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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잔류성오염물질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과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이 발효되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생태계 내 POPs의 오염실태 조사를 2001년부터 수행해 왔

으며, 2008년에 해양환경관리법 내 POPs 조사 관련 법을 제정하였다. 해양생태계 내 POPs 조사 결과, 배출 및 사용 규

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존 POPs 중 다이옥신류 농도는 연차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신규

POPs(PBDEs, HBCDs, PFASs) 농도는 기존 POPs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규 POPs가 지속적으로 등재

되고 있어 신규 POPs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장기 조사 결과들을 반영한 잔

류성오염물질 조사체계의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위한 잔류성오염물질 기

준 및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생태계 내 잔류성오염물질 조사 현황을 분석하고 잔류성

오염물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 The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and Minamata Convention on mer-

cury and mercury compounds took effect. The aim of these conventions is to protect human health and the environ-

ment from persistent pollutant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as conducted surveys on the status and

progress of contamination of POPs in marine ecosystems since 2001, and in 2008, the law on the surveys of POPs

in the Marine Environment Act was enacted. In marine ecosystems, the concentration of dioxins, where regula-

tions on emissions and use are actively managed, showed a gradual decreasing trend in each year. While the con-

centrations of new POPs such as PBDEs, HBCDs, and PFASs were found to be relatively higher than those of

legacy POPs. Because new POPs have been listed regularly, prompt and appropriate responses are required to pre-

vent the environment from new POPs.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investigation system for persistent pollut-

ants in marine ecosystems based on the long-term survey resul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ersistent pollutants

criteria and preparation of management measures for maintaining the marine ecosystem health.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status of surveys on persistent pollutants in marine ecosystems and suggest policy proposals to effi-

ciently manage these pollutants.

Keyword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잔류성유기오염물질), Mercury(수은), Stockholm Convention(스톡홀

름 협약), Minamata Convention(미나마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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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은 잔

류성, 장거리 이동성, 생물 농축성, 강독성 등으로 인하여 1970년

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고 있지만, 유

기염소계 농약 중 DDTs의 경우 아프리카 국가들 중 일부에서 말

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도 사용하고 있으며(Bouwman

et al.[2019]; UNEP[2019a]), 장거리 이동성으로 인하여 POPs를 사

용하고 있지 않은 국가 및 극지방 등에서도 발견되고 있다(Luek et

al.[2017]; Pozo et al.[2009]; Wania and Mackay[1996]).

POPs의 강한 독성으로 인하여 생태계 내의 생물체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어(Jacob and Cherian[2013]; Sweetman

et al.[2005])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을 중심으로 POPs의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정부간 협

상을 거쳐 2001년 5월에 POPs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이 채택되었

다(UNEP[2019b]). 스톡홀름 협약은 다이옥신, PCBs, DDTs 등 12

가지 유해물질의 사용, 생산 및 배출을 저감 또는 근절하기 위해 체

결된 국제협약으로 2004년 5월에 발효되었으며, 2018년까지 182

개국이 가입하고 152개국이 서명하였다. 한국은 2001년 10월 협약에

가입하고 2007년 1월에 협약에 비준하였다. 스톡홀름 협약 발효 이

후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역단위의 모니

터링을 실시하여 측정 자료에 대한 지역적, 전 지구적 차원의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중금속 유해물질인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은 2013

년 1월 유엔환경계획(UNEP) 제5차 정부 간 협상에서 140여 국가

가 뜻을 모았으며, 2013년 10월 일본 미나마타에서 공식적으로 조

약을 체결하였다. 미나마타 협약은 2017년 8월에 발효되었으며,

2019년 현재 128개국이 서명하고, 107개국이 비준하였다. 한국은

2014년 9월 협약에 서명하고 현재 비준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미나마타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2020년부터 수은 함량이 많은 특

정 제품의 생산과 수출입을 막아 전체 배출량을 줄여 나가게 된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해양환경 중에 유입된 수은은 해양생태계 내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생물은 물론 인간에게 까지 전이되며, 체내로

유입된 수은은 체외로 잘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어 장기나 신경계

에 지속적으로 독성 영향과 손상을 미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

히 메틸수은은 친지성(lipophilic)이 높아 혈액뇌장벽과 태반장벽을

쉽게 통과하고 어패류와 같은 수산물 등 음식물의 섭취를 통해 높

은 흡수 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친수성(hydrophilic)

이 상대적으로 강한 무기수은에 비해 같은 농도 수준에서 약 100

배의 높은 독성을 보인다(Mahaffey et al.[2011]; Nielsen[1992]).

수계로 유입된 수은은 퇴적물 중의 황 환원성 박테리아에 의해 메

틸수은으로 변환된다(Mason and Lawrence[1999]; Mason et al.

[1999]). 퇴적물 내 총수은 중 메틸수은 농도는 약 1~3%를 차지하

나 저서성 어패류의 경우 총수은 농도의 약 80~90%가 메틸수은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enny et al.[2002]; Mergler

et al.[2007]).

각 국가별로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서 POPs를 포함한 화학물질의

생산, 수출입 등을 관리·규제하고 있다(https://chemicalwatch.com).

EU는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제한하는 신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신

규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 일본은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

제에 관한 법률, 캐나다는 신규화학물질 신고 규정 등을 통하여 화

학물질 관리 및 규제를 하고 있다. UN에서는 화학제품의 위험·유

해성에 관한 분류 및 표지의 세계 통일화를 위해 GHS(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표시 국제조화 시스템)를 채택하였다. 미국에서는 새로

운 화학물질 관리제도인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 프로그램(ChAMP:

Chemical Assessment and Managem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농약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서 POPs에 관한 관리와 규제를 하고 있다.

농약관리법에서는 1969년부터 알드린(Aldrin), 클로르데인(Chlordane),

디엘드린(Dieldrin), 엔드린(Endrin), 헵타클로르(Heptachlor), 디디

티(DDT)를 대상으로 규제를 시작하여 현재 10여종의 POPs에 대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KEI[2000]). 환경부에서는 스톡홀름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협약에서 규정하는 POPs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POPs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7년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제정하였다. 스톡홀름 협약의 이행을 위해 2009년 4월 국가이행계

획서를 작성하여 당사국 총회에 제출하였다(Kim and Lee[2010]).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생태계 내 POPs 관리를 위하여 2008년에 관

련 법을 개정하였으며(해양환경관리법 제39조, 시행규칙 제24조),

해수, 해저퇴적물 및 해양생물 내 POPs의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2019년부터 유기수

은에 관한 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의 해양생태계 내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조사 체계는 잔류

성오염물질의 오염실태 및 장기변동 양상을 파악하는 수준이며, 조

사 자료를 활용한 종합적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 방안 및 대책 수

립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생태계 내

잔류성오염물질의 조사 현황 및 현 조사 체계의 문제점 등을 파악

하여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제시

하고자 한다.

2. POPs 등재 현황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2001년에 다이옥신, PCBs를 포함한 12종

이 POPs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에 9종이 신규로 등재되었다, 이

후 2년마다 1~3종의 새로운 유해물질이 POPs로 등재되어 2018년

까지 총 28종이 POPs로 지정되어있다(Table 1). 새로운 POPs 추

가는 POPs 검토위원회(POPs Review Committee, POPRC)의 평가

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추가 규제대상으로 제안된 화학물질이 협약

에서 설정한 요건(잔류성, 농축성, 장거리 이동성, 강독성 등)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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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각국 정부 및 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자

들이 제공하는 자료들을 근거로 국제적 규제가 필요한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UNEP[2019c]).

POPs는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 A, B, C로 구분하여 등재되어 있

으며, 부속서 A는 생산 및 수출입, 사용 금지물질, 부속서 B에 등

재되어 있는 물질은 허용 용도 또는 특정한 용도로만 생산, 사용이

허용된 제한물질, 부속서 C는 비의도적 발생 물질로 구분된다(Table 1).

POPs는 유기염소계 농약, 산업용 화학물질, 산업공정의 부산물로

구분되고, 총 28종 POPs 중 PeCB(Pentachlorobenzene), HCB

(Hexachlorobenzene)는 위의 세 그룹에 모두 포함되며, 유기염소계

농약은 알드린(Aldrin), 클로르데인(Chlordane, CHLs), DDT(Dichloro-

diphenyl-trichloroethane), 디엘드린(Dieldrin), 엔드린(Endrin), 헵

타클로르(Heptachlor), 미렉스(Mirex), 톡사펜(Toxaphene), Alpha-,

Beta-HCH (Alpha-, Beta-hexachlorocyclohexane), Gamma-HCH

(Lindane), 클로르데콘(Chlordecone), PCP(Pentachlorophenol and

its salts and esters) 그리고 엔도설판 및 그 이성체(Technical endosulfan

and its related isomers)를 포함한다. 산업용 화합물질은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s), HBB(Hexabromobiphenyl), HBCDs

(Hexachlorocyclododecane), PBDEs(commercial octabromodiphenyl

ether, commercial pentabromodiphenyl ether, c-deca BDE), PFOS

(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PFOSF(Perfluorooctane sulfonyl

fluoride) 그리고 SCCPs(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이며, 비의

도적인 생성물로써 다이옥신(Dioxins)과 퓨란(Furans)이 포함된다.

HCBD(Hexachlorobutadiene), PCNs(Polychlorinated naphthalenes)는

산업용 화학물질이면서 비의도적인 생성물로 분류된다. 유기염소

계 농약은 주로 살충제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들 물질은 환경 내에

서 분해가 잘되지 않아 잔류성이 강하여, DDT의 경우 토양에서의

반감기가 약 10~15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위해성으로 인

해 유기염소계 농약류는 197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왔으며, 국내에서도 1970년대부터 전면 사용 금지되었다.

다이옥신, 퓨란 그리고 HCB 등은 폐기물 소각을 포함한 각종 산

업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로(El-Shahawi et al.[2010]), UNEP는

이들 부산물을 “인위적인 모든 활동(anthropogenic sources)에서 비

의도적으로 발생 또는 배출되는 물질”로 정의하였다. 

3. 국내 잔류성오염물질 조사 현황

환경부에서는 스톡홀름 협약의 이행 및 국내 POPs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정(2007년 1월) 및 시

행(2008년 1월) 하고 있다. POPs의 저감 및 근절을 위해 POPs 제

조, 수출입, 사용금지 또는 제한, POPs 배출규제, POPs 함유폐기

물의 처리, POPs 함유기기의 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환경오염

관리를 위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제14조 제3항) 관련 법을 근

거로 배출시설별 배기가스와 폐수로 배출되는 POPs의 배출허용기

준을 적용하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시 개선명령 조

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사용중지 명령, 배출허용기준 준

수가 불가능한 경우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환경부에서는 POPs 관리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주요 추

진계획, 국제기구 및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계획 등을 포함한 POPs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국 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에 대한 POPs의 오염실태 및 오염추세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

해서 POPs 측정망 설치·운영계획을 고시하고 POPs 측정망을 운영

하고 있다. 환경부의 POPs 측정망은 대기의 경우 연 2회, 수질, 토

양, 퇴적물에 대해서는 각각 연 1회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잔

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2017). 또한 2013년 수은

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

리법’에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개정하였으며(2016년 1월),

미나마타 협약 발효 전에 수은관리 종합대책(2016~2020년)을 수

립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08년에 ‘해양환경관리법(제39조)’ 내 잔류

성유기오염물질 조사 관련 법을 제정하였으며, 2017년 수은에 관

한 미나마타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2017년에 관련 법 조문명을 잔

류성오염물질로 변경하였다. 해양생태계 내 잔류성오염물질 조사는

2001~2010년까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였고, 2011년부터는

해양환경공단으로 본 사업이 이관되어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사업

내에서 조사를 계속 수행하였다. 2013년부터는 본 사업이 ‘해양환

경측정망 운영’ 사업에서 분리되어 ‘해양생태계 내 잔류성유기오염

물질 조사 사업’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조사 정점은 기존(2003~2012

년)에 전국연안 25개 정점에서 2013년부터는 50개 정점으로 확대하

Table 1. The list of the chemicals targeted by the Stockholm Convention

Year Chemical name

The 12 initial POPs in 2001
Aldrin(a), Chlordane(a), DDT(b), Dieldrin(a), Endrin(a),  Heptachlor(a), Hexachlorobenzene (HCB)(a, c), Mirex(a), Tox-
aphene(a),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a, c), 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s and polychlorinated diben-
zonfurans (PCDDs/PCDFs)(c)

The 9 New POPs in 2009 
α-HCH(a), β-HCH(a), γ-HCH (Lindane)(a), Chlordecone(a), Pentachlorobenzene (PeCB)(a, c), Penta-BDE(a), 
Octa-BDE(a), PFOS(b), Hexabromobiphenyl(a)

The 1 New POPs in 2011 Endosulfan(a)

The 1 New POPs in 2013 Hexabromocyclododecane (HBCD)(a)

The 3 New POPs in 2015 Chlorinated naphthalenes(a, c), Hexachlorobutadiene(a, c), Pentachlorophenol and its salts and esters(a)

The 2 New POPs in 2017 Short-chained chlorinated paraffins(a), Decabromodiphenylether (commercial mixture, c-decaBDE)(a)

Chemicals proposed for 
listing under the Convention (3)

Dicofol, PFOA, its salts and PFOA-related compounds, PFHxS, its salts and PFHxS-related compounds

(a)Annex A: eliminate, (b)Annex B: restrict, (c)Annex C: unintentional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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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monitoring in environment of Korea

Division
POPs monitoring in marine 

ecosystems
POPs monitoring in the fishing 

ground environment
POPs monitoring in land ecosystems

Legal basis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control Act

Investigation media
Seawater, marine sediment, 

marine organism
Seawater, marine sediment, 

marine organism
Atmosphere, water, soil, 

sediment

Investigation period 1 time/year (February) 1 time/year (February) 1~2 times/year (Spring/Autumn)

Investigation stations
50/seawater, 50/marine sediment, 

50/marine organism
50/marine sediment, 
30/marine organism

30/atmosphere, 36/water, 61/soil,
36/sediment

Fig. 1. The station map of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monitoring in the coastal region of Korea. The red color circles represent

the stations investigated sinc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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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 1회(2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MOF[2016])(Table 2, Fig. 1).

조사항목은 해수의 경우 친수성이 강한 과불화화합물(PFASs)에 대

해서만 조사를 실시하고, 해양생물과 해저퇴적물에 대해서는 각각

다이옥신/퓨란류를 비롯한 17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

다(MOF[2016]).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년 특별관리해역(부

산연안, 마산만, 울산연안, 광양만, 시화-인천연안)에 대해서 순차

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어장관리법’ 제

6조를 근거로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보전과 어장환경 상태 및 오염

원의 측정·조사 등을 위하여 ‘어장환경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어장환경모니터링은 전국 308개 정점에서 연 6회 해양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30개 해역의 해저

퇴적물 50개, 해양생물 30개 정점에서 연 1회(2월) 조사를 수행하

고 있다(NIFS[2017]).

해수 중 총수은에 대한 조사는 환경처에서 1980년부터 시작하였

으며, 해저퇴적물과 해양생물(이매패류)에 대해서는 1999년부터 조

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 내 총수은 조

사를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사업’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해수와 해저퇴적물에 대해서는 198개 정점, 해양생물에 대해

서는 50개 정점에서 조사를 진행중이다. 수은의 경우 무기수은보

다 유기수은의 독성이 더 강하므로 이들 물질에 대한 조사의 필요

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저퇴적물과 해양생물 중 유기수은 신속 분

석법을 개발하고(KOEM, 2016), 해저퇴적물과 해양생물 중 유기

수은에 대한 조사를 2019년부터 전국 연안 50개 정점에서 수행중

이다. 

환경부에서는 미나마타 협약 발효 전 선제적인 대응을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은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연

구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16년부터 2020년 까지 ‘국가 수은 통합

측정망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들 사업의 연구결과들을 토

대로 2021년부터 국가 수은 측정망을 운영할 계획이다. 

2014년에 전국연안 기존/신규 POPs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해저퇴적물 내 PCBs 농도는 불검출~19.3 ng/g dry

weight 범위로 모든 정점에서 NOAA(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서 제

시하고 있는 ERL(Effect Range Low, 서식생물 중 10%에 영향,

22.7 ng/g dry weight) 기준 이하로 나타났으며, DDTs 농도는 불검

출~12.2 ng/g dry weight로 일부해역(특별관리해역 및 항만)에서

ERL 기준(1.58 ng/g dry weight)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F[2016]). 배출 및 사용에 대한 규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

되고 있는 다이옥신/퓨란류 농도는 연차별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MOF[2016]). 울산/온산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는 전반적으로 모든 매체에서 신규 POPs(PBDEs, HBCDs, PFASs)

농도가 기존 POPs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MOF[2016]).

2001년과 2009년에 POPs로 등재된 다이옥신류와 PBDEs의 농도는

울산/온산만에서 10년전에 조사된 결과와 비교했을 때 뚜렷하게 감

소한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기존 POPs 농도는 저감 및 규제

정책에 의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신규로

지정된 POPs에 의한 오염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Meng et

al.[2017]). 

국내의 해양생태계 내에서 수은에 대한 조사는 주로 총수은 농

도의 분포 특성 및 오염도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Joe

et al.[2018]; Sun et al.[2015]), Joe et al.[2018]에 의하면 전국 연

안 해저퇴적물 282개의 정점 중 국내 ‘해양환경기준(해양수산부 고

시 제2018-10호)’ 총수은 주의기준 농도(0.11 mg/kg)를 초과하는

정점은 약 8%를 차지하였다. 반면 생물 농축 및 인체에 미치는 영

향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메틸수은에 대한 조사는 매우 미흡한 상

황이다(Choi et al.[2017]; Kang et al.[2017]). Choi et al.[2017]은

국내 연안에 서식하는 수산물 중 총수은과 메틸수은 농도를 측정

하였으며, 개체군별 총수은 중 메틸수은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약 57~83%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해저퇴적물과 해양생물

내에 존재하는 메틸수은에 대한 조사와 해양생태계 내로 유입된 수

은이 메틸화되는 과정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국·내외 잔류성오염물질 환경기준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POPs 배출허용기준 등을 설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주로 배기가스와 폐수를 통해 배출되는

다이옥신을 위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국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수록되어 있으며(환경부령 제785호[시행 2018.12.13.]), 대상시설

별 배출유형(배기가스 및 폐수)에 따라 다이옥신의 배출허용기준

이 설정되어 있다. 또한 대상시설은 신설시설과 기존시설로 구분되

어 있으며, 폐수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은 10~300 pg-

TEQ/L로 마련되어 있다. 

국내 해양에서 POPs의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해양환경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0호)

내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에 PCB만 0.0005 mg/L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오염퇴적물 정화·복원을 위한 기준 내에 일부 항목(PCBs,

Chlordane, Dieldrin, DDT) 에 대해서 설정되어 있다(해양오염퇴적

물 조사 및 정화·복원 범위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8-15

호) 별표 1). 이들 기준치는 NOAA(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서의

퇴적물 내 ERL(Effect Range Low, 서식생물 중 10%에 영향)과

ERM(Effect Range Medium, 서식생물 중 50%에 영향)의 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다.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POPs와 관련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Table 3), 건강한 해양생태

계를 유지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국내 실정을 맞는 POPs 기

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 수은 및 메틸수은 기준과 관련하여 식품공전에서는 국

내 수산물(어류, 연체류 등) 중 총수은의 잔류허용기준은 0.5 mg/kg 이

하(심해성 어류, 다랑어류, 새치류 등 제외)이고, 메틸수은의 잔류

허용기준은 1.0 mg/kg 이하(심해성 어류, 다랑어류, 새치류 등에

한함)로 설정되어 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 F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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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DEX)는 메틸수은 가이드라인을 육식성 어류의 경우 1.0 mg/kg, 일

반어류는 0.5 mg/kg으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은 어류 및 기타수산

물 중 메틸수은 함유량을 1.0 mg/kg, 일본은 일반어류 중 메틸수은

함유량을 0.3 mg/kg, 중국은 일반어류와 기타 수산물의 메틸수은

함유량을 0.5 mg/kg, 육식성 어류에 대해서는 1.0 mg/kg으로 적용

하고 있다(Kim et al.[2010]). ‘해양환경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

2018-10호)’에는 해수 중 총수은에 대해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해저퇴적물 내에서는 총수은의 주의기준과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5. 잔류성오염물질 조사 체계 개편 및 정책적 제언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24조를 근

거로 해양에 존재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 등

에 대해 측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

질관리법’ 제11조를 근거로 전국 대기·수질·토양·퇴적물에 대한

POPs의 오염실태 및 오염추세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POPs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잔류성유기

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 계획을 고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도 현재 조사 체계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조사정점, 조사시기, 조

사항목, 조사방법 등을 재정립하고 해양생태계 내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구성·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해양

생태계 내 POPs 조사는 전국 연안 50개 정점에서 연 1회(2월) 동

일한 조사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존의 장기조사

결과들을 토대로 조사정점, 조사시기, 조사항목 등에 대한 재정립

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 POPs는 사용의 제한 및 규제로 인하여

해양생태계 내에서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신규로

등재된 POPs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다

(MOF[2016]). 이러한 조사 결과들을 토대로 기존 POPs에 대한 조

사는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관찰하는 수준에서 조사주기를 적

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주로 산업용으로 사용되

고 있는 유해물질들이 신규 POPs로 등재되고 있어 대규모 산업단

지 주변으로의 조사정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생태

계 내 잔류성오염물질 조사 체계 구축 및 조사정점, 주기, 방법 등

을 효율적으로 선정·조절하고, 해양생태계 내 잔류성오염물질에 의

한 오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 연안의 잔류성오염물질의 오염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

선관리대상해역 및 해역별 우선관리대상물질을 선정하여, 오염이

우려되는 해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통하여 오염원을 추적하고,

관리대상물질에 대해서는 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

요할 것이다. 이러한 해양생태계 내 잔류성오염물질의 체계적인 관

리를 위해서는 해양생태계 내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에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연

평균 오염도가 2년 이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

퇴적물 관리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오염저감대책을 수립하거나 배

출원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

라서 국내 연안에서 조사된 장기 분석 결과와 국외의 잔류성오염

물질 기준 설정 사례 등을 분석하여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해양

환경기준 및 해역별 관리목표를 설정하여 해양생태계 내 잔류성오

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육상에서 발생한 잔류성오염물질은 최종적으로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해양으로 유입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

원 및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

다. 해양 방류수에 대해서도 주로 COD, TN, TP와 같은 화학물질

에 대해서만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수처리장 방류구를 중

심으로 조사된 결과들에서 신규 POPs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Anderson and MacRae[2006]; Hong et al.

[2010]; Samara et al.[2006]), 해양 방류수를 통한 POPs의 오염원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OCPs, PCBs, PBDEs, HBCDs는

물에 잘 녹지 않는 물리-화학적 특성 때문에 주로 퇴적물에서 상대

Table 3. Marine sediment quality guidelines (SQG) values for organic pollutants

Chemicals Unit
Canadaa Australiab the United States 

(NOAA)c Hong-Kongd Consensus-based 
SQGse

ISQGf PELg ISQG-Low ISQG-High ERLh ERMi ISQVj-Low ISQV-High TECk MECl

PCDDs/DFs* pg-TEQ/g dw 0.85 21.5 - - - - - - 0.85 11.2

PCBs ng/g dw 21.5 189 23 - 22.7 180 22.7 180 60 368

DDTs ng/g dw - - 1.6 46 1.58 46.1 1.58 46.1 - -

DDD ng/g dw 1.22 7.81 - - - - - - - -

DDE ng/g dw 2.07 374 - - - - - - - -

DDT ng/g dw 1.19 4.77 - - - - - - 4.2 33.6

CHLs ng/g dw 2.26 4.79 - - - - - - - -

Dieldrin ng/g dw 0.71 4.3 0.02 8 0.02 8 - - 1.9 32

Endrin ng/g dw 2.67 62.4 0.02 8 0.02 8 - - 2.2 104.6
ahttps://www.ccme.ca/en/resources/canadian_environmental_quality_guidelines/, bMcCready et al.[2006], cBuchman[2008], dBurton Jr.[2002],
eDoyle et al.[2003], fISQG: Interim marine Sediment Quality Guidelines, gPEL: Probable Effect Levels, hERL: Effect Range Low, iERM:
Effect Range Median, jISQV: Interim Sediment Quality Value, kTEC: Threshold Effect Concentration, lMEC: Midpoint Effect Concentration;
*PCDDs/DFs: 2,3,7,8-TC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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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높게 나타난다(Meng et al.[2017]). 반면 과불화화합물

(PFASs)은 용해도가 커서 해수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보

인다(Meng et al.[2017]). 하수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POPs

농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친수성이 상대적으로 강

한 POPs는 하수처리공정 과정에서 대부분 정제되지 않고 잔류한

다(Gallen et al.[2018]). 따라서 해양으로 방류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 물질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육상생태계 내 피해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정

책들이 주로 반영되어 왔으며, 해양생태계 보호와 어패류 섭취 등을

통한 인간의 건강 피해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유해물질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류 섭취 등을 통한 인간의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상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관리도 중요하

지만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해양생태계 내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위해서 정확한 조사를 통한

오염 현황 파악 및 오염원에 대한 추적이 필수적이며, 조사 자료를

토대로 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해양생태계 내 POPs를 관리 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17년 POPs로 등재된 단쇄염화파라핀은 플라스틱의 가소제, 페

인트 첨가제, 윤활유, PVC 제품의 난연제 등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폴리염화비페닐, 폴리염화나프탈렌의 대체제로 알려져 있다. Reth

et al.[2005]은 오염원이 없는 북극의 어류와 조류 등에서 단쇄염화

파라핀이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의도적으로 합성되는

단쇄염화파라핀이 대기를 통해 장거리 이동 능력이 있음을 시사한

다(Li et al.[2012]). 잔류성오염물질은 대기를 통한 장거리 이동 특

성을 지니고 있어 대기를 통해서 해양으로 많은 양이 유입되고 있

다(Moon et al.[2007]; Ter Schure et al.[2004]). 따라서 대기를 통

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며, 최

근 해상 및 항만의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

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와 관련 법령 정비 등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에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

염물질의 종류와 배출기준을 질소산화물만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 시행규칙 제124조), 해양수산부에

서는 해상에서의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

지 않은 실정이다.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POPs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POPs는

2년마다 신규물질이 등재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3종의 신규 후

보 물질(Dicofol, Perfluorooctanoic acid(PFOA), Perfluorohexane

sulfonic acid(PFHxS))이 등재되어 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는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지속적으로 등재되고 있는 POPs에 대해

표준분석절차서를 개발하고 있으며(MOF[2016]), 개발된 절차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및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통해서 고시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신규 POPs가 등재될 것으로 예

상되며, 신규 및 등재 예정인 POPs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관리를

위해서는 물질별 표준분석절차서 마련 및 시범조사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 POPs 등재 물질은 농약류에서 산업용으로 확장되고 있

으며, 협약에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질들의 대체물질 개발 및

사용으로 인해 이들 물질들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협

약 등재 혹은 등재예정인 과불화화합물(PFOS, PFOA, PFHxS)의

대체물질로 PFBA(Perfluorobutanoic acid)와 같은 짧은 사슬인 과

불화화합물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환경 중 이들의 농도 수준

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Meng et al.[2017]). 또한 브롬화 난연제

로서 협약에 등재되어 있는 penta and octa-BDE mixtures, deca-BDE의

대체물질로서 사용되는 DBDPE(Decabromodiphenyl ethane)와 같

은 난연제가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 내에서 검출되기도 하였다

(Lee et al.[2014]). 이와같이 관리 대상 유해물질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체계 유지 뿐만

아니라 국내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

Fig. 2. Scheme of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management system in marine ecosystems for P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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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잔류성오염물질로부터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해양생태

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1) 해양생태계 내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구성·운영 계획을 고시하고, 중·장기적인 조사를 통해 국내 잔류성

오염물질의 현황 및 장기변동을 정확하게 진단하여야 한다. 또한

(2) 정확한 자료의 생산을 위해서 새롭게 추가되는 물질에 대한 공

정시험기준의 신속한 마련도 필수적이다. (3) 잔류성오염물질이 인

간의 건강과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며,

이들 자료들을 토대로 (4) 잔류성오염물질 해양환경기준 마련 및

관리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 잔류성오염물질 우

선관리해역 및 우선관리대상물질을 선정하여 오염원 추적을 위한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6) 해양생태계 내 잔류성오염물질의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7)

잔류성오염물질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체계적인 잔

류성오염물질 조사 및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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