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stman Tritan™ 코폴리에스터 — 과학으로 증명된 안전성  

 

Eastman Tritan™ 코폴리에스터는 안전한 친환경 소재를 제공함으로써 두터운 고객층을 확보해 

왔습니다. 종합적이고 독립적 검사를 통해 Tritan이 에스트로겐 활성물질(EA) 및 안드로겐 

활성물질(AA)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2011년 PlastiPure, Inc. 와 그 자매회사인 CertiChem, Inc. 가 MCF-7 검사라 불리는 1회의 

비한정 선별검사를 근거로 Eastman Tritan™ 코폴리에스터에 대해 거짓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MCF-7 검사는 일반적으로 초기 선별검사로 간주되는 것으로알려져 있습니다. MCF-7 의 경우 

“거짓양성(false positives)” 결과가 자주 관찰되기 때문에, 폴리머의 에스트로겐 및 안드로겐 

활성물질 발생 가능성에 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려면 더 한정적인 검사에 근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 독성물질관리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의 

대체실험검증을위한조정위원회(Interagency Coordinating Committee on the Validation of 

Alternative Methods) 및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내분비계교란물질 선별프로그램(Endocrine Disruptor Screening Program)은 에스트로겐 

활성물질(EA) 식별과 관련해 MCF-7 검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Eastman Tritan™ 코폴리에스터의내분비계 교란 가능성 평가에 이용된 체내 검사의 경우 

과학계로부터 “표준(gold standard)”으로인정되고 있습니다(자세한 정보는 안전성 검사 참고) 

Eastman, The results of insight, Tritan 은 Eastman Chemical Company 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2013 Eastman Chemical Company                                                                                                                  The results of insight™ 



또한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1단계 내분비계교란물질 선별프로그램에서 인정하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Tritan™의 사례에서 보듯 모든 플라스틱이 에스트로겐 활성물질을 포함한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와 검사결과가 안전성 검사 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으며 더 

자세한 정보는 다운로드 가능한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Eastman 소송 

 

Eastman은 CertiChem과 그 자매회사인 PlastiPure 와이해상충 관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PlastiPure가 인증한 EA 프리 플라스틱 제품만이 시장에 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짓진술 및 진실을 호도하는 표현으로부터 Eastman Tritan™ 코폴리에스터 

제품과 그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Eastman은 2012년 1월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ritan™의 안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명성 있고 독립적인 제 3 자의 여러 실험연구소에 

과학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몇 가지 방법을 이용해 Tritan™의 에스트로겐 및 안드로겐 활성물질 

발생 가능성을 검사해줄 것을 의뢰했습니다.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검사 결과에 의하면 Tritan™은 

EA 프리 플라스틱입니다.  

 

Eastman Tritan™ 코폴리에스터에 사용된 단량체에 대해 현재까지 완료된 모든 연구와 검사를 

요약 분석한논문이 학술지인 식품과 화학 독성학(Food and Chemical Toxicology)에 

게재되었습니다. 이러한 검사들의 개요 및 결과뿐 아니라 연구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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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man은 에스트로겐 활성물질(EA) 및 안드로겐 활성물질(AA)을 포함해 수 년간Tritan의 

안전성과 관련해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13일 보도자료 에서, Tritan이 

비스페놀 A (BPA)를 포함하지 않으며 에스트로겐 활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검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9월, EA 및 AA 검사 결과를 포함한 제품안전성 

안내자료가준비되었습니다.  

 

또한 검사에서 소재가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스트레스 요소(common-use stressor)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또는 검사가 잠재적인 화학적 위험과 관련해 식음료 포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민감도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 Eastman이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Eastman Tritan™ 합성폴리에스터는 미국 

식품의약청및 유럽(특히, Commission Regulation [EU] N. 10/2011) 권고에 따른 식품 접촉 

용출검사를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제 3 자 검사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는 Eastman 의 세 안내자료 

및백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2011년 미국화학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 2012년 독성학회(Society of 

Toxicology) 회의에서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미디어룸의 자료 페이지 또는 안전성 검사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혹은 안전성 연구 보고서를 다운로드하시면, 잠재적인 에스트로겐 및 안드로겐 활성물질과 

관련해 독립 실험실에 의해 수행된 Eastman Tritan™ 합성폴리에스터의 안전성 평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ritan 안전성 검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전화 888-321-6768로 문의해 

주십시오(한국 전화: 02-7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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