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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thalatecompoundsarewidelyusedasplasticizersinpolyvinylchlororide(PVC)

resinsandotherindustrialconsumerproducts,andsomeofthem areknowntobe

endocrinedisruptors.Inthisstudy,weanalyzed8Phthalicacidestersandadipatesby

GC/MSD‐SIM.By analyzing the residuesin water,soil,and sedimentsamples

collected between 2009~2010,theconcentrationsof8 Phthalatesand adipateswere

determinedin8.14~20.05minuteswithinternalstandard.Thequantitationrangeofthe

watersampleswas0.3~3.0㎍/L,whilethevaluesforsoilandsedimentsampleswere

10.0㎍/㎏.Recoveryrateswere71.0~111.3% inwater,and68.0~119.0% insoiland

sediment samples. Phthalates were detected in 140 cases out of 176 total

samples(79.6%).Inwatersamples,Phthalatesweredetectedin68casesoutof100total

samples(68.0%).Di‐2‐ethylhexylphthalate(DEHP)wasfrequentlydetectedfrom 49

samples(49.0%)at0.45~18.44㎍/ℓ.Phthalateswerealsodetectedfrom41casesoutof

44 totalsedimemtsamples(93.0%),while DEHP was found in 40 cases(90.9%).

Phthalatesfrom soilsampleswerefoundin31cases(97.0%)of32totalsamples,and

DEHPwasfrequentlydetectedin30samples(93.8%)at21.46~2881.88㎍/kg.DEHPwas

detectedwithhigherfrequency(67.6%)thananyothercompounds.Dinbutylphthalate

(DBP)wasdetectedat51.1%

Keywords:Endocrinedisruptorcompounds,Phthalates,GC/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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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람이나 생물체에서 성장,생식 등에 여하여

정상 인 작용을 방해하는 화학물질들을 내분비계

장애물질(Endocrine Disruptor Compounds :

EDCs)이라고 하며 환경호르몬이라고도 불린다.

세계 으로 EDCs에 한 심도는 꾸 히 증

가하고 있으며,이러한 EDCs에는 탈 이트류도

포함된다.세계야생보호기 (WWF)의 내분비계

장애추정물질 분류에 따르면 총 67종으로 잔류성

유기염소계 물질-6종,농약류-42종, 탈 이트류

-8종,펜타노닐페놀류,비스페놀A,스티 (다이머

트리머),벤조피 , 속등을,미국 환경보호

청(EPA)은 60종을,미국 일리노이 환경보호청

(IllinoisEPA)은 총 74종,일본 환경청은 WWF

와 동일한 67종을 등재하 으며,일본 의약품식품

생연구소는 총 142종을 내분비계 장애물질 목록

에 포함하고 있다(1~4).

탈 이트류는 석유로부터 제조된 유기화학물

질로 라스틱,특히 PVC를 부드럽게 하기 해

사용되는 화학성분으로,di-2-ethylhexylphthalate

(DEHP),di-n-butylphthalate(DBP),butyl

benzylphthalate(BBP)등 여러 종류가 있다.이

는 주로 장난감,PVC제품,목재가공,향수용매,

가정용 마닥재,식품포장용 랩,알루미늄 호일,세

척제, 라스틱 식품용기나 식품포장지 인쇄용 잉

크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특히 DEHP

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2009년도 EDCs 체배출

량의 90.3%를 차지하고 있다(5).

탈 이트는 동물실험결과 간,심장,신장,폐

등에 향을 수 있고,정자의 운동성 정자수

감소,정자내 DNA손상,태아체 감소,출산율

하 등에 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2005년

EU독성․생태독성 환경과학 원회에서 DEHP,

DBP,BBP3종의 탈 이트계 가소제가 변이원

성,생식독성 등이 있는 물질로 확인 다. 탈

이트는 다른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비해 지속성이

낮아 생물체내 축 량은 상 으로 고,독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높은 농도에 노출될

경우 생물에 심각한 향을 미친다(7~8).국내에

서는 내분비계 장애 향을 이유로 규제가 되는 물

질은 없으며 발암성,생식독성 등 기존 독성에 근

거하여 유독물,사용 지,취 제한물질 등으로 규

제되고 있다.1998년 EDCs에 한 사회 논란

이 확산되어 이에 한 책마련을 해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 청이 심이 되어 국립환경과학원

주 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 ․장기 연구사업을

수립하여 1999년부터 2010년까지 범국가 으로

수행하 다.

이러한 물질들에 한 기반연구,오염실태

향조사, 해성 평가 리 등을 내용으로 국

내 주요 연구기 학 등이 참여하고 있다.서

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1999년부터 공동연구

에 참여하여 molinate등 농약 20항목에 한 정

분석을 실시하여 내분비계장애물질의 효율 인

리체계 확립에 기여하 고,2009~2010년도는

탈 이트를 조사하 다(6~7).

본 연구는 2009~2010년까지 일반도심지역 하

수(폐수,축산폐수)처리시설 주변과 산업단지 주

변에서 연 2회(5월,10월)채취한 수질,토양,퇴

물시료 176건을 상으로 diethylphthalate

(DEP)등 9종의 탈 이트류에 하여 각 항목

별 정량한계 회수율을 분석하고 환경매체별 잔

류분포 실태를 악하여 탈 이트의 안 리

책수립을 한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1.재료

1)분석 시료

표 1에서와 같이 2009년과 2010년 각각 상․하

반기에 수질,토양,퇴 물을 채취하여 분석하 다.

Sample 2009 2010

Water 62 38

Soil 32 -

Sediment 30 14

Totals 124 52

Table1.Analyzed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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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Chemicalstructureof9phthalatesandFluoranthene-d10(NISTwebsite)

Commom name CASNo. Company Formula
Molecular

Weight
Molecularstructure

diethyl

phthalate(DEP)
84-66-2 Supelco C12H14O4 222.24

di-n-butyl

phthalate

(DBP)

131-16-8 Sigma-Aldrich C16H22O4 278.34

butylbenzyl

phthalate(BBP)
84-74-2 Supelco C19H20O4 312.39

di-2-ethylhexyl

phthalate(DEHP)
131-18-0 Supelco C24H38O4 390.54

dipropyl

phthalate(DprP)
84-75-3 ChemService C14H18O4 250.29

di-n-pentyl

phthalate(DPP)
85-68-7 Supelco C18H26O4 306.39

dihexyl

phthalate

(DHP)

84-61-7 Sigma-Aldrich C20H30O4 334.45

dicyclohexyl

phthalate(DCHP)
117-81-7 Supelco C20H26O4 330.42

di-2-ethylhexyl

adipate(Adipate)
103-23-1 Supelco C22H42O4 370.58

Fluoranthene-d10 93951-69-0
CambridgeIsotope

Laboratories(CIL)
C16D10 212.31



-143-

Standard

Phthalate
ST-1 ST-2 ST-3 ST-4 ST-5 ST-6

Diethylphthalate(DEP) 0.01 0.05 0.1 1.0 5.0 10.0

Dipropylphthalate(DprP) 0.01 0.05 0.1 1.0 5.0 10.0

Di-n-butylphthalate(DBP) 0.01 0.05 0.1 1.0 5.0 10.0

Fluoranthene-d10 1.0

Di-n-pentylphthalate(DPP) 0.01 0.05 0.1 1.0 5.0 10.0

Dihexylphthalate(DHP) 0.01 0.05 0.1 1.0 5.0 10.0

Butylbenzylphthalate(BBP) 0.01 0.05 0.1 1.0 5.0 10.0

Di-2-ethylhexyladipate(Adipate) 0.01 0.05 0.1 1.0 5.0 10.0

Dicyclohexylphthalate(DCHP) 0.01 0.05 0.1 1.0 5.0 10.0

Di-2-ethylhexylphthalate(DEHP) 0.01 0.05 0.1 1.0 5.0 10.0

Table3.Concentrationsofstandardsolutionforcalibration(㎍/ℓ)

2)분석 상 물질

탈 이트류 가장 일반 인 diethylphthalate

(DEP),dipropylphthalate(DprP),di-n-butyl

phthalate(DBP),di-n-pentylphthalate(DPP),

dihexylphthalate(DHP),butylbenzylphthalate

(BBP),dicyclohexylphthalate(DCHP),di-2-

ethylhexylphthalate(DEHP),di-2-ethylhexyl

adipate(Adipate)등 9종을 상물질로 하 다.

3)시료채취

탈 이트류의 주 오염배출원으로 의심되는 4개

처리시설 주변하천과 3개 산업단지 지역에서 연 2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채취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

원에 달하 으며 시료는 4℃ 이하의 냉장고에

보 하여 사용하 다.

2.실험 방법

1)시약

모든 용매는 잔류농약 분석용을 사용하 으며,

표 물질 9종과 내부표 물질 1종은 표 2에 나타

낸 시 표 물질을 사용하 다.

2)표 용액의 조제

각 성분의 표 물질을 헥산에 녹여 표 원액을

제조한 후 필요한 양을 각각 분취하여 원하는 농

도의 혼합표 용액을 제조하 다.혼합표 용액을

단계 으로 취한 후 내부표 물질을 첨가하여 헥

산으로 표선을 맞추어 검량선 작성용 표 용액을

만들었다.실험과정에서 사용한 모든 표 원액

표 용액과 검량선 표 용액은 하여 냉암소에

서 보 하여 사용하 으며,검량선의 단계별 농도

는 표 3과 같다.

3)기기 분석 조건

분석은 Agilent6890N-GC/5973N-MS를 이용

하 으며,분석에 사용된 GC/MS조건은 아래의

표 4와 5에 각각 나타내었다.Scan모드로 표 물

질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성이온들을 선택

한 후 SIM 모드로 분석하 다. 처리한 시료들

을 분석하기 하여 SIM 모드를 이용하 으며,

선택이온과 확인이온의 머무름 시간과 비를 이용

하여 정성․정량분석을 실시하고 이 때 정량을 해

선택된 이온들은 표 6에 나타내었다(3).

4)시료 처리

탈 이트류는 일상 환경 에 범 하게 노출

되어 있으므로,오염을 최소화하기 하여 실험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를 가능한 라스틱이 아닌 유

리소재로 사용하 고,200℃ 이상에서 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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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ectiontemp.(℃) 260℃

column DB-5MS,30m ×0.25mm ×0.25㎛

Carriergas Helium

Injectionmethod Spiltless

Oventemp.(℃)
100(0min)→225(0min)→230(0min)→270(8min)

10℃/min 1℃/min 10℃/min

Table4.AnalyticalconditionofGC

Ionsourcetemp. 230℃

Interface temp. 270℃

Ionizationenergy 70eV

Ionizationmethod ElectronicIonization

Masscorrection PFTBA(perfluorotributylamine)

Table5.AnalyticalconditionofMSD

Compounds M+ Selectedion(m/z) Confirmationion(m/z)

DEP 222.2 149 177

DprP 250.3 149 209

DBP 278.3 149 223

DPP 306.4 149 237

DHP 334.5 149 251

BBP 312.4 149 206

Adipate 370.6 129 112

DCHP 330.4 149 167

DEHP 390.6 149 167

Fluoranthene-d10 212.3 212 213

Table6.MolecularIon(M+)andSelectedionsofPhthalates

가열한 후 사용하 다. 한 각 batch마다 처

리부터 분석까지 Blank시료를 분석하여 농도계

산시 보정하 다.

수질 시료는 50㎖를 취하여 내부표 물질을 첨

가한 후 n-헥산으로 용매추출하고 n-헥산층을 무

수황산나트륨으로 탈수 후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

고 농축하여 최종용액으로 만들어 n-헥산 1㎖으

로 정량하여 측정용 시료액으로 하 다.토양

퇴 물 시료는 25g을 취하여 함수율을 측정한 뒤

내부표 물질을 첨가한 후 디클로로메탄 100ml로

20분간 각각 2회 음 추출하여 디클로로메탄

추출액을 무수황산나트륨 탈수한 후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고 농축하여 최종용액으로 만들어 이소

옥탄 1㎖으로 정량하여 측정용 시료액으로 하

다. 비실험을 실시한 결과 로리실 카트리지를

통과한 경우 탈 이트류의 오염정도가 더욱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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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s
water(㎍/ℓ) soilandsediment(㎍/kg)

DetectionLimit QuantitionLimit DetectionLimit QuantitionLimit

DEP 0.1 0.3 3.0 10.0

DprP 1.0 3.0 3.0 10.0

DBP 0.1 0.3 3.0 10.0

DPP 1.0 3.0 3.0 10.0

DHP 1.0 3.0 3.0 10.0

BBP 1.0 3.0 3.0 10.0

Adipate 0.1 0.3 3.0 10.0

DCHP 1.0 3.0 3.0 10.0

DEHP 0.1 0.3 3.0 10.0

Table7.DetectionLimitandQuantitionLimitofPhthalatesinwater,soilandsediment

하여 정제과정을 최소화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3).

5)회수율 실험

회수율은 수질시료의 경우 3차증류수에,토양

퇴 물시료는 3~4차례 유기용매로 세척한 해

사에 단계 3의 표 물질혼합용액을 첨가하여 시료

와 동일한 처리 분석조건으로 실험하여 회수

율을 구하 다.

6)검출한계 정량한계

방법검출한계(MDL,methoddetectionlimit)

는 ES 5001(먹는물공정시험방법,정도보증/정도

리) ES07001(토양오염공정시험기 ,정도

보증/정도 리)에 따라 계산하 다.3차 증류수

해사에 표 용액을 0.01㎎/L가 되도록 첨가한

7개(n개)의 첨가시료를 실험 차와 동일하게 분석

하여 표 편차(s)를 구했다.표 편차(s)에 99%

신뢰도에서의 t-분포값을 곱하 다.정량한계(LOQ,

limitofquantification)는 방법검출한계를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반복 측정하여 얻은 결과의 표

편차(s)에 10배한 값을 사용했다.따라서 본 실험

에서는 표 편차에 3.14를 곱한 값을 방법검출한

계로,10을 곱한 값을 정량한계로 정하 다.각 분

석물질에 한 수질,토양 퇴 물 시료의 정량

한계 검출한계를 표 7에 나타내었다.

방법검출한계=t(n-1,a=0.01)×표 편차(s)

정량한계=10×표 편차(s)

여기서 t(n-1,a=0.01)는 아래의 표에서 구하

다.

자유도(n-1) 2 3 4 5 6 7 8 9

t-분포값 6.964.543.753.363.143.002.902.82

7)시료의 정량

분석한 수질 ,토양 퇴 물 탈 이트류

양을 계산하기 한 식은 다음과 같다.

1)수질 시료 계산식

C(㎍/ℓ)=Sabs(ng)×
Vconc(㎖)×1000

Vinj(㎕)×Vspl(㎖)

여기서 C:시료 의 탈 이트 농도(㎍/ℓ)

Sabs:검량선에서 구한 시료액 의 탈

이트의 양(ng)

Vconc:시료액의 최종액의 양(㎖)

Vinj:GC/MS에의 주입량(㎕)

Vspl:시료의 양(㎖)

2)토양 퇴 물시료 계산식

C(㎍/ℓ)=Sabs(ng)×
Vconc(㎖)×1000

Vinj(㎕)×Vspl(g)

여기서 C:시료 의 탈 이트농도(㎍/kg)

Sabs:검량선에서 구한 시료액 의 탈

이트의 양(ng)

Vconc:시료액의 최종액의 양(㎖)

Vinj:GC/MS에의 주입량(㎕)

Vspl:시료의 양(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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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Chromatodramofphthalatestandardsby

GC-MSD(R.T8.14:DEP,10.13:DprP,

12.05:DBP,13.26:Fluoranthene-d10,

14.07:DPP,16.94:DHP,17.06:BBP,

17.91:Adipate,19.75:DCHP,20.05:

DEHP)

Coumpounds
SpikeLevel

(㎍/ℓ)

MeanConc.

(㎍/ℓ)*

Percent

recovery
Std.Dev. RSD(%)

DEP 1.00 0.71 71.00 0.04 3.61

DprP 1.00 0.81 80.67 0.02 1.53

DBP 1.00 0.83 82.67 0.15 15.04

DPP 1.00 0.93 92.67 0.14 1.53

DHP 1.00 0.88 88.00 0.02 1.73

BBP 1.00 0.88 88.00 0.02 1.73

Adipate 1.00 0.87 87.33 0.02 2.08

DCHP 1.00 1.11 111.33 0.02 2.31

DEHP 1.00 1.11 111.33 0.02 2.31

*blank실험을 3회 분석하여 보정한 평균값

Table8.RecoveryratesofPhthalatesinwater

결과 고찰

1.GC-MSDSIM mode분석

분석 상인 탈 이트 9종의 표 물질과 내부

표 물질 혼합표 용액을 분석한 크로마토그램

에서 단계 3의 1㎍/ℓ 농도를 주입한 TIC는 그림

1과 같다.표 물질과 내부표 물질의 10종의 5단

계에서 표 품을 주입하여 검량한 결과 우수한 직

선성을 나타내었고 상 계수(R2)값이 0.99이상으

로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2.회수율

수질의 회수율은 3차 증류수에 표 물질을 0.01,

0.1,1.0㎍/ℓ 농도별로 3개씩 spiking하고 수질

시료 처리에 따라 분석하여 회수율을 계산하

으며,토양 퇴 물은 seasand에 표 물질을

spiking하여 처리 같은 분석조건으로 분석하

다.수질시료의 회수율 범 는 71.0~111.3%,

토양 퇴 물 시료의 회수율 범 는 68.0~

119.0%를 각각 나타내었다.

각 시료에 한 회수율은 표 8,9와 같다.

3.수질의 농도

총100건을분석한 결과총 탈 이트류검출율은

68%로 나타났다.이 에서 DEHP의 검출건수가

49건으로 49%로 최 검출율을 보 으며,그 농

도는 최소 0.45~최고 18.44㎍/ℓ(평균값)를 나타

내었다.이는 독일의 하천수 실태조사결과에서

DEHP가 0.33~97.8㎍/ℓ(n=116)로,본 연구

에서 검출된 농도보다 높은 농도분포를 보 다

(8). 한편 네덜란드의 하천수 조사결과에서는

DEHP가 0.05~4.96㎍/ℓ(n=66)의 농도를 보여

본 연구보다는 낮은 농도분포임을 알수 있다(9).

DBP는45%의검출율로,농도는 5.35~38.97㎍/ℓ을

나타냈다.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낸 DBP는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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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mpounds
SpikeLevel

(㎍/kg)

MeanConc.

(㎍/kg)*

Percent

recovery
Std.Dev. RSD(%)

DEP 1.00 0.68 68.00 0.04 3.61

DprP 1.00 0.79 78.67 0.01 0.58

DBP 1.00 0.73 72.67 0.02 1.76

DPP 1.00 0.90 90.33 0.02 2.08

DHP 1.00 1.00 100.33 0.05 4.73

BBP 1.00 1.00 100.33 0.05 4.73

Adipate 1.00 1.00 99.5 0.01 1.00

DCHP 1.00 1.19 119.00 0.04 4.36

DEHP 1.00 1.19 119.00 0.04 4.36

*blank실험을 3회 분석하여 보정한 평균값

Table9.RecoveryratesofPhthalatesinsoilandsed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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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Comparisonsofphthalateconcentration

insamplingperiod

Fig.3.Detectionratesofthephthalateinwater

sample

상반기부터 농도가 감소하다가 2010년 하반

기에 다소 증가경향을 보 다(그림 2).조사시기

별( ,가을) 탈 이트 농도분포는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DEP가 12.0%,Adipate

가 11.0% ,DPP5.0%,BBP1.0%의 검출율을

보 다.그러나 DprP,DCHP,DHP는 분석기간

내에는 검출되지 않았다.이들의 검출 황은 그림

3과 같다.

4.퇴 물의 농도

퇴 물의 경우 총44건의분석을 실시하여 93.2%

(41건)의높은 검출율을 보 다.이 에서 DEHP가

40건으로 90.9%의 최 검출율을 보 으며,농도는

28.17~19687.6㎍/kg로 나타났다.이는 명의 국내

강 11개 지 의 질 탈 이트류 조사에서

DEHP가 가장 높은 농도로 가장 빈번하게 검출되

었다는 보고와 일치한다(10).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낸 DEHP는 2009년 상반기부터 2010년 하반

기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그림 4).

한 DEHP는 퇴 물에서의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났는데,이는 DEHP가 수계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주로 표층에 있는 미생물의 의해 무해한 화합물로

분해되며,일부는 바닥의 진흙에 가라앉게 되는

특성 문인 것으로 보인다(11).DBP는 수질시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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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Detectionratesofthephthalateinsoil

sample

마찬가지로 24건 검출되어(54.5%),농도는 138.2~

1743.1㎍/kg를나타내었다.DCHP가9.1%,DEP가

6.8%,DprP는 4.5%,Adipate가 4.5%의 검출율을

보 으나 BBP,DHP,DPP는 분석기간내 검출되지

않았다(그림 5).

5.토양의 농도

토양시료는 2010년도에는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2009년 산업단지 주변에서 32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총 탈 이트 검출율은 97.0%로 나

타냈다.이 에서 DEHP가 30건으로 93.8%의

최 검출율을 보 으며 농도는 21.46~2881.9㎍

/kg를 나타내었다.이어서 수질,퇴 물시료와 마

찬가지로 DBP가 21건(65.6%)으로 검출농도는

10.76~514.22㎍/kg를 보 고,DCHP가 12.5%,

Adipate가 9.4%,BBP가 3.1%의 검출율을 보 다.

그러나 DEP,DprP,DHP,DPP는 분석기간내

검출되지 않았다(그림 6).

따라서수질,토양,퇴 물 총시료 에서DEHP가

119건(67.6%)으로 가장 높은 검출율을 보여,이는

우리나라에서 DEHP가EDCs 체배출량의 90.3%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5).

결 론

2009~2010년까지 일반도심지역 하수(폐수,

축산폐수)처리시설 주변과 산업단지 주변에서 연

2회(5월,10월)채취한 수질,토양,퇴 물시료

176건을 상으로 하 다.분석항목은 탈 이트류

diethylphthalate(DEP),dipropylphthalate

(DprP),di-n-butylphthalate(DBP),di-n-pentyl

phthalate(DPP), dihexyl phthalate(DHP),

butylbenzylphthalate(BBP),dicyclohexyl

phthalate(DCHP),di-2-ethylhexylphthalate(DEHP)

di-2-ethylhexyladipate(Adipate)등 9종에

하여,각 항목별 정량한계 회수율을 분석하고,

환경매체별 잔류분포 실태를 악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각각의 정량한계 범 는 수질시료 0.3~3.0㎍/L,

토양 퇴 물시료는 10.0㎍/㎏ 이었다.

수질의 회수율 범 는 71.0~111.3%,토양

퇴 물는 68.0~119.0%로 나타났다.

2.수질에서는 총 100건의 시료 탈 이트가

68건(68.0%)에서 검출이 되었고 그 에서

DEHP가 49건(49%)으로 가장 높았다.검출농

도는 최소 0.45~최고 18.44㎍/L이었다.

DBP는45건(45.0%)에서 최소0.49~최고 138.3

㎍/L로 가장 높은 농도를 보 다.

3.퇴 물 44건을 분석하여 41건(93.2%)에서 탈

이트가 나타났고,DEHP가 40건으로 90.9%의

최 검출율을보 다. 한DEHP는최소28.17~

최고 19687.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

내었다.DBP는 54.5%의 검출율을 보 다.

4.토양시료는 총 32건의 분석을 실시하여 31건의

검출율(97.0%)을 나타냈다.이 에서 DEHP가

30건으로 93.8%의 최 검출율을 보 으며 그

농도는 최소 21.46~최고 2881.9㎍/㎏를 나타

내었다.DBP는 65.6%의 검출율을 보 다.

5.이상의 분석결과에서 DEHP의 검출율은 119건

(67.6%)으로 퇴 물 〉 토양 〉 수질 순으로

나타났다.항목별 검출율은 DEHP〉 DBP〉

Adipate〉DEP〉DCHP〉DPP〉BBP〉

DprP순 이었다.조사시기별( ,가을) 탈

이트 농도분포는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DHP는 체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으

나, 탈 이트류는 수질과 토양,퇴 물에서

68.0~97.0%의 검출율을 보여 환경 에 리

분포되어 있음을 알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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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환경 탈 이트류

도시환경 해물질의 감 책에 기 자료를 제시

하 으나 향후 지속 인 연구와 기 의 탈

이트류 분석,인체노출평가등 추가 인 연구가 필

요할것으로 단된다.

이 논문은 2009~2010년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조사 공동수행과제로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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