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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의 정책 및 관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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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09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스톡홀름 협약 제4차 당사국 총회에서 과불화합물(PFOS) 및 일부 브

롬계난연제(BFR) 등 9가지 물질이 관리대상물질로 신규로 추가됨으로써 기존 관리대상인 다이옥신, 폴리클로리네이

티드비페닐(PCBs) 등 12가지 물질에서 총 21가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스톡홀름 협약의 규제를 받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다이옥신 배출저감, PCBs 안전관리, POPs 측정망 운영 및 실태조사, 신규 POPs 

후속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POPs-free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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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일명 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란, 자연환경 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되는 

유기화합물질을 일컫는다. 이 화합물질은 지방에 

용해되고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아 동물과 사람의 

지방조직에 축적되는데, 특히 먹이 사슬의 가장 

상위 단계인 동물과 사람에게서 높은 농도로 발견

되고 있다. 

  이 물질은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등

을 초래하는 유해물질로 대부분 산업생산 공정과 

폐기물 저온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며 주요 물질로

는 DDT, Aldrin 등 농약류와 PCBs (Polychlori-

nated biphenyls), 헥사클로로벤젠 등 산업용 화학

물질과, 잘 알려진 다이옥신류(Polychlorinated 

dibenzo dioxin/furan) 등이 있다. 전세계적으로 

POPs의 생산과 사용에 관한 금지․제한을 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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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이를 반영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이하 잔류법)｣이 ’07년 1월 제정되어 시행(’08년 

1월)되었고, 2009년 4월 국가이행계획서(NIP)를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국내의 POPs 관리는 1969년에 ｢농약관리법｣이 

개정되어 “유독성 농약의 영업 및 사용 시 허가”

를 받도록 함으로써 농산물 피해방지를 최우선으

로 하던 농약관리방침이 클로르데인, DDT 등 독

성 및 생물 농축성이 강한 농약의 무분별한 사용

을 방지하는 등의 인간의 건강을 염려하는 방향으

로 전환되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1990년에는 ｢유

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이들 물질이 농약 이

외의 용도로 제조․수출입․사용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규제조치가 마련되었다. 

  기존 12가지 스톡홀름협약 POPs물질 중 국내에

서 주요 관리가 되고 있는 물질은 다이옥신과 

PCBs이다. PCBs는 화학적인 안정성, 절연성 등의 

특성으로 변압기, 콘덴서 등의 절연유에 광범위하

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세계 각지에서 어류나 조

류에서 PCBs가 검출되는 등 환경오염사례가 밝혀

지면서 1979년에 ｢전기사업법｣에 PCBs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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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역할 관계법령

환경부

(환경과학원)

ㆍ환경측정망 구성 및 운영

ㆍPOPs 함유 폐기물의 처리와 관리

ㆍ비의도적 POPs 배출목록작성 및 관리

ㆍ스톡홀름협약 관련 정책 총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국토해양부

(수산과학원)

ㆍ해양환경측정망 구성 운영

ㆍ해양오염저감대책 수립, 배출원 조사
해양환경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

(수의과학검역원)

ㆍ축산물 중 잔류허용기준 설정

ㆍ축산물 중 잔류분석 및 체내동태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ㆍ농약 등록 관리, 농약독성 평가

ㆍ농식품 중 안전관리기준 설정

ㆍ작물군별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농약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ㆍ식품․의약품 안전관리

ㆍ인체모니터링 및 역학조사

ㆍ민감군 및 위해발생 노출량의 규명

식품위생법

약사법

※ 수산과학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기관이지만 해양환경업무는 국토해양부 소관이므로 국토해양부와 같이 수행함.

Table 1. POPs 관련 관계부처 역할 및 관련법률

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1991년에는 ｢폐기

물관리법｣에 PCBs 함유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적정처리방법으로 잔류법에 고온소각방

법과 화학처리방법을 규정하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관리대상인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1990년대에 폐기물소각시설의 배기가스에서 검출

된 다이옥신이 환경문제로 대두되어, 1997년에 

｢폐기물관리법｣에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허용기

준을 설정하여 관리를 강화하였다(현재는 잔류법

에 규정). 소각시설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면서 다

이옥신 배출기여도에서 소각시설의 비중은 줄어

들고, 상대적으로 산업시설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또한 2001년부터 산업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실측

사업을 실시하여 ’01∼’07년까지의 “다이옥신 국

가배출량”을 2010년 상반기에 발표하였고, 금년

말 ’09년까지의 배출량 또한 산정하여 발표할 예

정이다. 아울러, 환경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오염

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대기, 수질, 

토양, 하천퇴적물 등에서 잔류수준을 조사하였고, 

POPs법 및 ‘잔류성유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환

경부 고시 제2009-98호)(2009.7)고시’에 측정지점 

및 시기 등을 규정하여 POPs 측정망을 설치․운

영하고 있다.

  국내의 POPs 관리는 기본적으로 환경부, 국토

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3부 2청이 관여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

는 소속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수산과학

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

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두어 정책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각 부처별 업무영역

은 Table 1과 같다. 한편, 2009년 5월 스위스 제네

바에서 열린 스톡홀름 협약 제 4차 당사국 총회에

서 과불화합물(PFOS) 및 일부 브롬계난연제

(BFR) 등 9가지 물질이 관리대상물질로 새롭게 

등재되기로 결정되었고, 당사국들의 의견수렴기

간을 거쳐 2010년 8월 26일 부속서 개정작업을 거

쳐, 즉 공식발효가 되었다(Table 2). 이로써 기존 

관리대상인 다이옥신, PCBs 등 12가지 물질에서 

추가로 9개가 새롭게 등재되어 총 21가지 물질이 

스톡홀름 협약의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추가물질등재에 대비하여 

브롬계 난연제 등 9가지 신규 규제대상물질에 대

하여 위해성 평가 및 실태조사 등을 진행중이며, 

향후 추가 등재된 물질들에 대한 국내 사용실태 

조사, 위해성관련 배출목록(Inventory) 작성 및 규

제내용을 반영한 법령개정 등 후속대책을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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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구분 용도 허용여부 국내사용현황

Chlordecone Annex A 농약 금지 없 음

Lindane Annex A
이, 진드기 제거를 

위한 사용

특정면제 

(최장 10년간)

이 제거제 등 전문의약품으로 

사용 중

(식약청 전문의약품 대상)

Alpha HCH Annex A 농약 금지 없 음

Beta HCH Annex A 농약 금지 없 음

Tetrabromodiphenyl ether & 

pentabromodiphenyl ether
Annex A

산업용 물질

(방염제 등)

기존함유제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용 한시허용

(2030년에 특정면제 종료) RoHS 및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사용금지 

(06.7월 이전까지는 국내사용)

Hexabromodiphenyl ether & 

Heptabromodiphenyl ether
Annex A

산업용 물질

(방염제 등)

기존함유제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용 한시허용

(2030년에 특정면제 종료)

Hexabromobiphenyl Annex A 산업용 물질 금지

Pentachlorobenzene

Annex A 농약 금지

없 음
Annex C

비의도적 생성물, 

연소부산물
저감

PFOS, its salts &PFOSF
※

Annex B
세정제, 방염제, 

광마스크 등

항구적 면제

(용도별 정의됨)

특정 면제

(최장 10년간)

반도체, 필름 LCD 등의 

중간산물로 사용,

소화용 방염제 사용 등

※ Annex A: 근절, Annex B: 제한, Annex C: 비의도적 물질

※ PFOS는 2015년부터 매 4년 단위로 평가하여 대체기술이 인정되는 용도는 항구적 면제에서 제외

   - 항구적 면제 용도 : 광이미지, 비행기 코팅, 금속세정, 의약용 기기, 반도체 코팅, 방염제 등

   - 특정면제용도 : 광마스크(반도체, LCD), 칼라인쇄 전기제품, 섬유, 종이, 카펫, 가죽 첨가제 등

Table 2. 신규 POPs 목록 및 규제 내용

계획이다.

2. PCBs 관리 및 친환경 처리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1979년

부터 전기기기에 PCBs의 사용이 금지(전기사업

법)되었으나, 오염된 절연유 재활용 및 장비로부

터의 용출 등으로 오염이 잔존되어, 2010년 현재 

전국 약 210만대의 변압기 중 약 25%인 56만대가 

2 ppm 이상으로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용 중인 주상

변압기는 아직 절연유를 분석하지 못하였기 때문

인데, 한국전력공사의 오염경로(Figure 1)를 추적

하면 과거에 올라간 기기일수록 PCBs 농도가 다

소 높게 검출되는 경우와 일치한다. 

  과거 국내 PCBs관리의 가장 주요 문제점은 처

리시설 부족과 이로 인한 처리지연, 적절한 보관

PCBs 사용 변압기 

PCBs 오염 변압기 

폐절연유 교체

재활용

절연유

생  산

PCBs로 오염된 

절연유 

생산․공급

일반적인 변압기 

변압기 폐기
폐절연유 

분리

Figure 1. 변압기 PCBs 오염경로.

장소 부재로 인한 폐변압기의 관리소홀이 손꼽혔

다. 하지만, 2008년 시행된 잔류법에 의해 화학 및 

세정처리방법이 고온소각과 함께 국내 처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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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본격도입이 되면서 처리에 활성화를 띄고 있

다. 한편, PCBs 오염절연유 고온소각의 경우는 다

이옥신 발생의 가능성 때문에 NGO와 주민 등이 

고온소각 자체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국내 전문가

들은 국내 고온소각시설 수준 등을 미루어 볼 때 

안전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PCBs 

함유폐기물의 조기 근절을 위해서는 고온소각처

리방법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

한 고온소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PCBs 고

온소각처리의 적정성․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NGO, 산업계, 관계전문가, 환경부로 구성된 “PCBs 

정책협의회”에서 고온소각 실증방안을 마련하여, 

2007년부터 3년간에 걸친 고온소각 실증사업을 

거쳐 국내법의 기준을 만족함과 동시에 선진국에

서 도입한 PCBs 분해율 등의 기준을 만족한 4개 

업체에 대해서만 2010년 1월부터 가동개시가 가

능하도록 승인하였다. 물론, 가동개시 이후에도 고

온소각시설이 가동될 경우 안전처리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2010년 8월 

기준으로 7개의 화학․세정처리와 4개의 고온 소

각시설이 가동되어 PCBs 액상폐기물(절연유) 및 

고상폐기물(변압기 케이스 등)을 처리함에 따라, 

국내 변압기의 90% 이상을 보유한 한국전력공사

에서는 폐변압기 처리를 가속화하고 있는데, 2010

년 말까지 현재 보관중인 처리대상 변압기 모두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PCBs 함유 폐기물의 처리문제와 함께 국내 정

책 중 핵심 요소는 적정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있

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정․보관시설에 보

관․운영하도록 ’08년부터 지자체를 통하여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에는 절연유 누출 우려가 있는 것은 용기에 

담아 옥내 보관시설(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

닥 포장, 방류턱을 갖추고 비가 스며들지 않을 것) 

보관, 절연유 누출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포

장과 방류턱을 갖춘 옥외보관시설에 보관하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08년  PCBs 함유폐기물 보관 

및 재활용 시설(총 4,737개소) 대상으로 지도점검

(1,986건 점검)을 실시하였고, ’09년에는 함유폐기

물 보관, 재활용시설, 처리시설 및 관리대상기기 

신고업소(총 59,186개소) 대상 특별점검(6,182건 

점검)을 실시하였다. 올해도 현재 지자체와 지방

환경청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중이다. 

  한편, 환경부는 PCBs 함유기기 관리를 위해 잔

류법에 변압기, 콘덴서, 계기용 변압변류기 등 관

리대상기기1)를 정하고 해당 기기 소유자는 제조

사, 제조연월일, 절연유 교체여부, PCBs 농도분석

(변압기), 용량, 총중량 등에 관한 사항을 2009. 1. 

28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현

재는 이를 완료한 상태다. 또한, PCBs 함유 농도 

50 mg/L 이상인 기기는 오염기기로 분류하여 안

전관리상 주의사항을 표시토록 하고 절연유 교체

시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

하였다. 관리대상 기기 중 PCBs 함유량이 2 mg/L 

이상인 기기는 잔류법에서 정하는 처리기준에 적

정하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2 mg/L 이하의 기기에 

대해서는 폐절연유의 경우 정제 연료유로 재활용

하고, 그 외 금속류 등에 대하여는 전기변환장치 

외의 용도로 재활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3. 다이옥신 배출 저감

  국내 POPs관리 중 정책적 관리가 가장 잘 반영

된 부분이 다이옥신 배출 저감분야이다. 환경부에

서는 2010년 1월에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국내 

다이옥신 배출원을 크게 두 종류(소각시설, 비소

각시설)로 분류하고, 배출원별 배출량을 산정하여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다이옥신 국가배출량

(목록)”을 작성․발표하였다. “다이옥신 국가배출

량(목록)”이란 확인된 배출원을 분류하고, 분류된 

배출원으로부터 대기․수질 등 매체를 통해 환경

으로 배출되는 총량을 목록화한 것으로서, 실측치

를 바탕으로 계산에 의해 최종 산출된다. 

  잔류법이 시행(’08.1.28)되기 이전에 다이옥신 

등을 저감하기 위하여 2005년 7월에 환경부와 다

1)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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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분류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소

각

시

설

생활 155.1 37.5  39.5  22.1  

사업 일반 649.3 138.2 111.2 63.2 

사업 지정 73.4 11.8 11.9 2.7 

감염성 2.4 5.7 10.9  4.6 

소계
880.2

(87.7%) 

193.2

(62.1%) 

173.5

(64.5%) 

92.6

(49.3%) 

비

소

각

시

설

철강 90.3 81.7 60.5 49.5 

비철 15.6 16.8 18.1 25.3 

비금속 6.8 7.4 2.4 8.4 

화학 1.1 1.2 1.2 0.5 

에너지 8.5 8.4 10.4 9.2 

화장장 1.5 2.5 2.8 2.5 

소계
123.8

(12.3%)

118.0

(37.9%)

95.4

(35.5%)

95.4

(50.7%)

총계 1004.0 311.2 268.9 188.0 

Table 3. 2001년∼2007년 다이옥신 국가배출량(목록)

(단위 : g I-TEQ/yr)

량 배출기업 간 2008년까지 2001년 배출량의 30%, 

2010년에는 2001년 대비 50%를 감축하고자 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을 확인하고자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환경부는 다이옥신 국가배출량 작성을 위해 2001

년부터 국내 실정에 맞는 다이옥신 배출원 분류체

계와 배출량 산정기법을 개발하고, 그간 국내에 

자료가 없었던 비소각시설(철강, 비철금속 등) 

290여 개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실측사

업과 1,800여 개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실측

자료에 대한 분석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05년 10

월에 ’01년 다이옥신 국가배출량(목록)을 최초 작

성․발표하고, 이후 2년마다 발표 예정이었으나, 

잔류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분류체계 및 산정지침

을 수정하여 ’01∼’07년 결과를 수정 발표하였다. 

국내 다이옥신 배출원은 소각시설과 비소각시설

로 분류할 수 있으며, 비소각시설은 다시 철강, 비

철금속, 비금속광물제품제조, 화학제품제조, 에너

지산업연소, 화장장으로 나뉜다. 

  “다이옥신 국가배출량(목록)”에 따르면, 2007년 

대기 중으로 배출된 다이옥신 양은 188 g I-TEQ/yr

Figure 2.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량 변화.

Figure 3. 비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량 변화.

으로, 2001년에 발표된 1,004 g I-TEQ/yr에 비해 

81% 감소되었다(Table 3). 한편 폐기물 소각시설

은 92.6 g I-TEQ/yr의 다이옥신을 배출하여 2007

년 전체 배출량의 49%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2001

년 배출량(880 g I-TEQ/yr)의 10.5% 수준에 불과

하다. 소각시설에서의 다이옥신 배출량이 급감한 

것은, 2003년부터 다이옥신 규제가 모든 중․대형 

소각시설뿐만 아니라 0.2톤 미만 소각시설까지 확

대되고, 배출허용기준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0.1 

～10 ng) 강화된 효과로 판단된다(Figure 2). 비소

각시설 부분은 95.4 g I-TEQ/yr2)로 전체 배출량의 

51.0%를 차지했으며, 이중 철강부문은 49.5 g 

I-TEQ/yr
*

로 전체 배출량의 약 26%에 해당되어 

비소각부문의 주요 배출원으로 나타났으며, ’01년 

대비 77.1%로 매년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다(Figure 3).

  향후에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화장

장 등 배출량 저감이 시급한 시설에 대하여 배출

2) I-TEQ : I-TEF*(국제독성등가환산계수)를 적용하여 나타낸 

다이옥신 농도 I-TEQ = ∑(각 이성체의 I-TEF* × 각 이성

체의 실측농도), I-TEF : International-Toxic Equivalent 

Factor, 다이옥신 이성체 중 가장 독성이 강한 2,3,7,8-TCDD 

(Tetra Chloro Dibenzo Dioxin)의 독성을 1로 하여 17가지

의 다이옥신에 대하여 값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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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PCBs

검출율 95 96 64 64 68 68 40

농도

(ng/g dry wt.)

1.00～5.30 0.03～53.23 0.03～12.23 0.07～21.89 0.29～9.60 011～26.05 nd～17.02

(1.48) (4.50) (1.31) (3.51) (2.20) (2.50) (1.71)

※ (  ) 내 수치는 평균값임 

※ 출처 : 국토해양부, 해양환경 POPs오염실태 모니터링 보고서(2008)

Table 5. 전국연안 이매패류 내 PCBs 농도분포

성분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PCBs

검출율(%) 70 100 100 100 100 100 100

농도

(ng/g dry wt.)

nd～13.87 0.70～71.90 0.24～39.41 0.16～43.29 0.94～53.55 0.33～29.04 0.59-51.69

(2.15) (10.47) (6.4) (7.77) (7.49) (6.92) (9.10)

※ (  ) 내 수치는 평균값임 

※ 출처 : 국토해양부, 해양환경 POPs오염실태 모니터링 보고서(2008)

Table 4. 전국연안 퇴적물 내 PCBs 농도분포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아울러, 국내 다이옥신 배출저감을 위해 배출원별 

배출실태 파악과 기여율 평가 등이 지속적으로 필

요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2년을 주기로 국가배출

량을 작성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잔류법에서 소각시설 및 비소각시설의 다

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및 측정주기를 규정하고 있

으며, 일정 용량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3년마다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기

존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기술적용 여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강화하였으며, 신규시

설은 기존시설에 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

였다. 아울러, 잔류법에서는 배출시설에서 발생되

는 폐기물 중 분진, 폐흡착제, 오니, 폐산, 폐알칼

리 등을 다이옥신 함유폐기물(잔류성유기오염물

질 배출시설에서 발생하거나 포집된 것만 해당함)

로 분류하고 함유량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4. 환경 중 POPs 관리

4.1. PCBs

  국내에서 환경매체 중 PCBs에 관한 환경매체의 

모니터링은 환경부에서 추진한 “내분비계장애물

질 조사․연구사업”(1999년 1차년도~ 2005년 7차

년도)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수질, 퇴적물, 토

양 중 PCBs의 양은 매우 미량으로, 국내에서 설정

한 PCBs 환경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4). 또한, 2001년부터 전국 연안의 퇴

적물 중 PCBs를 조사한 결과, 퇴적물보다는 생물

체에서 검출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생물체의 경우 

최근 2006년과 2007년 조사에서 100%의 검출율

이 나타났다(Table 5). 

  생태영향에 대한 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성생식세포를 보유하고 있는 어류와 양서류의 

PCBs의 체내 축적수준을 조사하였다. PCBs는 사

업기간 동안에 간헐적으로 검출되었으며, 함량도 

낮아서 생태영향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식품 중 PCBs 잔류량 조사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2002년도부터 “식품 중 PCBs 모니터

링 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유통되고 있는 다소비 

식품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최근 4년간 모니터링 

결과는 평균 0.12∼3.15 ng/g(ppb) 수준으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외국의 기준 100∼3,000 ng/g (ppb)

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한국

인의 식품섭취량 및 체중을 고려하여 일본에서 설

정한 일일섭취한계량(TDI; Tolerable Daily Intake) 

5 µg/kg body weight/day 대비 0.3% 수준으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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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식품 중 PCBs 잔류량 조사현황.

Figure 5. 대기 중 평균 다이옥신 농도변화.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제9차 내분비계장애물질 조사연구 결과

보고서(2007)

강상 위해를 주지 않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

되었다(Figure 4). 

4.2. 다이옥신

  1999년 이후 대기환경 중 다이옥신 검출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Figure 

5). 그러나 하천이나 방류수, 토양, 퇴적물 등은 연

차별로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동일한 매체

라 할지라도 측정지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Table 6).

  대한민국의 주요 하천인 한강, 낙동강, 금강의 

표층 및 심층 퇴적물에 존재하는 다이옥신을 조사

한 결과, 전반적으로 잔류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

났으며, 농도수준이 낮아 심층퇴적물에서 연도변

화에 따른 경향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Figure 6).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과학원(2009년 기

준)에서는 1999년부터 인체시료에서의 다이옥신, 

PCBs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를 실시

Table 6. 환경 매체 중 다이옥신 농도변화(I-TEQ 기준)

년 도
물

(pg-TEQ/L)

토양

(pg-TEQ/g)

대기

(pg-TEQ/SM
3
)

퇴적물

(pg-TEQ/g)

1999 0.000～0.502 0.000～22.439 0.000～4.448 0.000～0.984

2000 0.001～1.061 0.000～40.478 0.012～1.496 0.000～0.244

2001 0.000～0.946 0.000～43.333 0.013～1.664 0.000～0.537

2002 0.000～1.373 0.000～0.069 0.019～0.875 0.000～0.012

2003 0.000～0.377 0.000～0.919 0.012～1.946 0.000～0.453

2004 0.000～0.120 0.000～0.280 0.005～0.629 0.000～0.076

2005 0.042～42.977 0.005～80.934 0.004～0.539 0.000～53.624

2006 0.008～24.051 0.006～69.203 0.002～0.247 0.003～32.434

2007 0.008～38.790 0.006～4.305 0.009～0.137 0.003～36.460

2008 0.000～1.018 0.039～10.814 0.000～0.617 0.006～12.627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내분비계장애물질 조사연구 결과보고서(1999 

∼2007)

   환경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 실태조사(2008)

Figure 6. 낙동강 심층퇴적물의 연도별 다이옥신 농도변화.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하천퇴적물 중 POPs 축적도 모니터링(낙

동강 수계) (2007)

하고 있다. 일반인 산모들을 대상으로 모유에서 

다이옥신류 및 PCBs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모

유 중 다이옥신류 및 PCBs의 잔류농도는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Figure 7). 또한 유아기 모유 섭취

에 대한 위해도(3.77 × 10
-5

, WHO1998-TEF) 역시 

EPA의 환경 중 background level에서의 위해도 

상한값(1.0 × 10
-3

)과 비교할 때 훨씬 낮은 수준으

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부터는 국립독성과학원

의 인체노출평가과에서 모유 및 혈액 중의 POPs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는 향후 계속해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 중 POPs 

물질에 대해 잔류 수준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인체 모니터링 등에 대해서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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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모유 중 다이옥신류 모니터링 결과의 연도별 비

교(서울지역 산모).

※ 출처 : 국립독성과학원(2007), ｢내분비계장애물질 연구보고서｣

4.3 HCB (Hexachlorobenzene)

  헥사클로로벤젠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물질

이지만 다른 물질(모든 염소화벤젠, PCP, PCNB, 

PCE, vinyl chloride 등) 제조과정 중 부산물로 생

성되고, 배출시설 운영 중 부산물로서 발생된 것

으로 추정된다. 환경부의 조사결과, HCB는 토양

과 대기, 퇴적물에서 각각 ND～20.37 µg/kg, N

D～3.79 ng/Sm
3
, ND～3.81 µg/kg 수준으로 일부 

검출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농도가 측정이 불가

능할 정도로 낮았다.

5. 신규 POPs관리

  2009년에 POPs로 추가된 9종의 경우 현재까지 

환경 중 모니터링 자료 뿐 아니라, 국내 사용정보, 

폐기물 정보 등에 대한 자료가 많이 부족한 상태

이다. 우리나라에서 신규 POPs 중 주로 PBDEs 

(Polybrominated diphenyls ethers), PFOS (Per-

fluoro octane sulfonate) 및 HCHs (hexachloro 

cyclo hexane)에 대한 환경매체 및 생태영향조사

를 실시하였고, Pentachlorbenzene, Chlordecone, 

PBBs (Polybrominated biphenyls)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5.1. PBDEs

  국내 환경매체 중 PBDEs에 대한 모니터링 조

사사업은 환경부를 비롯하여 국토해양부, 농림식

품수산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안전청 등 관련부

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내분비계장애물질 조사

연구 5개년(2007∼2011)계획｣에 따라 수행 중에 

있다. 환경부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환경 중 잔류실태조사에서 2008

년과 2009년에 안산, 울산 및 광양 지역에 대하여 

물, 토양, 퇴적물 및 어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

고, 4대강 하천 퇴적물에 대한 조사도 2009년에 

수행되었다. 한편, 2010년부터는 PBDEs를 비롯한 

신규 POPs물질의 시공간적 분포연구 사업을 통해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인체모니터링 사업으

로 모유와 혈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 제주, 울산, 춘천 및 

안산지역에서 모유 중 PBDEs 농도를 측정하였고 

서울지역에서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점차 농

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혈액에 대해서

는 안산, 울산과 서울지역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2. PFOS

  과불화합물에 대한 국내 조사는 국립환경과학

원에서 2005년 전국을 대상으로 환경 중 잔류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환경부에서 2006년부터 2007

년까지 전국 주요 하천, 호소 및 연안을 중심으로 

PFOS와 PFOA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안 해수보다 하천수에서 높은 농도로 검출

되었고 이 중에서도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

역에서 상대적으로 검출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퇴적물에서도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

로 지정되어 있는 시화호 주변에서 가장 높은 농

도를 보여 우리나라 환경 중 과불화합물의 농도는 

산업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토양 중 과불화합물 실태조사는 국립환경과학

원이 내분비계장애물질 환경 중 잔류실태조사 사

업으로 전국 23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평균농도

로 PFOS는 0.71 ng/g, PFOA는 0.24 ng/g으로 검

출되었다. 또한 동 사업에서 울산, 안산, 광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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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을 대상으로 어류 중 과불화합물을 조사

한 결과 PFOA는 모두 불검출되었으며, PFOS는 

지역별 평균농도로 8.7∼83.0 ng/g으로 검출되었다.

  한편 식품의약안전청에서는 2006년 공장근로자

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혈액 중 과불화합물의 농도 

비교평가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산업

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서 일반인보다 과불화합

물의 농도가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2008

년에는 과불화합물의 인체노출평가 연구가 수행

되었다.

  그러나, PFOS는 반도체 세정제 및 코팅제, 소화

용 방염제 등에 사용중인 산업용물질로서 현재 대

체제가 없으므로 항구적 면제(용도 : 광이미지, 비

행기 코팅, 금속세정, 의약용 기기, 반도체 코팅, 

방염제 등)와  특정면제(용도 : 광마스크(반도체, 

LCD), 칼라인쇄 전기제품, 섬유, 종이, 카펫, 가죽 

첨가제 등)를 규정하고,  2015년부터 매 4년 단위

로 평가하여 대체기술이 인정되는 용도는 항구적 

면제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5.3. 기타

  2009년에 신규 POPs로 등재된 Lindane의 경우 

의약품으로 소량이 지속적으로 수입되어 국내에

서 제조되는 이 제거제 등 의약품에 주요 성분으

로 사용되고 있다. 2010년 5월에 제출한 국가의견

서에서는 보건목적으로 특정면제를 신청하였다. 

6. 결  론

  국내에서 POPs에 관한 연구와 정책을 시작한지 

벌써 20년 이상이 지나갔다. 하지만 신규물질 또

한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정책방향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POPs에 대해 정

부와 학계 등이 협력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

해 정보의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POPs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POPs 포럼과 

관련 학계활동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보도

자료 배포 등을 통해 POPs 관련 활동에 대한 홍보

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환경부는 2008년

부터 “POPs 측정망 사업”을 통하여 환경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POPs 12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에 신규

물질을 추가하여 이를 포함한 조사로 확대할 예정

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농경지와 더불어 농

작업자와 가축, 축산식품, 사료, 축산환경 등에서

의 모니터링과 함께 오염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해양생태계 내 모니터링 사업”과 

“수산물 잔류실태 연구”, “생물 영향실태 연구” 등

을 통하여 오염현황을 파악할 것이며 보건복지가

족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품 중 내분

비계장애물질 모니터링 연구”와 “인체시료 중의 

내분비계장애물질 모니터링 연구”, “유해물질 인

체영향연구 사업” 등을 통하여 오염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2011년까지 현황파악을 마친 후 2012

년부터 발견된 오염지역을 환경부와 유관부처 간 

협력을 통하여 복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국내 POPs 

관리는 스톡홀름협약 주관부서인 환경부를 중심

으로 국내의 조기근절과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으

로 노력할 것이며, 또한 국제적으로 일본과 동남

아시아 11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POPs 모

니터링 회의’ 및 ‘POPs웨어하우스(정보구축사업)’

를 통하여 공조를 강화하여, 한국의 POPs-free 및 

Global POPs-free 시대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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