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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valve samples from 30 locations Korean coastal waters were analyzed to characterize the contamination with and

distribution of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s),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and organochlorine

pesticides (OCPs). The congeners of PBDE in 30 bivalve samples were analyzed by high resolution gas chromatography

with a high resolution mass detector. The levels of PBDEs in bivalve samples ranged from 0.092 to 13.5 ng/g wet

weight. These values for PBDEs concentrations in bivalves from Korea were higher than or comparable to available

values for bivalves from other countries. In the congener profiles, BDE-47 (mean contribution=42.2%) was

predominant, followed by BDE-99 (23.1%), BDE-100 (11.9%) and BDE-154 (3.5%). Among the OCs analyzed,

ΣPCBs and ΣDDTs levels were highest, followed by ΣHCHs, ΣCHLs and HCB. The wet weight based ΣPCBs and

ΣDDTs ranged from 0.28 ng/g to 19.4 ng/g, and from 0.19 ng/g to 4.86 ng/g, respectively. The ΣPCBs and ΣDDTs

levels in bivalves along the entire Korean coast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USA, and below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USA. FDA) limits for fish and shell fish. However, the human health criteria and wild life criteria of

the US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A. EPA) were exceeded for DDE and ΣHCHs at most of the sampling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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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많은 종류의 유기화합물질

들이 제조되었으며, 이들 화학물질 중 특히,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s), DDTs(Dichlorodiphenyl-

trichloroethanes), HCHs(Hexachlorocyclohexanes) 및

CHLs(Chlordanes) 등을 포함하는 유기염소계화합물

(Organochlorine compounds, OCs)은 비교적 높은 안

정성으로 인하여 환경 내 잔류성이 크고 생물 독성이

강한 대표적인 환경오염 물질이다.1) 지난 몇 십년 동안

이러한 유기염소계화합물은 다양한 목적으로 전 세계

에서 생산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현재에도 이

들 물질은 다양한 환경 중의 각종 시료에서 검출되고

있다.1)

또 다른 종류의 유기할로겐화합물인 PBDEs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는 합성 화합물로써

컴퓨터, 텔레비전을 비롯한 전자 제품, 섬유, 플라스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PBDEs

는 총 209개의 이성체가 존재하며, 이성체에 따라 생물

학적 특징 및 독성학성 특성이 좌우되고 그 구조 및

물리·화학적 성질이 PCBs와 유사하다.2)

최근 일부 동물에 대한 연구에서 신경 독성을 포함하

여 간독성, 배아 독성, 생식/발생 독성 및 발암성이 보

고되고 있으며,3) 포유동물 조직에서는 조직 분해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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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대사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

히, penta-BDEs는 내분비계, 신경계, 생식기 등에 독성

을 더 많이 미치고 생물학적으로 축적 정도가 매우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4) 

이처럼 PBDEs는 최근 수십 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로 잠재성이 밝혀지고 있으나, 특히, 국내연안 지

역에 대한 많은 연구가 주로 수질 또는 퇴적층 중에

함유된 중금속 오염현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이

매패류(bivalve) 내에 축적되어 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

질에 대한 연구는 일부 유기염소계화합물에5) 대한 연

구가 진행되었을 뿐, 광범위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브롬

계 화합물인 PBDEs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지지 않

은 상태이다. 

대부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그 부산물들은 강이

나 대기확산을 통하여 해양환경으로 유입된다.1) 또한,

옥타놀-물 분배 계수(log Kow)가 높은 지용성과 소수성

인 특성으로 인하여 지방세포에 축적되고 이들 물질의

난분해적 성향은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하면서 생물농축

된다.6,7) 국내의 많은 산업단지와 도시는 연안 지역에 위

치해 있으며, 국민의 33%가 전체 연안을 따라 살고 있

다. 많은 어패류 양식장 또한 연안에 위치하고 있어 국

내 연안지역에 대한 PBDEs 및 유기염소계화합물의 오

염실태 및 거동조사 등의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량 유기오염물질 영향의 모니터

링을 위한 생물학적지표8)로 이용되고 있는 이매패류를

대상으로 국내 해양환경의 유기할로겐화합물의 오염도

를 평가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시료채취

시료 채취는 2005년 산업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포함

한 특별관리해역, 환경보전해역 그리고 굴, 홍합, 피조

개 등의 대규모 양식산업과 활발한 수산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고 해역양식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

로 총 30개 지역에서 자연산 굴(Crassostrea gigas)과

진주담치(Mitilus edulis)를 채취하였다.

채취된 이매패류는 드라이아이스가 들어있는 아이스

박스에 넣어 실험실로 이송한 다음 껍질을 제거한 다

음 모두 균질화하여 분석하기 직전까지 −20oC에서 동

결 보관하였으며, 이매패류의 조사지점도와 자세한 세

부 사항은 Fig. 1과 Table 1에 나타내었다. 

2. 분석방법

PBDEs는 동위원소희석법과 HRGC/HRMS를 이용하

Fig. 1. Map showing the sampling locations of bivalves along

the coast of Korea. The numbers represent the locations

on Table 1.

Table 1. Summary of sampling sites and characteristics of bivalves collected along the Korean coasts

ID Site Name Species n Date
Lipid Length Weight

 Remarks
(%) (cm) (g)

West coast

1 Kyeonggi Bay Crassostrea gigas  76 11/05 3.8 5.8 18.2 Special management coastal area

2 Shihwa Lake Mytilus edulis 104 11/05 2.1 5.4 11.3 Special management coastal area

3 Garorim Bay Mytilus edulis  21 11/05 1.6 7.1 30.4 Farming areas

4 Asan Bay Crassostrea gigas  33 11/05 1.9 9.5 34.9 Power plants, Farming areas

5 Chunsu Bay Crassostrea gigas  64 11/05 1.3 6.9 32.5 Influx of a migratory birds

6 Julpo Bay Crassostrea gigas  32 11/05 4.7 6.4 26.4 Farming areas

7 Hampyeong Bay Mytilus edulis  63 11/05 1.8 6.4 18.2 Coastal environment protect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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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USEPA Method 1614 Draft에9) 따라 분석하였

으며, 주요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무수황산나트륨으

로 수분을 제거한 생체시료를 20~30 g을 속슬렛 원통

여지에 넣고 농도보정 및 회수율 산정을 위하여 정제용

내부표준물질(MBDE-MXFS, Wellington Laboratories,

Canada) 13C-labelled BDEs 1,250 pg을 첨가한 다음

400 ml 디클로로메탄으로 16시간 이상(추출 회차 수

24회 이상) 추출하였다. 추출액은 회전증발농축기

(EYELA N-1000)를 이용하여 약 2 ml까지 농축한 다

음, n-헥산(Ultra residue analysis, J.T. Baker)으로 용

매를 전환하고 황산처리하여 유기물을 분해시켰다. 황

산처리 후 잔존하는 산 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헥산

세정수로 2~3회 세정한 후 n-헥산 층은 무수황산나트

륨(PCB analysis grade, Wako)으로 탈수하고 회전증발

농축기를 이용하여 약 2 ml까지 농축한 다음 다층실리

카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70~230 mesh, Neutral,

Wakogel S-1), 활성 알루미나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Aluminium oxide 90, Merck) 순으로 정제과정을 거

쳤다. 회수된 용출액은 회전 증발 농축기와 질소농축기

를 이용해 50 µl로 농축한 후 회수율 측정용 내부표준

물질(MBDE-MXFR, Wellington Laboratories, Canada)
13C-BDE-138을 1,250 pg 첨가하고 최종적으로 25 µl로

농축한 다음 DB-5MS(30 m×0.25 mm i.d., 0.1 µm,

J&W Scientific) 컬럼을 이용하여 HRGC/HRMS

(Agilent 6890 series gas chromatograph/JEOL Mstation

800D mass spectrometer)로 분해능 10,000이상(10%

valley)에서 EI-SIM(Electron impact-selected ion

monitoring) 모드로 수행하였다.

PBDEs 각 이성체에 대한 정성확인을 각 동족체마다

2개의 선택이온의 이온 강도의 비가 99% 신뢰구간에

Table 1. Continued

ID Site Name Species n Date
Lipid Length Weight

 Remarks
(%) (cm) (g)

South coast

8 Suncheon Bay Crassostrea gigas  64 11/05 1.3 7.5 25.3 Farming areas

9 Gamag Bay Mytilus edulis 145 11/05 1.4 4.9  7.4 Coastal environment protected area

10 Gwangyang Bay Crassostrea gigas  72 11/05 1.8 5.8 17.3 Special management coastal area

11 Sacheon Bay Mytilus edulis  56 11/05 2.0 5.1 10.4 Farming areas

12 Wonmun Bay Mytilus edulis  30 07/05 2.7 6.4 17.6 Farming areas

13 Gohyeon Bay Mytilus edulis  38 07/05 1.2 6.4 19.2 Industrial complex, Shipyard

14 Okpo Bay Mytilus edulis  35 07/05 1.9 6.9 31.4 Industrial complex, Shipyard

15 Masan Bay-1 Mytilus edulis  45 11/05 0.8 6.2 16.7 Special management coastal area

16 Masan Bay-2 Mytilus edulis  50 11/05 0.7 5.9 15.2 Special management coastal area

17 Haengam Bay Mytilus edulis  64 11/05 1.4 5.8 10.5 Special management coastal area

18 Gaduk coast Mytilus edulis  73 11/05 3.0 5.8 12.9 Farming areas

19 Busan Bay-1 Mytilus edulis  85 07/05 2.7 4.1  6.4 Special management coastal area

20 Busan Bay-2 Mytilus edulis  60 07/05 2.9 5.9 11.2 Special management coastal area

21 Kori coast Mytilus edulis  54 07/05 1.8 6.1 15.5 Unpolluted seashore, Power plants

East coast

22 Onsan Bay Mytilus edulis  47 07/05 2.1 6.3 16.9 Special management coastal area

23 Ulsan Bay-1 Mytilus edulis  66 07/05 2.2 5.9 13.4 Special management coastal area

24 Ulsan Bay-2 Mytilus edulis  48 07/05 3.0 6.1 12.6 Special management coastal area

25 Welseong coast Mytilus edulis  53 07/05 1.9 5.9 10.4 Unpolluted seashore, Power plants

26 Yeongil Bay-1 Mytilus edulis  44 07/05 2.8 6.1 16.6 Industrial complex

27 Yeongil Bay-2 Mytilus edulis  65 07/05 2.2 5.6 10.9 Industrial complex

28 Ganggu harbor Mytilus edulis 135 07/05 2.6 5.7 17.2 Small harbor

29 Uljin coast Mytilus edulis  34 07/05 2.7 5.1  9.5 Unpolluted seashore, Power plants

30 Sokcho harbor Mytilus edulis  48 07/05 2.2 6.2 18.4 Small harbor

n: the number of pooled bivalv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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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면 정성 확인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대상물질

이 검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는 LCS(Labelled

compounds standard)에 대한 반응계수를 이용한 동위원

소 희석법(Isotope dilution method)과 상대반응계수

(Relative Response Factor, RRF)를 이용한 내부표준법

에 따라 정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바탕시료(blank sample) 분석은 용매

나 초자로 부터 방해물질 또는 오염을 검토하기 위하

여 5개 시료마다 1개씩 동시에 분석하였다. 주입된 7종

의 13C-이성체의 평균 회수율은 65~118%의 범위로

USEPA 1614 draft에 의해 확립된 조건범위를 만족하

였으며,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 범위는

0.1~2 ng/g이었다. 

유기염소계화합물인 PCBs 및 DDTs, HCHs, CHLs,

HCB의 분석은 Nakamura 등10)에 의한 분석법을 따라

분석하였다. 유기염소계화합물의 회수율은 PCBs

94~104%, DDTs 83~96%, CHLs, 68~107%, HCHs

73~112%로 나타났으며, 검출 한계치는 각 동족체 별로

계산 되어졌고 정량치가 검출한계치 이하일 경우에는

불검출로 처리하였다. 

PCB 화합물은 표준물질로는 Supelco Inc., USA에서

구매한 Aroclor equivalent mixture(Aroclor-1242:

1248:1254:1260)를 표준용액으로 사용하여 총 86개의

congeners를 분석하여 그 합을 ΣPCBs로 표시하였으

며, 유기염소계농약인 p,p'-DDT, p,p'-DDE, p,p'-DDD

그리고 α-HCH, β-HCH, γ-HCH, δ-HCH, CHLs,

HCB 화합물의 표준물질은 Ultra Scientific사에서 구매

하여 사용하였다. ΣDDT와 ΣHCH의 농도는 p,p'-DDE,

p,p'-DDD 및 p,p'-DDT의 합과, α-, β-, γ- 및 δ-HCH

의 합으로 각각 나타내었으며, 각 화합물의 농도는 시

료의 습량을 기준(wet weight basis)으로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PBDEs 축적수준 및 지리적 분포

국내 30개 연안지역에서 채취된 이매패류(Bivalve) 생

체 내의 ΣPBDEs의 잔류 농도는 0.092~13.5 ng/g

(wet weight)의 범위로 대부분의 이매패류 생체 조직에

서 PBDE 이성질체가 검출되었다(Table 2). 이는 새로

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인 PBDEs가 한국 연안 환경 전

역에 걸쳐 확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ΣPBDEs의 지리적 농도 분포는 도시지역 및 산업지

Table 2. Concentrations (pg/g wet weight) of PBDE congeners in bivalves collected from coastal waters of Korea

Paramter  Mean  SD
 Range  First 

 quartile 
 Median 

 Third 

 quartile 

 95

 percentile  Min.  Max.

Lipid (%)  12.15  10.85 <0.66 1 4.66 11.63  12.03  12.69  13.84 

BDE-7 1 3.56 1 6.13 <0.1  30.7  0.39 1 1.26  14.52  13.1

BDE-15 1 4.82  17.62 <0.3  40.3  0.71 1 2.48  15.82  12.9

BDE-17  15.5  15.8 <2.37  72.2 15.23 <19.31  21.6  51.3

BDE-28  31.7  30.7 <1.94  110 18.47  17.5  55.0 105

BDE-47 839 1236 27.6 5829 99.1 363 902 3104

BDE-49  59.5  98.5 <0.5  390 <5.71  18.2  69.8 364

BDE-66 1 8.13  18.2 <0.5  70.9 <0.5  <0.5  15.12  66.6

BDE-71  25.5  50.5 <0.5  260 <0.5 1<5.98  33.4  89.7

BDE-85  13.8  24.2 <1  86.6 <1 1<0.81  11.9  65.7

BDE-99 605 1005 <6.63 4531 38.8 177 646 3064

BDE-100 241 341 <7.28 1593 27.1  75.6 330 851

BDE-126 1 1.61  12.61 <1  11.1 <1  <1  13.31  15.39

BDE-138 1 4.58 1 9.04 <2  43.0 <2  <2  16.69  25.9

BDE-153  40.6  51.9 <2 238 <4.67  27.2  49.7 148

BDE-154  54.3  67.8 <2.37 281 <7.01  35.9  63.1 242

BDE-183  19.6  18.3 <2  65.2 <4.01  15.9  34.3  54.4

BDE-184 1 1.40  12.66 <2  11.4 <2 1<1.14 1 1.67  18.49

BDE-191 1 0.89  11.42 <2 1 6.11 <2  <2 1 1.54  13.24

ΣPBDEsa 1 1.97  12.88 <0.092  13.5 <0.22 1<0.75  12.29 1 7.69

Mean: arithmetic mean, SD: standard deviation.
a

ΣPBDEs: Sum of mono- to hepta-BDE congeners (ng/g wet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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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채집한 이매패류에서 0.63~13.5 ng/g의 범위로

비교적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함평만, 가막만 등 환경

보전해역과 양식장이 밀집된 해역에서는 낮은 농도

(0.09~1.18 ng/g)의 ΣPBDEs가 검출되었다(p<0.001,

Mann-Whitney U-test; Fig. 2). 특히, 도시지역 및 산

업지역과 인접한 해역의 만 안쪽의 오염은 심각하였다

(Fig. 2). 부산만, 울산만, 마산만, 영일만 등 4개 해역

의 ΣPBDEs 오염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만과 외

만으로부터 패류를 분석한 결과 ΣPBDEs 잔류 농도는

내만에서 두 배 이상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특히, 울

산만은 외만(1.83 ng/g)에 비하여 내만(7.69 ng/g)에서

채취된 패류에서 3배 이상 고농도의 ΣPBDEs가 검출되

었다. 이들 내만 해역 주변은 PBDEs가 많이 방출될

가능성이 있는 기계, 전기, 전자, 조선, 자동차 등 대단

위의 공업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반 폐쇄적인 지형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산업시설 및 도시지역의 배출원으

로 부터 직접적인 유입 영향을 받고 있는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내만과 외만의 퇴적물 내

의 유기탄소를 비롯한 입도의 특성 등과의 상관성을 비

롯하여 배출원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으로 사료된다.

산업 지역과 인접한 해역에서 채집한 패류 및 퇴적물

에서 고농도의 ΣPBDEs는 동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11)

홍콩,12) 중국의 진주강 삼각주13) 그리고 일본의 오사카

만14)과 같은 산업화된 지역, 항구의 하역 시설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결국 조선과 자동차 제조, 석유정 제소 등 다양한 복

합 산업이 활발한 곳을 암시하며, 한국의 해양 환경에

서 높은 PBDEs 레벨의 원인일 것이다. 

더욱이 세계 다른 지역의 이매패류 내 ΣPBDEs의 농

도를 비교한 결과 국내 이매패류 중 ΣPBDE 농도 수

준은 홍콩12)(2.1~12 ng/g), 미국15)(N.D~14 ng/g)과 유

사한 범위였으나 덴마크16)(0.080~0.81 ng/g), 노르웨이17)

(0.06~0.25 ng/g) 연안에서 채취된 패류에 비하여 높은

농도로 국내 연안 패류 중 ΣPBDEs 잔류 농도는 비교

적 심각한 수준이었다.

통계적으로 2001년 전 세계 PBDEs 소비량은 약

67,440톤으로 아시아 국가에서 전체 PBDEs 소비량의

약 37%를 소비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 이스라엘 및

일본에서 원료 및 화학제품 형태로 수입되고 있으며,

2004년 브롬계 난연제의 시장 규모는 총 69,000톤으로

1993년(16,800톤)에 비하여 약 400% 이상 증가하였다.18)

따라서 국내 해양 환경에서 새로운 잔류성유기오염물

질인 PBDEs가 검출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예로 인체 시료인 모유에서 PBDEs가 검출되었으며,19)

소나무 잎과 토양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PBDEs가

보고되었다.20) 또한, 국내의 대부분의 식품류에서

PBDEs가 검출되었으며, 특히, 동물성 식품(어·패류,

육류 및 유제품 등)은 더 오염되어 있다.21) Wang 등22)

은 동아시아의 대기입자성물질 채집을 통해 한국, 중

국, 러시아에서 높은 수준의 PBDEs가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한 결론으로 한국이 중국과 더불어

아시아 지역의 PBDEs의 잠재적 소비자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Fig. 2. Comparison of bivalve sampling sites and ΣPBDEs concentrations along the coast of Korea (A, Industrial complex/Shipyard;

B, Farming/Less industrial activity; Asterisk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locations, ***p<0.001, Mann-Whitney U-

test).



한국 연안 이매패류에 잔류하는 PBDEs 및 OCs에 관한 연구 123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Vol. 36(2)

2. PBDE 이성질체 분포특성

Fig. 3은 이매패류 내 PBDE 이성체 분포 패턴을 나

타내었다. 상업적 penta-BDEs 제품(technical mixture)

의 주요 이성체인 BDE-47이 42.2%로 가장 높은 구성

비로 나타났으며, ΣPBDEs 사이에서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성이 확인되었다(r=0.998, p<0.001). 다음으로

BDE-99는 23.1% 기여하였으며, BDE-100은 11.9%의

구성비를 보였다. 주요 이성체로 검출된 BDE-47, -99

및 -100의 합은 ΣPBDEs 농도에 대하여 약 75% 이상

의 높은 구성비로 국내 연안 어류 중 PBDE 이성체

패턴과 유사하였다.21) 반면, BDE-7, -15, -28, -49 등

을 포함한 나머지 이성체는 모든 조사 해역에서 5%

이하의 낮은 구성비를 보였다. 

해양 환경에서 검출되는 PBDE 이성체 중 BDE-47,

-99, -100의 합은 해양 생물에서 ΣPBDEs의 약 80%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DE-47은 ΣPBDEs 중 약

50% 이상이다.23)

전기·전자, 방염, 플라스틱과 관련된 제조업체에서

주로 사용되는 국내 브롬계 난연제는 1993년에서 2004

년까지 연간 13.5%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브롬계 난연

제의 총 소비량은 총 방염제 시장의 약 5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18) 따라서 본 연구에서 BDE-47이 대부

분의 이매패류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원인 중의 하

나로 PBDEs 상업용 제품의 광범위한 상업적 이용으로

인한 생물 농축성을 들 수 있다. 

어류에 대한 실험 결과 위장에서 BDE-47은 투여량

의 90% 이상 흡수되었으며, BDE-99와 -153의 흡수

효율은 각각 62%, 40%이었다.24) 또한, 진주담치

(Mytilus edulis)에 BDE47, -99, -153을 투여하여 제거

율을 실험한 결과 BDE-153보다 BDE-47, -99 이성체

가 약 10배 가까이 제거율이 낮았다.24) 

따라서 BDE-47, -99는 생물에 대한 강한 축적성으로

인하여 높은 잔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

업용 penta-BDEs 제품에 40% 이상 혼합되어 있는

BDE-47은 분자량이 큰 octa- 및 deca-BDEs에 비하여

생체 축적성이 높기 때문에 육류 및 어류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로 검출되고 있다.

특히, 이매패류 내의 PBDE 이성체 분포패턴은 상업

용으로 생산된 penta-BDEs 제품인 Bromkal 70-5DE의

이성체 분포패턴과 유사하였다(p<0.01). 상업용으로 생

산된 Bromkal 70-5DE의 조성은 BDE-28(0.1%), -47

(42.8%), -99(44.8%), -100(7.82%), -153(5.32%) 및

-154(2.68%)가 주로 혼합되어 있으며, BDE-47, -99가

주요 이성체이다.

3. 유기염소계화합물의 축적수준

국내 연안지역에서 채취된 이매패류 내의 PCBs 및

유기염소계농약류(DDTs, HCHs, CHLs, HCB)의 잔류

농도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이매패류 내의 유기염소

계화합물의 평균농도와 표준편차는 ΣPCBs 4.66±4.89

ng/g, ΣDDTs 1.25±1.05 ng/g, ΣHCHs 0.72±0.38 ng/

g, ΣCHLs 0.18±0.14 ng/g 그리고 HCB는 0.069±

0.078 ng/g로 ΣPCBs, ΣDDTs가 가장 높은 농도로 검

출되었으며, 다음으로 ΣHCHs > ΣCHLs > HCB 순이었

다. ΣPCBs의 지리적 분포는 ΣPBDEs와 유사하게 도시

지역 및 산업지역과 인접한 해역에서 높은 분포패턴을

보이고 있다(Fig. 3). 그러나 ΣDDTs, ΣHCHs를 제외

한 다른 유기염소계농약류의 경우 대체적으로 균일한

지역적 분포를 보였다.

국내에는 패류에 대한 유기염소계화합물을 규제하는

Fig. 3. PBDE congener patterns in bivalves from the coastal wat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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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centrations of OCs in bivalves and comparison with EPA criteria, US. 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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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치는 없다. OSPAR Commission25)은 패류 내의

ΣPCBs(IUPAC No. 28, 52, 101, 118, 138, 153, 180

의 합), DDE에 대해 각각 5~58 ng/g, 5~50 ng/g의 생

태독성평가기준(Ecotoxicological Assessment Criteria,

EAC)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네덜란드, 스위스는 어·

패류의 ΣPCBs Action Limit를 1,000 ng/g로 규정하고

있다.26) 국내 연안 이매패류 내의 ΣPCBs, DDE의 잔

류농도는 각각 0.28~19.4 ng/g, 0.12~2.88 ng/g의 범위

로 OSPAR Commission의 생태독성평가기준과 ΣPCBs

Action Limit 이하의 농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미국 식

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의 어·패류에 대한 허용 한계치인 5,000 ng/g, 2,000

ng/g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DDE와 ΣHCHs는 대

부분의 지역에서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Human Health Critera,

Wild Life Criteria을 초과하였다(Fig. 3). 

국내에서 PCBs는 1979년 직접유통이 금지되었고,

1984년 PCBs의 수입이 금지될 때까지 사용되었다.5)

ΣPCBs의 잔류농도는 0.28~19.4 ng/g의 범위로 마산만,

부산항, 울산만, 영일만 등과 같은 산업지역과 인접한

해역에서 높은 농도의 ΣPCBs가 검출되었으며, 서해안

의 천수만, 함평만, 가막만 등 환경보전지역에서는 낮

은 농도의 ΣPCBs가 검출되었다(Fig. 3). 

이매패류 내의 PCB 이성체 분포패턴은 tetra-CBs,

penta-CBs가 ΣPCBs의 약 70%이상 차지하였으며, di-

CBs, tri-CBs, octa-CBs, nona-CBs 등의 이성체는

10% 미만의 낮은 구성비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PCBs는 염소원자의 수와 구성위치에 의해 물리·화학

적 특성이 좌우된다. 증기압, 물용해도, 생물학적 분해

성은 염소분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며, 지용성과

흡착성이 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27) 따라서 본 연구에

서 tetra-CBs, penta-CBs등의 염소조성 비율이 높게 나

타난 것은 di-CBs, tri-CBs 등의 저염소 이성체가 보다

생물학적 분해성이 크며, 낮은 휘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DDT와 DDT 대사물질인 DDE, DDD는 모든 이매

패류에서 검출되었으며, PCBs와 유사하게 남동부 지역

에서 높은 농도의 ΣDDTs가 검출되었다(Fig. 4). 이매

패류 내의 DDE와 DDD의 잔류농도는 각각 0.12~2.88

ng/g, 0.03~1.47 ng/g의 범위로 DDT(0.02~0.81 ng/g)보

다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으며, 이는 ICES28)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가장 높은 농도로 검출된 DDE는 DDT의

대사물질로서 주로 고등생물에서 높은 농도로 검출된

다. 특히, 진주담치는 수생환경에서 두 번째 단계로 주

로 해수를 통하여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한다. DDE

는 플랑크톤에서 어류까지 평균농도의 약 28.7배 정도

생물농축 된다.29)

DDT는 육상의 산화적 또는 환원적 조건, 미생물 작

용 및 광분해에 의해 DDE와 DDD로 변환된다.30) 또

한 환경 중에서 DDT는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DDE

로 분해가 되며,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서는 DDD로 분

해가 된다. 따라서 DDE와 DDT의 비율로 인위적

DDT의 최근 새로운 유입을 예측할 수 있다. Aguilar31)

는 해양생물의 ΣDDTs와 DDE의 비율이 0.6보다 낮으

면 최근에 DDT의 유입이 있음을 암시한다고 제안하였

다. 이매패류 내의 ΣDDTs에 대한 DDE의 평균 비율

은 0.63이었으며, DDE/DDT비는 평균 3.1로 DDE의

높은 농도 수준은 DDT의 유입이 적었음을 암시하고

있어 국내 연안 지역에서 최근에 DDT의 유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ΣHCHs(α-, β-, γ-, δ-HCH)의 잔류농도는 0.23~1.64

ng/g의 범위로 전 연안에 걸쳐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었

다(Fig. 3). α-HCH, β-HCH, γ-HCH, δ-HCH의 총합

에 대한 구성비는 각각 20.2%, 55.9%, 17.9%, 5.9%

로 β-HCH의 구성비가 다른 동위체에 비하여 높게 나

타났다. 이는 β-HCH의 낮은 증기압과 난분해적 특성

때문이다.32) 또한, β-HCH에 비해 낮은 α-HCH의 구성

비는 상업용으로 사용된 HCH의 최근 유입이 상대적으

로 적었음을 의미한다.

다른 유기염소계농약류인 ΣCHLs와 HCB는 각각

0.03~0.57 ng/g, N.D~0.26 ng/g의 범위로 모든 이매패

류에서 낮은 농도로 검출되었다. HCB는 한국에서 전

혀 생산하지 않고 수입되어 사용되었으나 모든 만의 퇴

적물과 패류에서 검출되고 있다.33) 이처럼 HCB의 연안

환경 내에서의 낮은 잔류농도의 원인은 살균제로 사용

되어 배출되는 것보다 산업적, 공업적 과정에서 불순물

로 배출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본 유기염소계화합물의 잔류농도를 아시아 담치 감시

프로그램과 비교하면 아시아의 일부 개발도상국에 비

하여 ΣPCBs 잔류농도는 다소 높았으나 유기염소계농

약류인 ΣDDTs, ΣHCHs, ΣCHLs, HCB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8) 이것은 국내에서 1970년대 후반 대부분의

유기염소계농약류의 사용이 금지된 것과 무관하지 않

을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는 국내의 특별관리해역, 환경보전해역, 양식

장 밀집지역 등 총 30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매패류 내

의 새로운 유기오염물질인 PBDEs와 유기염소계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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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리적 농도분포와 이성체별 분포특성에 따른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연안지역 이매패류에서 18개 PBDE 이성체

가 검출되었으며, ΣPBDEs의 농도범위는 전 세계 비교

를 통하여 유사하거나 높게 검출되어 한국은 아시아지

역의 잠재적 소비자 중 하나임을 암시하고 있다.

2. 지리적 농도 분포는 도시지역 및 산업지역에서 채

취한 이매패류에서 고농도의 ΣPBDEs가 검출되었으

며, 환경보전해역과 양식장이 밀집된 해역에서는 낮은

농도의 ΣPBDEs가 검출되었다. PBDE 이성체 분포 패

턴은 BDE-47이 가장 높은 구성비로 나타났다.

3. 패류내의 유기염소계화합물의 잔류농도는 ΣPCBs

와 ΣDDTs가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ΣPCBs와

ΣDDTs의 지리적 분포는 ΣPBDEs와 유사하게 도시지

역 및 산업지역과 인접한 해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유기염소계농약류의 경우 대체적으로 균일한 지역적 농

도분포를 보였으며, ΣDDTs와 ΣHCHs의 해양환경으로

최근 유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이매패류 내에 축적되어 있는 ΣPCBs, ΣDDTs 잔

류농도에 대한 리스크 평가는 OSPAR Commission의

생태독성평가기준과 미국 식품의약국(US. FDA) 어·

패류에 대한 허용 한계치 이하의 농도를 나타내었으나

DDE와 ΣHCHs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국 환경보호청

(US. EPA)의 Human Health Critera, Wild Life

Criteria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국내 연안해역 중

고농도로 검출된 특별관리해역에서 PBDEs와 유기염

소계화합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요발생원 및 오

염경로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들 오염

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잠재적인 오염경로와

생물학적 독성영향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다. 

감사의 글

이 연구결과물은 2006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진흥연

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Tanabe, S., Prudente, M., Kan-atireklap, S. and Sub-

ramanian, A. : Mussel watch marine pollution moni-

toring of butyltins and organochlorines in coastal

waters of Thailand, Philippines and India. Ocean

Coastal Management, 43, 819-839, 2000.

2. de Wit, C. A. : An overview of brominated flame

retardants in the environment. Chemosphere, 46, 583-

624, 2002.

3. Branchi, I., Alleva, E. and Costa, L. G. : Effects of

perinatal exposure to a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

(PBDE 99) on mouse neurobehavioural develop-

ment. Neurotoxicology, 23, 375-384, 2002.

4. Bromine Science and Environmental Forum (BSEF) :

An introuduction to brominated flame retardants,

2001.

5. Hong, S. H., Yim, U. H., Shim, W. J., Li, D. H., Oh,

J. R. : Nationwide monitoring of polychlorinated

biphenyls and organochlorine pesticides in sediments

from coastal environment of Korea. Chemosphere,

64, 1479-1488, 2006.

6. Burreau, S., Zebuhr, Y., Broman, D. and Ishaq, R. :

Biomagnification of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and polychlorinated diphenyl ethers (PBDEs) studied

in pike (Esox lucius), perch (Perca fluviatilis) and

roach (Rutilus rutilus) from the Baltic Sea. Chemo-

sphere, 55, 1043-1052, 2004.

7. Johnson-Restrepo, B., Kannan, K., Addink, R. and

Adams, D. H. :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and

polychlorinated biphenyls in a marine food web of

coastal Florida.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

ogy, 39, 8243-8250, 2005.

8. Monirith, I., Ueno, D., Takahashi, S., Nakata, H.,

Sudaryanto, A., Subramanian, A., Karuppiah, S.,

Ismail, A., Muchtar, M., Zheng, J., Richardson, B. J.,

Prudente, M., Hue, N. D., Tana, T. S., Tkalin, A. V.

and Tanabe, S. : Asia-Pacific mussel watch: monitor-

ing contamination of persistent organochlorine com-

pounds in coastal waters of Asian countries. Marine

Pollution Bulletin, 46, 281-300, 2003.

9. USEPA : Brominted diphenyl ethers in water, soil,

sediment, and tissue by HRGC/HRMS. EPA Method

1614, August 2003 Draf, 2003.

10. Nakamura, H., Matuda, M., Quynh, H. T., Cau, H.

D., Chi, H. T. K. and Wakimoto, T. : Levels of poly-

chlorinated dibenzo-p-dioxins, dibenzofurans, PCBs,

DDTs and HCHs in human adipose tissue and breast

milk from the south of Vietnam. Organohalogen

Compounds, 21, 71-76, 1993.

11. Bayen, S., Thomas, G. O., Lee, H. K. and Obbard, J.

P. : Occurrence of polychlorinated biphenyls and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 in green mussels

(Perna viridis) from Singapore, Southeast Asia. Envi-

ronmental Technology Chemistry, 22, 2432-2437,

2003.

12. Liu, Y., Zheng, G. J., Yu, H., Martin, M., Richard-

son, B. J., Lam, M. H. W. and Lam, P. K. S. : Poly-

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s) in sediments

and mussel tissues from Hong Kong marine waters.

Marine Pollution Bulletin, 50, 1173-1184, 2003.

13. Mai, B. X., Chen, S. J., Luo, X. J., Chen, L. G.,

Yang, Q. S., Sheng, G. Y., Peng, P. A., Fu, J. M. and

Zeng, E. Y. : Distribution of polybrominated diphe-

nyl ethers in sediments of the Pearl River Delta and



한국 연안 이매패류에 잔류하는 PBDEs 및 OCs에 관한 연구 127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Vol. 36(2)

adjacent South China Sea.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39, 3521-3527, 2005.

14. Ohta, S., Nakao, T., Nishimura, H., Okumura, T.,

Aozasa, O. and Miyata, H. : Contamination levels of

PBDEs, TBBPA, PCDDs/DFs and PXDDs/DFs in the

environment of Japan. Organohalogen Compounds,

57, 57-59, 2002.

15. Oros, D. R., Hoover, D., Rodigari, F., Crane, D. and

Sericano, J. : Levels and distribution of polybromi-

nated diphenyl ethers in water, surface sediments, and

bivalves from the San Francisco estuary. Environmen-

tal Science and Technology, 39, 33-41, 2005.

16. Christensen, J. H. and Platz, J. : Screening of poly-

brominated diphenyl ethers in blue mussels, marine

and freshwater sediments in Denmark. Journal of

Environment Monitoring, 3, 543-547, 2001.

17. Bethune, C., Nielsen, J. and Julshamn, K. : Current

levels of primary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in

Norwegian seafood. Organohalogen Compounds, 66,

3861-3866, 2004.

18.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 International reg-

ulations and counterplans of brominated flame retar-

dants. Korea Environment Institute, Seoul Korea,

2005.

19. Back, I. C., We, S. U., Cho, Y. J., Kim, K. H., Baek,

J. H., Han, S. Y. and Min, B. Y. : Residueand Expo-

sure Assessment of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s) in Breast Milk from Two Korea Regions.

Proceedings of Environmental Health in Asia-Pacific

Region, Jeju, Korea, 168-172, 2008.

20. Kim, B. H., Ikonomou, M. G., Lee, S. J., Kim, H. S.

and Chang, Y. S. : Concentrations of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s and

dibenzofurans, and polychlorinated biphenyls in

human blood samples from Korea.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336, 45-56, 2005.

21. Yeo, H. G., Cho, K. C. and Chun, M. Y. : Concen-

trations and characteristic of PBDEs in Pine needle

and soil of Ansung-city.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32(2), 111-117, 2006.

22. We, S. U., Kim, K. H., Baek, J. H., Han, S. Y. and

Min, B. Y. :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Con-

tamination of Korea Food. Proceedings of Environ-

mental Health in Asia-Pacific Region, Jeju, Korea,

173-176, 2008.

23. Wang, X. M., Ding, X., Mai, B. X., Xie, Z. Q.,

Xiang, C. H., Sun, L. G., Sheng, G. Y., Fu, J. M. and

Zeng, E. Y. :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in air-

borne particulates collected during a research expedi-

tion from the Bohai Sea to the Arctic.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39, 7803-7809, 2005.

24. Hites, R. A. :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in the

environment and in people: A meta-analysis of con-

centrations.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38, 945-956, 2004.

25. Burreau, S., Axelman, J., Broman, D. and Jakobsson,

E. : Dietary uptake in pike (Esox lucius) of some

polychlorinated biphenyls, polychlorinated naphtha-

lenes and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adminis-

tered in natural diet. Environmental Technology

Chemistry, 16, 2508-2513, 1997.

26. OSPAR Commission : Qualitystatus report 2000.

OSPAR Commission, London, 41-63, 2000.

27. Kannan, K., Tanabe, S. and Tatsukawa, R. : Geo-

graphical distribution and accumulation and accumu-

lation features of organochlorine residues in fish in

trophical Asian and Oceania. Environment Science

and Technology, 29, 2673-2683, 1995.

28. ICES : Report of Working Group for the Interna-

tional Study of the pollution of the North Sea and its

Effects on Living Resources and their Exploitation.

Cooparative Report Res., Serial No., 39, 191, 1974.

29. Long, E. R., MacDonald, D. D., Smith, S. L. and

Calder, F. D. : Incidence of adverse biological effects

within ranges of chemical concentrations in marine

and estuarine sediments. Environmental Manage-

ment, 19, 81-97, 1995.

30. Richard, E. J. : DDT metabolism in microbial sys-

tem. Residu Reviews, 61, 1-8, 1976.

31. Aguilar, A. : Relationship of DDE/PDDT in marine

mammals to the chronology of DDT input into the

ecosystem. Journal of Fish Aquat Science, 41, 840-

844, 1982.

32. Willett, K. L., Ulrich, E. M. and Hites, R. A. : Dif-

ferential toxicity and environmental fates of hexachlo-

rocyclohexane isomers.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32, 2197-2207, 1998.

33. Shim, W. J., Yim, U. H., kannan, N., Li, D. and Oh,

J. R. : Status and Historical Trend in the Accumula-

tion of Toxic Chemicals in Masan-Chinhae Bay,

Workshop on Ecosystem Management of interrelated

River Basins. Estuaries and Coastal Sea, 26, 1-14,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