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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및 개인위생·생활용품 중 보존제 함유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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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Objectives: Preservatives are commonly used in pharmaceuticals, cosmetics and other products to extend the

expiration date and prevent the growth of microorganisms. Preservatives are generally effective in controlling

mold and inhibiting yeast growth, and against a wide range of bacterial attacks as well. They also adversely

affect the quality of sperm and cause precocious puberty in children.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nalyze seven

preservatives used in pharmaceuticals and personal care products. 

Methods: Five kinds of pharmaceuticals and personal care products (PPCPs) were examined for analysis with

a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diode array detector. Each sample was homogenized and the targeted

compounds were extracted with methanol. The suspended particulate was removed by syringe filter. Next, the

sample was injected into an HPLC system. The separation of the seven preservatives was achieved with a C18

column and gradient mode. The accuracies were between 73% and 120% and precision was lower than 11.58%

(RSD).

Results: All of the calibration curves showed good linearity with a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over 0.999.

Among the PPCP samples, the detection rate of preservatives was 32.5% for pharmaceuticals, 44.8% for

toothpaste, 76.9% for mouthwash, 40.0% for body lotion and 56.0% for wet tissues. The average concentrations

of the preservatives in PPCPs were BA 1141.0 mg/kg, MP 709.8 mg/kg, EP 624.9 mg/kg, PP 216.9 mg/kg, BP

167.8 mg/kg, and TCS 538.2 mg/kg. The most frequently detected preservatives in pharmaceuticals and personal

care products were BA, MP and PP. The concentrations of preservatives exceeded Korean regulatory standards

in 11 samples of medicines, three of mouthwash and two of body lotion. 

Conclusion: We found that most of the PPCP samples contained various preservative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which preservatives were used and to determine the level of preservatives in PPCPs and to assess the health risk

to susceptible populations such as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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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보존제는 넓은 pH범위에서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며, 식품, 의약품, 생활용품 등에서 미생

물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된다.1-3) 유럽에서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이기 위해 약 14만여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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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제가 사용되며, 전세계적으로 벤조산, 파라벤(메

틸-, 에틸-, 프로필-, 부틸-), 디하이드로아세트산, 트

리클로산과 같은 다양한 보존제가 널리 사용되고있

다.3) 사용 빈도가 높은 벤조산의 경우, 세계적인 생

산량은 매년 약 60만 톤에 달하며, 태국은 와인에

첨가되는 식품 보존제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한 물질로 인정하고 있다.4,7) 

막걸리, 쌀 와인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기 위

해 벤조산이 사용된다.4) 파라벤은 세포막의 투과성

을 증가시켜 수송을 방해하여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식품, 의약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1,4) 트리클로산은 식

품, 화장품에도 사용되지만 페놀계 화합물로 치태세

균에 항균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

어 치약류에 사용된다.4,12,13) 

최근 국내 치약과 화장품에 사용되는 보존제의 사

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독성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벤조산은 특정한 작용기를 지

니고 있어 정상세포가 영향을 받아 두드러기 및 천

식과 같은 질병이 야기된다.5,6) 파라벤은 내분비계

교란물질로써 정자의 감소 및 어린이 성조숙증의 원

인이 되며,8,9) 부틸파라벤의 경우, 태아의 난소에서

에스트라디올 베타수용체의 mRNA 표현수준에 유

의한 감소가 확인되었고, 에스트로겐을 활성화하여

남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연구가 발표되었

다.10,11)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트리클로산이

박테리아 내성을 떨어뜨리고, 항생제의 감수성 변화

와 관련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항생제 내성의 우려를

제기하였다.12,13). 디하이드로아세트산은 신장기능 손

상을 유발하고 다량 흡수할 경우에는 경련, 구토, 운

동실조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는 등 보존제의

위험성이 입증되고 있다.14)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존제에 대한 허용농

도를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류로 나누어 규정하

고 있다.15) 의약품과 의약외품 중 치약제는 벤조산

과 파라벤이 규제되고 있으나 화장품류는 벤조산,

파라벤, 디하이드로아세트산, 트리클로산을 규제하

고 있다.

2012년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이

판매됨에 따라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아졌고, 그에

따른 약물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위생용품 중 치약과 구강청결제는

경구로 직접 흡수되는 개인위생용품으로써 어린아

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넓은 연령층에서 주기적

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또한 최근 화장품 및 물티슈의 다양한 보존제와 중

금속 등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노출에 대한 불안

감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제품에 대한 규

제 및 보존제의 성분 표기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미국 EPA에서는 제시하는 PPCPs (phar-

maceuticals and personal care products) 라는 오염

원에 포함된 7종의 보존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진행

하였다. PPCPs에는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의

약품, 화장품, 치약과 같은 개인 위생용품이 포함된

다. 이들 PPCPs 제품에서 벤조산, 파라벤류, 디하이

드로아세트산, 트리클로산 등 7종의 보존제를 검출

하고 보존제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보존제의 허용농

도 규제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

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시료 선정

본 연구는 EPA에서 정의하는 PPCPs를 대상시료

로 선정하여 5종의 의약품 및 개인생활용품 152건

을 조사하였다. 구강청정제 28건(어른용 23건, 어린

이용 5건)과 물티슈 25건은 2015년 5월 경기도내의

대형마트와 할인마트, 편의점에서 유통중인 제품으

로 구입하였고, 치약 29건과 바디로션 30건은 제품

을 사용 중인 참여자에게 기증받아 각각 수집하였으

며, 의약품 40건(내용액 20건, 정제 20건)의 경우,

약국에서 구입하였다.

2. 분석대상물질 및 시약

분석대상물질은 보존제 7종으로 벤조산, 디하이

드로아세트산, 트리클로산은 시그마 알드리치

(Milwawkee, WI, USA)사에서 구입하였고, 파라벤

4종(메틸-, 에틸-, 프로필-, 부틸-)은 시그마 알드리치

(Milwawkee, WI, USA)사에서 구입하였다. 이동상

조제를 위해 암모늄 아세테이트, 아세트산은 시그마

알드리치(Milwawkee, WI, USA)사, 메탄올은

Burdick&Jackson (Muskegon, MI, USA)사에서 구

입하여 사용하였다. 증류수는 Merck millipore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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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순수제조장치로 제조한 3차 증류수(>18.2 MΩ cm

resisitivity)를 사용하였다.

2. 시료전처리

보존제 분석을 위한 시험용액은 15 ml 시험튜브에

각 시료를 정확히 칭량하고 (치약 0.5 g, 구강청결제

0.5 ml, 물티슈 1 g, 바디로션 0.2 g, 의약품(정제 0.1 g,

내용액 0.5 ml)) 메탄올 10 ml를 첨가하여 용매추출

하였다. 그 후 5분간 잘 혼합한 후에 10분간 6000

rpm으로 원심분리를 진행하였다. 상등액을 취해 0.45

µm 실린지필터로 여과한 시험용액을 HPLC 시스템

에 주입하였다. 모든 시험용액은 농도범위를 초과한

경우 희석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3. HPLC분석

의약품 및 개인위생·생활용품 중 보존제 검출 및

각 물질의 피크분리에 이용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은 HPLC(1100 Series, Agilent, USA)이며, 컬

럼은 Agilent ZORBAX(5 um, 4.6 × 250 mm)를 이

용하였다. 전처리 된 샘플은 20 µl씩 HPLC 시스템

에 주입하였고, 이동상은 0.1% acetic acid, 0.02 M

acetate buffer(pH 4.2)가 함유된 물(A)과 아세토니트

릴 용매(B)를 사용하였다. 이동상의 조건은 경사 용

매 조성법으로 초기에 이동상 A용매를 80%로 시작

하여 15분까지 A용매의 양을 60%로 감소시키고, 15

분부터 18분까지 A용매를 30%, 18분부터 22분까지

A용매를 10%로 감소시켜 25분까지 10%가 되도록

유지하였다. 1분간 A용매의 양을 다시 늘려 80%로

증가시키고 2분간 유지시킨 후,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오게 하였다. 유량은 1 ml/min이며, 파장은 최대

흡광파장에 따라서 235 nm와 254 nm의 두 그룹으

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분석시간은 28분이었다.

4. 분석법 검증 및 정도관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대상물질 7종의 검량선의 직선성확인, 검

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 정량한계(Limit of

quantification, LOQ), 정확도 및 정밀도 실험을 수

행하였다. 직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준물질을 메탄

올로 희석하여 표준원액 (1,000 mg/kg)을 조제한 후

최종농도가 1, 2, 5, 10, 50, 100 µg/ml가 되도록하

여 검량선 작성용 표준용액으로 사용하였다. 

분석법 검증 시료는 매트릭스 효과(matrix effect)

를 배제하기 위하여 추출법을 다르게 진행하였으

며, 각 시료의 종류별로 정확도와 정밀도 시험을 실

시하였다. 각각 7개씩 준비하고 표준 용액을 첨가하

여 최종 농도를 2.5 µg/ml와 25 µg/ml로 하여 시료

와 같은 방법으로 전처리 후, 정확도와 정밀도를 계

산하였다. 정확도는 농도별 평균 회수율(%)을 이용

하였고 정밀도는 농도별 상대표준편차(RSD, %)를

이용하였다. 

증류수를 이용한 공시료 시험과 추출 및 분석에

포함되는 모든 시약의 시약 공시료(reagent blank)

검사 결과 방해물질이 없음을 확인하고 실험을 진행

하였다. 시료의 분석은 검량선 시료, 시료, 공시료,

정도관리(QC) 시료를 포함하여 분석과정의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시료 중 보존제 7종의 동시 분석법

본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추

출 방법인 메탄올을 사용하여 용매추출1,4,11,16) 후 실

린지 필터를 사용해 전처리를 진행하였다. 검량선 범

위 1~100 µg/ml이며, 보존제 7종의 검량선 r2값은

0.9996~0.9999 사이로 안정적인 직선성을 보여주었

다. Fig 1은 HPLC에서 얻어진 분석대상물질을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측정한 7종의 크로마토그램이

다. 위쪽(1)은 벤조산, 디하이드로아세트산, 트리클로

산을 파장 235 nm에서 측정한 결과이며, 아래쪽(2)

은 4종의 파라벤류를 파장 254 nm에서 측정한 결

과이다.

검출한계는 FDA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여 계

산하였으며, 0.04~1.7의 범위로 나타났다. 7종의 보

존제의 정확도는 73~120%, 정밀도는 0.32~11.58%

미만의 값으로 나타나 의약품 및 생활용품에서 보존

제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결과를 얻었다. 각 분석대

상물질 별 정확도와 정밀도, 검출한계는 Table 1, 2

에 제시하였다.

2. 생활용품의 보존제 함유량 분석 결과 

의약품 및 개인 생활용품 등 5종에서 분석한 보존

제 중 벤조산,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프로필파라

벤, 부틸파라벤,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었고 디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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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세트산은 검출되지 않았다. 대상 시료 중 보존

제 검출률은 의약품 32.5%, 치약 44.8%, 구강 청결

제 76.9%, 바디로션 40%, 물티슈 56%이었다. 시료

별 보존제 검출 수와 검출된 시료의 평균농도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일반의약품 40건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고상시료

(정제)에서는 보존제가 검출되지 않았고 20건의 액

상시료 중 13건의 시료에서 보존제가 검출되었다.

검출된 보존제의 농도 범위(건수)는 벤조산 642~970

µg/g(4건), 메틸파라벤 275~2031 µg/g(8건), 에틸파

라벤 208 µg/g(1건), 프로필파라벤 63~298 µg/g(8건),

부틸파라벤 167 µg/g(1건)이었다. 5건의 시료에서는

한 종류의 보존제가 검출되었으며 8건의 시료에서는

두 종류 이상의 보존제가 검출되었다. 파라벤류 보

존제 혼합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약 29건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13건의 시료에

Fig. 1. HPLC chromatogram of 7 preservatives from standard solution (100 µg/ml): (1) wavelength 235 nm and (2)

wavelength 254 nm.

Table 1. Precision(%) and accuracy(%) of preservatives

Sample
Benzoic acid

Methyl 

paraben

Dihydroxyacetic 

acid

Ethyl

paraben

Propyl 

paraben

Butyl 

paraben
Triclosan

Low High Low High Low High Low High Low High Low High Low High

Precision

Medicine -1) 0.3 0.6 0.3 -1) 0.7 0.8 0.9 0.4 0.4 0.3 0.9 0.9 0.8 

Toothpaste 1.1 1.2 0.7 1.1 11.2 1.1 1.0 0.7 1.0 0.7 0.9 0.7 1.0 1.3 

Mouthwash 6.7 7.1 1.6 6.8 5.0 9.3 5.7 1.7 2.0 1.9 2.1 2.2 5.5 2.4 

Body Lotion 9.7 1.7 6.2 4.4 5.4 1.6 1.9 2.6 5.1 2.8 1.7 2.2 5.5 3.5 

Wet tissue 7.1 1.0 11.4 1.3 5.3 10.0 11.5 0.8 10.8 1.1 1.7 0.6 3.4 1.4 

Accuracy

Medicine -1) 86.4 80.3 80.7 -1) 103.4 88.5 84.3 99.8 86.4 101.2 95.7 83.8 82.9 

Toothpaste 73.0 77.2 84.3 78.5 114.9 98.0 86.6 79.7 85.5 79.3 84.2 78.1 85.7 81.4 

Mouthwash 113.7 116.2 112.3 118.3 109.3 115.4 104.4 111.6 101.3 111.0 97.0 106.0 94.0 114.0 

Body Lotion 93.9 82.2 86.9 85.2 107.8 113.2 89.6 87.0 91.7 86.0 85.9 85.1 83.7 89.1 

Wet tissue 119.3 92.3 113.9 120.0 109.0 103.4 112.9 107.5 119.6 118.4 93.3 109.7 102.4 88.4 

*Abbreviations; Low: low concentration 2.5µg/g, High: high concentration 25 µg/g. 

1) not determined because of low sensit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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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존제가 검출되었다. 검출된 보존제의 농도 범

위(건수)는 벤조산 118~1067 µg/g(5건), 메틸파라벤

157~1142 µg/g(7건), 프로필파라벤 342 µg/g(1건), 트

리클로산 807 µg/g(1건)이었다. 보존제가 검출된 13

건의 시료 중 12건의 시료에서 한 종류의 보존제만

검출되었고 1건의 시료에서는 메틸파라벤과 프로필

파라벤이 동시에 검출되었다.

구강청결제 26건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20건의 시

료에서 보존제가 검출되었다. 검출된 보존제의 농도

범위(건수)는 벤조산 633~3834 µg/ml(11건), 메틸파

라벤 250~1333 µg/ml(10건), 프로필파라벤 103~459

µg/ml(5건)이었다. 한 종류의 보존제만 검출된 시료

는 14건으로 평균 1938 µg/ml로 검출되었으며, 두

종류 이상의 보존제가 검출된 시료는 6건으로 평균

2573 µg/ml로 한 종류의 보존제가 사용되는 시료보

다 높았다.

바디로션 30건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12건의 시

료에서 보존제가 검출되었다. 검출된 보존제의 농도

범위(건수)는 메틸파라벤 941~2217 µg/ml(10건), 에

틸파라벤 358~1723 µg/ml(2건), 프로필파라벤 337~

761 µg/ml(5건), 트리클로산 132~404 µg/ml(2건)이었

다. 한 종류의 보존제가 사용된 시료는 6건, 두 종

Table 2. Limits of detection(LOD) for analyzing preservatives in PPCPs (µg/g)

Analytes Medicine Toothpaste Mouthwash BodyLotion Wet Tissue

Benzoic acid 0.52 0.14 0.50 1.44 0.67

Methyl paraben 0.08 0.10 0.04 0.85 1.02

Dihydroxyacetic acid 1.45 1.70 0.43 0.92 0.46

Ethyl paraben 0.11 0.14 0.06 0.27 1.03

Propyl paraben 0.06 0.14 0.05 0.74 1.02

Butyl paraben 0.06 0.13 0.06 0.23 0.12

Triclosan 0.12 0.14 0.39 0.73 1.46

Table 3. Average concentration (µg/g) and number of detected sample of each preservatives

Sample (N) BA MP DHA EP PP BP TCS

Medicine n 4 8 1 8 1

(40) Mean 754 681 208 124 167

Range 642~970 275~2031 63~298

Toothpaste n 5 7 1 1

(29) Mean 588 800 342 807

Range 118~1067 157~1142

Mouthwash n 11 10 5

(28) Mean 2080 733 262

Range 633~3834 250~1333 103~459

Body Lotion n 10 2 5 2

(30) Mean 599 1041 138 268

Range 941~2217 358~1723 337~761 132~404

Wet tissue n 14

(25) Mean 1141

Range 450~2112

Total (152) n 34 35 3 19 1 3

Average 1141 709 624 216 167 538

*Abbreviations; BA: benzoic acid, MP: methyl paraben, DHA: dihydroxyacetic acid, EP: ethyl paraben, PP: propyl paraben, BP:

butyl paraben, TCS: triclosan, n: number of detected sample.

*Average concentration was calculated from detected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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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이상의 보존제가 사용된 시료는 6건으로 파라벤

류가 혼합 사용되었다. 바디로션에는 메틸파라벤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티슈에서 검출된 보존제는 벤조산으로 25건 중

17건이 검출되었다. 벤조산의 농도는 450 2112 µg/g

범위로 나타났으며, 평균 농도는 1141 µg/g이었다. 

IV. 고 찰

1. 일반의약품

본 연구는 일반의약품 총 40건 (정제 20건, 내용

액 20건) 중에서 정제의 경우 보존제가 검출되지 않

았고, 내용액에서는 13건이 검출되었다. Hsi-Ya Huang

등(2003)16)과 비교했을 때, 벤조산의 경우 292 µg/

ml, 메틸파라벤의 경우 605~1130 µg/ml로 본 연

구에서 제품별 평균 농도보다 낮은 값을 보였으나

, 프로필파라벤 74~2640 µg/ml, 부틸파라벤 1690 µg/

ml의 경우 본 연구에서 검출된 농도보다 높은 범위

를 나타내었다. 이는 독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알

려진 부탈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의 사용이 감소한

반면 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벤조산과 메틸파라벤

의 사용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의약품의 보존제 허용 농도는 벤조산 0.06%,

파라벤류 0.01%로 규제되고 있다. 분석한 일반의약

품 시료 중 11건에서 보존제 규제기준을 초과하였

다. 벤조산이 검출된 시료는 모두 허용농도(0.06%)

를 초과하였고, 파라벤은 8건 중 7건이 허용농도

(0.01%)를 초과하였다. 벤조산이 가장 높은 농도로

검출된 시료는 식약처 기준의 약 1.6배이고, 파라벤

은 약 23배로 나타났다. 일반의약품에 사용된 보존

제 빈도는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 순이며, 메틸

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은 복합사용으로도 사용되었

는데 이는 방부력은 좋지만 세포독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부틸파라벤의 사용을 최대한 피하고, 대신 상

대적으로 내분비독성이 적은 메틸파라벤을 주로 사

용하면서 부족한 방부력을 프로필파라벤을 혼용 사

용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17)

일반의약품의 경우 본 연구에서 보존제 함유량 기

준을 초과한 제품이 확인되었으며, 편의점, 약국 등

에서 소비자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음으로 보존제

의 과다 노출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존제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

2. 개인위생용품: 치약, 구강청결제

본 연구에서 29건의 치약 중 13건의 치약에서 벤조

산, 메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트리클로산으로 단일

혹은 복합으로 최저 118 µg/g에서 최대 1342 µg/g로

검출되었다. 어린이용제품의 검출은 치약 13건 중 3

건이었으며 모두 벤조산이었다. 

구강청결제 26건 중 20건은 벤조산, 메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이 단일 혹은 혼합으로 최저 354 µg/ml

에서 최대 4364 µg/ml까지 다양한 농도로 사용되었

다. 구강청결제 3건은 식약처에서 규정한 벤조산 허

용 농도 기준 (0.3%)을 초과하였다. 정상미 등(2012)18)

와 비교해보았을 때, 구강청결제의 단일 보존제 사

용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벤조산의 단일 사용이 25%

에서 50%로 증가하였다. 

벤조산은 진피에 노출될 경우 피부와 눈에 자극을

일으켜 홍반과 부종을 일으키고 알레르기성 반응이

보고되고 있어 면역력이 낮은 어린이들은 주의가 필

요하다.17,19,20) 식약처는 만 6세 이하의 어린이의 사

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나14) 어린이 제

품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나 관리는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치약이나 구강청결제가 포함되는 의약외품(quasi-

drug)에 사용되는 파라벤류 기준은 0.2% 이하로서

일본(혼합 1.0% 이하)과 비교할 때 엄격하게 관리되

고 있으나 EU(0.14% 이하)보다는 높다. 식약처에서

는 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경우 2015년부터 보존제

표기에 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하였지만, 의약외품에

대한 보존제 적정 사용을 권고하고 어린이 제품에

대한 보존제의 적절한 기준 설정과 관리 등 추가적

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생활용품 : 바디로션, 물티슈

바디로션 30건 중 12건 제품에서 보존제가 검출

되었고, 2건의 시료에서 트리클로산이 허용농도(0.3%)

를 초과하였다. 이는 2015년 6월 화장품법의 개정으

로 트리클로산의 규제 기준이 0.3%에서 직접 흡수

되는 제품의 사용금지로 변경됨에 따라,15) 그 전에

제조, 판매되어 사용된 제품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물티슈는 25건 중 14건에서 벤조산이 검출되었

다. 성분 표시가 되지 않은 제품 8건 중 벤조산이

검출된 것은 3건으로 조사되었다. 대형마트에서 구

입한 물티슈는 모두 성분표시가 되어있었으나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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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가 없는 8건의 물티슈는 길거리에서 배포되거나

소형마트에서 구입한 것이었다. Liao 등(2014)21)의

연구에서는 물티슈에서 파라벤류가 검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기준을 반영하여

5가지 종류의 파라벤(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

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이 들어

간 화장품 수입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2015년 7월부

터 물티슈는 화장품 기준으로 관리되어 살균보존성

분에 대한 기준을 벤조산 0.5%, 파라벤 단일 0.4%,

혼합 0.8%, 트리클로산 세정류 0.3%(직접흡수금지),

디하이드로아세트산 0.6%로 두고 있다.

바디로션이나 물티슈가 포함되는 화장품의 경우

관리기준이 마련되었지만 지속적인 보존제 함량 모

니터링이 필요하며 물티슈와 같이 무허가제품에 관

한 관리와 기준초과 물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III. 결 론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5가지 일

반의약품 및 개인생활용품에서의 보존제 함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일반의약품, 구강청결

제, 치약, 바디로션, 물티슈 총 152건의 시료를 분석

한 결과 시료 중 보존제가 검출율은 72건(48%)이었

고 이중 법적기준을 초과한 것은 의약품 11건, 구강

청결제 3건, 바디로션 2건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치약과 바디로션은 기증받아 분석한 것으로 제품 사

용 중 오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구강청결

제와 물티슈에서 보존제가 검출된 제품 중 각각 성

분의 미표시된 건수가 21건(81%), 8건(32%)으로 조

사되어 의약품 및 개인생활용품의 보존제에 대한 규

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의약품 및 개

인생활용품의 새롭게 적용된 법적기준을 토대로 정

확한 성분함량을 표시하고 어린이용 제품의 기준을

새롭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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