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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오 표

섹션 수정 전 수정 후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완구류에서 붕소에 대한 함량기

준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완구류에서 붕소에 대한 기준

이 없다.

방법

557쪽 2. 붕소 분석 방법의 문단에 다음 내용을 

추가

붕소의 용출량은 유럽연합 공정시험방법을 적

용하여 분석하였다(EN71-3). 13개 제품에 대해 

유럽연합 공정시험방법과 마이크로웨이브를 이

용한 산분해 방법을 동시에 분석하여 관계식을 

구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용출량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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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오 표

섹션 수정 전 수정 후

결과

평균 함량은 1005±626 mg/kg이었고 75~2278 mg/kg

의 농도 범위로 포함되어 있었다. 전체 30개 중 에

서 5개를 제외한 액체괴물에서 완구 내 붕소의 유

럽연합 기준인 300 mg/kg을 초과하였다.

평균 함량은 1005±626 mg/kg이었고 75~2278 mg/

kg의 농도 범위로 포함되어 있었다. 유럽연합 공

정시험 방법에 의한 용출량은 마이크로웨이브 

방법에 의한 함량의 69.3%였다 (R2=0.984). 이 

두 방법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구한 30개 제품의 

평균 용출량은 697±421 mg/kg이었고 52~1580 

mg/kg의 범위로 포함되어 있었다. 전체 30개 중 

에서 5개를 제외한 액체괴물에서 완구 내 붕소

의 유럽연합 용출량 기준인 300 mg/kg을 초과하

였다. 

Fig. 1. Weight fraction of boron in slimes (mg/kg) Fig. 1에서 유럽연합 기준의 선을 삭제하였습니

다(아래 그래프 참조).

고찰

본 연구에서 조사한 30개 액체괴물은 유럽에서 조

사한 액체괴물 내 붕소 함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2018년 영국과 프랑스에서 액체괴물을 수거하여 

붕소의 함량을 시험했는데 EU기준을 초과하는 붕

소 함량은 각 나라별로 13%와 72%였다. 본 연구에

서 분석한 액체괴물의 83%가 EU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고 이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보다 높은 결과이

다. 영국의 경우 최대함량은 1400 mg/kg이었는데 

본 연구에서 분석한 최대 함량은 이보다 높은 2278 

mg/kg이었으며 1400 mg/kg을 넘는 액체괴물이 전

체 중 8개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30개 액체괴물은 유럽에서 

조사한 액체괴물 내 붕소 용출량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2018년 영국과 프랑스에서 액체괴물을 수거하

여 붕소의 용출량을 시험했는데 EU기준을 초과

하는 붕소 용출량은 각 나라별로 13%와 72%였

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액체괴물의 83%가 EU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고 이는 영국과 프랑스에

서 보다 높은 결과이다. 영국의 경우 최대 용출

량은 1400 mg/kg이었는데 본 연구에서 분석한 

최대 용출량은 이보다 높은 1580 mg/kg이었으며 

1400 mg/kg을 넘는 액체괴물이 전체 중 3개였다.

결론

액체괴물 내의 붕소 함량은 조사된 제품 중 83%에

서 유럽의 기준을 초과하였고 함량도 최근 보도된 

유럽보다 더 높았다.

액체괴물 내의 붕소 용출량은 조사된 제품 중 

83%에서 유럽의 기준을 초과하였고 용출량도 

최근 보도된 유럽보다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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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eight fraction of boron in slimes (mg/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