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포장법에서 PFAS가 적용되는 포장 유형 및 준수 인증 획득 시기에 대한 지침 

소매업체 및 식품 서비스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유통, 판매 또는 판매를 제안하는 포장 물품이 법의 PFAS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포장 유형을 결정한 후에는 이러한 물품에 의도적으로 추가된 PFAS가 포함되어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유통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제공한 준수 인증을 통해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래의 흐름도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물품이 식품을 마케팅, 보호 또는 
취급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용기이거나 
그런 용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참고 
사항 1 참조]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입니까? 
[참고 사항 3 참조] 

물품의 대부분이 종이, 보드지 또는 
원래 식물 섬유에서 추출한 기타 
재료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참고 사항 
2 참조] 

참고 사항 3: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가 보드지 등으로 구성된 경우, 이 
물품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보드지가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우 외부 보드지 상자와 
내부 비닐 봉지로 구성된 이중 포장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2: 종이와 보드지 외에도 이 
정의에는 판지, 대나무, 성형 섬유, 
사탕수수, 사탕수수 찌꺼기 및 식물 
섬유에서 추출한 기타 재료도 포함됩니다. 
식품과 직접 a 접촉하는 포장재가 강철, 
알루미늄, 플라스틱 또는 원래 식물 
섬유에서 추출하지 않은 기타 재료로 
구성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단계 

물품이 “식품 
포장”의 정의를 
충족합니까 

참고 사항 1: 식품 포장의 예로는 운반 
케이스, 상자, 컵, 양동이, 쟁반, 포장지, 
가방 또는 통과 같은 물품이 있습니다. 
정의내린 물품 이외에도 접시, 그릇, 
뚜껑이 달린 용기, 빵 포장지, 피자 상자, 
제과점 상자 및 기타 유사한 물품과 같은 
물품도 이 문서에 설명된 식품 포장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단계 

식품 포장 또는 
식품 포장 
구성요소에 
과불화화합물(P
FAS)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식품 포장 또는 식품 포장 구성 요소에 
PFAS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PFAS는 완전 불소화 탄소 
원자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유기불소 
화합물의 한 종류입니다. [참고 사항 4 
및 5 참조] 

참고 사항 4: PFAS는 포장재에 방수, 기름 
방지, 누수 방지 또는 얼룩 방지 기능을 
부여하는 데 사용됩니다. 소매업체, 
유통업체 또는 제품 브랜드 소유자가 
PFAS가 식품 포장 또는 식품 포장 구성 
요소에 의도적으로 추가되었는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 제품 또는 식품 포장 
제조업체에 문의하여 의도적으로 추가된 
PFAS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BPI 또는 CMA의 생분해성 인증을 받은 
제품과 GreenScreen 인증을 받은 식품 
서비스 제품은 규정을 준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단계 

PFAS가 
“의도적으로"추
가”되었습니까? 

PFAS가 식품 포장 또는 식품 포장 구성 
요소에 의도한 기능을 제공합니까?  

[참고 사항 4 및 5 참조] 

참고 사항 5: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정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 PFAS를 의도적으로 
추가합니다.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거나 
제조 중에 가공 보조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PFAS는 “의도적으로 추가”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2022년 12월 31일부터 뉴욕에서 물품을 
유통,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물품은 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품은 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품은 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테스트나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가 
서명한 준수 
인증서를 통해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PFAS가 
의도적으로 
추가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제조업체에 
문의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추가하지 않은 
경우 준수 
인증서를 
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