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OPs)관리 정책방향

2005. 12

환 경 부

환경정책실



스톡홀름협약 개요

• 명칭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스톡홀릅협약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목적 : POPs의 저감 또는 근절을 통한 인간건강과 환경
보호

• 전문 + 30개 조항 + 6개 부속서

• 특징
- 국제적인 행동을 위한 법적 규범(legally binding instrument)

-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Approach)” 적용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적용되는 의무에 차이가 없음



협약 진행 경과

• 1997. 제19차 UNEP 집행이사회에서 POPs물질의 근절을
위한 국제협약 추진 결정

• 협약 문안 작성을 위한 5차례의 정부간 회의(INC) 개최

• 2001.5.22 협약 최종안 채택

• 협약서명 151개국, 비준 112개국(’05.11월 현재)
- 주요 비준국 :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캐나다. 일본 등

- 미국, 러시아, 우리나라 등은 미 비준

• 2004.5.17 발효

• 2005.5.2~6 제1차 당사국총회 개최(우루과이)  



스톡홀름협약 관리대상 물질

POPs – ‘The Dirty Do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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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사항

• POPs제품의 생산, 사용 금지(제3조)

• 부산물 POPs의 배출저감(제5조)

• POPs 재고,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폐기(제6조)

• 국가이행계획서의 작성 및 보고(제7조)

• 협약 효과 평가를 위한 지역 모니터링(제16조)

• 연구개발, 개도국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교육



스톡홀름협약 국내이행 준비상황

1. 농약류 POPs의 생산 · 사용 근절

• 협약 의무사항

- 유기염소계 농약(9종)에 대한 생산 · 사용 금지 : 알드린, 엔드린, 

클로르단, 디엘드린, 헵타클로르, HCB, 미렉스, 톡사펜, DDT

• 국내 준비 현황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농약관리법에서 HCB, 미렉스를 제외한 7

종의 생산, 사용, 금지 조치

- 미 규제 물질인 HCB, 미렉스는 수입시 스크린 가능(유해성 심사, 

농약등록, 로테르담 협약)



스톡홀름협약 국내이행 준비상황

2. 산업공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POPs 배출 저감

• 협약 의무사항

- 다이옥신, 퓨란, HCB, PCBs 배출현황 최소화

- 부산물POPs 배출현황 파악, 

- 주요 배출원 신규시설에 대한 최적가용기술(BAT) 적용

• 국내 준비 현황

-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규제(’97, 폐기물관리법)

- ’01년부터 산업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등 POPs 배출실태 조사

- 산업계와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05.7.15)

- 전국 배출원별 배출량을 목록화한 국가배출목록작성(’05.10)



스톡홀름협약 국내이행 준비상황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단위(ng-TEQ/Nm3)

구 분 신 규 기 존

기타시설 ’05.12.31까지 ’06.1.1이후

생활폐기물

(2톤/hr 이상)
0.1 -

0.1

(’03.7 이후)

4톤/hr 이상 0.1 20 1

2톤 - 4톤/hr 1 40 5

25kg - 2톤/hr 5 40 10



스톡홀름협약 국내이행 준비상황

다이옥신 실측사업 추진 경과(’01~’05)
조사기간 조사 항목 조사 대상 시설

1차년도
('01.12~'02.7)

다이옥신, 퓨란, 
PCBs

철강, 비철금속 등 37개 사업장

2차년도
('02.11~'03.6)

〃 비철금속, 비금속광물 등 115개 사업장

3차년도
('03. 9~'04.4)

〃 화학, 에너지 산업, 매립장, 화장장 등 73개 사업장

4차년도
('04.10~'05.5)

〃
하수처리장 등 63개 사업장, 자동차 9개 차종
1∼3차 시료의 HCB, B[a]P 분석

5차년도
('05.6~'05.12)

HCB 철강, 비철금속 등 50여개 사업장 실측 예정



스톡홀름협약 국내이행 준비상황

특정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협약

• 협약 기간 : 2005.7월 ~ 2010년
• 협약 목표
- ’01년 대비 산업부문 다이옥신 배출량을 ‘10년까지 50% 저감

• 협약 당사자 및 역할
- 산업계(포스코 등 철강, 비철금속, 시멘트, 화학부문 19개 기업) : 
다이옥신 배출시설 모니터링 및 자율저감계획 수립 및 이행

- 시민단체(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연대) : 협약성과 모니터링

- 정부 : 정책수립 및 산업계 자율저감 노력 지원



스톡홀름협약 국내이행 준비상황

다이옥신 국가배출목록(’01)      단위:g-WHOTEQ
구 분 대 분 류 한 국 일 본 미 국(’95)

소 각 시 설 1,065.4~1,093
(87.4~87.7%)

1,530~1,547 1,759.1

철강 산업 113.6 160.3 95

비철 금속 19.8 28.8 316.8

비금속광물제품제조 3.6 소각시설에 포함 184.2

화학제품제조 0.5 1.1(추정) 13.5

에너지산업연소 11 2.0(추정) 237.2

기타-화장장 등 5.1 2.2~4.8 9.1

소 계 153.6
(12.3~12.6%)

194.4~197 855.8

총 계 1,219~1,246.6 1,724.4~1,744 2,615

※ 2004년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량은 250.8~257.3g(’01년의 약 23.5%수준)으로 저감

비

소

각

시

설



스톡홀름협약 국내이행 준비상황

3. PCBs의 한시적 사용 및 근절 조치

• 협약 의무사항

- 2025년까지 PCBs 50ppm이상 함유장비를 확인, 표시, 제거

- PCBs 50ppm이상 함유된 액체의 재사용 불가

- PCBs 근절 조치를 매 5년마다 당사국 총회에 보고

• 국내 준비 현황

- PCBs 제조 및 사용금지: 유해물질관리법(’96), 전기사업법(’79)

- 2ppm이상 함유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관리

- 2015년 근절 목표로 환경부, 한전, 발전사, 시민단체간 자발적

협약 쳬결(’04.10)



스톡홀름협약 국내이행 준비상황

4. POPs폐기물의 환경친화적 폐기

• 협약 의무사항
- 1단계: POPs폐기물, 적치물의 현황 파악

- 2단계: 환경친화적 취급 및 폐기

- 3단계: POPs오염지역 확인 및 복원전략 마련

• 국내준비현황
- 농약류 POPs물질의 사용실태 및 재고 조사(’03~’04)

- PCBs함유 폐기물에 대한 처리, 재활용기준 마련(폐기물관리법)

- 다이옥신 함유 폐기물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추진예정

(’05.12~)



향후 계획-환경기준 설정

다이옥신 위해성 평가단 구성(’05.7월)

• 4개부처(환경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공동

- 그간 다이옥신 관련 연구 ·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국내

실정에 맞는 환경기준 마련(’06년)

< 일본의 다이옥신 환경기준 설정현황 >

구 분 대기 수질 토양

환경기준 0.6 pg-TEQ/㎥ 1 pg-TEQ/L 1000 pg-TEQ/g

• 환경중 다이옥신 오염실태 모니터링 강화



향후 계획-배출허용기준 설정(1)

• 관리대상 배출시설 범위 설정

- U-POPs 배출원 범주(협약 부속서C)

중요 배출시설 일반 배출시설

- 폐기물 소각시설

- 시멘트 소성로

- 철강 소결로

- 2차 금속(구리, 알루미늄, 아연)

생산시설

- 염소사용 펄프 표백 공정

- 화장장

- 기타 금속 산업의 열공정

- 각종 산업용 연소 배출

- 염소계 화학물질 생산공정



향후 계획-배출허용기준 설정(2)

• 다이옥신 정책협의회 구성(’05.8월)
- 산업계 · 학계 · 시민단체

- 내년중 산업부문 주요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마련

< 일본의 대기 배출허용 기준 >                (단위 : ng-TEQ/㎥)

기존시설의 배출기준
종 류 시설구분

신설시설

배출기준 ’00.1~’00.12 ’01.1~’02.11 ’02.11~

4톤/hr 이상 0.1 1

2~4톤/hr 1 5

0.2~2톤/hr 5 10

제강용 전기로 0.5 20 5

철강업 소결시설 0.1 2 1

아연 회수시설 1 40 10

알루미늄 제조시설 1 20 5

80

기준 유예

소각로



향후 계획

• 국가적 차원의 다이옥신 배출량 관리
- 주요 배출원에 대한 배출량 조사사업 실시(’06년~)

- 향후 2년마다 국가배출목록 작성 · 발표

• (가칭)『다이옥신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06년)

• 스톡홀름협약 비준 추진(’06년)
- 그간 POPs대책으로 협약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기반이

어느정도 구축



참고자료

프 탈 레 이 트



문제의 제기

PVC에 사용되는 가소제는 20~30종이며, 이중 프탈레이

트계가 전체 가소제의 생산량의 80%이상 차지

프탈레이트는 식품용기, 장난감 등 생활용품에 널리 사용

⇒ ‘90년대이후 환경매체에서 검출, 생식독성, 내분비계
장애, 발암성 등 제기, 사회적 이슈로 등장

PVC 수액백은 파손의 우려가 적고 유연성이 탁월, 현재

까지 수액용 플라스틱 용기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

PVC 소각과정에서 다이옥신, 퓨란, 등 유해물질 배출



국제 동향

세계야생보호기금(WWF) 및 일본(노동후생성) :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추정

EU 생식독성물질로 분류 ⇒ 식품과 접촉가능 화학물질/ 

생활용품에 사용금지

※‘92년부터 CMR물질(발암성․생식독성․변이원성 물질)을

생활용품 등에 사용할 수 없음

세계적으로 PVC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추세, 

PVC의 대체 가능물질 사용 국가 증가추세

※국내 : 관찰물질지정,  3세 이하 어린이용 장난감에 사용 금지



정책 방향

병원의 PVC 의료제품 사용실태 조사연구 (용역 추진중)

PVC가소제(프탈레이트) 국내 제조․수입 현황, 유통경로

및 용도별 사용 실태 파악

국내․외 프탈레이트 규제 현황 조사

국제적 프탈레이트 관리정책 강화가 국내 관련 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용역결과 관계 부처 협의 ⇒프탈레이트에 대한 정부의

적정관리 정책 방안 제시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등



유해물질
없는 세상
만들어 주
세요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