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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재질·구조개선기준및시험방법
종이팩포장재/ 유리병포장재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연구소 자료 제공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
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의거하
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설계·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하여 재질·구조를 재활용
이 쉽도록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
(환경부 고시 제2014-123호) 및「포
장재 재질·구조 개선 제도 운영지침」
(환경부 예규 제534호)이 제정·고시되었으며, (사)한국포
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환경부 예규 제13조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제도 운영기관으
로 지정되었다.
이와 관련해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질·구조개선 신청 포장재에 대한 객관적
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시
험방법을 제시했다.
본 고에서는 약 5회에 걸쳐, 포장재별 재질·구조개선 기준 및 시험방법을 연재할 계획이며 이
번 호에서는‘종이팩 포장재’
와‘유리병 포장재’
에 대하여 살펴본다.
- 편집자 주 -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기준◆
○ 기본 원칙
1) 포장재를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구
조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포장재의 재질별 기능·형태 등에 따라 구성항목을 구분(몸체, 라벨, 마개, 잡자재 등)하여 각
항목이 재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질·구조개선 기준을 설정
○ 개선 기준
1) 포장재별 재질·구조개선 세부기준에 따라“재활용 용이”
(1등급),“재활용 어려움”
(2등급, 3
등급)으로 구분
2)다만,재활용어려움은현재의기술및시장여건과재활용상의문제등을감안하여2등급,3등급으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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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용이
(1등급)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재활용 어려움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2등급)
(현재 기술 및 시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재질·구조)

(3등급)
(현재 기술 및 시장 여건상 개선 가능하고, 재
활용 시 문제를 야기하는 재질·구조)

※‘2등급’은 재활용이 어렵지만 불가피하게 사용되므로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
※‘3등급’은 재활용이 어렵지만 대체할 수 있는 재질·구조가 있는 바, 재활용이 용이하게 개선하도록 권고
※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품종 소량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는 재활용 현장여건과 이들 제품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Ⅰ.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세부기준
종이팩 재질·구조개선과 관련하여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세부기준
재질·구조
실리카 증착 등 투명필름 차단제
몸체

잡자재

재활용 용이
1등급
○

알루미늄 첩합

합성수지 재질 빨대
합성수지 성형 구조물

재활용 어려움
2등급
3등급

○

비고

대체재가 상용화된 이후에는
3등급으로 평가
별도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는 1등급으로 평가

○
○

Ⅱ.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시험방법
1. 종이팩 중 몸체의 재질 판정방법
1-1. 목적
종이팩 중 몸체의 재질 판정방법은「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 업무처리지침」별표1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기준에서 종이팩 중 몸체의 재질을 분석함에 있어서 분석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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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용 범위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 업무처리지침」제10조에 따라 종이팩 중 몸체의 재질 판정에 관한
실험을 실시하여, 심의안건서의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한다.
1-3. 실험 조건
종이팩 중 몸체의 재질 판정 실험조건은 [표 2]와 같다.
[표 2] 몸체의 재질 판정 실험 조건
구분
실험 조건

재질 판정 실험
증류수로 세척 후 표면 물기 제거

1-4. 주요 실험 항목
가. 재질 판정 : 종이팩 중 몸체에 차단제 종류 및 사용 유무
1-5. 실험 방법
가. 투명필름 차단제 판정 실험
① 종이팩 중 몸체의 일부를 약 5cm 크기로 준비
② 준비된 시료를 증류수로 3회 이상 세척
③ 세척된 시료의 표면을 거즈를 이용하여 물기 제거
④ 재질확인을 위해“X-선 형광분석기(XRF)”
로 분석
나. 알루미늄 첩합 판정 실험
[그림 1] 투명필름 차단제 판정 실험
종이팩 (몸체)

세척

- 5cm 크기

- 증류수로 3회

[그림 2] 알루미늄 첩합 판정 실험
종이팩 (몸체)

- 5cm 크기

세척

- 증류수로 3회
- 연마지 이용
- 육안 확인

물기 제거

- 거즈 이용

PE 제거 및 펄프 제거

Si 등의 재질 분석

- 기기 분석

Al 재질 분석

- 기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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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이팩 중 몸체의 일부를 약 5cm 크기로 준비
② 준비된 시료를 증류수로 3회 이상 세척
③ 적절한 연마지를 선택하여 인쇄면의 PE를 제거하고 알루미늄이 노출되도록 수중에서 펄프를
문질러 제거한 후 건조(알루미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기분석 제외)
④ 재질 확인을 위해“X-선 형광분석기(XRF)”
로 분석
1-6. 판정 방법
가. 재질 판정 실험
① 재질 분석
- 투명필름 차단제 : XRF 등으로 분석한 결과, Si 등의 원소가 검출되어야 함
- 알루미늄 첩합 : 육안 확인 및 XRF 등으로 분석한 결과, Al이 검출되어야 함
1-7. 결과서 필수 포함사항
가. 시료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제조사명, 제품명, 용량 등)
나. 실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분석기관, 실험일자, 실험자 등)
다. 실험결과 정리사항
- 재질 분석 : X-선 형광분석기(XRF)의 비교 Spectrum
(육안 확인 : 종이팩 중 몸체에서 펄프를 제거한 후 노출된 Al 사진)

2. 종이팩 중 잡자재의 존재 및 재질 판정방법
2-1. 목적
종이팩 중 잡자재의 존재 및 재질 판정방법은「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 업무처리지침」별표1
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기준에서 종이팩 중 잡자재의 존재 및 재질을 분석함에 있어서 분석의 정
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2. 적용 범위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 업무처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잡자재의 존재 및 재질 판정에 관한
실험을 실시하여, 심의안건서의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한다.
2-3. 실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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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중 잡자재의 존재 및 재질 판정 실험조건은 [표 3]과 같다.
[표 3] 잡자재의 존재 및 재질 판정 실험조건
구분
실험 조건

존재 판정 실험
대상 포장재를 완제품으로 구비

재질 판정 실험
증류수로 세척 후 표면 물기 제거

2-4. 주요 실험 항목
가. 존재 판정 : 잡자재(합성수지 재질 빨대, 성형구조물) 존재 유무
나. 재질 판정 : 잡자재(합성수지 재질 빨대, 성형구조물)의 합성수지 재질 유무
2-5. 실험 방법
가. 존재 판정 실험
① 대상 포장재를 완제품으로 구비
② 잡자재 존재를 육안으로 확인
나. 재질 판정 실험 “별첨의
:
[합성수지 재질 시험방법] 참조”
① 종이팩 중 잡자재의 일부를 약 2cm 크기로 준비
② 준비된 시료를 증류수로 3회 이상 세척
③ 세척된 시료의 표면을 거즈를 이용하여 물기 제거
④ 재질확인을 위해 FT-IR, TGA, DSC로 분석
2-6. 판정 방법

[그림 3] 잡자재 존재 및 재질 판정 실험
종이팩 포장재

- 완제품

가. 존재 판정 실험
① 육안 확인 : 잡자재(빨대 또는 성형구조물)가 존

잡자재 존재 확인

- 육안 확인

종이팩(잡자재)

- 2cm 크기

재하여야 함
나. 재질 판정 실험
① 재질 분석 : FT-IR, TGA, DSC 등으로 분석한 결과,
합성수지(PS, PP 등) 재질의고유특성을나타내어야함
세척 및 물기 제거

2-7. 결과서 필수 포함사항

- 증류수로 3회
- 거즈 이용

가.시료에대한일반적인사항(제조사명,제품명,용량등)
나.실험에관한사항(분석기관,실험일자,실험자등)
다. 실험결과 정리사항

재질 분석

- 기기 분석

*재질분석:별첨의[합성수지 재질 시험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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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 판정 실험
· 잡자재 존재 유무 : 빨대 또는 성형구조물이 몸체에 붙어있는 사진
- 재질 판정 실험
· 합성수지 재질 분석 : 적외선 분광분석(FT-IR)의 비교 Spectrum 및 열중량분석(TGA), 시
차주사열량측정분석(DSC)의 비교 Thermogram

Ⅲ. 유리병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세부기준
유리병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유리병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세부기준
재질·구조
재질

소다석회
유백유리

색상

무색, 갈색, 녹색
기타 색상

몸체

종이 재질
몸체와 분리가 가능한 경우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몸체에
무색 외의 병
직접인쇄 무색병

재활용 용이
1등급
○
○

○
○
○
○

몸체와 분리되는 경우
몸체와 분리되지 않는 경우
코르크, 금속성 물질의 잡자재

분리배출 홍보
재활용공정 포함

○
○

알루미늄이 포함된 재질
마개
/
잡자재

비고

○

합성수지
라벨

재활용 어려움
2등급
3등급

○
○
○
○

재활용공정에서 제거 가능한
경우 2등급으로 평가
마개·테 일체형 등
마개·테 분리형 등
마개 제외

Ⅳ. 유리병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시험 방법
1. 유리병 중 몸체의 재질 및 색상 판정방법
1-1. 목적
유리병 중 몸체의 재질 및 색상 판정방법은「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 업무처리지침」
별표1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기준에서 유리병 중 몸체의 재질 및 색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분석의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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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 업무처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유리병 중 몸체의 재질 및 색상 판정
에 관한 실험을 실시하여, 심의안건서의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한다.
1-3. 실험 조건
유리병 중 몸체의 재질 및 색상 판정 실험조건은 [표 5]와 같다.
[표 5] 유리병 중 몸체의 재질 및 색상 판정 실험조건
구분
실험 조건

색상 비교 판정 실험
증류수로 세척 후 표면 물기 제거

재질 판정 실험
250μm 체에 전량 통과하도록 분쇄하고, 건조 후 방냉

1-4. 주요 실험 항목
가. 색상 비교 판정 : 유리병 중 몸체의 색상이 무색, 갈색, 녹색인지 유무
나. 재질 판정 : 유리병 중 몸체의 소다석회 재질 유무
1-5. 실험 방법
가. 색상 비교 판정 실험
① 대상 포장재를 빈 포장재로 준비

[그림 4] 몸체 색상 비교 판정 실험
유리병 포장재

- 빈 용기

세척 및 건조

- 증류수로 3회
- 110±5 ℃, 2시간

대조군 비교

- 색상 판정

② 준비된 시료를 증류수로 3회 이상 세척
③ (110±5)℃의 건조기에서 약 2시간 건조한 후
대조군과 비교하여 색상 판정
나. 재질 판정 실험
① 유리병 중 몸체를 250μ
m 체를 전량 통과하도록
분쇄하고, (110±5)℃의 건조기에서 약 2시간 건조하
여 시험시료를 준비
② 준비된 시료 0.5g을 달아 테프론 비이커에 물로 적시고 황산(1:1) 및 플로오르화 수소산을 가
하여 황산의 흰 연기가 날 때까지 서서히 가열 분해
③식힌후소량의질산과플로오르화수소산을가하여가열분해하고황산의흰연기를약5분간발생시킴
④ 식힌 후 염산(1:1)과 물을 가하여 가열 분해하여 가용성 염류를 용해한 후 250mL 플라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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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옮겨 넣고 물로 눈금까지 맞춤

[그림 5] 몸체 재질 판정 실험

⑤ 이 용액의 25mL를 250mL 플라스크에
정확히 취하고, 물로 눈금까지 묽혀 분석 원소에

유리병 (몸체)

- 라벨 및 마개 등 제거

분쇄

- 250 μm 체 전량 통과

대하여 검정곡선을 작성한 분석기기(ICP)로 측정
⑥ Na2O, CaO 함량으로 유리 재질 판정
1-6. 판정 방법

1차 산분해 (황산, 불산)

- 1.0 g
- 황산 및 플로오르화수소산

가. 색상 비교 판정 실험
① 육안 확인 : 대조군과 비교하여 무색, 갈

방냉

색, 녹색 유리이여야 함
나. 재질 판정 실험

2차 산분해 (질산, 불산)

- 질산 및 플로오르화수소산

① 소다석회 재질 분석 : 고주파 유도 결합 플
라즈마(ICP)등으로 분석한 결과, 무색, 녹색 :

방냉

Na2O:12% 이상, CaO:10% 이상이여야 함갈색
: Na2O:12% 이상, CaO:8% 이상이어야 함
1-7. 결과서 필수 포함사항

가열용해 (염산)

분석시료 조제

- 염산 및 물

- 25mL → 250mL로 묽힘

가. 시료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제조사명, 제
품명, 용량 등)

Na2O, CaO 함량 분석

- 기기분석

나. 실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분석기관, 실
험일자, 실험자 등)
다. 실험결과 정리사항
- 색상 비교 판정 실험
· 대조군 비교 : 유리병 중의 몸체 색상과 대조군 색상의 비교 사진
- 재질 판정 실험
· 재질 분석 : 고주파 유도 결합 플라즈마(ICP) 측정 DATA 챠트

2. 유리병 중 라벨의 재질 및 몸체와 분리 판정방법
2-1. 목적
유리병 중 라벨의 재질 및 몸체와 분리 판정방법은「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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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기준에서 유리병 중 라벨의 재질 및 몸체와 분리를 분석함에 있어서
분석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2. 적용 범위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 업무처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유리병 중 라벨의 재질 및 몸체와 분
리 판정에 관한 실험을 실시하여, 심의안건서의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한다.
2-3. 실험 조건
유리병 중 라벨의 재질 및 몸체와 분리 판정 실험조건은 [표 6]과 같다.
[표 6] 유리병 중 라벨의 재질 및 몸체와 분리 판정 실험조건
구분
직접인쇄 판정 실험
종이재질 판정 실험
재질 판정 실험
몸체와 분리 판정 실험
실험 조건 증류수로 세척 후 표면 물기 제거 증류수로 세척 및 분쇄 증류수로 세척 후 표면 물기 제거 수작업 및 수공구로 분리

2-4. 주요 실험 항목
가. 직접인쇄 판정 : 유리병 중 몸체에 직접인쇄 유무
나. 종이 재질 판정 : 라벨의 종이 재질 유무
다. 재질 판정 : 라벨의 합성수지 재질 및 알루미늄이 포함된 재질 유무
라. 몸체와 분리 판정 : 몸체와 라벨의 분리 유무
2-5. 실험 방법

[그림 6] 직접인쇄 판정 실험

가. 직접인쇄 판정 실험
① 대상 포장재를 빈 포장재로 준비

유리병 포장재

② 준비된 시료를 증류수로 3회 이상 세척
③ 세척된 시료의 표면을 거즈를 이용하여 물기 제거

세척 및 물기 제거

- 빈 용기
- 증류수로 3회
- 거즈 이용

④ 직접인쇄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
나. 종이 재질 판정 실험

직접인쇄 확인

- 육안 확인

① 대상 포장재를 빈 포장재로 준비
① 준비된 시료를 증류수로 3회 이상 세척
② 세척된 시료를 금속틀에 넣고 50kg 이상의 하중으로 분쇄
③ 분쇄물 전체를 유리용기 교반장치에 넣고 80℃～90℃의 2% 알칼리성 수용액에서 10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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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r/min 속도로 교반
④ 라벨이 알칼리성 수용액에서 해리되는지 확인
다. 재질 판정 실험
① 유리병 중 라벨의 일부를 2 cm 크기로 준비
② 준비된 시료를 증류수로 3회 이상 세척
③ 세척된 시료의 표면을 거즈를 이용하여 물기 제거
④ 합성수지 재질은“별첨의 [합성수지 재질 시험방법] 참조”
(복합재질의 경우 적외선 분광분석(FT-IR) 만 시험)
⑤ 알루미늄 포함 유무를“X-선 형광분석기(XRF)”
로 분석
라. 몸체와 분리 판정 실험
① 수작업 및 수공구를 사용하여 합성수지 라벨을 분리
② 합성수지 라벨이 몸체와 분리되는지 확인
2-6. 판정 방법
가. 직접인쇄 판정 실험
① 육안 확인 : 무색 외의 병 몸체에 직접 인쇄되어 있어야 함
나. 종이 재질 판정 실험
① 육안 확인 : 라벨이 해리되어야 함
다. 재질 판정 실험
[그림 7] 종이 재질 판정 실험
유리병 포장재

포장계·2015. 5

- 빈 용기

세척

- 증류수로 3회

분쇄

- 50kg 이상의 하중

교반

- 80℃～90℃, 10분

종이 해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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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재질 판정 실험

- 육안 확인

유리병(라벨)

세척

- 2cm 크기

- 증류수로 3회

물기 제거

- 거즈 이용

합성수지, Al 포함
재질 분석

- 기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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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성수지 재질 분석 : FT-IR, TGA, DSC 등으로 분석한 결과, 합성수지(PS, PP 등) 재질의
고유 특성을 나타내어야 함
② 알루미늄 포함된 재질 분석 : XRF 등으로 분석한 결과, Al이 검출되어야 함
라. 몸체와 분리 판정 실험
① 육안 확인 : 유리병 몸체와 라벨이 쉽게 분리되어야 함
2-7. 결과서 필수 포함사항
가. 시료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제조사명, 제품명, 용량 등)
나. 실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분석기관, 실험일자, 실험자 등 )
다. 실험결과 정리사항
- 직접인쇄 판정 실험
· 직접인쇄 유무 : 유리병 중 몸체에 직접 인쇄된 사진
- 종이 재질 판정 실험
· 종이 재질 유무 : 라벨의 해리 상태 사진
- 재질 판정 실험
· 합성수지 재질 분석 : 적외선 분광분석(FT-IR)의 비교 Spectrum 및 열중량분석(TGA), 시
차주사열량측정분석(DSC)의 비교 Thermogram(복합재질의 경우 내·외면 적외선 분광분석(FTIR)의 비교 Spectrum)
· 알루미늄이 포함된 재질 유무 : X-선 형광분석기(XRF)의 비교 Spectrum
- 몸체와 분리 판정 실험
· 몸체와 분리 유무 : 수작업 및 수공구에 의한 합성수지 라벨의 분리 상태 사진

3. 유리병 중 마개/잡자재의 몸체와 분리 및 재질 판정방법
3-1. 목적
유리병 중 마개/잡자재의 몸체와 분리 및 재질 판정방법은「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 업무처리지
침」별표1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기준에서 유리병 중 마개/잡자재의 몸체와 분리 및 재질을 분석함에
있어서 분석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2. 적용 범위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 업무처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유리병 중 마개/잡자재의 몸체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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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및 재질 판정에 관한 실험을 실시하여, 심의안건서의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한다.
3-3. 실험 조건
유리병 중 마개/잡자재의 몸체와 분리 및 재질 판정 실험조건은 [표 7]과 같다.
[표 7] 유리병 중 마개/잡자재의 몸체와 분리 및 재질 판정 실험조건
구분
실험 조건

분리 판정 실험
수작업 및 수공구로 분리

존재 판정 실험
대상 포장재를 완제품으로 구비

재질 판정 실험
증류수로 세척 후 표면 물기 제거

3-4. 주요 판정 항목
가. 분리 판정
① 마개 : 마개와 몸체의 분리 유무 (마개·테 분리 유무 포함)
② 잡자재 : 잡자재와 몸체의 분리 유무
나. 존재 판정 : 코르크, 금속성 물질의 잡자재 존재 유무
다. 재질 판정 : 금속성 물질 유무
3-5. 실험 방법
가. 분리 판정 실험
① 수작업 및 수공구를 사용하여 마개/잡자재를 분리(마개의 경우 수작업으로 분리)
② 마개/잡자재가 몸체와 분리되는 지 확인(마개의 경우 마개·테 분리 유무 포함)
나. 존재 판정 실험
① 대상 포장재를 완제품으로 구비
② 잡자재인 코르크, 금속성 물질 존재를 육안으로 확인
다. 잡재재의 재질 판정 실험
① 유리병 중 잡자재의 일부를 2cm 크기로 준비
② 준비된 시료를 증류수로 3회 이상 세척
③세척된시료의표면을거즈를이용하여물기제거
④ 금속성 물질 유무를“X-선 형광분석기(XRF)”
로 분석
3-6. 판정 방법
가. 분리 판정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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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개 : 마개와 테가 일체형으로 몸체에서 완전

[그림 9] 잡재재의 재질 판정 실험

분리되어야 함
② 잡자재 : 잡자재가 몸체와 쉽게 분리되어야 함

유리병 (잡자재)

- 2cm 크기

나. 존재 판정 실험
세척

① 육안 확인 : 코르크, 금속성 물질이 존재하여야 함

- 증류수로 3회

다. 잡재재의 재질 판정 실험
① 금속성 물질 유무 : XRF로 분석한 결과, 금속

물기 제거

- 거즈 이용

재질 분석

- 기기 분석

재질이여야 함
3-7. 결과서 필수 포함사항
가. 시료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제조사명, 제품명, 용량 등)
나. 실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분석기관, 실험일자, 실험자 등 )
다. 실험결과 정리사항
- 분리 판정 실험
· 몸체와 분리 유무
·마개 : 수작업에 의한 마개의 몸체에서 분리 상태 사진 및 마개·테 분리 유무 사진
·잡자재 : 수작업 및 수공구에 의한 잡자재의 몸체에서 분리 상태 사진
- 존재 판정 실험
· 코르크, 금속성 물질 유무 : 코르크, 금속성 물질의 사진
- 재질 판정 실험
· 금속성 물질 유무 : X-선 형광분석기(XRF)의 비교 Spectrum
이상으로 포장재 재질·구조 시험방법 중 종이팩 포장재와 유리병 포장재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회에서는 금속캔 포장재와 발포합성수지 포장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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