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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보 제26권 / 2016년

환경매체 중 다이옥신 조사

부산지역 대기, 하천, 토양, 해저퇴적물 등 환경매체 중 다이옥신 오염 특성 파악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정책 및 저감대책 수립시 기초 자료 제공

1. 조사개요40)

조사기간 : 2016. 1. ~ 2016. 12.

조사대상 : 대기, 하천수/하천퇴적물, 토양, 해저퇴적물

조사항목 : 다이옥신류 17종

2. 조사방법

대기
- 조사주기 : 분기 1회(1월, 4월, 7월, 10월)
- 시료채취지점 : 4개 지점(학장동, 전포동, 연산동, 좌동)

하천수/하천퇴적물
- 조사주기 : 하천수(반기 1회), 하천퇴적물(연 1회)
- 시료채취지점 : 2개 지점(수영강, 감전천)

토양
- 조사주기 : 연 1회
- 시료채취지점 : 6개 지점(녹산공단, 해양대, 부산철도차량정비단, 온천천놀이터 등)

해저퇴적물
- 조사주기 : 연 1회
- 시료채취지점 : 6개 지점(동천하류, 5부두, 발전소앞, 다대포어시장, 남항, 북내항)

3. 조사결과

대기
- 2016년 대기 중 연평균 다이옥신 농도는 0.052 pg-TEQ/Sm3으로 대기환경기준인 0.6
3

pg-TEQ/Sm 의 약 9 % 수준으로 만족
- 지역별 대기 중 다이옥신 조사결과 학장동 > 전포동 > 연산동 > 좌동 순으로 다이옥신 배
출원이 산재해 있는 공업지역인 학장동이 가장 높았음
- 계절별 대기 중 다이옥신 조사결과 겨울철에 가장 높았으며, 이는 겨울철 난방연료 사용량
증가와 계절적 기후 특성으로 인해 다른 계절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됨

하천수/하천퇴적물
담당부서 : 산업환경팀(☎051-309-2954)
팀
장 : 최종욱, 담당자 : 윤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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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수 중 다이옥신 평균 농도는 수영강 0.716 pg-TEQ/L, 감전천 1.076 pg-TEQ/L로
감전천은 일본 하천수질기준(1 pg-TEQ/L) 다소 초과하였음
- 하천퇴적물 다이옥신 결과 수영강 7.566 pg-TEQ/g, 감전천 126.287 pg-TEQ/g으로 일
본 퇴적물기준(150 pg-TEQ/g) 이내로 만족하였으나,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 감전천의 경우 ‘감전유수지 다기능 저류시설 설치공사’로 인한 비정상적인 상태로 하천수와
하천퇴적물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토양
- 토양 다이옥신 결과 1.824 pg-TEQ/g ~ 68.463 pg-TEQ/g(평균 17.049 pg-TEQ/g)
으로 일본 토양환경기준인 1,000 pg-TEQ/g 이내로 전 지점 만족하였음
- 토양은 다른 환경매체보다 오염원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매체로 토양 중 다이옥신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로 주변 배출원의 영향을 파악

해저퇴적물
- 해저퇴적물 다이옥신 조사결과 1.418 pg-TEQ/g ~ 14.540 pg-TEQ/g(평균 6.397
pg-TEQ/g) 범위로 일본 퇴적물기준인 150 pg-TEQ/g 이내로 전 지점 만족하였음
- 해저퇴적물 조사지점 중 육상오염원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대포어시장 및 동천하류 지점
의 다이옥신 농도가 높았으며, 육상오염원 유입저감 및 유입하천의 하상정비 등 관리가
요구됨

4. 활용방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련 정책 및 저감 대책 수립시 자료로 활용

5. 기대효과

부산지역 내 대기, 하천수, 토양, 퇴적물 등에 대한 다이옥신 오염 실태 및 분포특성을 종합
적으로 파악하여 주변 배출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다이옥신 저감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