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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청정지역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PFC와 아웃도어 산업 
 

그린피스는 지난 2015년 5월과 6월, 전세계 3대륙 총 10개 지역에 탐사대를 보내어 물과 눈 시료를 

채취했고, 채취된 시료의 성분을 분석하여 환경 유해물질인 PFC(Perfluorinated Compounds; 

과불화화합물)의 포함 여부를 확인했다. 

 

그린피스 독일 사무소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15년 9월 "눈 속에서 찾은 화학 발자국: 

외딴지역에서 발견한 독성물질 PFC (Footprints in the snow: Hazardous PFCs in remote 

locations around the globe)"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i.  

 

실험 결과, 조사 대상 전 지역에서 PFC가 검출되었고, 이를 통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지역에까지 PFC가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가장 최근 PFC가 유입된 시기는 2015년 겨울(1-

2월)인 것으로 밝혀졌다. PFC는 눈 시료뿐 아니라 고산지대에 위치한 호수에서 채취한 물 시료에서도 

검출되었다.  

  

PFC는 자연 상태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외딴 자연환경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물질이다. 그러나 

기체 형태로 증발하거나 대기 부유입자와 결합하여 바람을 타고 이동하며, 이동하는 동안 눈과 비에 

섞여 오염원에서 먼 지역에까지 쌓이게 된다ii. PFC의 이동 거리는 국경을 초월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3개의 대륙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그린피스는, 동아시아 지역으로 영역을 옮겨 2차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에는 한국과 대만, 그리고 홍콩이 실험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해당 

국가에서 물 시료를 채취해 다시 한번 PFC의 포함 여부에 대한 성분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내에서도 사람의 영향이 적은 산지, 호수, 하천, 저수지, 연못 등지가 

조사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한국, 대만, 홍콩에서 각각 5개 지역이 선정되었고, 조사 대상지 별로 각각 

2개의 물 시료가 1차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채취되었다. 1차 조사의 분석을 담당했던 그린피스의 

독일 연구소가 다시 한번 시료의 성분을 분석했다.  

  

검사 결과, 대부분의 조사지역에서 여러 종류의 PFC가 검출되었다.  

 

먼저 한국의 경우, 최상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청정 지역 5곳이 조사에 포함되었는데, 조사 전 지역에서 

PFC가 검출되었다. 특히 황지연못에서는 긴 사슬 PFC(PFOA: 0.786~0.789 ng/l와 PFOS: 

0.345~0.354 ng/l)는 물론이고 PFBA(0.790~0.824 ng/l)와 같은 짧은 사슬 PFC까지 매우 다양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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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는, 일부 조사지역에서는 긴 사슬 PFC인 PFOS와 PFOA의 레벨이 높게 나왔고, 이 중 

1곳에서 물 1리터당 10.345ng의 PFOS가 검출되었다. 또한 홍콩의 모든 조사 지역에서 짧은 사슬 

PFC가 검출되었으며, 타이람청저수지(Tai Lam Chung Reservoir)에서는 짧은 사슬 PFC의 일종인 

PFBA 수치가 물 1리터 당, 1.754~1.874ng로 검출되었다.  

 

대만의 경우 난렌호수(Nanren Lake)에서 긴 사슬 PFC의 일종인 PFOS(0.297~0.324ng/l)와 

PFOA(0.903~1.138ng/l)가 검출되었고, 에메랄드피크호수(Emerald Peak Lake)에서는 짧은 사슬 

PFC인 PFBA(1.918~2.191ng/l)가 검출되었다. 난렌호수와 에메랄드피크호수는 둘 다 외딴 산지에 

위치한 곳으로, 이 호수 지역에서 PFC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유해물질 PFC가 자연보호 구역까지 

유입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PFC는 굉장히 견고한 성질을 지닌 물질로 쉽게 분해되지 않으며, 방열, 방수, 및 방유 효과 때문에 

다양한 소비재에 사용된다. 아웃도어 의류업계에서는 방수, 방한, 및 방풍을 위한 기능성 제품에 PFC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PFC의 유해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연구 보고서들이 

잇따라 발간되었다iii. 이에, 그린피스 동아시아 사무소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확인된 PFC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나아가 유해물질 PFC를 아웃도어 산업에서 제거하는 캠페인에 착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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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PFC란 무엇인가? 
  

PFC(Perfluorinated Compounds)는 우리말로 '과불화화합물'이라 불리는 화학 물질로, 방열, 방수, 

및 방유성이 우수하며, 화학 구조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된다iv.  PFC는 자연상태에서는 생성되지 

않는 인공 화학물질이지만, 공기나 물에 섞여 이동하는 성질을 띄므로, 지구상 모든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   

  

또한 PFC는 잔류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다시 말해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것이 매우 어렵다v.  일부 

PFC는 체내에 축적되는 특성이 있으며, 따라서 PFC의 혈액 및 장기 내 잔류 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vi.  PFC는 자연 환경과 인체 모두에 유해한 물질이다.  

 

대부분의 PFC는 물과 기름에 잘 녹거나 분해되지 않는 불용성을 띈다vii. 이러한 특징 때문에 특히 

아웃도어 의류의 섬유 가공에 사용되거나, 카펫 등 가정용 직물 제품의 내구성 발수제(durable water 

repellent, DWR)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 밖에도 PFC는 고발포 소화약제, 전자제품의 코팅제, 운송 

산업 및 자동차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테플론(Teflon; PTFE)과 같은 불소중합체를 만드는 데에나, 

전자제품, 페인트, 코팅, 아웃도어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수막(예: 방수, 방풍, 투습성이 우수한 

고어텍스, Gore-Tex)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다. 

 

 

PFC의 자연 환경으로의 유출과 체내 누적  
  

PFC계 물질은 강력한 내구성으로 인해 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번 배출되면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오랜 세월 잔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viii. 공기 등을 통한 장거리 이동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PFOS와 PFOA 같은 긴 사슬 PFC는 잔존 기간이 특히 긴 난분해성(non-

biodegradable) 물질로 분류된다ix. 

  

모든 환경 관련 매체들은 긴 사슬 PFC를 담수, 지하수, 해수 퇴적물, 및 토양 등의 오염물질로 

보도하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PFC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오지 산간에 위치한 호수와 

눈에서도 검출되었고, 그린피스 동아시아의 조사 결과, 중국 섬유공장의 폐수x와 내수용 수산물xi에서도 

PFC가 검출되었다. 그린피스 연구소는 또한 유럽 7개 국에서 잡은 장어에서도 PFC를 발견한 바 있다xii.  

 

 

PFC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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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PFC가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고 종양의 증식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의 호르몬 

체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덴마크의 연구팀은 긴 사슬 PFC인 PFOA와 

PFOS의 혈액 내 수치가 남성의 체내 정자 수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xiii.  

 

또 다른 많은 연구xiv에서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PFC가 포함된 물을 지속적으로 마실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양생물의 경우, 먹이사슬의 전 단계에서 PFC가 검출되었다xv. 중국에서는 PFC 노출의 주요인이 바다 

물고기 등 해산물의 섭취인 것으로 알려졌다xvixviixviii. 비록 관련 정보는 다소 제한적이지만xix, 많은 

과학자들이 수산물의 섭취가 긴 사슬 PFC인 PFOS 노출의 주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많은 연구xx를 통해 사람과 동물의 혈액 샘플에서 PFOS와 PFOA가 검출된 사실이 발표되었고, 

일련의 연구 결과들은 PFC 노출이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문제임을 시사한다.  

 

PFOS는 혈액 내에서 단백질과 결합하여 인체 내에 축적되는데, 특히 간 세포에서 그 수치가 높게 

나온다xxixxiixxiii.  PFC는 동물과 인간의 혈액과 모유xxivxxv는 물론이고, 우리 주변 생활 환경에서도 

다양하게 발견되며xxvixxvii, 일부는 식품xxviii, 음용수xxix,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서도 검출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경로로 PFC가 인체에 침입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6년 그린피스 독일 연구소에서 시행한 연구 결과, 거의 모든 조사 대상자의 혈액 샘플에서 

PFC가 검출되었다xxx. 반면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조사 대상자 혈액 샘플의 PFOS, PFOA, 

PFHxS의 평균 농도가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지난 2002년부터 PFOS를 

포함한 일부 화학물질의 생산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xxxi. 한편, 중국 

선양(Shenyang)지역의 경우에는, 1987년부터 2002년 사이 조사 대상자의 혈중 PFOS와 PFOA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xxxii.   

 

 

PFC의 규제 
  

아직은 지구상에서 PFC가 전면 금지된 나라는 찾아 볼 수 없다. 특히 한국, 대만, 홍콩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PFC의 생산과 사용에 대한 규제가 매우 허술한 현실이다. 한국에서는 PFC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제가 전무하다. 홍콩은 PFOS를 제외하고는 PFC에 대해 어떠한 법적 규제도 하지 않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 정부에서 PFOS를 독성물질로 지정했지만, 제대로 된 규제의 부재로 인해 여전히 

섬유, 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PFC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PFOA와 PFOS는 불소계 유기화합물로써, 대표적인 PFC계 물질인데xxxiii, 현재 PFOA는 EU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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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에 따라 제한 대상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2016년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PFOS는 이미 지난 2009년 5월 스톡홀름협약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POPs)로 

지정되었다xxxiv. 스톡홀름 협약은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협약 당사국들은 PFOS의 생산과 사용에 대한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xxxv.  또한 

유럽연합 국가xxxvi와 캐나다xxxvii에서는 특정 분야에 대한 PFOS의 사용과 마케팅이 금지되어 있다.  

 

수산물의 섭취는 물에 섞인 PFC가 체내로 이동하는 경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수산물의 

섭취가 가져 올 수 있는 체내 PFC 축척에 대한 판별기준이나 독성 정도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기준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네덜란드의 경우, 국립보건환경 연구소(RIVM)에서 수산물 

섭취를 PFOS 노출의 가장 중요한 경로라 발표xxxviii했고, 수돗물과 같은 담수의 경우 PFOS 최대 

허용치를 0.65ng/l로 제한하고 있다.  

 

PFC는 잔류성이 강한 난분해성 물질이므로, 규제가 강화되어 사용이 전면 중단된다고 해도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분해되는데 수백 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배출된 PFC가 우리 생활 환경에 잔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제3장 그린피스 동아시아 탐사대의 PFC 검출 연구방법 
  

2015년 7월, 그린피스 동아시아 사무소에서는 시료 채취를 위해 총 3개의 탐사팀를 현장에 파견했다. 

탐사팀은 대만, 홍콩, 한국에 분포한 총 15곳의 조사 지역에서 각각 2개의 물 시료(총 30개 시료 

샘플)를 채취하였고 이를 멸균 처리한 유리병 채수용기(1L)에 담은 뒤, PFC로부터 안전한 봉투에 담아 

운송했다. 물 시료 채취 직후 채수용기는 멸균 처리한 알루미늄 호일로 입구를 덮은 후, 스크류형 

마개로 막았고, 열가소성이 있는 시료병 전용 파라필름 (parafilm)에 담아 보관했다. 시료 채취, 운송, 

분석 과정을 포함한 전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조사지역에서 바탕시료(field 

blanks)도 채취 하였다.   

  

모든 시료는 냉동되어 분석을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 연구소로 보내졌다. (시료채취, 테스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 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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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탐사 결과 

 

4.1 한국 
 

4.1.1 배경  

 

한국은 세계적인 PFC 수입국이며, 아웃도어 제품의 내구성 발수처리(DWR)가 특히 대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PFC를 기반으로 한 발수제의 국내 유통량은 연간 약 12,150톤에 달하며, 이 중 

80%는 직물·섬유제품의 가공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폐수로 배출된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사무소는 국내 총 5개 지역에서 10개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조사 대상이 된 지역은 

가평천, 방태천, 부연천, 검룡소, 그리고 황지연못으로 모두 국내에서 오염도가 가장 낮은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 가평천xxxix: 경기도 가평천은 주변 자연 환경이 잘 보전된 1급수의 하천이다.  

• 방태천xl: 다양한 식물과 동물의 서식지로 유명하다. 시료 채취는 방태천의 최상류 지점에서 

이루어졌다.  

• 부연천xli: 영동지방 최대 길이의 물길이자 청정함으로 손꼽히는 곳으로, 강원도 산간지역 고지에 

위치해 '하늘 아래 첫 동네'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는 부연동의 산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감입곡류(嵌入曲流) 하천이다. 부연천에서도 가능한 최상류에서 시료가 채취되었다. 

• 검룡소: 국가 지정 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곳이다. 한강의 발원지로, 검룡소에서 솟아난 물이 

서울을 거쳐 서해로 흘러가게 된다.  

• 황지연못: 한국에서 가장 긴 낙동강(525km)의 발원지이며, 태백시 주변 산의 계곡물이 지하로 

흘러 합류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전체 조사 지역 위치는 <그림1>과 같다.       

 

4.1.2 주요 결과 및 시사점   

  

한국의 주요 청정지역이기도 한 조사 지역 5곳 모두에서 PFC가 검출되었다. 황지연못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전 조사 지역 가운데 긴 사슬 PFC(PFOA & PFOS)의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PFOS보다 PFOA의 레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모든 조사 지역에서 PFOA레벨이 PFOS 레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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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 5대 시료 채취 위치 

(A：가평천; B：방태천; C ; 부연천; D：황지연못; E：검룡소) 

국내에서 발견된 PFOA의 농도는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들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양재호 교수의 연구팀은 세계 9개국 12개 지역 주민을 상대로 혈중 

PFC농도를 조사했는데, 조사대상자들 중 대구 시민의 혈액에서 가장 높은 레벨의 PFOA가 

발견되었다xlii. 

대구는 한국 최대의 섬유도시로 화학처리 공장과 염색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xliii. 이는 대구 시민의 

혈액에서 발견된 PFOA의 근원이 섬유산업의 방수 공정에 기인한 것이라 시사할 수 있는 결과로, 추후 

보다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다. 

4.2 홍콩 

4.2.1 배경 

홍콩의 저수지는 홍콩 시민의 주요 상수원으로 대부분은 국립공원 내에 정부가 조성한 인공 

저수지이다xliv. 주로 빗물을 저장하여 수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부는 중국 광동의 동강(Dongjiang 

River)에서 끌어온 물을 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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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동아시아 사무소는 홍콩의 상수원인 5대 저수지에서 물 시료를 채취했다xlv. 이들 저수지 

가운데 하이아일랜드저수지(High Island Reservoir, 플로버코브저수지(Plover Cove Reservoir, 

타이람청저수지(Tai Lam Chung Reservoir)는 빗물과 동강에서 끌어온 물을 저장하고, 

싱문저수지(Shing Mun Reservoir)와 셱픽저수지(Shek Pik Reservoir)는 산지 계류수와 빗물을 주로 

저장한다.  5곳 모두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에 의한 오염원을 찾아 볼 수 없는 국립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 지역 위치는 <그림2>와 같다.    

<그림 2> 홍콩 5대 저수지 시료 채취 위치 

(A: 플로버코브저수지, B: 하이아일랜드저수지, C: 셱픽저수지, D: 타이람청저수지, E: 싱문저수지) 

4.2.2 주요 결과 및 시사점 

홍콩의 조사 대상 지역 5곳 모두에서 PFC 성분이 검출되었다. 동강에서 끌어온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의 물에서는 빗물과 산지 계류수를 저장하는 저수지의 물에서 보다 더 높은 양의 PFC가 

발견되었다. 

조사 전 지역에서 유해성분인 PFOS와 PFOA가 검출되었다. 특히, 플로버코브저수지의 물에서는 PFOS 

(3.781~10.335ng/L)와 PFOA (1.020~1.020ng/L)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높은 

농도로 검출된 일부 PFC가 홍콩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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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 지역에서 PFBA, PFBS, PFHxA 등의 짧은 사슬 PFC(C4-C7)가 검출되었다. 

타이람청저수지의 물에서는 PFBA (1.754~1.874ng/L)와 PFHxA (0.422~0.449 ng/L)가, 

플로버코브저수지의 물에서는 PFBS (0.863~0.875ng/L)가 가장 많은 수치로 발견되었다. 

빗물을 주로 저장하는 저수지에서도 PFC가 검출된 것은 PFC의 이동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단 자연에 배출되면 분해되지 않고 대기를 통해 이동하는 PFC 중, 일부는 휘발성이 매우 강해 공기와 

비를 통해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4.3 대만 

4.3.1 배경 

대만에서도 이른바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5개의 보호구역이 조사 대상지로 선정했다. 조사에 포함된 

지역은 칭수이천(Ching-Shui Stream) 상류, 에메랄드피크호수(Emerald Peak Lake), 

타케친천(Takechin Stream) 상류, 다시판천(Dashipan Stream) 상류, 난렌호수(Naren Lake)로, 각 

지역별 2개씩, 총 10개의 시료가 채취되었다. 대만의 조사 지역 위치는 <그림3>과 같다.    

<그림 3> 대만 5대 시료 채취 위치 

 (A：칭수이천 상류, B：에메랄드피크호수, C 타케친천 상류, D：다시판천 상류, E：난렌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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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주요 결과 및 시사점 

조사 지역 5곳 중, 에메랄드피크호수, 난렌호수, 다시판천에서 PFC가 검출되었고 에메랄드피크호수의 

물에서 PFC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긴 사슬 PFC(PFOS & PFOA)와 짧은 사슬 

PFC(PFBA)가 모두 검출되어 대만의 청정보호구역 역시 PFC에 오염되었음이 밝혀졌다.  

대만에서 실시된 이전 연구에 따르면xlvixlviixlviiixlix, 지역 수생환경, 산업 폐수와 도시 생활폐수 처리장의 

상류에서 PFC가 확인되었다. 특히 폐수처리장의 물과 그 하류에서는 PFOS와 PFOA의 레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그린피스 대만 사무소는 지난 2013년 실내 먼지에서도 PFC를 발견한 바 있다l. 

제5장 그린피스의 제안

이번 연구를 통해 각 조사 대상이 되었던 동아시아 3국의 청정지역 또한 PFC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PFC의 이동성과 잔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다. 일부 PFC는 공기 중에서 한층 더 

유해하고 잔류성이 강한 유형으로 변환되기도 한다. 이는 종류를 불문하고 다양한 PFC가 오랜 시간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일단 자연환경으로 배출된 

후에 이러한 유해성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PFC는 아웃도어 업계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아웃도어 업계에서 제품의 방수·방풍·투습성을 

살리기 위해 PFC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아웃도어 업계는 PFC 사용을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전면 중단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즉각적으로 수립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린피스는 아웃도어 업계가 유해물질 PFC의 제거를 위한 목표 연도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그 

시한까지 아웃도어 제품과 업계의 공급망에서 PFC를 완전히 제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미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린피스의 디톡스 캠페인이 의류업계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동의와 지지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15년 5월 1일에는 전세계 38개국에서 모인 200여 명의 

과학자들이 사전예방법칙에 의거한 "마드리드 성명서 (Madrid Statement)"를 발표하고 “마드리드 

서약”에 서명했다li. 이 성명서는 섬유 제품을 포함한 모든 소비재의 생산공정에서 PFC의 사용과 배출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PFC의 사용과 관련하여, 유해성 논란이 좀 더 일찍이 시작된 '긴 사슬 PFC'를 '짧은 사슬 

PFC'로 대체하는 것으로 환경과 인체에 대한 안전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 하기도 하지만, 이는 

틀린 말이다.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 짧은 사슬 PFC의 유해성을 밝혔으며, 짧은 사슬 PFC는 공기 

중에서 긴 사슬 PFC로 변환되기도 하므로, 대체에 관한 주장은 근거와 의미가 매우 미약하다. 아웃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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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와 정책 결정자들은 긴 사슬 PFC를 짧은 사슬 PFC로 대체하는 미봉책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PFC계 물질 전체를 전면 규제함으로써 사전예방법칙을 이행해야 한다.  

업계의 점진적인 PFC 제거 노력에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이용한 '유해 화학물질의 배출 및 사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미 선진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유형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lii, 이는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소비자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다. 전세계 아웃도어 

업체들은 투명한 정보 공개에 대한 기업들의 선례를 따라야 하며, 공급업체의 자료 공개가 어렵다는 

핑계로 공개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정책입안자들 역시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앞서 밝혔듯, 일부 

PFC는 공기 중으로 배출된 후, 단순한 휘발성 물질에서 잔류성 물질로 변환되기도 한다. 이러한 PFC의 

특징과 다양한 유해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PFOA와 PFOS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PFC를 규제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위한 힘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시민에게 있다. 업체와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소비자의 압력이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등산과 스키, 트렉킹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뿐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고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두 아웃도어 업계와 정책입안자들에게 PFC 제거를 요구해야 한다. 지금 

PFC의 세계적인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그리고 수십 년, 수백 년 후에도 우리는 더욱 심각한 

오염 속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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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시료 채취 & 실험 방법 

2015년 7월, 그린피스의 3개 조사팀(한국, 홍콩, 대만)은 PFC가 포함되지 않은 아웃도어 의류와 

배낭을 착용하고 현지 탐사에 나섰다. 각국의 조사 대상지역은 모두 자연이 잘 보존된 청정지역으로, 

조사팀은 대상지에서 물 시료를 채취했다.  

물 시료 채취 방법  

시료 채취에는 연구소에서 고온멸균 처리한 유리 재질의 채수용기가 사용되었다. 시료 채취에 사용된 

채수용기와 멸균처리된 도구들은 알루미늄 호일에 개별 포장해 PFC로부터 안전한 봉투에 담아 

운반되었다. 물 시료는 그린피스 탐사대가 조사지역에서 직접 재취하여 1리터 용량의 채수용기에 담았다. 

한국에서는 가평천, 방태천, 남대천, 검룡소, 황지연못에서 10개의 물 시료(현장 이중시료 5개 포함)를 

채취했고, 각 현장 에서 채취한 이중시료(duplicate) 역시 개별적으로 분석했다.   

홍콩의 경우에도 조사지역 5곳(플로버코브저수지, 하이아일랜드저수지, 섹픽저수지, 타이람청저수지, 

싱문저수지)에서 총 10개의 물 시료를 채취했다. 각각의 현장에서 채취한 이중시료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    

대만에서도 조사지역 5곳(타케친천, 칭수이천, 다시판천, 에메랄드피크호수, 난렌호수)에서 현장 

이중시료를 포함해 총 10개의 물 시료를 채취했고, 각 현장 이중시료 역시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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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채취 및 실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조사지역에서 바탕시료를 

채취하였다. 바탕시료는 물 시료 채취에 사용된 채수용기와 동일한 1L용기를 사용했다. 채수용기는 

밀봉상태로 현장까지 운반한 것으로 현장에서 개봉 후 시료채취를 하고 재밀봉했다.  

모든 채수용기는 현장에서 직접 밀봉했다. 먼저, 멸균처리된 알루미늄 호일로 용기 입구를 덮은 다음 

스크류형 마개로 입구를 막았고, 열가소성이 있는 채수용기 전용 파라필름에 담아 보관했다.   

실험방법  

모든 시료는 외부의 분석 전문 연구소로 보내졌고 전 과정에 걸쳐 냉동상태로 보관 및 운반되었다. 

시료 추출을 위해 최대 2리터 용량에 최적화된 분석기법이 사용되었다. PFAS에 대한 공인 분석방법을 

바탕으로 소량의 물 시료 분석에 최적화된 분석기법을 사용했다. 분석기법의 최적화란 적절한 고체상 

추출(SPE) 흡착제 및 재료의 선정을 의미하며 많은 양의 시료를 여과하다 보면 SPE카트리지 막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PFC 분석에는 다수의 실험실 바탕시료도 포함되었다.    

분석에 앞서 물 시료는 용기(앰버 글라스)에 담긴 상태에서 그 무게를 측정한 다음 멸균처리한 플라스틱 

비이커에 옮겨 담았다. 빈 용기는 초순수로 헹군 뒤 그 물을 용기에 담겨 있던 물 시료와 합쳤다. 물 

시료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빈 용기의 무게를 다시 측정했다.   

최종적으로 분석한 물 시료는 총 45개다 (현장 바탕시료 포함). 

추출에 앞서 각 시료에 내부표준물질 (internal standards (13C4-PFBA, 13C2-PFHxA, 13C8-

PFOA, 13C5-PFNA, 13C2-PFDA, 13C2-PFUnA, 13C2-DoA, 18O2-PFHxS, 13C4-PFOS)을 

첨가했다. 이어 한 시간 반 가량 압력평형상태에 둔 다음 멸균처리된 여과지(식물성 양모 재질)를 

이용해 시료를 여과했다. 여과지는 약간 건조시킨 뒤 2회에 걸쳐 초음파처리를 했다. 이때 사용한 

메탄올은 1ml로 농축해 시료(the water phase)에 첨가했다. 이렇게 여과된 물 시료는 SPE를 통한 

추출과정을 거쳤다. 약 음이온 교환 SPE는 메탄올과 초순수로 세척(헹굼)했다. 암모니아 아세테이트 

완충용액을 이용한 세척(헹굼)과정을 거친 뒤 0.1 % 암모니아용액을 사용해 PFASs를 용출했다. 

기기분석에 앞서 용출액을 메탄올-물 혼합용매(1:1 비율)와 표준물질(13C4-PFOA)을 이용해 

건조시켰다.  

이어, HPLC/MS-MS (유동상 메탄올/물 + HCOOH / 암모니아 아세테이트 완충용액; 기울기 용리)를 

이용해 PFAS를 측정했다. 체류시간, 전구체-부산물 이온비율(precursor-to-product ion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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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 면적을 기준으로 각 물질을 파악했다. 정량화는 동위원소 희석법에 따라 진행했다.   . 

실험 장비 관리(Quality Control) 및, 실험 과정의 타당성 입증(Quality 

Assurance) 

시료 장비(도구)는 물, 메탄올, 아세톤을 이용해 세척 한 뒤 250°C 온도로 열처리를 했다. 열처리가 

불가한 장비의 경우, 사용 전에 고순도 용액으로 철저하게 세척했다. 공시료(blank) 오염 발생과 

관련하여 각각의 분석단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시료가 추출되면 이에 더해 실험실 

바탕시료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실험실 바탕시료를 기준으로 분석정량한계(MQLs)를 산출하였고 

모든 결과는 실험실 바탕 시료값을 기준으로 보정/수정했다.    

모든 장비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확인 작업이 이루어졌다. 10점 보정방식으로 보정작업을 수행했으며 

개별 보정기준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보정값을 재측정했다. 결과값에 큰 차이가 있을 시에는 보정작업이 

반복해서 이루어졌다.  시료의 회수율과 잠재적 체류시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각 시료에 

PFAS내부표준물질 첨가했으며, 모든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타당성 확인 작업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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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 : PFC 검출 실험 결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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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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