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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도 시험 바이오매스 함량 시험

KATRi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나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환경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제규격 기반의 생분해도 시험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분해도 시험이란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화합물을 미생물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누적량, 산소 소모량 등을 측정하여 생분해도(%)를 산출하여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시험방법으로는 퇴비화 조건에서 측정하는 ‘퇴비 생분해도 평가 방법’과

액상 배지 조건에서 측정하는 ‘수계 생분해도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KATRi는 국내 시험인증기관 최초로 도입한 가속질량분석기(Accelerator Mass Spectrometry, AMS)를 

활용하여 방사성 동위원소 극미량 측정을 통한 제품 내 바이오매스 탄소 함량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분석 경험과 노하우로 국제시험표준(ASTM D 6866)의 최신 규격을 활용하여 

방사성 탄소동위원소의 함량과 이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탄소함량에 대한 신뢰성 있는 

시험결과를 제공합니다.

  

 

 

대상품목

시험항목 시험항목

항목 관련 시험 규격 시료량 시험 기간

퇴비 생분해도 KS M ISO 14855-1 150g 이상 45일, 180일

수계 생분해도 KS I ISO 7827 10g 이상 28일

항목 관련 시험 규격 시료량 시험 기간

바이오탄소함량 ASTM D 6866 Method B 10g 이상 고체·액체 10 - 15일

무기탄소가 포함된 시료, 휘발성 액체 혹은 복합고상의 시료인 경우 별도 상담 필요

* 접수현황에 따라 시험기간 상이 * 접수현황에 따라 시험기간 상이

 유기탄소를 포함하는 모든 고체·액체 시료 

   (자동차 도료, 페인트 접착제 등을 포함한 산업용 제품 및 기타)

 환경표지 인증 외 바이오플라스틱 인증

 천연유래 성분 함량분석

 바이오 기반 제품의 품질관리 및 인증

 바이오플라스틱 전주기 평가

 연구개발 중인 제품의 바이오매스 확인

대상품목

퇴비 생분해도

시험·인증 대상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 및 원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필름, 수지원료, 부직포, 섬유, 포장재 식품용기 등

환경표지 인증 대상 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7조 환경표지의 인증」

 EL 724 생분해성 수지제품

 EL 766 종량제 쓰레기 봉투

수계 생분해도

시험·인증 대상

환경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세탁세제(제품 내 합성계면활성제가 포함된 경우)

 섬유유연제(제품 내 합성계면활성제가 포함된 경우, 건조기 전용 시트형 제품 제외)

식약처 위생용품

「위생용품관리법 제 10조 및 제 13조」

 세척제(과일·채소용 세척제에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경우)

환경표지 인증 대상 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7조 환경표지의 인증」

 EL 605 산업용 세정제

 EL 610 제설제

 EL 611 윤활유

 EL 768 포소화약제

기타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샴푸, 주방세제, 세정제 등 

생활하수로 배출되어 수질환경 오염과 관련된 화학제품

시험 원리

 “석유로 생산한 합성소재와 자연에서 유래된 바이오매스로 만든 합성소재의 화학적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적외선분광분석, 핵자기공명분석 등의 구조분석으로는 바이오매스 유래 소재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ATRi는 AMS 분석 장비를 활용하여 바이오유래 물질에만 존재하는 
초 극미량의 방사성 탄소동위원소(14C)를 분석합니다.

방사성 탄소동위원소의 함량은 시료에 포함된 14C의 농도를 의미하며, 계산된 농도로 바이오탄소함량(%)을

산출합니다. 해당 결과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바이오유래 성분이 많이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오매스 유래 제품의 14C 함량분석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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