산
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한다. 따로 공시험을 행하고 아래식에 따라
계산하여 아황산수소나트륨의 순도(%, SO2)를 구한다.
아황산수소나트륨 순도(%, SO2) = 3.2 × f × (b-a) × 1000/W
a : 시험용액의 0.1 M 치오황산나트륨용액 소비량(mL)
b : 공시험용액의 0.1 M 치오황산나트륨용액 소비량(mL)
f : 0.1 M 치오황산나트륨용액의 역가
W : 아황산수소나트륨 표준품의 양(mg)
마. 시험조작
1) 통기증류알칼리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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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mL 포집용 플라스크에 0.3% 과산화수소수 10 mL를 넣고 메
틸레드ㆍ메틸렌블루혼합시액 3방울 가해준다(용액은 자색). 이어
서 0.001 M 수산화나트륨용액을 1∼2방울 가하여 액의 색이 올
리브그린이 되도록 하고 통기증류장치에 부착시킨다. 통기용 둥
근플라스크에 시험용액 25 mL를 정확히 취하여 가해 주고 이에
에탄올 2 mL, 소포용 실리콘오일 2방울 및 25% 인산 10 mL를
가해 준 다음 신속하게 통기증류장치에 부착시킨다. 유량계를 통
해서 질소가스를 0.5∼0.6 L/분의 속도로 통기하면서 통기용 둥
근플라스크를 30분간 가열한다. 포집용 플라스크를 떼어내고
0.001 M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최초의 올리브그린이 될 때까지
적정한다. 시험용액 대신에 물을 사용하여 공시험을 행한다(다만,
2 μg/mL 미만은 불검출로 한다).
이산화황(μg/mL) = (a-b) ×c f × 32
a : 시험용액의 0.001 M 수산화나트륨용액 소비량(mL)
b : 공시험용액의 0.001 M 수산화나트륨용액 소비량(mL)
c : 증류에 사용한 시험용액의 양(mL)
f : 0.001 M 수산화나트륨용액의 역가
2)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
가) 이온 크로마토그래프 측정조건
- 칼럼 : IonPac AS12A (4.6 mm I.D. × 250 mm, 5 μm) 및
IonPac AG12A guard column (4 mm I.D × 50 m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 Suppressor : ADRS 600(4 m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 칼럼온도 : 30℃
- 이동상 : 3.2 mM 탄산나트륨/1.9 mM 탄산수소나트륨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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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속 : 0.8 mL/min
나) 정성시험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을 각각 50 μL씩 사용하여 가) 이온 크
로마토그래프 측정조건에 따라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하고,
시험용액 크로마토그램의 피크검출시간과 표준용액 크로마토
그램의 아황산이온(SO32-)의 피크검출시간이 일치 하는지 확인
한다.
다) 정량시험
나) 정성시험에서 시험용액 크로마토그램의 피크검출시간과 표
준용액 크로마토그램의 아황산이온 피크검출시간이 일치할 때
에는 다음의 시험을 한다.
나) 정성시험에서 얻어진 시험결과를 토대로 시험용액 크로마
토그램의 아황산이온(SO32-)의 피크면적을 측정하여 미리 작성
한 검량선을 이용하여 시험용액 중 이산화황의 양을 구한다.
<검량선의 작성>
표준원액을 단계별로 희석하고 50 μL씩을 취하여 가) 이온 크
로마토그래프 측정조건에 따라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하고,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으로부터 아황산이온(SO32-)의 피크면적을
측정한 후 이를 이산화황 표준용액의 농도에 대하여 플롯
(plot)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별표3] 다음에 [별표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4]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물리적 재활용 합성수지제 기준
1.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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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재활용 합성수지제는 식품용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합성
수지제로서 수거·선별을 거쳐 분쇄·세척 및 용융 등의 물리적인
재생처리를 통해 기구 및 용기 포장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
상태의 것을 말한다. 다만, 기구 및 용기·포장 중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부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합
성수지를 화학적으로 재생한 원료,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및 공정부산물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제조기준
가. 투입원료
1) 합성수지제를 분쇄·세척하여 제조한 플레이크(flake) 등 투입
원료는「폐기물관리법」등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처리되었음을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재생공정
1) 전체 재생공정, 설비 및 운영조건(온도, 압력, 시간 등) 등은 재
활용 합성수지제의 안전성 및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2) 인위적 오염물질 제거시험 등을 실시하여, 최종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제조 품질 관리 보증을 위하여 표준작업절차서(SOP)를 포함한
위생 및 품질관리사항 등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인위적 오염물질 제거기준
해당 합성수지제에 물리 화학적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화학물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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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원료를 인위적으로 오염시켜 재생공정에 따라 처리를 한 후,
인위적 오염물질 제거시험을 통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
함을 확인함으로써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가. 용출 기준
1) PET의 인위적 오염물질 용출량은 각각 0.01 mg/L 이하이어야
한다.
나. 잔류 기준
1) PET의 인위적 오염물질 용출량은 각각 0.22 mg/kg 이하이어
야 한다.
다. 제거율 기준
1) 인위적 오염물질의 잔류오염물질농도(Cres)는 제거효율을 측정
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잔류오염물질농도(Cres) = 3 mg/kg PET × (1–(제거효율(%)*/100))
* (재생공정 전의인위적 오염물질농도 - 재생공정후의 인위적 오염물질 농도) ÷ 재생공정전의 인위적 오염물질 농도× 100

2) 시험에 사용되는 인위적 오염물질 별로 위해를 무시할 수 있는
농도(Cmod)는 다음 표와 같다.
인위적 오염 물질
분자량(Da)
Cmod(mg/kg PET)
Chlorobenzene
Toluene
Benzophenone
Methyl salicylate
Methyl stearate
Phenylcyclohexane

113
92
182
152
298
160

0.09
0.09
0.16
0.13
0.32
0.14

3) 인위적 오염물질 제거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잔류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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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Cres)와 위해를 무시할 수 있는 농도(Cmod)를 비교하여 아
래와 같이 안전성을 판단한다.
결 과
Cres < Cmod
Cres ≧ Cmod

판 단
안전성 우려 없음
안전성 재검토 필요

라. 인위적 오염물질 제거 시험법
1) 인위적 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
가) 시험에 사용하는 인위적 오염물질 종류는 회수 선별된 합성
수지의 사용 용도, 소비 형태, 회수 방법, 화학적 성질(극성
또는 휘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의
물질별로 각각 1개씩 총 4개 물질과 필요한 경우 중금속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물질 외에 같은 성질의 다른 물질도 사용할 수 있다.
구분
인위적 오염물질
극성·휘발성 물질 Chlorobenzene
비극성·휘발성 물질 Toluene
극성·비휘발성 물질 Benzophenone, Methyl salicylate
비극성·비휘발성 물질 Methyl stearate, Phenylcylcohexane
중금속
Copper(Ⅱ) 2-ethylhexanoate
나) 시험에 사용하는 인위적 오염물질의 농도는 아래와 같다.
다만, PET의 중금속 오염시험의 경우에는 최종 제품이「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제조 가공기준(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은 100 mg/kg 이하)에 적합한 경우 생략이
가능하다.
인위적 오염물질
농도(배합비)
극성·휘발성 물질 Chlorobenzene
10 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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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성·휘발성 물질
극성·비휘발성 물질
비극성·비휘발성 물질
중금속

Toluene
Benzophenone, Methyl salicylate
Methyl stearate, Phenylcylcohexane
Copper(II) 2-ethylhexanoate

10 v/v%
1 v/v%
1 w/w%
1 w/w%

또한, 인위적 오염물질 혼합용액의 제조에 사용하는 용매는 다
음 표와 같다.
용매
농도(배합비)
2-Propanol(Cu(II) 2-ethylhexanoate의 용매) 10 v/v%
Hexane 또는 Heptane(오염물질 전체의 용매) 68 v/v%
다) 인위적 오염물질의 양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법은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시험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동 기준
및 규격의 시험법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인정한 시험방법, 한국산업표준,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CEN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등 국내 외에서 공인된 방법을 사용하
여야 한다. 다만, 공인된 방법이 없거나 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확립된 시험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유럽위원회 JRC(Joint Research Centre) 지침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통해 시험방법의 타당성(Validation)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시험은 신뢰성이 확보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수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시험할 수 있다.
2) 오염 방법 및 재생처리
가) 오염은 조제한 인위적 오염물질 혼합용액을 시료에 충전하거나 시료
전체를 침지시키는 방법으로 행한다. 이때 농도, 온도(4
0℃), 시간(2주간)은 충분히 평형에 도달하도록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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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염시킨 시료를 실제 재생공정과 동등한 조건에서 재생 처리를
한다.
다) 용출시험은 최종제품의 용도(식품의 종류, 사용온도·시간 등)를
고려하여 용출조건(침출용매, 용출온도·시간)을 설정하고 인위적
오염물질의 용출량을 측정한다. 다만, 용출조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시험법보다 완화된 조건을 적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최종 제품 기준
가.「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 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은
해당 사용조건(용도, 사용온도, 사용 식품의 종류 등)에서 안전성
및 품질 등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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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2021- 호, 2021.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II. 1. 나. 2)
다) (2)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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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II. 공통기준 및 규격

II. 공통기준 및 규격

1. 공통제조기준
1. 공통제조기준
가. 원재료 기준
가. 원재료 기준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식품과 접촉하는 7) ---------------------------부분에 제조 또는 수리를 위하여 사용 ---------------------------하는 금속은 납을 0.1% 이상 또는 -- 금속 중 납은 0.10% 이하 또는
안티몬을 5% 이상 함유하여서는 아니 안티몬은 5.0% 이하이어야 하며, -되며, 시험법은 Ⅳ. 2. 2-1 납 시험법 ---------------------------가. 잔류시험 또는 2-10 안티몬 시험법 ---------------------------가. 잔류시험에 따른다.
----------------8)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식품과 접촉하는 8) ---------------------------부분에 사용하는 도금용 주석은 납을 -------------------- 주석 중
0.1% 이상 함유하여서는 아니되며, 납은 0.10%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법은 Ⅳ. 2. 2-1 납 시험법 가. ---------------------------잔류시험에 따른다.
----------------9)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 또는 수리에 9) ---------------------------사용하는 땜납은 납을 0.1% 이상 --------- 땜납 중 납은 0.10% 이
함유하여서는 아니되며, 시험법은 하이어야 하며, ---------------Ⅳ. 2. 2-1 납 시험법 가. 잔류시험에 ---------------------------따른다.
------10) ∼ 11) (생 략)
10) ∼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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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나. 제조·가공 기준
<신 설>
1) ∼ 9) (생 략)
다. 재활용 기준
1)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가공 시
재활용 합성수지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및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
(poly(ethylene naphthalate),
PEN)를 가열,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정제한
후, 이를 다시 중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가공 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신규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는
불순물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된 경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3)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가공 시
다층구조 등의 식품과 직접 접촉
하지 않는 부분에는 재활용 합성
수지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해물질이 이행되어 식품에 혼입될
우려가 없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신 설>

개 정 (안)
나. 제조·가공 기준
1) 공통 기준
가) ∼ 자) (현행 1)∼9)와 같음)
2) 재활용 기준
가)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가공
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재료로
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 부
산물은 불순물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나) 기구 및 용기 포장 제조 가공
시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부분
에는 재활용 합성수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해물질이 이행
되어 식품에 혼입될 우려가 없도
록 제조되어야 한다.
다) 기구 및 용기 포장 제조 가공
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
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재활용 합성수지
를 사용할 수 있다.
(1) 가열·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
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정제한 후,
이를 다시 중합(화학적 재생,
chemical recycling)한 경우
(2) 물리적으로 재생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재질의
재활용 합성수지로서, [별표 4]
기구 및 용기 포장에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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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2. ∼ 7. (생 략)

개 정 (안)
재활용 합성수지제 기준에 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재활용 공정 중 사용하는 원료
(플레이크 등)는「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식품용
재활용 원료로 인정한 것이어야 함
3) 활성·지능 용기·포장 기준
가) 식품의 품질 저하 요인을 제
거 또는 완화시키거나, 식품 신선
도 등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 식품에 직접 접촉되
어 사용되는 용기·포장(이하 “활
성·지능 용기·포장”이라 한다)의
물질은 식품에 이행되지 않도
록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활성·지능
용기·포장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기준 및 규격 범위 내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다. 다만, 식품의
특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 7. (현행과 같음)

III. 재질별 규격

III. 재질별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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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렌-초산비닐 ethylene-vinylacetate EVA
1-1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 : PVC) 가. 공중합체
copolymer
나.
폴리메틸펜텐
polymethylpentene
PMP
가. 정의
1-1 다. 폴리부텐
pol
y
but
e
ne-1
PB-1
폴리염화비닐이란 기본 중합체(base 올레핀계 라. 폴리비닐알코올 poly(vinyl alcohol) PVA
polyethylene
PE
polymer) 중 염화비닐의 함유율이 마.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polypropylene
PP
가. 경화폴리에스터수지 cross-linked polyester resin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나. 부틸렌숙시네이트 butylenesuccinate copolymer PBS
공중합체
나. 잔류규격(mg/kg)
다. 부틸렌숙시네이트- butylenesuccinate-adipate PBSA
아디페이트공중합체 copolymer
1) 염화비닐 : 1 이하
라. 폴리부틸렌
poly(butylene terephthalate) PBT
2) 디부틸주석화합물 : 50 이하(이염 마. 테레프탈레이트
폴리시클로헥산-1,4- poly(cyclohexane-1,4-dimethyle PCT
화디부틸주석으로서)
ne terephthalate)
1-2 바.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
polyarylate
PAR
3) 크레졸인산에스테르 : 1,000 이하 에스테르계 사. 폴리아릴레이트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 poly(ethylene naphthalate) PEN
아. 폴리에틸렌
다. 용출규격(mg/L)
테레프탈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자. 폴리락타이드 polylactide, poly(lactic acid) PLA
1) 납 : 1 이하
카. 폴리카보네이트 polycarbonate
PC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타. 히드록시부틸 hydroxybutyl polyester
HBP
폴리에스테르
3) 총용출량 : 30 이하(다만, 침출용액 파. 히드록시안식향산
폴리에스테르 hydroxybenzoic acid polyester 이 n-헵탄인 경우 150 이하)
가. 메틸메타크릴레이트- methylmethacrylate-acrylonitrile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 -butadiene-styrene copolymer MABS
4) 디부틸프탈레이트 : 0.3 이하
엔-스티렌공중합체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ABS
1-3 나.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5) 벤질부틸프탈레이트 : 30 이하 스티렌계
-스티렌공중합체 copolymer
다. 아크릴로니트릴-스티렌 acrylonitrile-styrene copolymer AS
6)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 1.5 이하
공중합체
라. 폴리메타크릴스티렌 polymethacrylstyrene
MS
7) 디-n-옥틸프탈레이트 : 5 이하
마. 폴리스티렌
polystyrene
PS
polyamide
PA
8)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및 디이소데 1-4 아민계 가.나. 폴리아미드
폴리우레탄
polyurethane
PU
실프탈레이트 : 9 이하(합계로서)
다. 폴리이미드
polyimide
PI
가.
아크릴수지
acr
y
l
i
c
r
e
si
n
1-5 나. 이오노머수지 ionomeric resin
9)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 : 18 이하 아크릴계
다. 폴리아크릴로니트릴 polyacrylonitrile
PAN
라. 시험방법
가. 멜라민수지
melamine-formaldehyde resin MF
1-6 나. 요소수지
urea-formaldhyde resin UF
1) 염화비닐 : Ⅳ. 2. 2-16 염화비닐 알데히드계
다. 페놀수지
phenol-formaldehyde resin PF
시험법 가. 잔류시험
라. 폴리아세탈
polyacetal, polyoxymethylene POM
1-7
가.
폴리아릴설폰
polyacrylsulfone
PASF
2) 디부틸주석화합물 : Ⅳ. 2. 2-17 디

현 행
개 정 (안)
부틸주석화합물 시험법
나.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 polyetheretherketone
PEEK
poly(ether sulfone)
PES
3) 크레졸인산에스테르 : Ⅳ. 2. 2-18 에테르계 다.라. 폴리에테르설폰
폴리페닐렌설파이드 poly(phenylene sulfide) PPS
마. 폴리페닐렌에테르 poly(phenylene ether)
PPE
크레졸인산에스테르 시험법
1-8 가. 폴리염화비닐 poly(vinyl chloride)
PVC
poly(vinylidene chloride) PVDC
4)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염화비닐계 나.가. 폴리염화비닐리덴
불소수지
fluorocarbon resin
FR
출시험
1-9 기타 나. 에폭시수지
epoxy resin
다. 폴리케톤
polyketone
5)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 구조적으로
유사한 것끼리 묶어 중분류한 것으로, 같은
중분류에 있어도 물리·화학적특성이모두유사하지는않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6)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1-1 올레핀계
험법
7)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 가.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ethylene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 vinylacetate copolymer : EVA)
-n-옥틸프탈레이트, 디이소노닐프 1) 정의
탈레이트,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란 에틸렌과
및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 : Ⅳ. 2. 비닐아세테이트와의 공중합으로 얻은
2-19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질부틸 중합체를 말한다.
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 2) 용출규격
트, 디-n-옥틸프탈레이트, 디이소
항목
규격(mg/L)
노닐프탈레이트, 디이소데실프탈레
이트 및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 시
납
1 이하
험법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1-2 폴리에틸렌(polyethylene : PE) 및 비닐아세테이트
12 이하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 PP)
가. 정의
폴리에틸렌이란 기본 중합체(base 3) 가)시험방법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polymer) 중 에틸렌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하며, 폴리프 나) 용출시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로필렌이란 기본 중합체(base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polymer) 중 프로필렌의 함유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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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성수지제

행

개 정 (안)
1. 합성수지제
중분류

재질명

현 행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나. 용출규격(mg/L)
건조식품의 방습유지 등을 위하여 수
용성 물질(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허
용되어 있는 물질에 한한다)이 사용된
경우에는 총용출량 및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의 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납 : 1 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3) 총용출량 : 30 이하(다만, 사용온도
가 100℃ 이하로 침출용액이 n-헵
탄인 경우 150 이하)
4) 1-헥센 : 3 이하(폴리에틸렌에 한
한다)
5) 1-옥텐 : 15 이하(폴리에틸렌에 한
한다)
다. 시험방법
1)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출시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3)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험법
4) 1-헥센 및 1-옥텐 : Ⅳ. 2. 2-20 1헥센 및 1-옥텐 시험법
1-3 폴리스티렌(polystyrene : PS)
가. 정의

개 정 (안)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비닐아세테이트 : Ⅳ. 2. 2-37 비
닐아세테이트 시험법
나. 폴리메틸펜텐(polymethylpentene : PMP)
1) 정의
폴리메틸펜텐이란 기본 중합체
(base polymer) 중메틸펜텐의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30 이하
(다만, 침출용액이
총용출량 n-헵탄인
경우 120
이하)
1-메틸-1-펜텐
0.05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4-메틸-1-펜텐 : Ⅳ. 2. 2-33 4메틸-1-펜텐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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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티렌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스티렌 또는 α-메틸스티
렌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
제를 말하며, 발포 폴리스티렌을 포함
한다.
나. 잔류규격(mg/kg)
1) 휘발성물질(스티렌, 톨루엔, 에틸벤
젠, 이소프로필벤젠 및 n-프로필벤
젠의 합) : 5,000 이하 (다만, 열탕을
사용하는 발포 폴리스티렌의 경우
휘발성물질의 총량은 2,000 이하이
어야 하며, 그 중 스티렌 및 에틸벤
젠은 각각 1,000 이하)
다. 용출규격(mg/L)
1) 납 : 1 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3) 총용출량 : 30 이하(다만, 침출용액
이 n-헵탄인 경우 240 이하)
라. 시험방법
1) 휘발성물질 : Ⅳ. 2. 2-21 휘발성물
질 시험법
2)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출시험
3)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4)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험법

개 정 (안)
다. 폴리부텐(polybutene-1 : PB-1)
1) 정의
폴리부텐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부텐-1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
10 이하
비량
30 이하
(다만, 사용온도가 100℃
이하로 침출용액이
n-헵탄인
경우 150
총용출량
이하, 사용온도가
100℃를 초과하고
침출용액이 n-헵탄인
경우 120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폴리비닐알코올(poly(vinyl alcohol) : PVA)
1) 정의
1-4 폴리염화비닐리덴(poly(vinylidene 폴리비닐알코올이란 기본 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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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oride) : PVDC)
가. 정의
폴리염화비닐리덴이란 기본 중합체
(base polymer) 중 염화비닐리덴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나. 잔류규격(mg/kg)
1) 염화비닐리덴 : 6 이하
다. 용출규격(mg/L)
1) 납 : 1 이하
2) 바륨 : 1 이하
3)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4) 총용출량 : 30 이하
라. 시험방법
1) 염화비닐리덴 : Ⅳ. 2. 2-22 염화비
닐리덴 시험법
2)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출시험
3) 바륨 : Ⅳ. 2. 2-23 바륨 시험법
4)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5)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험법

개 정 (안)
(base polymer) 중 비닐알코올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비닐아세테이트
12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비닐아세테이트 : Ⅳ. 2. 2-37 비
닐아세테이트 시험법

마. 폴리에틸렌(polyethylene : PE)
1) 정의
폴리에틸렌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에틸렌의 함유율이
1-5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ethyleneterephthalate) : PET)
2) 용출규격
가. 정의
건조식품의 방습유지 등을 위하여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란 기본 중 수용성 물질(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합체(base polymer) 중 테레프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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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테레프탈산메틸에스테르와 에틸
렌글리콜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나. 용출규격(mg/L)
1) 납 : 1 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3) 총용출량 : 30 이하
4) 안티몬 : 0.04 이하
5) 게르마늄 : 0.1 이하
6) 테레프탈산 : 7.5 이하
7) 이소프탈산 : 5 이하
8) 아세트알데히드 : 6 이하
다. 시험방법
1)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출시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3)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험법
4) 안티몬 : Ⅳ. 2. 2-10 안티몬 시험
법 나. 용출시험
5) 게르마늄 : Ⅳ. 2. 2-24 게르마늄
시험법
6)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 Ⅳ. 2.
2-25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시험법
7) 아세트알데히드 : IV. 2. 2-57 아세
트알데히드 시험법

개 정 (안)
허용되어 있는 물질에 한한다)이
사용된 경우에는 총용출량 및 과망간산
칼륨소비량의 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30 이하
(다만, 사용온도가
총용출량
100℃ 이하로
침출용액이 n-헵탄인
경우 150 이하)
1-헥센
3 이하
1-옥텐
15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1-헥센 및 1-옥텐 : Ⅳ. 2. 2-20
1-헥센 및 1-옥텐 시험법
바.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 PP)
1) 정의
폴리프로필렌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프로필렌의 함유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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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페놀수지(phenol-formaldehyde resin : PF)
가. 정의
페놀수지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페놀과 포름알데히드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
성수지제를 말한다.
나. 용출규격(mg/L)
1) 납 : 1 이하
2) 총용출량 : 30 이하
3) 페놀 : 5 이하
4) 포름알데히드 : 4 이하
다. 시험방법
1)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출시험
2)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험법
3) 페놀 : Ⅳ. 2. 2-26 페놀 시험법
4) 포름알데히드 : Ⅳ. 2. 2-27 포름알
데히드 시험법

개 정 (안)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건조식품의 방습유지 등을 위하여
수용성 물질(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어 있는 물질에 한한다)이
사용된 경우에는 총용출량 및 과망간산
칼륨소비량의 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30 이하
(다만, 사용온도가
총용출량
100℃ 이하로
침출용액이 n-헵탄인
경우 150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1-7 멜라민수지(melamine-formaldehyde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resin : MF)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가. 정의
시험법
멜라민수지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 1-2 에스테르계
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가. 경화폴리에스터수지
나. 용출규격(mg/L)
(cross-linked polyester resin)
1) 납 : 1 이하
1)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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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용출량 : 30 이하
3) 페놀 : 5 이하
4) 포름알데히드 : 4 이하
5) 멜라민∶2.5 이하
다. 시험방법
1)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출시험
2)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험법
3) 페놀 : Ⅳ. 2. 2-26 페놀 시험법
4) 포름알데히드 : Ⅳ. 2. 2-27 포름알
데히드 시험법
5) 멜라민 : Ⅳ. 2. 2-28 멜라민 시험
법
1-8 요소수지(urea-formaldehyde resin : UF)
가. 정의
요소수지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우레아와 포름알데히드
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나. 용출규격(mg/L)
1) 납 : 1 이하
2) 총용출량 : 30 이하
3) 페놀 : 5 이하
4) 포름알데히드 : 4 이하
다. 시험방법
1)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출시험

개 정 (안)
경화폴리에스터수지란 기본 중합체
(base polymer) 중 폴리올 또는
에폭사이드와 불포화 이염기산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테레프탈산
7.5 이하
이소프탈산
5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 Ⅳ.
2. 2-25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시험법
나. 부틸렌숙시네이트 공중합체
(butylenesuccinate copolymer : PBS)
1) 정의
부틸렌숙시네이트 공중합체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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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험법
3) 페놀 : Ⅳ. 2. 2-26 페놀 시험법
4) 포름알데히드 : Ⅳ. 2. 2-27 포름알
데히드 시험법
1-9 폴리아세탈
(polyacetal, polyoxymethylene(POM))
가. 정의
폴리아세탈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포름알데히드와 트리옥
시메틸렌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나. 용출규격(mg/L)
1) 납 : 1 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3) 총용출량 : 30 이하
4) 포름알데히드 : 4 이하
다. 시험방법
1)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출시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3)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험법
4) 포름알데히드 : Ⅳ. 2. 2-27 포름알
데히드 시험법
1-10 아크릴수지(acrylic resin)

개 정 (안)
중합체(base polymer) 중 호박산 및
1,4-부탄디올의 공중합물질의 함유율이
6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가) 전분을 함유하지 않은 경우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1,4-부탄디올
5 이하
나) 전분을 함유한 경우
항목
규격(mg/L)
비소
0.1 이하
(As2O3로서)
납
1 이하
10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다만, 비내수성
용기는 제외)
포름알데히드
4 이하
형광증백제
불검출
1,4-부탄디올
5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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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의
아크릴수지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아크릴산, 메타크릴산,
아크릴레이트 또는 메타크릴레이트
등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
제를 말한다.
나. 용출규격(mg/L)
1) 납 : 1 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3) 총용출량 : 30 이하
4) 메틸메타크릴레이트 : 6 이하[다만,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메
틸메타크릴레이트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에 한한다]
다. 시험방법
1)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출시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3)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험법
4) 메틸메타크릴레이트 : Ⅳ. 2. 2-29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시험법

개 정 (안)
라) 1,4-부탄디올 : Ⅳ. 2. 2-41 1,4부탄디올 시험법
마) 비소 : Ⅳ. 2. 2-9 비소 시험법
바) 포름알데히드 : Ⅳ. 2. 2-27 포름
알데히드 시험법
사) 형광증백제 : Ⅳ. 2. 2-53 형광
증백제 시험법

다. 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 공중합체
(butylenesuccinate-adipate copolymer : PBSA)
1) 정의
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 공중합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호박산,
아디핀산 및 1,4-부탄디올의 공중합
물질의 함유율이 60% 이상인 합성
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가) 전분을 함유하지 않은 경우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1,4-부탄디올
5 이하
나)
전분을
함유한
경우
1-11 폴리아미드(polyamide : PA)
가. 정의
항목
규격(mg/L)
폴리아미드란 기본 중합체(base
비소
0.1 이하
polymer) 중 락탐, 아미노카르복실레 (As2O3로서)
납
1 이하
이트 또는 이염기산과 디아민의 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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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
지제를 말한다.
나. 용출규격(mg/L)
1) 납 : 1 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3) 총용출량 : 30 이하
4) 카프로락탐 : 15 이하
5) 일차방향족아민(아닐린, 4,4‘-메틸
렌디아닐린, 2,4-톨루엔디아민의
합) : 0.01 이하
6) 에틸렌디아민 : 12 이하
7) 헥사메틸렌디아민 : 2.4 이하
8) 라우로락탐 : 5 이하
다. 시험방법
1)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출시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3)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험법
4) 카프로락탐 및 라우로락탐 : Ⅳ. 2.
2-30 카프로락탐 및 라우로락탐
시험법
5) 일차방향족아민(아닐린, 4,4‘-메틸
렌디아닐린, 2,4-톨루엔디아민의
합) : Ⅳ. 2. 2-31 일차방향족아민
(아닐린, 4,4‘-메틸렌디아닐린, 2,4톨루엔디아민에 한함) 시험법
6) 에틸렌디아민 및 헥사메틸렌디아민

개 정 (안)

10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다만, 비내수성
용기는 제외)
포름알데히드
4 이하
형광증백제
불검출
1,4-부탄디올
5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1,4-부탄디올 : Ⅳ. 2. 2-41 1,4부탄디올 시험법
마) 비소 : Ⅳ. 2. 2-9 비소 시험법
바) 포름알데히드 : Ⅳ. 2. 2-27 포름
알데히드 시험법
사) 형광증백제 : Ⅳ. 2. 2-53 형광
증백제 시험법
라.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
(poly(butylene terephthalate) : PBT)
1) 정의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테레프탈산
또는 테레프탈산의 디메틸에스테르와
부틸렌글리콜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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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Ⅳ. 2. 2-32 에틸렌디아민 및 헥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사메틸렌디아민 시험법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1-12 폴리메틸펜텐
납
1 이하
(polymethylpentene : PMP)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가. 정의
30 이하
폴리메틸펜텐이란 기본 중합체(base 총용출량
7.5 이하
polymer) 중 메틸펜텐의 함유율이 테레프탈산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이소프탈산
5 이하
나. 용출규격(mg/L)
1,4-부탄디올
5 이하
1) 납 : 1 이하
3) 시험방법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3) 총용출량 : 30 이하(다만, 침출용액 가) 용출시험
이 n-헵탄인 경우 120 이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4) 4-메틸-1-펜텐 : 0.05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시험방법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1)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다) 시험법
출시험
및 이소프탈산 : Ⅳ.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라) 2.테레프탈산
2-25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시험법
3)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마) 산1,4-부탄디올
: Ⅳ. 2. 2-41 1,4험법
4) 4-메틸-1-펜텐 : Ⅳ. 2. 2-33 4-메 부탄디올 시험법
틸-1-펜텐 시험법
마.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
1-13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 PC) (poly(cyclohexane-1,4-dimethylene
terephthalate) : PCT)
가. 정의
정의
폴리카보네이트란 기본 중합체(base 1) 폴리시클로헥산-1,
4-디메틸렌테레프탈
polymer) 중 비스페놀 A와 디페닐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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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네이트 또는 카보닐클로라이드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
성수지제를 말한다.
나. 잔류규격(mg/kg)
1) 아민류(트리에틸아민과 트리부틸아
민의 합) : 1 이하
다. 용출규격(mg/L)
1) 납 : 1 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3) 총용출량 : 30 이하
4) 비스페놀 A(페놀, 비스페놀 A 및
p-터셔리부틸페놀의 합) : 2.5 이
하(다만, 비스페놀 A는 0.6 이하)
5) 디페닐카보네이트 : 0.05 이하
라. 시험방법
1) 아민류(트리에틸아민과 트리부틸아
민의 합) : Ⅳ. 2. 2-34 아민류(트
리에틸아민 및 트리부틸아민에 한
함) 시험법
2)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출시험
3)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4)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험법
5) 비스페놀 A(페놀, 비스페놀 A 및
p-터셔리부틸페놀의 합) : Ⅳ. 2.
2-35 비스페놀 A(페놀 및 p-터셔
리부틸페놀 포함) 시험법

개 정 (안)
레이트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테레프탈산 또는 테레프탈산디메틸
에스테르와 1,4-시클로헥산디메탄올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안티몬
0.04 이하
테레프탈산
7.5 이하
이소프탈산
5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안티몬 : Ⅳ. 2. 2-10 안티몬 시험
법 나. 용출시험
마)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 Ⅳ.
2. 2-25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시험법
바. 폴리아릴레이트(polyarylate : 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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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6) 디페닐카보네이트 : Ⅳ. 2. 2-36 디 1) 정의
페닐카보네이트 시험법
폴리아릴레이트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테레프탈산 또는 이소
1-14 폴리비닐알코올
프탈산과 비스페놀 A의 중합물질의
(poly(vinyl alcohol) : PVA)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가. 정의
말한다.
폴리비닐알코올이란 기본 중합체(base 2) 용출규격
polymer) 중 비닐알코올의 함유율이
항목
규격(mg/L)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납
1 이하
나. 용출규격(mg/L)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1) 납 : 1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테레프탈산
7.5 이하
3) 총용출량 : 30 이하
4) 비닐아세테이트 : 12 이하
이소프탈산
5 이하
비스페놀 A
다. 시험방법
(페놀,
비스페놀 A
2.5 이하
1)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및
(다만,
비스페놀 A는
출시험
0.6 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p-터셔리부틸페놀의
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3)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3)가)시험방법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험법
4) 비닐아세테이트 : Ⅳ. 2. 2-37 비닐 나) 용출시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아세테이트 시험법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1-15 폴리우레탄(polyurethane : PU) 다) 시험법
가. 정의
및 이소프탈산 : Ⅳ.
폴리우레탄이란 기본 중합체(base 라) 2.테레프탈산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
polymer) 중 이소시아네이트와 폴리 산 2-25
시험법
올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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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나. 용출규격(mg/L)
1) 납 : 1 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3) 총용출량 : 30 이하
4) 이소시아네이트 : 0.1 이하
5) 4,4‘-메틸렌디아닐린 : 0.01 이하
다. 시험방법
1)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출시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3)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험법
4) 이소시아네이트 : Ⅳ. 2. 2-38 이소
시아네이트 시험법
5) 4,4‘-메틸렌디아닐린 : Ⅳ. 2. 2-31
일차방향족아민(아닐린, 4,4‘-메틸
렌디아닐린, 2,4-톨루엔디아민에
한함) 시험법

개 정 (안)
마) 비스페놀 A(페놀, 비스페놀 A
및 p-터셔리부틸페놀의 합) : Ⅳ.
2. 2-35 비스페놀 A(페놀 및 p터셔리부틸페놀 포함) 시험법

현 행
3) 총용출량 : 30 이하(다만, 사용온도
가 100℃ 이하로 침출용액이 n-헵
탄인 경우 150 이하, 사용온도가
100℃를 초과하고 침출용액이 n헵탄인 경우 120 이하)
다. 시험방법
1)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출시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3)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험법

개 정 (안)
이트 : Ⅳ. 2. 2-43 2,6-디메틸나
프탈렌디카르복실레이트 시험법
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 ; PET)
1) 정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테레프탈
산 또는 테레프탈산메틸에스테르와
에틸렌글리콜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안티몬
0.04 이하
게르마늄
0.1 이하
테레프탈산
7.5 이하
이소프탈산
5 이하
아세트알데히드
6 이하

사.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
(poly(ethylene naphthalate) : PEN)
1) 정의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란 기본 중
합체(base polymer) 중 2,6-디메틸
나프탈렌디카르복실레이트와 에틸
렌글리콜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2,6-디메틸나프탈렌 0.05 이하
카르복실레이트
1-16 폴리부텐(polybutene-1 : PB-1)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가. 정의
폴리부텐이란 기본 중합체(base 용출시험
polymer) 중 부텐-1의 함유율이 50%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나. 용출규격(mg/L)
시험법
1) 납 : 1 이하
라) 2,6-디메틸나프탈렌디카르복실레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1-17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공중합체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copolymer : ABS) 및 아크릴로니트릴스티렌 공중합체(acrylonitrile-styrene
copolymer : AS)
가. 정의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
중합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스티렌(α-메틸스티렌 포함)과 아크
릴로니트릴의 공중합체에 부타디엔계
고무가 분산된 물질의 함유율이 60% 3) 시험방법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하며, 아크릴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로니트릴-스티렌 공중합체란 기본 중 용출시험
합체(base polymer) 중 스티렌(α-메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틸스티렌 포함)이 50% 이상 함유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중합체에 아크릴로니트릴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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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제를 말한다.
나. 잔류규격(mg/kg)
1) 휘발성물질(스티렌, 톨루엔, 에틸벤
젠, 이소프로필벤젠 및 n-프로필벤
젠의 합) : 5,000 이하
2) 1,3-부타디엔 : 1 이하(아크릴로니
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에
한한다)
다. 용출규격(mg/L)
1) 납 : 1 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3) 총용출량 : 30 이하(다만, 침출용액
이 n-헵탄인 경우 240 이하)
4) 아크릴로니트릴 : 0.02 이하
라. 시험방법
1) 휘발성물질 : Ⅳ. 2. 2-21 휘발성물
질 시험법
2) 1,3-부타디엔 : Ⅳ. 2. 2-39 1,3-부
타디엔 시험법
3)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출시험
4)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5)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험법
6) 아크릴로니트릴 : Ⅳ. 2. 2-40 아크
릴로니트릴 시험법
1-18 폴리메타크릴스티렌

개 정 (안)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안티몬 : Ⅳ. 2. 2-10 안티몬 시
험법 나. 용출시험
마) 게르마늄 : Ⅳ. 2. 2-24 게르마늄
시험법
바)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 Ⅳ.
2. 2-25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
산 시험법
사) 아세트알데히드 : IV. 2. 2-57 아
세트알데히드 시험법
자. 폴리락타이드
(polylactide, poly(lactic acid) : PLA)
1) 정의
폴리락타이드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락트산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가) 전분을 함유하지 않은 경우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나) 전분을 함유한 경우
항목
규격(mg/L)
비소
0.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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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ethacrylstyrene : MS)
가. 정의
폴리메타크릴스티렌이란 기본 중합체
(base polymer) 중 메타크릴산메틸
및 스티렌(α-메틸스티렌 포함)의 함유
율이 각각 20% 이상이고 양자의 합이
6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나. 잔류규격(mg/kg)
1) 휘발성물질(스티렌, 톨루엔, 에틸벤
젠, 이소프로필벤젠 및 n-프로필벤
젠의 합) : 5,000 이하
다. 용출규격(mg/L)
1) 납 : 1 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3) 총용출량 : 30 이하(다만, 침출용액
이 n-헵탄인 경우 240 이하)
4) 메틸메타크릴레이트 : 6 이하[다만,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메
틸메타크릴레이트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에 한한다]
라. 시험방법
1) 휘발성물질 : Ⅳ. 2. 2-21 휘발성물
질 시험법
2)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출시험
3)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4)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험법

개 정 (안)
(As2O3로서)
납
1 이하
10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다만, 비내수성
용기는 제외)
포름알데히드
4 이하
형광증백제
불검출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비소 : Ⅳ. 2. 2-9 비소 시험법
마) 포름알데히드 : Ⅳ. 2. 2-27 포름
알데히드 시험법
바) 형광증백제 : Ⅳ. 2. 2-53 형광증
백제 시험법
차.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 PC)
1) 정의
폴리카보네이트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비스페놀 A와 디페닐
카보네이트 또는 카보닐클로라이드
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
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잔류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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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메틸메타크릴레이트 : Ⅳ. 2. 2-29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시험법
1-19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
(poly(butyleneterephthalate) : PBT)
가. 정의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란 기본 중
합체(base polymer) 중 테레프탈산
또는 테레프탈산의 디메틸에스테르와
부틸렌글리콜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나. 용출규격(mg/L)
1) 납 : 1 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3) 총용출량 : 30 이하
4) 테레프탈산 : 7.5 이하
5) 이소프탈산 : 5 이하
6) 1,4-부탄디올 : 5 이하
다. 시험방법
1)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출시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3)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험법
4)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 Ⅳ. 2.
2-25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시험법
5) 1,4-부탄디올 : Ⅳ. 2. 2-41 1,4-부

개 정 (안)
항목
규격(mg/kg)
아민류
(트리에틸아민과
1 이하
트리부틸아민의 합)
3)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비스페놀 A
이하
(페놀, 비스페놀 A 및 (다만,2.5 비스페놀
p-터셔리부틸페놀의 A는 0.6 이하)
합)
디페닐카보네이트
0.05 이하
4) 시험방법
가) 아민류(트리에틸아민과 트리부틸
아민의 합) : Ⅳ. 2. 2-34 아민류
(트리에틸아민 및 트리부틸아민
에 한함) 시험법
나)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라)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마) 비스페놀 A(페놀, 비스페놀 A
및 p-터셔리부틸페놀의 합) : Ⅳ.
2. 2-35 비스페놀 A(페놀 및 p터셔리부틸페놀 포함)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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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디올 시험법
1-20 폴리아릴설폰
(polyarylsulfone : PASF)
가. 정의
폴리아릴설폰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4,4‘-디클로로디페닐설폰
과 비스페놀 A의 중합물질의 함유율
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나. 용출규격(mg/L)
1) 납 : 1 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3) 총용출량 : 30 이하
4) 비스페놀 A(페놀, 비스페놀 A 및
p-터셔리부틸페놀의 합) : 2.5 이
하(다만, 비스페놀 A는 0.6 이하)
5) 4,4‘-디클로로디페닐설폰 : 0.05 이
하
다. 시험방법
1)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출시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3)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험법
4) 비스페놀 A(페놀, 비스페놀 A 및
p-터셔리부틸페놀의 합) : Ⅳ. 2.
2-35 비스페놀 A(페놀 및 p-터셔
리부틸페놀 포함) 시험법

개 정 (안)
바) 디페닐카보네이트 : Ⅳ. 2. 2-36
디페닐카보네이트 시험법
카.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
(hydroxybutyl polyester : HBP)
1) 정의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3-히드록
시부티르산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타. 히드록시안식향산폴리에스테르
(hydroxybenzoic acid polyester)
1) 정의
히드록시안식향산폴리에스테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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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5) 4,4‘-디클로로디페닐설폰 : Ⅳ. 2.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히
2-42 4,4‘-디클로로디페닐설폰 시 드록시안식향산, 방향족디카보네이
험법
트, 방향족디올의 공중합물질 함유
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
1-21 폴리아릴레이트
한다.
(polyarylate : PAR)
2) 용출규격
가. 정의
항목
규격(mg/L)
폴리아릴레이트란 기본 중합체(base
납
1 이하
polymer) 중 테레프탈산 또는 이소
10 이하
프탈산과 비스페놀 A의 중합물질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30 이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총용출량
말한다.
3) 시험방법
나. 용출규격(mg/L)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1) 납 : 1 이하
용출시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3) 총용출량 : 30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4) 테레프탈산 : 7.5 이하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5) 이소프탈산 : 5 이하
시험법
6) 비스페놀 A(페놀, 비스페놀 A 및
p-터셔리부틸페놀의 합) : 2.5 이 1-3 스티렌계
하(다만, 비스페놀 A는 0.6 이하)
다. 시험방법
가. 메틸메타크릴레이트-아크릴로니트릴
1)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
출시험
(methylmethacrylate-acrylonitrile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butadiene-styrene copolymer : MABS)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1) 정의
3)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메틸메타크릴레이트-아크릴로니트
험법
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란 기
4)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 Ⅳ.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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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시험법
5) 비스페놀 A(페놀, 비스페놀 A 및
p-터셔리부틸페놀의 합) : Ⅳ. 2.
2-35 비스페놀 A(페놀 및 p-터셔
리부틸페놀 포함) 시험법
1-22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
(hydroxybutyl polyester : HBP)
가. 정의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란 기본 중
합체(base polymer) 중 3-히드록시부
티르산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
수지제를 말한다.
나. 용출규격(mg/L)
1) 납 : 1 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3) 총용출량 : 30 이하
다. 시험방법
1)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출시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3)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험법
1-23 폴리아크릴로니트릴
(polyacrylonitrile : PAN)
가. 정의

개 정 (안)
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메타
크릴산,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α-메틸스티렌 포함)의 공중
합물질의 함유율이 60% 이상인 합
성수지제를 말한다.
2) 잔류규격
항목
규격(mg/kg)
휘발성물질
(스티렌, 톨루엔, 에틸벤젠, 5,000 이하
이소프로필벤젠 및
n-프로필벤젠의 합)
1,3-부타디엔
1 이하
3)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6 이하
(다만, 기본 중합체
(base polymer) 중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에 한함)
아크릴로니트릴
0.02 이하
4) 시험방법
가) 휘발성물질 : Ⅳ. 2. 2-21 휘발성
물질 시험법
나) 1,3-부타디엔 : Ⅳ. 2. 2-3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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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아크릴로니트릴이란 기본 중합체
(base polymer) 중 아크릴로니트릴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나. 용출규격(mg/L)
1) 납 : 1 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3) 총용출량 : 30 이하
4) 아크릴로니트릴 : 0.02 이하
다. 시험방법
1)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출시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3)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험법
4) 아크릴로니트릴 : Ⅳ. 2. 2-40 아크
릴로니트릴 시험법
1-24 불소수지(fluorocarbon resin : FR)
가. 정의
불소수지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불소를 함유하는 단량체
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
를 말한다.
나. 용출규격(mg/L)
1) 납 : 1 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3) 총용출량 : 30 이하

개 정 (안)
부타디엔 시험법
다)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마)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바) 메틸메타크릴레이트 : Ⅳ. 2.
2-29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시험법
사) 아크릴로니트릴 : Ⅳ. 2. 2-40 아
크릴로니트릴 시험법
나.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공중합체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copolymer : ABS)
1) 정의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스티렌(α-메틸스티렌
포함)과 아크릴로니트릴의 공중합체
에 부타디엔계 고무가 분산된 물질
의 함유율이 60% 이상인 합성수지
제를 말한다.
2) 잔류규격
항목
규격(mg/kg)
휘발성물질
(스티렌, 톨루엔, 에틸벤젠, 5,000 이하
이소프로필벤젠 및
n-프로필벤젠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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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험방법
1)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출시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3)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험법
1-25 폴리페닐렌에테르
(poly(phenylene ether) : PPE)
가. 정의
폴리페닐렌에테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2,6-디메틸페놀의 함유율
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나. 잔류규격(mg/kg)
1) 휘발성물질(스티렌, 톨루엔, 에틸벤
젠, 이소프로필벤젠 및 n-프로필벤
젠의 합) : 5,000 이하
다. 용출규격(mg/L)
1) 납 : 1 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3) 총용출량 : 30 이하
라. 시험방법
1) 휘발성물질 : Ⅳ. 2. 2-21 휘발성물
질 시험법
2)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출시험
3)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개 정 (안)
1,3-부타디엔
1 이하
3)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30 이하
(다만,
침출용액이
총용출량
n-헵탄인 경우 24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
0.02 이하
4) 시험방법
가) 휘발성물질 : Ⅳ. 2. 2-21 휘발성
물질 시험법
나) 1,3-부타디엔 : Ⅳ. 2. 2-39 1,3부타디엔 시험법
다)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마)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바) 아크릴로니트릴 : Ⅳ. 2. 2-40 아
크릴로니트릴 시험법
다. 아크릴로니트릴-스티렌 공중합체
(acrylonitrile-styrene copolymer : AS)
1) 정의
아크릴로니트릴-스티렌 공중합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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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4)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스
험법
티렌(α-메틸스티렌 포함)이 50% 이
상 함유된 중합체에 아크릴로니트
1-26 이오노머수지(ionomeric resin)
릴이 포함된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가. 정의
2) 잔류규격
이오노머수지란 에틸렌과 메틸아크릴
항목
규격(mg/kg)
산의 공중합체로 카르복실기 그룹에
휘발성물질
아연, 나트륨, 칼륨, 칼슘 및 암모늄 (스티렌, 톨루엔,
등의 이온이 가교된 중합체를 말한다. 에틸벤젠, 이소프로필벤젠 5,000 이하
및 n-프로필벤젠의 합)
나. 용출규격(mg/L)
3) 용출규격
1) 납 : 1 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항목
규격(mg/L)
3) 총용출량 : 30 이하
납
1 이하
다. 시험방법
10 이하
1)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과망간산칼륨소비
량
30 이하
출시험
(다만,
침출용액이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총용출량
n-헵탄인
경우 240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이하)
3)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아크릴로니트릴
0.02 이하
험법
4) 시험방법
가) 휘발성물질 : Ⅳ. 2. 2-21 휘발성
1-27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ethylene-vinylacetate copolymer : EVA) 물질 시험법
나)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가. 정의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란 에틸렌 용출시험
과 비닐아세테이트와의 공중합으로 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얻은 중합체를 말한다.
라)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나. 용출규격(mg/L)
시험법
1) 납 : 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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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3) 총용출량 : 30 이하
4) 비닐아세테이트 : 12 이하
다. 시험방법
1)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출시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3)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험법
4) 비닐아세테이트 : Ⅳ. 2. 2-37 비닐
아세테이트 시험법
1-28 메틸메타크릴레이트-아크릴로니트
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
(methylmethacrylate-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copolymer :
MABS)
가. 정의
메틸메타크릴레이트-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란 기본 중
합체(base polymer) 중 메타크릴산,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α메틸스티렌 포함)의 공중합물질의 함
유율이 6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
한다.
나. 잔류규격(mg/kg)
1) 휘발성물질(스티렌, 톨루엔, 에틸벤
젠, 이소프로필벤젠 및 n-프로필벤

개 정 (안)
마) 아크릴로니트릴 : Ⅳ. 2. 2-40 아
크릴로니트릴 시험법
라. 폴리메타크릴스티렌
(polymethacrylstyrene : MS)
1) 정의
폴리메타크릴스티렌이란 기본 중합
체(base polymer) 중 메타크릴산메
틸 및 스티렌(α-메틸스티렌 포함)의
함유율이 각각 20% 이상이고 양자
의 합이 6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잔류규격
항목
규격(mg/kg)
휘발성물질
(스티렌, 톨루엔, 에틸벤젠, 5,000 이하
이소프로필벤젠 및
n-프로필벤젠의 합)
3)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30 이하
(다만,
침출용액이
총용출량
n-헵탄인 경우 240
이하)
6 이하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다만, 기본 중합체
(base polymer)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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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의 합) : 5,000 이하
2) 1,3-부타디엔 : 1 이하
다. 용출규격(mg/L)
1) 납 : 1 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3) 총용출량 : 30 이하
4) 메틸메타크릴레이트 : 6 이하[다만,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메
틸메타크릴레이트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에 한한다]
5) 아크릴로니트릴 : 0.02 이하
라. 시험방법
1) 휘발성물질 : Ⅳ. 2. 2-21 휘발성물
질 시험법
2) 1,3-부타디엔 : Ⅳ. 2. 2-39 1,3-부
타디엔 시험법
3)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출시험
4)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5)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험법
6) 메틸메타크릴레이트 : Ⅳ. 2. 2-29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시험법
7) 아크릴로니트릴 : Ⅳ. 2. 2-40 아크
릴로니트릴 시험법

개 정 (안)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에 한함)
4) 시험방법
가) 휘발성물질 : Ⅳ. 2. 2-21 휘발성
물질 시험법
나)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라)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마) 메틸메타크릴레이트 : Ⅳ. 2.
2-29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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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의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란 기본 중합
체(base polymer) 중 2,6-디메틸나프
탈렌디카르복실레이트와 에틸렌글리
콜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
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나. 용출규격(mg/L)
1) 납 : 1 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3) 총용출량 : 30 이하
4) 2,6-디메틸나프탈렌디카르복실레이
트 : 0.05 이하
다. 시험방법
1)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출시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3)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험법
4) 2,6-디메틸나프탈렌디카르복실레이
트 : Ⅳ. 2. 2-43 2,6-디메틸나프탈
렌디카르복실레이트 시험법

개 정 (안)
휘발성물질의 총량은
2,000 이하이어야
n-프로필벤젠의 합) 하며, 그 중 스티렌
및 에틸벤젠은 각각
1,000 이하)
3)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
10 이하
량
30 이하
(다만, 침출용액이
총용출량
n-헵탄인 경우 240
이하)
4) 시험방법
가) 휘발성물질 : Ⅳ. 2. 2-21 휘발성
물질 시험법
나)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라)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마. 폴리스티렌(polystyrene : PS)
1) 정의
폴리스티렌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스티렌 또는 α-메틸스
티렌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
수지제를 말하며, 발포 폴리스티렌
을 포함한다.
2) 잔류규격
항목
규격(mg/kg)
휘발성물질
5,000 이하
(스티렌, 톨루엔, (다만, 열탕을
에틸벤젠,
사용하는 발포
1-29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
이소프로필벤젠
및
폴리스티렌의
경우
(poly(ethylenenaphthalate) : PEN)

1-4 아민계
1-30 에폭시수지(epoxy resin)
가. 폴리아미드(polyamide : PA)
가. 정의
에폭시수지란 비스페놀 A와 에피클로 1) 정의
로히드린 등이 주성분인 중합체를 말 폴리아미드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락탐, 아미노카르복실
한다.
레이트 또는 이염기산과 디아민의
나. 잔류규격(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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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민류(트리에틸아민과 트리부틸아
민의 합) : 1 이하
다. 용출규격(mg/L)
1) 납 : 1 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3) 총용출량 : 30 이하
4) 비스페놀 A(페놀, 비스페놀 A 및
p-터셔리부틸페놀의 합) : 2.5 이
하(다만, 비스페놀 A는 0.6 이하)
5)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비
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
화물과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
테르 이수화물 포함) : 1 이하
6)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비스
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
물과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
르 이수화물 포함) : 1 이하
7) 에피클로로히드린 : 0.5 이하
8) 4,4‘-메틸렌디아닐린 : 0.01 이하
라. 시험방법
1) 아민류(트리에틸아민과 트리부틸아
민의 합) : Ⅳ. 2. 2-34 아민류(트
리에틸아민 및 트리부틸아민에 한
함) 시험법
2)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출시험
3)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4)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개 정 (안)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카프로락탐
15 이하
일차방향족아민
(아닐린, 4,4‘-메틸렌디아닐린, 0.01 이하
2,4-톨루엔디아민의 합)
에틸렌디아민
12 이하
헥사메틸렌디아민
2.4 이하
라우로락탐
5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카프로락탐 및 라우로락탐 : Ⅳ.
2. 2-30 카프로락탐 및 라우로락
탐 시험법
마) 일차방향족아민(아닐린, 4,4‘-메
틸렌디아닐린, 2,4-톨루엔디아민
의 합) : Ⅳ. 2. 2-31 일차방향족
아민(아닐린, 4,4‘-메틸렌디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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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험법
린, 2,4-톨루엔디아민에 한함)
5) 비스페놀 A(페놀, 비스페놀 A 및
시험법
p-터셔리부틸페놀의 합) : Ⅳ. 2. 바) 에틸렌디아민 및 헥사메틸렌디
2-35 비스페놀 A(페놀 및 p-터셔
아민 : Ⅳ. 2. 2-32 에틸렌디아민
리부틸페놀 포함) 시험법
및 헥사메틸렌디아민 시험법
6)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비
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 나. 폴리우레탄(polyurethane : PU)
화물과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 1) 정의
테르 이수화물 포함) 및 비스페놀 폴리우레탄이란 기본 중합체(base
F 디글리시딜에테르(비스페놀 F polymer) 중 이소시아네이트와 폴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과 비 리올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화물 포함) : Ⅳ. 2. 2-44 비스페놀 2) 용출규격
A 디글리시딜에테르(비스페놀 A
항목
규격(mg/L)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과 비
납
1 이하
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
10 이하
화물 포함) 및 비스페놀 F 디글리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용출량
30 이하
시딜에테르(비스페놀 F 디글리시
0.1 이하
딜에테르 이염화물과 비스페놀 F 이소시아네이트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포함) 4,4‘-메틸렌디아닐린 0.01 이하
시험법
7) 에피클로로히드린 : Ⅳ. 2. 2-45 에 3)가)시험방법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피클로로히드린 시험법
8) 4,4‘-메틸렌디아닐린 : Ⅳ. 2. 2-31 나) 용출시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일차방향족아민(아닐린, 4,4‘-메틸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렌디아닐린, 2,4-톨루엔디아민에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한함) 시험법
시험법
라) 이소시아네이트 : Ⅳ. 2. 2-38 이
1-31 폴리페닐렌설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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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phenylenesulfide) : PPS)
가. 정의
폴리페닐렌설파이드란 기본 중합체
(base polymer) 중 1,4-디클로로벤젠
과 황화나트륨의 중합물질의 함유율
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나. 용출규격(mg/L)
1) 납 : 1 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3) 총용출량 : 30 이하
4) 1,4-디클로로벤젠 : 12 이하
다. 시험방법
1)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출시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3)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험법
4) 1,4-디클로로벤젠 : Ⅳ. 2. 2-46
1,4-디클로로벤젠 시험법
1-32 폴리에테르설폰
(poly(ethersulfone)：PES)
가. 정의
폴리에테르설폰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4,4‘-디히드록시디페닐설
폰 또는 4,4‘-디히드록시비페닐과
4,4‘-디클로로디페닐설폰의 중합물질
의 함유율이 50% 이상으로, 비스페놀

개 정 (안)
소시아네이트 시험법
마) 4,4‘-메틸렌디아닐린 : Ⅳ. 2.
2-31 일차방향족아민(아닐린,
4,4‘-메틸렌디아닐린, 2,4-톨루엔
디아민에 한함) 시험법
다. 폴리이미드(polyimide : PI)
1) 정의
폴리이미드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방향족 또는 지방족
이무수물(aromatic or aliphatic
dianhydride)과 방향족 또는 지방족
디아민(aromatic or aliphatic
diamine)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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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A의 중합물질이 사용되지 않은 합성
수지제를 말한다.
1-5. 아크릴계
나. 용출규격(mg/L)
가. 아크릴수지(acrylic resin)
1) 납 : 1 이하
1) 정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아크릴수지란 기본 중합체(base
3) 총용출량 : 30 이하
polymer) 중 아크릴산, 메타크릴산,
4) 4,4‘-디클로로디페닐설폰 : 0.05 이 아크릴레이트 또는 메타크릴레이트
하
등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
5) 4,4‘-디히드록시디페닐설폰 : 0.05 지제를 말한다.
이하
2) 용출규격
다. 시험방법
규격(mg/L)
1)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항목
납
1 이하
출시험
10 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총용출량
30 이하
3)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6 이하
(다만, 기본 중합체(base
험법
메틸메타
polymer) 중
4) 4,4‘-디클로로디페닐설폰 : Ⅳ. 2. 크릴레이트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2-42 4,4‘-디클로로디페닐설폰 시
함유율이 50% 이상인
험법
합성수지제에 한함)
5) 4,4‘-디히드록시디페닐설폰 : Ⅳ. 2. 3) 시험방법
2-47 4,4‘-디히드록시디페닐설폰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시험법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1-33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프탈레이트(poly(cyclohexane-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1,4-dimethylene terephthalate) ：PCT) 시험법
가. 정의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 라) 메틸메타크릴레이트 : Ⅳ.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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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트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테레프탈산 또는 테레프탈산디메
틸에스테르와 1,4-시클로헥산디메탄올
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나. 용출규격(mg/L)
1) 납：1 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10 이하
3) 총용출량：30 이하
4) 안티몬：0.04 이하
5) 테레프탈산 : 7.5 이하
6) 이소프탈산 : 5 이하
다. 시험방법
1)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출시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3)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험법
4) 안티몬 : Ⅳ. 2. 2-10 안티몬 시험
법 나. 용출시험
5)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 Ⅳ. 2.
2-25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시험법

개 정 (안)
2-29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시험법
나. 이오노머수지(ionomeric resin)
1) 정의
이오노머수지란 에틸렌과 메틸아크
릴산의 공중합체로 카르복실기 그
룹에 아연, 나트륨, 칼륨, 칼슘 및
암모늄 등의 이온이 가교된 중합체
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현 행
무수물(aromatic or aliphatic
dianhydride)과 방향족 또는 지방족
디아민(aromatic or aliphatic diamine)
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나. 용출규격(mg/L)
1) 납 : 1 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3) 총용출량 : 30 이하
다. 시험방법
1)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출시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3)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험법

개 정 (안)
릴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
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
0.02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아크릴로니트릴 : Ⅳ. 2. 2-40 아
크릴로니트릴 시험법

다. 폴리아크릴로니트릴
(polyacrylonitrile : PAN)
1-34 폴리이미드(polyimide : PI)
1) 정의
가. 정의
폴리아크릴로니트릴이란 기본 중합
폴리이미드란 기본 중합체(base 체(base polymer) 중 아크릴로니트
polymer) 중 방향족 또는 지방족 이

1-35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
(polyetheretherketone : PEEK)
가. 정의
1-6. 알데히드계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이란 기본 중합 가. 멜라민수지
체(base polymer) 중 4,4‘-디할로겐화 (melamine-formaldehyde resin : MF)
디페닐케톤과 히드로퀴논의 중합물질 1) 정의
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 멜라민수지란 기본 중합체(base
를 말한다.
polymer) 중 멜라민과 포름알데히
나. 용출규격(mg/L)
드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
1) 납 : 1 이하
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2) 용출규격
3) 총용출량 : 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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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4) 히드로퀴논 : 0.6 이하
항목
규격(mg/L)
다. 시험방법
납
1 이하
1)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총용출량
30 이하
출시험
페놀
5 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포름알데히드
4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3)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멜라민
2.5 이하
험법
4) 히드로퀴논 : Ⅳ. 2. 2-48 히드로퀴 3)가)시험방법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논 시험법
용출시험
나)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1-36 폴리락타이드
(polylactide, poly(lactic acid) : PLA) 다) 시험법
페놀 : Ⅳ. 2. 2-26 페놀 시험법
가. 정의
포름알데히드 : Ⅳ. 2. 2-27 포름
폴리락타이드란 기본 중합체(base 라) 알데히드
polymer) 중 락트산의 함유율이 50% 마) 멜라민 : Ⅳ.시험법
2. 2-28 멜라민 시험법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나. 용출규격(mg/L)
나. 요소수지(urea-formaldhyde resin : UF)
1) 전분을 함유하지 않은 경우
1) 정의
가) 납 : 1 이하
요소수지란 기본 중합체(base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polymer) 중 우레아와 포름알데히
다) 총용출량 : 30 이하
드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
2) 전분을 함유한 경우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가) 비소 : 0.1 이하(As2O3로서) 2) 상인
용출규격
나) 납 : 1 이하
항목
규격(mg/L)
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납
1 이하
(다만, 비내수성 용기는 제외한다)
라) 포름알데히드 : 4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마) 형광증백제 :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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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험방법
1)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출시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3)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험법
4) 비소 : Ⅳ. 2. 2-9 비소 시험법
5) 포름알데히드 : Ⅳ. 2. 2-27 포름알
데히드 시험법
6) 형광증백제 : Ⅳ. 2. 2-53 형광증백
제 시험법
1-37 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 공중합체
(butylenesuccinate-adipate
copolymer : PBSA) 및 부틸렌숙
시네이트 공중합체(butylenesuccinate
copolymer : PBS)
가. 정의
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 공중합
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호박산, 아디핀산 및 1,4-부탄디올의
공중합물질의 함유율이 6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하며, 부틸렌숙시네이
트 공중합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호박산 및 1,4-부탄디올
의 공중합물질의 함유율이 60% 이상
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나. 용출규격(mg/L)

개 정 (안)

페놀
5 이하
포름알데히드
4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다) 페놀 : Ⅳ. 2. 2-26 페놀 시험법
라) 포름알데히드 : Ⅳ. 2. 2-27 포름
알데히드 시험법
다. 페놀수지(phenol-formaldehyde resin : PF)
1) 정의
페놀수지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페놀과 포름알데히드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
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페놀
5 이하
포름알데히드
4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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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분을 함유하지 않은 경우
가) 납 : 1 이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다) 총용출량 : 30 이하
라) 1,4-부탄디올 : 5 이하
2) 전분을 함유한 경우
가) 비소 : 0.1 이하(As2O3로서)
나) 납 : 1 이하
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다만, 비내수성 용기는 제외한다)
라) 포름알데히드 : 4 이하
마) 형광증백제 : 불검출
바) 1,4-부탄디올 : 5 이하
다. 시험방법
1)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출시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3)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험법
4) 1,4-부탄디올 : Ⅳ. 2. 2-41 1,4-부
탄디올 시험법
5) 비소 : Ⅳ. 2. 2-9 비소 시험법
6) 포름알데히드 : Ⅳ. 2. 2-27 포름알
데히드 시험법
7) 형광증백제 : Ⅳ. 2. 2-53 형광증백
제 시험법
1-38 경화폴리에스터수지

개 정 (안)

시험법
다) 페놀 : Ⅳ. 2. 2-26 페놀 시험법
라) 포름알데히드 : Ⅳ. 2. 2-27 포름
알데히드 시험법
라. 폴리아세탈
(polyacetal, polyoxymethylene(POM))
1) 정의
폴리아세탈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포름알데히드와 트리
옥시메틸렌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포름알데히드
4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포름알데히드 : Ⅳ. 2. 2-27 포름
알데히드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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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cross-linked polyester resin)
가. 정의
1-7 에테르계
경화폴리에스터수지란 기본 중합체 가. 폴리아릴설폰(polyacrylsulfone : PASF)
(base polymer) 중 폴리올 또는 에폭 1) 정의
사이드와 불포화 이염기산의 중합물 폴리아릴설폰이란 기본 중합체(base
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 polymer) 중 4,4‘-디클로로디페닐설
제를 말한다.
폰과 비스페놀 A의 중합물질의 함
나. 용출규격(mg/L)
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1) 납 : 1 이하
말한다.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2) 용출규격
3) 총용출량 : 30 이하
항목
규격(mg/L)
4) 테레프탈산 : 7.5 이하
납
1 이하
5) 이소프탈산 : 5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다. 시험방법
총용출량
30 이하
1)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비스페놀 A
2.5 이하
출시험
(페놀,
비스페놀
A
및
(다만,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p-터셔리부틸페놀의 합) A는 0.비스페놀
6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4,4‘-디클로로디페닐설폰 0.05 이하
3)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3) 시험방법
험법
4)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 Ⅳ. 2.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2-25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시험법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1-39 히드록시안식향산폴리에스테르
시험법
(hydroxybenzoic acid polyester)
라) 비스페놀 A(페놀, 비스페놀 A
가. 정의
히드록시안식향산폴리에스테르란 기 및 p-터셔리부틸페놀의 합) : Ⅳ.
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히드록 2. 2-35 비스페놀 A(페놀 및 p- 108 -

현 행
시안식향산, 방향족디카보네이트, 방
향족디올의 공중합물질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나. 용출규격(mg/L)
1) 납 : 1 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3) 총용출량 : 30 이하
다. 시험방법
1)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
출시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3)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
험법

개 정 (안)
터셔리부틸페놀 포함) 시험법
마) 4,4‘-디클로로디페닐설폰 : Ⅳ. 2.
2-42 4,4‘-디클로로디페닐설폰 시
험법
나.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
(polyetheretherketone : PEEK)
1) 정의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이란 기본 중
합체(base polymer) 중 4,4‘-디할로
겐화디페닐케톤과 히드로퀴논의 중
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
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히드로퀴논
0.6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히드로퀴논 : Ⅳ. 2. 2-48 히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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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퀴논 시험법
다. 폴리에테르설폰(poly(ether sulfone) : PES)
1) 정의
폴리에테르설폰이란 기본 중합체
(base polymer) 중 4,4‘-디히드록시
디페닐설폰 또는 4,4‘-디히드록시비
페닐과 4,4‘-디클로로디페닐설폰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으
로, 비스페놀 A의 중합물질이 사용
되지 않은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4,4‘-디클로로디페닐설폰 0.05 이하
4,4‘-디히드록시디페닐설폰 0.05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4,4‘-디클로로디페닐설폰 : Ⅳ. 2.
2-42 4,4‘-디클로로디페닐설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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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험법
마) 4,4‘-디히드록시디페닐설폰 : Ⅳ.
2. 2-47 4,4‘-디히드록시디페닐설
폰 시험법
라. 폴리페닐렌설파이드
(poly(phenylene sulfide) : PPS)
1) 정의
폴리페닐렌설파이드란 기본 중합체
(base polymer) 중 1,4-디클로로벤
젠과 황화나트륨의 중합물질의 함
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1,4-디클로로벤젠
12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라) 1,4-디클로로벤젠 : Ⅳ. 2.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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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1,4-디클로로벤젠 시험법
마. 폴리페닐렌에테르
(poly(phenylene ether) : PPE)
1) 정의
폴리페닐렌에테르란 기본 중합체
(base polymer) 중 2,6-디메틸페놀
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
제를 말한다.
2) 잔류규격
항목
규격(mg/kg)
휘발성물질
(스티렌, 톨루엔, 에틸벤젠, 5,000 이하
이소프로필벤젠 및
n-프로필벤젠의 합)
3)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4) 시험방법
가) 휘발성물질 : Ⅳ. 2. 2-21 휘발성
물질 시험법
나)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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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라)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1-8 염화비닐계
가.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 : PVC)
1) 정의
폴리염화비닐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염화비닐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잔류규격
항목
규격(mg/kg)
염화비닐
1 이하
디부틸주석화합물
(이염화디부틸주석으로서) 50 이하
크레졸인산에스테르 1,000 이하
3)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30 이하
(다만,
총용출량
침출용액이
n-헵탄인 경우
150 이하)
디부틸프탈레이트
0.3 이하
벤질부틸프탈레이트
3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1.5 이하
디-n-옥틸프탈레이트
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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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및
9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이하(합계로서)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 18 이하
4) 시험방법
가) 염화비닐 : Ⅳ. 2. 2-16 염화비닐
시험법 가. 잔류시험
나) 디부틸주석화합물 : Ⅳ. 2. 2-17
디부틸주석화합물 시험법
다) 크레졸인산에스테르 : Ⅳ. 2.
2-18 크레졸인산에스테르 시험법
라)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마)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바)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사)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
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n-옥틸프탈레이트, 디이소노
닐프탈레이트, 디이소데실프탈레
이트 및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 :
Ⅳ. 2. 2-19 디부틸프탈레이트, 벤
질부틸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
탈레이트, 디-n-옥틸프탈레이트,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디이소데
실프탈레이트 및 디에틸헥실아디
페이트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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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나. 폴리염화비닐리덴
(poly(vinylidene chloride) : PVDC)
1) 정의
폴리염화비닐리덴이란 기본 중합체
(base polymer) 중 염화비닐리덴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잔류규격
항목
규격(mg/kg)
염화비닐리덴
6 이하
3)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바륨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4) 시험방법
가) 염화비닐리덴 : Ⅳ. 2. 2-22 염화
비닐리덴 시험법
나)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다) 바륨 : Ⅳ. 2. 2-23 바륨 시험법
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마)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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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1-9 기타
가. 불소수지(fluorocarbon resin : FR)
1) 정의
불소수지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불소를 함유하는 단량
체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
지제를 말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나. 에폭시수지(epoxy resin)
1) 정의
에폭시수지란 비스페놀 A와 에피클
로로히드린 등이 주성분인 중합체
를 말한다.
2) 잔류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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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항목
규격(mg/kg)
아민류
(트리에틸아민과
1 이하
트리부틸아민의 합)
3)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2.5 이하
비스페놀 A
(다만,
(페놀, 비스페놀 A 및 비스페놀
p-터셔리부틸페놀의 합) A는 0.6
이하)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1 이하
이염화물과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포함)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1 이하
이염화물과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포함)
에피클로로히드린
0.5 이하
4,4’-메틸렌디아닐린 0.01 이하
4)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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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가) 아민류(트리에틸아민과 트리부틸
아민의 합) : Ⅳ. 2. 2-34 아민류
(트리에틸아민 및 트리부틸아민
에 한함) 시험법
나)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라)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마) 비스페놀 A(페놀, 비스페놀 A
및 p-터셔리부틸페놀의 합) : Ⅳ.
2. 2-35 비스페놀 A(페놀 및 p터셔리부틸페놀 포함) 시험법
바)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과 비스페놀 A 디글리
시딜에테르 이수화물 포함) 및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비
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
화물과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
테르 이수화물 포함) : Ⅳ. 2.
2-44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
테르(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
테르 이염화물과 비스페놀 A 디
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포함)
및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과 비스페놀 F 디글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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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신 설>

행

개 정 (안)
딜에테르 이수화물 포함) 시험법
사) 에피클로로히드린 : Ⅳ. 2. 2-45
에피클로로히드린 시험법
아) 4,4‘-메틸렌디아닐린 : Ⅳ. 2.
2-31 일차방향족아민(아닐린,
4,4‘-메틸렌디아닐린, 2,4-톨루엔
디아민에 한함) 시험법
다. 폴리케톤(polyketone)
1) 정의
폴리케톤이란 일산화탄소와 에틸렌
및 프로필렌의 공중합체로, 기본중
합체 (base polymer) 중 일산화탄소
의 함유율이 약 50%인 합성수지를 말
한다.
2)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3) 시험방법
가)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다)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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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2. 가공셀룰로스제
가. (생 략)
나. 용출규격(mg/L)
1) 비소 : 0.1 이하(As2O3로서)
2) 납 : 1 이하
3) 총용출량 : 30 이하
다. (생 략)

개 정 (안)
2. 가공셀룰로스제
가. (현행과 같음)
나. 용출규격
항목
비소(As2O3로서)
납
총용출량
다. (현행과 같음)

3. 고무제
3. 고무제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잔류규격(mg/kg)
나. 잔류규격
1) 납
항목
가) 고무젖꼭지 이외의 고무제 : 100
이하
납
나) 고무젖꼭지 : 10 이하
2) 카드뮴
가) 고무젖꼭지 이외의 고무제 : 100
카드뮴
이하
나) 고무젖꼭지 : 10 이하
3) 2-머캅토이미다졸린(염소를 함유한 2-머캅토이미다졸린
고무제에 한한다) : 불검출
4) 1,3-부타디엔 : 1 이하[다만,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1,3-부타 1,3-부타디엔
디엔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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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mg/L)
0.1 이하
1 이하
30 이하

규격(mg/kg)
고무젖꼭지 이외의
고무제 : 100 이하
고무젖꼭지 : 10
이하
고무젖꼭지 이외의
고무제 : 100 이하
고무젖꼭지 : 10
이하
불검출
(염소를 함유한
고무제에 한함)
1 이하
(기본중합체 중
1,3-부타디엔의

현 행
무제에 한한다]
다. 용출규격
1) 납 : 1 mg/L 이하
2) 총용출량
가) 고무젖꼭지 이외의 고무제 : 60
mg/L 이하
나) 고무젖꼭지 : 40 mg/L 이하
3) 페놀 : 5 mg/L 이하
4) 포름알데히드 : 4 mg/L 이하
5) 아연
가) 고무젖꼭지 이외의 고무제 : 15
mg/L 이하
나) 고무젖꼭지 : 1 mg/L 이하
6) 니트로사민류(N-니트로소디메틸아
민,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N-니
트로소디-n-프로필아민, N-니트
로소디-n-부틸아민, N-니트로소
피페리딘, N-니트로소피롤리딘,
N-니트로소몰폴린의 합) : 0.01
mg/kg 이하(고무젖꼭지에 한한다)
7)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N-니
트로소디메틸아민, N-니트로소디
에틸아민, N-니트로소디-n -프로
필아민, N-니트로소디-n-부틸아
민, N-니트로소피페리딘, N-니트
로소피롤리딘, N-니트로소몰폴린
의 합) : 0.1 mg/kg 이하(고무젖꼭

개 정 (안)
함유율이 50%
이상인 고무제에
한함)

다. 용출규격
항목
납

총용출량
페놀
포름알데히드
아연
니트로사민류(N-니트로소
디메틸아민,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N-니트로소디-n-프로필아민,
N-니트로소디-n-부틸아민
, N-니트로소피페리딘,
N-니트로소피롤리딘,
N-니트로소몰폴린의 합)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N-니트로소디메
틸아민,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N-니트로소디-n
-프로필아민,
N-니트로소디-n-부틸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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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mg/L)
1 이하
고무젖꼭지
이외의 고무제
: 60 이하
고무젖꼭지 :
40 이하
5 이하
4 이하
고무젖꼭지
이외의 고무제
: 15 이하
고무젖꼭지 : 1
이하
0.01 mg/kg
이하
(고무젖꼭지에
한함)
0.1 mg/kg
이하
(고무젖꼭지에
한함)

현 행
지에 한한다)
라. (생 략)
4. 종이제
가. (생 략)
나. 잔류규격(mg/kg)
(상단 생략)
1) PCBs : 5 이하

개 정 (안)
, N-니트로소피페리딘,
N-니트로소피롤리딘,
N-니트로소몰폴린의 합)
라. (현행과 같음)

라. (생 략)

4. 종이제
가. (현행과 같음)
나. 잔류규격
(상단 현행과 같음)
항목
PCBs
다. 용출규격
(상단 현행과 같음)
항목
비소(As2O3로서)
납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라. (현행과 같음)

5. 금속제
가. (생 략)
나. 잔류규격(mg/kg)
(생 략)
다. 용출규격(mg/L)

5. 금속제
가. (현행과 같음)
나. 잔류규격
(현행과 같음)
다. 용출규격

다. 용출규격(mg/L)
(상단 생략)
1) 비소 : 0.1 이하(As2O3로서)
2) 납 : 1 이하
3) 포름알데히드 : 4 이하
4) 형광증백제 :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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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mg/kg)
5 이하
규격(mg/L)
0.1 이하
1 이하
4 이하
불검출

현

행

(상단 생략)
1) 납 : 0.4 이하
2) 카드뮴 : 0.1 이하
3) 니켈 : 0.1 이하
4) 6가크롬 : 0.1 이하
5) 비소 : 0.2 이하(As2O3로서)
라. (생 략)
6. 목재류
가. (생 략)
나. 잔류규격(mg/kg)
(생 략)
다. 용출규격(mg/L)
(상단 생략)
1) 비소 : 0.1 이하(As2O3로서)
2) 납 : 1 이하
3) 이산화황 : 12.8 이하
4) 오쏘페닐페놀 : 7.3 이하
5) 티아벤다졸 : 1.8 이하
6) 비페닐 : 0.9 이하
7) 이마잘릴 : 0.6 이하
라. (생 략)

개 정 (안)
(상단 현행과 같음)
항목
규격(mg/L)
납
0.4 이하
카드뮴
0.1 이하
니켈
0.1 이하
6가크롬
0.1 이하
비소(As2O3로서)
0.2 이하
라. (현행과 같음)
6. 목재류
가. (현행과 같음)
나. 잔류규격
(현행과 같음)
다. 용출규격
(상단 현행과 같음)
항목
비소(As2O3로서)
납
이산화황
오쏘페닐페놀
티아벤다졸
비페닐
이마잘릴
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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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mg/L)
0.1 이하
1 이하
12.8 이하
7.3 이하
1.8 이하
0.9 이하
0.6 이하

현
7. (생 략)

행

개 정 (안)
7. (현행과 같음)

8. 전분제
8. 전분제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용출규격(mg/L)
나. 용출규격
1) 비소 : 0.1 이하(As2O3로서)
항목
규격(mg/L)
2) 납 : 1 이하
0.1 이하
3)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다 비소(As2O3로서)
납
1 이하
만, 비내수성 용기는 제외한다)
10 이하
4) 포름알데히드 : 4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다만,
비내수성
5) 형광증백제 : 불검출
용기는 제외)
포름알데히드
4 이하
형광증백제
불검출
다. (현행과 같음)
다. (생 략)
IV.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법 IV.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법
1. 일반원칙
1. 일반원칙
가. ∼ 너. (생 략)
가. ∼ 너. (현행과 같음)
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시약, 표준품 더. ---------------------------은 최순품을 사용한다
---------- 사용하며, 납 등의 무
기금속류의 경우 시험결과에 영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시판용 표준용액
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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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2. 항목별 시험법

행

개 정 (안)
2. 항목별 시험법

2-1 납 시험법
가. 잔류시험
1) ∼ 3) (생 략)
4) 시험용액의 조제
가) 합성수지제, 가공셀룰로오즈제,
고무제, 종이제, 전분제
시료 1.0 g을 정밀히 달아 백금제,
석영제 또는 내열유리제 도가니에
취한다.(이하 생략).
나) 금속제
(상단 생략)
시료 0.1 g을 백금접시 또는 도가
니에 취하고 질산(알루미늄의 경우
에는 희염산) 소량을 넣어 녹인다.
필요하면 여과하고 물을 가하여
20 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2-1 납 시험법
가. 잔류시험
1) ∼ 3) (현행과 같음)
4) 시험용액의 조제
가) 합성수지제, 가공셀룰로오즈제,
고무제, 종이제, 전분제
--------------------- 도가니
에 --------(이하 현행과 같음).

5) (생 략)

나) 금속제
(상단 현행과 같음)
------------------------------------------------------------------------- 녹이며,
필요시 염산·질산혼합액(3:1)을 소
량 넣어 녹인다. 이 액을 여과하고
-----------------------------5) (현행과 같음)

나. 용출시험
나. 용출시험
1) 합성수지제, 가공셀룰로오즈제, 고 1) 합성수지제, 가공셀룰로오즈제, 고
무제, 종이제, 목재류, 전분제
무제, 종이제, 목재류, 전분제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시험용액의 조제

라) 시험용액의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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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4%초산을 침출용액으로 하여 2-6 --------------------------재질별 용출시험용액의 조제에 따 --------------------------라 조제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 --------------------------다. 다만, 목재류의 경우에는 물을 --------------------------침출용액으로 하여 2-6 재질별 용 --------------------------출시험용액의 조제에 따라 조제한 --------------------------시험용액 50 mL를 백금제 또는 ------------------- 도가니에
석영제의 도가니에 취하여 수욕 --------------------------중에서 증발건고한다.(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2-2 카드뮴 시험법
가. 잔류시험
1) ∼ 2) (생 략)
3) 표준용액
금속카드뮴(cadmium) 100 mg을 정
밀히 달아 10% 질산 50 mL에 녹여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하고 잔류물을
0.1 M 질산에 녹여 1,000 mL로 한
다. 이 액 10 mL를 취하여 100 mL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0.1 M 질산을
가하여 100 mL로 한다. 다시 이 액
5 mL를 취하여 100 mL 메스플라
스크에 넣고 0.1 M 질산을 가하여
100 mL로 한 액을 표준용액으로
한다(0.5 μg/mL).
4) 시험용액의 조제

2-2 카드뮴 시험법
가. 잔류시험
1) ∼ 2) (현행과 같음)
3) 표준용액
------------------------------------------------------------------------------------------------- 100 mL로 한
다. 이 액 1 mL를 취하여 200 mL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0.1 M 질산을
가하여 200 mL로 한 액을 표준용
액으로 한다(5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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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용액의 조제

현 행
2-1 납 시험법 가. 잔류시험 4) 시
험용액의 조제 가) 합성수지제, 가
공셀룰로오스제, 고무제, 종이제, 전
분제에 따라 조제한 시험용액 2
mL를 취하여 0.1 M 질산을 가하여
20 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
다.
5) 시험조작
(상단 생략)

카드뮴 시험용액 중 카드뮴의 농도 µ
시료의 채취량

(mg/kg)

( g/mL)

=

(g)

×

200(mL)

개 정 (안)
---------------------------------------------------------------------------------------------- 조제한 액을 시험
용액으로 한다.
5) 시험조작
(상단 현행과 같음)
----------------

=

-------------------------------------------------------

×

나. (현행과 같음)

2-6 재질별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상단 생략)

2-6 재질별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상단 현행과 같음)

제2란

유지 및 지방성 식품
알코올 함량이 20%
주류
주 류 알코올이하인
함량이 20%를
초과하는 주류
유지 및 pH 5 이하인 식품
지방성식품과
주류 이외의 pH 5를 초과하는 식품
식품

n-헵탄

가. ∼ 아. (생 략)

20%에탄올
50%에탄올
4%초산
물

20(mL)

제1란
제2란
유지 및 지방성 식품
(식품 전체, 표면 또는 표면일부의 유지 ----함유량이 20% 이상인 식품)
---------------- ------------------------ -------------------------- -------------------- --------------- -------------- ------------------- -----

가. ∼ 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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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2-15 착색료 시험법

가. 분석원리
가. 분석원리
시료에서 용출되는 착색료를 여지 시료에서 용출되는 착색료를 박층
크로마토그래프로 분석한다.
크로마토그래프, 여지크로마토그래
프,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등으로 분
석한다.
<신 설>

나. (생 략)

제1란

현 행
2-15 착색료 시험법

나. 산성색소
물을 침출용액으로 하여 시료에서
용출된 색소를 산성 상태에서 탈지
양모에 염색된 산성색소에 적용한
다.
나. 장치
1) 장치
1) 실리카겔 또는 폴리아미드 박층
가) 실리카겔 또는 폴리아미드 박층
: 박층크로마토그래피용
2) 여지(거름종이) : 여지크로마토그래 나) 여지(거름종이) : 여지크로마토그
피용
래피용
3) 전개조
다) 전개조
<신 설>
라) 액체크로마토그래프-광다이오드
배열 검출기(HPLC-PDA)
다. 시약 및 시액
2) 시약 및 시액
1) 탈지양모
가) 탈지양모
가) 1법 : (생 략)
(1) 1법 : (현행과 같음)
나) 2법 : (생 략)
(2) 2법 : (현행과 같음)
2) 전개용매
나) 전개용매
가) 박층크로마토그래피(실리카겔 박층) (1) 박층크로마토그래피(실리카겔박층)
(1) ∼ (3)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나) 박층크로마토그래피(폴리아미드박층) (2) 박층크로마토그래피(폴리아미드박층)
- 128 -

현 행
(1) ∼ (2) (생 략)
다) 여지크로마토그래피
(1) ∼ (3) (생 략)
<신 설>

라. 시험용액의 조제
(생 략)
마. 시험조작
1) ∼ 2) (생 략)
<신 설>

개 정 (안)
(가) ∼ (나) (현행과 같음)
(3) 여지크로마토그래피
(가) ∼ (다) (현행과 같음)
다) 색소표준용액 : 색소표준원액을
물에 녹여 적정 농도가 되도록 희
석하여 사용한다. 단, 4) 시험조작
중 다)항에 따를 경우 색소표준원
액을 10 mM 아세트산암모늄 용
액으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3) 시험용액의 조제
(현행과 같음)
4) 시험조작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피
(1) 측정조건
- 칼럼 : C18(4.6 mm I.D. × 250 mm,
5 μ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 칼럼온도 : 40℃
- 검출기 : 광다이오드배열 검출기
(PDA, 파장 : 350∼650 nm)
- 이동상 : A : 10 mM 아세트산
암모늄 용액, B : 아세토니트릴
- 농도기울기 : A : B(95 : 5)에서
A : B(50 : 50)까지의 직선 농도
기울기를 30분간 실시한다. 필요
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 유속 : 분당 1 mL
(2) 정성시험
시험용액, 표준용액 각각 10 μL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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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신 설>

행

개 정 (안)
사용하여 (1) 측정조건에 따라 액
체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하고, 시험
용액 크로마토그램의 피크검출시
간과 표준용액 크로마토그램의 각
성분의 피크검출시간이 일치하는
지 확인한다.
(3) 정량시험
(2) 정성시험에서 시험용액 크로
마토그램의 피크검출시간과 표준
용액 크로마토그램의 각 성분의
피크검출시간이 일치할 때에는
(2) 정성시험에서 얻어진 시험결
과를 토대로 시험용액 및 표준용
액 크로마토그램의 각 성분의 피
크면적을 측정하여 미리 작성한
검량선을 이용하여 시험용액 중
착색료의 양을 구한다.
다. 모든 색소
2-6 재질별 용출시험용액의 조제에
따라 용출된 착색료에 적용한다.
1) 장치
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프-광다이오드
배열 검출기
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질량분석기
2) 표준용액
색소표준품 10 mg씩 정밀히 달아
메탄올에 녹여 10 mL로 한 액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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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각의 표준원액으로 한다(1,000
mg/L). 표준원액 0.1 mL를 취하여
10 mL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메탄올
을 가하여 10 mL로 한다(10 mg/L).
이 액 0.1 mL를 취하여 10 mL 메
스플라스크에 넣고 메탄올을 가하여
10 mL로 한 액을 표준용액으로 한
다(0.1 mg/L).
3) 시험용액의 조제
2-6 재질별 용출시험용액의 조제에
따라 조제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
다. 다만, 침출용액으로 n-헵탄을
사용하여 조제한 시험용액의 경우
시험용액 2 mL를 취하여 40℃에서
질소 건고한 후 메탄올 2 mL를 가
하여 잔류물을 녹여 최종 시험용액
으로 한다.
4) 시험조작
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1) 측정조건
- 칼럼 : C18(3.0 mm I.D. × 150 mm,
3 μ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 칼럼온도 : 35℃
- 검출기 : 광다이오드배열 검출기
(파장 : 350∼650 nm)
- 이동상 : A : 0.1% 개미산, B :
메탄올
- 농도기울기 : A : B(100 : 0)에
서 A : B(0 : 100)까지의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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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농도기울기를 30분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 유속 : 분당 0.3 mL
(2) 정성시험
시험용액, 표준용액 각각 10 μL씩
사용하여 (1) 측정조건에 따라 액
체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하고, 시험
용액 크로마토그램의 피크검출시
간과 표준용액 크로마토그램의 각
성분의 피크검출시간이 일치하는
지 확인한다.
(3) 정량시험
(2) 정성시험에서 시험용액 크로
마토그램의 피크검출시간과 표준
용액 크로마토그램의 각 성분의
피크검출시간이 일치할 때에는
(2) 정성시험에서 얻어진 시험결
과를 토대로 시험용액 및 표준용
액 크로마토그램의 각 성분의 피
크면적을 측정하여 미리 작성한
검량선을 이용하여 시험용액 중
착색료의 양을 구한다.
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질량분석기
(1) 측정조건
- 칼럼 : C18(2.1 mm I.D. × 50 mm,
1.8 μ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 칼럼온도 : 35℃
- 검출기 : 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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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Ionization : ESI (positive)
· Ion source Temperature : 200 ℃
· Collision gas : N2
· Collision Voltage : 10∼100 V
- 이동상 : A : 0.1% 개미산, B :
메탄올
- 농도기울기 : A : B(100 : 0)에
서 A : B(0 : 100)까지의 직선
농도기울기를 30분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 유속 : 분당 0.3 mL
※ 색소 및 질량분석기 특이이온(예시)
물질명 Precursor
Ion (m/z)
1 Solvent Yellow 14 249.1
2 Solvent Yellow 16 279.1
3 Solvent Yellow 33 274.1
4 Solvent Yellow 56 254.2
5 Solvent Yellow 82 695.1
6 Solvent Yellow 93 359.2
7 Solvent Yellow 98 556.8
8 Solvent Yellow 114 290.1
9 Solvent Yellow 185 334.2
10 Solvent Green 3 419.2
11 Solvent Green 5 453.2
12 Solvent Orange 3 213.1
13 Solvent Orange 7 277.1
14 Solvent Orange 60 271.1
15 Solvent Orange 63 337.1
16 Solvent Orange 86 240.9
17 Solvent Red 1
278.8
18 Solvent Red 3
293.1
19 Solvent Red 23 353.0
20 Solvent Red 24 381.1
21 Solvent Red 26 395.0
22 Solvent Red 27 409.2
23 Solvent Red 48 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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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gment
Ion (m/z)
93.0, 186.9
93.1, 148.9
104.9, 76.8
77.0, 133.9
373.9, 120.0
77.0, 132.8
103.8, 380.9
215.9, 241.9
290.1, 233.8
293.0, 106.9
295.0, 99.8
77.0, 120.7
121.2, 198.9
243.0, 139.9
307.9, 275.9
181.0, 162.9
123.2, 107.7
121.1, 76.8
77.0, 127.8
91.0, 223.8
349.1, 316.8
104.8, 91.0
742.5, 701.4

현

행

개 정 (안)

24 Solvent Red 111
25 Solvent Red 122
26 Solvent Red 135
27 Solvent Red 179
28 Solvent Red 195
29 Solvent Red 197
30 Solvent Red 242
31 Solvent Violet 11
32 Solvent Violet 13
33 Solvent Violet 59
34 Solvent Blue 35
35 Solvent Blue 36
36 Solvent Blue 97
37 Solvent Blue 101
38 Solvent Blue 104
39 Solvent Black 3
40 Solvent Black 27

237.8
728.0
408.9
321.1
500.2
382.2
296.7
239.1
329.9
423.1
351.2
323.0
531.1
419.2
475.2
457.2
423.2

223.0, 219.9
390.2
236.8, 331.0
292.0, 263.8
186.1, 215.2
338.1, 309.4
253.0, 239.8
166.1, 139.1
312.2, 252.1
346.0, 240.9
251.0, 294.0
265.2, 280.0
383.0, 516.5
327.1, 106.8
355.0, 106.8
194.2, 246.3
358.9, 409.0

(2) 정성시험
시험용액, 색소표준용액을 각각
10 μL씩 사용하여 1) 액체크로마
토그래프-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
측정조건에 따라 액체크로마토그
래피/질량분석을 행하고, 시험용액
크로마토그램의 피크검출시간과
표준용액 크로마토그램의 각 성분
의 피크검출시간이 일치하는지 확
인한다.
(3) 정량시험
(2) 정성시험에서 시험용액 크로
마토그램의 피크검출시간과 표준
용액 크로마토그램의 각 성분의
피크검출시간이 일치할 때에는 (2)
- 134 -

현

행

개 정 (안)
정성시험에서 얻어진 시험결과를
토대로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 크
로마토그램의 각 성분의 피크면적
을 측정하여 미리 작성한 검량선
을 이용하여 시험용액 중 착색료
의 양을 구한다.

2-23 바륨 시험법
가. ∼ 나. (생 략)
다. 표준용액
질산바륨(barium nitrate) 190.3 mg
을 정밀히 달아 0.1 M 질산에 녹여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취하
여 1,000 mL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0.1 M 질산을 가하여 1,000 mL로
한 액을 표준용액으로 한다(1 μg/mL).
라. ∼ 마. (생 략)

2-23 바륨 시험법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표준용액
---------------------------------------------------------------------------------------------------------------4%초산을 가하여 -----------------------------------------라. ∼ 마. (현행과 같음)

2-40 아크릴로니트릴 시험법
가. ∼ 라. (생 략)
마. 시험용액의 조제
물을 침출용액으로 하여 2-6 재질
별 용출시험용액의 조제에 따라 조
제한다.

2-40 아크릴로니트릴 시험법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시험용액의 조제
---------------------------------------------- 따르며, 조
제 시 적절한 뚜껑을 덮고 침출용
액이 휘발되지 않도록 한 상태를
유지하며 30분간 용출한 후 상온에
서 충분히 식힌 액을 시험용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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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바. (생 략)
2-44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비
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
물과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포함) 및 비스페놀 F 디글
리시딜에테르(비스페놀 F 디글리시
딜에테르 이염화물과 비스페놀 F 디
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포함)시험
법
가. (생 략)
나. 장치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다. ∼ 라. (생 략)
마. 시험조작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측정조건
(생 략)
<신 설>

한다.
바. (현행과 같음)
2-44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비
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
물과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포함) 및 비스페놀 F 디글
리시딜에테르(비스페놀 F 디글리시
딜에테르 이염화물과 비스페놀 F 디
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포함)시험
법
가. (현행과 같음)
나. 장치
액체크로마토그래프/형광검출기 또
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질량분석기
다. ∼ 라. (현행과 같음)
마. 시험조작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형광검출기
측정조건
(현행과 같음)
2)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질량분석기 측정조건
- 칼럼 : C18(2.1 mm I.D. × 100 mm,
1.8 μ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 칼럼온도 : 40℃
- 검출기 : 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
· Ionization : ESI (positive)
· Ion source Temperature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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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Collision gas : N2
· Collision Voltage : 10 ∼ 110 V
· 특이이온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
에테르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
에테르 이염화물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
에테르 이수화물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
에테르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
에테르 이염화물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
에테르 이수화물

Precursor Fragment
Ion
Ion (m/z) (m/z)
358.1 191.1,161.0135.0,
430.1 227.0,107.1135.1,
394.1 209.3,107.0135.0,
330.0 163.1,189.0133.1,
402.0 199.0,181.0385.0,
366.1 349.1,133.1181.0,

필요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 이동상 : A : 0.01 M 포름산암
모늄, B : 메탄올
- 농도기울기 : A : B(55 : 45)에
서 A : B(5 : 95)까지 직선 농
도기울기를 7분간 실시하고, 3분
동안 A : B(55 : 45)로 조성을
바꾼 후 2분간 유지한다. 필요
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 유속 : 분당 0.3 mL

2) 정성시험
시험용액 및 혼합표준용액을 각각
20 μL씩 사용하여 1) 액체크로마토
그래프 측정조건에 따라 액체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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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성시험
1)에 따를 경우에는 시험용액 및 혼
합표준용액을 각각 20 μL씩, 2)에
따를 경우에는 시험용액 및 혼합표

현 행
마토그래피를 행하고, 시험용액 크
로마토그램의 피크검출시간과 혼합
표준용액 크로마토그램의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 비스페
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비스
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
또는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피크검출시간이 일치하는
지 확인한다.
3) 정량시험
2) 정성시험에서 시험용액 크로마토
그램의 피크검출시간과 혼합표준용
액 크로마토그램의 비스페놀 A 디
글리시딜에테르, 비스페놀 A 디글
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비
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비스페
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
또는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피크검출시간이 일치할
때에는 다음의 시험을 한다.
2) 정성시험에서 얻어진 시험결과를
토대로 시험용액 크로마토그램의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비
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
물,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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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준용액을 각각 10 μL씩 사용하여
1) 또는 2)의 측정조건에 따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형광검출 또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을 행하고,
----------------------------------------------------------------------------------------------------------------------------------------------------------------------------4) 정량시험
3) ---------------------------------------------------------------------------------------------------------------------------------------------------------------------------------------------------------------------------------------------------------------------------------------------------3) -----------------------------------------------------------------------------------------------------------------------------------------------------------------

현 행
테르,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 또는 비스페놀 F 디글리
시딜에테르 이수화물 피크면적을
측정하여 미리 작성한 검량선을 이
용하여 시험용액 중 비스페놀 A 디
글리시딜에테르, 비스페놀 A 디글
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비
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비스페
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
또는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의 양을 구한다.
<검량선의 작성>
혼합표준원액을 단계별로 희석하고
각각 20 μL씩 사용하여 1) 액체크
로마토그래프 측정조건에 따라 액
체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하고,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으로부터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비스페놀 A 디
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비
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비스페
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
또는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의 피크면적을 측정한 후
이를 각 성분의 농도에 대하여 플
롯(plot)하여 각각의 검량선을 작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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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검량선의 작성>
---------------------------1)에 따를 경우에는 시험용액 및 혼
합표준용액을 각각 20 μL씩, 2)에
따를 경우에는 시험용액 및 혼합표
준용액을 각각 10 μL씩 사용하여
1) 또는 2)의 측정조건에 따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형광검출 또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을 행하고,
-----------------------------------------------------------------------------------------------------------------------------------------------------------------------

현

행

개 정 (안)

2-50 아연 시험법
가. ∼ 다. (생 략)
라. 시험용액의 조제
1) 고무젖꼭지 이외의 고무제의 경우
4%초산을 침출용액으로 하여 2-6
재질별 용출시험용액의 조제에 따
라 조제한 액 1 mL에 4%초산을 가
하여 15 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
로 한다.
2) (생 략)
마. 시험조작
시험용액과 표준용액에 대해 2-11
원자흡광광도법(파장 : 213.9 nm) 또
는 2-12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강도
측정법(파장 : 206.2 nm)에 따라 시
험하여 시험용액 중 아연의 양을 구
한다. 다만, 고무젖꼭지 이외의 고무
제의 경우 희석배수 15를 보정한다.

2-50 아연 시험법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시험용액의 조제
1) ---------------------------------------------------------------------------------- 조제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2-55 이산화황 시험법
가. ∼ 나. (생략)
다. 시약 및 시액
1) ∼ 3) (생략)
<신 설>

2-55 이산화황 시험법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시약 및 시액
1) ∼ 3) (현행과 같음)
4) 메틸오렌지시액

2) (현행과 같음)
마. 시험조작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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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메틸오렌지 0.1 g을 물 100 mL에
녹이고 필요하면 여과한다.
5) 0.1 M 치오황산나트륨용액
치오황산나트륨 26 g, 무수탄산나트륨
0.2 g을 새로 끓여서 식힌 물에 녹여
1,000 mL로 한다. 이 액은 때때로
표정하여야 한다.
표정 : 0.1 N 요오드용액을 25 mL를
정확히 취하고 1 M 염산시액 1 mL를
가한 다음 조제한 0.1 M 치오황산
나트륨 용액으로 적정한다(지시약
: 전분시액 4 mL).
6) 0.1 N 요오드용액
요오드 약 14 g, 요오드칼륨 36 g을
물 100 mL에 녹인 액에 녹이고
염산 3방울 및 물을 가하여 1,000 mL로
하여 다음 방법으로 표정한다. 이
액은 때때로 표정하여야 한다.
표정 : 아비산(표준시약)을 가루로
하여 100℃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 다음 약 0.15 g을 달아 이를
1 M 수산화나트륨용액 20 mL에
필요하면 가열하여 녹인다. 이에
물 약 40 mL 및 메틸오렌지시액
2방울을 가하고 액의 황색이 엷은
홍색이 될 때까지 묽은 염산을 가
한다. 이후 탄산수소나트륨 2 g,
물 약 50 mL 및 전분시액 3 mL를
가하여 조제된 요오드용액으로 지속

<신 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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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하는 청색을 나타낼 때까지 적정한다.
7) 1 M 염산시액
염산 95 mL를 물로 희석하여
1,000 mL로 한다.
8) 묽은 염산
염산 23.6 mL를 물로 희석하여
100 mL로 한다.
9) 1% 트리에탄올아민 용액
트리에탄올아민 10 g을 물에 녹여
1,000 mL로 만든 후 탈기시킨 것을
이용한다.
10) 3.2 mM 탄산나트륨/1.9 mM 탄산
수소나트륨용액
탄산나트륨 0.34 g, 탄산수소나트륨
0.16 g을 물에 녹여 1,000 mL로
한다.
11) 표준용액
아황산수소나트륨 표준품(sodium
bisulfite)을 이산화황으로써 100 mg이
되도록 정밀히 달아 1% 트리에탄올
아민 용액에 녹여 100 mL로 한 액을
이산화황 표준원액으로 한다(1,000
mg/L). 이 액 1.28 mL를 취하여
1% 트리에탄올아민을 가하여 100 mL로
한 액을 이산화황 표준용액으로
한다(12.8 mg/L). 표준품은 표정하여
사용한다.
표정 : 아황산수소나트륨 표준품
약 500 mg을 정밀히 달아 물에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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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라. (생 략)
마. 시험조작
<신 설>
(상단 생략) 유량계를 통해서 질소
가스를 0.5∼0.6 L/분의 속도로 통
기하면서 통기용 둥근 플라스크를
15분간 가열한다. 포집용 플라스크
를 떼어내고 0.01 M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최초의 올리브그린이 될
때까지 적정한다. 시험용액 대신에
물을 사용하여 공시험을 행한다(다만,
2 ㎍/mL 미만은 불검출로 한다).

개 정 (안)
녹여 100 mL가 되도록 한다. 이
액 10 mL를 플라스크에 취하고
0.1 N 요오드용액 15 mL와 염산
2 mL를 가한 후 0.1 M 치오황산
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한다. 따로 공
시험을 행하고 아래식에 따라 계
산하여 아황산수소나트륨의 순도
(%, SO2)를 구한다.
아황산수소나트륨 순도(%, SO2) =
3.2 × f × (b-a) × 1000/W
a : 시험용액의 0.1 M 치오황산
나트륨용액 소비량(mL)
b : 공시험용액의 0.1 M 치오황산
나트륨용액 소비량(mL)
f : 0.1 M 치오황산나트륨용액의 역가
W : 아황산수소나트륨표준품의양(mg)
라. (현행과 같음)
마. 시험조작
1) 통기증류알칼리분석법
(상단 현행과 같음) -----------------------------------------------------------------30분간 ------------------------------ 0.001 M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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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a-b) × f × 320
이산화황
(μg/mL) =
c
a : 시험용액의 0.01 N 수산화나트륨
용액 소비량(mL)
b : 공시험용액의 0.01 N 수산화나트
륨용액 소비량(mL)
c : 증류에 사용한 시험용액의 양(mL)
f : 0.01 M 수산화나트륨용액의 역가

개 정 (안)
(a-b) × f × 32
이산화황
(μg/mL) =
c
a : -------- 0.001 M ----------------------b : ---------- 0.001 M -------------------c : --------------------------f : 0.001 M -------------------

<신 설>

2)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
가) 이온 크로마토그래프 측정조건
- 칼럼 : IonPac AS12A (4.6
mm I.D. × 250 mm, 5 μm)
및 IonPac AG12A guard
column (4 mm I.D × 50 m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 Suppressor : ADRS 600(4
m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 칼럼온도 : 30℃
- 이동상 : 3.2 mM 탄산나트륨
/1.9 mM 탄산수소나트륨용액
- 유속 : 0.8 mL/min
나) 정성시험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을 각각 50
μL씩 사용하여 가) 이온 크로마토
그래프 측정조건에 따라 이온 크
로마토그래피를 행하고, 시험용액
크로마토그램의 피크검출시간과
표준용액 크로마토그램의 아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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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이온(SO32-)의 피크검출시간이 일
치 하는지 확인한다.
다) 정량시험
나) 정성시험에서 시험용액 크로마
토그램의 피크검출시간과 표준용
액 크로마토그램의 아황산이온 피
크검출시간이 일치할 때에는 다음
의 시험을 한다.
나) 정성시험에서 얻어진 시험결과
를 토대로 시험용액 크로마토그램
의 아황산이온(SO32-)의 피크면적
을 측정하여 미리 작성한 검량선
을 이용하여 시험용액 중 이산화
황의 양을 구한다.
<검량선의 작성>
표준원액을 단계별로 희석하고 50
μL씩을 취하여 가) 이온 크로마토
그래프 측정조건에 따라 이온 크
로마토그래피를 행하고, 얻어진 크
로마토그램으로부터 아황산이온
(SO32-)의 피크면적을 측정한 후
이를 이산화황 표준용액의 농도에
대하여 플롯(plot)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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