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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tal distributions and their ecotoxicological implications relating to organochlorine compounds
(OCs) were determined in surface sediments sampled from the West Nakdong River. The concen-
trations of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s (DDTs), hexa-
chlorocyclohexanes (HCHs), and hexachlorobenzene (HCB) in surface sediments were in the range of
0.57-3.68, 0.41-8.35, 0.63-1.65, and n.d.-0.56 ng/g, respectively. DDTs represent the major OC in the
West Nakdong River. Concentrations of PCBs and DDTs correlate with the total organic carbon (PCBs:
r=0.874, p<0.001, and DDTs: r=0.762, p<0.05, respectively), indicating that organic content in the sedi-
ments is one of the major factors for influencing horizontal distribution of the organochlorine com-
pounds in this river. Examining the potential poisonous character of the surface sediments to benthic
organisms according to the sediment quality guideline (SQG), set out by the Canadian Council of
Ministers of the Environment (CCME) and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we found that the concentrations of total PCBs, p,p'-DDD, and γ-HCH were lower than the
effects range-low (ER-L) and the probable effects level (PEL). As a result, it is considered that the ef-
fect of organochlorines in the region considered on benthic organisms is very low from the per-
spective of environmental toxicology. However, in terms of the Canadian SQC, p,p'-DDE, p,p'-DDT,
and total DDTs, respectively, exceeded the interim sediment quality guidelines (ISQG) and the thresh-
old effect level (TEL) in 30%, 17%, and 19%, respectively, of the sediment samples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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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부분 의도적으로 제조된 많은 종류의 잔류성유기오염물

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은 환경 중에 배출되

어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PCBs (Polychlorinated bi-

phenyls), OCPs (Organochlorine pesticides) 등과 같은 유기

염소계화합물은 물리․화학적으로 안정되어 환경 중에 유입

되면 높은 잔류성과 생물독성이 강한 환경오염물질이다[28].

또한, 수역에 배출된 지용성인 유기염소계화합물은 유기물질

로 흡착, 분배되어 그 입자성물질은 저층으로 침강·퇴적되며,

저서생물에 의해 이용된다[26]. 이들 축적된 유기염소계화합

물은 먹이사슬의 하위단계에서 상위단계로 전위되어 생태계

내 먹이사슬에 따라 이동하면서 생물․농축되고 최종적으로

인체 내 갑상선 호르몬 대사 방해와 같은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킨다[2,31]. 이러한 생체독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PCBs

는 1979년에 직접유통이 금지되었으며, 1996년까지 약 4,292

톤의 PCBs가 사용되었다[3]. 유기염소계농약은 1970년대 이

후 수입 및 사용이 금지되었으나[19] 이들 유기염소계화합물

은 인체시료에서 현재까지 검출되고 있다[29].

서낙동강 유역은 한국 내에서 최장 수계인 낙동강하류 서남

부에 위치한 수역으로서 일부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역이 농업지역으로 생물상이 풍부하다. 그러나, 조류의 흐

름이 여러 수문에 가로막혀 낙동강 본류와 차단됨으로써 하구

호와 같은 상태를 이루고 있으며, 서낙동강 주변지역에서 배

출된 육상기인 유기오염물질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유입되

면서 주변 생태계 악영향이 예상되나 이들 화학물질의 독성영

향에 관한 오염도 평가는 미미한 실정이다. 수계의 퇴적물은

유기, 무기물의 순환과정에 대한 최종 침전장소이자 원천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퇴적물이 오염되면 생태계에 많은 유해

한 영향[21]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하구와

연근해에 침강된 오염 퇴적물 중에 유기염소계화합물은 수생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오염원으로 작용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11]. 따라서 저서생물을 포함하여 수생 생태계를 보호하

기 위해서는 퇴적물의 오염도를 평가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에서 배출감소 및 규제를 위한 우선적 오

염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서낙동강 수

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PCBs, DDTs, HCHs 및 HCB 등의

수평적 분포에 따른 오염도를 파악하고 퇴적물 오염기준을

이용하여 독성학적 관점에서 저서생물에 미치는 잠재적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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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독성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채취

시료 채취는 서낙동강 수계에서 2004년 3월부터 12월까지

그랩 채니기(Van-veen grab sampler)를 이용하여 3개월 간격

으로 10개 정점에서 약 2 cm 이내의 표층(총 30개 표층퇴적물)

을 채취하였으며, 시료채취지점은 Fig. 1에 나타내었다. 채취

된 표층퇴적물은 용매로 세척된 폴리에틸렌 비닐 백에 넣어

밀봉한 후 드라이아이스가 들어있는 아이스박스에 담아 실험

실로 이송한 다음 분석 전까지 동결상태로 -20℃에서 보관하

였다.

분석방법

유기염소계화합물인 PCBs 및 DDTs, HCHs, HCB의 주요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속슬렛 추출용 원통여지에 건조된

표층퇴적물 10 g을 칭량하여 속슬렛 추출기에 넣고, 내부표준

물질 dibromooctafluorobiphenyl, PCB 103 그리고 PCB 198을

각각 10 ng 첨가한 다음 염화메티렌(ultra residue analysis,

J.T. Baker, USA)을 추출용매로 16시간 이상(추출 회차수 24회

이상) 추출하였다. 추출액은 회전증발농축기를 이용하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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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showing sampling locations of surface sediments

in the west Nakdong River.

2 ml까지 농축하였으며, 농축된 추출액을 n-헥산(ultra resi-

due analysis, J.T. Baker, USA) 200 ml가 들어있는 분액여두에

넣은 다음 황산(Special grade, Wako, Japan)을 이용하여 유기

물을 분해시켰다. 황산 처리 후 농축액은 활성화된 구리를 이

용하여 황 화합물을 제거한 후, 130℃에서 19시간 동안 활성화

시킨 실리카겔(Wakogel S-1, PCB analysis grade, Wako,

Japan) 3 g이 충전된 컬럼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정제하

였으며, 용리액으로서 150 ml의 n-헥산을 넣어 1초 1방울의

유속으로 추출액을 흘려보내 제1분획을 용출하였다. 다음 단

계로 10% 염화메틸렌/n-헥산을 흘려보내 제2분획을 취득하

였다. 각각의 용출액은 회전증발농축기를 이용하여 약 2 ml까

지 농축하였으며, PCBs, HCB, p,p'-DDE가 포함된 제1분획과

유기염소계농약류인 HCHs, DDTs가 포함된 제2분획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프 내부표준물질(tetrachloro-m-xylene)을 첨가

하고 질소기류하에서 100 μl까지 농축한 후 GC-μECD

(Hewlett Packard 6890 Series GC,
63

Ni electron capture de-

tector μECD, USA)를 이용하여 정성-정량 분석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컬럼은 DB-1 (30 m×0.25 mm I.d., 0.25 μm)

이며, Carrier Gas는 질소를 이용 1.0 ml/min의 조건에서 시행

하였다. 유기염소계농약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의 온도 프로

그램은 인젝터 온도 260℃에서 splitless mode로 디텍터의 온

도는 280℃에서 검출하였다. 오븐의 운전조건은 100℃(1 min),

20℃/min to 170℃, 5℃/min to 280℃, 20℃/min to 320℃(12

min)으로 총 40분의 운전조건으로 검출하였다. PCBs는 인젝

터의 온도는 240℃에서 splitless mode로 디텍터의 온도는 300℃

에서 검출하였다. 오븐의 운전조건은 50℃(3 min), 15℃/min

to 160℃(3 min), 4℃/min to 280℃(10 min)의 운전조건으로

검출하였다.

유기염소계화합물 표준물질은 순도, 농도 및 신뢰성이 검증

된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PCB 화합물은 Ultra Scientific

사에서 구매한 Aroclor-mixture (1242, 1248, 1254, 1260=1 :

1 : 1 : 1)를 혼합한 혼합액을 표준용액으로 사용하여 총 86개

이성질체를 분석하였다. 유기염소계농약인 DDT화합물류

(o,ṕ -DDE, p,ṕ -DDE, o,ṕ -DDD, p,ṕ -DDD, o,ṕ -DDT,

p,ṕ -DDT), 헥사클로르사이클로헥산 화합물류(α-HCH, β

-HCH, γ-HCH, δ-HCH) 그리고 헥사클로르벤젠(HCB)은

AccuStandard사에서 혼합액으로 구매하였다. 또한, 내부표준

물질로 사용된 4,4´-Dibromooctafluorobiphenyl과 2,4,5,6-

Tetrachloro-m-xylene는 AccuStandard사에서 구매하여 n-헥

산으로 조제, 희석하여 각각 1.0 ng/ul, 2.0 ng/ul 농도로 만들

어 사용하였다.

내부표준물질로 첨가된 DBOFB, PCB 103 및 PCB 198의

회수율은 각각 78~105%, 82~94% 및 68~108%의 범위로 나타

났다. 검출한계는 Noise의 2배의 면적을 검정공식에 적용하여

농도를 구한 후 시료량 10 g을 적용하여 구하였으며, 검출한계

는 PCBs 0.005~0.07 ng/g, DDTs 0.003~0.05 ng/g, H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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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8~0.02 ng/g 그리고 HCB 0.005~0.03 ng/g의 범위로 정량

치가 검출한계 이하일 경우에는 불검출로 처리하였다.

통계분석

상업용 PCBs 제품(Aroclor-1242, 1248, 1254, 1260)의 사용

으로 인한 발생원 해석을 위하여 사용한 통계분석법은 다변량

해석 수법의 하나인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

sis, PCA)으로 주성분수의 결정은 고유치(Eigen value) 1을 기

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총 유기탄소(Total organic carbon,

TOC)와 각 화합물 사이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분석

(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데이터의 통

계적 처리는 Statistica (Version 6.0, statsoft Inc., OK,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퇴적물 내 OCs의 수평적 농도분포

서낙동강 표층퇴적물 내에 잔류하고 있는 유기염소계화합

물(Organochlorine compounds, OCs)과 총 유기탄소(Total

organic carbon, TOC)의 농도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표층퇴

적물 내 유기염소계화합물의 평균농도와 표준편차는 ∑PCBs

1.81±0.87 ng/g (dry weight basis), ∑DDTs 3.76±2.71 ng/g,

∑HCHs 1.17±0.33 ng/g 그리고 최근 산업공정의 부산물 또는

불순물로 주로 발생되고 있는 HCB는 0.16±0.18 ng/g로 DDT

화합물이 가장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다.

서낙동강 유역내에는 덕암 산업단지, 삼계․지내 준공업지

역 및 주촌․내삼 농공단지 등의 배출원과 녹산수문으로 인한

수리학적 체류시간 증대와 함께 퇴적물의 증대로 유기염소계

화합물의 오염이 우려되어 왔으나,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

이 표층퇴적물 내의 ∑PCBs 농도는 국내의 형상강, 시화호,

낙동강하구의 표층퇴적물에서 검출된 농도에 비해 낮았다. 반

면, 유기염소계농약인 ∑DDTs는 국내의 오염된 지역인 형상

강, 시화호에서 검출된 농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PCB

화합물의 경우, 주로 산업 및 도시 지역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 본 조사지역은 공업중심의 산업 지역은 일

부분이고 대부분 농업중심지역이라 ∑PCBs의 농도는 낮은 반

면, 유기염소계농약인 ∑DDTs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

었다. 난연성 유기오염물질인 DDT 화합물은 자연환경에서 긴

생물․화학적 반감기를 가지고 있으며, 생물반감기는 최소 15

년이고 토양에서의 반감기는 18~2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6,8].

본 조사지역 퇴적물 중 유기염소계화합물의 농도 수준을

국외의 여러 지역에서 검출된 농도와 비교해보면 ∑PCBs 농

도는 중국, 베트남 및 스페인의 강과 하구지역 퇴적물의 농도

보다 낮았으며, 인도의 강 하구에서 검출된 농도와 유사한 수

준이었다(Table 2). 유기염소계농약인 ∑DDTs, ∑HCHs는 우

리나라와 사용밀도가 비슷한 인도[17]와 유사하거나 다소 높

Table 1. Concentration (ng/g dry weight) of PCBs and organo-

chlorine pesticides in surface sediment

Paramter mean±SD
a

median
Range

min max
TOC (%) 1.21±0.56 1.12 0.57 2.17
di-CBs 0.25±0.17 0.21 0.033 0.63
tri-CBs 0.55±0.35 0.56 0.15 1.18
tetra-CBs 0.48±0.28 0.45 0.13 1.03
penta-CBs 0.26±0.15 0.24 0.035 0.47
hexa-CBs 0.15±0.13 0.13 0.023 0.48
hepta-CBs 0.09±0.08 0.083 0.008 0.31
octa-CBs 0.02±0.03 0.009 N.D 0.074
nona-CBs 0.01±0.02 0.002 N.D 0.044
∑PCBs 1.81±0.87 1.84 0.57 3.68
o.p'-DDE 0.34±0.32 0.31 N.D 0.88
p.p'-DDE 1.31±0.69 1.19 0.06 2.26
o.p'-DDD 0.41±0.49 0.12 N.D 1.39
p.p'-DDD 0.87±0.74 0.75 0.11 2.12
o.p'-DDT 0.27±0.29 0.20 N.D 0.79
p.p'-DDT 0.56±0.57 0.33 0.014 1.65
∑DDTs 3.76±2.71 3.44 0.41 8.35
α-HCH 0.21±0.13 0.21 0.013 0.37
β-HCH 0.61±0.16 0.59 0.046 0.84
γ-HCH 0.15±0.10 0.12 N.D 0.31
δ-HCH 0.20±0.15 0.25 N.D 0.42
∑HCHs 1.17±0.33 1.19 0.63 1.65
HCB 0.16±0.18 0.12 N.D 0.56

TOC: total organic carbon, SD: standard deviation.

N.D. is not detected: the measurement was below the detection

limit.
a
Percentiles calculated based on results for all (n=30) samples.

은 수준이었다.

한편,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류지역인 WN-10의 오염

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 지역에서의 높은 농도의 원인

으로 녹산수문에 의해 조류의 흐름이 차단되어 배출된 유기오

염물질이 퇴적물에 계속적으로 흡착되어 오염도가 높은 것으

로 판단되었다. 또한, 이 지역은 서낙동강 오염부하량의 약

62%를 차지하는 조만강과 산업폐수량의 유입이 많은 평강천

과 인접하고 있다. 하지만, 유기염소계화합물의 분포특성은

조사지역 주변특성에 따른 사용량의 차이, 휘발성, 옥타놀-물

분배계수(Octanol-water partition coefficient, Kow), 용해도, 분

해성 등의 물리․화학적인 특성과 같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할 수 있어 보다 명확한 오염 발생원 규명을 위해서는

향후 서낙동강 지류에 대한 대상오염물질의 LCA (Life cycle

analysis), 물질수지 등 과학적 방법을 통한 배출원 조사가 필

요할 것이다.

TOC는 유기염소계화합물의 분배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의 하나이다. PCBs와 같이 높은 log Kow와 낮은 물 용해도를

가진 유기염소계화합물은 물이나 대기 등 유체상 매체보다는

유기탄소를 함유한 고체상 퇴적물에 축적율이 비교적 높다

[23].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TOC 함량은 ∑PCBs (r=0.874,

p<0.01), ∑DDTs (r=0.762, p<0.05)와 유의성 있는 양의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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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PCBs and OCPs concentrations (ng/g dry weight basis) reported for surface sediments collected in various

locations

Location
 ∑PCBs  ∑DDTs  ∑HCHs  HCB

References
Range (min～max)

West Nakdong River, Korea 0.57~3.68 0.41~8.35 0.63~1.65 N.D~0.56 This research

Nakdong River, Korea 1.10~141 [12]

Hyeongsan River, Korea <1.0~170 1.10~1.30 0.01~1.31 0.95~2.01 [15]

Shihwa Lake, Korea 9.05~126 0.15~2.14 0.55~10.7 0.09~3.49 [14]

Seomjin River, Korea 0.32~1.79 0.34~1.16 0.05~0.36 [16]

Pearl River Estuary, China 6.01~287 1.37~599 11.9~353 1.08~55.5 [10]

Hanoi Canals, Vietnam 0.74~33.6 7.40~80.5 0.07~3.12 N.D~0.13 [20]

Hugli River Estuary, India 0.18~2.33 0.18~1.93 0.11~0.40 0.05~0.98 [11]

Wu-Shi River, Taiwan N.D~11.4 0.99~14.5 [7]

Jarama River, Spain 266~1,179 107~969 0.03~38.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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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centrations (ng/g, dry weight) of organochlorine compounds and total organic carbon (%) in surface sediments.

이 관찰되어 서낙동강 수계에서 TOC 함량은 유기염소계화합

물의 수평적 분포에 작용하는 중요한 인자라고 판단되었다.

오염원 및 이성질체 분포특성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층퇴적물 내 ∑PCBs의 동족체

분포패턴은 di-CBs, tri-CBs, tetra-CBs의 염소조성 비율이 각

각 13.5, 29.3 및 26.2%로 저 염화물(low-chlorinated PCBs)

PCBs가 약 65%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고 염화물(high-chlori-

nated PCBs)인 octa-CBs, nona-CBs, deca-CBs는 2% 이하의

낮은 구성비로 나타났다.

잠재적인 배출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업용 PCBs 제품인

Aroclor-1242, -1248, -1254, -1260의 구성성분과 ∑PCBs 농도

에 의해 각각 이성질체의 농도를 표준화시켜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에 적용하여 얻은 결과

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상업용 Aroclor 제품은 여러 PCB 동족

체들의 혼합물로 Aroclor-1242, -1248은 주로 di-CBs, tri-CBs,

tetra-CBs등 주로 저 염화물이 주성분이며, Aroclor-1254는

tetra-PCBs, penta-CBs, hexa-PCBs, Aroclor-1260은 hexa-P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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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CA score plot for the composition of PCB congeners and Aroclor mixtures in surface sediments. Congener specific concen-

trations were normalized to total sediment concentrations at each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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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somer compositions of DDTs and HCHs in surface sediments.

hepta-PCBs 등이 주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3에서와 같

이 주성분 분석 결과는 명확히 두 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었

다. 그룹 I은 Aroclor-1242, -1248과 di-CBs, tri-CBs, tetra-CBs

등 저 염화물이 높게 구성된 중․하류 지역이었으며, 그룹 II는

Aroclor-1254와 penta-CBs, hexa-PCBs 등으로 구성된 상류지

역이었다.

자연환경에 배출된 PCBs의 분해속도나 생체전이속도 등은

이성질체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물리․화학적

특성은 비페닐기에 치환된 염소수와 구성위치에 따라 좌우된

다[24]. 또한, 수계 중 PCBs는 비페닐기에 치환된 염소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용성, 흡착성 그리고 log Kow는 증가하여 수

용성, 생물학적 분해성은 감소하므로[24] 산업생산 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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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는 육상기인 고분자량의 PCBs는 하천수나 강우유출,

대기로부터의 침적 등의 다양한 이동경로를 통하여 배출원

근처의 퇴적물에 대부분 흡착․침적되나, 낮은 분배계수를 가

진 저분자량의 PCBs는 물에 잘 용해되어 배출원으로부터 멀

리 떨어진 중․하류 지역까지 이송되어 저분자량 PCBs의 구

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사

료된다.

DDE, DDD, DDT의 농도는 각각 1.65±0.87 ng/g, 1.28±1.17

ng/g, 0.83±0.84 ng/g으로 검출되었으며, 살충 효과가 가장

강한 p,p'-DDT는 0.014~1.65 ng/g의 범위로 평균 농도는 0.42

ng/g이었다(Table 1). ∑DDTs 농도에 대한 DDE, DDD, DDT

의 구성비는 각각 52.2, 30.8 및 17.0%로 DDT 보다 대사물질인

DDE, DDD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났다(Fig. 4). 상업적으로 생

산된 DDT 제품(이하 technical DDT)의 구성비는 p,p'-DDT

75%, o,p'-DDT 15%, p,p'-DDE 5% 그리고 나머지 대사물질이

5%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퇴적물 내 DDE와 DDD의 백분율

증가는 사용규제 이후 축적된 DDT가 분해과정 중에 있음을

의미한다. DDT는 일반적으로 산화 또는 환원 조건, 미생물

작용 및 광분해 등에 의해 DDE와 DDD로 분해된다[13].

한편, p,p'-DDT/p,p'-DDE의 비율이 0.33보다 높으면 DDT

의 유입이 최근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는데[25], 본 연구결

과, p,p'-DDT/p,p'-DDE의 비율은 0.33보다 작아, 최근 DDT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p,p'-DDE의 높은 농도보다 적은 수준임을

암시하고 있어 서낙동강 수계에서 최근 DDT 화합물의 유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CHs 농도에 대한 α-, β-, γ- 그리고 δ-HCH의 구성비는

각각 17.9, 51.7, 13.2 및 17.2%로 미생물분해가 아주 느려 고안

정성인[30] β-HCH의 농도가 가장 높았다(Fig. 4). 반면, 상업

용 HCH 혼합품 내 α-HCH의 높은 구성비(55~80%)에도 불구

하고 퇴적물에서 낮은 농도로 검출된 것은 다른 동위체에 비

하여 α-HCH는 높은 증기압과 낮은 분해능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퇴적물 내 α-HCH/γ-HCH의 비율이 1.1로 상

업용 HCH 혼합품 내 α-HCH/γ-HCH의 비율이 4~7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서낙동강 수계에 유입된 상

업용 HCH가 사용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으며, 최근에

유입된 상업용 HCH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의미한다. 비록,

1970년대 이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씨앗

세정 및 의료목적으로 캐나다와 미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에

서 사용되고 있다[27]. 현재 국내에서도 농업용이 아닌 의료목

적(이 제거약제)으로 HCH (상품명; lindane)이 사용되고 있다.

HCB의 농도는 N.D~0.56 ng/g (0.16±0.18 ng/g)의 범위로

분석대상 물질 중 가장 낮은 농도로 검출되었다(Table 1).

HCB는 염소화합물 제조공정, 염소화반응, 소각과정 부산물

등으로 생성되어 대기를 통해 확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현재 거의 모든 환경시료에서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19] 본 연구결과에서도 국내에서 생산 및 사용된 적이

없는 HCB가 검출되었다. HCB의 대기 중 반감기는 2~6년, 토

양에서 반감기는 6년 이상으로 환경에 노출될 경우 잔류성이

매우 높다[1].

잠재적 생태독성 영향

수계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생물학적 영향 그리고 위

해성은 대부분 퇴적물 오염기준(Sediment Quality Guidline,

SQG)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SQG를 이용하여 서낙동강 퇴적

물 내의 저서생물에 대한 잠재적인 생태독성 영향을 평가한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PCBs의 농도 수준은 0.57~3.68

ng/g의 범위로 저서생물에 10%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농

도(Effect range low, ER-L) [22]인 50 ng/g과 최초영향수준

(Threshold effect level, TEL) [4]인 21.5 ng/g 보다 낮아 독성

학적 관점에서 저서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

었다. p,p'-DDD, γ-HCH 역시 잠정퇴적물권고기준(Interim

Sediment Quality Guidelines, ISQG) [5]인 3.54 ng/g, 0.94

ng/g과 악영향 기대수준(Probable effects level, PEL) [5]인

8.51 ng/g, 1.38 ng/g을 초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p,p'-DDE는 전체 30개 퇴적물 중 30%에서 그리고

p,p'-DDT는 17%에서 ISQG인 1.42 ng/g와 1.19 ng/g을 초과

하였으며, ∑DDTs 역시 0.41~8.35 ng/g의 농도범위로 전체

60%의 퇴적물에서 TEL인 3.89 ng/g을 초과하였으나 저서생

물에 대한 악영향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악영향 기대수

준(PEL)인 51.7 ng/g 이하였다. 잠정퇴적물권고기준(ISQG)과

악영향 기대수준(PEL) 사이의 오염물질 농도는 저서생물에

대한 악영향이 가끔 발생하는 정도의 오염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지역 퇴적물 내 축적되어 있는 p,p'-DDE,

p,p'-DDT, ∑DDTs의 오염농도는 독성학적 관점에서 저서생

물에 미치는 잠재적인 환경독성영향력이 가끔 발생하는 것으

로 평가되었으며, ∑PCBs, p,p'-DDD, γ-HCH의 오염농도는

저서생물에 미치는 악영향은 거의 없는 오염되지 않는 퇴적물

의 상태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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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comparison of organochlorine concentrations in 30

sediment samples from the coast of korea with sed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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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서낙동강 수계 퇴적물 내 PCBs, DDTs, HCHs 및 HCB의 수평적 분포와 잠재적 생태독성 영

향 평가

위성욱․윤조희․민병윤*

(경남대학교 도시환경공학과)

본 연구는 서낙동강 표층퇴적물 내에 잔류하고 있는 유기염소계화합물의 수평적 분포와 잠재적 생태독성 영향

력을 평가하였다. 표층퇴적물 내 PCBs, DDTs, HCHs 및 HCB의 잔류농도는 각각 0.57~3.68, 0.41~8.35, 0.63~1.65

및 n.d~0.56 ng/g의 범위로 주요 유기염소계화합물은 DDT 화합물이었다. PCBs, DDTs 농도와 총 유기탄소 함량

은 유의한 상관관계(PCB: r=0.874, p<0.001, and DDTs: r=0.762, p<0.05)를 보여 서낙동강 수계에서 퇴적물 내 유

기물 함량은 유기염소계화합물의 수평적 분포에 작용하는 주요 인자로 나타났다. 퇴적물 오염기준을 이용하여

서낙동강 표층퇴적물의 저서생물에 대한 잠재적인 생태독성 영향을 평가한 결과 ∑PCBs, p,p'-DDD 그리고 γ
-HCH의 농도는 ER-L (저서생물에 10%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농도)과 PEL (악영향 기대수준)보다 낮아 독성

학적 관점에서 저서생물에 미치는 악영향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p,p'-DDE, p,p'-DDT 및 ∑DDTs는

각각 30, 17 및 19%의 퇴적물에서 잠정퇴적물권고기준(ISQG)과 최초영향수준(TEL)을 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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