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 2528(1985)년 보건부고시(제92호)
포장용기의 표준, 포장용기의 사용, 식품 포장용기로 사용을 금하는 물질 규정
B.E. 2522(1979)년 식품법 제5조 및 제6조 (6) 및 (9)의 내용에 근거하여 보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1항. 다음을 취소한다.
(1) B.E. 2522(1979)년 8월 24일 포장용기 품질 및 표준, 포장용기 사용, 식품
포장용기로 사용을 금하는 물질 규정에 대한 보건부고시(제7호)
(2) B.E. 2522(1979)년 8월 24일자 플라스틱 봉지 또는 플라스틱 시트를 식품
포장용기로의 사용 규정에 대한 보건부고시(제8호)
(3) B.E. 2522(1979)년 9월 13일자 식품을 담는데 사용하는 도자기나 코팅한
금속용기의 품질 기준 규정에 대한 보건부고시(제17호)
제2항. 본 고시에서
(1) 포장용기는 감싸거나 또는 두르거나 또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식품을 포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을 의미하여 뚜껑 또는 마개를 포함한다.
(2) 세라믹용기는 높은 온도에서 가공, 성형하여 용기로 만든 금속제품을 의미한다.
(3) 코팅 금속용기는 용기 모양으로 가공, 성형된 금속의 표면에 화학물질로 코팅하여
녹을 방지하도록 만든 제품을 의미한다.
제3항. 세라믹용기와 코팅 금속용기는 다음과 같다.
(1) 납작한 형태의 용기는 용기 내부의 가장 깊은 지점에서 용기의 윗면까지
수직으로 잰 깊이가 25mm 이하인 용기를 의미한다.
(2) 깊은 형태의 용기는 (1)에 따른 방법으로 측정하였을 때 깊이가 25mm를
초과하는 용기를 의미한다.
(A) 깊은 형태의 소형용기는 용량이 1.1리터 미만인 용기를 의미한다.
(B) 깊은 형태의 대형용기는 용량이 1.1리터 이상인 용기를 의미한다.
(3) 영아용 식품의 포장용기는 신생아부터 12개월 영아의 식품을 포장하는 데
사용하는 용기를 의미한다.
(4) 가열 용기는 음식의 조리에 사용하기 위해 열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한
기구를 의미한다.
제4항. 용기는 다음과 같은 품질 또는 표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청결해야 한다.
(2) 그것이 유리, 도기, 금속 칠기 또는 플라스틱이 아닌 한 식품 또는 기타
다른 어떠한 물질도 포장 또는 채우기 위해 사용된 일이 없고, 제7항 및 제8항에서

금지하는 특성이 없어야 한다.
(3)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분량으로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어떤 중금속
또는 기타의 물질을 방출하지 않아야 한다.
(4) 어떠한 세균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5)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어떤 색소도 나오지 않아야 한다.
제5항. 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용기는 제4항의 품질 또는 표준뿐만 아니라 본
고시의 별첨 1의 품질 또는 표준도 갖추거나 준수해야 한다.
식품 용기로 사용되는 시트 또는 봉투 형태의 플라스틱은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조해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색상도 첨가해서는 안 된다.
(1) 라미네이트 플라스틱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에 한해 허용한다.
(2) 껍질 있는 과일의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경우.
제6항. 세라믹용기와 코팅 금속용기는 제4항의 품질 및 표준을 갖추거나 준수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납 및 카드뮴과 관련된 품질 및 표준도 준수해야 한다.
국제분석화학회의 13번째 간행물 25조 031호~25조 034호(AOAC, Journal of the
Initied Stated of America, 66편, 610~619쪽, 1983년)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분석했을 때
검출 가능한 융합 금속의 부피는 본 고시의 별첨 2의 제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7항. 비료, 독성물질 또는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담은 적이 있는 용기는 식품
용기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8항.

식품이 아닌 다른 것을 포장하기 위해 제조된 용기 또는 그 안에 포함된

식품의 재료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디자인 또는 문구가 있는 용기를 식품 용기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본 고시는 관보에 게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유효하다.1)
B.E. 2528(1985)년 7월 19일 고시
마룻 분낙
공중보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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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보 제102권 / 특별호 117편 / 19쪽 / B.E. 2528년 9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