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성 수지로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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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 수지로 만들어진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이해하기

플라스틱의 사용
일상 생활에서 우리들은 일회용 물병과 같은 식품 용기·포장재, 장난감 등의 플라스틱을 직접
접하고 있습니다. 건축, 자동차, 가전제품, 접착제, 가구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플라스틱은 광
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수량은 3억 톤을 넘
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곧 4억 톤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

X 1억5000만 마리

2014년 한 해 동안 생산된 전 세계 플라스틱 무게는
코뿔소 수억 마리에 해당하는 무게와 비슷합니다.

X 18,000개

누적 플라스틱
생산량
(1950년 – 2015년)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플라스틱의 누적된 무게는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만 8천 개의 무게와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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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의 관리 및 문제점
플라스틱 생산량과 소비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관리 문제
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총 플라스틱 생산량의 가장 큰 몫인 26%를 차지하고
있는 포장재는 14%만이 재사용/재활용되고 있고, 14%는 소각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매립 또
는 관리할 수 없는 형태로 유실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최종 사용처(2013)

15%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 후 처리 현황

8%

17%

35%

유출
32%

25%
포장재
건축 및 시설물

자동차
기타

재활용
14%

소각/에너지
재생 14%

농업

출처 : Potential of Plastics Industry in Northern
India With Special Focus on Plasticulture and
Food Processing, FICCI, 2014

매립
40%

출처 : The New Plastics Economy Rethinking the
Future of Plastics, World Economic Forum, 2016

매립의 경우 충분한 매립지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매립 이후 자연계에서 반영구적으로 존재하
는 플라스틱의 성질로 인해 플라스틱 쓰레기가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
니다. 플라스틱을 소각할 때에는 다이옥신 및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가스 발생으로 인해 또 다
른 오염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소각 이후 남아있는 잔류물의 처리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4

2025

2050

1:5

1:3

>1:1

2010년 한 해에 바다로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적어도 800만 톤에 해당할 것으
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도에는 바다에 있는 쓰레기 양과 물
고기의 양이 같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World Economic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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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플라스틱 폐기물이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서 여러 개의 거대한 쓰레기 섬을 형성하고 있는 것
이 목격되었고, 이런 섬의 넓이가 무려 한반도의 수배에 해당할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양
환경 오염은 해양생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에게도 영향이 있
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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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 수지의 정의
수지(또는 중합체)란 여러 개의 작은 분자가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거대 분자를 이룬 것을 말
하며, 생분해성 수지는 미생물 등에 의한 생물적 작용에 의해서 쉽게 분해되는 수지(또는 중합
체)를 말합니다. 이들은 환경 조건에 따라 최종적으로 물,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및 분해성 유
기물 등으로 분해됩니다.

분해
생분해성 수지

생물적 작용

생분해성 수지의 장점
일반 플라스틱은 다양한 환경에서도 특성이 변하지 않고 긴 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이것은 플
라스틱 제품들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도록 한 장점이기도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폐기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큰 단점이 되고 있습니다. 생분해성 수지의 경우 일반 플라스틱처럼 사용 가능
하지만, 적절한 조건에서 분해되므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분해된 결과물들이 자연에 무해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용 플라스틱은 대부분 음식물들과 함께 버려지기 때문에 재활용이 쉽지 않고 처
리에 많은 비용이 들기에 생분해성 수지는 적합한 대체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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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 수지의 종류와 사용 예
생분해성 수지의 종류는 전분, 셀룰로오스, 키틴, PLA(polylactide), PHA(polyhydroxy
alkanoates), PCL(poly ε-caprolactone) 등 다양하게 존재하며, 단독으로 또는 다른 수
지(또는 중합체)와 섞어 사용합니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생
분해성 수지인 폴리락타이드(PLA)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폴리락타이드(polylactide, PLA)

PLA는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락트산(lactic acid)의 함유율이 50% 이상
인 합성수지제로 polylactic acid라고도 불리며, 전분과 더불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생분해성 수지 중 하나입니다. PLA는 최초로 재생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상
업화를 시킨 생분해성 수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분해성 수지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관리 현황
생분해성 수지를 사용하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해서 국내외 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폴리락타이드(PLA, polylactide)와 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 공
중합체(PBSA, poly(butylene succinate-co-adipate))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분해성 수지의 친환경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재질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어 관리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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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 수지로 만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 1
PLA/PBS

제품 포장 겉면 문구 및 정보 표시

·재질 : 옥수수전분 PLA
·옥수수로 만든 친환경 안심제품
100% 생분해되는 원료

·옥수수 전분 발효 소재인
PLA+생분해성 수지 사용

·내열/내냉온도 : 60 ℃~ -10 ℃

제품 2
PLA/PBS

제품 포장 겉면 문구 및 정보 표시

·재질 : 옥수수 전분 PLA/ECOZEN/TRITAN
·옥수수→ 전분 PLA→ 제품→ 매립→ 흙
·끓는 물 사용불가
·전자레인지 사용불가
·식기세척기 사용가능
·내열/내냉온도 : 80 ℃ ~ -10 ℃

제품 3
PLA

제품 포장 겉면 문구 및 정보 표시

·재질 : PLA
·옥수수→ 전분 PLA → 제품→ 분해→ 자연
·식기세척기 사용가능
·-20 ℃ 까지 냉동 사용가능
·전자레인지 사용가능
·소독 사용불가
·내열/내냉온도 : 130 ℃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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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 수지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

Q
A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한 기구 및 용기·포장은 인체에 무해한가요?
생분해성 수지를 원료로 사용하는 플라스틱도 일반 플라스틱처럼 다양한 종류의 물질(
예: 첨가제, 단량체, 분해산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물질들의 종류 또는 양
에 따라서 생분해성 수지를 원료로 쓰는 플라스틱의 인체 유해성을 (환경에 대한 무해성
과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의 해당 재질별 기준 규
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식품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Q
A

생분해성 수지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하는 도중에 분해가 일어나지는 않나요?
생분해 과정에는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참여를 하게 되며, 미생물의 종류, 분해 온도 및
습도, 공기 유무 등의 조건에 따라서 생분해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양, 매립
지, 퇴비화 시설 등의 조건에서 생분해도를 의도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사 및 연구가 진행
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용도
에 맞게 사용한다면 일상적인 사용 조건에서는 분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Q
A

생분해성 수지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전자레인지에 사용해도 되나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는 제품 표시사항에 전자레인지 사용 여부 표시를 하도록 규
정되어있으며,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시가 있을 때에는 사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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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 수지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

Q
A

생분해성 수지 기구 및 용기·포장을 뜨거운 음식물을 담는데 사용할 수 있나요?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일반적으로 내열온도가 80 ℃ 이하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온도(예:
끓는 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열온도 이상의 음식물을 담는데 사용하
게 되면, 제품 형태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각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표시사항에서 그 내
열온도와 내냉온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A

생분해성 수지 기구 및 용기·포장을 태양의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에 보관하거나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일반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생분해성 수지 제품 또한 자외선 안정제를 포함하고 있으나
태양의 직사광선에 의해서 노화되어 변색이 되거나 갈라지는 등 광분해가 일어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직사광선이 없는 곳에서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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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는 제도
♣보호조치 요구 방법
전화 02-360-3761 /우편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팩스 02-360-3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