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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1.1 용도 및 특징

◦ 과불화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이하 PFAS)은 소수성, 안
정성이라는 화학적 특징을 가진 화학물질군으로 눌러붙지 않는(non-stick), 방수
(waterproof) 또는 얼룩 방지(stain-resistant) 기능을 위해 산업용 및 소비자 제품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 PFAS는 약 4,700여개의 서로 다른 CAS Number 갖는 물질군으로 고분자도 포
함되며, 화학적 구조 중 기능기(Functional group-)에 따라 다른 용도를 갖는다. 불소
고분자 생산과정에서 고분자를 진행시키는 첨가제, 화재진화용폼에서 계면활성제, 크롬
도금에서 김서림 방지제, 섬오, 가죽, 식품포장재 및 화장품에서 방수 및 방유제 등이 
대표적이다.1)

◦ PFAS의 소수성 그리고 막을 형성하는 성질 때문에 화장품에 사용되는데, 제품의 
지속력, 발림성 등이 증가된다.2) 주로 계면활성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크림 등이 피부
를 좀 더 쉽게 투과하고, 피부를 더 환하게 만들고, 피부가 더 많은 산소를 흡수하게 
만들거나 메이크업이 좀 더 지속적이고 내후성 있게 만든다.3)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화장품 성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화장품에 들어있는 불소화화합물
(Fluorinated Compounds)은 유화제, 정전기방지제, 안정제, 계면활성제, 피막형성제, 
점도 조절제 그리고 용제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4)

1.2 PFAS 규제현황

1) EUROPEAN COMMISSION. 2020.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Poly- and perfluoroalkyl 
substances (PFAS).

2) Heather D. Whitehead et al. Fluorinated Compounds in North American Cosmetics.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Letters 2021, 8(7): 538-544.

3) The Dan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Risk assessment of fluorinated substances in cosmetic 
products. Survey of chemical substances in consumer products. 2018, No. 169.

4) Lara Schultes et al.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and fluorine mass balance in cosmetic 
products from the Swedish market: implications for environmental emissions and human exposure. 
Environ. Sci. Processes Impacts 2018, 20: 1680-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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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말, 7개 이상의 탄소-불소 사슬을 갖는 Perfluoroalkyl Carboxylic 
Acids(PFCAs) 그리고 6개 이상의 탄소-불소 사슬을 갖는 Perfluoroalkane Sulfonic 
Acids(PFSAs), 소위 긴-사슬 PFAS는 과학적, 규제적 그리고 대중 사이에서 주목하였
다. PFSAs의 대표적인 물질인 PFOS 및 전구체5) 그리고 PFCAs의 대표적 물질인 
PFOA 및 전구체는 스톡홀름 협약의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Chemicals, 이하 POPs)에 등재되었거나 평가 중이다. 

◦ 유럽의 POPs 규제에 따라 REACH에서 PFOS와 PFOA는 제한물질이며, 긴-사슬 
PFAS의 일종인 PFHxS는 PFOS와 PFOA 보다는 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지만 같은 이
유로 유럽에서 제한물질목록에 평가 중이며, 더 긴-사슬인 C9-C14 PFCAs는 다른 
PFAS 제조 과정에 불순물로 존재할 수 있어서 제한물질로 고려 중이다.

◦ 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PFOA는 제품 및 혼합물에 25 ng/g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C9-C14 PFCA의 총합은 25 ng/g, 전구체는 260 ng/g 으로 기준을 
제안했으며 현재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기준은 위험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
라, PBT에 근거하여 설정된 것이다.6)

◦ 긴-사슬 PFAS가 PBT 또는 vPvB 때문에 규제되면서 짧은-사슬 PFAS가 대체물
질로 사용되는 추세이다. 주로 PFBA, PFPeA, PFHxA 그리고 PFHpA 등의 PFCAs 등
이며 특히 PFBA와 PFHxA 가 많이 사용된다. 

◦ 결과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PFAS 규제 및 관련법은 아직 없다.

1.3 조사목적

◦ 최근 일본, 유럽 및 미국 등 화장품에 대한 PFAS 조사결과, 다양한 종류의 
PFAS가 발견되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의도적 용도로 사용되는 PFAS 이외에 다수
의 PFCAs와 PFSAs가 발견되면서 피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특성 때문에 위험성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그리고 의도적 성분으로 사용된 PFAS 이외의 추가적으로 발견되

5) 대상물질로 분해될 수 있는 물질 또는 혼합물. 예를 들면, 8:2 fluorotelomer는 PFOA로 분해될 수 있는 전구체 
임. 

6) The Dan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Risk assessment of fluorinated substances in cosmetic 
products. Survey of chemical substances in consumer products. 2018, No.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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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분들은 라벨의 성분표시를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

◦ 해외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화장품에 들어있는 PFAS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실태조사가 진행되지 않은바, 본 조사에서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중 
PFAS를 포함한 불소화화합물의 함유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크게 두 
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첫째, 국내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에 사용되는 불소화화합물 및 PFAS 종류 및 
용도에 대한 조사

둘째, 화장품 중 일부 PFAS 정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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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

2.1 화장품에 사용되는 PFAS 조사

◦ PFAS는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비의도적인 분해산물 및 화장품에 
사용되는 PFAS 전구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순물로도 발견된다.7) PFAS 중 
Polyfluoroalkyl phosphate esters(PAPs) 또는 diPAPs 종류가 주로 사용되는데, 이
러한 물질은 PFCAs가 불순물로 들어있을 수 있거나 피부로 흡수되었을 때, 체내에서 
PFCAs로 전환될 수도 있다.

◦ Whitehead et al(2021)은 제품의 라벨에 ‘불소화성분(fluorinated ingredient)’이 
표기되어 있는 화장품과 개인위생용품 그리고 Fujii et al(2013)은 PAPs가 성분으로 
표기된 화장품과 선스크린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중 PFAS 농도를 분석하였다. 

◦ 본 조사에는 국내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에 사용되는 불소화화합물의 종류와 그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으로 다음의 단계로 진행하였다.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DB
(https://kcia.or.kr/cid/main/) : 성분명 ‘플루오로’로 검색

↓
화장품 정보제공 앱 ‘화해’ 

(www.hwahae.co.kr/) : 각 성분별 함유 제품 수 확인

↓

우선순위 11개 성분 : 제품 수 100개 넘는 성분 우선순위
제품군 구분

↓
분석대상 제품 선정 : 5개 제품군 총 20개 제품 선정

그림 1. 화장품에 사용되는 PFAS 조사 절차 

7) The Dan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Risk assessment of fluorinated substances in cosmetic 
products. Survey of chemical substances in consumer products. 2018, No. 169.

http://www.hwah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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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FAS 정량분석

1) 분석대상물질
PFOA를 포함한 PFCAs 계열 12종과 PFOS를 포함한 PFSAs계열 4종을 포함하여 

총 16종의 PFAS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No. Group Names Abbre.
1

Perfluoro-
carboxylic acids

Perfluoro-n-pentanoic acid PFPeA
2 Perfluoro-n-hexanoic acid PFHxA
3 Perfluoro-n-heptanoic acid PFHpA
4 Perfluoro-n-octanoic acid PFOA
5 Perfluoro-n-nonanoic acid PFNA
6 Perfluoro-n-decanoic acid PFDA
7 Perfluoro-n-undecanoic acid PFUdA
8 Perfluoro-n-dodecanoic acid PFDoA
9 Perfluoro-n-tridecanoic acid PFTrDA
10 Perfluoro-n-tetradecanoic acid PFTeDA
11 Perfluoro-n-hexadecanoic acid PFHxDA
12 Perfluoro-n-octadecanoic acid PFODA
13

Perfluoro-
alkane sulfonates

Perfluoro1-butanesulfonate PFBS
14 Perfluoro-1-hexanesulfonate PFHxS
15 Perfluoro-1-octanesulfonate PFOS
16 Perfluoro-1-decanesulfonate PFDS

표 1. PFAS 분석대상물질 

2) 전처리 및 분석
화장품 중 PFAS 분석은 Schultes et al(2018)8), Whitehead et al(2021)9)을 참조하

였다. 화장품 시료는 내부표준물질과 용매를 넣고 혼합시킨 다음 5분간 초음파 처리하
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쳤다. 다음으로 Graphitized carbon을 이용한 정제 과정을 거친 
후, LC/MS/MS(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er, LCMS-8050, 

8) Schultes et al.,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and fluorine mass balance in cosmetic products 
from the Swedish market: implications for environmental emissions and human exposure. 
Environmental Science Processes & Impacts. 2018, 20:1680-1690. 

9) Whitehead et al., Fluorinated Compounds in North American Cosmetics.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Letters. 2021, 8: 538-544.



- 7 -

SHIMADZU, Japan)로 분석하였다. 전처리 과정과 분석조건은 그림과 표로 각각 정리
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LC/MS/MS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2. LC/MS/MS

그림 3. PFAS 전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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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Condition

Interface Electrospray negative ionization (ESI)

Column ACE5-C18-PFP column (150×2.1 ㎜, 5 ㎛)

 Eluent Pump A: 20 mM ammonium acetate in water
Pump B: Acetonitrile 100% 

Flow Pump A+B: 0.4 mL/min 

Injection volume 5 ㎕

표 2. 화장품 중 PFAS 분석을 위한 LC/MS/MS 조건 

3) QAQC
검량선 작성을 위한 표준시약은 1.00 ~ 39.22 ㎍/L 범위로 제조하였으며, RSQ는 

0.994 ~ 0.999였다. 실험과정에서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시료, 정확성 및 정
밀성 분석을 위해 실제 화장품 시료에 일정 농도를 주입하여 QC sample로 분석하였
다. 저농도와 고농도로 제조하였으며, 각 배치별로 반복 분석하였다. 각 물질별 주입량 
대비 정확성은 68.4 ~ 109.1%, 정밀성은 1.7 ~ 17.8%로 나타났다.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는 가장 낮은 농도의 표준시약을 7회 반복 분석한 값의 표준편차에 3
을 곱한 값으로 계산하였다. 총 16종의 과불화화합물의 LOD는 1.14 ~ 6.73 ng/g 
(weight)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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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저농도 (㎍/L) 고농도 (㎍/L) 검출한계

(ng/g)주입량 정확성
(%)

정밀성
(%) 주입량 정확성

(%)
정밀성

(%)
PFPeA 3.92 101.2 2.9 18.18 100.9 7.3 2.21 

PFHxA 6.02 73.1 7.5 20.28 87.4 8.5 4.17 

PFHpA 3.92 105.1 7.2 18.18 109.1 7.5 2.52 

PFOA 3.92 92.9 6.8 18.18 100.6 6.0 3.15 

PFNA 3.92 82.2 4.8 18.18 100.4 2.8 2.44 

PFDA 3.92 90.5 8.3 18.18 91.4 3.7 1.70 

PFUdA 3.92 93.4 1.7 18.18 102.9 4.3 2.46 

PFDoA 3.92 85.2 9.4 18.18 95.8 4.3 2.45 

PFTrDA 3.92 68.4 3.0 18.18 75.9 4.2 1.14 

PFTeDA 3.92 70.7 8.7 18.18 70.5 1.9 1.25 

PFHxDA 4.02 87.2 10.6 18.28 84.4 5.0 1.19 

PFODA 3.92 94.4 4.8 18.18 95.4 3.2 1.27 

PFBS 3.92 85.3 16.6 18.18 88.4 7.0 5.53 

PFHxS 3.92 73.6 9.9 18.18 96.0 6.2 6.73 

PFOS 3.92 71.6 16.9 18.18 97.5 3.9 5.17 

PFDS 3.92 76.9 17.8 18.18 108.1 4.6 4.37 

표 3. 정확성, 정밀성 및 검출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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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결과

3.1 국내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에 사용되는 불소화화합물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10) DB를 이용하여 성분명 ‘플루오로’로 검색한 결과 총 121
종의 불소화화합물이 조회되었다. 2021년 현재, 121종이 화장품에 실제로 구성성분으
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는 화장품 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 ‘화해’11)를 이용하였다. 화해는 
국내외 화장품에 대한 성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7월, 화장품 성분사전에서 
확인된 121종의 불소화화합물을 일일이 검색하여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함유여
부 그리고 제품 수를 조사하였다.

1개 이상의 제품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된 불소화화합물은 121종 중 43종
(35.5%)이었다. 43종에 대한 성분명, 영문명, 카스번호, 함유제품 갯수, 각 성분의 배합
목적, 사용되는 제품의 주요 카테고리 등을 표에 정리하였다(표 4). 43종 중 ‘합성플루
오르플로고파이트’는 총 21,341개의 제품 라벨에서 성분정보로 확인되어 가장 많이 사
용되는 성분이었다. 다음으로 ‘메틸퍼플루오로아이소부틸에터’ 291개, ‘퍼플루오로노닐
다이메티콘’ 282개, ‘테트라데실아미노부티로일발릴아미노부티릭우레아트라이플루오로
아세테이트’ 246개 및 ‘C9-C15 플루오로알코올포스페이트‘ 230개 순으로 나타났다.

43종의 불소화화합물 중 5종(합성플루오르플로고파이트, 마그네슘/포타슘/실리콘/풀
루오라이드/하이드록사이드/옥사이드, 마그네슘포타슘플루오로실리케이트, 트라이플루
오로프로필다이메틸실록시/트라이메틸실록시실세스퀴옥세인 및 펜타펩타이드-34트라이
플루오로아세테이트)은 PFAS에 포함시키는 것은 제한적이었으나, 나머지는 PFAS에 
해당되었다. 

43종의 불소화화합물이 화장품에 사용되는 배합목적(기능)은 결합제 등 22개로 구분
할 수 있었으며, 주로 피부컨디셔닝제(기타, 수분차단제, 유연제)12) 기능으로 사용되는 

10) 웹사이트: https://kcia.or.kr/cid/main/(2021.07 접속)
11) ‘화장품을 해석하다’ 어플리케이션: hwahae.co.kr (2021.07 접속)
12) 피부컨디셔닝제 (Skin conditioning agents)= 피부의 특성에 변화를 주는 성분으로 그 기능에 따라 유연제, 습

윤제, 수분차단제, 기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습윤제(보습제, Skin conditioning agents-humectant)는 피부 
외층의 수분보유를 증대시키기 위한 성분이며, 수분차단제(Skin conditioning agents-occlusive)는 피부표면으
로부터 수분의 증발을 지연시키는 성분이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126139004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126139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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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가장 많았고, 용제, 점도감소제 기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5). 앞
에서 언급한 화장품 중의 PFAS 용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화장품 중의 
불소화화합물은 제품의 형태, 배합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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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분명 영문 성분명 카스번호 배합목적 제품

개수* 주 카테고리

1 합성플루오르플로고파이트 SyntheticFluorphlogopite 12003-38-2 벌킹제(증량제), 
점도증가제(수성) 21,341 자외선 차단 기능 있는 파운데이션과 

파우더, 쿠션, 립틴트, 아이섀도우 
2 메틸퍼플루오로아이소부틸에터 Methyl Perfluoroisobutyl Ether 163702-08-7 용제, 점도감소제 291 클린저, 마스크

3 퍼플루오로노닐다이메티콘 Perfluorononyl Dimethicone 882878-48-0
피부컨디셔닝제(기타),

피부컨디셔닝제(수분차단제),
미끄럼조정제/활택제

282 아이라이너, 섀도우, 립라이너

4 테트라데실아미노부티로일발릴아미노부
티릭우레아트라이플루오로아세테이트

Tetradecyl 
Aminobutyroylvalylaminobutyric 

Urea Trifluoroacetate
934368-60-2 피부컨디셔닝제(기타) 246 자외선차단 기능 있는 쿠션, 팩트, 

스킨커버

5 C9-15플루오로알코올포스페이트 C9-15 Fluoroalcohol 
Phosphate 피부컨디셔닝제 230 파운데이션, 팩트

6 마그네슘/포타슘/실리콘/플루오라이드/하
이드록사이드/옥사이드

Magnesium/Potassium/Silicon/
Fluoride/Hydroxide/Oxide 벌킹제(증량제) 199 자외선차단 기능 있는 쿠션, 쉐도우, 

파우데이션, BB, 쿠션

7 폴리퍼플루오로메틸아이소프로필에터 Polyperfluoromethylisopropyl 
Ether 69991-67-9 피부컨디셔닝제(기타),

피부컨디셔닝제(수분차단제) 160 페이스 크림, 컴팩트, 파우더, 팩트, 
CC크림

8 퍼플루오로옥틸에틸트라이에톡시실레인 Perfluorooctylethyl 
Triethoxysilane 101947-16-4 안티케이킹제 154 SPF 첨가된 커버쿠션, 컨실러, 

파운데이션
9 퍼플루오로데칼린 Perfluorodecalin 306-94-5 피부컨디셔닝제, 용제 151 마스크, 클린징 크림
10 메틸퍼플루오로부틸에터 Methyl Perfluorobutyl Ether 163702-07-6 용제, 점도감소제 133 컬러크림, 클린저, 마스크 팩,

11 트라이플루오로프로필다이메틸/트라이메
틸실록시실리케이트

Trifluoropropyldimethyl/trimeth
ylsiloxysilicate

결합제, 
피부컨디셔닝제(유연제) 100 파우데이션, 쿠션

12 암모늄C6-16퍼플루오로알킬에틸포스페
이트

Ammonium C6-16 
Perfluoroalkylethyl Phosphate

65530-70-3 
65530-71-4
65530-72-5

계면활성제(유화제) 89 파운데이션

13 퍼플루오로헥산 Perfluorohexane 355-42-0 용제 89 마스크팩, CC크림

14 트라이플루오로메틸C1-4알킬다이메티콘 Trifluoromethyl C1-4 Alkyl 
Dimethicone 피부컨디셔닝제(수분차단제) 88 팩트

15 퍼플루오로노닐에틸스테아릴다이메티콘 Perfluorononylethyl Stearyl 
Dimethicone 

피막형성제, 
피부컨디셔닝제(수분차단제) 86 리페어 크림 등

16 에틸퍼플루오로부틸에터 Ethyl Perfluorobutyl Ether 163702-05-4 용제, 점도감소제 81 클린저, 필링, 마스크
17 에틸퍼플루오로아이소부틸에터 Ethyl Perfluoroisobutyl Ether 163702-06-5 용제, 점도감소제 76 클린저, 필링, 마스크

표 4. 국내에서 유통 중인 화장품에서 사용되는 불소화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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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펜타플루오로프로판 Pentafluoropropane 460-73-1 분사제(비계면활성제),
착향제, 용제 57 마스크, 크림, CC크림

19 마그네슘포타슘플루오로실리케이트 Magnesium Potassium 
Fluorosilicate 연마제 54 아이새도우, 쿠션, 파우데이션

20 폴리퍼플루오로에톡시메톡시다이플루오
로에틸피이지포스페이트 

Polyperfluoroethoxymethoxy 
Difluoroethyl PEG Phosphate 

모발컨디셔닝제,
피부컨디셔닝제 49 파우더, 파운데이션, 리페어 세럼,    

쉴드크림

21 트라이플루오로아세틸트라이펩타이드-2 Trifluoroacetyl Tripeptide-2 피부보호제, 
피부컨디셔닝제(기타) 37 아이크림, 폼클린저, 쿠션

22 트라이플루오로프로필다이메티콘 Trifluoropropyl Dimethicone 115361-68-7 헤어컨디셔닝제,
피부컨디셔닝제(기타) 26 쿠션, 파우데이션

23 퍼플루오로노닐다이메티콘/메티콘/아모
다이메티콘크로스폴리머 

Perfluorononyl 
Dimethicone/Methicone/Amodi

methicone Crosspolymer
표면조정제 26 립컬러, 탑코트, 립스틱

24 퍼플루오로옥틸에틸트라이메톡시실레인 Perfluorooctylethyl 
Trimethoxysilane 83048-65-1 벌킹제(증량제) 21 파운데이션, 커버쿠션

25 피이지-8트라이플루오로프로필다이메티
콘코폴리머

PEG-8TrifluoropropylDimethico
neCopolymer

헤어컨디셔닝제,
피부컨디셔닝제(기타) 20 파운데이션, 자외선차단제

26 하이드로플루오로카본152에이 Hydrofluorocarbon152a 75-37-6 분사제 16 헤어스프레이

27 아세틸트라이플루오로메틸페닐발릴글라
이신

        
AcetylTrifluoromethylphenylValy

lglycine
379685-96-8 피부컨디셔닝제(기타) 15 크림, 에센스

28 티이에이-C8-18퍼플루오로알킬에틸포스
페이트

TEA-C8-18 Perfluoroalkylethyl 
Phosphate

헤어컨디셔닝제, 
피부컨디셔닝제(기타),

표면조정제,
계면활성제(분산제),

계면활성제(용해보조제)

13 팩트류

29 트라이플루오로프로필사이클로펜타실록
세인

Trifluoropropyl 
Cyclopentasiloxane

헤어컨디셔닝제,
피부컨디셔닝제(기타) 12 탑코트, 커버, 크림

30 퍼플루오로퍼하이드로페난트렌 Perfluoroperhydrophenanthren
e 306-91-2 피부컨디셔닝제, 용제 12 안티에이지크림

31 폴리퍼플루오로에톡시메톡시다이플루오
로메틸다이스테아라마이드

Polyperfluoroethoxymethoxy 
Difluoromethyl Distearamide 220207-10-3 피부컨디셔닝제(기타),

점도증가제(비수성) 12 선크림

32 다이메티콘올플루오로알코올다이리놀레
익애씨드

DimethiconolFluoroalcoholDilin
oleicAcid 피부컨디셔닝제(수분차단제) 11 파운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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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폴리퍼플루오로에톡시메톡시다이플루오
로하이드록시에틸에터

Polyperfluoroethoxymethoxy 
Difluorohydroxyethyl Ether 

헤어컨디셔닝제,
피부컨디셔닝제(기타) 11 선크림, CC크림

34 트라이플루오로프로필다이메틸실록시/트
라이메틸실록시실세스퀴옥세인

Trifluoropropyldimethylsiloxy/Tri
methylsiloxySilsesquioxane 피막형성제 9 자외서차단제, 파운데이션

35 트라이플루오로프로필사이클로테트라실
록세인

Trifluoropropyl 
Cyclotetrasiloxane 429-67-4 헤어컨디셔닝제,

피부컨디셔닝제(기타) 9 아이섀도우 블러시

36
다이에틸아미노에틸메타크릴레이트/에이
치이엠에이/퍼플루오로헥실에틸메타크릴

레이트크로스폴리머

Diethylaminoethyl 
Methacrylate/HEMA/Perfluoroh

exylethyl Methacrylate 
Crosspolymer

결합제, 표면조정제 8 마스카라

37 옥타플루오로펜틸메타크릴레이트 Octafluoropentyl Methacrylate 355-93-1 표면조정제 8 샴푸
38 테트라플루오로프로펜 Tetrafluoropropene 29118-24-9 분사제 8 선 무스, 파우데이션 

39 퍼플루오로다이메틸사이클로헥산 Perfluorodimethylcyclohexane 26637-68-3
335-27-3 용제 7 필링젤, 클린징

40 퍼플루오로메틸사이클로펜탄 Perfluoromethylcyclopentane 1805-22-7 피부컨디셔닝제(기타), 용제 7 톤업크림, 안티에이징 크림 등

41 폴리퍼플루오로아이소프로필에터 Polyperfluoroisopropyl Ether 피부컨디셔닝제(기타),
피부컨디셔닝제(수분차단제) 7 자외선차단제, CC크림

42 펜타펩타이드-34트라이플루오로아세테
이트

Pentapeptide-34 
Trifluoroacetate 피부컨디셔닝제(기타) 4 크림, 에멀전

43 C8-18플루오로알코올포스페이트 C8-18 Fluoroalcohol 
Phosphate 벌킹제 2 파우더

(*제품수: 화해, 단종제품 포함, 2021년 07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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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목적 물질
수 성분명

결합제 2
트라이플루오로프로필다이메틸/트라이메틸실록시실리케이트, 
다이에틸아미노에틸메타크릴레이트/에이치이엠에이/퍼플루오로헥실에틸
메타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머

계면활성제(분산제) 1 티이에이-C8-18퍼플루오로알킬에틸포스페이트
계면활성제(용해보조제) 1 티이에이-C8-18퍼플루오로알킬에틸포스페이트

계면활성제(유화제) 1 암모늄C6-16퍼플루오로알킬에틸포스페이트
모발컨디셔닝제 1 폴리퍼플루오로에톡시메톡시다이플루오로에틸피이지포스페이트 

미끄럼조정제/활택제 1 퍼플루오로노닐다이메티콘

벌킹제 4
합성플루오르플로고파이트, 마그네슘/포타슘/실리콘/플루오라이드/하이
드록사이드/옥사이드, 퍼플루오로옥틸에틸트라이메톡시실레인,
C8-18플루오로알코올포스페이트

분사제 3 펜타플루오로프로판, 하이드로플루오로카본152에이, 테트라플루오로프
로펜

안티케이킹제 1 퍼플루오로옥틸에틸트라이에톡시실레인 
연마제 1 마그네슘포타슘플루오로실리케이트

용제 11

메틸퍼플루오로아이소부틸에터, 퍼플루오로데칼린, 메틸퍼플루오로부틸
에터, 메틸퍼플루오로아이소부틸에터, 퍼플루오로헥산, 에틸퍼플루오로
부틸에터, 에틸퍼플루오로아이소부틸에터, 펜타플루오로프로판, 퍼플루
오로퍼하이드로페난트렌, 퍼플루오로다이메틸사이클로헥산, 퍼플루오로
메틸사이클로펜탄

점도감소제 5
메틸퍼플루오로아이소부틸에터, 메틸퍼플루오로부틸에터, 메틸퍼플루오
로아이소부틸에터, 에틸퍼플루오로부틸에터, 에틸퍼플루오로아이소부틸
에터

점도증가제 2 합성플루오르플로고파이트, 폴리퍼플루오로에톡시메톡시다이플루오로메
틸다이스테아라마이드

착향제 1 펜타플루오로프로판

표면조정제 4

퍼플루오로노닐다이메티콘/메티콘/아모다이메티콘크로스폴리머, 티이에
이-C8-18퍼플루오로알킬에틸포스페이트, 다이에틸아미노에틸메타크릴
레이트/에이치이엠에이/퍼플루오로헥실에틸메타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
머, 옥타플루오로펜틸메타크릴레이트

피막형성제 2 퍼플루오로노닐에틸스테아릴다이메티콘, 트라이플루오로프로필다이메틸
실록시/트라이메틸실록시실세스퀴옥세인

피부보호제 1 트라이플루오로아세틸트라이펩타이드-2

피부컨디셔닝제 3 C9-15플루오로알코올포스페이트, 퍼플루오로데칼린, 퍼플루오로퍼하이
드로페난트렌

피부컨디셔닝제
(기타) 15

트라이플루오로아세틸트라이펩타이드-2, 펜타펩타이드-34트라이플루오
로아세테이트, 아세틸트라이플루오로메틸페닐발릴글라이신, 테트라데실
아미노부티로일발릴아미노부티릭우레아트라이플루오로아세테이트,
퍼플루오로메틸사이클로펜탄, 폴리퍼플루오로에톡시메톡시다이플루오로
메틸다이스테아라마이드, 폴리퍼플루오로메틸아이소프로필에터, 폴리퍼
플루오로아이소프로필에터, 퍼플루오로노닐다이메티콘, 티이에이-C8-18
퍼플루오로알킬에틸포스페이트, 트라이플루오로프로필다이메티콘, 트라
이플루오로프로필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 트라이플루오로프로필사이클
로펜타실록세인, 폴리퍼플루오로에톡시메톡시다이플루오로하이드록시에
틸에터, 피이지-8트라이플루오로프로필다이메티콘코폴리머

피부컨디셔닝제
(수분차단제) 6

퍼플루오로노닐에틸스테아릴다이메티콘, 폴리퍼플루오로메틸아이소프로
필에터, 폴리퍼플루오로아이소프로필에터, 퍼플루오로노닐다이메티콘, 
다이메티콘올플루오로알코올다이리놀레익애씨드, 트라이플루오로메틸
C1-4알킬다이메티콘

피부컨디셔닝제(유연제) 1 트라이플루오로프로필다이메틸/트라이메틸실록시실리케이트

표 5. 화장품 중 불소화화합물의 배합목적(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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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량분석을 위한 조사대상제품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된 43종의 불소화화합물 중 100개 
이상의 제품에서 구성성분으로 표기된 11개 성분(표 4의 연번 1~11) 그리고 각 성분이 
함유된 주요 제품군을 검토하였고,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성분 및 제품군을 참조하여 
우선순위 10개 성분을 선정하였다.  Whitehead et al(2021)은 라벨에 ‘불소화 성분
(fluorinated ingredient)’이 표기되어 있는 8개 제품군 총 231개 제품을 조사하였는
데,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립제품에서 총 PFAS 농도가 높았고, 덴마크 EPA 연구
(2018)에서는 선스크린과 파운데이션에서 고농도의 PFAS가 발겨되었다고 보고하였다.  
Schultes et al(2018) 연구는 주로 파운데이션과 파우데 제품에서 PFAS가 발견되었
다. 

우선순위 11개의 불소화화합물 중 ‘메틸퍼플루오로아이소부틸에터’와 ‘퍼플루오로데
칼린’은 선행연구에서 고려한 제품군(파운데이션, 선스크린, 파우더 등)에서는 발견되지 
않아 제외시킨 후 9개 성분과 해외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성분을 추가적으로 포
함시켜서 총 10개 성분을 결정하였고, 대상제품을 선정하였다. 불소화화합물이 구성성
분으로 표기된 제품 중 ‘화해’ 자체순위 50위 안에 포함되는 제품, 소비자의 리뷰가 10
개 이상인 제품 그리고 최대한 국내브랜드 위주로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10개 불소화화합물 성분이 들어있는 20개 제품을 구매하였다. 분석대상 제품군은 립케
어/립밤 2개, 메이크업 3개, 자외선차단제 5개, 파우더/팩트 5개 및 파운데이션 5개 
였다(표 6). 

제품은 2021년 8월 19일 ~ 9월 14일에 온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구입하였고, 배송기
간이 오래걸리는 1개 제품만 매장을 방문하여 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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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불소화화합물(성분명) 제품군(개수)

1 합성플루오르플로고파이트
립케어/립밤(1)
파우더/팩트(2)
파운데이션(2) 

2 퍼플루오로노닐다이메티콘 자외선차단제(1)

3 테트라데실아미노부티로일발릴아미노부티릭우레아트라이플루오
로아세테이트 자외선차단제(1)

4 C9-15플루오로알코올포스페이트* 파우더/팩트(2)
파운데이션(1)

5 폴리퍼플루오로메틸아이소프로필에터* 립케어/립밤(1)
자외선차단제(1)

6 퍼플루오로옥틸에틸트라이에톡시실레인 메이크업(1)
자외선차단제(1)

7 메틸퍼플루오로아이소부틸에터 메이크업(1)
8 암모늄C6-16퍼플루오로알킬에틸포스페이트* 자외선차단제(1)

9 트라이플루오로프로필다이메틸/트라이메틸실록시실리케이트 메이크업(1)
파운데이션(2) 

10 폴리퍼플루오로에톡시메톡시다이플루오로에틸피이지포스페이트 파우더/팩트(1)
(* 선행연구 고려물질)

표 6. 분석대상제품의 표기성분 및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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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화장품 중 PFAS 농도

1) 20개 제품의 분석결과
국내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20개 중 PFAS 농도는 <표 7>과 같다. 20개 제품 중 10

개(50%)에서 1종 이상의 PFAS가 4.02 ~ 105.5 ng/g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분석대상
물질 16종 중 PFHxA는 7개(35%), PFPeA, PFHpA, PFOA는 각각 3개(15%)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PFDA, PFTeDA는 1개(5%) 제품에서만 검출되었으며, PFSAs를 포함한 
10종의 PFAS는 검출되지 않았다. 

 각 물질별 농도는 PFPeA의 산술평균 농도가 23.17 ng/g으로 가장 높았으며, 
PFHxA 17.51 ng/g, PFHpA 9.48 ng/g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화장품 중 ∑PFAS 
농도 범위는 4.02 ~ 105.50 ng/g으로 검출되었다. 

물질명 검출 제품 수
(검출율)

산술평균
(ng/g)

범위
(ng/g)

PFPeA (C5) 3 (15%) 23.17 6.80 ~ 48.07

PFHxA (C6) 7 (35%) 17.51 4.02 ~ 50.14

PFHpA (C7) 3 (15%) 9.48 6.44 ~ 14.71

PFOA (C8) 3 (15%) 8.72 4.28 ~ 17.16

PFDA (C10) 1 (5%) 7.11 -

PFTeDA (C14) 1 (5%) 1.79 -

∑PFAS 10 (50%) 25.55 4.02 ~ 105.50

표 7. 화장품 중 PFAS 농도

화장품 중의 PFAS에 대한 안전기준은 국내를 비롯하여 해외에서도 아직은 없다. 그
러나 PFOA는 PBTs 또는 vPvB 특성 때문에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스톨
홀름 협약의 POPs 목록에 등재되었으며, 유럽연합의 REACH 규제에 따라 제한물질로 
관리 중이다. PFOA는 제품 및 혼합물에 25 ng/g 이상 사용해서는 안되는데, 본 조사
에서 PFOA는 3개 제품에서 4.28 ~ 17.16 ng/g으로 발견되어 제한기준인 25 ng/g을 
초과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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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군별 비교
립케어/립밤은 3개 제품 모두에서 PFHxA만 5.58 ~ 7.58 ng/g으로 검출되었다. 자

외선 차단제는 5개 제품 중 4개에서 4.28 ~ 105.5ng/g 로 검출되었다. 2개 제품은  
PFPeA, PFHxA 및 PFHpA 등 3종의 PFAS가 검출되었고, 1개 제품은 PFOA, 나머지 
1개 제품은 PFPeA만 검출되었다. 특히 자외선 차단제에서 105.5 ng/g로 가장 높은 
농도의 PFAS가 검출되었다. 파우더/팩트는 5개 제품 중 2개에서 검출되었는데, 각각 
PFHxA 4.02, PFOA 4.72 ng/g 였다. 메이크업은 2개 중 1개 제품에서 총 59.46 
ng/g의 PFAS가 검출되었는데, PFHxA, PFOA, PFHpA, PFDA 및 PFTeA 등 5종의  
PFAS가 검출되어 가장 많은 종류의 PFAS가 검출되었다(표 8). 

표에서 보듯이, 제품에 표기된 불소화화합물에 따라 검출되는 PFCAs 또한 다양하였
다. 

3) 국내‧외 농도 비교
본 조사의 결과와 2021년에 보고된 미국과 캐나다13), 2018년에 보고된 덴마크14) 결

과를 비교하였다(표 9).
 PFCAs 계열 물질 중 PFPeA와 PFDA는 4개 국가 모두에서 검출되었으며, PFHxA

와 PFHpA는 한국, 미국, 덴마크에서 검출되었고, PFOA와 PFTeDA는 한국과 덴마크
에서 검출되었다. PFDoA, PFTrDA는 캐나다와 덴마크에서 검출되었으며, PFHxDA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검출되었다. PFOS를 포함한 PFASs 계열 물질은 국내에서 검출되
지 않았으나 PFBS는 덴마크에서, PFHxS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검출되었고, PFOS는 
캐나다에서만 검출되었다.

4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검출된 PFPeA 산술평균 농도는 국내 화장품 23.17 ng/g
로 미국 6.45 ng/g, 캐나다 14.45 ng/g 보다 높았으며, 덴마크 53.46 ng/g보다는 낮
았다. PFDA 산술평균 농도는 국내 화장품 7.11 ng/g로 미국 0.39 ng/g 보다 높았고  
캐나다 16.90 ng/g, 덴마크 196.47 ng/g 보다는 낮았다. 화장품 중 ∑PFAS(16) 농도
는 덴마크, 한국, 캐나다 그리고 미국 순으로 높았다(그림 4). 특히 덴마크 화장품에서 
대부분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는데, 조사대상 18개 제품 중 다수는 우리나라, 미국 및 
캐나다와 유사한 농도였으나, 일부 제품에서 수백~수천 ng/g으로 검출되어 산술평균 

13) Whitehead et al., Fluorinated Compounds in North American Cosmetics.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Letters. 2021, 8: 538-544.

14) The Dan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Risk assessment of fluorinated substances in 
cosmetic products. Survey of chemical substances in consumer products. 2018, No.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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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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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제품군 ∑PFAS
(ng/g)

PFAS 
개수 검출된 PFAS 표기성분

L-1
립케어/

립밤

7.58 1 PFHxA 폴리퍼플루오로메틸아이소프로필에터

L-2 5.58 1 PFHxA 합성플루오르플로고파이트

L-3 6.12 1 PFHxA 합성플루오르플로고파이트

M-2 메이크업 59.46 5 PFHxA>PFOA>PFDA>PFHpA>PFTeDA C9-15플루오로알코올포스페이트

S-1

선스크린

51.48 3 PFHxA>PFHpA>PFPeA 암모늄 C6-16퍼플루오로알킬에틸포스페이트

S-2 4.28 1 PFOA 퍼플루오로노닐다이메티콘

S-3 105.50 3 PFHxA>PFPeA>PFHpA 퍼플루오로옥틸에틸트라이에톡시실레인 

S-5 6.80 1 PFPeA 테트라데실아미노부티로일발릴아미노부티릭우레아트라이플루오
로아세테이트

P-2 파우더/
팩트

4.02 1 PFHxA 트라이플루오로프로필다이메틸/트라이메틸실록시실리케이트

P-5 4.72 1 PFOA 퍼플루오로옥틸에틸트라이에톡시실레인 

표 8. 제품군별 검출된 총 PFAS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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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물질명 한국
(2021)

미국*

(2016-2020)
캐나다*

(2016-2020)
덴마크**

(2017)
분석제품 수 20 12 17 18

Perfluoro-
carboxylic 

acids

PFPeA (C5) 23.17 6.45 14.45 53.46

PFHxA (C6) 17.51 0.10 불검출 419.40

PFHpA (C7) 9.48 0.56 불검출 135.35

PFOA (C8) 8.72 불검출 불검출 273.07

PFNA (C9)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0.04

PFDA (C10) 7.11 0.39 16.90 196.47

PFUdA (C11)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9.62

PFDoA (C12) 불검출 불검출 8.60 101.57

PFTrDA (C13) 불검출 불검출 53.6 89.58

PFTeDA (C14) 1.79 불검출 불검출 56.20

PFHxDA (C15) 불검출 6.48 8.79 -

PFODA (C16) 불검출 - - -

Perfluoro-
alkane 

sulfonates

PFBS (C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00

PFHxS (C6) 불검출 0.39 10.21 불검출

PFOS (C8) 불검출 불검출 11.05 불검출

PFDS (C1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PFAS(16) 25.55 5.02 32.38 902.51
* Whitehead et al., Fluorinated Compounds in North American Cosmetics.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Letters. 2021, 8: 538-544.
** The Dan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Risk assessment of fluorinated substances in cosmetic 

products. Survey of chemical substances in consumer products. 2018, No. 169.

표 9. 국내‧외 화장품 중 PFAS 농도 (산술평균, 단위: n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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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가별 농도 비교 ⒜ PFPeA, ⒝ ∑PFAS

4) 불소화화합물 및 PFAS 유해성 

PFAS는 갑상선 질환, 간손상 뿐만 아니라, 태아의 발달독성(저체중, 유방샘 발달지
연 등), 면역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15) 국제암연구소는 PFOA을 ‘그룹 2B(인체 발
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였으며 미국 환경보호청은 PFOA와 PFOS에 대해 ‘사람에서 
발암 가능성에 대한 증거 있는(suggestive) 물질’로 구분하였다.

본 조사에서 20개 제품의 라벨에서 확인된 10개 불소화화합물 중 CAS Number 가 
있는 9개 성분의 유해성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표 10). 유럽화학물질관리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9개 물질 중 ‘메틸퍼플
루오로아이소부틸에터’는 PBT, ‘퍼플루오로옥틸에틸트라이에톡시실레인’는 POPs로 분
류되고 있으며, 일부 성분(‘퍼플루오로옥틸에틸트라이에톡시실레인’과 ‘폴리퍼플루오로
메틸아이소프로필에터’)은 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확인되었다. 

 
PBT 또는 vPvB 특성이 있는 분석대상물질 16개 PFAS의 유해성 검토 결과는 <표 

11>과 같다. PFOS, PFOA 등을 포함한 상당수의 물질은 발암성이거나 생식독성이 있
고, PFPeA 등 일부 물질은 눈과 피부 자극 또는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15) European Environmental Agency. Emerging chemical risks in Euroup-PFAS
(https://www.eea.europa.eu/publications/emerging-chemical-risks-in-europe, availabe on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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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분명 CAS No. C* R** PBT*** POP**** 기타유해성

1 C9-15플루오로알코올포스
페이트 223239-92-7

2 메틸퍼플루오로부틸에터 163702-07-6 흡입 시 유해

3 메틸퍼플루오로아이소부틸
에터 163702-08-7 ○

4 암모늄C6-16퍼플루오로알
킬에틸포스페이트

65530-70-3
65530-71-4
65530-72-5

흡입 시 유해, 
장기적 또는 
반복적 노출
로 장기 손상 
및 눈, 호흡기 
자극 유발 

5
테트라데실아미노부티로일
발릴아미노부티릭우레아트
라이플루오로아세테이트

934368-60-2

6 퍼플루오로노닐다이메티콘 882878-48-0

7 퍼플루오로옥틸에틸트라이
에톡시실레인 101947-16-4 ○ 피부 화상 및 

눈 손상

8 폴리퍼플루오로메틸아이소
프로필에터 69991-67-9

눈, 피부, 호
흡기 자극 유
발

9 합성플루오르플로고파이트 12003-38-2
*C = Suspected to be Carcinogenic, **R = Toxic to Reproduction, ***PBT = 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POP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

표 10. 제품의 라벨에서 확인된 불소화화합물의 유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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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약어 CAS No. C* R** PBT*** POP**** 기타유해성

1 PFPeA 2706-90-3 피부 화상 및 눈 손상 유발
2 PFHxA 307-24-4 ○
3 PFHpA 375-85-9 

4 PFOA 335-67-1 ○ ○ ○ ○

태아 및 신생아 위험, 눈 
손상 및 암 유발, 장기적 
또는 반복적 노출로 장기 
손상

5 PFNA 375-95-1 ○ ○ ○

태아 및 신생아 위험, 생식
력 손상 및 암 유발, 장기
적 또는 반복적 노출로 장
기 손상

6 PFDA 335-76-2 ○ ○ ○ 태아 및 신생아 위험, 불임 
및 암 유발

7 PFUdA 2058-94-8 피부 및 눈 자극
8 PFDoA 307-55-1 
9 PFTrDA 72629-94-8 
10 PFTeDA 376-06-7
11 PFHxDA 67905-19-5 피부 화상 및 눈 손상 유발
12 PFODA 16517-11-6 피부 화상 및 눈 손상 유발
13 PFBS 375-73-5 ○
14 PFHxS 355-46-4 

15 PFOS 1763-23-1 ○ ○

태아 및 신생아 위험, 암 
유발, 장기적 또는 반복적 
노출로 장기 손상, 수생생
물에 독성

16 PFDS 335-77-3 
*C = Suspected to be Carcinogenic, **R = Toxic to Reproduction, ***PBT = 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POP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

표 11. 화장품에서 검출되는 PFAS의 유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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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요약

본 조사는 2021년 국내에서 유통 중인 화장품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PFAS를 포함한 불소화화합물에 대하여 확인하였고, 20개 화장품에서 PFAS 16종을 분
석하여 오염실태를 파악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DB를 이용하여 ‘플루오로’ 성분을 검색한 결과 총 121
종의 불소화화합물이 조회되었다. 즉 화장품에 의도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불소화화합물
121종을 확인하였다. 

2) 121종의 불소화화합물 중 국내에서 유통 중인 화장품의 라벨에 구성성분으로 표
기된 43종을 확인하였다(2021년 7월 현재). 이들 중 대부분은 PFAS에 해당되었다. 다
만 라벨의 구성성분 확인은 화장품 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확인하였기 때
문에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3) 화장품에 함유되어 있는 43종의 배합목적(기능)은 주로 피부컨디셔닝제(기타, 수분
차단제, 유연제) 기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용제, 점도감소제 기능으로 사
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화장품 중의 불소화화합물은 제품의 형태, 배합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방수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제품군 중 립케어/립밤, 메이크업, 자외선차단제, 파
우더, 파운데이션 등 5개 제품군 20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16종 성분에 대해 분석한 
결과, 10개 제품(50%)에서 1종 이상의 PFAS가 4.02 ~ 105.50 ng/g으로 검출되었다. 

5) 16종 PFAS 중 PFHxA(7개), PFPeA(3개), PFHpA(3개), PFOA(3개), PFDA(1개), 
PFTeDA(1개) 등 6종의 PFCAs가 검출되었다. 특히, EU에서 발암성, 생식독성물질로 
의심되는 PFOA와 PFDA가 각각 3개, 1개 제품에서 미량이지만 검출되었다. 

6) 화장품에서 검출된 PFAS 농도는 수 ~ 수십 ng/g으로 미량이지만, 사용과정에서 
피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점, 여러 개의 제품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유해성 뿐만 아니라 PBT의 특징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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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한번 노출되면 쉽게 분해되지 않고 농축되기 때문에 낮은 농도일지라도 지
속적인 노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환경에서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는 화장품에서 검출되는 비의도적인 PFAS 농도에 초점을 두었
으며, 위험성(risk-based)을 평가하지는 않았다. 화장품의 형태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PFAS가 다양한 농도로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