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식품중 다이옥신의 연구동향과 대책
심영화
1. 다이옥신이란 무엇인가?
다이옥신(CDDs)이란 유사한 특성과 독성을 가진 여러 가지 화합물군을 총칭하는 용
어이다. 75가지의 다른 형태가 있는데, 이중 가장 독성이 강한 것이 PCDD의 일종인
2,3,7,8-Tetrachlorodibenzo-p-dioxin(2,3,7,8-TCDD)으로 청산가리보다 1만배이상의 높
은 독성을 가진다.
다이옥신 유사물질들은 다이옥신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화학물질들로서 다이옥신과
유사한 특성 및 독성을 갖고있다. 이러한 화합물에는 클로로 디벤조 퓨란(CDFs)과 클
로로 비페닐(CBs)이 있다.
퓨란에는 135가지의 다른 종류가 있고, PCBs는 209가지의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 브
롬화합물들은 염소대신 브롬(Br)으로 치환된 유사한 화합물질로 다이옥신과 유사한 독
성을 갖고 있다.

2,3,7,8-Tetrachlorodibenzo- 2,3,7,8-Tetrachlorodibenzo
p-dioxin
furan

3,3',4,4',5,5'-Hexachloro
biphenyl

DIOXINs

FURANs

PCBs

75 congeners

135 congeners

209 congeners

그림 1. 다이옥신의 기본구조.
다이옥신이나 퓨란, 그리고 PCBs가 모두 다 같은 독성을 갖고있는 것은 아니다. 75
가지의 다이옥신중 7가지만이 높은 독성을 갖고있고, 135가지의 퓨란중 10가지만이,
209가지의 PCBs중 12가지만이 다이옥신-유사독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통
다이옥신을 언급할 때는 이들 29가지의 화합물들을 통칭하는 것이다.
다이옥신은 제조되거나 사용되는 물질은 아니다. 대신 그것은 2가지 측면에서 의도하
지 않은 채로 생성된다. 하나는, 염소나 브롬을 함유하는 산업공정에서 화학적인 오염
물로서 생성된다. 또 하나는 염소가 함유되어있는 화합물을 소각해서 생성된다. 또 어
떤 금속물질들은 염소를 사용하는 산업공정중에서 다이옥신 생성을 증가시키는 촉매로
서 작용하기도 한다. 다이옥신 자체는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표 1. 409종의 다이옥신, 퓨란 및 PCB중 다이옥신 유사 독성을 가지는 29종의
WHO독성등가지수(TEF)
Congener

TEF value

Dibenzo-p-dioxins

Cong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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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8-TCDD

1

PCB 77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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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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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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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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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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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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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WHO, 1997

다이옥신, 퓨란, PCBs들은 여러 가지 물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들은 환경내에서 다이옥신이 어떻게 존재하게 될지를 결정한다. 다이옥신과 다이
옥신 유사물질들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이 화합물들은 낮은 증기압을 갖고있다. 이것
은 쉽게 가스로 변화되지 않는다. 반면, 이것들은 높은 옥타놀 물 분배계수(high
octanol water partition coefficient)를 갖고 있어서 동물체내에서 잘 배설되지 않는다.
대신에 지방에 잘 용해되어 동물체내에 축적된다. 다이옥신의 이러한 특성은 먹이사슬
에서 상위로 갈수록 축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이옥신은 또한 높은 유기 탄소 계수(high organic carbon coefficient)를 갖고 있다.
이것은 물과 토양의 유기물들과 다이옥신이 단단하게 결합하여, 호수나 강바닥의 토양
과 진흙속으로 들어가 머물러 있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다이옥신중 소량만이 가

스로 변환되어 물에서 공기중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들은 여러가지
조건들이 잘 맞을 때에만 태양에 의해 분해되게 된다.
자연계의 다이옥신은 공기와 물속에서 입자(먼지)에 가장 잘 결합한다. 다이옥신은
토양, 침전물, 물과 공기중에 있을때는 유기물과 결합한다. 그것들은 물에서는 잘 녹지
않고, 지방에는 잘 녹는다. 이것은 다이옥신이 생체지향성이 있어 몸 안에 축적된다.
한번 입자와 결합되면 그것들은 쉽게 분해되지 않고 용해되거나 씻겨나가지도 않고 잘
기화되지도 않는다. 분자구조에 4개 혹은 그 이상의 염소를 가지고 있는 다이옥신은
극도로 안정되어서 분해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는다. 유일하게 의미있는 분해방법
은 광분해(태양 빛에 의해 분해가 이루어 지는 것)방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천천
히 일어난다. 공기중에서, 다이옥신은 광분해에 의해서나, 비에의한 씻김, 먼지에 흡착
되는 것 등으로 제거될 수 있다. 토양에서 땅속에 묻히거나 토양침식에 의해서 다이옥
신은 물속으로 이동한다. 호수나 강, 해양 밑바닥의 침전물은 다이옥신과 다이옥신 유
사물질의 환경내 마지막 저장고가 된다(그림 2).
표 2. 미국의 대기중 다이옥신 발생원 및 배출량
배 출 원
대기배출량(g/년)
비
율
시멘트
350
4
도시쓰레기 소각로
3,000
31
유해폐기물 소각로
35
<1
오물침전물 소각로
23
<1
병원쓰레기 소각
5,100
53
무연휘발유
1.3
<1
디젤 연료
85
1
유연 휘발유
1.9
<1
장작연소
360
4
산림화재
86
1
구리제련 및 정제관련
230
2
석탄연소
300
3
*
철 소괴(Iron sintering)
230
2
**
합계
9,800
100.
* : CBNS 자료
** : EPA 추정치 9300은 석탄과 철 소괴에서의 방출량을 추정하지 않았음.
자료 : US EPA, 1994

2. 다이옥신의 발생원인
다이옥신은 공장매연,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그리고 염소를 함유한 물질을 소각할 때
환경속으로 유입된다. 일단 공기중으로 들어오면 대부분은 희석되거나 흙이나 식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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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다이옥신의 자연계 순환경로.
속으로 들어와 먹이사슬을 통해 일부는 사람의 몸에까지 도달한다(그림 2).
표 2는 미국 환경보호청이 만든 것으로 1년 간 미국에서 각 각의 다이옥신 발생원에
서 얼마나 많은 다이옥신이 방출되는지를 보여준다. 독성등가값으로 나타낸 이러한 발
생량은 가장 독성이 강한 다이옥신인 2,3,7,8-TCDD와 비교한 독성등가값으로 나타냈
다. 그러나, 이 표에는 환경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이옥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표에서 보여주는 수치들은 미국 환경보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 발생원에서 환
경으로 방출되는 다이옥신 양의 추정치이다.
다이옥신과 그 유사 물질들을 환경속으로 배출시키는 산업활동이 현재 4가지가 있
다. 이러한 산업공정들은 현재뿐만이 아니라 장차 우리를 다이옥신에 폭로하게 할 수
도 있는 공정들이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이옥신의 전구 물질인 유기물이나 목재
내의 목질소(lignin) 또는 유사구조를 갖는 화학 물질과 함께 염소를 태우는 과정이다.
소각로에서 생성되는 다이옥신의 양은 소각되는 쓰레기의 염소 함유량에 좌우된다. 소
각로의 염소는 PVC나 플라스틱랩, 염화용제, 페인트 제거제, 그리고 농약 등으로부터
나온다. 염화물과 식품내에서 발견되는 염소 이온도 또한 소각로에서의 다이옥신 생성
에 기여하나 이 경우 산업 염소물의 경우보다 다이옥신을 덜 생성시킨다.
두 번째 중요 원인은 종이 및 제지 산업으로 종이를 표백하기 위해 염소를 사용한다.
다이옥신은 염소가 목재내의 유기 질소(lignin)와 반응할 때 생성된다. 목질소는 목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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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람의 다이옥신 섭취경로.

서로 연결하는 아교풀(glue)이다. 국제 다이옥신 조사의 일환으로 시행된 실험에서 다
이옥신은 제지공장의 침전물, 이러한 공장에서 방출된 폐수, 그리고 종이로 만들어진
여러 상품에서 발견되었다.
세 번째 원인은 PVC, 염화용제, 그리고 농약(살충제)등 염소함유 제품을 만들어 내
는 화학 공장이다.
네 번째 원인은 제련, 정제, 시멘트 가마 등의 산업장들이다.
이들 원인들의 공통 특징은 모두 일정 정도의 염소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다이옥신은 염소를 포함하는 산업 공정 중에, 또는 탄소 함유 유기물과 함께 염소를
태울 때 생성된다. 다이옥신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
1) 염소(또는 브롬)의 함유 물질
2) 다이옥신 전구 물질(유기물 또는 방향성 수화탄소나 벤젠 같은 환복합체)의 존재
3) 이들 물질들이 결합할 수 있는 온도가 적합하고 반응하기 좋은 환경
일반적으로 염소의 양이 많을수록 더 많은 다이옥신이 생성된다. 이는 염소의 양을
줄이므로써 생성되는 다이옥신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좋은 조절정책을 암시한다.

3. 독성 및 독성등가값(TEQ)
이들 29가지의 다이옥신류는 생체내에서 유사한 작용을 하면서 유사한 독성을 일으
킨다. 이들 화합물들은 생체내에서 에이에취 수용체(Ah recepter)라는 세포조직의 한
부위와 결합한다. 이들 화합물들의 독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들은 화합물의 크기,
모양, 그리고 에이에취 수용체와 얼마나 잘 결합하는가 하는 것이다. 에이에취 수용체
와 단단하게 잘 결합하는 화합물들은 덜 단단하게 결합하는 화합물보다 더 독성이 강
하다. TCDD는 에이에취 수용체와 가장 단단하게 결합을 해서 독성이 가장 강하다. 대
략 TCDD와 같은 모양과 크기를 가진 화합물들은 에이에취 수용체와 잘 결합하고 강
력한 독성을 갖게 된다. 반대로 TCDD와 모양과 크기가 다른 화합물들은 우리몸안의
수용체와 잘 결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성도 낮거나 없을 수도 있다.
◦ 2,3,7,8-TCDD의 반수치사량(LD50) : 0.022 mg/kg(orally, male rats)
0.045 mg/kg(orally, female rats)
◦ 강력한 암유발인자
- 5 ppt의 농도로 폭로된 쥐에서 암 발견(Van Miller, 1977)
- 210 ppt 농도로 폭로된 쥐에서 간암 발견(Kociba, 1978)
◦ 자궁내막증식증, 면역계 기능저하, 발달장애, 당조절능력 감소.
다이옥신으로 오염된 음식물, 물, 그리고 토양은 여러가지 형태의 다이옥신과 퓨란,
PCBs들로 오염될 수 있다. 다이옥신중에서 어떤 것들은 다른 것보다 더 독성이 강하
기 때문에, 시료내에 존재하는 모든 다이옥신 유사물질들의 독성을 평가할 방법이 필
요하다. 즉, 시료에 나타나는 모든 다이옥신과 모든 다이옥신 유사물질들의 독성을 다
나타내기보다는 한가지 형태의 다이옥신이 나타내는 독성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
서, 시료에 존재하는 모든 다이옥신의 총독성등가값을 결정하는 2단계 방법을 개발했
- 독성등가값(TEQ) : 다이옥신의 양 × 독성등가지수
- 독성등가지수(TEF) : 2,3,7,8-TCDD를 1로 기준으로 한 독성지수
- 총독성등가값(Total TEQ) : 시료내에 존재하는 모든 독성등가값의 합으로
2,3,7,8-TCDD를 기준으로 한 총독성등가값을
표시
는데, 첫번째 단계는 모든 형태의 다이옥신 독성을 통일된 한 단위로 전환하는 방식을
사용는 것이다. 두번째 단계는 총독성등가값을 구하기 위하여 시료내에 포함되어있는
모든 다이옥신과 다이옥신 유사물질들의 독성등가값을 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첫 단계에서 사용되는 방식은, 가장 독성이 강한 2,3,7,8-TCDD의 독성등가지
수(TEF)를 1로 한다. 그리고 17 종류의 다이옥신과 퓨란 각각을 TCDD와 비교하여 측
정된 독성지수로 표현하는 것이다.

표 3. 다이옥신의 1일 섭취허용량

1일 섭취허용량
식품중 잔류허용한계(권장안, ppt)
(pg TEQ/체중kg/일)
WHO-ECEH
1～4(1998)
협의중(CODEX '99)
미국(ATSDR)
1
소, 돼지, 닭고기, 계란, 기타 축산물 : 1
국 별

영국
일본
네덜란드

10
4
4

벨기에
독일
캐나다

5
1
10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5
1
?

우유 : 0.7(유지방 : 17.5)
5
유, 육류, 가공품 : 5
난, 가공품, 생선 : 20

시료에 있는 총독성등가값을 계산하려면, 시료에 있는 각각의 다이옥신/퓨란의 용량
에 독성등가지수를 곱하면 된다. 그리고 독성등가값이 측정된 각각의 다이옥신들에 대
해서 총독성등가값을 얻으려면 각각의 독성등가값들을 모두 더하면 되는 것이다.
다이옥신과 다이옥신 유사 화합물들의 독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것들
의 모양과 크기이다. 모양과 크기는 염소의 수와 결합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다
이옥신분자에서 2, 3, 7과 8의 결합위치에 염소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다른 위치
에 염소가 얼마나 많은지는 문제가 안된다.
다이옥신의 2, 3, 7과 8의 결합위치에서 염소들의 중요성은 표 1의 독성등가지수들로
부터 알수있다. 독성지수를 갖고있는 각각의 다이옥신과 퓨란들은 2, 3, 7과 8의 결합
위치에 염소를 갖고있다. 2, 3, 7과 8의 결합위치를 포함하여 모든 위치에 염소를 갖고
있는 옥타(8) 클로로 다이옥신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이옥신과 퓨란들은 그것들의 염소
원자가 유사하게 놓여있을 때는 유사한 독성을 갖는다.
4. 다이옥신의 분석
현재까지 화합물들을 정성․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많은 분석법과 기기
(instruments)들이 크게 발달하였다. PCDD와 PCDF의 분석은 기존의 분석법들을 이용
할 수 있으나 시료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든
다. 특히 PCDD와 PCDF는 복합시료에서 또는 이들 화합물들 보다 더 높은 농도로 존

재하는 방해 화합물의 존재하에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에서 PCDD와 PCDF를
분석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분석능력을 요한다.
분석결과에서 PCDD와 PCDF의 농 도는 TEQ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측정되는 17개 이성질체 각각에 해당하는 최소한 17개의 13C-표지 내부표준물질
(internal standard)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내부표준물질은 최소한 3 group으로 나
누어서 시료수집과 분석과정의 적당한 단계에 시료를 첨가하여 quality assurance로 사
용된다. 이 내부표준물질은 값이 매우 비싸므로 연속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유지비가
많이 든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활발한 다이옥신에 대한 연구에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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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측정 및 분석기술이 크게 발달되었는데 현재는 10 g(10fg)이하의의 다이옥신까
지도 분석가능하다.
다이옥신의 확인정량을 위해서는 고분해능 기체크로마토그라프와 피크높이 10%위치
에서 10,000이상의 실질 분해능(Resolving power)을 가진 질량분석기(MS, Mass
Spectrometer)가 필요하다. 저분해능 질량분석기(Low resolution MS)는 시료정제과정
이 너무 복잡하여 장시간 소요되고 결정적으로 17종의 물질별 확인정량분석이 불가능
하므로 고가의 HRGC/HRMS를 사용해야 하며 이 때 다이옥신 유도체중
2,3,7,8-TCDD/TCDF는 반드시 확인정량을 요한다. 또한, 인체안전 및 분석신뢰도확보
를 위한 생체안전실험실(Biosafety Lab.)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다이옥신이 매우 독성
이 강하므로 실험요원의 안전확보를 요하고 환경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
한, 분석신뢰도확보를 위하여 실험실은 특별한 GLP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5. 다이옥신 오염방지 대책
사람이 섭취하는 다이옥신 중 90.9%는 오염 축산물로부터 유래한다(그림 3). 동물
용 사료 및 물, 토양 등의 오염조사는 가축으로의 다이옥신오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
하여 필수적이다. 벨기에 다이옥신 오염사료 사건에서 보듯이 다이옥신 같은 비의도적
환경오염물질들은 주로 사료를 통하여 가축이 섭취하여 체내에 축적된다. 따라서 축산
물에 대한 다이옥신오염도 조사와 함께 동물용 사료에 대한 오염도 조사도 병행수행하
여 최소위험농도(Minimum risk level)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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