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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제품에서 유해 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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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번 연구는 디톡스캠페인(Detox Campaign)의 일환으로 과거 그린피스가 발표한 조사에 이어 수행되었다. 그린피스는  

이미 수 차례의 연구조사를 통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된 독성 화학물질이 섬유 및 가죽 제품에 잔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1 

이번 연구는 축구용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연구로서 2014년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리는 2014년  

월드컵에 맞춰 제작 및 시판 중인 제품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유니폼, 축구화, 기타 축구용품 등 월드컵 관련 제품의 마케팅은 그 시장규모가 수십억 달러(연간 50억 달러 이상)에 달

한다. 주요 브랜드 두 곳 -아디다스(Adidas), 나이키(Nike) –는 축구용품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2 따라서, 

이들 브랜드는 2014월드컵 특수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3 

이번 연구를 위해 그린피스는 33개 샘플 – 축구화 21켤레, 유니폼 7벌, 골키퍼용 장갑 4켤레, 공 1개 –을 수집했다. 모든  

샘플은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크로아티아,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멕시코, 네덜란드, 러시아, 한국, 스페인,  

스위스, 대만, 영국 등 전 세계 16개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제품을 직접 구입한 것으로 이 가운데 20개 제품은 유소년용

으로 제작된 것이다.  

 

모든 샘플제품은 3대 주요 운동복 브랜드인 아디다스(16개), 나이키(15개) 푸마(2개)의 제품으로 월드컵에 출전하는 유

명 선수 또는 대표팀의 이름을 걸고 시판되고 있다. 샘플 제품 구입은 온라인을 포함한 직영 매장이나 유명 전문업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제품의 원산지는 주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였고, 일부 제품은 경우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태국, 아

르헨티나, 보스니아, 그루지야, 우크라이나에서도 제작되었다. 

구입한 샘플제품은 영국 엑서터 대학 소재 그린피스 연구소와 그린피스 독일로 보내졌고, 그린피스 독일은 해당 샘플을  

독일 내 공인연구소로 보냈다.4 축구화와 장갑에 대해서는 과불화 화합물(PFCs)을, 모든 제품 샘플에 대해서는 노닐페놀  

에톡시레이트(NPEs)와 프탈레이트(Phtalates)를 축구화와 공에 대해서는 디메틸포름아미드(DMF) 성분을 분석했다. 

그린피스가 DMF 성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샘플제품에 대해서는 오르가노틴(organotin)

과 안티몬(antimony) 성분 분석도 실시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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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결과

발등을 덮는 갑피와 밑창에 대한 표본검사(2회) 결과 21켤

레 가운데 17켤레의 축구화에 이온성 PFCs 성분이 적어도  

1회 검출됐다.  

• 축구화 13켤레의 섬유재질 갑피에서는 EU 기준수치인 

1 µg/m²를 초과하는 PFOA가 검출됐다. EU는 2008년

부터 특정 용도에 대한 PFOA 사용과 마케팅을 금지하
고 있다. EU의 PFOS 기준치는 PFOS와 유사한 유해성

을 띠는 PFOA에 대한 비교수치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더해 노르웨이에서는 2014년 6월부터 PFOA가 1 µg/

m² 이상 함유된 섬유의 판매가 금지된다. 축구화 샘플

제품 중 3개는 표본검사에서 1 µg/m² 이상의 PFOA가 

검출됐다. 조사결과 이온성 PFCs 농도는 제품간은 물론

이고 샘플제품의 여러 부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 PFOA 농도는 스위스에서 샘플로 구입한 인도네시아

산 아디다스 프레데터(Predator) 축구화가 가장 높은

(14.5 µg/m2)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PFOA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나이키 머큐

리얼(Mercurial) 축구화(8.16 µg/m2)로 샘플 제품은 

중국산으로 독일에서 구입했다. 

 

골키퍼용 장갑 4켤레 중 2 켤레에서는 이온성 PFCs성분

이 검출됐다.  

• 아디다스 Predator 장갑에서는 1.96 µg/m2에 달하는 

PFOA가 검출됐다. 이 역시 EU의 PFOS 기준치보다 더 많

은 양이다.    

• 아디다스 장갑과 축구화 2켤레에서 검출된 PFOA 농도

는 아디다스의 자체 기준6 1 µg/m2를 넘었다.

11개 샘플제품에서는 난분해성 PFC인 PFBS가 1 µg/m² 

이상 검출됐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디다스 Predator 축구화 (구입: 독일, 원산지: 인도네

시아): 37.9 µg/m²

• 나이키 Mercurial 축구화(구입: 독일, 원산지: 중국): 1

차 분석 - 189 µg/m²/ 2차분석 - 7.91 µg/m²

• 푸마 evoSpeed 축구화(구입: 독일, 원산지: 중국): 

34.1 µg/m²

노닐페놀 에톡시레이트(NPEs)는 FIFA 월드컵 (20 mg/

kg), 축구화 16켤레(1.2-40 mg/kg), 장갑 2켤레 (27-76 

mg/kg), 유니폼 1벌(2.1 mg/kg)에서 검출되었고, 이로

써 NPEs가 이들 제품의 제작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프탈레이트(Phthalates)는 모든 축구화 샘플제품 (2.6–

150 mg/kg), 장갑 3켤레(3.8–63,000 mg/kg), 유니폼 4

벌 (14.8-153,000mg/kg)에서 발견되었다.

• 아디다스 유니폼(구입 및 원산지: 아르헨티나): 15% (

플라스티졸 프린트 부분) 

푸마 장갑(구입: 이탈리아, 원산지: 우크라이나): 6%(

손목 부분)  

두 제품에서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의 Phthalates가 검

출되었다. 이를 통해 두 브랜드 모두 자사의 방침과 달

리 의도적으로, 자체 화학물질 관리프로그램의 기준치 

이상으로 Phthalates를 가소제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

디메틸포름아미드(DMF)

• 모든 축구화 샘플제품(21켤레)에서 DMP 분석결과가 

양성으로 나왔고, 이 가운데 19개 샘플에서는 독일 유

해물질위원회(German Committee on Hazardous 

Subtances)와 친환경마크 “블루엔젤(Blue Angel)” 신

발 및 장갑 유해물질 기준인 10 mg/kg 이상(최대 280 

mg/kg)의 DMF가 검출됐다. 다른 나라의 경우 DMF에 

대한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표 1. 독성 화학물질 함유 제품 목록

브랜드 제품 이온성 PFCs NPEs Phthalates DMFs

축구화 (10켤레)

축구화 (10)

축구화 (1)

축구 장갑 (2켤레)

축구 장갑 (1)

축구 장갑 (1)

축구공 (1)

유니폼 (3벌)

유니폼 (4)

8/10

8/10

1/2 1/2 1/2

1/1

1/1 1/1

1/1

1/1

1/1

0/1

0/1

0/1

0/1 0/1

1/1 1/1

7/10 10/10 10/10

9/10 10/10 10/10

1/3

양성 음성

1/3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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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Where the products were made Figure 2.  Where the products were s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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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나이키, 푸마의 월드컵 제품 제작 과정에서 이

온성 PFCs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사실

이다. 특히 이들 브랜드는 PFOA사용 중단을 위한 기업 방

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PFOA를 사용하고 있

다. PFCs류 성분은 난분해성 성분으로 일단 배출이 되면 

분해가 되지 않는다.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PFOS와 PFOA 

같은 PFCs류 물질은 내분비계를 교란시켜 생식 및 면역체

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간의 성장기와 성년기에 악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외에 우려할만한 화학물질도 발견되었다. 먼저, NPEs

는 독성물질인 노닐페닐(NP)로 분해된다. NP는 내분비

계를 교란시키는 난분해성 독성물질로서 체내에 축적이 

된다. NP는 다양한 유기체에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따라서, 완제품에 NPEs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이 화

학물질이 생산과정에서 사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조시

설이 폐수를 통해 NPEs와 NP를 배출했을 가능성이 있

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야생 동식물과 인간에 미치는 

Phthalates의 독성, 특히 일부 Phthalates류의 내분비 교

란작용은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DMF의 경우는 

생식 독성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피부 접촉 시 유해하다.  

월드컵 용품 - 축구화, 장갑, 유니폼 - 제작과정에서 사용

된 화학물질이 하천으로 배출될 경우 독성 화학물질이 미

치는 환경적 인체적 영향 대부분은 제품 생산국가(주로 아

시아)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다. 검사 대상 제품은 주로 중

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것이고 몇몇 제품은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태국, 아르헨티나, 보스니아, 그루

지야, 우크라이나에서 제작되었다.

기업의 책임 

세계적인 스포츠브랜드의 선도기업들은 업계 전반적인 독

성 화학물질 제거를 위한 영향력 있는 해법을 이행할 수 있

는 잠재력이 있다. 이러한 영향력을 이용해 주요 스포츠브

랜드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독성물질 제로 미래로 나아

가는데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만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자사의 공급망에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린피스는 이들 기업이 상황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업계의 리더(leader)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2020년 1월 1

일까지 유해 화학물질 배출 제로를 달성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조사대상인 스포츠브랜드 3사는 그린피스의 디

톡스캠페인에 이어 2011년도에 디톡스 이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아디다스와 나이키는 그 어떠한 조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디톡스 이행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유해물

질제로배출협회(ZDHC, Zero Discharge of Hazardous 

Chemicals Group)의 서약을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있

다.8 이처럼 기업적 책임은 등한시하면서도 스스로를 디

톡스브랜드로 홍보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의 디톡스에 

필요한 명확하고 효과적인 필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ZDHC라는 녹색분칠(Greenwash)로 위장하고 있다. 푸

마는 2011년 7월 시작된 그린피스 디톡스캠페인에 이어 

공급망 디톡스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신뢰할만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된 17개 의류

기업가운데 하나다.9   

본 보고서가 조사한 스프츠브랜드 3사의 월드컵 제품에

서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들 브랜드

의 공급망에 대한 디톡스 이행과 미래세대를 위한 독성물

질 제로 미래 실현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정부

그린피스는 각국 정부에 디톡스 리더(Detox Leader) 역

할을 하는 기업의 사례를 따르고, 한 세대 안에 모든 유

해 화학물질 배출을 제로화하는 정책적 방안을 채택할 것

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사전예방 원칙이 바탕

이 되어야 하며 유해 화학물질의 생산과 이용, 배출을 방

지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정

부의 정책의지는 우선순위 유해 화학물질의 생산과 이용

의 금지를 위한 단기적 목표를 설정한 포괄적 정책 및 규

제, 대체원칙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유해 화학

물질 (동적)목록, 독성 물질 방출, 배출, 유출 관련 공개 자

료의 등록(예: PRTR-오염물질배출이동등록제도)을 통해 

실행되어야 한다.  

디톡스 팀 만들기

우리는 디톡스 미래 구축에 있어서 각 자 할 일이 있다. 우

리의 아이들은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과 배출에서 자유로

운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이 세상의 모든 성인은 그

러한 세상을 만들 힘을 가지고 있다. 스포츠 팬, 부모, 지구

촌 시민, 소비자로서 하나가 되어 행동할 때 우리는 주요 

브랜드와 정부에 이 세상에 필요한 변화를 이끌도록 요구

할 수 있다 디톡스 패션에 대한 단합된 목소리를 통해 우

리는 H&M, 자라, 발렌티노, 버버리 등 19개 유명 브랜드

와 공급업체 한곳으로부터 디톡스 약속이라는 눈부신 성

과를 거뒀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스포츠용품 역시 독성 

물질 제거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함께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독성물질

이 없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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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

이미 그 위험성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화학물

질은 섬유, 운동화, 기타 스포츠 용품 생산공정이나 제품 

자체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NPEs

는 섬유 가공 과정에서 계면활성제 및 세제나 플라스틱 유

화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Phthalates는 옷의 플라스티

졸 프린트 용 첨가제 등 그 용도가 다양하다. PFCs는 제품

의 방수 및 방유용으로 사용되고, DNF는 직물, 가죽 (인조

가죽 포함)의 용제로 사용된다. 

 

보다 친환경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유해 화

학물질은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2.1. 과불화화합물 (PFCs)

총 25개 샘플제품 -축구화 21켤레, 장갑 4켤레-에 대해 

PFCs 분석을 실시했다. 신발과 장갑에 사용되는 원단과 기

타 소재는 PFCs를 이용해 방수 및 방유 처리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샘플제품에 대해 이온성 PFCs- PFOA, PFOS -

와 휘발성 PFCs 성분을 검사했다. 특히, 휘발성 PFCs는 

전구물질로 사용되거나 플루오르텔로머 알코올(FTOHs) 

및 플루오르텔로머 아크릴레이트(FTAs)처럼 제조과정에

서 생성되기도 하고, 이온성 PFCs로 분해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온성 PFCs를 조사했고, 신발(갑피와 밑창)

과 장갑에 대해 두 차례 표본검사를 실시했다.  

•축구화 21켤레 중 17켤레에서 이온성 PFCs가 검출됐다.  

• 13개 샘플제품의 천 재질 갑피 부분에서는 PFOA 수치

가 EU의 PFOS기준치(1 µg/m²)보다 더 높게 나왔다. 

EU는 2008년부터 특정 용도에 대한 PFOS의 마케팅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PFOA는 PFOS와 마찬가지로 이

온성 PFC로 유해성질 또한 PFOS와 유사하다. 노르웨이

에서는 PFO A가 1 µg/m² 이상 함유된 섬유의 판매가 

2014년 6월부터 금지될 예정이다(<Box 1>. 참조). 3

개 샘플은 2회에 걸친 표본검사에서 모두 PFOA 농도가 

1 µg/m² 이상으로 나왔다. 조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 

이온성 PFCs의 농도는 제품간은 물론이고 제품의 부위

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디다스

·  Predator 축구화(구입: 스위스, 원산지: 인도네시

아): PFOA - 14.5 µg/m2(최고치) 

·  Adizero 축구화 (구입: 한국, 원산지: 중국): PFOA- 

6.81 µg/m²   

·  Adizero 축구화 (구입: 중국, 원산지: 인도네시아): 

PFOA- 5.28 µg/m² 

나이키

·  Mercurial 축구화(구입: 독일, 원산지: 중국): 

PFOA - 8.1 µg/m²(고농도 검출). Mercurial 축구

화 (구입: 칠레, 원산지: 중국): PFOA- 6.61µg/m² 

푸마

·  evoSpeed 축구화(구입: 독일, 원산지: 중국): 

PFOA - 6.41 µg/m² (고농도 검출). 

• 검출된 PFOA 수치는 PFOS 기준치는 물론이고 노르웨

이의 PFOA기준치를 초과했다.  해당 브랜드 3사는 모

두 자사의 제한물질목록(RSL)에서 PFOS 농도를 1 µg/

m로 제한하고 있고,10 아디다스는 PFOA 역시 1 µg/m

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총 6켤레의 아디다스 축구화

(위에 언급한 제품 3가지도 포함해)는 자체 PFOA 기

준치도 초과한 것이다. 나이키와 푸마는 자체 RSL에 

PFOA 기준치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다.  

• 골키퍼 장갑 4켤레 가운데 3켤레에서는 이온성 PFCs

가 검출됐다. 아디다스 Predator 장갑에서는 PFOA가 

1.96 µg/m2로 분석되었으며 이 수치 역시 PFOS 기준

치와 자사의 PFOA 기준치를 상회하는 수치다(위 설명 

참조). 나이키 Grip3 장갑에서는 2.17 µg/m²가 검출되

었고, 푸마 evoPower 장갑에서는 PFC가 검출되지 않

았다.

• 축구화와 장갑 가운데 16개는 유소년용 제품으로 판매

되고 있다. 이 제품 가운데 10개 샘플제품에서는 PFOA 

농도가 1 µg/m 이상으로 나왔고, 이 중 3개 샘플제품은 

2번의 표본검사 결과가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 다음의 11개 샘플제품에서는 난분해성 PFC인 짧은 사

슬 PFBS 농도가 1 µg/m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디다스 Adizero 축구화(구입: 중국, 원산지: 인도

네시아): 14.5 µg/m 

·  아디다스 Predator 축구화(구입: 독일, 원산지: 인

도네시아): 37.9 µg/m

·  나이키 Mercurial 축구화(구입: 독일, 원산지: 중국): 

1차 분석 - PFBS 189 µg/m², 2차 분석 - 7.91 µg/m²  

품질관리 검사에서도 알 수 있듯 분석결과가 불일

치하게 나타난 것은 샘플제품(축구화)에 PFCs가 

고르게 퍼져있지 않기 때문이다.  

·  푸마 evoSpeed 축구화(구입: 독일, 원산지: 중국): 

34.1 µg/m

•  총 21개 샘플제품 가운데 1 µg/m² 이상의 수치가 검출

된 축구화 13켤레에서는 긴 사슬 PFC(C10 ~ C14) 성

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부 성분은 

EU REACH 규정상 고위험유려물질 (SVHC)에 해당한다.  

이온성 PFCs의 농도가 제품별로 그리고 각 제품의 부위별

로 차이가 난다는 그린피스 동아시아의 최근 연구11는 주

목할만하다. 이 같은 차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뿐만 아

니라 PFCs로 처리된 모든 섬유제품에서도 나타날 가능성

이 크다.12

이온성 PFCs는 아디다스, 나이키, 푸마의 월드컵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PFOA는 각 브랜드의 사

용중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조사

대상 축구화의 거의 절반(21켤레 중 10켤레)과 장갑 1켤

레에서는 난분해성 PFC인 PFBS가 검출됐다.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화학물질이 하천으로 배출될 경우 

독성 화학물질이 미치는 환경적 인체적 영향 대부분은 제

품 생산국가(주로 아시아)에서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

서 검사한 축구화는 1켤레(구입 – 러시아, 원산지-보스니

아)를 제외하고 생산지가 남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다 -중

국(9켤레), 인도네시아(8켤레), 베트남(2켤레), 캄보디아

(1켤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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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북극곰의 간에서 PFC 

(PFOA) 검출. 북극곰의 

먹이를 통해 체내로 

흡수됨.  

미국
미국 조지아(Georgia)주 

강과 강 하구 퇴적층에서 

PFC (PFBA & PFOS) 

발견. 

남아프리카/남극
전 세계적– 케이프타운 

해안 대기와 

남극지역-으로 휘발성 

PFC (FTOH) 발견. 

티에라 델 푸에고 제도 
(TIERRA DEL FUEGO)

젠투펭귄(Gentoo enguin) 

배설물을 대상으로 PFC 

(PFCA & PFOS) 측정함.  

알프스 산맥
이탈리아 알프스산 

눈(snow) 샘플에서 PFC 

(주로 PFBA & PFOA) 

검출. PFC가 기류에 의해 

알프스산맥까지 이동함. 

중국
양쯔강에 서식하는 잉어와 

메기에 대하 독성물질 

검사 결과 PFOS등 여러 

PFC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됨.  

중국/호주 
중국 (상하이)과 호주의 

음용수에서 PFC 발견

범지구적
전세계적으로 대기와 

실내 먼지에서 휘발성 

PFC (FTOH) 발견.  

독일
독일 국내 아웃도어 상점 

두 곳에서 고농도의 

휘발성 PFC(FTOH) 측정. 

그린피스 분석결과 

아웃도어 제품에서 FTOH

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바이칼 호수
(BAIKAL LAKE) 

바이칼 물범(seal)의 간과 

혈액에서 PFC 검출. 새끼 

물범의 PFC 수치가 다 

자란 물범 보다 더 높게 

나옴. 

PFC – 범 지구적인 확산  
PFC는 환경과 인체에 유해하고, 

전 세계적으로 발견될 수 있음. 섬유 방수처리를 

섬유생산 과정에 사용되고 있음.   

www.detoxfootball.org

Box 1. 과불화 화합물 (PFCs)13 

과불화 화합물(PFCs)은 방수 및 방유 성질을 갖고 있어 섬유와 가죽 제품 등의 가공 및 

소비재에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리기구 코팅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Teflon(폴리

머 PTFE)를 들 수 있다.  

PFOS와 PFOA 같은 이온성 PFCs는 난분해성 물질로 한번 배출되면 쉽게 분해되지 않아 

오랜 시간 환경 속에 남아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오지처럼 배출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서도 검출이 되는 경우도 있다. 생체에 축적되는 특성으로 인해 육상 및 수중 생물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혈액과 모유에서도 검출된 사례가 보고되

어 왔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PFOS와 PFOA 같은 PFCs류 물질은 내분비계를 교란시켜 

생식 및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간의 성장기와 성년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

다. 동물 시험에서도 발암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FTOHs 등 휘발성 PFCs는 제조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전구물질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FTOHs는 그 자체로도 유해할 뿐만 아니라 체내 또는 대기중에서 이온성 PFCs(PFOA처

럼)로 변환될 수 있다.  

이온성 PFC인 PFOS는 스톡홀름조약에서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POP)로 분류되어 있

다. 이 조약 당사국은 의무적으로 PFOS의 생산과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

다.14 EU는 2008년부터 특정 용도에 대한 PFOS 사용과 마케팅을 금지하고 있으며 직

물에 대한 PFOS 기준치는 1 µg/m²다.15 그러나, PFC의 유해성이나 섬유에서 PFCs 농

도가 높게 나온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른 PFCs 성분에 대한 규제는 마련

되지 않고 있다. 

노르웨이는 세계 최초로 2014년 6월부터 PFOA가1 µg/m² 이상 들어간 섬유의 판매

를 금지할 예정이다. 최근 몇 가지 PFCs가 우선순위화학물질 목록에 추가된 것을 보면 

2020년까지 이들 물질의 배출을 중단하거나 크게 줄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6 노

르웨이를 비롯한 모든 국가는 첨단 검사기술을 이용해 PFOA(PFC류 전체)를 제거해 나

아가야 한다. PFOA와 4가지 긴사슬 PFCAs은 REACH 규정(ECHA 2013)에 따라 EU내

에서 고위험우려물질(SVHC)로도 분류되어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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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노닐페놀 에톡시레이트 (NPEs)

NPEs는 섬유산업에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제조과정에서 NPEs가 사용이 될 경우 완제품의 NPEs 농도는 헹굼 회수 

등 어떤 공정을 거쳤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생산지가 어디이든 NPE는 폐수를 통해 배출되고 완제품에 남

아있던 NPEs는 소비자가 세탁을 할 때 역시 외부로 배출된다.18

•축구화 16켤레: 1.2 - 40 mg/kg (기준치(LOQ): 1 mg/kg)

•장갑 2켤레:  아디다스 - 27 mg/kg, 푸마 - 76 mg/kg.

•월드컵 공인구(구입: 독일, 원산지: 중국): 20 mg/kg.

•아디다스 유니폼 1벌(구입: 멕시코): 2.1mg/kg

이전 연구에서는 샘플제품(섬유) 중 2/3에서 NPEs 가 검출됨. 

2.3. 프탈레이트 (Phthalates)

본 연구는 모든 샘플제품에 대해서는 프탈레이트

(Phthalates) 분석을 실시했다. Phthalates는 플라스틱 

가소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산업공정 및 자연환경에서 흔

히 볼 수 있는 오염물질이다.    

• Phthalates 수치가 가장 높게 검출된 것은 아디다스 유

니폼(구입 및 원산지: 아르헨티나)의 플라스티졸 프린트 

부분으로 153,000 mg/kg가 나왔고, phthalate DINP 

110,000 mg/kg, DBP 37,000 mg/kg인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이처럼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을 볼 때(샘플 제

품의 15%) 해당 브랜드가 의도적으로 이 물질을 가소제

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린팅이 있는 유니폼은  

아디다스 매장에서 직접 구매한 것으로 총 7벌 가운데  

4벌에서 phthalates가 검출됐고(LOQ: 3mg/kg), 나머

지 3벌은 회사 기준치보다 수치가 낮게 나왔다.  

•모든 축구화 샘플에서 phthalates가 검출됐다.     

• Phthalates 수치가 가장 높게 나온 제품은 아디다스 축구

화(2켤레)로 각각 150 mg/kg와 124 mg/kg이 검출됐다. 

•장갑 3켤레(4켤레 중)에서도 Phthalates가 검출됐다.  

• 푸마 장갑(구입: 이탈리아, 원산지: 우크라이나)의 손

목 띠 부분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63,000 mg/kg)의 

Phthalates(phthalate DEHP: 62,000 mg/kg 포함)가 

검출됐다. 이러한 수치(6%)를 볼 때, Phthalates가 의

도적으로 가소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샘플제품(장갑)은 성인용으로 제작된 것이지만, DEHP

를 비롯한 몇 몇 phthalates는 시판되는 모든 장난감 및 

육아용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기준치 제품 무게의 

0.1% - 1,000 mg/kg). 검출된 수치는 아디다스와 푸

마의 RSL의 phthalates 기준을 넘어선 수준이다.24  

EU 비식품 위험제품 긴급 알림 시스템(RAPEX) 관련 보

고서에 따르면,25 유럽 수입 아동복과 신발류에 대한 세관

의 phthalates 검사결과 0.1% 이상의 검출된 제품에 대

해서는 통관거부 또는 자발적 철회조치가 취해졌다. (EU 

내에서 3세 미만 유아를 타깃으로 한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푸마(장갑)와 아디다스(유니폼)에서 0.1%가 검

출됨).26  

검사대상 제품 대부분에서 phthalates수치는 0.1% 미만

으로 나왔다. 샘플제품에서 phthalates가 검출된 주된 이

유는 이 성분이 제품 제작과정에서 가소재 등으로 널리 사

용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phthalates이 포함된 다

른 물질(예: 포장재 등)과의 접촉에 의해서 샘플제품에 

phthalates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제품과 환경에서 유해 화학물질 수치를 획

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제조과정부터 유통망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모든 phthalates의 사용을 중단

할 필요가 있다.

Box 2. 노닐페놀 에톡시레이트/노닐페놀 (NPEs/NPs)19

노닐페놀 에톡시레이트(NPEs)는 플라스틱 유화제 또는 섬유업에서는 계면활성제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인공 화학

물질이다. 환경에 배출되면 노닐페놀(NP)로 분해된다. NP는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난분해성 독성물질로서 체내

에 축적된다. NP는 다양한 유기체에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완제품에서 NPEs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이 화

학물질이 생산과정에서 사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조시설이 폐수를 통해NPEs와 NP를 배출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제품에 남아있던 NPE 성분 역시 세탁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판매된 나라의 하천으로 배출될 수 있다.  

EU는 2005년부터 특정 용도에 대한 NPEs의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했고,20 미국과 캐나다도 이와 유사한 규제를 시

행하고 있다.21 현재 NPE 성분이 남아있는 섬유 제품 판매를 제한하는 EU 차원의 규제는 없는 실정이지만 스웨덴 화

학물질청(Chemical Agency)이 제안한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22 중국은 NP와 NPEs의 제조, 사용, 배

출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수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독성 화학물질 목록에 NP와 NPEs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사전 허

가 없이 해당 물질에 대한 수출입은 불가능하다.23 중국은NP와NPEs를 ‘위험화학 물질목록’과 ‘화학물질의 환경리스

크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제12차 5개년계획에도 포함시켰다.

Box 3. 프탈레이트 (Phthalates)27 

프탈레이트(Phthalates)는 PVC 같은 플라스틱 가소제(연화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적으로 플라스틱과 결

합되지 않기 때문에 제품 사용주기 동안은 물론이고 폐기가 된 이후에도 실내외 환경에 배출이 된다. 실내에서는 공

기와 먼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인체 조직에서 발견되기도 하며, 특히 아동의 경우 흡입량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Phthalates의 야생 동식물과 인간에 대한 독성과 내분비계 교란성은 특히 우려할만한 특성이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DEHP는 포유류의 생식능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컷의 생식기 발달을 저해하며28  암컷의 가

임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9  

그린피스가 샘플제품(33개)을 구입한 해당 국가 가운데 한 곳도 phthalates 성분이 들어간 의류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30 그나마 가장 많이 알려진 phthalates 관련 법규는 EU가 1999년 긴급조치로서 처음 합의

해 2005년 확정한 규제로서 아동용 장난감과 육아용품에 대한 6가지 phthalates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DEHP등의 일부 phthalates는 EU에서 시판되는 모든 아동용 장난감과 육아용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기준치 제

품 무게의 0.1% - 약 1,000 mg/kg-), DINP등 일부 phthalates 는 아동이 입에 넣을 수 있는 제품에 사용할 수 없다

(EU 2005). EU의 규제를 미국31 등 여러 나라가 도입했고, 가장 최근에는 중국이 아동용 장난감에6가지 phthalates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기준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 2014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32

이러한 규제에 ‘육아 용품’의 정의에 의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33 하지만 중국에서 발의된 법안에서는 유아복(36개

월 미만)의 경우 DEHP 및 DINP 등 6가지 phthalates의 농도를 제품 무게의 0.1%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34 한국

은 아동용 장난감과 육아용품에 대한 6가지 phthalates규제를 유아복(24개월 미만)에도 적용하고 있다.35 

EU의 경우 EU REACH에 따라 DEHP, DBP, DiBP 및 BBP등의 phthalates가 고위험우려물질(SVHC) 목록에 올라가 있다.36 

12  운동복 브랜드에 레드카드(Red Card)  운동복 브랜드에 레드카드(Red Card)  13 



2.4. 디메틸포름아미드 (DMF) 

모든 축구화와 공에 대해서 섬유와 가죽, 플라스틱 용제로 사용되는 

DMF분석을 실시했다. 신발과 섬유의 DMF는 EU와 독일에서 엄격한 

규제대상이지만, 남아시아에서는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EU

가 수입하는 제품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  

•모든 축구화 샘플제품(21 켤레)의 DMF 분석결과 양성.  

• 19켤레에서 검출된 수치는 독일 유해물질위원회와 친환경마크 

(블루엔젤, Blue Angel)의 기준인 10 mg/kg를 초과함(Box 4 참조) 

• 나이키 축구화(6켤레), 아디다스 축구화(5켤레), 푸마 축구화에서 

50 mg/kg가 넘는 을 검출.  

• 같은 브랜드, 같은 모델간에 DMF 수치가 달라 오염패턴을 구분할 

수 없음 

이처럼 월드컵 용품 브랜드는 모두 DMF를 사용하고 있다. 조사대상 제

품 가운데 축구화는 1켤레(구입: 러시아, 원산지: 보스니아)를 제외하

고 모두 남아시아에서 제작됐다 -중국 (9), 인도네시아 (8), 베트남 (2), 

캄보디아 (1) -. 

Box 4.  N,N-디메틸포름아미드 - DMF

DMF는 인조피혁, 우비 및 보호 장구, 신발 등 폴리우레탄 피복 섬유나 합성섬유를 만들 때 용제로 사용된다.37 생식 독성물질로 분류되어 있

고(태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피부에 닿았을 때 유해하다.38 독일 유해물질위원회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볼 때 DMF는 피부를 통해 흡

수되어 건강에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39 DMF는 다른 유해 물질의 운반체 역할도 한다. (개별적으로는 피부를 통해 흡

수되지 않거나 극히 소량만 흡수되는 물질도 DMF와 결합하면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도 있다40). 

DMF에 단기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 동물과 사람 모두 간 손상을 겪고, 직업상 오랜 시간 DMF을 흡입한 사람은 간과 소화기관에 문제가 발

생한 것으로 나타났다.41 DMF는 폴리우레탄 제품과 아크릴 섬유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에서 가장 흔히 검출되는 화학물질이다.42  

DMF는 생식 독성 물질로 분류되어 EU의 REACH 규정에 따라 고위험우려물질 후보목록에 올라 있다.43 2014년 2월 ECHA는 인체에 위

협이 될 수준으로 DMF의 사용량과 범위를 볼 때 인체에 위협이 될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DMF를 우선허가물질(Priority Substance for 

Authorization)로 권고했다.44 특정 물질이 우선허가물질로 등록이 되면,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물질의 사용에 대해 승인을 요청하

고 이과 관련해 해당물질의 대체/대안 물질에 대한 공개적인 협의를 하게 된다. DMF는 스웨덴 화학청의 PRIO 단계적 폐지 목록,45 덴마

크 환경청 유해화학물질목록(List of Undesirable Substances)46, 및 미국 환경보호국의 고위험성화학물질목록(Extremely Hazardous 

Substances)47, 48 등에도 포함되어 있다. 독일 유해물질위원회는 보호 장갑에 대한 PMF 수치를 최대 10 mg/kg로 규제하고 있고,49 50 독

일 친환경마크 블루엔젤(Blue Angel) 역시 동일한 기준을 신발과 장갑에 적용하고 있다. 

3. 아름다운 월드컵 만들기–
      유해 화학물질의 퇴장

축구와 월드컵 시장의 중요성 – 운동복브랜드

유니폼, 축구화, 기타 부대용품 등 월드컵 관

련 제품의 마케팅은 그 시장규모가 수십억 달

러(연간 50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 이러한 시

장의 80% 이상을 주요 브랜드 두 곳, 아디다

시와 나이키가 점유하고 있다.51 이에 따라, 이

들 브랜드는 2014년 월드컵 특수를 누릴 것으

로 예상된다.52  

2014 브라질 월드컵 공식 후원사 아디다스는 

전통적으로 축구 분야에서 우위를 지켜왔다. 

헤르베르트 하이너(Herbert Hainer) 아디다

스 회장의 말처럼 아디다스는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아디다스는 지난 대회 우승국인 스페인을 비

롯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독일, 일본, 멕시

코, 나이지리아, 러시아 등 8개국 대표팀을 후

원할 예정이다.53 지난 해 매출 감소를 겪은 이

후 이번 2014 월드컵에서 8억3,000만에서 9

억 3,000만 유로의 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

상하고 있으며,54 축구관련 연매출 20억 유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55 2012년 매출은 

17억 유로였다.56 

나이키는 스포츠 용품 매출 측면에서 시장의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월드컵 참여를 확대해왔고, 트

레버 에드워즈(Trevor Edwards) 나이키 회장 역시 자사를 “세계 최고의 축구 브랜드”라고 말하고 있다. 나이키는 올해 

월드컵 본선에서 호주, 브라질, 크로아티아, 잉글랜드,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한국 및 미국 등 10개 국 대

표팀을 후원하게 된다. 나이키에 따르면 축구관련 사업 규모가 약 2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7 

푸마도 이탈리아, 스위스 및 아프리카 4개국 등 총 8개국 대표팀을 후원한다. 58 

아디다스, 나이키, 푸마 제품의 유해 화학물질 – 과거와 현재

지금까지 그린피스는 여러 운동복 및 패션 브랜드 가운데 아디다스, 나이키, 푸마의 다양한 제품에 대한 연구조사를 수 

차례 실시해 왔다. 2011년부터 시작한 이들 연구를 통해 이들 브랜드 제품에 다양한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티셔츠와 트레이닝복에서 수영복, 겉옷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제품(아동 및 성인용 모두 포함)을 대상

으로 독성물질 시험을 수행했다.   

모든 연구에서 대상 제품에 대해 NPs/NPE 성분을 분석했고, 연구가 계속되면서 분석 대상 화학물질도 처음에는 PFCs

와 phthalates에서 antimony와 organotins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늘어났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 각 브랜드의 샘플제품의 50% 이상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고, 연구결과 간에 차이는 크

게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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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아디다스, 나이키, 푸마  

제품 테스트 결과  

(2011-2013년 그린피스 연구) 

그린피스 보고서 브랜드 제품 (수량) APs/APEs 이온성 PFCs 휘발성 PFCs Phthalates Organotins
Antimony 
(polyester)

Dirty Laundry II – 

Hung out to Dry59 

Chemistry for any weather60

Swimwear contains 

hazardous chemicals61 

Chemistry for any weather II62

A little story about 

the monsters in 

your closet63 

폴로 셔츠, 원피스
축구 유니폼 상의 2
운동복 하의 2
티셔츠, 운동복 상의
스웨트 셔츠

티셔츠 6, 운동복 상의
폴로 셔츠 
스포츠 셔츠, 탱크탑

티셔츠 4, 축구 유니폼 상의
반바지, 운동복 상의
축구 유니폼 상의
스포츠 셔츠

테렉스 페더 재킷
(여성용)

수영복 

수영복 

수영복 반바지

수영복 반바지

상하의 세트, 티셔츠 5
코트, 신발
축구 유니폼 상의 
수영복, 상의, 수영복

코트, 티셔츠 5
신발, 달리기용 상의
바람막이

신발 2켤레
축구 유니폼 상의 
티셔츠 3

TX GTX ActS j (재킷)

Shirts, gloves, boots or balls (red = contains hazardous 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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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디톡스 약속 이행

이번 그린피스 연구는 주요 스포츠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일부 유해 화학물질 -PFCs, NPEs, phthalates –을 사용하

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DMF가 광범위하게 사

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2014 월드

컵을 위한 축구화, 장갑, 유니폼 등의 스포츠 제품을 만드

는 과정에서 이러한 화학물질을 사용함에 따라 생산국가

의 하천으로 유해 화학물질이 배출되고, 제품이 팔린 나라

에서도 제품이 사용되는 동안 화학물질이 배출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수십 년 간의 규제와 기업책임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유해 화학물질 – 그린피스가 선정

한 섬유분야 11개 우선순위화학물질 포함64 -이 여러 유

명 브랜드의 공급망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다양한 섬유와 신발, 스포츠 

용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발견됐다. 규제가 마련된 곳이

라 해도, 이른바 “허용(acceptable)” 기준에 맞춰 일정 수

준의 유해 화학물질은 제작과정에서 그리고 완제품을 통

해 다양한 방식으로 배출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화학

물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 환경속에 축적되고, 일부

는 동물과 인간의 체내에 축적되기도 한다.  

이번 연구는 기업과 정부가 섬유, 신발, 스포츠 용품 등 현

재 사용되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 제거를 위한 철저하고 포

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통해 잔류 화학물질로 

인한 소비재 오염과 생산시설의 배출을 막아야 한다는 점

을 말해주고 있다. 이미 일부 기업은 디톡스 리더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 중 한 곳이 바로 푸마다. 푸마는 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뢰할만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한편, 푸

마와는 대조적으로 디톡스 약속을 하고 스스로를 디톡스

브랜드로 홍보하고 있는 아디다스와 나이키는 실질적으로 

공급망과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 사용을 중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디톡스 약속을 한지 2년이 되었지만, 그 동안 아디다스와 

나이키가 신뢰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볼 만한 증거는 거

의 없다. 이들 브랜드는 확인된 유해 화학물질 제거와 투

명성 제공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회피해왔다. 자사의 공

급자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대중의 “알권리(Right 

to Know)”를 지지하는 것은 고사하고 ZDHC Group65이

라는 집단적 무행동 보호막 뒤에 숨어 고작 툴이나 프로세

스 수립, 시범연구 수행에만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에 더

해 아디다스와 나이키는 유해 화학물질의 실질적인 제거

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대신 디톡스 약속을 홍보의 수단으

로 “악용”하고 있다.    

ZDHC Group JRM 의 회원으로서 2015년 1월까지 긴 사

슬 PFCs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공통의 제한 목표를 준수

해야 하면서도66 아디다스와 나이키는 모든 PFCs를 제거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푸마는 독자

적으로 긴 사슬 PFCs를 2015년까지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67 성분시험 대상에 모든PFCs를 포함시켰다.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 모든 PFCs를 비불화물질로 대해야 한다

는 인식하에68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PFOA/PFOS에 

대한 대책마련에 힘쓰고 있다. 푸마는 PFCs 대체에 관한 

사례 연구를 Subsport.org에 발표하기도 했다.69 

주요 브랜드 – 역할 강화!  

디톡스 약속 -2020년 1월까지 모든 유해 화학물질 제거-

은 사안의 시급성을 볼 때 큰 목표일 수 밖에 없다 (Box 7. 

참조). 하지만, 기업들이 충분히 노력하고, 이행노력을 끝

까지 지켜낸다면 충분히 달성가능한 목표다. 

 

몇몇 기업이 디톡스 약속에 이어 실질적인 행동을 취함에 

따라 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다.. 예를 들어, 특정 브랜

드의 제조시설(공급업체)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대

중의 “알 권리”가 실현되고 있다. 디톡스캠페인 실시 이전

에는 섬유업계에서 거부했던 사항이었고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었다. 하지만 현재 망고(Mango), 패스트리테일

링(Fast Retailing, 유니클로), 인디테스(Inditex), H&M, 

베네통(Benetton), 발렌티노(Valentino), G-Star, M&S, 

리미티드 브랜즈(Limited Brands), C&A, 푸마(Puma), 

Coop, 카네파(Canepa), 에스프리(Esprit) 등의 기업들은 

자사의 공급업체의 유해 화학물질 배출 데이터를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인 IPE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70   

섬유 생산시설 인근의 지역사회와 대중은 이제 섬유 공장

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에 ‘알 권리’를 확보하기 시

작했다. 여기에 이번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유해 화학물

질의 현 수치에 대한 정보가 더해져 이제 우리는 유해 화

학물질로 인한 오염 감소와 완전한 제거를 위한 출발선에 

위치하게 되었다.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과 배출에 대한 이 정도의 투명성을 

아디다스와 나이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정보의 투명성

은 유해 물질의 사용과 배출을 제거라는 디톡스 목표 달성

에 있어 중요한 단계다.

정부: 방출 제로를 위한 정책적 의지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섬유산업을 비롯한 다른 분야

의 유해 화학물질 사용과 배출을 허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신뢰할만한 조치에 

정부의 규제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비록 정부기관이 여

러 디톡스 원칙(Box 7. 참조)을 수용하고 있지만, 아직까

지는 2020년 1월까지 유해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금

지 및 규제조치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각 화학

물질 별로 야기되는 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복

에서 검출된 각각의 유해 화학물질 별로 규제를 해야 한다.  

디톡스 리더들이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처해 왔지만, 대

부분 외주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섬유 산업의 특성상 성격

상, 디톡스의 필요성을 간과하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유해  

화학물질 사용으로 디톡스 리더가 기울여온 노력이 위태

로워 질 수 있다. 따라서, 전 분야에 걸친 변화 이행을 위한 

규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진정한 효과를 보기 위해

서는 의복과 공장 폐수에서 유해 오염물질이 어디에서 어

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엄격한 시험 기

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11개 우선순위 유해 화학물질 그룹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대다수는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일부 

PFCs, 특정 APEs, phthalates -.75 그러나, 유해 화학물질

은 의류 제품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급

망76 의 폐수 샘플에서도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한 가지 결

론을 말해 준다. 기존의 규제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Box 7. 효과적인 디톡스 계획의 조건

2020년까지 유해 화학물질 배출제로를 목표로 하는 효과

적이고 신뢰할만한 디톡스 약속과 이행계획은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 핵심 원칙(core principles) 

• 투명성(transparency) 

• 제거(elimination) 

유해 화학물질 중심의 포괄적인 접근법이 마련되어야 한

다. 또한, 신뢰할 만한 "사전예방 원칙",71 유해 화학물

질의 제로배출, 기업의 책무성,72 공급망 내 유해 화학물

질의 이용과 배출 정보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Right to 

Know)"73, 완제품 내 화학물질의 존재 여부에 대해 신뢰

할만한 정의가 내려져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대한 준수 

의지는 유해 화학물질 사용 중단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 

역할을 한다.  

섬유 업계에서 유해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

해, 그리고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수자원 오염문제 해소를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2020년 1월 1일까지 글로벌 공급망과 전 제품에서 모

든 유해 화학물질 사용을 단계적 폐지하겠다는 신뢰할

만한 약속. 

• 이행 약속 후 몇 달 안에 해당 지역 및 국내 차원으로 생

산설비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 배출관련 정

보를 공개하고 이를 주기적(연 1회)으로 지속함.  (신뢰

할만한 정보 공개 플랫폼을 통해74).

• 일정 기한 내에 11 가지 우선순위 화학물질 제거를 목

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다른 물질에 대해서는 명확하

고 신뢰할만한 중기 목표 수립. 최대한 빨리 무해 화학

물질을 도입.  

책임감이 있는 기업이라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

다리지 않고 지금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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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톡스 팀: 스타 선수가 필요

그린피스 디톡스캠페인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디

톡스 리더들은 자사의 공급시설의 유해 화학물질 배출 자

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과거 섬유업계가 이를 비현실적이

라는 이유로 거절했던 것에 비하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

다고 할 수 있다. 섬유 공장이 있는 지역 사회와 대중은 해

당 시설이 유발하는 오염에 대한 ‘알 권리’를 확보하고 있

다. 여기에 이번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의 

현 수치에 대한 정보가 더해져 이제 우리는 유해 화학물질

로 인한 하천과 소비재 오염 감소와 완전한 오염물질 제거

를 위한 출발선에 위치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공급망에서의 유해 화학물질 사

용 제거의 시급성과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푸

마와 같은 디톡스 리더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녹색분칠 행

위를 지속하고 있는 아디다스와 나이키 같은 회사들은 즉

시 그들 정책과 기업관행의 부적절성을 개선하고, 디톡스 

혁명에 참여해야 한다. 유해물질 방출 제로로 나아가기 위

해서는 모든 기업의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을 미룰 핑계는 있을 수 없다. 월드컵 제

품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플레이어로서 이들 

브랜드가 섬유 및 스포츠 제품의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시민의 역할 

스포츠 팬, 부모, 지구촌 시민이자 소비자로서 우리는 모두 

디톡스 팀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아디다스와 나이키

가 디톡스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스타 플레이어가 

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ain products

Nike

Mercurial

Adidas

Adizero f50 Special Edition

Adidas

Nitrocharge

Adidas

Brazuca

Adidas

Predator Men

Adidas

Adizero f50

Adidas

Predator

Puma

evoSPEED

Adidas

Predator Children

Nike

GK Grip

Nike

Hypervenom

Adidas

11Pro

Puma

evoPOWER G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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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결과 요약

표본 코드 브랜드 판매 장소 제조 국가 제품 종류 원료 PFCs* 노닐페놀 
에톡시레이트
mg/kg

프탈레이트* 
총합
 mg/kg

DMF (A)
mg/kg

안티몬 
mg/kg

오가노틴 
mg/kg

이온성 PFC 총합
µg/m²*

PFBS µg/m² PFOA µg/m²

KI14002/SWI02 아디다스 스위스 인도네시아 축구화: Predator LZ TRX BE, 남성용 합성 섬유 및 가죽 1.) 29.1
밑창: 미검출 
2.) 29.3

1.) 6.05
밑창: <0.69 
2.) <0.97

1.) 9.57
밑창: <0.46 
2.) 14.5

11 7.1 40

KI14004a/b/NL03/04 아디다스 네덜란드 중국 축구화: adizero F50 TRX FG, 남아용 정보 없음, 합성 섬유 및 가죽 1.) 14.2
밑창: 7.21 
2.) 112.3 
밑창: 6.95

1.) 1.64
밑창: 0.77 
2.) 107.6 
밑창:<0.88

1.) 2.55
밑창: 4.07 
2.) 0.95 밑창: 
4.71

1.2 107 15

KI14007/DE03 아디다스 독일 인도네시아 축구화: Predator Absolado LZ TRX 
FG J,  남아용

위: 합성
안감: 섬유/ 합성
안창: 섬유
밖창: 합성

1) 45.7  
2) 20.5

1) 37.9  
2) 12.6

1) 0.67  
2) 3.81

3.9 74.0 89

KI14008/DE04 아디다스 독일 캄보디아 축구화: 11pro Questra TRX FG J, 
남아용

위: 합성
안감: 섬유/ 합성
안창: 섬유
밖창: 합성

미검출 <0.78 <0.52 10 51.0 82

KI14026/DE11 아디다스 독일 인도네시아 축구화: nitrocharge 3.0 TRX FG J, 
남아용

위: 합성
안감: 섬유
안창: 섬유
밖창: 합성

1.) 미검출
밑창: 1.63 
2.) 밑창:ND

1.) <0.93
밑창: <0.33
 2.) 밑창:<0.31

1.) <0.62
밑창: 1.63 
2.) 밑창: <0.20

4.4 64.8 20

KI14017/CH01 아디다스 중국 인도네시아 축구화: adizero F5 TRX TF Messi 
Edition, 청소년용/남녀 공용

합성 섬유 및 가죽 1) 26  
2) 13.01

1) 14.5  
2)13.01

1) 5.28  
2) <0.51

2.6 45.0 62

KI14023/ARG01/02 아디다스 아르헨티나 중국 축구화: adizero F50 TRX FG Messi 
Edition, 남성용

합성 섬유 및 가죽 1) 2.1  
2) 3.74

1) <0.46  
2) <1.30

1) 0.65  
2) <0.87

5.3 150 25

KI1402 8/UK01 아디다스 영국 인도네시아 축구화: nitrocharge 3.0 TRX FG, 
남아용

안감: 섬유, 신발창과 
다른 부분: 합성

미검출  
<1.07

<0.72 6.4 124 80

KI14030/RU02 아디다스 러시아 중국 축구화: F50 adizero TRX FG, 남성용 합성 섬유 및 가죽, 플라스티솔 
프린트

1.) 13.8
밑창: n.q. 
2.) 5.91

1) 2.35 
<0.3  
2)<0.54

1) 3.93 
0.37  
2) 2.30

<1 69.6 24

KI14033/KR03/04 아디다스 대한민국 중국 축구화: F50 adizero TRX FG Messi- 
Edition, 청소년

합성 섬유 및 가죽 1) 3.16 
2) 12.8

1) <0.55  
2) <0.66

1) <0.37  
2) 6.81

8.2 27 130

KI14010 (1)/DE06 
KI14010/2/DE06

아디다스 독일 Ukraine 골키퍼 장갑:
PRED FS JUNIOR, 남아용

몸체: 63% 폴리에스테르/ 
37% 폴리우레탄
손바닥: 88% 라텍스/ 12% 면
손등: 88% 라텍스/ 12% 면

1.0 <0.35 <0.24 27 1.) 3.8 (바깥)
2.) ND  (안쪽, 손목 

스트랩)

KI14015 (1)/ES01
KI14015/2/ES01

아디다스 스페인 인도네시아 골키퍼 장갑:
PRED JUN IC, 남아용

몸체:70%폴리우레탄, 30% 
폴리에스테르.
손바닥: 70% 천연 고무, 25% 
에틸렌 초산 비닐, 5% 폴리에스테르.
손등: 83% 에틸렌 초산 비닐, 
15% 폴리에스테르, 2% 기타.

1) 8.17  
2) 2.75

1) <0.23 
2) <0.17

1) 1.41  
2) 1.96

<1 1.) 미검출  (바깥)
2.) 미검출 (안쪽, 

손목 스트랩)

KI14005/DE01 아디다스 독일 중국 피파 월드컵 공식 축구공:
Brazuca OMB, 남녀 공용

정보 없음, 합성 섬유 및 가죽    20 미검출

KI14006/DE02 아디다스 독일 중국 유니폼:
DFB Away JSY Y, 남아용

외피: 100% 폴리에스테르, 
작은 플라스티솔 프린트, 
라벨에 ‘climacool®’

   <1 미검출 93

KI14022a/b (1)/MX03  
KI14022a/b (2)/MX03

아디다스 멕시코 베트남 유니폼:
FMF A JSY Y, 아동용, 남녀 공용

100%폴리에스테르 
플라스티솔 프린트

   2.1 1.) 41.0 (배지)
2.) 48.0 (프린트)

133

KI14024b (2)/ARG03 
KI14024a/ARG04

아디다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유니폼:
AFA H JSY, 남성용

100 % 폴리에스테르 
플라스티솔 프린트

   <1 1.) 100 (배지)
2.) 153000 

(프린트된 숫자)

176 0.09**

KI14001/SWI01 나이키 스위스 중국 축구화: JR MERCURIAL VICTORY IV 
FG, 남아용

정보 없음, 합성 섬유 및 가죽 1) 17.1  
2) 11.47

1) 13.7  
2) 10.97

1) 2.49 
2) 0.53

17 49.0 200

표 3.  축구화, 장갑, 축구공과 유니폼 표본의 PFCs, PFBS, PFOA, 노닐페놀 에톡시레이트 총합 (NPEs), 프탈레이트 총합, 

디메틸포름아미드 (DMF), 안티몬, 오가노틴 조사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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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코드 브랜드 판매 장소 제조 국가 제품 종류 원료 PFCs* 노닐페놀 
에톡시레이트
mg/kg

프탈레이트* 
총합
 mg/kg

DMF (A)
mg/kg

안티몬 
mg/kg

오가노틴 
mg/kg

이온성 PFC 총합
µg/m²*

PFBS µg/m² PFOA µg/m²

KI14011/DE07 나이키 독일 중국 축구화: JR MERCURIAL VICTORY IV 
TF, 남아용

위: 합성
안감: 섬유/ 합성
안창: 섬유
밖창: 합성

1.) 191.4
밑창: 미검출 
2.) 19.73

1.) 188.6
밑창: <0.7 
2.) 7.91

1.) <0.36
밑창:<0.46 
2.) 8.16

18 62.2 280

KI14025/DE09 나이키 독일 인도네시아 축구화: JR HYPERVENOM 
PHELON TF, 남아용

위: 합성
안감: 섬유/ 합성
안창: 섬유
밖창: 합성

16.5
밑창: 2.30

14.9
밑창:<0.59

<0.53
밑창:<0.39

3.8 133 72

KI14013/ID01 나이키 인도네시아 중국 축구화: JR MERCURIAL VICTORY 
IV FG,  남아용/남녀 공용

라벨에 정보 없음, 
합성 섬유, 가죽

16.5
밑창: 2.30

14.9
밑창:<0.59

<0.53
밑창:<0.39

3.8 133 72

KI14014/HK01 나이키 홍콩 베트남 축구화: HYPERVENOM PHADE 
IC, 남아용

위: 합성 피혁 0.3 <0.37 0.3 <1 37.0 9

KI14016/TW01 나이키 대만 인도네시아 축구화: Mercurial Victory IV FG, 
남아용

통기성 메시, 가죽, 
열가소성 수지 폴리우레탄, 
PHYLON, 고무, 합금, 
로고에 플라스티솔 프린트

미검출 <0.71 <0.47 2.4 63.0 9

KI14018/CR01 나이키 크로아티아 인도네시아 축구화: HYPERVENOM PHATAL 
FG, 성인용

가죽, 섬유, 합성 원료 1.) 8.68
2.) 미검출

1.) <0.66 
2.) <0.88

1.) 6.05 
2.) <0.59

<1 7.1 200

KI14020/MX01 나이키 멕시코 베트남 축구화: JR TIEMPO NATURAL IV 
509081, 남아용

안감: 섬유, 신발창과 
다른 부분: 합성

1.) 14.2 
2.) 8.24

1.) <0.95 
2.) <0.98

1.) 5.93
2.) 5.46

<1 42.7 18

KI14027b/a/CL01/02 나이키 칠레 중국 축구화: MERCURIAL VAPOR IX 
FG, 남성용

합성 위 1.) 11.5 
2.) 미검출

1.) <0.79 
2.) <0.37

1.) <0.79 
2.) <0.37

9.6 76.0 100

KI14029/RU01 나이키 러시아 보스니아 축구화: MERCURIAL VAPOR IX 
FG, adults

합성 섬유 및 가죽, 
플라스티솔 프린트

미검출 <0.67 <0.45 10 58.1 80

KI14021 (1)/MX02
KI14021/2/MX02

나이키 멕시코 중국 골키퍼 장갑: 나이키 GK Grip3, 
남아용

48% 라텍스, 25% 
폴리에스테르,25% 
에틸 초산 비닐, 2% 
폴리우레탄

1.) 15.5 
2.) 3.16

1.) 14.4
2.) <0.45

1.) <0.41 
2.) 2.17

<1 1.) 12.7 (outer)
2.) 11.6 (안쪽, 손목 

스트랩)

KI14032/KR10/02
KI14032/2/KR01/02

나이키 대한민국 태국 유니폼:
Korea Stadium

정보 없음, 섬유 커다란 
플라스티솔 프린트

<1 1.) 38.0 (프린트된 
숫자)

2.) 미검출 (배지)

63 ND

KI14003a/NL01
KI14003a/2/NL1

나이키 네덜란드 방글라데시 유니폼:
네덜란드 Stadium, 남성용

몸체: 96 % 폴리에스테르, 
4% 면; 뒷판: 100% 
폴리에스테르: ‘Dri-fit’

<1 1.) 미검출 (배지)
2.) 14.8 (프린트된 

숫자)

86 ND

KI14012/DE08 나이키 독일 중국 유니폼: Brasil Replica:
CBF B SS Home REP, 남아용

100% 폴리에스테르; ‘dri-fit’ <1 미검출 57

KI14019/CR02 나이키 크로아티아 중국 유니폼:
크로아티아 Stadium, 남아용

폴리에스테르 100% <1 미검출 139

KI14009/DE05 푸마 독일 중국 축구화: evoSPEED 1.2 FG, 남성용 정보 없음, 합성 
섬유 및 가죽

1.) 34.1 
2.) 21.8

1.) 34.1 
2.) 9.95

1.) <0.42
2.) 6.41

<1 106 95

KI14031 (1)/ITA2
KI14031/2/ITA2

푸마 Italy Ukraine 골키퍼 장갑:
evoPOWER Grip 2 RC, 성인용

정보 없음, 합성 
섬유와 기타 원료

미검출 <1.08 <0.72+ 76 1.) 62.0 (바깥)
2.) 630 (안쪽. 손목 

스트랩)

표 3.  축구화, 장갑, 축구공과 유니폼 표본의 PFCs, PFBS, PFOA, 노닐페놀 에톡시레이트 총합 (NPEs), 프탈레이트 총합, 

디메틸포름아미드 (DMF), 안티몬, 오가노틴 조사 결과 요약

주: 

* 일부 제품이나 (밑창과 같은) 제품의 일부는 두 번 이상 표본을 채취했으며, 결과는 1)와 2)로 각각 구분하였다.

** 0.09 mg/kg의 오가노틴은 0.04 mg/kg의 디옥틸틴과 0.05 mg/kg의 모노옥틸틴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의 33개 물품에 추가하여, 조지아에서 만들어지고 이탈리아에서 구매한 푸마 유니폼 (Italia Kids Home Rep)은 오가노틴 분석만 했으며,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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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일자 브랜드 제품 APs/

APEsmg/kg

이온성 PFCs 

µg/m² 

휘발성 PFCs µg/

m²  

프탈레이트

mg/kg

폴리에스테르 속 

안티몬 mg/kg

오가노틴 총합

mg/kg

201177 아디다스 폴로 셔츠 18
원피스 14
축구 유니폼 상의 2.0
트레이닝복 바지 1.1
티셔츠 <1
축구 유니폼 상의 <1
트레이닝복 상의 <1
스웨트 셔츠 <1
트레이닝복 바지 <1

나이키 티셔츠 810
티셔츠 660
티셔츠 12
트레이닝복 상의 2.0
폴로 셔츠 1.2
티셔츠 <1
스포츠 셔츠 <1
티셔츠 <1
티셔츠 <1
Tank 상의 <1

푸마 티셔츠 210
축구 유니폼 상의 47
반바지 14
트레이닝복 상의 12
티셔츠 4.4
축구 유니폼 상의 1.8
티셔츠 1.2
스포츠 셔츠 <1
티셔츠 <1

201278 아디다스 테렉스 페더 재킷
(여성용)

20 (NP 8) 1.69 µg/m² 104.6 µg/m² 16

201379 아디다스 수영복 30 mg/kg  7,9 µg/m² ND 5 mg/kg
나이키 수영복 71 mg/kg ND ND 3 mg/kg

수영복 반바지 16 mg/kg 2,6 µg/m² ND 5 mg/kg
푸마 수영복 반바지 미검출 1,8 µg/m² ND 8 mg/kg

201380 아디다스 TX GTX ActS j (재킷) 미검출 5.06 µg/m² 270.4 µg/m² 17 mg/kg
201381 아디다스 상하의 세트 8.7 - - - 208 -

티셔츠 <1.0 - - 44 184 <0.1
코트 1.8 0.159 µg/m² 181 µg/m² - 105 -
신발 16 2.23 µg/m² 390 µg/m² - - 0.28–106
축구 유니폼 상의 <1.0 - - 50 49 <0.1
수영복 <1.0 15.8 µg/m² ND 12 100 -
티셔츠 <1.0 - - 54 197 -
상의 <1.0 - - - 46 -
티셔츠 19 - - 21 242 0.22–0.48
티셔츠 38 - - 45 135 -
수영복 8.7 - - - 293 -

나이키 코트 2.4 2.08 µg/m² 557 µg/m² 15 14 -
티셔츠 <1.0 - - 31 - <0.1
티셔츠 <1.0 - - - - <0.1
신발 6.3 2.29 µg/m² ND - - <0.1
티셔츠 <1.0 - - - 119 -
달리기용 상의 2.5 - - - 64 <0.1
티셔츠 5.6 - - 65 - -
티셔츠 <1.0 - - - 73 -
바람막이 22 - - - 104 -

푸마 신발 7.3 19.7 µg/m² ND - - <0.1–401
축구 유니폼 상의 25 - - - 126 <0.1
티셔츠 5.5 - - - 147 -
신발 340 - - - - 0.44–105
티셔츠 <1.0 - - - - -
티셔츠 17 - - 120 154 <0.1–0.48

표 4.  2011-2013년 그린피스 연구 중 아디다스, 나이키, 푸마 품목의 제품 시험 결과 

첨부 2:  제품 시험 결과 2011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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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about the Greenpeace detox campaign www.detoxfootball.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