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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기준은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퍼플루오르옥탄설포네이트(PFOS) 및 퍼플루오르옥타노
에이트(PFOA)의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이 기준의 일부는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
는 출원 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의 책임을 지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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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퍼플루오르옥탄설포네이트(PFOS) 및
퍼플루오르옥타노에이트(PFOA) 함량 측정 방법
Test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PFOS and PFOA in Articles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섬유 제품 또는 연질‧판상 고형 제품을 제조하고 가공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퍼플루오르옥탄설포네이트(PFOS, perfluorooctanesulfonate)와 퍼플
루오르옥타노에이트(PFOA, perfluorooctanoate)의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

연질‧판상의 고형 제품의 예로는 시트지, 종이, 인조피혁 등이 있다.

2 인용 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시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시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
(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M 0001, 화학 분석 및 시험 방법에 대한 통칙
KS M 0025, 질량 분석 방법 통칙
KS M 0033,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분석 방법 통칙
KS M 0124, 분석 화학 용어(분석 기기 부문)
KS M 0127, 분석 화학 용어(크로마토그래피 부문)

3 원리
규정된 조건에 따라 속슬레 장치에서 시험편을 용출하고,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에 주입하여 컬럼을 통하여 분리한 후, 질량
분석기(mass spectrometer)를 통하여 정량한다. 분석 대상 물질은 표 1과 같다.
표 1

분석 대상 물질 목록

분석 대상 물질
Perfluoro-n-octanesulfonic acid

화학식a

약어

CAS 등록번호

(1,1,2,2,3,3,4,4,5,5,6,6,7,7,8,8,8-heptadecafluoro-n
-octanesulfonice acid)
Perfluoro-n-octanoic acid

CF3(CF2)7SO3H

PFOS

1763-23-1

CF3(CF2)6COOH

PFOA

335-67-1

(pentadecafluoro-n-octanoic acid)
a

분석대상물질은 음이온이다.

EM201 - 1

EM201:2010

4 시약
시약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한 공인된 분석용 등급의 시약을 사용한다.
4.1 아세토니트릴, HPLC급
4.2 아세트산암모늄
4.3 메탄올
4.4 정제수, HPLC급
4.5 퍼플루오르옥탄설포네이트(perfluorooctanesulfonate, PFOS)
4.6 퍼플루오르옥타노에이트(perfluorooctanoate, PFOA)
4.7 퍼플루오르옥탄설포네이트 표준용액(100 μg/mL)
퍼플루오르옥탄설포네이트 표준물질 10 mg을 0.000 1 g까지 정확히 질량을 재어 100 mL
부피플라스크에 옮긴 후 메탄올로 녹이고, 표시선까지 메탄올로 채운다.
4.8 퍼플루오르옥타노에이트 표준용액(100 μg/mL)
퍼플루오르옥타노에이트 표준물질 10 mg을 0.000 1 g까지 정확히 질량을 재어 100 mL 부
피플라스크에 옮긴 후 메탄올로 녹이고, 표시선까지 메탄올로 채운다.

5 장치 및 기구
5.1 10 mL 부피 플라스크
5.2 250 mL 둥근바닥 플라스크
5.3 저울
0.000 1 g까지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
5.4 속슬레 추출기
5.5 감압 회전 증발기
5.6 속슬레 추출용 환류 냉각관
5.7 팀블(Thimble) 필터
셀룰로오스 재질의 28 mm × 100 mm 크기의 것
5.8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시스템
검출기로서 질량분석기가 장착된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시스템
5.10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용 컬럼
퍼플루오르옥탄설포네이트와 퍼플루오르옥타노에이트의 분리 및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입증
된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용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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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질량분석기
사중극자형 또는 동등 성능 이상의 질량필터를 가지는 질량분석기로서 컬럼으로부터 분리된
화합물을 전자분무이온화법(ESI, electrospray ionization)으로 이온화시켜 질량 스펙트럼 및
크로마토그램을 얻을 수 있는 것
비고

시험편의 준비, 전처리, 추출과정에서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PTFE, polytetrafluoroethylene)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플루오르계 고분자를 원료로 제조한 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한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시스템 내부에도 불소계 고분자를 원료로 제조된 부품(예를 들
어, tubing, solvent inlet filter, degassing equipment 등)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스테인리스강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부품으로 대체하거나, 시험에 필요하지 않은 구성품은 제거한다.

6 제품 시료의 채취 및 시험편 제작
6.1 제품 시료의 채취 방법
롤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1 m 또는 최소한 맨 바깥층을 제거한 후 적절한 면적으로
절취하여 기밀 폴리에틸렌백에 담아 봉하며, 롤 형태 이외의 제품은 원래의 포장 상태로 채
취 및 운송한다. 시료에는 제조연월 및 배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6.2 시험편 제작
시료를 평편하게 펼친 후 중앙부에서부터 적절한 면적을 선정하여 약 2 g을 0.001 g까지
질량을 정확히 단다.
비고

표면 가공처리에 따른 표면적당 퍼플루오르옥탄설포네이트 및 퍼플루오르옥타노에이트 함량을
규정하고자 할 때는 시료를 평편하게 펼친 후 중앙부에서부터 10 cm × 10 cm를 취한다.

7. 시험 절차
7.1 속슬레 추출
시험편을 잘게 잘라 팀블에 넣고, 팀블을 속슬레 추출용 환류냉각관에 넣는다. 환류냉각관
과 메탄올 150 mL를 가한 250 mL 둥근바닥 플라스크를 연결한 후 속슬레 추출기에 장착
하여 6시간동안 추출한다.
7.2 시험 용액의 조제
실온에서 방랭한 추출액을 감압 회전 증발기에서 농축하여 5 mL 정도 남긴 후 10 mL 부피
플라스크에 넣은 후 메탄올을 가하여 표시선까지 채우고 이를 시험 용액으로 한다.
7.3 검정곡선 용액의 조제
퍼플루오르옥탄설포네이트 표준 용액(4.7)과 퍼플루오르옥타노에이트 표준 용액(4.8)에서 각
각 일정량을 분취하여 메탄올로 희석하여 조제한다. 작업표준용액의 농도는 100 ng/L 이하
의 농도범위에서 최소 4점 이상의 작업표준용액을 조제한다.
비고

내부표준물법에 따른 검정곡선을 작성할 때는 내부표준물로 1,2,3,4-13C4-PFOA, 1,2,3,4또는 13C4-PFNA (perfluoro-n-nonanoic acid)를 사용할 수 있다.

13

C4-PFOS,

7.4 측정
다음 조건에 따라 시험 용액을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시스템에 주입하여 분석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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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별도로 각각의 검정곡선 용액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시스
템에 주입하여 분석한다. 정량이온을 이용하여 피크 면적에서 검정곡선을 작성하여 시험 용
액에서 얻은 피크 면적과 비교하여 정량한다.
표 2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및 질량분석기 조건
조건 항목
컬럼
컬럼온도
이동상 A
이동상 B
시간에 따른
이동상 구성 비율
용매 유속
주입량
이온화 방식
선택이온 (m/z)

비고

조건
C18 정지상으로 충진된 역상컬럼으로 PFOS 혼합물으로부터 가지형이나 다른 이
성질체를 분리할 수 있는 것
®
®
(예: Betasil C18, ACE 3 C18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나타내는 컬럼)
40 °C
10 mM 암모늄아세테이트
아세토니트릴
시간 (분)
이동상 A (%)
이동상 B (%)

0
70
30

10
0
100

11
0
100

20
70
30

0.3 mL/min
5~10 μL
ESI negative ion
PFOS: 499, PFOA: 413

분석기기 모델별, 제조사별 차이로 인하여 제시된 분석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당 사항을
시험 결과 보고서에 자세히 기록한다.

7.5 계산
검정 곡선의 기울기(7.4)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각 시료 속에 함유된 PFOS 및 PFOA의 함
량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7.5.1 시료의 질량당 함량(μg/g)

 ×
 ㎍g   × 

여기서, CPFOX: PFOS 또는 PFOA의 함량 (μg/g)
C: 검량선으로부터 계산된 농도 (μg/mL)
V: 추출액의 최종부피 (mL)
W: 시료의 질량 (g)
DF: 희석배수
7.5.2 시료의 표면적당 함량(μg/m2)

 ×  ×
 ㎍m    × 

2
여기서, CPFOX: PFOS 또는 PFOA의 함량 (μg/m )
C: 검량선으로부터 계산된 농도 (μg/mL)
V: 추출액의 최종부피 (mL)
2
S: 시료의 표면적 (cm )
DF: 희석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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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험 결과의 표시
제품의 퍼플루오르옥탄설포네이트 및 퍼플루오르옥타노에이트 함량은 질량당 함량으로 10
2
ng/g, 표면적당 함량으로 1.0 μg/m 까지 나타낸다. 이 이하의 값은 ‘검출 안 됨(not
detected)’으로 표시한다.

9 정밀도
분석대상성분을 포함한 표준물질을 공시료 매질에 첨가하여 시료와 동일한 시험절차를 수행
한 결과 얻은 시험 결과치의 회수율은 80 %부터 120 %까지의 범위 값을 나타내어야 한다.

10

일반 사항

정량할 때는 공시험을 함께 실시하여 정량결과를 보정한다. 검정곡선 작성용 표준용액은 규
정된 내용 이외에 농도가 알려진 시판품도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여도 좋다.

11

시험 결과의 보고

시험 결과를 보고할 때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 이 기준에 대한 언급
b) 시험 및 분석 조건
c) 시험으로부터 얻은 결과
d)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조작이나 부가적으로 수행된 조작
e)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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