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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다이옥신은 현재까지 알려진 화합물 중 가장 독성이 강하며 인간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많은 양이 인간의 활동
으로부터 비롯한다. 대략 1900년경부터 다이옥신이 환경에 축적되어지기 시작
하였는데 미국의 다우 케미컬 회사(Dow Chemical Co.)가 식염으로부터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를 분리해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유염소 (Free chlorine:
chemically unattached chlorine)를 석유로부터 얻어지는 탄화수소 화합물에
결합하면서부터 새로운 화합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합성되어
지기 시작한 염화탄화수소 화합물은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절정을 이루었고,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농약, 유기용매, 플라스틱류 등의 생산에
결정적 역할을 하여 인간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염화탄화
수소 화합물은 여러 가지 화학공정 또는 쓰레기의 소각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맹독성 부산물인 다이옥신을 만들어 환경에 배출시키기 시작
하였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우리의 건강에 해를 끼치기 시작하였다.
다이옥신의 물리 화학적 성질, 발생원 또는 독성에 관하여는 수의과학 검역
정보 제5호 (1999년 9월) 21쪽 - 26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
여기서는 외국 축산물 등의 다이옥신 오염의 사건을 계기로 다이옥신에 대한
외국 특히 미국에서의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할 대책을 간략히 다루어 보고자한다.

2. 미국에서의 다이옥신 연구사례
지난 10여 년 간 미국 환경 보호청 (U.S. EPA)은 다이옥신과 다이옥신
유사물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연구되어진 자료와 보고되어진 주요논문을
토대로 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하였다.
인체에 다이옥신이 유입되는 경로는 90% 이상이 음식물을 통하여 유입되고
있으며, 음식물중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그리고 낙농 유제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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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유입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염소 표백 제품의 음식물 포장재 또는 담배
연기로 부터의 다이옥신 섭취도 가능하며 호흡을 통한 오염된 공기의 흡입도
다이옥신에 인체가 노출되는 경로이다. 사람의 경우 다이옥신 섭취의 90%
이상이 음식물, 특히 육류와 관련한다면, 이들 제품이 오염되는 경로를 추적
하고 차단하여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염소와 관련된 공장폐수로
인한 오염, 축산물의 사료나 축산농가 주변의 오염, 소각장에서 생성되는
다이옥신은 대기를 오염시키고, 산림자원, 농산물, 토양, 호수나 강물 또는
연안해양 등을 오염시켜 여러 먹이사슬을 통하여 사람에게까지 이르게된다.
다이옥신의 지방에 잘 녹는 화학적 성질로 인하여 먹이사슬을 통한 오염은
직접적 노출보다 훨씬 많은 양의 다이옥신이 사람의 체내로 유입되게 하며
인체내 지방조직에 축적되어 매우 오랜 기간동안 잔류한다. 섭취된 다이옥신은
혈류를 타고 인체의 각 조직에 도달되며, 면역기능 저하, 피부염, 중추신경
장애, 호르몬의 내분비 교란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고, 동물실험
(Rat, Mouse 및 Hamster)에서의 다이옥신의 발암성으로 유추하여 사람에게도
발암성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1997년 2월 국제 암 조사 위원회는
프랑스 리용에서 11개국의 25명 과학자들과 암 위해성 평가회를 갖고 보고된
여러 자료를 토대로 다이옥신 중 2,3,7,8-TCDD를 강력한 발암물질로 규정
지었다.
위해성 평가라 함은 사람의 건강과 생태학적 측면에서 위협이 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정량적 측정을 말한다. 모든 오염물질에서 이루어져야 할 궁극적인
평가이며, 정확한 실험적 자료를 근거로 하고 경제적, 사회적 요인까지를
포함하여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적 규제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종
단계의 결과론적 자료인 것이다. 위해성 평가는 오염물질의 발생원 및 정량
분석, 전달과정의 파악, 인체 노출경로, 독성영향평가 등 4 단계로 구성되며,
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검색에 사용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제시
함으로 각 오염물질의 위해 정도를 계산하고 평가에 반영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다이옥신의 위해성을 평가할 만한 자료가 아직 불충분하나,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축적된 많은 연구자료를 토대로 상당부분
위해성 평가를 하였다. 몇 차례에 걸친 미국의 다이옥신 위해성 평가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환경 보호청은 1985년 다이옥신에 대한 첫 번째 위해성 평가를 하였다.
그 결과, 다이옥신은 발암성이 있음을 최초로 발표하였고 1일 섭취 허용량을
0.006 pg/kg/day 로 결론지었다. 1988년 제1차 다이옥신 재평가가 발암 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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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으며, 1일 섭취 허용량이 무려
16배나 높은 새로운 기준치를 발표하였으나 과학자문위원회의 검토에 의하여
원래의 허용기준치를 그대로 지니게 되었다. 1990년 여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옥신에 대한 수용체가 동물과 사람에 공존하므로 동물모델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발표가 있었다. 1991년 제2차 다이옥신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이 재
평가의 초점은 폭로 안전치 에 대한 개념과 새로운 암 모델의 문제로 생물학적
용량-반응 모델 등 다이옥신의 위해성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특별한 결과가 없던 5달에 걸친 재평가 기간 중 개최된 제 11차 다이옥신
관련 화합물 국제 심포지엄 (1991년 9월, North Carolina)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1) 다이옥신은 호르몬과 같이 작용하여 면역
독성, 신경독성, 생식과 발육 및 내분비 독성과 당뇨를 유발한다. 2) 높은
농도에 폭로되었을 때 사람에게서 암이 발생된다. 3) 다이옥신 유사화합물들
사이에는 “독성 등가값 (Toxic Equivalence)" 이 존재한다. 이것은 다이옥신과
그의 유사물질이 인체 내에서 나타내는 독성효과를 상대적 수치로 표현한 값
이다. 이상의 주요한 연구결과는 1985년에 실시된 EPA의 평가를 지지하였으며
후에 1994년 마련된 정부 보고문건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1994년 9월 "EPA Report" 라 하여 각각 3권으로 되어있는 두 개의 문서를
발표하였다. 첫 번째 문서는 다이옥신의 발생원과 인체가 노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대한 것이고(Estimating Exposure to Dioxin-like
Compounds), 두 번째 문서는 다이옥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위해성
(Health Assessment Document for 2,3,7,8-TCDD and Related Compounds) 에
대하여 다루었다. EPA와 관련되지 않은 과학자 그룹인 Science Advisory
Board (SAB)가 방대한 분량의 이러한 문서를 재조사하여 1995년 5월 다이
옥신 재평가에 대한 견해(Dioxin Reassessment Review)를 발표하였다. EPA의
문서는 과학적 타당성을 지니며, 몇 가지 결과들에 대한 해석만이 SAB와
다르나 보고서에 실린 대부분의 자료들이 SAB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미국의 한 시민단체 (CCHW)는 1995년 EPA의 자료들을 보다 대중적인
언어로 재구성하여 다이옥신의 독성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술한
"Dying from Dioxin" (다이옥신으로 인한 죽음) 이란 책을 발간한 바 있다.

3. 건강 위해성과 관련한 단계별 관리 대책
다이옥신에 노출됨으로서 발생되는 건강에 대한 위해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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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실험적으로 관찰된 자료를 통하여 유추 해석하는 것이다. 보통 필요한
최종 결과는 장기간 낮은 농도의 다이옥신에 노출됨으로서 오랜 잠복기를 거쳐
사람에게서 나타날 낮은 발병률에 대한 평가이다. 이용할 자료는 거의 항상
비교적 단기간 내에 대상 물질을 고농도로 노출시킨 동물들로부터 얻는다.
그런 다음 인간 개체군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선형 또는 곡선형
평면도법을 이용하여 행하여진다. 물론 이러한 종류의 접근법에서는 대단히
실질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다이옥신의 인체 유입이 대부분 음식물과 관련함을 생각할 때, 먹이사슬의
출발점인 오염원의 환경에 대한 역학조사가 수반되어져야 한다. 또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 또는 그들 사료 등의 간헐적인 조사가 이루어
져야한다.
다이옥신 함량이 실험적으로 정확히 분석되어지면 다이옥신 함유 물질로
부터

인체에

유입될

수

있는

modeling 을 하여야 할 것이다.

양을

수학적인

산출방법으로

제시하는

위에서 언급한 불확실성은 다이옥신의 인체

유입후 장기간의 잠복기, 특정물질에 대한 노출과 발병간의 상호관계에 있어
서의 명확성 결여 및 다이옥신에 노출되지 않았음에도 잠재되어있는 질병 등
으로 인하여 매우 복잡해진다. 따라서 위해성 평가는 물질의 존재여부,
가능한 수용체, 가능한 노출경로 및 불확정성 분석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4단계로 실시한다.
1) 위해성 확인 (Identification of hazard)
2) 용량-반응 평가 (Dose-response assessment)
3) 노출 평가 (Exposure assessment)
4) 위해성 특성화 (Risk characterization)
위와 같은 위해성 평가로 이루어진 미국인의 다이옥신 평균 신체 부하량
(Average body burden) 은 9 ng/kg 으로 추정된다. 사람에서 다이옥신의 건강
위해가 나타나는 것이 14 ng/kg 이며 면역체계의 장애가 7 ng/kg 에서 일어
나는 것으로 보고되어있다.
다이옥신의 1일 섭취허용량이 수의과학 검역정보 제5호 (1999년 9월) 25
쪽에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라며, 건강 장해에 미치는 다이옥신의 농도를
표 1에, 독성 등가값으로 나타낸 연령에 따른 다이옥신 1일 섭취율을 표 2에
각각 나타내었다. 표 1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다이옥신과 연관된 여러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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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다이옥신에 의한 암 유발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다이옥신의 인체 폭로의 주 경로는 소량의 다이옥신을
함유하는 아주 다양한 음식물의 섭취를 통해서이며, 이러한 경로는 일반
대중에게 광범위한 폭로를 일으키게된다. 표 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다이
옥신은 먹이사슬의 최정상인, 사람의 모유에서 가장 높은 농도로 검출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표 1. 건강 장해에 영향을 미치는 다이옥신 농도

신체 부하량

종 (species)

건강 영향

7

생쥐

바이러스에 대한 감수성

7

원숭이

면역반응의 변화

14

사람

당 조절 능력의 변화

14

사람

고환의 크기감소

19

원숭이

학습 장애

54

원숭이

자궁내막증

64

쥐 (rats)

정자수 감소

83

사람

테스토스테론 감소

표 2. 연령에 따른 다이옥신 1일 섭취량
나

이

독성 등가값 (pg TEQ/kg/day)

모유 영양아

34 - 53

이유 영양아

0.07 - 0.16

1 - 4 세

1 - 32

5 - 9 세

1 - 27

10 - 14 세

0.7 - 16

15 - 19 세

0.4 - 11

성인 > 20 세

0.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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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다이옥신의 위해성 평가시 논란이 되는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동물실험
에서의 결과를 얼마만큼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다이옥신에
폭로시 안전치 (Margin of safety) 가 존재하는가? 즉 건강장해가 일어나지
않는 다이옥신 폭로의 수준이 존재할 수 있는가? 현재의 과학적 논증은 사람도
동물과 동일한 다이옥신 독성 작용이 있으며 다이옥신이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
또 다이옥신의 독성 효과에 대한 안전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놀라운 점은 일반 미국인의 다이옥신 평균 신체 부하량이 이미 건강상 문
제가 될 수 있는 수준에 접근되어 있다는 사실이며, 설령 안전치가 존재한다
하여도 많은 사람이 이미 그 수치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우리의 건강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부기관이 주도하여 학계 또는
관련기관의 특성별로 상호 협조와 체계적 연구로 다이옥신에 관련된 기본 연구
자료를 마련하고 그를 토대로 한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져 할 것이다.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홍보를 통하여 다이옥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생활에서의 대처 방안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다이옥신은 특정 사건이 생길 때마다 주목을 받아왔으며, 1일
섭취허용량, 인체 부하량, 또는 특정 물질에 함유되어있는 절대량에 주의를
집중시켜왔다. 다이옥신의 실질적인 독성에 대한 이해와 같은 물질, 같은 농도에
대한 각 개인의 신체 반응이 다름을 감안한다면 농도를 나타내는 숫자의
중요성은 덜 할 것이다.
각국간의 오염원의 신속한 이동과 식품의 수출입이 자유로워진 현대사회
에서는 한 곳에서 다이옥신의 문제가 발생되면 곧 그와 관련된 모든 나라에
같은 문제가 파급되며, 그러한 실례가 여러 번 있어왔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식품 및 환경 오염에 대한 실험적인 자료의 마련과 그를 토대로 한
허용기준치 또는 규제치를 마련하여 문제 발생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
이다.
※ 본 원고는 수의과학검역정보 1999년 12월 제6호 38～41쪽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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