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품에
뭐가 들었죠?
생활 속의 화학제품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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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에 뭐가 들었죠?”
최근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경각심이 생긴 미란씨는 젖병세정제를 사면
서 처음으로 뒷면의 성분표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성분란에 ‘식물성
계면활성제[비이온]14%, 주정 등 기타(86.0%)’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제
품의 86%나 되는 성분을 기타로 표시해도 제조허가에 문제가 없는지,
86%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죠, 미란씨는 그
동안 시중에 파는 제품들은 모두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겠거니 생각했
던 믿음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품질표
시가 이렇게 간단해도 되는 걸까? 아이의 입에 직접 닿는 젖병세정제도
이렇게 성분표시가 허술한데 파리나 모기, 바퀴벌레를 없애기 위해, 곰팡
이를 없애기 위해 구매하는 독성 강한 제품에는 과연 성분표시가 제대
로 되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팩트체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품의 성분이 궁금할 때, 안전이 염려되어 기업에 전화해도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받을 때 이제 환경연합 ‘팩트체크’에 물어보세요. 환경연합이
대신 확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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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가
필요한 네 가지 이유

가격은 표시해도 성분은 표기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물건을 살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시나요? 화려한 포장지에 제품명과 ‘친환경’, ‘그린’,
‘무해’ 등 광고 문구들이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품의 앞뒤를 살펴도 안전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성분표시를 봐도 원료 일부만 쓰여 있거나 살균제니 소독제니 용도만 적혀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원료로 만들었는지, 제품은 우리
에게 안전한지’의 여부가 아닐까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에게 원료와 성분 공개를 요청하는 일이 팩트체크입니다.

원료물질 관리 따로, 제품 안전관리 따로?
같은 곳에 진열된 비슷한 제품도 안전관리 부서가 제각각이라는 사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원료인 화학물질은 환경부가 관리하지만, 화학물질로 만든 최종 소
비자제품은 정부 부처별로 제각각 관리합니다. 원료와 제품의 안전관리처가 나뉘어져 있으니
당연히 빈틈이 생깁니다. 수많은 사망자와 피해자를 만든 ‘가습기살균제’가 바로 그 빈틈에서
관리가 안 되었던 제품입니다.
위험한 화학물질을 원료로 쓰면서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제품을 찾는 일이 팩트
체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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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은 누가 정하나요?
유해화학물질로 만든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이라고 부릅니다. 위해우려제품은 건강과 환경위해
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해성을 평가하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위해우려제품을 정
하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제품, 영유아와 민감한 사람에게 사용되
는 제품부터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궁금해 하는 제품의 위해성평가를 요청하는 일이 팩트체크입니다.

제품의 안전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기업의 제품광고만 보면 모든 제품이 안전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가습기살균제
도 ‘산모와 아이에게 안전’하다고, 심지어 안정감을 주는 라벤더 향을 첨가했으니 안심하고 사
용하라고 선전했습니다. 광고가 좀 심하다 싶어서 막상 기업에게 원료의 안전정보를 요구하
면 영업비밀이라며 제대로 알려주질 않습니다. “No Data, No Market” 제품안전은 기업이 제대
로 확인해서 보고하고, 안전정보가 없는 제품은 시장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상식. 이것을 “No
Data, No Market”라고 부릅니다.
제품의 안전성을 기업이 입증하고 이를 정부와 소비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일이 팩
트체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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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OUT

수상한 스프레이 제품
신고해 주세요!

?

환경연합은 시민과 함께 안전성 정보가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퇴출하는
‘스프레이 제품 팩트체크’를 시작합니다.

팩트 1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되는 439종의 살생물질 중 흡입 독성 정보가
확인된 물질은 단, 55종에 불과합니다. <2016.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결과>

팩트 2
2018년, 정부 규제에 따라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 제품은
2월 22일까지안전 기준을, 6월 29일 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
모든 스프레이 제품의 위해성을 관리 할 수 있을까요?
기업은 법적 규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행할까요?
이러한 변화를 시민들이 체감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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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연합이 할 일!
환경연합은 시민과 함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이 안전기준을 따르는지
기업에 묻고, 안전 정보가 없는 제품은 즉각 퇴출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
수상한 스프레이 제품 ‘팩트체크’ 하세요.

하나, 스마트폰으로 제품 전
면과 뒷면 표시가 잘 나오도
록 찍어요. 특히, 제품 제조년
월일!!

둘,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찍
은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요.
문의사항을 함께 적어 보내주
세요.

셋, 환경연합에서 정상 접수
답장을 받으면 접수 완료!

팩트체크 제보 및 시민감시단 참여하기
문자 메시지 : 010-2328-8361
이메일 : kfemcfc@gmail.com
페이스북 : 환경연합 팩트체크(kfem.factcheck) 페이지에 ‘좋아요’누른 후 게시글 업로드
네이버 밴드 검색창에 ‘생활환경 팩트체크’, 밴드 가입 후 게시글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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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팩트 체크

옥시 제품 성분은
영업비밀

“물건을 살 때 텔레비전 광고나 제품 회사명에 크게 영향을 받는 편입니다. 그중 하나
가 옥시 제품입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보면서, 특히나 옥시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제품이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접하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우리집도 가습기살균제는 아니지만 옥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환경연합은 시민들을 대신에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 손세정제인
‘데톨 포밍 리퀴드 핸드워시’, 욕실용 세정제 ‘이지오프 뱅 포밍 스프레이’ 등 5개 제품에 대한
성분 공개를 옥시RB에 요청했습니다. 옥시RB는 이들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첨부
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옥시RB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했으나, 데톨 등 5개 제품 모두다 일부 성분만을
공개하고 80퍼센트 이상의 함량을 차지하는 화학성분에 대해서는 ‘영업 비밀’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데톨 등 2개 제품에 대해서 글리세롤, 알코올 등 일부 성분만을 공개하고, 82~95
퍼센트에 달하는 나머지 성분에 대해서는 ‘영업 비밀’이라며 비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실
용 세정제 2개도 부탄, 프로판 등 일부 화학물질만 밝히고 84.8~94.8퍼센트에 해당하는 성분
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 성분을 공개하지 않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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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안에 어떤 위해 성분이 도사리고 있을지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옥시RB는 또 무엇을 숨기
려고 하는 걸까요. 옥시RB는 자사 제품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음에도,
여전히 소비자들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영업 비밀’로 감춘 제품 함량 80퍼
센트의 성분 물질을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공개해야 합니다. 환경연합은 은폐한 제품 성분을 공
개할 때까지 옥시RB에 묻고 또 묻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허가해 준 정부 기관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하는 등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성분명 공개 자료
기업명

제품명
데톨
포밍
항균
핸드
워시

옥
시
레
킷
벤
키
저

데톨
리퀴드
항균
핸드
워시

이지
오프
뱅
강력
세정제

옥
시
레
킷
벤
키
저

이지
오프
뱅 포밍
스프레이
(Cool
Scent)
이지
오프
뱅 포밍
스프레이
(Fresh
Scent)  

성분명

비고

Poly(oxy-,2-ethanediyl), α -sulfo- ω (dodecyloxy)-,ammonium salt (1:1)

5~10%

glycerol

2.5% 이하

1-Propanaminium, 3-amino-N-(carboxymethy)-N,N-dimethyl-,
N-coco acylderivs, hydroxides, inner salts

2.5% 이하

Amides, coco, N, N-bis(hydroxyethyl)
영업비밀물질
Sulfuric acid, mono-C1O-16-alkyl esters, ammonium salts
Alcohols, C10-16, ethoxylated, sulfates, sodium salts
Amides, coco, N- (hydroxyethyl)
Citric acid
Glycerol
4-chloro-3,5-dimethylphenol
영업비밀물질
Sodium Lauryl Sulphate
Alkyl dimethyl amine
Sodium hypochlorite
Sodium hydroxide
Perfume
Other ingredients
butane
Disodium 2-hydroxyethyliminodi(acetate)
propane
isobutane
Quaternary ammonium compounds,di-C8-10-alkyldimethyl, chlorides
영업비밀물질
butane
Disodium 2-hydroxyethyliminodi(acetate)
propane
isobutane
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di-C8-10-alkyldimethyl, chlorides
영업비밀물질

2.5% 이하
82.5~95%
5~10%
2.5~5%
0.25~1%
0.25~1%
0.25~1%
0.25% 이하
82~91.75%
10% 이하
10% 이하
5% 이하
1% 이하
1% 이하
68~78%
2.5~5%
2.5~5%
0.25 % 이하
0.25 % 이하
0.25 % 이하
84.8~94.8 %
2.5~5 %
2.5~5%
2.5% 이하
2.5% 이하
0.25% 이하
84.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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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제 뿌리다가
펑!

“종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담배를 핍니다. 피울 때는 좋았는데 피고 난 후 손과 옷
심지어 주변 가구나 벽 등에 담배 냄새가 남아 좋지 않더라고요. 주변 사람에게도 눈
치가 보이고 담배를 좋아하는 흡연자이지만 저조차 담배연기가 옷에 배는 건 그리 달
갑지 않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담배 냄새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다는 탈취제를 접하
게 됐습니다. 담배냄새 탈취제인 주)비엘코리아의 ‘담배냄새제거용분사기향’입니다. 이
제품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제품에 포함된 성분명과 함유량을 알려주세요
팩트체크가 업체에 구체적인 제품 구성 성분의 물질명, 함유량, 그리고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품에 사용된 LP가스는 부탄과 프로판을 주성분으로 하는 혼합물입니다. 일반적
으로 독성보다는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원료입니다. 업체는 LP가스와 함께 에탄올, 탈
취제, 향료 등을 제품에 사용되었다고 했지만 탈취제와 향료의 성분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품에 사용한 원료의 함량도 모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제품 전체적인 독성이나 사용상의
주의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업체는 벤젠 등 8개 유해성분을
검사한 결과 ‘불검출’이었다는 검사성적서를 첨부해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 성적서만으로 이
제품과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안전하다는 근거는 부족합니다. 결국 업체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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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를 이용한 가연성 제품
안전한가요?
제품 표면에 ‘가연성 화기 주의’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탈취제에는 LP가스와 인화물
질인 에탄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탈취제 속
의 LP가스와 에탄올은 분사 기능과 냄새 제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LP가스가 공기 중에 2퍼
센트만 있어도 불꽃으로 인해 불이 붙거나 폭발할
수 있고, 휘발성 물질인 에탄올은 불길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분사용 가스 탈취제에 대해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나요?
탈취제는 위해우려제품으로 환경부에서 관리되고 있는 생활환경제품입니다.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만, 탈취제 제조 요건에 분사용 가스에 대
한 규제는 없습니다. 제도상 사각지대인 셈입니다.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
준’ 중에 ‘에어로졸 제품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분사 후 흐름 현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기 포장 및 강도, 재질 등 물리
적 위해 요인에 대한 규정이지 분사용 가스 성분의 화학적 위해 요인에 대한 규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에 만약 불꽃이 살아있다면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상당수가 담뱃불로 인해 발생했다고 발표
했습니다. 담배냄새 제거 탈취제의 경우 흡연 직후 몸에 뿌리거나 주변 공간에 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담배꽁초에 불꽃이 살아 있는 것도 모르고 공기 중에 탈취제를 뿌리게 된다면
큰 화재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집안이나 자동차 등 밀폐된 공간에서 불꽃이 일어날 경우 끔찍
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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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꼭 사용해야 한다면 담뱃불, 집안의 전선 접촉 불량 등 불꽃이 일어날 만한 곳이 없는지 살핀
뒤 개방된 공간에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탈취제를 뿌리지 말고 표준
사용량만큼 분사한 뒤 가스가 흩어진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뿌리는 방식으로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업체에서 보내준 제품 성분표
기업명

비엘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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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담배냄새제거용
분사기향

성분명

비고

에탄올

건조

탈취제

탈취

향료

향

LP 가스 ( 액화석유가스 )

분사제

화학제품 팩트 체크

03

미국과 한국 차별하는
한국존슨앤드존슨

“양치 후 구강청결제로 입안을 헹구는 것이 충치 예방에 좋다는 소리를 듣고 구강청결
제인 유)존슨앤드존슨의 ‘리스테린’을 구입했습니다. 제품을 사용해보니 박하향이 개운
해 좋더라고요. 입 냄새 제거는 물론 충치 예방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 식사 후나 군것
질 후 입안이 텁텁할 때마다 수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제품에 포함된 성분명과 함유량을 알려주세요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구성 성분의 물질명, 함유량, 그리고 안전성에 관해 물었습니다. 제품
뒷면에는 주성분으로 유칼립톨, 티몰, 메칠살리실레이트, 멘톨 등 4가지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팩트체크에 제공해준 전 성분과 비교했을 때 일부 성분만 제품에 표시된 것입니다. 전
성분을 살펴보면 주성분 외에 계면활성제인 폴록사머407, 착향제인 소듐사카린, 보존제인 소
듐벤조에이트, 착색제 등 다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체는 제품에 포함된 성분에 대
해서는 제공해주었지만, 각 성분의 기능과 함량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 존슨앤드존슨(유)은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입니다. 판매 제품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닷컴(Amazon.com)에서는 어
떻게 판매되고 있을까요. 사이트에 해당 제품을 검색했더니 제품명, 용량, 디자인 등 한국에서
판매되는 똑같은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품 상세정보에는 전 성분뿐만 아니라
함량, 사용법 등이 매우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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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기본 정보마저도 확인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 이유는 국내의 경우 생
활화학제품 중 화장품 외에는 업체가 전 성분을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 그것을 규제할 법적, 제
도적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하는 것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성 정보입니다. 환경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확보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 성분 표시제’와 ‘전 성분 및 함량 등록의무제’ 등을 정부
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 구강청결제 알코올 함량 경고
2014년 공정거래위는 시판 중인 구강청결제 15개 제품에 대해 품질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리스테린 구강청결제 중 하나인 ‘리스테린 티쓰 앤드 검 디펜스’ 제품의 알코올 함량이 15
퍼센트 이상으로 소주와 비슷한 수준(17~20퍼센트)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의한 ‘리스테린 액쿨
민트’ 제품도 아마존닷컴에 기재한 정보에 따르면 알코올 함량이 21.6퍼센트가 포함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코올에 민감한 소비자와 임산부, 어린이는 알코올 함량이 높은 제품의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은 제품의 알코올 함량을 확인하고 주의해
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산업표준(KS)에서는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결제의 경우 제
품에 ‘알코올 함량을 표시’하고 ‘6세 이하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마시오’라는 경고 문구 표시를
권장하고 있으나, 해당 제품에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품 표준 사용량 꼭 지켜야
소비자들은 표준 사용량보다 ‘넉넉하게’ 혹은 ‘많이’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
합니다. 하지만 화학제품은 사용농도, 사용량, 사용빈도, 노출 정도에 따라 인체에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구강청결제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경우 넉
넉한 양이 아닌 표준 사용량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제품을 섭취했거나 용도에 맞지 않
게 사용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바로 물로 헹구어 내고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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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한국 존슨앤드존슨 ( 유 ) 이
팩트체크에 보내준 리스테린 성분

리스테린액
쿨민트

유칼립톨 , 티몰 , 메칠살리실레이트 , 멘토 ,
에탄올 , 소듐벤조에이트 , 정제수 , 소르비톨 ,
벤조익애씨드 , 향료 , 플록사머 407, 소듐사
카리 , 녹색 3 호

리스테린액
제로

유칼립톨 , 티몰 , 메칠살리실레이트 , 멘톨 ,
소듐벤조에이트 , 정제수 , 소르비톨 , 프로필
렌클라이콜 , 소듐라이실설페이트 , 벤조익애
씨드 , 향료 , 플록사머 407, 소듐사카린 , 수크
랄로오스 , 녹색 3 호

아마존닷컴에 표기된 성분

Ingredients ( 성분 )
Active Ingredients( 주성분 )
: Eucalyptol 0.092%, menthol 0.042%, methyl
salicylate 0.060%, thymol 0.064%.
Inactive Ingredients( 부성분 )
: Water, alcohol (21.6%), sorbitol solution,
flavoring, poloxamer 407, benzoic acid,
sodium saccharin, sodium benzoate, FD&C
green no. 3
( 출처 : 아마존닷컴 , https://goo.gl/4qyD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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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원 휠크리너에
몸이 젖었어요

“6살 여자아이가 주)불스원 ‘크리스탈 휠크리너’ 세정제에 쏟아진 바닥에 넘어져 몸 왼
쪽 부분이 거의 젖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표시된 성분을
찾아봐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제품에 포함된 성분명과 함유량을 알려주세요
차가 있는 분들은 항상 세차 걱정을 하실 텐데요. 차량을 직접 세차할 수 있도록 시중에 다양
한 자동차 세정제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차바퀴, 엔진 등 부품별 나뉘다 보니 그 종류도 다
양합니다. 시민이 문의한 주)불스원의 ‘크리스탈 휠크리너’는 차바퀴 전용 세제로 차바퀴에 흡
착된 이물질이나 기름때는 물론 철가루까지 제거해주는 제품입니다.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구성 성분의 물질명, 함량, 그리고 안전성에 관해 물었습니다. 주)불스
원에서 보내준 제품의 구성 성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제조판매사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주
장하면서 ‘영업비밀 물질’에 대해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불스원은 영업비밀 물질에
대한 내역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업체의 정보보호를 위해 영업 비밀 물질은 비공개하겠습니다)
세정제는 위해우려제품(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제품)으로 분류되어, 환경부의 ‘화학물질 등
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안전기준을 충족해야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안전기준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번호인 자가검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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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부여합니다. 제품 포장에 부착된 자가검사번호를
확인하는 방법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관점에서 자가검사번
호를 일일이 식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전한 제품인가요?
‘크리스탈 휠크리너’는 스프레이형(분무형) 제품
으로 인체에 노출되는 경로를 고려할 때 피부 접
촉(경피 독성, 피부자극성 등)과 흡입 노출 우려가 있
는 제품입니다.
업체에서 보내준 제품의 안전성 정보에 따르면 경피독성(피부를 통한 독성)의 경우 ‘피부와 접
촉하면 유해함’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용 시 보호구 사용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제
품 사용에 있어 차바퀴에 분사 후 제품의 모든 성분이 씻기기 때문에 “인체에 직접 다량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설명합니다.
제품 사용형태로 흡입으로 노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흡입독성 관련 “(실험) 자료 없
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흡입독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업체의 설명은 “노출될 가능
성이 적다”입니다. “물질의 입자가 크고, 거품으로 분무되기 때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미비하
다”는 것입니다. 업체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사용 형태만으로 노출 정도를 추정합니다. 일반적
인 노출 형태로만 검토해도 분무 형태의 안전성(특히 흡입독성)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채 판매
하는 것은 짚어봐야 할 사항입니다. 시민의 제보처럼 우연한 사고로 소비자들은 제품에 다량
노출될 수도 있고, 권장 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의 사용 여건에 따라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이 다량으로 피부에 묻었다면?
대부분 생활화학제품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실수로 노출되었을 때 당황하지 말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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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물로 씻어내고,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화학물질에 피부가 노출되
었을 때, 즉각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그런 경우는 위험표시가 있어야 할 것)과 즉각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인체에 좋지 않은 물질도 있습니다. 우선 물질을 물로 씻어내고 문
제가 있는지 살펴본 후 의사와 꼭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주)불스원의 ‘크리스탈 휠클리너’ 구성 성분표
성분명

CAS No.

함량 (wt%)

유해화학물질 해당여부

코코넛 오일 디에탄올 아미드

68603-42-9

5% 이하

해당없음

코코넛 오일 아미도프로필 베테인

61789-40-0

5% 이하

해당없음

다이메틸도데실아민

1643-20-5

5% 이하

해당없음

폴리에틸렌 글리콜 라우릴 에테르

9002-92-0

1~10%

해당없음

메톡시 메틸 부탄올

56539-66-3

1~10%

해당없음

부틸레이트하이드록시톨루엔

128-37-0

1% 이하

해당없음

벤조이소시아졸리논

2634-33-5

0.01% 이하

해당없음

* 영업 비밀 물질

* 영업 비밀 물질

5% 이하

해당없음

향료

Mixture

1% 이하

해당없음

소디움 티오글리
코레이트

367-51-1

1~10%

해당없음

정제수

7732-18-5

70~80%

해당없음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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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의 안전기준
이 정도면 괜찮나?

“집안 가득 나는 은은한 향기가 좋아 스틱을 향수병에 꽂아 쓰는 디퓨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사퍼시픽사의 모씨 디퓨저를 구매했는데, 성분 표시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제품 써도 괜찮을까요?”

2000년 이후 국내 향기제품 시장 규모는 연 10퍼센트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팩트체크한 제품은 주)금강하이켐에서 제조하고, 다이소아성산업이 판매하는 ‘섬유탈
취제 후레쉬그린향’입니다. 제품 뒷면에 효과, 특징 및 용도, 주의사항 등이 빼곡히 표시되어
있는데 이중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가 있을까요?
성분 표시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첨가되어 있는지 성분명(화학물질명)을 표기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의 성분 표시에는 ‘식물성 추출물 냄새 제거 성분’
과 ‘유기성 세균 제거 성분’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제품에 포함된 성분과 함유량을 알려주세요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의 구성 성분, 함유량에 관해 물었습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물, 탈
취제, 향료 등의 성분이 화학물질명과 함유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품명과 제품 앞뒤
로 빼곡히 선전하고 있는 “후레쉬 그린향”, “은은한 향기” 등의 향료 기능에 대한 성분 정보는
Fragrance(향료)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향료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19

할 수 없었습니다. 함유량도 다른 성분과 비교해 극히
미량(0.05퍼센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 성분은 표시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제품의 특징으로 내세운 “후레쉬 그린향”에 해
당하는 ‘Fragrance(향료)’의 성분이 표시하지 않
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향료는 향기를 내 제품의 기호를 향상
하거나, 다른 성분의 원하지 않는 냄새를 향으로 가리기 위
해서 개인위생용품,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 다양한 소비자 제품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향 성분에 피부나 호흡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경우 일부 향 성
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병원과 공공기관에서의 향 사용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의 향 성분에 대하여 향 알러젠
(알레르기 유발물질)으로 분류해 제품의 라벨에 성분 표기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일부 향
에 대한 사용 금지나 함량 제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향성분을 표기하는 대신 주로 ‘향
료’로만 표기돼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향료 성분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품으로는 섬유유연제
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피부 자극성이 있는 리모넨 성분만 0.2퍼센트 이하로 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향 성분을 가장 많이 포함할 것 같은 화장품의 경우 전성분 표시를 시행하
고 있지만, 향성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향료’로 표기해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워시, 샴푸, 린스, 섬유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55개 제품 가운데 45개(82퍼센트)에서
향 알러젠 성분이 100ppm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품당 1종에서 최대 15종 향 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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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제품 평균 8종의 향 알러젠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린스, 샴푸 등 피부에 사용하는 개인위생용품이 세탁용품보다 더 많은 향료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의 호흡기, 피부 등 신
체에 직접 노출됩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나 알레르기 질환이 가장 우려되는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향 성분은 일
상생활의 다양한 화학제품에서 사용하다 보니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고, 노출 농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를 통해 화학제품의 향 성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도 필요하지
만, 시민들 스스로 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향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
화도 필요합니다.
업체가 공개한 제품 성분
물질명

이명

CAS 번호

에탄올

에틸알콜

64-17-5

프로필렌 글리콜

1,2- 프로판디올

57-55-6

3- 메톡시 -3 메틸 -1- 부탄올

1- 부탄올 , 3- 메톡시 -3 메틸

56539-66-3

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함유량

3459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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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향료 성분 공개”한다는데
유니레버 코리아는?

“지난 2월 도브, 럭스, 바세린 등으로 유명한 영국·네덜란드계 다국적 생활용품업체인
유니레버가 2018년까지 모든 제품에 포함된 향료성분과 세부사항을 공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유니레버 제품 성분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난 2월 도브, 럭스, 바세린 등으로 유명한 영국·네덜란드계 다국적
생활용품업체인 유니레버가 ‘가정 및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성분 투명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니레버는 “모든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과 세부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2018년까지 공개완
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법적 규제에 따른 표시사항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
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유니레버는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함량 0.01퍼센트 이
상)만이 아니라 향료 성분에 따른 알레르기 등 안전성 정보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문제의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피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니레버는 소비자들이 제품명 검색만으로도 제품의 구성 성분, 기능 등 상세 정
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내년 말까지 완료해 운영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두고 있
습니다. 유니레버 연구개발책임자는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브랜드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국가는 이러한 유니레버
의 방침에 대해 환영하고 유니레버의 계획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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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개는 나중에?
그렇다면 유니레버 한국지사인 유니레버코리아는 어떤 입장일까요. 팩트체크는 유니레버코리
아 측에 국내 판매 제품에 대해 ‘향료 성분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니레버코리아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향후 그 외 시장으로의 발표를 고려할 예정”이라며 “지금으로써
는 유니레버코리아의 발표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과 유럽
에는 향료 성분과 세부사항을 공개하지만 한국은 그 이후에나 공개할 것이며 그조차도 상황
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의 경우 접촉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유럽연합(EU)은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만들어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습
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섬유 세제 등 일부 품목의 향료 성분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외 생
활화학제품, 화장품, 개인위생용품의 경우는 향료 성분의 명칭 표기를 권장하는 수준에 불과
하고,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제품의 특징으로 다양한 향을 내세워 광고, 선전하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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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환경단체인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는 모든 기업들
에게 제품에 포함된 향 성분 공개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WG
는 “수십 년 동안 기업은 ‘향료’라는 단어를 사용해 잠재적인 유해화학물질을 숨길 수 있었다”
며 “유니레버의 이러한 방침이 커다란 진일보이며 다른 기업도 따라하도록 장려하는 큰 기회”
라며 이번 캠페인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국내 업체도 향 성분 공개해야
팩트체크는 유니레버 방침이 유니레버코리아 뿐만 아니라 국내의 타 기업과 정부 정책에도 실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팩트체크는 유니레버코리아에 국내
에 판매하는 제품 중 ‘유럽과 미국에서 제조하는 제품 목록’을 공개 요청 중입니다. 향후 팩크
체크는 유니레버코리아 뿐만 아니라 국내 생활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 업체에 대해서도 제품
의 향료 성분 공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와 표시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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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
괜찮을까요?

“음식을 포장할 때 일회용 용기를 자주 사용합니다. 본죽 포장용기에는 ‘MICROWAVE
SAFE’라고 표시되어 있어,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도 합니다. 헌데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
레인지에 사용하면 환경호르몬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환경호르몬 검출될까요?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죽 전문점 ‘본죽’의 플라스틱 포장용기 안전성에 대해 문의해 주
셨습니다. 음식을 뜨거운 상태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어도 안전한 것인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내구성이 좋아 음식 용
기나 포장재, 페트병 등 일상용품부터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용기 채 그대로 음식을 먹거나,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늘면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인 본아이에프는 ‘본죽 포장용기의 원료물질은 폴리프로
필렌(PP)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답변과 함께 안전성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업체는 ‘전자레인지
가열시 100도 전후의 온도가 발생한다’며 ‘해당용기의 녹는점은 165도 이상으로 제품의 변형
및 기타 유해물질은 용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플라스틱의 종류는 ‘PE, PP, PS, PVC, PC’ 등 50
가지가 넘으며 지금도 새로운 플라스틱이 끊임없이 개발, 판매되고 있습니다.

25

플라스틱 원료는 그 자체로도 유해성이 있지만, 제품에 포함된 다양한 종류의 첨가제들이 환
경호르몬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비스페놀A와 프탈레이
트계의 가소제입니다. 가소제는 단단한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해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만드
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물질들이 서서히 외부로 유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
다. 특히 열, 기름에 약하여 뜨거운 물이나 기름에 노출했을 때 더 쉽게 유출됩니다. 이때 물질
과 함께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환경호르몬이 다량 방출하게 됩니다. 환경호르몬은 섭취 등 다
양한 경로를 통해 화학물질이 체내에 들어가 정상 호르몬을 방해하고, 인체에 내분비 체계를
교란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높은 농도로 해를 입히는 독성물질과 달리 환경호르몬은
낮은 농도로 장시간에 걸쳐 체내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환경호르몬은 성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정자 수 감소, 성조숙증, 면역력 저하 등 신체적 질병
뿐만 아니라 우울증, 스트레스 등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국
내 연구에 따르면 프탈레이트 물질이 아이들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유발, 뇌 성
장에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 검출로 논란이
된 플라스틱 원료물질은 폴리카보네이트(PC)입니다. 예전에 식품 용기, 물병, 젖병 소재로 이용
되었지만, 논란 이후 국내에선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자레인지 이용 가능한 포장 용기로
많이 알려진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은 비스페놀A 검출이 확인되지 않아 환경호르
몬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플라스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호르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비단 비스페놀A 뿐일까요. 아직 환경호르몬으로 지
정되지 않았지만, 가능성 있는 물질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2년 WHO 보고서
에 따르면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800여 종의 화합물이 내분비계에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추정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는 식품 용기 포장의 재질은 제품 사용과정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우려물질
로 보기 때문에 식약처의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9조에 의해 용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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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판매 업체는 품질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품
질검사 항목을 살펴보면 납, 과망산칼륨소비량, 증
발잔류물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 나
라에는 가소제가 포함된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
한하는 법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는 환경호르몬 관련 유해물질 관리 규제가 없
어 소비자가 알아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품 선택 전에 용기와 포장지에 표시된 재질
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플라스틱 제품을 선택
했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음식을 보관하거나, 너무 뜨거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의 보관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용기라 하더라도 되도록
유리 용기를 사용하고, 여러 번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폴리에틸렌 테라프탈레이트 (PET)

생수병 , 탄산음료병 등

폴리에틸렌 (PE)

일회용 비닐장갑 , 우유병 , 식용유병 등

폴리프로필렌 (PP)

밀폐용기 , 즉석조리식품 용기

폴리카보네이트 (PC)

CD, DVD, 식품캔 , 커튼방염처리제 등

폴리스틸렌 (PS)

컵라면 용기 , 일회용도시락 , 일회용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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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제품 재판매!
법적 근거 없어 판매 중단 불가?

올해 초,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약 2만 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준의 살
생물질이 검출된 18개 제품에 대해 회수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수권고 조치
된 제품 중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스프레이
의 방식의 제품이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바꿔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회수권고 조치 제품 버젓이 판매
당시 정부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안전기준치를 초과
해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다며 회수 조치와 함께 위해성 평가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과산화수소를 미생물, 해충 등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살생물질로 공식적으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취급 과정에서 피부나 점막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고, 흡입 시 폐렴 등 폐 손상
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는 2014년부터 유독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산화수소의 안전기준치는 곰팡이 제거용 분무기형 제품은 1.7퍼센트, 화장실용 분무기형 제
품은 0.2퍼센트입니다. 하지만 해당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는 7퍼센트,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 세정제’는 4퍼센트가 함유되어 있어 안전기준치의 약 4배, 15배나 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정부의 회수 조치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제품과 같은 성분과 함량
의 내용물로, 폼스프레이로 형태만 바꿔 온오프라인으로 유통 판매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진행된 ‘37개 제조 및 수입업체와 환경부와의 간담회’에서 업체는 “흡
입독성을 근거로 과산화수소 1.7퍼센트의 함유량 제한은 효율성 없는 근거”라며 환경부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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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제출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환경부는 “제품의 성분과 함량 변경 없이 분사 방식을 폼스
프레이로 변경하면, 흡입 가능성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팩트체크가 사실관계를 요청하자 업체는 유선으로 통보받아 공문 형태로 받은 게 없다고 답
했습니다. 그러면서 업체는 “(폼스프레이형 제품은) 액상 점액질로 개발돼 분사 시 미스트로
휘산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즉 폼스프레이로는 액체가 기체로 변해 흩어지지 않아 흡입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출시된 스프레이 제형은 분무기형, 에어로졸, 스프레
이 등이 있습니다. 폼스프레이의 경우도 액체가 분무기로 뿌려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
른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위해우려 제품 지정해놓고 재판매에 눈 감은 환경부
그렇다면 환경부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항목이 ‘스프레이형’
으로만 국한되어 있다며, 현재 업체에서 판매하는 ‘폼스프레이’는 ‘스프레이’ 항목으로 볼 수 없
어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팩트체크가 ‘폼스프레이가 스프레이가 아니면 어떤 제형에
해당하느냐?’ 재차 묻자,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담당자는 ‘폼형’과 ‘폼스프레이형’을 혼동하며
전문가 검토 후 답변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제품을 사용한 결과 분무 시 처음부터 거품 형태
로 분무되어서 ‘스프레이형’으로 보아야 할지, ‘폼형’으로 보아야 할지 현재 환경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련법이 만들어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음
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피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같이 제품을 구매한 국민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을 가스 추진제를 이용해 분사하는 ‘에어로졸 타입’과 방아쇠를 당
겨 분무하는 ‘트리거 타입’의 제품으로 규정합니다. 사전적인 용어를 보더라도 ‘액체나 기체 따
위에 압력을 가해 세차게 뿜어 내보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액체가 분무기로
뿌려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스프레이형으로 보고 즉각적인 판매중단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해당 제품은 제형과 상관없이 품목상 ‘세정제’로 환경부가 지정 관리하는 위
해우려제품입니다. 위해우려제품을 생산, 수입하는 업체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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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에 따라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하며, 자가검사번호를 부여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제품은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적합’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업체에 따르면
환경부가 현행 자가검사 제도상 재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기존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
호와 성적서를 사용하라고 업체에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표시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위해우려제
품별로 ‘함유된 유해물질’, ‘사용제한물질’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함유된 유해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제한물질’은 검출되지 않아야 안전성 검사를 통과할 수 있
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처럼 안전기준치 이상의 살생물질이 포함되어도 검사 항목의 해당 물
질이 아니면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적합’으로 판매됩니다. 이 때문에 업체는 리콜된 제품을
재판매해도 그 어떤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체 참사 잊었나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재발 방지 마련을 위해 정부는 ‘살생물제관리법’을 2019년 1월 시행목
표로 제정 준비 중입니다. 관련법이 제정될 때까지 살생물질을 규제할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의 행태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해당 제품을 회수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회수권고로만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기업의 이런 행
태에 대해 제재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팩트체크는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 권고’가 아닌 즉
각적인 ‘수거 명령’을 내릴 것을 정부 당국에 강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
강을 위협하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임기응변식 해결이 아니라, 기업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엄
정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0

화학제품 팩트 체크

09

바르기만 하면 곰팡이가 싹?
괜찮을까요?

“긴 장마가 끝난 후 집안 구석구석 곰팡이가 올라오더니 벽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
습니다. 더욱이 환기가 어려운 반지하에 살고 있어, 곰팡이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
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LG생활건강의 ‘홈스타 바르기만 하면 곰팡이 싹’ 제품을 구매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괜찮을까요?”

장마철만 되면 스멀스멀 피어나는 곰팡이. 곰팡이가 번식하면 미관상으로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소를 가지고 있어 피부와 호흡기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
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나쁜 곰팡이의 경우 배출된 독소가 미세먼지처럼 공기 중에 날리므
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생활용품업체들은 곰팡이제거뿐만 아니라 악취 완화, 냄새
제거 기능과 함께 향기별로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제품은 습도 높은
여름철에 인기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만큼, 온라인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포함된 성분명을 알려주세요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구성 성분, 그리고 안전성에 관해 물었습니다. 업체에 따르면 제품은
▲물 ▲수산화칼륨(KOH)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NaCIO) ▲영업비밀 물질로 총 4 종의 물질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제품은 곰팡이 균을 제거,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살생물질이 포함
된 살생물제품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물질처럼 곰팡이, 박테리아, 세균 등 유해생물을 제거, 억
제하는 화학물질을 ‘살생물질’이라 하고, 그 살생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살생물제’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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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품목으로 살균제와 살충제, 소독제, 방부제,
항균제 등이 포함됩니다. 살생물질은 인체에 유해
할 수 있어 정부에서 별도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
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제품에 포함된 성분 중 살생물질
은 무엇일까요? 강염기성 화학물질인 수산화칼
륨(KOH)과 락스 원료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정부
에서 관리하는 살생물질 439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
다. 해당 물질들은 강염기성 물질로 유해생물의 단백질을 녹
임으로써 표백, 살균 기능을 합니다. 만약, 원액 그대로 인체에 노출될 경우
피부를 녹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중에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중성에 가까운 약염기성
으로 독성을 약화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인체 위해 가능성은 없는지 업체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물질의 위해성 평가 자료를 살펴보면
수산화칼륨(KOH)은 ‘(해당 제품) 노출평가 결과, 전신독성 위해 우려 없다’, ‘자극의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NaOCl)에 대해서는 ‘전신독성 위해
우려가 없다’면서도 ‘피부자극 및 안자극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흡입독성 없이 안전하다는 광고 맹신 금물
해당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 공간은 화장실이나 욕실 등 환기가 거의 안 되는 공간입니다. 이
를 고려한다면 업체는 제품의 흡입독성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는
이에 대한 자료가 없으며 일부 판매 업체들은 고무장갑, 마스크, 수세미도 필요 없다며 마치
제품이 안전하다는 식으로 광고하기도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
를 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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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9년 시행 예정인 ‘살생물제법’을 통해 살생물질과 살생물제를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규 이전에 정부는 물론 기업과 시민 모두 살생물질과 살생물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
지고 안전을 확인하고 주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품의 구성성분
물질명

이명

CAS 번호

수산화칼륨

칼륨 수화물

1310-58-3

폴리아크릴산

아크릴 산 , 중화물

9003-01-04

차아염소산 나트륨

하이포아염산 , 나트륨염

768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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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팩트 체크

제품 사용했더니 머리 아파
괜찮은 건가요?

“평소 어미니께서 화장실 배수관을 청소하실 때 주)유한크로락스의 ‘유한 펑크린’을 사
용하세요. 근데 청소한 후 냄새 때문인지 머리가 자주 아프다고 하세요. 제품 뒷면 성
분 표시에는 ‘용해제’, ‘염소계표백제’, ‘부식방지제’로 표시되어 있는데, 정확히 무슨 성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팩트체크에서 알려주세요”

여름이면 배수관을 통해 올라오는 악취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유한 펑크린’은 막힌 배수관 뚫어줄 뿐만 아니라 세척까지 해주는 액체형 세정제입니다. 제품
성분 표시란에는 ‘용해제’, ‘염소계 표백제’, ‘부식 방지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성분명이라기보
다 각 성분의 기능명 표기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에 포함된 전성
분과 안전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품에 포함된 성분명을 알려주세요
제품은 ▲차아염소산 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영업비밀 물질 ▲ 물 등 총 4종의 성분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위 제품은 곰팡이균을 제거,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살생물질이 포함된 살생
물 제품입니다. 제품의 성분으로 살균제 기능의 ‘차아염소산 나트륨’, 용해제의 ‘수산화나트륨’,
부식방지제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물질’, 그리고 용매제인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당 제품에서 가장 함량이 높은 차아염소산 나트륨(NaCIO)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34

물질은 염소계 살균물질로 흔히 ‘락스’라고 부릅니
다. 살균과 소독 기능이 있어 가정용 세제, 살균
제 및 탈취제 등 다양한 생활화학용품의 성분
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함량이 높은 수
산화나트륨(NaOH)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
습니다. 이 물질이 물에 녹으면 강한 알칼리성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강한 알칼리성을 이용해
배수관 등에 막혀있던 단백질 성분의 이물질들(머
리카락 등)을 녹이게 됩니다.

염소가스 흡입 시 인후통, 기침, 힘든 호흡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차아염소산 나트륨은 강력한 살균 기능이 있어 살생 물질로 분류됩니다. 강한 부식성과 자극
성을 가지고 있어, 외국에서는 차아염소산 용액이 10퍼센트 이상일 때는 피부 부식성 물질,
5~10퍼센트일 때에는 피부 자극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산업용의 경우 15
퍼센트에 맞춰 생산하고 있으며, 소비자 제품은 5퍼센트 이하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
다. 하지만 관련 규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물질의 안전성 자료에 따르면, 이 물질은
특유의 냄새(락스 냄새)와 함께 염소 가스를 발생시켜, 흡입 시 호흡기를 자극하고 인후통, 기
침, 호흡곤란, 폐부종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어머니께
서 청소하실 때, 머리가 아프시다는 이유는 해당 물질의 냄새와 가스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함유량을 가지고 있는 성분인 수산화나트륨(NaOH)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
어 있습니다. 이 물질도 사용 농도에 따라 피부, 안구에 자극성 및 부식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
다. 이에 정부 당국은 소비자 제품에 한해 함량을 5퍼센트 이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3퍼센트의 양을 함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물질의 경우 피부, 안구, 경구 독성 등에 대한 안전성 자료는 있지만 흡입독성에 대한 자
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성분인 두 물질 다 피부 및 안구에 대한 자극성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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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성을 유발할 수 있어 맨손으로 제품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치아염소산 나트륨의
흡입에 따른 우려가 있으며, 수산화나트륨과 영업비밀 물질은 흡입독성에 대한 자료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청소 시 해당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거나, 환기를 통해 충분한 공
기를 순환시켜 줄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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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물질분류

인체 영향

차아염소산 나트륨

살생물질

피부와 눈 접촉시 , 피부 부식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안구 손상을 일으킴
흡입시 호흡계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 인후통 , 기침 , 힘든 호흡 , 폐부종을
일으킬수 있음

수산화나트륨

유해화학물질

피부와 눈에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음 .
흡입독성 자료없음

화학제품 팩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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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세제로 야채나 과일
세척해도 되나요?

“한국미라클피플사의 ‘은나노 스텝 고급주방세제’입니다. 너무 잘 닦이고 좋은데, 성분
표시에는 계면활성제, 알파올레핀계, 고급아민계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야채 과일
을 씻어도 된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나요?”

‘고급주방세제’, ‘보건복지부 고시 1종 원료 사용’ 제품에 화려하게 표기된
문구만으로 다른 세제와는 달라 보이는데요. 거기에다 용도로 ‘야채, 과일, 식기 및 조리기구,
젖병, 완구 등 유아용품 세척 시’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제품 표시만 보고도 ‘안전하겠구
나’라고 판단을 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 때문인지 해당제품은 TV홈쇼핑과 블로거들
의 입소문을 타고 꾸준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품에 포함된 성분은?
제품 뒷면에 표시된 성분에는 ‘계면활성제 26%[고급알콜계(음이온), 슈가계(비이온), 고급아민계
(비이온), 알파올레핀계, 베타인계] 향 등 72%’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표시된 성분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럼 업체에서 제공해준 성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계면활성제, 향으로 구성 성분으로만 표기하기에는 많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는 ‘보건복지부 고시 1종 원료 사용’이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채소, 과일 등 식품뿐
만 아니라 아기 젖병과 육아용품도 씻을 정도로 안전한 세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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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보통 시중에 판
매하는 주방용 세제로 식기는 물론, 채소나 과일을
씻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과일, 채소용 세
제와 식기용 세제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법’에 따라 주방세제는 1
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는데요. 1종은 과일, 채
소 등 식품 세정까지 가능한 세제이고, 2종은 식
기,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를 세척하는데 쓰입니
다. 3종은 식품의 제조 및 가공 장치 세척에 사용하게
됩니다. 즉, 1종 세척제는 과일이나 채소 등을 씻는데 사용할
수 있지만, 2종, 3종 세척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1, 2종 세척제는 가
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3종 세척제는 산업용으로 써야 합니다.
복지부의 ‘위생용품 규격 및 기준’에 따라, 세척제 1, 2, 3종별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320종 성
분을 고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분으로는 식품 첨가물이나 식품 성분일 경우에만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또, 1종 세척제에는 효소 또는 표백 작용의 성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문의해주신 해당 제품은 채소, 과일까지 모두 씻을 수 있는 1종
세척제로, 관리 규제에 따라 1종 세척제에 허용하는 성분만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
부 고시 1종 원료 사용’으로 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종 세척제라 무조건 안전한가요?
팩트체크의 제품 성분의 함량과 기능 요청에 업체가 왜 성분만을 공개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복지부의 세척제 종별로 사용 가능한 물질을 규정하고 있지만, 각
물질들에 함량 규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즉 용도별로 성분 함량 기준치 및 함량 범위를 제시하
지 않고 있어, 각 물질들이 과도하게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복지부의 안전기준에 따르면 1종 세척제의 경우에도 세척제 용액에 채소 혹은 과일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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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이상 담가서는 안 됩니다. 또 세척제 용액으로 야채, 과일, 조리기구 등을 씻은 후에는 반드
시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하는데, 이때,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흐르는 물에 과일은
30초 이상, 식기류는 5초 이상 씻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주방세제 사기 전에 제품 후면
에 ‘용도’ 혹은 ‘품명’을 꼭 확인하고, 필요한 용도에 맞게 잘 구분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물질명

CAS 번호

복지부 지정 종별 사용물질

알파 - 올레핀 (C14-C16) 설폰산 나트륨

68439-57-6

1,2,3

로릴 에테르 황산 나트륨
(SODIUM LAURYL ETHER SULFATE)

68585-34-2

1,2,3

알킬 폴리글리코시드
(ALKYL POLYGLYCOSIDE)

132778-08-6

1,2,3

코코넛아미도프로필 베타인
(COCONUT OIL AMIDOPROPYL BETAINE)

61789-40-0

1,2,3

알킬디메틸아민옥사이드
(ALKYL DIMETHYL AMINE OXIDE)

1643-20-5

1,2,3

염화나트륨 (SODIUM CHLORIDE)

7647-14-5

1,2,3

폴리에틸렌 글리콜 (POLYETHYLENE GLYCOL)

25322-68-3

1,2,3

안식향산나트륨 (SODIUM BENZOATE)

532-32-1

1,2,3

사과향

1,2,3

정제수 (PURIFIED WATER)

▲ 해당 제품은 10종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해당 물질들은 복지부의 관리 기준에 따라 1
종 세척제에 사용가능한 물질로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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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팩트 체크

한국 P&G ‘페브리즈’는
여전히 영업비밀!

"가습기살균제 이후로 생활화학제품, 특히 탈취제 등 스프레이 사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특히 제가 직업이 고등학교 선생인지라, 우리 아이들이 체육시간 후
땀 냄새 베인 체육복 위에 페브리즈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페브리
즈를 뿌리게 될 경우 섬유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신체나 공간 등에도 분사되어 우려스
러운데요. 페브리즈성분과 안전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시중에 판매하는 페브리즈를 보면 ‘상쾌한 향’, ‘은은한 향’, ‘허브향’ 등
다양한 향을 내세우며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페브리즈를 선택할 경우 향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용 용도에 따라 섬유 속 냄새와 세균을 없애주는 ‘섬유탈취제’와 공기 중
냄새를 없애주는 ‘공기탈취제’로 구분됩니다. 섬유탈취제의 경우 집안의 카펫, 커튼, 매트뿐만
아니라 직접 피부에 닿는 옷과 베개, 침구 등에 사용해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가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품에 포함된 성분명을 알려주세요
팩트체크가 (유)한국피앤지(P&G)에 페브리즈의 성분과 안전성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피앤지는
“영업 기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는 의외의 답변이 왔습니다. 덧붙여 페브리즈 전성분에
관한 정보는 웹사이트(www.febreze.co.kr)에 공개했으니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가습기살균제에 이어 ‘페브리즈’ 유해성 논란이 일자 P&G는 성분을 공개한다는 입장
을 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개하고 있을까요. 확인 결과 웹사이트에는 향료나 용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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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제품에 포함된 성분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공통으로 함유된 성분의 일반 정보와
특징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페브리즈 유해성 논란은 끝난 거 아닌가요?
올해 초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 판매중인 위해우려제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에서 탈취
제, 방향제, 세정제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400여 종에 이르고, 그중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12퍼센트인 55종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살생물질은 유해 세
균을 제거,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정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기 위
해 ‘살생물제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페브리즈에 포함된 살생물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성 평가가 확인된 물질은 어떤 것이 있
는지 확인해 볼까요. 환경부가 공개한 ‘유해화학물질과 살생물질 성분’에 따르면, P&G에서 판
매하는 45개의 섬유공기 탈취제용 페브리즈를 확인한 결과, 살생물질인 ▲알코올 ▲구연산 ▲
폴리아지리딘 ▲DDAC ▲ BIT 총 5종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P&G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성분
내용 가운데 BIT를 제외한 4종의 물질만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IT는 살생물질로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인 CMIT/MIT와 같은 이소티아졸린 계열 물질입니다. 더욱이, 페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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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본사 웹사이트에는 BIT 성분을 공개하고 있지만 한국 P&G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P&G 측은 “내부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 는 답변 후, 다음날 담당자를 통
해 “최근 홈페이지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다. 바로 보완하겠다”라고 전해왔습니
다. 더 심각한 문제는 페브리즈에 함유된 살생물질 중 위해성이 확인된 물질이 3종에 불과하
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2종의 물질인 ▲구연산과 ▲폴리아지리딘은 흡입독성 자료 없이 페브리
즈에 함유되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P&G는 올 초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업 중 하나입니다. 협약에
따라 P&G는 내년 말까지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전성분을 정부에 제출하고 시민에게 공개해
야 합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와 시민에게 공개하는 자료가 다르다
면, 기업이 공개하는 전성분을 시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의 자발적 협약의 한계는 분명
합니다. 기업이 실수든 고의든 간에 성분이 빠지거나 허위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의지를 넘어 법과 제도로써 전성분 공개를 규제하고 강
제할 수 있어야만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전성분 공개’에 대해 시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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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기능

특징

알코올

건조제

식물에서 추출된 건조제

구연산

산도조절제

감귤류 과일에서 자연적으로 추출되는
약산성 유기산으로 산도 조절

사이클로텍스트린

탈취제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냄새 제거

말레익산

산도조절제

물의 산도만큼 안전한 수준으로 산도를 유지 시켜줌 .

모디파이드 폴리디메치콘

계면활성제

제품의 안전성을 유지 시켜줌

폴리아지리딘

탈취제

냄새를 끌어낼 수 있는 고분자 기술을 가지고 있어 섬유에 깊
숙이 침투해 냄새의 근원을 찾아 없애줌 .

하이드로제네이티드 캐스터 오일

계면활성제

캐스터 콩에서 추출된 계면활성제로 향을 더 넓게 퍼뜨리도록
도와 줌 .

4 가 암모늄 클로라이드 /
염화 디데실디메틸 암모늄 (DDAC)

미생물억제제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 및 박테리아를 제거해줌 .

향료

향료

섬유에 상쾌한 향이 남도록 해줌

13
“뭐가 들었죠?”
확인했더니 달라진 것들

가습기살균제, 치약, 생리대, 살충제 계란 등 최근 몇 년 동안 생활 속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에 시민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제품에 함유된 성분은 물론, 이 제품이 안전한지 아닌지조
차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연합은 지난해부터 시민들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시
민들이 궁금한 제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면, 환경연합이 시민을 대신해 제품의 함유 성분
과 안전성 등을 업체에 묻고, 기업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공개하는 활동이었습니다.

102개 기업의 255개 제품 팩트체크에서 확인하세요
지난 일 년 동안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제품에 포함된 성분과 안전성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겪고 느끼는 다양한 질문과 궁
금증을 쏟아냈습니다.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탈취제, 세정제부터 시작해 물티슈, 구강청결제에
이어 플라스틱 용기나 항균 필터, 벽지, 교육용 연기소화기 등 생활 곳곳의 화학제품들이 그
대상이었고, “머리가 아파요”, “아이가 미끄러졌어요”, “자주 사용해도 되나요?” 등 일상에서 마
주치는 생생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접수를 시작한 이후 올해까지 102개 기업의 25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
달라는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그에 따라 업체가 답변을 해준 제품은 132건입니다. 접수된 내용
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품 용도별로는 ▲세정제(54건), ▲화장품(35건), ▲방충제(3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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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제(25건), ▲물티슈(17건), ▲방향제, 주방세제, 세탁세제(각 12건), ▲습기제거제, 치약(각 6
건), ▲표백제(5건) 순이었습니다. 제품의 형태별로는 ▲액체형이 82건 ▲스프레이형 75건으로
많았습니다. 이어 개인위생 물티슈 뿐만 아니라 물체를 닦는 세정제 기능을 가진 ▲티슈형이
2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의 형태를 보더라도 액체형이 가장 보편적이며,
그에 비례해 팩트체크에 많이 문의된 제형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로 화학제품 중 가장 우려되는 제형으로 당연 스프레이였습니다.
스프레이의 경우 가스 추진제에 의해 분사되는 에어로졸형(39건)과 그냥 사용자가 손으로 잡
아당겨 분사하는 분무형(36건)으로 나뉩니다. 최근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에어로졸 제품의
성분이 그냥 분무되는 제품보다 훨씬 미세하게 발사돼 폐 속 깊숙이 침투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살생물질이 포함된 대부분의 방충제 및 살충제가 에어로졸형 또는 훈증형으로 판매되고
있어 인체 위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기업별로는 국내 생활용품 선두업체인 LG생활건강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홈
플러스 자체브랜드(PB) 제품이 2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자동차용품 전문 기업인 불
스원(17건), ▲롯데마트 자체브랜드(PB) 제품(13건), ▲아모레퍼시픽(12건), ▲헨켈홈케어코리아(11
건), ▲애경산업(10건), ▲보령메디앙스(9건)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1~2개 제품
의 요청을 받은 업체로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이뤄낸 변화
팩트체크 캠페인은 기업과 정부의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시민들로
부터 요청받는 제품만이 아니라 기업이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전성분 공개를 하기 시작했습니
다.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해 애경산업, 다이소아성산업,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12개
기업이 현재 판매 제품의 전성분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지침서’를 마련해 제도적 기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이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팩트체크 요청에 공개를 거

44

부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기
업에 대해서는 질책을, 그리고 공
개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방치
하고 관리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
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기업이 제대로 안
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일, 정부
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
는 일,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일. 이 모든
일이 시민들과 함께 팩트체크가 해
야 할 일이고 하고 싶은 일입니다.

팩트체크의 히스토리와 빅토리
시민과 여론의 압박으로 제품의 성분 공개를 이끌어내다!

2016년
캠페인 시작

20%
성분공개

2018년 현재

50%
성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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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전성분!
캠페인 초기, 기업의 80%가 팩트체크 요청에 무응답 또는 영업비밀을 내세워 비공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8년 현재 팩트체크 요청에 절반 이상의 기업이 성분을
공개하며 팩트체크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102
기업

433

개

제품

개

시민들은 무엇을 가장 궁금해 했을까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02개 기업의 약 600여개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을 확인해
달라는 제보가 접수되었고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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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세정제

화장품

방충제

탈취제

물티슈

54개

35개

32개

25개

17개

방향제

세제(주방,세탁)

손세정제

습기제거제

치약

표백제

12개

12개

10개

6개

6개

5개

31개

26개

17개

LG생활건강

홈플러스PB상품

불스원

12개

11개

10개

13개

아모레퍼시픽

헨켈홈케어코리아

애경산업

롯데마트PB상품

7개

7개

7개

8개

SC존슨(한국존슨)

CJ라이온

한국P&G

보령메디앙스

기업별

<팩트체크를 통해 요청된 주요 제품·기업 순위>

응답했다 전성분!
환경운동연합 요구에 옥시RB, 애경산업
등 12개 기업이 판매 제품의 전성분을 제품
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홈플러스

애경산업

헨켈
홈케어
코리아

GS
리테일

옥시레킷
벤키저

다이소
아성산업

롯데마트

이마트

제너럴
바이오

클라나드

홈케어

산도깨비

생활화학제품 전성분공개 지침서 발표
정부는 환경운동연합의 제안을 받아들여,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지침서’를 발표하
고 주요 생활화학제품사인 17개 기업은 2018년 말까지 전성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전성분공개 지
침서
환경부 협약기
업

,
, LG생활건강
저, 애경산업
옥시레킷벤키
,
행
양
, 유한
, 유한킴벌리
유한크로락스
이온,
J라
C
,
G
국P&
한국피죤, 한
코리아,
리아, SC존슨
헨켈홈케어코
플러스,
, 롯데마트. 홈
보령메디앙스
소, 잇츠스킨
이마트,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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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지구의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2-735-7000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후원 : 우리은행 1005-302-479100 (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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