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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hile PFOS sodium salt (C8F17SO3Na) was not degraded by microorganisms for 28 days, the 4 alternatives were
biodegraded at the rates of 21.6% for C25F17H32S3O13Na3, 20.5% for C15F9H21S2O8Na2, 15.8% for C23F18H28S2O8Na2 and 6.4% for
C17F9H25S2O8Na2, respectively. The acute toxicity test using Daphnia magna was conducted for 48 hours, the half effective
concentration (EC50) of PFOS sodium salt (C8F17SO3Na) was evaluated in 54.5 mg/L. While the 4 alternatives did not show any
effect at 500.0 mg/L. The surface tension of the PFOS salt (C8F17SO3Na) is 46.2 mN/m at a concentration of 500.0 mg/L. While
the surface tension of the 4 alternatives was found to be superior to PFOS sodium salt (C8F17SO3Na). The surface tension of
C23F18H28S2O8Na2 (20.9 mN/m) has the lowest, followed by C 15F9H21S2O8Na2 (23.4 mN/m), C17F9H25S2O8Na2 (27.3 mN/m),
C 25F 17H 32S 3O 13Na 3 (28.2 mN/m). The four kinds of alternatives (C 15 F 9 H 21 S 2 O 8 Na 2 , C 17 F 9 H 25 S 2 O 8 Na 2 , C 23 F 18 H 28 S 2 O 8 Na 2 ,
C25F17H32S3O13Na3) were found to be superior to PFOS sodium salt (C8F17SO3Na) in terms of biodegradation, Daphnia sp. acute
toxicity and surface tension, and thus they were considered applicable as PFOS alternatives. Especially biodegradation rate of
C15F9H21S2O8Na2, C23F18H28S2O8Na2 and C25F17H32S3O13Na3 was relatively high as 15.8~21.6%, and Daphnia sp. acute toxicity and
surface tension were considerably superior (surface tension 39~55%) to PFOS sodium salt. Therefore, these alternatives are considered to be available as an alternative of PF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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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PFOS sodium salt (C8F17SO3Na)는 28일 동안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4종의 대체물질(C25F17H32S3O13Na3,
C15F9H21S2O8Na2, C23F18H28S2O8Na2, C17F9H25S2O8Na2)은 각각 21.6%, 20.5%, 15.8% 그리고 6.4% 분해가 이루어졌다. Daphnia
magna를 이용하여 48시간 동안 수행한 물벼룩급성독성시험에서 sodium salt (C8F17SO3Na)의 반수영향농도(EC50)는 54.5 mg/L
인 것으로 확인된 반면 4종의 대체물질은 500.0 mg/L에서 아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500.0 mg/L에서 PFOS sodium salt
(C8F17SO3Na)의 표면장력은 46.2 mN/m이었으며 대체물질 4종의 표면장력은 모두 PFOS sodium salt 보다 우수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C23F18H28S2O8Na2 (20.9 mN/m)는 가장 낮은 표면장력을 갖고 있었다. 그 다음은 C15F9H21S2O8Na2 (23.4 mN/m),
C17F9H25S2O8Na2 (27.3 mN/m) 그리고 C25F17H32S3O13Na3 (28.2 mN/m)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생물분해시험, 물벼룩급성
독성시험 그리고 표면장력측정 결과를 종합해 보면 4종의 PFOS 대체물질(C25F17H32S3O13Na3, C15F9H21S2O8Na2, C23F18H28S2O8Na2,
C17F9H25S2O8Na2)은 모두 PFOS sodium salt (C8F17SO3Na) 보다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3종의 대체물질(C15F9H21S2O8Na2,
C23F18H28S2O8Na2, C25F17H32S3O13Na3)은 미생물분해율이 15.8~21.6%로 상대적으로 높고, 물벼룩급성독성과 표면장력측정이 PFOS
sodium salt 보다 상당히 우수하다. 그러므로 이들 4종의 대체물질은 PFOS 대체물질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대체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FOS

1. 서 론

류 등 수생생물에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마우스 등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시험결과 내분비계장애, 면

3M은 1949년부터 PFOS (perfluorooctanesulfonic acid)를

역독성, 생식독성, 신경독성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

기초로 한 다양한 화학물질을 합성하여 시장에 판매하였

었다.3~5) 이러한 이유로 3M은 2002년에 PFOS와 관련 화학

다. 이들 화학물질은 발수성, 발유성, 내약품성, 열적 안정성

물질의 생산을 자발적으로 중단하였으며 스톡홀름협약 당사

이 우수한 계면활성제로 종이 등의 코팅제, 항공기 유압유,

국들은 2010년 8월 6일에 PFOS와 PFOS salt 7종(potassium

반도체 생산공정의 세정제, 산업용 세제, 방염제, 폼(foam)

perfluorooctane sulfonate, lithium perfluorooctane sulfonate,

1,2)

하지만 PFOS

ammonium perfluorooctane sulfonate, diethanolammonium

는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물벼룩, 어

perfluorooctane sulfonate, perfluorooctane sulfonyl fluoride,

소화약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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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raethylammonium perfluorooctane sulfonate, di(decyl)di

미생물은 전국의 도시하수처리장 5개소(판교하수처리장,

(methyl) ammonium perfluorooctane sulfonate)을 잔류성유

난지물재생센터, 평택하수처리장, 김제하수처리장, 경산하수

기오염물질(POPs, Persistant Organic Pollutants)로 지정하였

처리장), 산업폐수처리장 5개소(파주 LCD공장, 청주 산업

다. 로테르담협약에서는 2013년 8월에 PFOS 및 perfluorooc-

폐수처리장, 익산 산업폐수처리장, 울산 삼성정밀화학공장,

tane sulfonates, perfluorooctane sulfonamides, perfluorooctane

여수 산업폐수처리장), 강 및 하천 5개소(정왕천(경기도 시

sulfonyls를 부속서 III에 포함시켜 다른 나라로 이들 물질을

흥시), 팔당댐(경기도 남양주시), 낙동강 하구둑(부산광역시

수출하고자 할 때 수입 국가에 사전통보승인(PIC, Prior In-

연제구), 죽엽천(충남 서산), 달서천(대구광역시 달서구)) 등

formed Consent)을 받도록 요구하였다. 유럽은 2006년부터

15개 지점에서 채취하여 2개월 이상 한국환경공단 미생물

일정 농도 이상의 PFOS와 PFOS salt의 사용 및 판매(0.005%

배양실에서 배양한 것을 사용하였다.

2

이상 함유 화학물질, 0.1% 또는 1 mg/m 이상 함유 반제품

미생물분해시험의 유효성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명시

또는 부품)를 금지하였다. 미국은 2002년에 PFOS와 PFOS

되어 있는 3가지 조건(양성대조물질인 아닐린의 분해율이 7

관련 물질을 제조, 사용, 폐기 시 인간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

일차와 14일차에 각각 40% 및 65% 이상을 유지, 시험물질

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는 물질목록에 포함시킴으로써 시

의 반복구 간 BOD 변동계수(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

장에서 이들 물질들이 자연적으로 퇴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

가 0.2 이하를 유지, 실험종료 시점(28일차)에 미생물만 투

였다. 일본은 2010년부터 스톡홀름협약에서 규제하고 있는

입한 시험병(blank)의 BOD가 60 mg/L 이하를 유지)을 충족

PFOS와 PFOS salt 7종을 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하고, 일

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였다.

부 용도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2011년 4월 11일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

2.2.2. 물벼룩급성독성시험 방법

령을 개정하여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물벼룩급성독성시험은 신규 화학물질 등록 시 요구되는

지정된 PFOS와 PFOS salt 7종의 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

시험방법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

6)

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 규정 별표 제3장 제2항 물벼룩급성독성시험)에 따라 48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PFOS에 비해 분해성이 높고, 인
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적으면서 PFOS의 모든 사용 용
도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은 개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용

8)

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물벼룩은 국제 표준 시험종으로 지정된 Daphnia magna를
사용하였다.

도에 대한 대체물질이 부분적으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물벼룩급성독성시험의 유효성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본 연구에서는 창원대와 공동으로 개발한 4종의 PFOS 대

명시되어 있는 조건(음성대조군인 M4 배양액에 노출된 물

체물질과 PFOS sodium salt에 대한 미생물분해시험과 물벼

벼룩이 시험기간 동안 10% 이상 치사하면 재시험 실시)을

룩급성독성시험, 표면장력측정 결과를 토대로 실용화 가능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였다.

성이 있는 PFOS 대체물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2.3. 표면장력측정 방법
표면장력은 모든 시험물질의 농도를 500.0 mg/L로 일정

2. 연구방법

하게 맞춘 다음 자동표면장력계로 측정하였다.

2.1. 시험물질

2.3. 미생물분해시험 및 표면장력측정 장비

미생물분해시험과 물벼룩급성독성시험, 표면장력측정은 PFOS
대체물질 4종(C15F9H21S2O8Na2(분자량 610.42), C17F9H25S2O8Na2
(분자량 638.47), C23F18H28S2O8Na2 (분자량 884.54), C25F17H32
S3O 13Na3(분자량 1028.65))과 Sodium salt 형태의 PFOS인
7)

C8F17SO3Na(분자량 522.11)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2.2. 미생물분해시험, 물벼룩급성독성시험 및 표면장력
측정 방법
2.2.1. 미생물분해시험 방법
미생물분해시험은 신규 화학물질 등록 시 요구되는 시험
방법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제4장 제3항 미생물분해시험(이분해성) : MITI
8)

수정시험 I)에 따라 28일 동안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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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미생물분해시험 장비
미생물분해시험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규정된 시험방
법에 따라 미생물분해율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OxiTop
Control (OxiTop Control 100, WTW)을 사용하였다. OxiTop
Control은 밀폐된 시험병 내 압력의 변화를 토대로 생물학
적산소요구량(BOD, Biochemical Oxygen Demand)을 실시간
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시험병, 측정헤드, 무선 컨트롤
러, 교반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생물분해과정에서
발생된 이산화탄소는 NaOH에 의해 흡수된다.
2.3.2. 표면장력측정 장비
표면장력은 자동으로 표면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
된 표면장력측정계(KSV sigma 702, scientific)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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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미생물분해시험, 물벼룩급성독성시험 및 표면장력
측정 수행
2.4.1. 미생물분해시험 수행
미생물분해시험은 5종의 시험물질(C8F17SO3Na, C15F9H21
S2O8Na2, C17F9H25S2O8Na2, C23F18H28S2O8Na2, C25F17H32S3O13
Na3)과 양성대조물질인 아닐린(C6H7N), 미생물을 시험병에
주입하고, 측정헤드로 시험병을 막아 밀폐시킨 다음 28일
동안 BOD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먼저 5종의 시
험물질을 1번~5번 시험병에 각각 순차적으로 0.015 g씩 넣
은 후 탈이온수 150 mL을 주입하였다(미생물 미 접종). 그
리고 6번~20번 시험병에는 5종의 시험물질 각각에 대해 순
차적으로 3개의 반복구를 두었으며 각 시험병에 각각의 시
험물질을 0.015 g(시험물질의 농도 100 mg/L)씩 넣은 후 기
초배양액 1.8 mL, 탈이온수 140.57 mL, 미생물 7.63 mL(미
생물 농도 30 ppm, 미생물 건중량 0.59 mg/mL)을 주입하였
다. 21번 시험병에는 미생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양성
대조물질인 아닐린(C6H7N, 99.6%, Sigma-aldrich) 0.015 g
(100 mg/L)과 기초배양액 1.8 mL, 탈이온수 140.57 mL, 미
생물 7.63 mL를 주입하였다. 22번 시험병에는 기초배양액
1.8 mL와 탈이온수 140.57 mL, 미생물 7.63 mL를 주입하
였다(blank, 시험물질과 양성대조물질 미 투입). 이와 같이
준비된 22개의 시험병은 무선 컨트롤러로 세팅한 다음 교
반시스템 위에 올려놓고, 배양기 내에서 28일 동안 미생물
분해율을 관찰하였다. 배양기 내의 온도는 24.9℃~25.2℃이
었으며 pH는 6.65~6.82이었다.
2.4.2. 물벼룩급성독성시험 수행
물벼룩급성독성시험은 예비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Daphnia
magna가 48시간 동안 유영저해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
는 최저농도와 100% 유영저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
도 범위 내에서 공비 1.5를 적용하여 6개의 본시험 농도를
결정하였다. 다만 예비시험 결과 500.0 mg/L에서 유영저해
가 없는 시험물질은 500.0 mg/L 하나의 농도에 대해서만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 유영저해란 시험용액을 가볍게 저어준
후 15초 이내에 물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유영을 하
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복구는 농도별로 각각 4개씩
두었으며 시험기간 중에 먹이는 공급하지 않았다. 물벼룩은
3번 이상 새끼를 출산한 건강한 어미에서 태어난 24시간 미
만의 어린개체를 사용하였으며 시험용액 20 mL이 담긴 각
각의 150 mL 원통형 유리비커에 5마리씩(시험물질 당 20
마리) 넣었다.

2.4.3. 표면장력측정 수행

2.5. 미생물분해율, 반수영향농도(EC50) 및 표면장력 산출
2.5.1. 미생물분해율 산출
시험물질 또는 양성대조물질의 미생물분해율은 OxiTop
Control에 의해 측정된 BOD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계산식
으로 산출하였다.
미생물분해율(%) =
시험물질(양성대조물질) 시험병의 BOD
시험물질(양성대조물질)의 ThOD

× 100

시험물질(양성대조물질) 시험병의 BOD을 산출하는 계산
식은 다음과 같다.
시험물질(양성대조물질) 시험병의 BOD (mg O2/mg 시험물질) =
시험물질 3개(양성대조물질은 1개) 반복구 시험병의
평균 BOD - (미생물 미 접종 시험병의 BOD + 시험물질
(양성대조물질) 미 투입(blank) 시험병의 BOD)
시험물질(양성대조물질)의 농도

시험물질(양성대조물질)의 ThOD (Theoretical Oxygen Demand)은 화학식이 CcHhFfNnNanaOoPpSs이라고 가정할 때 다
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산출하였다.
시험물질(양성 대조물질)의 ThOD (mg O2/mg 시험물질) =
16(2c ＋ 1/2(h-f-3n) ＋ 3s ＋ 5/2p ＋ 1/2na － o)
시험물질(양성대조물질)의 분자량

2.5.2. 반수영향농도(EC50) 산출
물벼룩급성독성시험에 따른 반수영향농도(EC50, half Effective Concentration)는 시험시작 24시간과 48시간 경과 시
유영저해를 받은 물벼룩 개체수를 토대로 미국 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제공하는 통계프로
그램(probit analysis program)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2.5.3. 표면장력 산출
표면장력은 자동표면장력계의 계기판(LCD 판넬)에 표시
된 측정결과를 토대로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표면장력은 백금 고리를 시험용액 표면에 수평으로 닿게

미생물분해시험, 물벼룩급성독성시험 및 표면장력측정 결

한 다음 가만히 당겨 올려 시험용액 표면에서 떨어지려는 순

과를 종합해 볼 때 4종의 대체물질(C15F9H21S2O8Na2, C17F9

간 백금 고리에 작용하는 표면장력과 균형을 이루는 힘을

H25S2O8Na2, C23F18H28S2O8Na2, C25F17H32S3O13Na3)은 모두

저울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표면장력 측정용 각

Sodium salt 형태의 PFOS(C8F17SO3Na) 보다 우수한 것으로

시험물질의 농도는 모두 500.0 mg/L로 하였으며 각각의 시

확인되었음으로 PFOS 대체물질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험용액에 대해 연속적으로 5회씩 측정하였다.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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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미생물분해율

병의 평균 BOD는 7일차에 6.1 mg/L, 14일차에 14.5mg/L,

미생물분해시험 결과 양성대조물질인 아닐린의 7일차와

21일차에 22.4 mg/L, 28일차에 24.5 mg/L이었다. 시험물질

14일차의 미생물분해율은 각각 58.2% (BOD 152.3 mg/L)와

을 투입하지 않는 군(blank)의 BOD는 7일차에 12.4 mg/L,

75.3% (BOD 203.6 mg/L)이었으며 시험물질의 반복구 간

14일차에 22.5 mg/L, 21일차에 28.4 mg/L, 28일차에 32.5

BOD 변동계수는 최대 0.16, 시험 종료 시점인 28일 후에

mg/L이었다. 대체물질 C15F9H21S2O8Na2를 투입한 시험병의

미생물만 투입한 시험병(blank)의 BOD는 32.5 mg/L로 국

BOD는 7일차에 18.7 mg/L, 14일차에 32.4 mg/L, 21일차에

립환경과학원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가지의 유효성 조

46.5 mg/L, 28일차에 51.3 mg/L이었다. C17F9H25S2O8Na2를
투입한 경우 평균 BOD는 7일차에 15.8 mg/L, 14일차에 26.5

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2).
Sodium salt 형태의 PFOS인 C8F17SO3Na를 투입한 시험

mg/L, 21일차에 34.5 mg/L, 28일차에 39.1 mg/L이었다.
C23F18H28S2O8Na2를 투입한 시험병의 평균 BOD는 7일차에

Table 1. BOD and ThOD of PFOS sodium salt and PFOS's al-

차에 46.8 mg/L이었다. C25F17H32S3O13Na3를 투입한 시험병

ternatives
a)

BOD (mg/L)
Chemical
c)

Test substances+DW
d)

Anilin

C6H7N

b)

7
day

14
day

21
day

28
day

0.0

0.0

0.0

0.0

ThOD
(mg/L)

이와 같이 측정된 BOD를 토대로 산출된 미생물분해율을
살펴보면 sodium salt 형태의 PFOS인 C8F17SO3Na은 다른
문헌자료의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28일 동안 미생물에 의

C8F17SO3Na

24.5
(CV; 0.2452
0.13)

한 분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탄소를 PFOS에

C15F9H21S2O8Na2

18.7 32.4 46.5
(CV; (CV; (CV;
0.11) 0.07) 0.06)

51.3
(CV; 0.9174
0.07)

C17F9H25S2O8Na2

15.8 26.5 34.5
(CV; (CV; (CV;
0.13) 0.08) 0.09)

39.1
(CV; 1.0275
0.10)

로서 분자량을 17% 증가시킨 C15F9H21S2O8Na2의 분해율이

15.4 32.1 40.2
C23F18H28S2O8Na2 (CV; (CV; (CV;
0.10) 0.06) 0.03)

46.8
(CV; 0.9044
0.05)

증가시키고, 불소도 1개 증가시킴으로써 분자량을 69% 증

C25F17H32S3O13Na3

23.7 38.1 46.5
(CV; (CV; (CV;
0.08) 0.04) 0.05)

51.2
(CV; 0.8555
0.06)

Blank

12.4

32.5

22.5

28.4

Biochemical Oxygen Demand
b)
Theoretical Oxygen Demand
c)
Deionized water
d)
Anilin was used as a positive chemical
e)
Perfluorooctanesulfonic acid
f)
Coefficient of Validation

비해 17개 증가시키고, 불소를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분자
량을 97% 증가시킨 C25F17H32S3O13Na3의 분해율이 28일 동
안 21.6%로 대체물질 중에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탄
소를 PFOS에 비해 7개 증가시키고, 불소를 8개 감소시킴으
20.5%로 두 번째로 높았다. 또한 탄소를 PFOS에 비해 15개
가시킨 C23F18H28S2O8Na2의 분해율은 15.8%로 확인되었다.
C17F9H25S2O8Na2의 분해율은 6.4%로 대체물질 중에서 가장
분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PFOS sodium salt 보다는
분해율이 높았다(Table 2).

물벼룩급성독성시험 결과 모든 시험물질의 음성대조군에
서 치사한 물벼룩이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국립
환경과학원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효성 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2. Biodegradation of PFOS sodium salt and PFOS's al-

PFOS sodium salt (C8F17SO3Na)에 대한 물벼룩급성독성
시험은 최저농도를 20.0 mg/L로 설정하고, 공비 1.5를 적용

ternatives

하여 30.0 mg/L. 45.0 mg/L, 67.5 mg/L, 101.3 mg/L 및 152.0

Biodegradation (%)
Chemical
a)

9)

3.2. 물벼룩급성독성

a)

7
day

14
day

21
day

28
day

mg/L 등 6개 농도에 대해 수행하였다. 시험 결과 20.0 mL
의 농도에서는 시험 종료 시점인 48시간까지 모든 물벼룩

Anilin

C6H7N

58.2

75.3

86.2

89.4

PFOSb)
sodium salt

이 정상적으로 생존해 있었다. 30.0 mL와 45.0 mL에서는

C8F17SOSNa

0.0

0.0

0.0

0.0

24시간까지 유영저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48시간에

C15F9H21S2O8Na2

6.9

10.8

19.7

20.5

C17F9H25S2O8Na2

3.3

3.9

5.9

6.4

C23F18H28S2O8Na2

3.3

10.6

13.0

15.8

C25F17H32S3O13Na3

13.2

18.2

21.2

21.6

PFOS's
alternatives

b)

일차에 46.5 mg/L, 28일차에 51.2 mg/L이었다(Table 1).

6.1 14.5 22.4
f)
(CV ; (CV; (CV;
0.16) 0.14) 0.16)

PFOS
sodium salt

a)

의 평균 BOD는 7일차에 23.7 mg/L, 14일차에 38.1 mg/L, 21

152.3 203.6 235.8 247.6 2.4052

e)

PFOS's
alternatives

15.4 mg/L, 14일차에 32.1 mg/L, 21일차에 40.2 mg/L, 28일

Anilin was used as a positive chemical
Perfluorooctanesulfon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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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마리(무기력), 5마리(무기력)가 유영저해 증상을 보
였다. 67.5 mL, 101.3 mL 및 152.0 mL의 경우에는 24시간
에 각각 2마리(무기력), 16마리(치사 9, 무기력 7), 20마리
(치사 18, 무기력 2)가 유영저해 증상을 보였으며 48시간에
는 각각 13마리(치사 5, 무기력 8), 20마리(치사 14, 무기력
6), 20마리(치사)가 유영저해 증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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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aphnia acute toxicity of PFOS sodium salt and PFOS's
alternatives
24 hour (mg/L)
Chemical
PFOSb)
sodium salt

EC50a)

C8F17SO3Na

48 hour (mg/L)

95% confi95% confiEC50
dence limits
dence limits

86.3

78.1~95.1

54.5 47.7~62.1

C15F9H21S2O8Na2

More than 500.0

C17F9H25S2O8Na2
PFOS's
alternatives C23F18H28S2O8Na2

More than 500.0

C25F17H32S3O13Na3

More than 500.0

More than 500.0

a)

Half effective concentration
b)
Perfluorooctanesulfonic acid

PFOS
sodium salt

PFOS's
alternatives

모두 미생물분해시험, 물벼룩급성독성 및 표면장력측정 결
과 PFOS sodium salt인 C8F17SO3Na 보다 상당히 우수한 특
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으로 PFOS 대체물질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3종의 대체
물질(C15F9H21S2O8Na2, C23F18H28S2O8Na2, C25F17H32S3O13Na3)
은 미생물분해율이 15.8~21.6%로 상대적으로 높고, 물벼룩
급성독성과 표면장력측정 결과가 PFOS sodium salt 보다
것으로 판단된다.

PFOS's alternatives
Chemical

창원대와 공동으로 개발한 4종의 대체물질(C15F9H21S2O8Na2,
C17F9H25S2O8Na2, C23F18H 28S2O 8Na2, C25F17H32S3O13Na3)은

매우 우수하여 PFOS 대체물질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Table 4. Surface tension of the PFOS sodium salt and the

a)

4. 결 론

Surface tension (mN/m)
b)

4.1. 미생물분해시험
PFOS sodium salt인 C8F17SO3Na은 28일 동안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대체물질 4종은 6.4~

C8F17SO3Na

46.2 (STD ; 0.10)

C15F9H21S2O8Na2

23.4 (STD; 0.15)

C17F9H25S2O8Na2

27.3 (STD; 0.32)

율이 21.6%로 대체물질 중에 가장 높았다. 탄소를 PFOS 대

C23F18H28S2O8Na2

20.9 (STD; 0.12)

비 7개 늘리고 불소를 8개 감소시킨 C15F9H21S2O8Na2과 탄

C25F17H32S3O13Na3

28.2 (STD; 0.19)

a)

Perfluorooctanesulfonic acid
b)
Standard deviation

21.6% 분해가 이루어졌다. 탄소를 PFOS에 비해 17개 증가
시키고, 불소를 동일하게 유지한 C25F17H32S3O13Na3의 분해

소와 불소를 각각 15개, 1개 증가시킨 C23F18H28S2O8Na2의
분해율도 각각 20.5%, 15.8%로 어느 정도 분해가 이루어지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17F9H25S2O8Na2의 분해율은 6.4%
로 대체물질 중에서 분해율이 가장 낮았다.

벼룩의 유영저해 확인결과를 통계프로그램(probit analysis
program)에 적용해본 결과 PFOS sodium salt의 24시간 EC50
은 86.3 mg/L (95% 신뢰한계 78.1~95.1 mg/L)이었으며 48
시간 EC50은 54.5 mg/L (95% 신뢰한계 47.7~62.1 mg/L)로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참고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험결과와
거의 일치하였다(24시간 EC50 94.3 mg/L, 48시간 EC50 50.9
10)

mg/L ). 반면 4종의 대체물질(C15F9H21S2O8Na2, C17F9H25S2
O8Na2, C23F18H28S2O8Na2, C25F17H32S3O13Na3)은 500.0 mg/L
농도에서 예비시험과 본시험 모두 유영저해 증상이 전혀 나
타나지 않아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3.3. 표면장력
표면장력측정 결과 4종의 대체물질은 모두 PFOS sodium
salt (46.2 mN/m) 및 탈이온수(68.9 mN/m) 보다 상당히 우수
한 표면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23F18H28S2O8Na2

4.2. 물벼룩급성독성
PFOS sodium salt인 C8F17SO3Na의 48시간 EC50은 54.5
mg/L(95% 신뢰한계 47.7~62.1 mg/L)로 물벼룩에 대한 독
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4종의 대체물질은 모두
500.0 mg/L 농도에서도 유영저해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3. 표면장력
PFOS sodium salt인 C8F17SO3Na의 표면장력은 500.0 mg/L
의 농도에서 46.2 mN/m로 확인되었다. 대체물질 중 C23F18
H28S2O8Na2의 표면장력은 20.9 mN/m로 PFOS sodium salt
에 비해 55%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종의 대
체물질(C15F9H21S2O8Na2 23.4 mN/m, C17F9H25S2O8Na2 27.3
mN/m, C25F17H32S3O13Na3 28.2 mN/m)도 모두 PFOS sodium
salt 보다 우수한 표면장력을 갖고 있었다.

의 표면장력은 20.9 mN/m로 PFOS sodium salt에 비해 55%
더 우수하고, 대체물질 중에 가장 좋은 표면장력을 갖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15F9H21S2O8Na2 (23.4 mN/m), C17F9
H25S2O8Na2 (27.3 mN/m) 및 C25F17H32S3O13Na3 (28.2 mN/m)
은 PFOS sodium salt 보다 각각 49%, 41%, 39% 더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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