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7

Journal of Food Hygiene

and Safety

Available online at http://www.foodhygiene.or.kr

pISSN 1229-1153 J. Fd Hyg. Safety

Vol. 27, No. 3, pp. 257~263 (2012)

천연물질 사용 화장품의 잔류농약과 보존제 모니터링

박은미*·엄미나·김범호·조상훈·박신희·조현례·윤미혜·이정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팀

Monitoring of Pesticide Residues and Preservatives in

Cosmetics Using Natural Materials

Eun-Mi Park*, Mi-Na Um, Beom-Ho Kim, Sang-Hun Cho, Sin-Hee Park, Hyun-Ye Jo, Mi-Hye Yoon, and Jong-Bok Lee

Pharmaceutical Chemistry Team, Gyeonggi-do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

(Received March 30, 2012/Revised May 23, 2012/Accepted July 17, 2012)

ABSTRACT - Cosmetics using natural materials which was purchased in retail stores, distributed in Gyeonggi

province(32 samples) and online through internet(24 samples) were analyzed by pesticide residues and target preser-

vatives for assessing the safety of it. Natural or organic certifications was identified in 22 samples among 56 samples

and most of them were Ecocert. Pesticide residues was detected in 3 samples among 56 samples and each compound

and concentration was permethrin(0.6 mg/kg), tricyclazole(11.7 mg/kg) and malathion(0.05 mg/kg). All of it was pur-

chased through internet. Target preservatives was detected in 13 samples among 56 samples and one of them was over

the maximum allowed concentration and the rest of them were within the maximum allowed concentration of the

respective preservatives. The compound which was over the maximum allowed concentration was benzoic acid and

compounds which were within the maximum allowed concentration were sorbic acid, benzoic acid and methylpara-

ben. They were all identified substances in products and the number of detected preservatives in retail stores were

higher than online samples purchased through internet.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method of analyzing pesticide

residues and limit in cosmetics using natural materials should be set up as soon as possible and the monitoring about

preservatives in cosmetics using natural materials should be conducted on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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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화장의 기원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중의 하나인 미

적욕구에서 발생되었으며, 인간생활의 시작과 함께 고대

로부터 꾸준히 개발되어 왔다. 2000년대 이후 웰빙붐과 함

께 환경 친화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천연원료를 이용한 제

품들이 새롭게 주목받게 되었고 현대에 이르면서 사람들

은 “자연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자연주의나 천연물에 대

한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 식물 추출물 등의 천연물을 화

장품의 원료로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러한 천연원료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5).

또 현재 화장품 산업은 고령화, 여성소득 증대, 웰빙 등

에 힘입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

제에 관심이 커지면서 친환경적인 제품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소비자들의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요구가 커지

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기농·천연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

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채널 별로도 다양한 브랜드의 로

드샵 들이 꾸준히 확장하고 있고,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였고, 여성들 위주로 형성되던

화장품 시장은 남성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경

향의 일환으로 “그린슈머(Greensumer)”라고 지칭되는 녹색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유기농, 에코, 오가닉, 그린 등으로

상징되는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폭되고 있

다. 친환경적인 소재를 확보하고, 이들 소재를 친환경적으

로 가공하여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하는 기

업이 소비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고, 무역 규제

를 벗어나 지속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6).

천연화장품의 정의에 대해서는 화장품법상에 분명한 규

정이 없어 업체들은 천연화장품을 100% 천연 자연산 유

기 재배된 먹을 수 있는 원료로 만든 화장품이라고 광고

하여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활용하고 있으나,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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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모든 식물은

세균이나 농약, 화학비료에 심하게 오염되어 있을 수 있

고 미국 FDA에 따르면 화장품의 Natural이란 표시는 합

성된 것과 반대되는 의미로 식물이나 동물로부터 만들어

졌다는 말이지만 All natural 또는 Organic이라고 표시된

제품이 피부에 더 좋다는 증거는 없으며 이들 제품도 알

레르기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표되고 있다7-10). 천연물질 사용 화장품의 경우, 그 원료

가 천연물이므로 살균·살충제 등 농약이 제품에 잔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웰빙(Wellbeing)에 대한 개

념이 자리를 잡으면서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소비

자들의 관심과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천연물질

사용 화장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아 쉽게 변질되어 피부

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규제 없

이 판매되어 안전성 문제가 자주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인터넷 쇼핑몰 및 유통매장에서 판매되

고 있는 천연 및 유기농 물질사용 화장품에 대하여 잔류

농약, 보존제 등 유해물질을 분석하여 향후 이러한 제품의

기준 설정에 기초자료가 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재료

경기도내 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천연 및 유기농

물질사용 화장품 32건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24건

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표준품 및 시약

잔류농약 분석을 위한 cypermethrin 등 218종 표준품은

Dr. Ehrenstorfer GmbH(Augsburg, Germany), Sigma(St.

Louis, MO, USA)제품을 사용하였다. 보존제 분석을 위한

sorbic acid, benzoic acid, methylparaben, ethylparaben,

propylparaben, isobutylparaben, butylparaben 은 모두 Sigma

(St. Louis, MO, USA)제품을 사용하였다.

실험방법

잔류농약

시료는 식품공전 중 다종농약다성분분석법(Multi class

pesticide multiresidue methods-제 2법: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으로 실험하였다. GC의 경우 TOFMS(Time-of-flight

mass spectrometry : Leco, USA)로 분석 후 검출되면 GC/

ECD(Gas chromatography/micro electron capture detector

6890N, Agilent, USA)와 GC/NPD(Gas chromatography/

nitrogen phosphorus detector 6890N, Agilent, USA)로 정

량하였다. LC의 경우 UPLC-PDA(Ultra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Photo Diode Array: Alliance 2695, Waters,

USA)와 HPLC-FLD(High PerformanceLiquidChromatography-

Fluorescence Detector: Alliance 2695, Waters, USA)로 분

석 후 검출되면 LC/MS/MS(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Waters, USA)로 정성하였다. 회수율 및 검출

한계는 검출된 잔류농약 성분에 한하여 잔류농약이 검출

되지 않은 크림제형에 0.5 mg/kg~1.0 mg/kg을 첨가한 뒤,

20분 정도 방치 후, 상기 분석법에 따라 3회 반복하여 실

험하였다. 분석조건은 Table 1, 2와 같다. 

보존제

Sorbic acid, benzoic acid, methylparaben, ethylparaben,

propylparaben, isobutylparaben, butylparaben 표준품을 약

100 mg씩 정밀히 달아 각각 메탄올에 녹여 100 mL씩으로

한 액을 표준원액으로 하고 각 표준원액을 5 mL씩 취하고

합한 후 메탄올에 녹여 100 mL이 되도록 혼합표준용액을

조제하였다. 시험용액은 시료 약 1 g을 취하여 메탄올에 녹

여 50 mL가 되도록 한 후 초음파로 추출하였다. 표준용액

과 시험용액을 0.45 µm 멤브레인 필터로 여과한 후 식품

공전보존제 분석방법에 따라 HPLC-PDA(High Performance

Table 1. Analysis condition of TOFMS

Parameter Condition

Column Rtx-5MS(30 m × 0.25 mm, 0.25 µm), flow rate 1.5 mL/min

Oven temp. 70oC(1.5 min) → 20oC/min → 180oC(1 min) → 10oC/min → 265oC(1 min) → 5oC/min → 300oC(4.5 min)

Inlets splitless, purge flow 20.0 mL/min, heater 250oC, 1 µl inject

Detector temp. 260oC

Table 2. Analysis condition of LC/MS/MS

Parameter Condition

Column HSS C18 (2.1 × 100 mm, 1.7 µm)

Flow rate 0.3 mL/min, 2 µl inject

Mobil phase

 Time A(%) B(%)

90 10

0.25 90 10

8 10 90

9 10 90

10 90 10

12 90 10

*A = 0.1% formic acid/water

*B = 0.1% formic acid/Me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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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 Chromatography-Photo Diode Array: Alliance 2695,

Waters, USA)로 분석 후, LC/MS/MS(Liquid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ry, ThermoScientific, USA)를 사용하여 최

종확인 하였다. 회수율 및 검출한계는 검출된 보존제 성

분에 한하여 보존제가 검출되지 않은 크림제형을 2.0 g 정

밀하게 달아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각각의 보존제 표준원

액 0.63 ml, 5.0 ml을 넣고 메탄올로 희석하여 초음파 진

탕하여 충분히 분산시킨 다음 최종농도가 각각 25.2,

200 mg/L가 되도록 하였다. 각각의 시료에 대하여 3회 반

복하여 실시하였다. 분석조건은 Table 3, 4와 같다.

결과 및 고찰

천연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은 천연 화장품에 속하지만 천연 화장품을

유기농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천연화장품은 식물 추출물이

나 식물 오일을 함유한 것이고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인

증기관에서 유기농법으로 철저히 관리, 재배한 원료들을 사

용해 무공해 가공 제조한 화장품을 말한다11-16). 현재 우리

나라에서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가이드라인17) 중 유기

농화장품 표시·광고 기준에서 유기농 화장품이란 전체 구

성성분 중 95% 이상이 천연유래원료(유기농 포함)이고,

10% 이상은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어있거나,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구성성분 중 7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

성된 것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유기농 인증기

관이 전무하기 때문에 국내기업은 외국에서 막대한 시간

과 비용을 투자해 원정인증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Ecocert,

Cosmebio, IFAOM, BDIH, USDA organic, ACO, OFC,

BFA Bio-gro, JAS 등이 있다. 기업에서는 비교적 인증 받

기 쉬운 Ecocert를 받아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18).

조사대상 시료 56건 중 천연·유기농 인증현황은 Table

5과 같다. Table 5에서 보면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제품보

다 일반 유통매장을 통해 구입한 제품에서 천연·유기농

인증률이 높았는데, 이는 주로 유통매장에서 구입한 것이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보다 제품의 가격과 질적인 면에

서 높고 특히, 백화점의 경우 대부분이 유명 수입브랜드이

기 때문에 국내의 제품보다 인증이 활성화되고 다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수집된 제품들에서 천연·

유기농 인증마크를 살펴보면 같은 기관에서 받은 것임에

도 불구하고 마크를 표기한 것과 마크의 설명을 표기하는

등 통일화되어있지 않아 인증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 명확

히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하나의 인증마크를 받은 것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증마크와 유사한 마크를 표기해

마치 다수의 인증마크를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해 소비자의

Table 3. Analytical condition for preservatives by HPLC-PDA

Parameter Condition

Column Capcellpak MF C8 (4.6 × 150 mm, 5 µm)

Detector Photo Diode Array 218 nm

Mobile phase

Time A(%) B(%)

0 75 25

2.5 75 25

7.0 65 35

12.0 60 40

15.0 70 30

*A = 0.1% TBA-OH(0.1% phosphoric acid)

*B = acetonitrile

Flow rate 1.0 mL/min

Injection volume 10 µl

Table 4. Analytical condition for preservatives by LC/MS/MS

Parameter Condition

Column Hypersil Gold C18 (2.1 × 100 mm, 3 µm)

Detector
Photo Diode Array

(Range from 200 nm to 400 nm)

Mobile phase 30% ACN 

Flow rate 1.0 mL/min

Injection volume 10 µl

Table 5. Type of Accredited certification in samples

Purchase type Total
Number of samples 

Certification type Number of sampless
Not certified Certified

Online 24 18
6

(33.3%)

Ecocert(All)1) 1

Ecocert, Cosmebio 2

Ecocert(in material)2) 1

Natural certification 2

Offline 32 16
16

(50%)

Ecocert(All)1) 5

Ecocert, Cosmebio 5

Ecocert, USDA organic 1

Ecocert(in material)2) 4

Natural certification 1

1) product has an Ecocert certification 

2) material in product has an Ecocert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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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를 유도하게 하는 경우도 많아 보였다.

잔류농약

경기도 내 백화점을 포함한 유통매장에서 수집된 32건

과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천연화장품 24건 중 잔류농약이

검출된 결과는 Table 6 과 같다. 검출된 성분은 각각 per-

methrin이 0.6 mg/kg, tricyclazole이 11.7 mg/kg, malathion

이 0.05 mg/kg이고 모두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제품이었

다. 전체적인 회수율은 98.4~108.0%, 상대표준편차(RSD%)

는 1.3~3.2이었고, 검출한계는 0.003~0.007 mg/kg 이었다.

보통 회수율의 경우, 70~120% 이면 그 분석법은 타당하

다고 봄으로 식품공전의 다종농약다성분분석법이 천연물

질 사용 화장품의 잔류농약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19). 제형별로는 스킨, 분말(원료), 오

일이었다.

Permethrin이 검출된 스킨에는 로즈마리추출물 등 16가

지 성분이 들어 있다. Permethrin은 pyrethroid계 살충제로

써 유기인계와 유기염소계 등 기존의 살충제에 비하여 살

충효과는 크고 포유동물에게는 독성이 적어 전 세계적으로

그 사용이 증가추세에 있어 환경은 물론, 인간에게도 노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20). Permethrin은 대표적인 Type I

의 pyrethroid계 살충제로 다른 pyrethroid계 화합물에 비해

자외선에도 매우 안정하다21). Permethrin은 물고기와 양서

류에 상대적으로 높은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22,23), 포유류

에서는 즉시 가수 분해되기 때문에 급성 독성은 없다24).

그러나 일시적인 피부, 눈, 호흡기관의 염증과 알러지 반

응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다25). 마우스에게서 폐암과 간암

을 유발하였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U. S. EPA)는 permethrin을 발암성 물질

(possible human carcinogen)으로 분류하고 있고 일본노동

후생성과 세계생태보전기금(World Wildlife Fund)에서 내

분비계장애물질로 분류되어있다26). 

Tricyclazole은 천연화장품 원료를 파는 온라인 판매처의

페퍼민트 분말에서 검출되었는데 화장품 배합전의 원료로

농도가 높았다. Tricyclazole은 Triazole계 살균제에 해당되

는데 병원균의 침입을 저해하고 포자의 형성을 억제하는

비교적 약효지속기간이 긴 약제로서 수화제, 액상수화제,

분제 및 입제 등의 다양한 제형으로 국내에서 널리 사용

되고 있는 약제중의 하나이다27,28).

Malathion은 100% 아르간 오일로 Ecocert와 Cosmebio 등

의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Malathion은

유기인계 살충제로 주요한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을

가수분해하는 효소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acetylcholines-

terase, AchE)활동을 억제시킨다. 그리하여 아세틸콜린이

신경전달 역할을 수행하고 나서 분해되지 못하면 계속 축

적되어 신경전달 수용체를 과잉 자극하게 되며 중추 및

말초신경계 이상을 나타나게 하므로 생물을 죽이거나 건

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29-33).

조사대상인 천연물질 사용 화장품에서 제품의 용기에 표

시된 원료를 보면 대부분 추출물, 오일, 잎즙 이었다. 이

러한 모든 성분들은 주로 식물에서 기원하였는데 본 실험

결과 3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 된 것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한다. 식물은 재배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해물질

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재배하는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농약의 사용은 천연물질 사용 화장품의 경우 그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완제품이나 원료인 경우 여전히

농약이 잔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보존제

일반적으로 보존제라 하면 식품·화장품·의약품의 변

질을 막고 그것을 사용하거나 보존하는 동안에 그 순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첨가하는 것이므로 인체에 해가 적어

야 하는 것은 필수이고, 또 그 첨가로 인해 품질 또한 손

상되지 않아야한다4,34). 하지만 현재 사용 중인 대부분의

보존제는 세포독성 및 피부 알레르기 등의 원인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피부과학회(North American

Contact Dermatitis Group)의 연구에 따르면 보존제는 화

장품 중에서 피부 알레르기 및 자극반응을 일으키는 두번

째로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라고 하였다35,36).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존제는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약 69종으로 화장품법20)에서는

각각의 보존제에 대한 배합한도를 정하여 과량의 방부제

가 함유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

청의 화장품 중 배합한도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37)에는 화

장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살균·보존제 약 20종

에 대한 분석방법과 배합한도를 지정하고 있다. 최근 보

Table 6. Detected pesticide residues in samples

Sample type
Number of samples 

Compound
 Concentration1).

(mg/kg)

Recovery ± RSD

(%)

Detection limit

(mg/kg)
Cosmetic type

Tested Detected

online 24

1 Permethrin 0.6 104 ± 3.2 0.003 toner

1 Tricyclazole 11.7 98.4 ± 2.7 0.007 powder(material)

1 Malathion 0.05 108 ± 1.3 0.004 oil

offline 32 0 - - - - -

1) concentration of pesticide residues in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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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식물추출물을 이용한 화장품,

파라벤프리, 무방부제 광고제품이 급증하고 있어 이들 제

품에서의 보존제 함유여부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

단된다38).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수집된 천연화장품 56건의 보

존제 검사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을 보면 오프라인

을 통해 수집된 한 가지 제품이 배합한도를 초과하였다. 이

제품 모두 동일한 회사의 제품이며, 외국에서 수입한 제품

이었다.

이 연구 결과는 Choi 등39)과 Hwang 등38)의 연구에서 일

부 국산 및 수입화장품에서 표시와는 다른 표시기재를 확

인 하였으나, 배합한도를 초과한 경우는 없다고 보고한 결

과와 상이하다.

배합한도를 초과한 성분은 benzoic acid 였으며, 배합한

도 이내에서 검출된 성분은 sorbic acid, benzoic acid,

methylparaben 등이며 benzoic acid가 6건으로 가장 많았

다. 배합한도를 초과한 것은 바디로션이었고, 배합한도 이

내에서 검출된 12건은 각각 샤워젤·크렌징로션이 4건,

스킨류가 6건, 세럼이 1건, 크림이 1건 이었다. 정량한계

는 methylparaben이 0.136 mg/L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0.136 mg/L~0.188 mg/L이었고 회수율은 96.4%~99.3% 으

로, 96%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 제품에 표시되

지 않은 성분 중 LC/MS/MS를 통해 확인된 경우가 있었

는데, 이 농도는 비의도적으로 판단되는 0.1% 이하였다.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제품보다 유통매장을 통해 구입

한 제품에서 보존제의 검출 건수가 높았는데, 보존제는 인

체에 위해가 없는 수준에서 적절히 제품을 보존하기 위해

서 필요한 것18)이고, 제품에 표시된 성분만 확인되었기 때

문에 유통매장을 통해 구입한 제품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

다고 사료된다. 

Fig. 1과 2은 구매형태에 따른 보존제의 검출건수와 인

증여부에 따른 잔류농약과 보존제의 결과를 도표화 한 것

이다. 인증 받은 22건의 샘플 중 1건(4.5%)에서 잔류농약

이 검출되었고 10건(45.5%)에서 보존제가 검출되었다. 인

Table 7. Specification of detected preservatives in samples by HPLC-PDA

Purchase 

type

Total

compound

Maximum 

allowed 

conc. (%)

Range conc.1)

(%)

Recovery

(%)

LOD

(mg/L)

LOQ

(mg/L)Tested Detected Cosmetic type

Online 24 1 cream Methyl paraben 0.4 0.1~0.2 99.3 0.230 0.136

Offline 32

2 toner, serum Sorbic acid 0.6 0.2~0.3 96.4 0.047 0.188

2 shower gel, toner

Benzoic acid 0.5(2.52))

0.2~0.3

98.2 0.055 0.158

1 shower gel 0.3~0.4

1 shower gel 0.5~0.6

2
cleansing lotion,

body lotion3) 0.6~0.7

2 toner
Methyl paraben 0.4

0.1~0.2
99.3 0.041 0.136

2 toner 0.2~0.3

1) if the result is within 0.1%, regard it as N.D(not detected) and calculate in duplicate if detected two compounds in one sample

2) If the product is wash off type, apply 2.5%

3) over maximum allowed concentration

Fig. 2. Detected results of preservative and pesticide residues

according to certification.

Fig. 1. Detected results of preservative according to route of pur-

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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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받지 않은 34건의 샘플 중 2건(5.9%)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고 3건(8.8%)에서 보존제가 검출되었다. 

현행 화장품법40)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서는 소비

자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조건에서 성상,

품질의 변화 없이 최적의 품질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최

소한의 기한을 화장품의 사용기한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

용기한의 표시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한 특별히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성분을 0.5% 이상 함유한 제품에 한

해서만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천연화장품의 경우 온라인

을 통해 재료를 손쉽게 구해 가정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

이 제시되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기한에 대한 문제

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장품법40)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보건복지부공고제2011-609호,

2012.2.5.시행)에서는 2012월 2월 5일부터 모든 화장품에

대하여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미생물의 오염을 통해 화장품이 변질되거나 분해되는 것

을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장품에 보존제가

사용 된다41). 그러므로 화장품법40)에서 지정한 배합한도

이내에서의 보존제의 적절한 사용은 소비자로 하여금 적

절한 사용기한 동안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결  론

경기도내 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천연 물질 사용

화장품 32건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24건을 대상으

로 잔류농약과 보존제 등 유해물질을 분석하여 이러한 제

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향후 기준 설정에 기초자료가 되

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 총 56건 중 22건에

서 천연 및 유기농 인증을 확인하였고, 3건에서 잔류농약

이 검출되었다. 각각의 성분과 농도는 permethrin이 0.6 mg/

kg, tricyclazole 11.7 mg/kg, malathion이 0.05 mg/kg이었으

며, 모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제품이었다. 보존제의 경

우 검출된 13건 중 배합한도를 초과한 것은 1건이었고, 12

건은 배합한도 이내에서 검출되었다. 배합한도를 초과한

성분은 모두 benzoic acid였으며, 배합한도 이내에서 검출

된 성분은 sorbic acid, benzoic acid, methylparaben 등이며

benzoic acid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배합한도를 초과한

것은 바디로션이었고, 배한한도 이내에서 검출된 12건은

각각 샤워젤·크렌징로션이 4건, 스킨류가 6건, 세럼이 1

건, 크림이 1건 이었다. 모두 제품에 표시된 성분이었으며,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제품보다 유통매장을 통해 구입한

제품에서 보존제의 검출 건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현재 정립되어있지 않은 천연물질 사용 화장품

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 방법과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고, 천연물질 사용 화장품에 대한 보존제 관리 또한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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