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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과학연구팀, 2016

우리가 먹는 해산물 속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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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카후쿠 해변 모래사장에 전시된 플라스틱 쓰레기들, Trash (쓰레기)라는 영단어를 골프공으로 표현했다. 
© Alex Hofford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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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문제 요약1

전 세계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의 

총량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절대적 수치’

는 없다. 하지만 ‘수량적 이론모델 (a 

quantitative theoretical model)’에 

기반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바다를 

떠다니는 플라스틱 조각은 약 5조 2,500억 

개로, 그 무게만 무려 268,94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riksen외, 2014). 

이는 해저나 해변가에 쌓여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포함하지 않은 측정치로, 

보다 최근에 실시된 연구의 측정치들은 

이보다 훨씬 높다. 모든 결과가 추정치라는 

것을 감안하고 봐야 하지만, 일례로 2015

년 발표된 한 논문의 경우 50조개 이상의 

플라스틱 조각이 바다를 떠다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Van Sebille외, 2015). 

최근 다양한 크기의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분해되지 않고 잔류하는 플라스틱의 

특성과 플라스틱 오염물질이 쉽게 퍼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크기가 큰 플라스틱이 바닷새 및 

어류, 해양 포유류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1960년대부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각종 연구 보고서와 과학 논문을 

통해 그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런데 이 같은 ‘큰 플라스틱’과는 별개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다. 미세 플라스틱은 길이나 

지름이 5mm(밀리미터) 이하인 플라스틱 

조각을 통칭하는 용어로 모양은 구, 조각, 

섬유 형태 등으로 다양하다. 미세 플라스틱은 

크게 “1차 미세 플라스틱 (primary 

바다에 흘러 들어가는 쓰레기 
중 약 60-80%는 플라스틱인 
것으로 추정된다 (Derraik, 
2002).

microplastics)”과 “2차 미세 플라스틱

(secondary microplastics)”으로 나눌 

수 있다. 너들(nurdles)이라고도 불리는 

작은 플라스틱 입자처럼 제조 당시부터 

작게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 하고, 크기가 큰 플라스틱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 파도 자외선 등의 

자연작용으로 마모되거나 쪼개진 것을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 한다.

매크로 플라스틱 MACROPLASTICS

미세 플라스틱 MICROPLASTICS

나노 플라스틱 NANOPLASTICS

메조 플라스틱 MESOPLASTICS

>25mm

<5mm

<1um

<25mm

“마이크로비즈”와 같이
제조 당시부터 5mm 
이하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플라스틱 페트병처럼 
큰 플라스틱이 
깨지거나 마모되어 
조각이 된 경우

길이나 지름이 5mm 이하인 플라스틱

다음의 두 종류로 구분

길이나 지름이 5mm 초과,
25mm 이하인 플라스틱

1차 미세 플라스틱 2차 미세플라스틱

길이나 지름이 1um 미만인 플라스틱으로 미세 
플라스틱의 한 종류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 이 보고서에서는 유엔 산하 기구를 위한 
전문가 자문 그룹 GESAMP (2015)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길이나 지름이 25mm 를 초과하는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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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봄, 그린피스 
영국사무소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을 통해 
그린피스는 영국 정부에 치약, 
세안용 화장품, 스크럽제 등, 
개인 생활용품에 들어가는 
마이크로비즈를 비롯, 
고체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시킬 것을 요구했다. 
마이크로비즈에 대한 법적 
규제는 유엔환경계획(UNEP)
이 지난 2015년 발표한 <
화장품 속 플라스틱: 개인 
위생용품 및 미용제품의 
사용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가?>’라는 보고서에서도 
제안된 바 있다.



5 

마이크로비즈 규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 David Mirzoeff / Greenpeace

최근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과학자들은 

물론 각국 정부, 자선단체, 소비자단체, 

환경단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난 50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다. 2002년 2억4백만 톤이었던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0여 년간 무려 

50%가 증가해 2013년 2억9천9백만 

톤까지 치솟았다.  그런데 2013년 유럽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 가운데 무려 39.6%는 

포장 관련 제품이었다 (Plastics Europe, 

2015). 사실 상당수의 플라스틱 포장 용기는 

일회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번 쓰고 버려진 플라스틱 제품은 

매립되거나 소각되며, 재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중 일부는 수로를 거쳐 

바다로 유입된다. 이 경우, 도시 내 

배수시설이나 쓰레기 매립지를 통해서 

유입되는 플라스틱이 있는가 하면 

고의적으로 투기되는 플라스틱도 있다. 또 

선박을 통해 우연히 흘러 들어가거나 쓰레기 

처리장의 폐수를 통해 유입되는 플라스틱도 

있다 (Derraik, 2002).

그런데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에 왜 유독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바다 속 미세 플라스틱이 큰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많은 해양동물이 무심코 버린 바닷속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목이 졸리거나, 

숨이 막히거나, 영양실조에 걸린다. 미세 

플라스틱이 큰 플라스틱 보다 더 큰 영향을 

끼질 수 있는 이유는 작은 크기로 인해 훨씬 

더 많은 해양생물이 쉽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세 플라스틱은 또한 독성 오염물질을 

‘흡착’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이 

오염물질을 ‘탈착’하기도 한다. (여기서 ‘

흡착’이란 화학물질이 플라스틱의 표면으로 

들러붙는 것을 뜻하며, 흡착된 화학물질이 

플라스틱으로부터 다시 떨어져 나간다는 

뜻으로 ‘탈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또 

플라스틱 제조 과정에서 첨가된 화학물질을 

해수로 침출시키기도 한다.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전 세계 하수시설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과 바다에 잔류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양이 많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크기가 큰 플라스틱은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의해 작게 조각날 수 있기 때문에, 바다 표면 

위를 떠다니는 큰 플라스틱이 수 백 조각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그 형태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해양환경의 미세 플라스틱을 둘러싼 각종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바닷속속 미세 플라스틱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사슬 내에서 
축적될 수 있는가?
•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생물에게 
물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생물에게 
섭취되고 난 이후 어떻게 작용하는가?
• 해양생물은 미세 플라스틱을 
선택적으로 섭취하는가?
•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연관 물질이나 
플라스틱에 흡착된 화학 오염물질이 인체 
및 해양생물에 미치는 독성(toxicity)은 
무엇인가?

본 보고서는 해양환경에 잔류하는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최신 학술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류 및 갑각류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해산물을 섭취할 경우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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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북극의 일출(Arctic Sunrise)”호가 리비
아 해안에서 채취한 플랑크톤 샘플
© Greenpeace / Gavin Parsons

연구 과정의 어려움: 

해양생물 및 바다 속 미세 플라스틱의 정확한 위치와 양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미세 

플라스틱을 추출하고 식별하는 과정에 있다. 미세 플라스틱은 보통 저인망 그물을 통해 채취하거나 해변에서 표본 

추출을 통해 수집한다. 그런데 예망류의 그물(어구를 수평 방향으로 일정 시간 끌어서 어획하는 그물 – 역주)을 

사용하여 표본 추출을 진행할 경우 비교분석에 용이하지 않은 데이터가 집계될 수 있다.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플라스틱 물질은 추출하지 못한 채, 표면에 떠 있는 가벼운 플라스틱 표본만 추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세 플라스틱을 정확하게 식별해 내기란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때로는 전문 장비나 인력을 통한 

실험 연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일부 섬유 형태의 경우 겉으로 보기엔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면직물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Song외, 2015). 선박 위에 있는 플라스틱이나 페인트, 저인망, 심지어 실험실 안의 공기 

등을 통해 의도치 않은 외부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또 다른 잠재적 위험요인이다. 미세 플라스틱을 수집하여 

식별하고 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마련하는 것은 서로 다른 연구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비교 분석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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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속 미세 플라스틱:
연구내용 요약2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대 170종의 

척추동물 및 무척추동물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egter외, 2014).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 

관련 연구는 비교적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오염물질을 분리하고 식별하며 

기록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아직 표준화된 방식이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Koelmans외, 

2015).

바다에서 표본 채취한 어류 및 갑각류의 

위장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 개수를 측정하는 

정량적 연구를 진행하기란 결코 쉽지 

않으며 (p. 6 ‘연구과정의 어려움’ 참고), 그 

결과도 천차만별이다. 다양한 학술논문을 

통해 한 개체 당 검출되는 플라스틱 양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무려 21

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된 경우도 있었다 

(Lusher외, 2016; Rochman외, 2015; 

Lusher외, 2013). 물론 이 같은 수치로 

확정적인 결론을 낼 수는 없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다양한 해양생물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해양생물에 

미치는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에 대한 연구로 

초점이 옮겨갔다.

해양생물의 세포 조직을 검사한 연구들에서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알키드 수지(주로 페인트나 코팅에 사용되는 

물질), 레이온, 폴리에스테르(PES), 나일론, 

아크릴 섬유, 폴리아미드(PA), 폴리스티렌

(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우레탄(PUR) 등, 다양한 고분자 

화합물이 검출됐다. (Neves외, 2015; 

Rummel외, 2016).

지금까지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연구는 

남반구보다는 북반구, 특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같은 추세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발표된 

한 연구는 브라질의 상파울루 인근 해변에서 

채취한 홍합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 정도를 

측정했다 (Santana외, 2016). 

중국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관련 연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Li외, 2016), 아시아, 

아프리카 및 극지방 관련 데이터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럼에도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뿐 아니라 북극, 남극과 깊은 

해저의 침전물 속을 비롯해, 전 세계 모든 

바다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ESAMP, 2015). 

바다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가 공히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해양생물의 미세 플라스틱 
섭취에 관한 연구가 이미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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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새우 위장 안을 가득채운 형광색 미세 플라스틱  
© Maiju Lehtinie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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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Field research):
해산물 속 미세 플라스틱 오염 실태

• 포르투갈의 한 연구팀은 상업용으로 

포획한 어류를 분석한 결과, 전체 26개 종, 

263마리 중 총 19.8%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했다 (Neves외, 2015).

• 한 조사에서 저인망 어선을 통해 영국 

해협에서 포획한 어류를 분석한 결과, 총 

36.5%에서 합성 고분자 물질이 발견됐다. 

이 조사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의 섭취가 

어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연구자들은 어류의 

플라스틱 섭취가 일반적인 먹이 활동 

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Lusher외, 2013).

• 지중해 중부에서 상업적으로 포획된 

황새치, 대서양 참다랑어, 날개 다랑어, 

총 121마리를 분석한 결과, 18.2%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되었다 (Romeo외, 

2015)

• 미국의 한 연구팀이 인도네시아의 

마카사르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포획한 

어류 가운데 자연에서 수집된 것과 상업 

목적으로 포획된 두 종류를 채집해 분석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포획된 어류 

중 28%에서, 미국 해안에서 수집된 어류 

중 25%에서 생활 쓰레기가 발견되었다. 

미국의 어류에서 관찰된 쓰레기는 주로 

섬유 물질인 반면 (섬유의 형태는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섬유는 플라스틱이나 면직물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추정), 인도네시아 어류에서 찾아낸 

쓰레기는 모두 플라스틱이었다 (Rochman

외, 2015).

• 플라스틱 조각을 섭취한 작은 크기의 

해양생물은 먹이사슬 내에서 일부 또는 

전체 플라스틱 입자를 전이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태평양 중앙 환류에서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어류를 포획해 

분석한 결과, 총 35%에 해당하는 어류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되었다. 플랑크톤을 

먹이로 삼는 어류의 경우 먹이사슬을 통해 

다른 어류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오염이 참치, 오징어 등 자신보다 작은 종을 

먹이로 하는 포식어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Boerger외, 2010).

• 북해 및 발트해에서 포획한 290마리 

어류를 분석한 결과 5.5%의 내장에서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분석 결과 검출된 

플라스틱 가운데 40%는 폴리에틸렌이었다. 

그 외에도 폴리아미드(22%)와 

폴리프로필렌(13%)이 상당수를 차지했고, 

폴리스티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 등의 

플라스틱 물질과 고무가 소량 발견되었다 

(Rummel외, 2016).

• 북태평양 아열대 환류에서 포획된 27

종의 어류 141마리의 내장을 관찰한 결과, 

총 9.2%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 

이들 어류는 대부분 동물성 플랑크톤 

포식어로 연구자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Davison & Asch, 2011).

• 노르웨이 바닷가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클라이드해(Clyde sea)

에서 저인망 어선으로 채취한 표본 가운데 

83%의 위장에서 가느다란 섬유 형태의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연구자들은 우연한 

섭취나 플라스틱에 오염된 먹이 섭취를 통해 

바닷가재의 체내에 플라스틱이 축적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Murray & Cowie, 

2011).

• 총 761마리의 중심해수층 어류를 표본 

추출해 분석한 결과 북대서양 어류의 11%

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되었다 (Lusher

외, 2016).

• 브라질 상파울루 산투스 항구의 어귀에서 

채취한 홍합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관찰됐고

(Santana외, 2016), 중국 해안지역에서 

채취한 홍합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 (Li외, 2016).

• 북해에서 채취한 홍합 및 대서양에서 

채취한 굴 모두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 이들 모두 양식으로 재배되는 

종이었다 (van Cauwenberghe & 

Jansse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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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플라스틱의 
섭취 경로

여과 섭식을 하는 종의 경우, 미세 

플라스틱의 섭취는 대개 비선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어류처럼 

보다 선택적으로 먹이를 섭취하는 종의 

경우, 오염된 먹이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흡수할 수 있으며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종의 경우 자발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Rummel외, 2016; Lusher외, 

2016). 올해 발표된 한 연구논문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풍부한 환경에서 갓 

부화한 새끼 농어가 일반적 먹이인 동물성 

플랑크톤보다 오히려 미세 플라스틱을 

더 선호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Lonnstedt & Eklov, 2016).

해양생물은 그 종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 
홍합과 굴은 여과섭식(filter 
feeding)을 통해 섭취하고 
게는 아가미 호흡 과정에서, 
또는 입을 통해 직접 
섭취하기도 한다. 

생선 안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 
© Greenpeace / Alex Hof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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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 축적 및 
먹이사슬 내에서의 전이

결과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다 

(Teuten외, 2009).

• 한 실험 연구는 미세 플라스틱이 먹이사슬 

내 세 가지 단계(영양 단계 trophic levels)

를 통해 상위 개체로 전이되는 과정과, 이 

중 가장 상위 포식어류에 미세 플라스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조군의 어류와 비교했을 때,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어류는 먹이를 먹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고 움직임도 적었으며 

떼를 지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수조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보내는 시간도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Mattsson외, 2015).

쌍각류 조개
•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홍합을 게에게 

섭취하도록 했다. 21일 이후 관찰한 결과, 

게의 체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 

연구팀은 이 실험의 결과가 미세 플라스틱이 

먹이사슬을 통해 상위 포식자에게 전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게 

역시 그 위 상위 포식자에게 미세 플라스틱을 

전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arrell & 

Nelson, 2013).

• 홍합은 여과 섭식 동물로 3μm 또는 

9.6μm의 극도로 미세한 플라스틱 알갱이를 

생체내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알갱이는 홍합의 소화기관에 축적된 뒤 3

일 이내에 순환기관으로 이동하며, 섭취 후 

48일이 넘도록 홍합의 생체 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단기간의 미세 

플라스틱 노출은 생물학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Browne외, 2008).

바닷가재
• 한 실험 연구에서 클라이드해(Clyde 

sea)에서 포획한 노르웨이 바닷가재를 수조 

속에 가두고 플라스틱을 주입한 어류를 

섭취하도록 했다. 24시간이 경과하자 모든 

바닷가재의 위장에서는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됐다. 연구자는 바닷가재의 체내에 

플라스틱이 축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Murray & Cowie, 2011).

동물성 플랑크톤

• 한 실험에서 갑각류 새우에게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동물성 플랑크톤을 

섭취하도록 했다. 그 결과 새우는 미세 

플라스틱을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플라스틱에 오염된 먹이를 먹는 포식 동물에 

의해 먹이사슬 내에서 오염물질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Setala외, 

2014).예를 들어 지난 2015년 Mazurais박사 

연구팀은 새끼 유럽 농어를 먹이사슬 내에서 

보다 상위 단계의 생물체가 먹이로 섭취했을 

때, 미세 플라스틱이 해당 포식 생물체의 

체내에까지 축적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대두되는 문제는 두 가지이다. 

먹이사슬 내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물리적 

축적, 그리고 이것이 화학 오염물질의 

축적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다. 먹이사슬 

내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전이에 관한 연구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어류
• 숭어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미세 플라스틱은 숭어의 소화기관에서 간 

조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Avio외, 2015). 

• 이와 관련해 한 연구에서는 조류인 슴새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다. 도쿄만의 카사이 

해안공원에서 폴리염화 비페틸(PCBs)에 

오염된 폴리에틸렌 수지 알갱이를 채취해 

새끼 슴새에게 먹였다. 또 야생에서 잡은 

물고기를 섭취하도록 했다. 슴새에게 먹인 

물고기에서도 폴리염화 비페닐(PCBs)이 

발견됐다. 이는 물고기가 먹이(요각류 등)

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폴리염화 비페닐

(PCBs) 을 섭취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플라스틱에서 침출되어 나온 폴리염화 

비페닐이 조류에게도 전이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즉, 바닷새 역시 물고기처럼 

오염된 먹이를 먹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오염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화학물질이 해양동물에 초래하는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해 특히 
주목할 점은 포식자가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먹이를 
섭취할 경우 그 플라스틱이 
먹이사슬 내에서 전이되거나 
축적될 수 있다는 점이다. 



12

미세 플라스틱 섭취의
물리적 영향 및 화학적 영향

한 실험 연구에서 유럽농어에게 플라스틱 

알갱이를 주입하고 경과를 지켜보았는데, 

90일 지난 후 오염된 해양 환경에 

노출되었던 플라스틱 알갱이(PVC)를 

섭취한 농어의 50%와 오염에 노출시키지 

않은 플라스틱 알갱이를 섭취한 농어의 50%

에서 심각한 내장 변형이 관찰됐다. 또한 

양쪽 실험군의 나머지 절반에서도 일정 

정도의 내장 변형이 관찰되었다 (Pedà외, 

2016).

미세 플라스틱 섭취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해양생물의 종이나 성장 단계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됐다. 

예컨대 알이나 성체 단계의 생물, 어린 

생물은 완전히 성숙한 단계의 생물보다 

미세 플라스틱에 훨씬 취약했다. 새끼 

어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미세 

플라스틱은 민물농어의 먹이 활동 및 섭식 

활동, 포식어류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 등에 영향을 끼치고, 산란 및 성체 

단계에서의 성장에 화학적, 물리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onnstedt & 

Eklov, 2016).

게와 요각류 칼라누스 헬고란디쿠스

(Calanus Helgolandicus)에게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도록 하자 이들의 

먹이 활동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에너지 부족 현상이 나타났으며 

산란하는 알의 숫자도 줄어들었다. 

칼라누스 헬고란디쿠스는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에서 매우 중요한 수중생물이며 

주로 어류 및 무척추동물의 먹이가 된다 

(Cole, 2015).

먹이사슬 하위 단계의 생물이 미세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관련 유독성 오염물질을 섭취한 

경우  먹이사슬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갯지렁이는 해저 침전물을 

순환시키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물인데, 한 실험에서 갯지렁이를 경질 

폴리염화비닐(UPVC)에 장시간 노출시키자 

염증 반응을 보였다. 또한 섭식 활동이 눈에 

띄게 줄고 에너지 수준이 절반 가량으로 

떨어져 성장 및 번식 능력이 저하됐다. 

자연스레 해저 침전물 순환을 일으키는 

갯지렁이의 활동이 줄어 들어, 잠재적으로 

해양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right외, 2013).

많은 실험 연구 결과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생물에게 
화학적 영향 및 물리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착ADSORPTION

플라스틱이 화학물질을 
"자석"처럼 표면에 
끌어 당기는 현상

예) PcBs, PAHs, PBDEs, DDT

탈착 DESORPTION
플라스틱이 흡수했던 
화학물질을 외부환경으로 
'배출'하는 현상

Bisphenol A

Bisphenol A

Bisphenol A

Bisphenol A

Bisphenol A

Bisphenol A

Phthalates

Phthalates

Phthalates

Phthalates

Nonylphenol

Nonylphenol

Nonylphenol

Nonylphenol

PBDEs

PBDEs

PBDEs

PcBs

PcBs

PcBs

PAH

PBDEs     
PBDEs

PAH

PAH PcBs

DDT

DDT

PAHDDT

DDT

미세 플라스틱

침출 LEACHING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시 
의도적으로 첨가된 화학물질이 
주변 환경의 물이나 내장액으로 
배출돼 나오는 현상

예) 프탈레이트(Phthalate), 
비스페놀A(BPA), 노닐페놀(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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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효과:
미세 플라스틱 오염물질 흡착(adsorbing),
탈착(desorbing), 및 침출(leaching)

알려져 있다 (표 1 참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이 가장 잘 

축적되는 고분자 화합물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나일론, 가소성 폴리염화비닐 

등이 있다 (UNEP/GPA, 2006; 스톡홀롬 

협약). 반면  고농도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POPs)이 가장 덜 흡수되는 고분자 

화합물로는 비가소성 폴리염화비닐, 

폴리스티렌 등이 있다 (Syberg 외, 2015). 

실제로 한 연구 결과 폴리프로필렌의 

경우 특정 독성 화합물의 농도가 주변 

바닷물의 농도보다 무려 만 배 정도 더 높게 

관찰되었다.

해양생물에 흡수된 플라스틱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오염물질이 생체 조직으로 

전달되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플라스틱은 해양생물과 나아가 인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출처의 

화학물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일부 유해 

화학물질의 경우, 먹이사슬을 통한 섭취가 

주요 노출 경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Koelmans외, 2016).

실험 연구를 통해서는 자연 환경의 

해양생물이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정도를 

완벽하게 재현해 낼 수 없다. 하지만 다양한 

실험 연구를 통해 최근 미세 플라스틱과 

화학 오염물질, 그리고 생물체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놀래기(rainbow 

fish)를 통제된 환경 속에서 브롬계 난연제 

화학물질인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PBDEs)에 오염된 마이크로비즈에 21일 

동안 노출시킨 결과, 대조군 대비 훨씬 높은 

수준의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s) 

함유량이 관찰되었다. 기간을 늘려 63일 

동안 노출시키자 어류의 체내에 축적되는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s)의 양은 

훨씬 더 증가했다 (Wardrop, 2016).

또 다른 실험 연구에서는 자연상태의 

플라스틱 오염과 유사한 조건을 실현하기 

위해 미세 플라스틱을 이탈리아 밀라초 

항구의 바닷물에 3개월 동안 담가 놓았다. 

이후 농어를 이 플라스틱에 노출시켰다. 

그 결과 오염된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농어뿐 아니라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농어에서도 심각한 

내장장애가 나타났다. 이 실험의 결과는 

오염되지 않은 미세 플라스틱이라 할지라도 

어류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Pedà외, 2016).

미세 플라스틱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각종 

풍화작용을 거치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이들이 각종 오염물질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Teuten외, 2009).

침출:
많은 연구 결과, 플라스틱 첨가물(플라스틱 

제품 제조 시, 의도적으로 첨가된 화학물질)

에는 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물질로는 내분비 교란 물질로 

알려진 비스페놀A(BPA)가 있다 (J. 

Michalowicz, 2014; Perez-Lobato, 

R.외, 2016). 노닐페놀 역시 내분비계에 

영향을 주며(Soares외, 2008),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s)도 생물학적으로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관찰됐다 

(Darnerud, 2003). (표 1 참고)

흡착:
미세 플라스틱은 그것이 큰 플라스틱의 

파편 조각이든 아니면 마이크로비즈와 

같이 애초에 작게 만들어진 것이든 

상관없이, 일부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POPs)과 같은 바다 속 독성 오염물질을 

표면으로 끌어당기거나 흡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들은 계속해서 

플라스틱에 잔류하며 축적될 수 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이란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생체 

조직 내에 축적될 수 있는 유독성 합성 

화합물로 살충제나 일반 공산품에 

사용된다. 자연환경에서 발견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의 존재와 이 물질이 

인간과 야생동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잘 

해양생태계에 잔류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미세 
플라스틱이 독성 화학물질을 
해수로 방출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바닷속 화학물질을 
표면으로 흡착해, 결과적으로 
모든 해양 생물에 독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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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기능 잠재적 영향

원
료

비스페놀A

(BPA)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및 

에폭시 수지 생산의 원료로 

사용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이 있는 

물질. 특히 태아 및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유해.

첨
가

제
프탈산에스테르

(프탈레이트)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 디부틸프탈

레이트(DBP), 디에틸

프탈레이트(DEP)

가소제[1] 및 연화제로 

사용되어 플라스틱, 특히 

폴리염화비닐(PVC)을 

유연하게 만듦.

향수와 화장품의 용매[2] 및 

향을 지속시키기 위해 사용

일부 프탈레이트는 생식능력을 

저해하며, 과다 섭취 시 간에 

지장을 초래

노닐페놀(NP) 플라스틱 제조시 

산화방지제, 가소제, 

안정제 등으로 사용. 

공업용 세제로 사용되는 

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

(NPEs)를 일부 분해해 

만들어짐

수중생물에게 극도로 유해. 

특히 어류의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며 여성화를 초래. 

기타 동물 및 인간의 생식과 

성장에도 유해할 수 있음.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

(PBDEs)

플라스틱, 발포 고무, 

섬유 등의 발화 지연제로 

사용. 플라스틱 제품에 

첨가제로 사용되거나 환경에 

잔류하다가 플라스틱 제품 

표면으로 흡착될 수 있음.  

내분비계 교란 가능 물질로 

특히 갑상선 기능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신경 발달 

및 행동, 면역체계, 간 등에 

유해할 수 있음.

오
염

물
질

폴리염화비페닐

(PCBs)

이전에 일부 플라스틱의 

난연제[3], 가소제로, 또 

변압기의 절연체[4]로 사용

여러 동물의 면역체계, 

생식능력, 신경계에 독성 초래. 

간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암을 

유발할 수 있음.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

화석연료의 불완전연소시 

발생하는 물질. 석유 및 

콜타르에도 존재.

한 번 흡수되면 체내에 축적. 

일부는 암과 돌연변이를 

유발하고 생식능력을 저해

살충제 - 

디클로로디페닐

트리클로로에탄

(DDT),헥사클로로시

클로헥산

(HCHs)

과거 농업 및 도시지역의 

살충제로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말라리아 벡터 

콘트롤[5]만으로 사용이 

제한

DDT는 수중생물에게 매우 

치명적이며 내분비계 교란 및 

생식능력을 저해

HCHs는 간과 신장에 

치명적이며 일부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 및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추정

표 1: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일반적인 원료, 첨가제 및 환경 오염물질

이 외에도 다음의 주제에 대해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 오염물질이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침출되어 주변 수로로 유입되는 정도 

• 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에 잔류하는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정도

• 플라스틱 관련 오염물질이 해수에 섞일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 (Li외, 2016; 

Engler, R.E.외, 2012)

• 어떤 화학물질이 어떤 종류의 플라스틱에 

흡착되는지에 대한 연구

• 플라스틱 관련 화학물질이 생물체의 성장 

및 신진대사, 생식활동을 조절하는 내분비계 

기능에 미치는 영향 (Rochman외, 2014b).

[1] 고온에서 가공을 용이하게 하는 유기물질

[2] 특정 용질을 녹여 용액을 만드는 물질

[3] 플라스틱의 내연성 강화를 위해

      첨가하는 물질

[4] 열이나 전기를 잘 전달하지 않는 물체

[5] 감염병 매개체의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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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해양생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Law & Thompson, 
2014).

하지만 인간이 소비하는 여러 가지 

해양생물 역시 이미 미세 플라스틱에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특히 갑각류처럼 부드러운 

살 전체를 섭취하는 종의 경우), 이 같은 

해양동물을 식품으로 섭취할 때 인간 역시 

어느 정도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인간이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을 

측정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실제 

노출되는 양에는 경우에 따라 많은 차이가 

존재하며 이를 정량화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Galloway 와 Lewis는 2016년 연구에서 

인간이 해산물 섭취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의 체세포 및 조직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의 표면으로 흡착 및 침출될 

수 있는 각종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인체영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지식의 경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많아, 정확한 위험 수준을 

밝히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에 대한 주요 

참고문헌인 유엔환경계획(UNEP)의 2016

년 보고서에서도 해산물에 들어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유해하다고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현재 

수집된 데이터의 한계 및 각종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자료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환경계획

(UNEP)은 인체로 유입된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작용을 하고 그 독성은 어느 정도인지 

자체가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해 가장 많은 

후속 연구를 요하는 주제라고 결론 내렸다.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인간이 플라스틱에 오염된 해산물을 섭취하는 경우

또한 이 보고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유해한 각종 균을 전이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반면 미세 플라스틱에 관련이 있거나 미세 

플라스틱의 표면에 쉽게 축적된다고 알려진 

다양한 화학 첨가물과 오염물질은 동물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도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히 알려져 있다.  앞 

페이지의 <표 1>은 이 같은 화학물질 일부와 

그 독성 영향에 대해 간략히 보여준다.

미세 플라스틱 중에서도 특히 나노(nano) 

크기의 극히 작은 플라스틱의 인체 영향에 

대해서는 기존 의학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의학 연구에 따르면 100nm보다 

작은 나노 입자의 경우 ‘세포내 섭취’(

세포가 세포막을 이용해 물질을 밖에서 

안으로 삼키는 작용 – 역주)를 통해 모든 

세포로 흡수될 수 있지만, 100nm보다 큰 

나노 입장의 경우에는 대식 세포에 의한 

식세포 작용(세포가 물질을 받아들이는 

작용 – 역주)을 통해 흡수될 수 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으로는 플라스틱 

입자의 크기와 형태 (구, 막대, 삼각형 등) 및 

다수의 입자가 축적되었을 때 초래될 수 있는 

결과 등이 있다 (Ojer외,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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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용 샤레 안에 담긴 해양 쓰레기와 
동물성 플라크톤 샘플 
© Greenpeace / Alex Hofford

결론

그러나 미세 플라스틱 연구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과학적 증거의 불확실성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많은 부분들로 인해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와 동물 및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더 많은 연구를 통해 확정적인 답을 

얻기 전까지는 ‘사전 예방 원칙’에 근거에 

미세 플라스틱의 잠재적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

4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 
전반에 퍼져 있다. 많은 
실험연구와 표본조사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이 다양한 
해양동물과 해양 먹이사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연구자들은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생물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체에 미칠 
수 있는 물리적 영향과 독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17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1. 미세 플라스틱이 어류 및 갑각류의 
위장 및 각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해야 한다. 다른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각 연구자는 미세 플라스틱을 탐지해 
분석하는 방법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각종 어류와 갑각류의 조직 중에서도 
특히 인간이 소비하는 생물이 섭취한 
플라스틱에 축적되어 있는 독성 
오염물질의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3. 어류 및 갑각류의 나이와 플라스틱의 
축적 사이에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4.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생물체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및 기타 
독성 화학물질이 축적되는 정도에 대한 
연구, 그리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POPs)이 영양단계(trophic level) 
상에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5. 어류 및 갑각류에 있어 일반적인 
플라스틱 관련 독성 물질이 초래하는 
치명적인 영향,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섭취의 치사량 수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6. 어류 및 갑각류를 포함한 해양생물의 
내장과 체내 각 조직에 분포되어 있는 미세 
플라스틱 및 관련 화학물질을 정확하게 
식별해내는 데 있어 표준화된 실험 
프로토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같은 
표준화는 플라스틱 오염 및 노출의 수준을 
측정하고 위험 평가를 실시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7. 바다 속 미세 플라스틱의 양, 유입 
경로, 이동 현황 및 침적 속도 등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현장 데이터가 
필요하다. 또한 플라스틱 종류와 크기 
별로 해양환경으로 유입되고 난 이후 작은 
조각으로 나뉘는 속도와 분포되는 패턴을 
파악해야 한다.

8. 어류 및 갑각류는 물론, 인간을 포함한 
각종 생명체에 유입된 미세 플라스틱이 
세포막과 세포벽을 뚫고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 
어류 및 갑각류, 기타 생물의 스트레스 
지수가 증가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9. 해양생물이 미세 플라스틱을 
자발적으로 섭취하는지, 아니면 우연히 
섭취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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