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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산업폐수 방류수 중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

들이 혼합되어 있으나 기존의 규제방법인 BOD, COD, T-N, T-P 같은 평가 방법에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많은 유해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독성을 분석하는 생태

독성 관리제도가 2011년부터 도입되었다. 이후 1~5종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생태독

성 배출허용기준이 2012년부터 전면 적용되었고, 2016년 생태독성 기준이 보다 강

화되었다.

수계에 존재하는 물질의 잠재적인 독성 여부 및 원인물질을 알아보기 위해 

2012~2013년 울산 관내 생태독성 기준을 적용받는 개별사업장 6개 업종, 18개 방류

수에 대해 이화학적 분석 및 물벼룩 독성시험을 실시하였다. 이 중 생태독성 값이 

크게 나타난 업종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과 도금시설이었다. 생태독성 원인물질

을 조사하기 위해 수질오염물질 항목의 이화학 분석 값과 생태독성 값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비교적 아연(Zn)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r2=0.793) 그 

외의 항목에서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18개 배출시설의 방류수 중 수질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방류수는 

3개 업체로 전체의 17%를 차지하였으나, 생태독성 값이 나타난 방류수는 9개 업체

로 전체의 50%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개별 화학물질에 대한 배출허

용기준과 생태독성평가를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산업폐수 방류수 중의 수

질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거나 발생

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위탁 처리하는 경우는 생태독성 기준적용 제외대상이며,

2012년부터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폐수를 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수질유해

물질의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은 방류수 허

용기준(BOD, COD, T-N, T-P 등 7항목) 준수를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수처리 공정으로는 수질유해물질의 처리에 한계가 있다.

2015~2016년 지도·점검한 폐수배출사업장 653개소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주로 

검출된 7개 업종, 36개 방류수에 대해 중금속 6종, 휘발성 유기화합물 10종, 시안,

페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18종의 검출 빈도 및 농도 등 현황을 조사하였다.

중금속 중 Cu가 33.3%로 가장 검출률이 높았고, 그 외 Cd, As, Hg, Pb, Se은 

2.8~27.8% 검출되었으며 As는 검출되지 않았다. CN은 11개(30.6%), phenol은 12개

(33.3%) 사업장에서 검출되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8종이 검출되었으며 1,4-dioxane 25.0%, DEHP 19.4%,

Chloroform 11.1%, Benzene 8.3%, Bromoform‧1,2-dichloroethane‧Acrylonitrile‧

Dichloromethane 2.8%순으로 검출되었다. 대부분의 VOCs는 미량 검출되었으나 

Dichloromethane은 화학물질 제조시설에서, 1,4-dioxane은 화학물질 제조시설‧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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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에서 배출허

용기준을 초과하였다.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폐

수종말처리장의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해서 VOCs를 분석하였는데, 유입수에서 1,4-

다이옥산, 아크릴로니트릴이 비교적 고농도(N.D.~1.787 ㎎/ℓ)로 검출되었고, 클로

로포름, 1,2-디클로로에탄, 벤젠이 저농도(N.D.~0.022 ㎎/ℓ)로 검출되었다. 방류수의 

경우 1,4-다이옥산이 0.071~0.327 ㎎/ℓ농도로 검출되었고 그 외 항목은 모두 불검

출이었다.

한편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개별업체의 방류수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정

량한계 이상으로 검출된 항목은 1,4-다이옥산, 벤젠, 디클로로메탄, 아크릴로니트릴,

클로로포름, 1,2-디클로로에탄, 브로모포름, DEHP 등 8종이었고 그 외의 다른 항목

은 대부분 정량한계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 농도수준이었다. 오염부하량은 1,4-다이

옥산이 52 ㎏/d로 가장 높았고 클로로포름, 아크릴로니트릴 순으로 낮아졌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항목인 1,4-다이옥산과 디클로로메탄의 수생태계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위해 방류수의 평균 농도를 예측 무영향농도로 나누어 위해지수를 

계산하였는데, 해당 물질의 생태 위해도는 무시할 수 있음(0.02 미만)으로 나타났다.

현행 수질오염 배출허용기준이 특정수질유해물질로부터 수생태계를 보호하기 위

해 적절한 수준인지 알아보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물질의 물벼룩 급성독성

시험(24시간, 48시간)을 실시하여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1,4-다이옥산의 반수영향

농도(EC50)가 1,409~1,744 ㎎/ℓ로 폐수 방류수에서 검출되는 농도에 비해 매우 높

은 값이므로 수계에 존재하는 물벼룩에 미치는 위해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생태 독성값(TU)으로 환산할 경우 0.06~0.07로 나타나 현재의 배출허용기

준인 1.0(청정지역), 2.0(가, 나, 특례지역)에 비해서도 낮았다. 디클로로메탄도 반수

영향농도(EC50)가 143~170 ㎎/ℓ로 물벼룩에 대한 위해가능성이 낮았다(TU

0.6~0.7). 그러나 수계 내 독성물질은 오염 물질이 혼합되어 복합적인 독성을 나타내

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별 독성보다는 혼합 독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보면 폐‧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배출수에 대한 기준을 설

정하여 폐수종말처리장의 유입‧유출 실태조사 및 종합적인 관리, 특히 다양한 미지

의 유해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규제대상 항목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폐수 방류수의 생태독성 값이 낮은 경우라도 방류 부하량이 많거

나 유해화학물질이 많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시설을 미리 파악하여 각각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적용하는 등 업종별, 공정별, 처리기술 등에 따라 관리하

는 방법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난분해성물질인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처리를 위해 활성탄 흡착, 펜톤산화, 오

존처리, 광촉매 및 UV radiation 등 공법의 추가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III -

List of Contents

국문요약 ·············································································································Ⅰ

목    차 ·············································································································Ⅲ

표 목차 ···············································································································Ⅴ

그림 목차 ···········································································································Ⅶ

1. 서론 ··················································································································1

2. 연구배경 ··········································································································5

2.1. 생태독성제도 ·····························································································5

2.1.1. 국외 생태독성 관리 ··········································································11

2.1.2. 국내 생태독성 관리 ··········································································15

2.2. 특정수질유해물질 ···················································································20

2.2.1. 특정수질유해물질 ··············································································20

2.2.2. 국외 규제 동향 ··················································································25

2.2.3. 국내 규제 동향 ··················································································28

3. 조사범위 및 분석방법 ················································································31

3.1. 조사지점 ···································································································31

3.2. 이화학적 분석 ·························································································35

3.2.1. 일반항목 ······························································································35

3.2.2. 중금속류 ······························································································35

3.2.3. 휘발성 유기화합물 ············································································36

3.3. 생태독성 시험 ·························································································39

3.4. 생태독성 값 계산 ···················································································41

3.5. 통계학적 분석 ···························································································42

4. 결과 및 고찰 ································································································43

4.1. 생태독성 시험 ···························································································43

4.1.1. 표준 독성시험 ····················································································43

4.1.2. 업종별 분석결과 ················································································45

4.1.3. 생태독성 저감사례 ············································································53

4.1.4. 생태독성 값과 오염물질별 상관분석 ············································57

4.2. 특정수질유해물질 ···················································································58

4.2.1. 개별폐수 사업장 ··················································································59

4.2.2. 산업폐수 종말처리장 ··········································································70



- IV -

4.2.3.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하는 업체 ················································76

4.3. 위해성 평가 ·····························································································81

4.3.1. 위해성 평가의 개념 ············································································81

4.3.2. 생태위해도 결정 ··················································································84

4.3.3. 1,4-다이옥산의 물벼룩 급성독성평가 ··············································88

4.3.4. 디클로로메탄의 물벼룩 급성독성평가 ··········································91

4.4. 특정수질유해물질 제거방법 ···································································93

5. 결론 ················································································································95

참고문헌 ·············································································································97

Abstract ············································································································102



- V -

List of Tables

Table 1. Application criteria for regional classification ··························1

Table 2. Components of an integrated approach to water quality

based toxic controls ··························································································6

Table 3. Approach method of bioassay to water quality management

·································································································································7

Table 4. Comparison of toxicity test for Daphnia sp. ····························10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policy principles regulatory approaches

and technological responses in OECD ······················································14

Table 6. Ecotoxicity management target industry ··································18

Table 7. Emission standards for specific toxic substances ···················29

Table 8. Management of harmful substances of water quality ··········30

Table 9. Wastewater discharge by industrial complex ·························31

Table 10. Emission facilities by industry ··················································34

Table 11. Emission facilities by scale ························································34

Table 12. Analysis method and equipment ·············································35

Table 13. Analysis condition of mercury(Hydra II AA) ······················35

Table 14. Analysis condition of VOCs(Head Space) ·····························36

Table 15. Analysis condition of VOCs(GC/MS) ·····································37

Table 16. Composition of culture solution ···············································39

Table 17. Acute responses of test organisms to a standard toxicant

(Potassium dichromate) ····················································································43

Table 18. Water quality of metal products manufacturing ·················47

Table 19. Water quality of petroleum refining ·······································48

Table 20. Water quality of synthetic textile manufacturing ················49

Table 21. Water quality of plating ·····························································50

Table 22. Water quality of alcohol beverage manufacturing ··············51

Table 23. Water quality of basic inorganic compound manufacturing

·······························································································································52

Table 24. Substances causing ecotoxicity by industry ···························56

Table 25.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oxic unit and chemical item

·······························································································································57

Table 26. Analysis of heavy metals in wastewater effluent ···············60



- VI -

Table 27. Heavy metals detected by industry ········································61

Table 28. Analysis of VOCs in wastewater effluent ·····························64

Table 29. Analysis of CN, phenol in wastewater effluent ··················67

Table 30. Status of WWTP(Wastewater Treatment Plant) ····················70

Table 31. VOCs concentration in WWTP ·················································73

Table 32. Wastewater discharge by company ·········································76

Table 33. Wastewater load by company ···················································77

Table 34. Carcinogenicity classification of IARC ····································82

Table 35. Carcinogenicity classification of EPA ······································82

Table 36. Physical/Chemical properties of 1,4-dioxane ························84

Table 37. Physical/Chemical properties of dichloromethane ···············85

Table 38. Evaluation factor according to the number of available

toxicity data ······································································································87

Table 39. Accurate immobilization test of 1,4-dioxane to Daphnia magna

·······························································································································88

Table 40. Toxicity according to a EC50 ·····················································90

Table 41. Accurate immobilization test of dichloromethane to Daphnia magna

·······························································································································91



- VII -

List of Figures

Fig. 1. BOD and discharge load by applicable region ···························2

Fig. 2. Status of wastewater discharge by applicable region ················2

Fig. 3. Classification of biomonitoring method(Roop et al., 1985) ······ 8

Fig. 4. Structure of Daphnia magna ·····························································16

Fig. 5. Application facility of ecotoxicity ··················································17

Fig. 6. Discharge by wastewater treatment type ····································32

Fig. 7. Location of sampling sites ······························································33

Fig. 8. GC-MS instrument ·············································································36

Fig. 9. GC-MS chromatogram ······································································38

Fig. 10. Experiment of daphnia magna ·······················································40

Fig. 11. Standard toxicity test(potassium dichromate) ···························44

Fig. 12. Toxic unit by industry ···································································45

Fig. 13. Change of coagulation precipitation method ···························54

Fig. 14. Decrease of substances causing ecotoxicity ······························55

Fig. 15. Average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62

Fig. 16. Frequency of heavy metals ························································63

Fig. 17. Average concentration of VOCs ··················································65

Fig. 18. Frequency of VOCs ·········································································66

Fig. 19. Average concentration of CN, phenol ·······································68

Fig. 20. Frequency of CN, phenol ······························································69

Fig. 21. Monthly inflow and outflow in WWTP(2016) ·························71

Fig. 22. VOCs concentration in WWTP(lower) ·······································74

Fig. 23. VOCs concentration in WWTP(higher) ······································75

Fig. 24. Contaminant concentration in wastewater ································79

Fig. 25. Pollutant load in wastewater ·······················································80

Fig. 26.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model ·································81

Fig. 27. Chemical structure of 1,4-dioxane ···············································84

Fig. 28. Chemical structure of dichloromethane ·····································85

Fig. 29. The concentration-response curve of daphnia magna toxicity test

on 1.4-dioxane ··································································································89

Fig. 30. The concentration-response curve of daphnia magna toxicity test

on dichloromethane ························································································92



- VIII -

Fig. 31. Removal of copper by various wastewater treatment processes

·······························································································································94



- 1 -

Classification Application criteria

Clean Conservation of grade Ⅰa(Very good) water quality

Ga Conservation of grade Ⅰb(Good), Ⅱ(slightly better) water quality

Na
Conservation of grade Ⅲ(Moderate), Ⅳ(slightly worse), Ⅴ(bad) water 

quality

Special Jointly treated area and Argo-industrial complex

1. 서 론

산업발달은 수생태계에 지속적인 오염부하를 가중시키고 있고, 산업폐수 중에는 

고농도의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수역으로 배출 시 위험성이 매우 크

다. 이들 수질오염물질 중 휘발성 유기물질, 유기용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등 합

성유기화합물과 중금속 등은 각종 질환과 발암, 내분비계 장애 등 사람의 건강은 

물론 수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수질오염물질들의 

유해성을 중심으로 산업폐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산업폐수는 개별 화

학물질에 의한 수질오염문제도 심각하지만 혼합물에 의한 위해성문제가 전 세계적

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환경관리차원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매년 증가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중금속류, 휘발성 유기화합물류, 농약류 등에 대

해서는 환경부에서는 특별히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별도 지정하였다. 1978년 9개 항

목에서 시작하여 2017년 29종으로 확대되었고, 2019년부터는 3종을 추가로 신규 지

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처리시설을 거친 산업폐수 방류수 등에 

여전히 잔류하여 공공수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현재 국내의 배출시설은 표준산업분류코드를 근거로 유사업종을 묶어 82개의 배

출 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각 배출시설은 배출규모(일일폐수발생량)를 기준

으로 1종 사업장에서부터 5종 사업장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그러나 폐수

를 배출하는 업소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규제는 배출시설의 분류와는 거리가 먼 

배출허용기준(농도)과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의 두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여 규제하

고 있다. 즉, 배출허용기준은 일일폐수배출량이 2,000 ㎥(1종)이상과 그 미만(2~5종)

으로 구분하고, 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은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

의 4가지 지역으로 적용하고 있다(Table 1).

Table 1. Application criteria of regional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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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일폐수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이 함께 고려된 오염물질규제기준

은 전체 오염 부하량의 약 38%를 차지하는 산업폐수의 발생원 규제기준이 상대적

으로 낮고, 규제기준 적용지역 면적 비율이 낮은(전국 13%) ‘나’ 지역에 전체 업소

수의 약 48%가 집중되어 배출되고 있어 폐수발생업체들의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

폐수처리기술 및 그 수준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을 동일하게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배출시설을 폐수배출공정, 오염물질의 

종류, 처리능력 등의 폐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2].

Fig. 1. BOD and discharge load by application region

Fig. 2. Status of wastewater discharge by applicatio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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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에 존재하는 수십만 종의 화학물질이 물속에서 어떤 반응을 하며 결과적으로 

어떤 최종 유해성을 갖는지는 알 수가 없으므로 이러한 화학물질이 수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이러한 영향을 살펴 볼 수 있는 방법

이 생물검정 또는 생물모니터링이다. 이러한 생물을 이용한 검정방법은 독성원인 

물질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든 단점이 있지만, 수계의 오염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잠재적인 독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전체적인 위해

성을 평가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방류수 독성시험은 방류되

는 폐수에 혼재하는 오염물질의 화학적 조성 및 오염 부하량을 고려할 필요 없이 

생물에 미치는 유해오염물질의 종합적 유해영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폐수가 배출

되었을 때 수체에 나타나는 영향을 잘 반영할 수 있다. 위해성 평가의 일환으로 사

용되는 생물검정은 어떤 물질이 시험 유기체의 신진대사, 번식의 감소, 생체기능의 

상실이나 치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오염물질의 유해성을 결정하

는 방법으로 많은 생물체가 생물검정에 이용되고 있다[3].

일반적으로 생물검정에는 발광박테리아, 조류, 물벼룩, 어류, 수서 곤충 등의 수생

생물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물벼룩은 높은 번식력, 짧은 생활사, 시

험의 용이성, 독성물질에 대한 민감성, 결과의 중복성이 크기 때문에 오랜 기간 여

러 가지 독성물질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져 왔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울산지역 생태독성 기준을 적용받는 산업폐수 방류수 6개 

업종, 18개 배출수의 이화학적 항목의 분석 및 물벼룩 독성 값을 구하고 상관관계

를 분석하여 수계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독성여부를 알아보고 원인물질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국내 폐수배출시설의 업종별 폐수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2월말 기준 총 

폐수발생량 4,951,000 m3/d 중 전기전자(18%), 철강(14%), 석유화학(12%) 등의 순으

로 나타났고, 처리 형태별 폐수배출업소 현황은 하수종말처리 유입(33%), 전량위탁

처리(25%), 직접 방류(24%)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폐수발생량 428,994 m3/d, 폐수방류량 387,476 m3/d 중 특정폐수방류량(특정

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발생한 사업장이 사업장 내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방류하는 양)이 373,312 m3/d로 폐수방류량 중 대부분(96%)을 차지하였으며 처리 

형태별 폐수배출업소 현황은 직접 방류(40%), 하수종말처리 유입(26%), 폐수종말처

리 유입(13%)순으로 나타났다[5].

주로 중금속류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 Volatile Organic Compounds)인 특정수질

유해물질은 일정수준 이상 노출될 경우 인체에 독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수중 생

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액체연료의 연소과정이나 석유제품, 페인트 등의 제조 

과정에서 세정제 및 용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처리과정을 거친 후에도 산업폐수

와 생활하수로 배출되면 환경수계로 유입되어 지하수, 하천수에서 다양하게 검출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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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일정수준 이상 노출될 경우 인체에 암을 유발하거나 독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수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대부분의 기존 산업

폐수 처리시설은 유기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어 산업폐수 배출

수의 악영향이 우려된다[6].

본 연구에서는 산업폐수 방류수 중 건강과 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큰 특정수질유

해물질의 농도수준, 발생빈도 등의 분포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업종별로 검출되

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조사하여 향후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폐수종말처리장의 유입 및 방류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검출사례가 보고되

고 있으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처리되지 않고 수계로 방류될 우려가 크므

로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설치되어 운영 중인 폐수처리장의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

해 조사하여 향후 특정수질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새로운 공정도입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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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배경

2.1. 생태독성제도

화학 산업의 성장과 국제교역의 증가로 산업계 등을 통해 수계로 배출되는 화학

물질의 종류와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종

류만 해도 약 4만여 종에 이르며 전 세계적으로는 약 246,000여종의 유해화학물질

들이 현재 유통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7].

다수의 화학물질이 환경 중에 잔류하여 복합적인 오염이 우려되는 현재의 상황에

서 개별적 화학물질에 의한 물리, 화학적 특성분석에 의해서는 총체적인 수체의 영

향을 판별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은 실정이다. 즉, 개별적인 오염물질에 의한 허용기

준 등을 제시하고 있는 폐수관리체계는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생태계의 위해성을 평

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생물을 이용한 독성시험 등을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함

으로써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특히 인근 수계로 유입되는 직접적인 방류수의 독성시험을 수행함으로써 폐수에 

혼재하는 오염물질의 화학적 조성 및 오염 부하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 직접적

으로 생물에 미치는 유해오염물질의 종합적 유해성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

한 생물학적인 평가방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류수 독성시험은 방류되는 폐수에 혼재하는 오염물질의 화학적 조성 및 오염 

부하량을 고려할 필요 없이 생물에 미치는 유해오염물질의 종합적 유해영향을 측정

하는 방법으로 폐수가 배출되었을 때 수체에 나타나는 영향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물을 이용한 방류수 독성시험은 여러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시행되고 있다.

국내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민선홍(2000)은 조류, 물벼룩, 형광박테리아를 이용한 

금속의 독성평가[8], 정재원(2001)은 물벼룩에 대한 중금속의 급성 및 만성독성[9],

조순자(1999)는 물벼룩을 이용하여 살충제의 급성 및 만성독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

다[10]. 김영희(2004)는 물벼룩을 이용하여 염색폐수의 급‧만성 독성시험 후 배출허

용기준과 비교‧연구를 수행하였고[11], 신기식(2004)은 Daphnia magna와 Vibrio

fischeri를 이용하여 산업폐수의 생물독성평가에 관한 연구[12]를 하였다.

일반적으로 수계에 존재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접근방법으로는 개별 화학물질

에 의한 분석, 전 배수독성 그리고 수계의 생물상 조사방법이 있다.

개별 화학물질에 의한 분석(Chemical-specific)방법은 독성물질이 몇 개만 존재할 

경우 테스트 비용이 적게 소요되며 직접적인 처리가 가능하지만 혼합물이 상호작용

할 경우 적합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전 배수독성(WET : Whole effluent toxicity)은 총체적인 독성 평가나 알려지지 않

은 독성물질 평가에 적합한 반면 직접적인 처리가 불가능하며 영구적이지 않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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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approach Capabilities Limitations

Chemical-specific

Human health protection

Complete toxicology

Straightforward treatability

Fate understood

Less expensive testing if only 

a few toxicant are present

Prevents impacts

Does not consider all toxic 

present

Bioavailability not measured

Interactions of mixture

Complete testing can be 

expensive

Direct biological impairment 

not measured

Whole effluent toxicity

Aggregate toxicity

Unknown toxicant addressed

Bioavailability measured

Accurate toxicology

Prevents impacts

No direct human health 

protection

Incomplete toxicology

No direct treatment

No persistency or sediment 

coverage

Conditions in ambient may 

be different

Incomplete knowledge of causative 

toxicant

Bioassessment

Measures actual receiving 

water effects

Historical trend analysis

Assesses quality above standards

Total effect of all sources, 

including unknown sources

Critical flow effects not 

always assessed

Difficult to interpret impacts

Cause of impact not identified

No differentiation of sources

Impact has already occurred

No direct human health 

protections

계점이 있다.

생물학적 평가방법은 수계가 받는 실질적인 영향을 측정하며 시간에 따른 흐름 

분석이 가능하지만 손상 평가가 어렵고 독성 영향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각각의 방법들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장점과 단점이 보완될 때 산업폐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

할 것이다[13].

Table 2. Components of an integrated approach to water quality-based toxic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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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f pipe In-stream

Country Germany, Canada, Netherlands USA, England, Denmark

Method Risk Hazard

Goal Watershed Water quality

Criteria Toxicity load Toxic unit

Expenses High Moderate

생물독성평가의 환경관리 접근방법은 Table 3에 나타내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

누어 하나는 방류지점에 근거한 접근방법이고 또 하나는 방류수가 배출되는 수역의 

상태와 수계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에 근거한 방법이다.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유해성 접근방법으로 방류수에서 축적된 폐수의 유해성만을 검증하는 방법인 

반면 미국, 영국, 덴마크 등은 방류수가 방류되는 수계의 잠재적 위해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차이가 있다.

Table 3. Approach method of bioassay to water quality management

개별적인 오염물질에 의한 허용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는 폐수관리체계는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생태계의 위해성을 평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생물을 이용한 독

성시험 등을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특히 

인근 수계로 유입되는 직접적인 방류수의 독성시험을 수행함으로써 폐수에 혼재하

는 오염물질의 화학적 조성 및 오염 부하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 직접적으로 

생물에 미치는 유해오염물질의 종합적 유해성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

물학적인 평가방법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다.

생태독성과 관련하여 각국의 용어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은 WET(Whole

Effluent Toxicity), 캐나다는 ETT(Effluent Toxicity Test), 영국과 호주는 DTA(Direct

Toxicity Assessment) 그리고 유럽국가에서는 WEA(Whole Effluent Assessment)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Bioassay로 부르고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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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에는 생물모니터링의 전반적인 평가과정을 나타내었다[15].

Fig. 3. Classification of biomonitoring methods(Roop et 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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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에 의한 독성평가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조류, 물벼룩,

어류 등의 급성독성시험자료에 의존하는 초기단계, 두 번째는 만성독성자료에 의존

하는 정형화단계, 세 번째는 현장조사에 의한 생물모니터링의 결과로 구성되어 있

는 포괄적 단계이다. 그리고 생태독성의 기술적 접근방법으로는 적용목적에 따라 

스크리닝, 법적규제, 기존의 화학물질 기준설정의 보완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고 사

용목적에 따라서는 수생태계 보호, 오염원 관리차원에서 운용되고 있다.

생물평가를 위한 시험 종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생물이 시험목적에 따라 달리 선

택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험생물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16].

(1) 먹이사슬의 단계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험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한다.

(3) 기존의 독성 측정에 대한 결과가 많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4) 실험실에서 사육 및 유지가 가능하여야 한다.

(5) 여러 세대를 통하여 인위적으로 번식, 사육되면서 독성물질에 대한 반응이 비교

적 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균일한 품질로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6) 독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대상 물질에 노출된 경력이 없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생물검정에 수계 내 먹이사슬에 따라 분해자인 세균 및 박테

리아, 1차 생산자인 식물플랑크톤, 1차 소비자인 동물플랑크톤 그리고 2차 소비자인 

어류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생물검정에 이용되는 수서생물종에는 조류로는 

Selenastrum, Chrorella, Microsystis, Navicula, 무척추동물로는 Daphnia sp., Ceriodaphnia,

Cray fish(Orconectes), Gammarus, Brachionus, 그리고 어류로는 구피(Poecilia sp.) 블루

길(Lepomis macrochirus), zebrafish(Brachydanio rerio), 무지개송어(Oncorhynchus mykiss)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7].

어류의 경우에는 적당한 크기의 개체가 시험에 사용되기 때문에 사육공간이나 기

타 병충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험시설이나 사육기법이 요구되는 등 세심한 관

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시험생물에 비해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조류는 먹이사슬단계의 1차 생산자로서 민감성이 뛰어난 장점을 가

지고 있으나 시험시간이 72시간으로 다소 긴 것이 단점이며, 먹이사슬의 중간단계

에 위치한 무척추동물인 물벼룩의 경우 시험의 용이성, 경제성, 민감성에서 다른 생

물에 비하여 장점을 갖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벼룩 Daphnia magna를 주로 

공시종으로 사용하고 있다.

물벼룩이 생태독성평가에 중요한 시험생물로 선택되어 온 이유는 이 종이 전 세

계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고 논, 하천, 호수 등 담수역의 거의 전 지역에 서식하

며, 담수먹이연쇄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여 동물성 플랑크톤집단을 대표하며, 단위생

식으로 유전적 동질성 확보가 가능하며, 크기가 작아 다루기 편하고, 실내사육도 용

이하며, 다른 무척추동물에 비해 약제에 대한 감수성이 높기 때문이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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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EPA ISO DIN OECD KS

Species

Daphnia 

magna

Daphnia 

plux

Daphnia 

magna

Daphnia 

plux

Daphnia 

magna

Daphnia 

magna

Daphnia 

magna

Type
Static

non-renewal

Static

non-renewal

Static

non-renewal

Static

non-renewal

Static

non-renewal

Temperature
20±1℃, 

25±1℃
20±2℃ 20±2℃ 20±2℃ 20±2℃

Duration 24, 48, 96hr
24 and/or 

48hr
24hr 48hr 24hr

Age < 24hr

< 24hr

(> 3rd 

generation)

< 24hr < 24hr < 24hr

Replicates 4 1 2 4 4

End point Immobilization Immobilization Immobilization Immobilization Immobilization

Result EC50 EC50 NOEC EC50 EC50

물벼룩을 이용한 국가별 생물급성독성시험은 Table 4와 같다[19].

대부분 국가에서 static(정적시험)하고 시험시간은 24~48시간 사이에서 실시하며,

개체의 연령으로는 24시간미만의 어린 개체를 사용하지만 ISO에서는 3세대 이상의 

물벼룩에서 생산된 24시간미만의 어린 개체를 사용한다. 온도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20℃를 선호하지만 EPA에서는 25℃를 선호한다.

Table 4. Comparison of toxicity test for Daphnia sp.

* EC50(median effect concentration, 반수영향농도) : 시험대상생물의 50%가 영향을 받거나 사망하는  

  물질의 농도  

* NOEC(no observed effect concentration) : 물질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고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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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국외 생태독성 관리

생태독성관리제도는 미생물을 이용해 생태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산업폐수, 공공수역 등을 대상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1) 미국

미국의 경우 생물평가를 이용한 국가 차원의 배수관리 전략은 물 청정법(Water

Clean Act)에서 유래하고 이 법 가운데 유해물질을 포함하는 배수의 방류를 금하는 

이른바 zero discharge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1985년에 

NPDES(National Pollutant Discharges Elimination System)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수질관리를 위한 기존의 화학적 접근방법에서 생물학적 접근을 위한 방법론이 개발

되었고 1994년에는 수중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생물평가방법(WET : Whole Effluent

Toxicity)이 도입되었다. 미국의 방류수 관리제도는 오염원을 위주로 관리하는 기술

적 접근방법과 방류수가 수체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수질관리 접근방법으로 구

분할 수 있는데 이 중 WET평가는 개별 화학물질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개별 화

학물질규제가 규정되어 있지만 혼합물로 인한 상승 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

가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WET 평가는 조류, 무척추동물, 척추동물 등 최소 3종으로 구성한 battery test를 

통해 수행되며 급성 및 만성독성 시험은 공공수역의 희석률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독성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방류수를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독성 저감 평가

(TRE : Toxicity Reduction Evaluation)를 시도하고 독성물질 확인평가(TIE : Toxicity

Identification Evaluation) 또는 독성오염원평가(TSE : Toxicity Source Evaluation)의 

절차를 이용하여 방류수 독성 오염원을 추적하여 규명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20].

2) 일본

일본에서의 생물평가는 단일 화학물질의 독성시험법으로서 화학물질의 사전, 사후

관리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사전관리로서는 의약품, 농약, 일반화학물질 등 신규화

학물질의 등록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독성시험이 있다. 시험결과 유해성이 명

확한 화학물질은 사용제조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사용되고 있는 이

미 알려진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이나 배수기준 등이 설정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생물평가에 기초를 둔 법적인 기준은 없고 상수시험방법, 하수시험방

법에 표준화된 생물평가방법이 있다. 또한 일본공업규격에는 화학물질의 생태영향

평가의 시험방법으로 3종류(어류급성독성시험, 조류생장저해시험, 물벼룩 급성유영

저해시험 및 번식시험)가 제정되어 있고 생태영향시험법 지침에는 조류생장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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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물벼룩유영저해시험, 어류에 의한 급성독성시험법이 규정되어 있다.

일본의 생태독성평가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하나는 화학물질관리

로서 여기에는 개별 화학물질별 독성평가로서 상시 평가법(법적인 규제), 사후평가

(생태위험도평가), 기준과 목표치설정(독성자료, 수질목표)이고 두 번째는 혼합물의 

종합적 변수로 수역(하천, 호소, 해역 등) 감시, 용수․배수 관리, 폐기물 관리, 저

질․토양․대기질 평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21].

3) 독일

독일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생물을 이용한 하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에 의

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용생물로 물벼룩을 사용하고 있다. 법

적인 체계는 1976년에 표준생태독성시험법을 사용하였고 1997년에는 하수처리장 및 

53개 산업분류 군별로 배출기준을 제시하고 현재는 물고기알 시험으로 배출허용기

준을 설정하였다. 생물독성평가에 의한 산업폐수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1967년에 

제정된 독일의 폐수부과금법에서 부과금 액수는 폐수의 유해도에 위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방수질법에 따라 산업폐수에 대해 독성시험을 하여 과세의 기준

으로 삼고 있다. 산업폐수의 독성시험에서 급성독성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희석배

수를 사용하여 G(giftlich)로 표기하는 데 이것은 ISO에서 제시하는 최소 무영향 희

석배율(LID : Lowest Ineffective Dilution)에 상응하는 값이다. 생물평가에 적용하는 

배출수 기준은 산업분류에 따라 일률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어류독성의 경우 산

업분류에 따라 G값이 2~8정도이며 어류를 제외한 큰 물벼룩, 발광박테리아, 조류,

변이원상의 생물독성의 경우 적용이 몇몇 분야에서 검토 중이며 발광박테리아의 경

우 G값은 12를 적용하고 있다[22].

4) 캐나다

캐나다의 생물독성평가에 의한 산업폐수 접근체계는 1960년대 후반 미처리배수의 

방류와 개별 화학물질을 규제하기 시작하였고 1971년에는 어업법에 의한 제지펄프 

공장폐수를 규제하여 시험법으로는 100% 방류수에서 4일간 생존할 것을 규정한 어

류급성독성시험법을 적용하였고 1980년대 들어서는 생태독성평가를 실증하기 시작

하였으며 1987년에는 캐나다 환경성에서 생물 평가법을 개별 사업장에 권고사항으

로 추천하였다. 또한 1988년부터는 1993년에 SLAP(St. Lawrence Action Plan)이라

는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체의 배출시설에 따라 생물독성에 관한 연구와 조사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 현재는 매 3년마다 환경영향감시조사에 따라 관찰하는 것

을 근간으로 생물에 의한 조사방법을 구축하고 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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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

영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산업폐수에 대한 생물학적 독성평가를 이용한 통합독

성관리를 준비하였으며 미국 EPA로부터 필요한 정보와 자료 수집을 통한 자체적인 

방류수 독성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법적체계를 살펴보면 1995년에서 1996년까지

는 64개 업종에 대한 방류수의 독성평가를 실시하였고 1998년에 자체적인 프로그램인 

DTA(Direct Toxicity Assessment)를 개발하였으며 2001년에는 산업체에 대해 DTA

시험방법의 정도관리를 요구하였고 2002년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할 방류수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영국의 경우 DTA는 방류수의 합격/불합격의 허가조

건이 아닌 산업폐수관리를 위한 배출업소의 Trigger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행전제조건은 점오염원의 배출에 의해 수질관리에 문제가 있는 유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국에서 DTA 적용을 받고 있는 시설은 방류수의 성상이 매우 복

잡하여 개별 화학물질 규제로는 충분히 관리하지 못하는 시설, 방류수 유역의 수질

이 악화되었으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이고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은 방류수

의 성상이 잘 알려져 있는 시설, 배출되는 특정 화학물질과 수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공정의 특성상 특정유해물질 함유폐수

가 발생하는 시설이다[24].

6)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제도 및 시험법

OECD는 화학물질의 유통과 수체에 대한 영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형화된 

시험법과 규칙에 따라 가입 국가들에게 분석, 평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원래 

OECD시험지침 안은 각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화학물질의 안정성 등에 관한 시험

법을 가지고 시험결과를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나 동일한 시험법의 제정이 필

요하다는 인식하에 생물독성평가에는 현자 17종류가 승인되어 있고 8종의 draft가 

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생물독성평가에서 고려할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지적하

고 있다. 첫 번째 생태계의 생물손상은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양쪽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해석 등에 있어 민감한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환경

의 교란은 생물수의 변화, 생물량의 변화 등을 유발하고 군집차원에서는 별로 중요

한 악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종과 속 수준에서는 심각한 영향을 유발할 수 있으

므로 자료의 해석 등에 있어 민감한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시

험의 종류와 시험방법의 선택으로 실험실 조건하에서 한 가지 종류의 생물을 이용

하여 일정시간 내에 농도영향의 관계를 결정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험법에 대한 결점을 인식하고 모델로서 아니면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할 것이고 가능하면 먹이 사슬단계에 있는 생물종을 종합적으로 선택하여 시

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은 시험의 정량적인 관점으로 

화학물질은 종별로 각기 다른 농도에서 다른 생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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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Approach of regulation Approach of technique

1970-1980s 
Pol l u t i on
Control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End-of-pipe control requirement

Single media-specific  approaches

Regulatory focus on release and 

by-products

Primary end-of-pipe treatment for 

emissions and effluents

Waste treatment and management

Improving process and product yield

1980-1990s 

P o l l u t i o n 

Prevention

Ecosystem approach :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and carrying capacity

Combinations of regulatory and 

economic instrument with focus on 

detoxification

Trends toward integrated approache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ublic information system

Pollution prevention at source

Implement of '3Rs'(reduce, reuse, 

recycle)

Secondary and tertiary end-of-pipe 

treatment and integrated technologies

Improving process and product yield 

while reducing impacts

Beyond 2000

Res ou r c e

Productiv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Life-cycle management

Full environmental cost accounting 

systems

Combining permitting with voluntary

environmental agreements

Strategic long-term environmental goals

Closed-loop technologies

Environmental management

Reduction of total material intensity

Eco-efficiency concepts for production

Benchmarking of activities

Provision of services rather

영향과 생물개체군에서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변동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험으

로서의 높은 정밀도(정확도)는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25].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policy principles regulatory approaches and

technological responses in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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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국내 생태독성 관리

환경부에서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 환경 조성을 

목표로 2007년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

정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한 「생태독성 통합관리제도

(WET)」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즉, 물 환경 정책이 기존의 오염물질 관리 위주에서 수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종합 관리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32조 규정”에 의해 2011년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수역으로 

직접 배출하는 1․2종 사업장, 2012년부터는 3․4․5종 사업장의 산업폐수 배출수

에 대해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생태독성 관리제도는 산업폐수 방류수에 소형 갑각류인 물벼룩을 넣고 생태독성 

여부를 측정하여 하․폐수를 통해 배출되는 미지의 유해물질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물벼룩을 시험종으로 선택한 이유는 물벼룩이 수생태계 1차 영양단계 대표 생물

종으로 크기가 약 0.3~6 ㎜정도로 작고 다산 및 짧은 생활사를 갖는 특징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독성물질에 민감하고 재현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벼룩의 생식은 크게 단위생식과 수정생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환경상태에 

따라 좌우되는데, 환경이 좋으면 암컷에서 암컷이 생산되는 단위생식을 하지만, 이

상 환경(온도, pH, 경도, 조도, 독성물질유입 등)에 접촉하게 되면 수정생식을 통해 

암컷에서 수컷이 부화하게 된다. 영양상태가 좋은 환경에서 어린 개체(neonate)를 1

주일 배양하면 암컷의 경우 알을 가지기 시작하며 새끼를 낳는다.

물벼룩은 전 세계적으로 11과 52속 450여종이 그리고 이들 중 한국산 물벼룩은 9

과 29속 55종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담수종(약 95%)으로 유속이 빠르지 않은 하천, 호수, 연못 등에 주로 서식

하고 적정 서식온도는 평균 15~25 ℃ 정도이다. 먹이는 단세포의 녹조류와 같은 식

물성 플랑크톤 또는 원생동물,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을 섭취하며 물벼룩 기관의 구

조와 기능은 Fig.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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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ructure of Daphnia mag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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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독성관리 대상시설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Fig. 5.에 나타내

었다.

○ 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비고5)

- 폐수배출시설 분류 82개 업종 중 35개 업종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  

출 되는 폐수가 유입될 것

-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m3이상일 것

Fig. 5. Application facility of ecotox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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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ndustry type

1 3) Nonmetallic minerals mining

2 12) Condiment and food additives manufacturing

3 14) Alcohol beverage manufacturing

4 17) Spinning and provisional construction work manufacturing

5 18) Fiber dyeing and work manufacturing

6 19) Other textile products manufacturing

7 20) Leather and fur products processing and manufacturing

8 23) Pulp and paper products manufacturing

9 26) Production of oil refining

10 27) Compound on the manufacturing of oil

11 30) Other basic organic compounds manufacturing

12 31) Basic inorganic compounds manufacturing

13 33) Synthetic fuels, conditioner and other coloring

14 34) Fertilizer and nitrogen compounds manufacturing

15 35) Synthetic rubber manufacturing

16 36) Synthetic resins and other plastic material manufacturing

17 37) Medical substances and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18 38) Pesticides and others manufacturing

19 39) Ink, paint, coat and similar products manufacturing

20 40) Surfactant, toothpaste, soap and other detergent manufacturing

21 46) Gelatin and adhesives manufacturing

22 48) Other compounds not classified manufacturing

23 49) Chemical fiber manufacturing

24 50) Rubber and plastic material manufacturing

25 54) Other nonmetallic minerals manufacturing

26 55) Primary steelmaking

27 57) Nonferrous metals refining, smelting, alloy manufacturing

28 58) Copper rolling, press out manufacturing

29 59) Aluminum rolling, press out manufacturing

30 60) Other nonferrous rolling, press out manufacturing

31 63) Metal refining material manufacturing

32 67) Semiconductor and other products manufacturing

33 74) Hospital facilities

34 75) Waste storage facilities of waste disposal industry

35 80) Plating

생태독성관리제도 적용대상 35개 업종은 Table 6과 같다.

Table 6. Ecotoxicity applica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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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환경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과 관련하여 유해물질 배출량 보고(TRI

: Toxic Release Inventory)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데 이 제도는 기업, 지방자치단체

가 유해화학물질이 환경 중으로 배출되는 양을 파악하여 환경부에 보고하고 이를 

스스로 저감토록 하는 제도로서 미국의 독성 저감 평가(TRE : Toxic Reduction

Evaluation)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이러한 보고를 근간으

로 하여 환경 중으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이 주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

여 매체별 관리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많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시설은 총 33개 배출

시설 중에서 상위 3순위에 포함되는 배출시설로서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그리고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이었다[26].

국내의 산업폐수 배출시설은 총 82개로 분류되어 있고 조사된 배출시설군의 경우

에도 같은 업종에 속해 있지만 생물독성 값의 변화폭은 크고 생물종에 따른 민감성

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7].

국내에서 생물을 이용한 산업폐수독성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조사하여 종합한 결

과 물벼룩 시험법이 EPA, OECD, Standard method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시험종은 주로 Daphnia magna를 사용하였고 일부 연구자의 경우 

국내에도 출현하고 있는 Moina macrocopa, Simocephalus vetulus를 사용하기도 하였

으며 노출시간은 대부분 48시간을 채택하였다.

발광박테리아의 경우에는 분석 장비로 Lumistox와 Microtox를 사용하였고 노출시

간은 5~30분 간격으로 연구목적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물벼룩의 경우 현재의 독성시험만을 위해서는 기존의 Daphnia magna를 사용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앞으로 수계에서의 위해성 평가를 위해서는 수입종이 

아닌 국내산 물벼룩에 대한 독성자료의 구축 또한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Daphnia galeata라고 하는 종으로 크기가 작은 것이 단점이지만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한다면 국내 종으로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Daphnia pulex 또한 추천

되기도 하였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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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특정수질유해물질

2.2.1. 특정수질유해물질

1) 구리 및 화합물

구리는 암모니아수, 시안화 알칼리 용액과 착염을 만들고 잘 녹으며 가용성염은 

유독하다. 급성독성이 다소 강하고 폐 등 호흡기계에 자극성, 안구 및 피부 자극성

이 있다. IARC(국제암연구소)는 구리화합물의 일종인 구리살충제를 발암성으로 분

류하지 않은 Group 3으로 지정하였으며 EPA도 구리를 발암성으로 분류하지 않은 

Group D로 지정하였다. 산업체로부터 배출되는 주요 오염원으로는 구리를 다량으

로 사용하는 제련공장, 구리가공공장, 구리화합물 제조공정(황산구리, 염화제일구리)

등이다.

2) 납 및 그 화합물

납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원소로 네 가지의 안정한 이성체의 혼합물이다. 납은 

내부식성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대기나 물에 노출될 경우 황산납, 납산

화물 및 탄산납 피막을 형성함으로써 금속의 부식을 지연시키거나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EPA는 무기성 납을 Group B2로 분류하였고, IARC는 무기성 납을 발암성 

Group 2A로 분류하였으며 유기성 납 화합물은 발암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Group 3

으로 지정하였다. 납을 사용하는 관련 산업은 화학, 전기전자 제품, 자동차, 요업,

도료, 철강 및 금속산업, 농업 등이 포함되며 다양한 용도에 걸쳐 골고루 이용된다.

미국의 배출허용기준은 전기도급업, 유기화학‧플라스틱‧합성섬유업, 무기화학제품제

조업, 제철‧제강업, 비철금속 제조업, 증기전력발전업, 유리제조업, 고무제조업, 금속

표면처리업, 중앙폐기물처리업, 채광 및 선광업, 운송장비 세척업, 폐기물 소각업,

배터리 제조업, 금속성형 및 주조업, 법랑업, 구리성형업, 전기전자부품업, 비철금속 

성형 및 금속분말업에 대해 각각 기술근거배출허용기준(TBEL : Technology Based

Effluent Limitation)이 설정되어 있다.

3) 비소 및 그 화합물

비소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지구상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원소지만 보통 환경에

서 발견되는 비소는 산소, 염소 그리고 황 등과 결합된 무기성 화합물이다.

IARC는 비소를 발암성으로 분류하여 Group 1로 지정하였다. 삼산화비소는 목재

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부제 성분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비소의 위

해성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주로 자동차용 배터리, 발광 다이오드, 전자통신용 갈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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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 반도체, 태양전지, 우주연구용 등으로 사용된다. 미국은 무기화학제품 제조업,

비철금속 제조업, 증기 전력발전업, 목제품 가공업, 중앙폐기물처리업, 폐기물소각

업, 폐기물매립업, 전기전자부품업에서 기술근거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였다.

4) 수은 및 그 화합물

수은은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몇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금속수은

(수은원소), 무기수은 및 유기수은이 그것이다. EPA는 각각 금속성 수은을 포함하는 

무기수은을 발암성으로 분류하지 않는 A4 및 D그룹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염화수

은과 메틸수은에 대해 잠재적인 인간 발암성인 C그룹으로 지정하였다. 수은의 용도

는 온도계, 습도계, 건전지 제조, 유기합성중간체, 화학물질 제조, 유기/무기 합성원

료, 도금재료, 시약, 안료 제조, 유기합성원료, 살충제 등이다.

5) 시안화합물

시안은 탄소 1원자가 3중 분자결합에 의해 질소와 결합한 형태의 화합물이며 시

안화합물은 시안을 포함하는 화합물이다. EPA는 시안을 인간발암성으로 분류하지 

않았으며 그룹 D로 지정하였다. NTP(National Toxicology Program), IRIS

(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및 IARC에서도 발암성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기도금, 일부 금속광업공정, 야금 및 금속 세척, 살충제, 피혁,

사진현상 및 제판, 플라스틱 제조, 선박의 훈증, 소방 활동 및 가스관련 산업 등에

서 사용된다.

6)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카드뮴은 자연 상태에서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아연, 납, 구리 광선에 불순물로 

결합되어 있어 이들 금속을 정제할 때 소량으로 채취된다. IARC는 카드뮴과 카드

뮴화합물을 흡입에 의한 발암성이 충분한 물질로 규정하여 Group 1로 분류하였고,

EPA에서는 잠재적으로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규정하여 Group B1로 분류하였

다. 용도는 도자기 제조, 유기합성, 살충제, 전자부품제조, 실험용물질, 화학물질 제

조, 사진현상액 및 전지 제조, 핵분열속도조절, 광택제, 유기합성촉매, 전지 및 반도

체 제조, 염료 제조, 플라스틱 제조, 접착제 등이다.

7) 셀레늄과 그 화합물

셀레늄(무정형, 결정성, 금속성) 원소, 셀렌산염 등으로 존재하고 생체 내에 축적

이 잘 되며 저농도가 수계에 유입되어도 수생생물에 유해한 특징이 있다. 소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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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자료, 광전지 제조, 보호피막, 고무공업, 산화제 등으로 사용되고 미국에서는 

주로 무기화학제품 제조업과 비철금속 제조업에서 규제를 하고 있으며 51개 업종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8) 페놀류

페놀은 벤젠의 수소 1기가 수산기로 치환된 방향족탄화수소로 순수한 상태에서 

무색 또는 흰색의 고체로 존재하며 상업적으로는 물과 혼합되어 액체 상태로 유통

된다. EPA는 인체 발암성으로 분류될 수 없는 Group D로 지정하고, IARC 또한 발

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Group 3으로 정하였다. 대표적인 사용처는 페놀수지와 비

스페놀 A의 생산과정으로 페놀수지, 살균제, 화학중간체, 의약품원료, 합성섬유, 합

성세제, 농약제조 등에 사용된다.

9) 벤젠

벤젠은 휘발성이 높아 주로 공기 중에 존재하며, 대기, 물 및 토양에서 다소 잔류

성이 있으나 생물에 농축되지는 않는다[29]. 특유의 향을 가진 맑은 무색 또는 담황

색의 액체로 가연성, 비부식성이며 발암성이 있다. 염료, 합성고무, 합성섬유, 합성

수지, 방부제, 방충제, 의약품의 원료, 농약가소제 등에 사용된다.

10) 사염화탄소

무색, 투명하고 무거운 휘발성 액체로서 발암등급은 B2(EPA), 2B(IARC)로 지정되

어 있다. 가솔린 첨가제 제조, 냉각제, 반도체 제조 시에 사용되거나 화학 중간체의 

용매로 사용된다. 미국은 전기 도금업, 유기화학 플라스틱 제품 및 합성섬유제조업,

살충제제조업, 전기 및 전자부품업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전기 도금업과 전기 및 

전자부품업은 다른 유기화학물질까지 포함하여 그 합계를 TTO(Total Toxic

Organics)로 규제하고 있다.

11) 디클로로메탄

탄화수소 계통의 화학물질로 클로로포름, 사염화탄소보다는 독성이 약하다. 인체

에 대한 발암성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동물에 대한 발암성의 증거가 충분하여 유력

한 인체 발암물질(A2)로 분류된다. 디클로로메탄은 페인트 및 잉크제조업, 알루미늄 

성형업, 석탄채굴업, 사진장치업, 제약업, 유기화학/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고무가공

업, 주조업, 세탁업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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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클로로포름

에테르성 달콤한 향을 가진 무색 액체로 발압성 분류는 B2(EPA), 2B(IARC)로 지

정되었다. 용매(고무, 오일, 알칼로이드, 왁스, 수지), 세정제, 소화제, 불소수지제조,

토양 살균제 등으로 사용된다. 클로로포름은 전기 도금업, 유기화학 플라스틱제품 

및 합성섬유 제조업, 금속표면처리업, 제약업, 살충제 제조업, 금형주형 및 주조업,

금속피복업, 구리성형업, 전기전자부품제조업에서 배출 규제를 받고 있다. 이 중 전

기도금업, 금속표면처리업, 금속주형 및 주조업, 금속피복업, 구리성형업, 전기전자

부품제조업종은 TTO로 규제를 받고 있다.

13)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과 비슷한 향긋한 냄새를 가진 무색의 가연성 액체로 동물실험결과 발

암성 의심 물질로 B2(EPA), 2B(IARC) 등급으로 지정되었다. 염화비닐 제조의 중간

단계 물질, 유연휘발유의 청소제, 훈증제, 살충제, 탈지제, 고무접착제, 페인트 제거

제, 침습, 침투제 등으로 사용되며 미국의 경우 전기도금업, 유기화학 플라스틱 제

품 및 합성 섬유 제조업, 금속표면처리업, 제약업, 살충제 제조업, 전기전자부품 제

조업에서 배출 규제를 받고 있다.

14) 1,4-다이옥산

무색의 수용성 물질로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휘발성 물질로 발암가능물질로

서 B2(EPA), 2B(IARC)로 지정되었다. 유기용매의 안정제, 그 외에 다양한 제조공정

에서 부원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섬유제조 및 가공, 페인트 제조, 목재/펄프제조, 유

지제조 공정, 기타 제약, 화장품, 냉매, 훈증제, 탈취제, 매립지 침출수 등에서 사용

된다.

15)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무채색에서 노란색이며 매우 약한 냄새를 내는 DEHP는 EPA에서 유력한 인체 

발암물질로 규정하였고, IARC에서는 인체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Group 3단계

로 지정하고 있다. 주로 PVC(Polyvinyl chloride)제품의 생산과정에서 가소제로 사

용되며 국내에서는 내분비계장애물질 및 관찰물질로 지정하였다. 미국의 경우 전기

도금업, 유기화학‧플라스틱‧합성섬유업, 증기전력발전업, 금속표면처리업, 중앙폐기

물처리업, 금속성형 및 주조업, 코일코팅업, 알루미늄성형업, 전기전자부품업에서 기

술근거배출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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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염화비닐

클로로포름과 비슷한 냄새가 있는 무색의 기체로 휘발성이 높은 염화비닐은 인체 

및 동물실험에서 발암성 물질임을 나타내고 있어 EPA에서는 Group A(Human

Carcinogen) 및 IARC에서 Group 1(Carcinogenic to humans)로 분류하고 있다. 주

로 PVC의 원료, 에어로졸 제조, 용기, 포장, 필름, 전기절연체, 염화비닐 수지의 제

조, 유기약품 중간물 등으로 사용된다. 미국은 각 주에서 업종별로 다양한 농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고 인체건강기준에 근거한 수질환경기준이 정해져 있다.

17) 아크릴로니트릴

투명하고 무색 또는 담황색의 폭발성이고 가연성인 휘발성 액체이며 피리딘과 비

슷한 자극적인 냄새가 나며 EPA의 IRIS에서는 Group B1(Probably human

carcinogen), IARC에서는 인체에 발암가능성이 있는 Group 2B로 지정하였다. 아크

릴 섬유 및 ABS/SAN 수지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며 아크릴아미드, 아디포니트릴,

합성고무, 라텍스 등의 원료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미국은 주로 플라스틱제조

업, 비닐제조업 등 주로 화학업종을 대상으로 주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

고 인체건강에 기반한 수질환경기준이 정해져 있다.

18) 브로모포름

옅은 황색으로 비중이 크고 달콤한 냄새를 가진 불연성 액체물질로 용매로서 왁

스, 윤활제, 기름 제조 시 사용되고 액체상 용매 추출 및 핵자기공명(NMR) 연구에 

사용된다. 미국에서는 Priority toxic pollutant로 설정되어 있으며 배출허용기준은 

개별물질로는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TTO로 규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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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국외 규제 동향[30]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소규모 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경우 양적인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으나 그 성상으로 볼 때 특정유해물질이 함유된 경우

가 많아 오염물질 발생단계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제도적인 정

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따라 소규모 배출원 업

종을 세분화하여 오염물질 저감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경제적 유도정책 등을 활용하고 있다.

1) 미국

미국은 수질청정법(CWA : Clean Water Act)을 통해 산업폐수를 관리하고 있으

며,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기 전에 업체에서 개별 처리하는 직접 오염

원과 오염물질을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배출하는 간접오염원으로 분류한다.

기업에서 폐수를 개별 처리하는 경우 국가오염배출삭감제도(NPDES)에 의해 배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은 BAT(Best Available Technology),

BPT(Best Practicable Technology), BCT(Best Conventional pollutant control

Technology), NSPS(New Source Performance Standards) 등이 있다.

반면 산업폐수를 하수처리시설에서 도시하수와 합병 처리하는 경우는 국가전처리

계획(NPP : National Pretreatment Program)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배출허용기

준으로는 PSES(Pretreatment Standard for Existing System), PSNS(Pretreatment

Standard for New Sources)를 따르게 되어 있다.

이러한 배출허용기준은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상 지장을 줄 수 있는 원인제거를 목

적으로 하고 있으며, 직접 방류 배출허용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다. 단, 산업폐수를 

일반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 가능 수준에 따라 별도의 배

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하수처리시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입되는 산업폐수를 규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배출허용기준체계는 기술수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과 수질기준에 의한 배

출허용기준 적용체계로 구분되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때는 배출하는 물질, 폐수

처리기술, 최종적으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신고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적

용 가능한 오염물질 처리기술과 폐수가 배출되는 수체의 수질 유지를 고려하여 배

출허용량을 결정한다.

CWA에서는 폐수배출이 수체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기술수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TBEL)을 적용하는 것 이외에 수질에 근거한 배출기

준(WQBEL : Water Quality Based Effluent Limits)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폐

수배출 허가자는 기술수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도 수질의 악화를 방지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배출수가 수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수질기준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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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산업종별 배출되는 폐수기준에 대해서는 40 CFR Chapter 1, Subchapter N, part

405-471의 51개 업종을 대‧소 분류하여 각 업종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대상항목을 

선정한 후, 이들 물질에 대한 다양한 처리기술 수준(BAT, BPT, BCT, NSPS)을 모니

터링 및 평가하여 처리기술 수준(technology based effluent limit)에 따라 공장 생산

량, 폐수 배출량, 배출수 및 공공 수역의 유량(flow)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 

최대치, 일 평균치, 월 평균치를 농도 및 중량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2) 일본

산업폐수를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일본에서의 수질규제 항목은 오염물

질이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항목을 설정․분류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시

설의 유입 산업폐수의 관리는 하수시설을 보호한다는 측면과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폐수배출허용기준은 전 수역에 대하여 생활환경 16개 항목과 건강관련 24개 항목

으로 총 40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배수기준 중 유해물질인 중금속, 유기화학물질, 농약류 등은 공공수역의 희

석율을 고려하여 수질기준의 10배 농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일본의 배출시설은 71개의 특정 관리대상 생산 공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폐수배

출량 50㎥/d 미만인 업체는 적용 제외 대상이 된다.

국가기준으로서의 배출기준은 특정시설에 대한 구분 없이 동일한 일률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총리령에 의한 배출기준으로 수질환경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수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조례에 의해 상승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도로 유입하는 경우 유해물질을 하수도

법 및 하수도조례에 따라 제거하여야 하며, 배출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하수처리

장에 유입되어 처리된다.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조사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처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간이처리방법을 제안하여 사업장 발생 오염물질을 저감하도록 하고 있다.

3) 독일

독일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수질 및 대기 오염물질 투입기준을 엄격하게 규

정하고 있다.

국토의 지속적 개발이라는 이상 추구를 위해 환경정책은 오염물질 유입감소와 효

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통한 자원의 재순환, 국토 사용의 제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은 BAT를 적용했을 때 달성 가능한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배출시설 허가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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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내세우고 있다.

배출한계치는 행정명령이나 행정규칙에 나타나 있는데, 업종만 고려되어 있고 지

역구분은 없다. 배출시설은 총 57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다른 폐수와 혼합되

기 전 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폐수의 배출지점에 적용되는 규제가 구분되어 있

다.

4) 유럽연합(EU)

EU는 환경보호의 목적 달성을 위해 1996년 통합 환경 관리(IPPCT :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 Control Technology)지침에 따라, 최상가용기법(BAT : Best

Available Technology)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33개 산업분야별 BAT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강화한 ‘산업시설에서의 배출에 관한 지침'(IED : Industrial

Emission Directive)을 통해 BAT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수질오염물질 중 BOD 등과 같은 유기성오염물질 5개 항목을 도시폐수규정

(Urban Waste Water Directive)에 따라 일반물질로 정하고, 그 외에 환경이나 인체

에 유해 및 위해성 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수질오염물질 45종을 우선물질

(Priority substances)로 지정하여 별도관리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우선순위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수 환경 전반을 위협하는 위해성이 높은 물질

② 해양환경에 리스크가 높은 물질

③ 해역에 편재하거나 해산물 섭취에 의해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

④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양환경에 도달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물질

EU에서는 수역을 용도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Bathing waters Directives

(76/760/EEC), 음용수 용도를 위한 지표수역(75/440/EEC), Shellfish waters

Directives(79/923/EEC), Fish-breeding waters Directives(78/659/EEC), Dangerous

substance Directives(76 /464/EEC)가 있다. 5개 관련 법령에 의해 배출기준이 설정되

어 있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총 폐수배출량, 생산능력, 취급량을 고려하여 농도기준 

및 중량기준의 일평균 및 월평균 배출기준치를 제시하고 있다. 일평균 기준치는 월

평균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기준치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부여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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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국내 규제 동향

1) 폐수배출시설 분류체계

우리나라의 폐수배출시설 분류는 1963년 ‘공해방지법’에 따라 처음으로 9개의 폐

수배출시설을 분류하였다. 이후 환경보전법을 통해 26개로 확대 후 1996년 표준산

업 분류코드상의 산업업종 분류체계에 기준하여 폐수배출시설을 141개로 나누게 되

었으며, 2001년 현재와 같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에 따라 82개로 분류되어 현

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 수질오염물질 지정 관리

2018년 현재 국내에서 지정‧관리되고 있는 수질오염물질은 특정수질유해물질 29

종을 포함하여 모두 54종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비롯하여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여부는 해당물질의 배출 및 수계검출여부, 유해 및 위해성, 먹는물 환경기준 등 국

내외 규제수준 등을 조사하여 정하고 있다.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청정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지역에 따라 달

리 적용된다.

3) 특정수질유해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따르면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

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하며 수질오

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총 47종이 있

다. 이 중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중금속류나 휘발성유기화합물들로 이루어져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은 1991

년 수질환경보전법 제정 시, 구리 및 그 화합물 등 12개 항목이 지정되었으며, 1999

년에 셀레늄 및 그 화합물,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등 

5개 항목이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추가 지정되었고, 2006년에는 1,2-디클로로에탄과 

클로로포름이 추가, 2008년에 1,4-다이옥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드, 염화비닐, 아크릴

로니트릴, 브로모포름이 추가, 2010년에 아크릴아미드를 추가되는 등 2017년 현재 

29개 항목이 지정되어있으며 2019년부터는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

티몬 등 3종이 신규 지정되어 관리될 예정이다. 매년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수는 점

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미국(126종), EU(33종) 등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미흡

한 실정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강화 및 지정물질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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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aterial Concentration criteria

1 Copper and its compounds 0.1

2 Lead and its compounds 0.01

3 Arsenic and its compounds 0.01

4 Mercury and its compounds 0.001

5 Cyanide compounds 0.01

6 Organophosphorus 0.0005

7 Hexavalent chromium compounds 0.05

8 Cadmium and its compounds 0.005

9 Tetrachloroethylene 0.01

10 Trichloroethylene 0.03

11 PCBs 0.0005

12 Selenium compounds 0.01

13 Benzene 0.01

14 Carbon tetrachloride 0.002

15 Dichloromethane 0.02

16 1,1-dichloroethylene 0.03

17 1,2-dichloroethane 0.03

18 Chloroform 0.08

19 1,4-dioxane 0.05

20 DEHP(Diethylhexylphthlate) 0.008

21 Vinyl chloride 0.005

22 Acrylonitrile 0.005

23 Bromoform 0.03

24 Phenol 0.1

25 Pentachlorophenol 0.001

26 Acrylamide 0.015

27 Naphthalene 0.05

28 Formaldehyde 0.5

29 Epichlorohydrin 0.03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항목은 Table 7과 같다.

Table 7. Emission standards for specific toxic substances (Unit : ㎎/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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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Current state of water pollutants

Korea
○ Water pollutants 54

   - Specific water pollutants 29

Japan

○ Hazardous materials 28

○ Living conditions 15

  ※ Appointment materials 56

USA

○ Priority pollutants 126

○ General pollutants 5

○ Non general pollutants

   - Other possible emission water pollutants

  (Different by industries, Specify management 39 in case of the  

   pharmaceutical sector)

EU
○ Priority pollutants 45

○ General pollutants 5

국가별 수질유해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의 지정․관리현황은 Table 8에 나타내었

다.

미국은 우선순위물질목록을 총 126개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일본은 인체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물질 28종, 생활환경항목 15종, 지정물질(유해물질이나 기름

을 제외하고 공공수역에 다량 배출됨으로 인해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56종을 정해 각각의 배출허용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일

본 환경성), 유럽연합의 경우 일반오염물질 5종(BOD, COD, TSS, T-N, T-P) 및 우선

물질 45항목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일률적인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데 비해 미국이나 유럽연합에

서는 일평균, 일최대, 월평균 개념의 폐수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배출업소

별 특성을 고려한 배출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평균 및 최대 기준치 개념을 도

입함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 조사 시 인력과 비용, 개별 화학물질 측정과 분석

비용 및 총 배출수 독성시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나 오염물질 항목의 

지속적인 농도와 유량변화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Table 8. Management of harmful substances of water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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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complex NO Wastewater(㎥/d) Discharge(㎥/d)

Gilcheon 1 3 0

Maegok 1 0 0

Module 19 514 163

Onsan 112 140,499 124,566

Mipo 215 261,465 244,663

Hightechvalley 20 5,171 3,896

Gilcheon2 15 1,713 1,702

Sinilban 5 183 178

Waji 7 29 0

Ilban 10 591 583

3. 조사범위 및 분석방법

3.1. 조사지점

환경부에서 조사한 울산 산업폐수 발생 현황(2014년 기준)은 Table 9와 같다.

전체 폐수발생량 중 미포 국가 산단(63.7%), 온산 국가 산단(34.2%), 하이테크밸리 

일반 산단(1.3%)순으로 발생하였으며, 폐수방류량은 미포 국가 산단(65.1%), 온산 국

가 산단(33.2%), 하이테크밸리 일반 산단(1.0%)순이었다.

폐수처리는 형태별로 개별처리 후 직접 방류 151,784 ㎥/d(39.4%), 개별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 100,484 ㎥/d(26.1%), 개별처리 후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유입처리 53,575 ㎥/d(13.9%), 공동처리 후 직접 방류 46,665 ㎥/d(12.1%)

순이었다(Fig. 6.).

본 연구에서는 미포 국가 산단, 온산 국가 산단, 하이테크밸리 일반 산단 등에서 

발생하여 조건부 처리 후 폐‧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방류수, 자체 처리 후 직접 

인근 하천으로 배출되는 방류수, 석유화학단지 내 설치되어 운영 중인 폐수종말처

리장의 유입수‧방류수 등 처리 형태별로 시료를 채취하였다(Fig. 7.).

Table 9. Wastewater discharge by industri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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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scharge by wastewater treatmen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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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Location of sampling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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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ndustry type Number of facilities

1 Metal products manufacturing 5

2 Petroleum refining 3

3 Synthetic textile manufacturing 3

4 Plating 3

5 Alcohol beverage manufacturing 2

6 Basic inorganic chemical manufacturing 2

Class Discharge facility standard Distribution(%)

1 More than 2,000 ton/day 38.9

2 Less than 700 to 2,000 ton/day 0

3 Less than 200 to 700 ton/day 11.1

4 Less than 50 to 200 ton/day 22.2

5 Less than 50 ton/day 27.8

Table 10에 생태독성 평가대상 업종과 업체수를 나타내었다.

Table 10. Emission facilities by industry

업종별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분류되어 있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분류번호 ; 63) 5개소, 석유정제품 제조시설(분류번호 ; 26) 3개소, 화학섬

유 제조시설(분류번호 ; 49) 3개소, 도금시설(분류번호 ; 80) 3개소, 알콜 음료 제조

시설(분류번호 ; 14) 2개소,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분류번호 ; 31) 2개소가 분포

되어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종 사업장 7개소, 3종 사업장 2개소, 4종 사업장 4개소, 5종 

사업장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2개소는 ‘가’지역, ‘16개소는 ’나‘지역에 방

류수를 배출한다.

일일 폐수 발생량은 11~26,933 ㎥/d로 다양했으며, 대부분 물리․화학․생물학적 

처리 후 폐수를 배출하고 있다.

Table 11. Emission facilities by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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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Condition

Pump 8.0 ㎖/min

Sampling time 75 s

Gas flow 0.2 ℓ/min(Ar) 

Wavelength 253.7 nm

Parameter Method Equipment

BOD5 Winkler-azide -

COD Mn oxidation -

SS Absorption metric -

T-N Ultraviolet spectrophotometric AACS

T-P Ascorbic acid AACS

CN Continuous flow AA3

Phenol Continuous flow AA3

3.2. 이화학적 분석

3.2.1. 일반항목

시료를 채수하여 수온, 전기전도도(EC-40N), 염분, pH(WTW, DE/pH 720), 용존

산소(TOA 31P), 경도(HI 96735), 잔류염소(Hanna 93701) 등의 항목은 현장에서 시

료채취와 동시에 측정하였고 4 ℃ 이하로 냉장 보관하여 실험실로 운반한 후 수질

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시험방법은 Table 12와 같다.

Table 12. Analysis method and equipment

3.2.2. 중금속류

중금속류는 ES 04400.3c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수은은 ES 04408.1b 냉

증기-원자흡수분광광도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Table 13. Analysis condition of mercury(Hydra II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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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휘발성 유기화합물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04501.1b 용매추출-GC/MS, 그 외 VOCs는 ES 04603.2b 휘

발성 유기화합물-헤드스페이스-GC/MS에 의해 분석하였으며 분석에 사용한 기기는 

Perkin Elmer사의 Clarus 680/GC-MSD를 사용하였으며 분석조건은 Table 14~15에 

나타내었다.

Fig. 8. GC-MS instrument

Table 14. Analysis condition of VOCs(Head Space)

Parameter Condition

Oven temp(℃) 95

Needle temp(℃) 110

Transfer temp(℃) 120

Thermostat time(min) 30

Press time(min) 2.0

Inject time(min) 0.05(0.1)

Pressure(psi)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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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Condition

Column Elite 5MS(60m * 0.25㎜ * 1㎛)

Carrier gas He(99.999%) at 1.0 ㎖/min

Temp. 200 ℃

Ion mode EI

Injection 

mode

Group I Split Ratio (10 : 1)

Group II Split Ratio (5 : 1)

Oven program

Group I 36℃(5min) → 10℃/min → 170℃(1.5min)

Group II 200℃ → 10℃/min → 280℃(10min)

SIM

Group I

Vinyl chloride 2.44 62, 64

1,1-dichloroethylene 4.46 61, 96, 98

Dichloromethane 5.61 84, 86, 49

Acrylonitrile 6.25 53, 52, 51

Chloroform 8.48 83, 47, 85

Carbon tetrachloride 8.88 117, 119, 121

Benzene 9.27 78, 77

1,2-dichloroethane 9.44 62, 98, 49

1,4-dioxane 10.77 88, 58

Bromoform 15.39 173, 171, 175

Group II DEHP 7.99 149, 167, 279

Table 15. Analysis condition of VOCs(G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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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Sample>

Fig. 9. GC-MS chromat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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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gent Addition(㎎/ℓ)

KCl 8

MgSO4․7H2O 120

CaSO4․2H2O 120

NaHCO3 192

․ pH : 7.6~8.0

․ Hardness : 160~180 ㎎ CaCO3 /ℓ

․ Alkalinity : 110~120 ㎎ CaCO3 /ℓ

․ DO : more than 3.0 ㎎/ℓ(24hr aeration prior to analysis)

3.3. 생태독성시험

시험생물 준비 및 생태독성 분석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제 49항 “물벼룩을 

이용한 급성독성 시험법”에 따라 시행하였다.

대상 시험종인 물벼룩의 배양조건은 온도 20 ± 1 ℃, 광조건은 1,000 lux 이하, 광

주기는 light : dark = 16hr : 8hr, 용존산소는 3 ㎎/ℓ 이상으로 하였다.

먹이는 주먹이인 Chlorella sp와 보조먹이인 YCT를 3 : 1로 1일 1회, 배양액 1 ℓ

기준으로 2.5 ㎖ 공급하였다.

생태독성시험에 사용된 배양액의 조성은 Table 16과 같다.

Table 16. Composition of culture solution

시험수는 원수(100%), 50%, 25%, 12.5%, 6.25%로 준비하여 4번의 반복실험을 하

였으며, 실험용액 50 ㎖에 물벼룩 5마리씩 투입하였다.

실험에는 3회 이상 어린 개체를 생산한 어미로부터 얻은 개체 가운데 생후 24시

간 이내의 신생아를 선별하여 사용하였으며, 시험 중에는 먹이 공급을 하지 않았다.

24시간 후의 유영저해 및 사망여부를 관찰하여 그 결과 반수영향농도(EC50)를 구

하였다.

유영저해란 시험용기를 조용히 움직여 준 후, 약 15초 후에 관찰하여 일부기관(촉

각, 후복부 등)은 움직이나 유영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반수영향농도는 일정 시험

기간 동안 시험생물의 50%가 유영저해를 일으키는 시료농도(시험수 중 시료의 함유

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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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xperiment of daphnia mag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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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생태독성 값 계산

생태독성 값(TU, Toxic Unit) 계산은 시험기간 동안 물벼룩의 50%가 유영저해를 

일으키는 농도(시험수 중 시료 함유율%)인 EC50을 100 / EC50 으로 환산한 값이다.

1) 통계적 방법을 통한 EC50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생태독성시험 결과는 통계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EC50을 구하고 이를 다시 

독성 값(TU)으로 나타냈다.

생태독성 값(TU) = 100 / EC50

(2) 통계적 방법을 통한 EC50을 구할 수 없는 경우

① 100% 시료에서 투입 물벼룩의 0~10%에 영향이 있을 경우(예 : 원수인 100% 시

료에 투입 물벼룩 20마리 중 0~2마리가 유영저해 및 치사를 보일 때)에는 TU는 0

으로 한다.

② 원수 100% 시료에서 투입 물벼룩의 10~49%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0.02 × (유

영 저해율 또는 치사율)로 TU를 계산한다.

③ 원수인 100% 시료에서 투입 물벼룩의 51~99% 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 1 < TU

< 2로 표시하거나, 필요에 따라 100%, 75%, 35%, 12.5%로 시험수의 농도를 조절하

여 다시 시험한다.

※ 통계학적 분석방법 : TSK(Trimmed Spearman Method) or Probit Method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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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통계학적 분석[31]

이화학적 항목 분석 값과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값의 통계학적 분석은 SPSS

(Statistical Packages for Social Science)프로그램을 사용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통

해 생태독성과 이화학적 항목 간의 유의성을 알아보았다.

상관관계(Correlation)란 변수들 간의 관계로 두 개 이상의 변수에 있어서 한 변수

가 변화함에 따라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같은 변화의 강도와 방향을 말

한다.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은 측정변수들 간의 관계의 강도를 제시함으로

써 변수들 간 관련성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제시해준다.

상관계수는 보통 피어슨의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도 부르

고 r로 표시하는데 두 변수 사이의 관련성의 방향과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다.

두 변수 X와 Y로부터 n쌍의 임의표본 (x1, y1),(x2, y2), ………, (xn, yn) 을 추출하

여 얻은 X와 Y의 표본상관계수 r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sxy는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X와 Y의 공분산이며, sx는 X의 표본표준편차,

sy는 Y의 표본표준편차이다. 표본상관계수 r은 X와 Y사이의 직선적인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나타내는 값으로 단순상관계수(simple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표

현하기도 한다.

상관계수의 크기는 -1 ≤ r ≤ +1이며 r의 절대값이 클수록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

다는 것을 의미한다. r이 1일 때는 정의 방향으로 완전한 상관관계를 가졌다는 의미

이며 r이 -1일 때는 부의 방향으로 완전한 상관관계를 가졌다는 의미이다. 이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0.0 < r < 0.1 : 거의 무시될 수 있는 선형관계

0.1 < r < 0.3 : 약한 선형관계

0.3 < r < 0.7 : 보통 선형관계

0.7 < r < 1.0 : 강한 선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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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EC50(K2Cr2O7) 

Mean SD CV(%)

1 2 3 4 5 6 7

24h 1.07 0.98 1.09 1.11 0.99 1.35 1.25 1.12 0.135 12.1

4. 결과 및 고찰

4.1. 생태독성시험

4.1.1. 표준 독성시험

독성시험에 사용되는 시험생물은 독성물질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잘 통제된 환경에서 정해진 시험절차를 따라야 한다.

실험에 허용 가능한 기준, 실험조건, 농도-반응단계, 지표독성물질 실험의 시험민

감도는 행해진 실험이 유효한 실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독성시험 때마다 시험동물의 생물학적 특성 및 제반 시험절차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독성시험의 신뢰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지표독성물질로는 NaCl(Sodium chloride), KCl(Potassium chloride), CdCl2

(Cadmium chloride), K2Cr2O7(Potassium dichromate)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

크롬산칼륨(K2Cr2O7)을 표준 독성물질로 사용하여 표준지표 독성시험(Standard

Reference Toxicity Test)을 수행하였다.

ISO에서는 용존산소농도가 2 ㎎/ℓ 이상, 대조구의 유영 저해율이 10%이하이며 

중크롬산칼륨의 24시간 EC50값이 0.9~2.1 ㎎/ℓ의 범위 내에 있으면 시험이 정당하

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7회의 표준 독성 시험결과 24시간 

EC50값이 0.98~1.35 ㎎/ℓ의 범위 내에 있었으며 평균값이 1.12 ㎎/ℓ이었다.

이후 월 1회씩 수행한 결과에서도 일정한 결과를 나타내어 본 연구에 사용된 

Daphnia magna의 민감성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Table 17. Acute responses of test organisms to a standard (unit : ㎎/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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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tandard toxicity test(potassium dichr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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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업종별 분석결과

폐수가 배출되었을 때 수계에 나타나는 유해성을 알아보기 위해 업종별로 물벼룩 

독성 값을 구하여 원인물질을 조사한 결과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에서 1개소가 TU 3.4로 기

준(TU 2) 초과하였고, 도금 시설에서도 1개소에서 TU 6.9로 기준(TU 4) 초과하였

다.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알콜 음료 제조시설, 화학섬유 제조시설, 석유정제

품 제조시설의 경우 모두 기준치(TU 2) 이내였다.

업종별 평균 TU값은 도금 시설(3) >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1.3), 기초무기화학물

질 제조시설(1.3) > 알콜 음료 제조시설(0.9) > 화학섬유 제조시설(0.6) > 석유정제품 

제조시설(0.2) 순으로 나타났다.

Fig. 12. Toxic unit b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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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은 생산규모가 3~5종으로 모두 ‘나’지역에 배출하며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 등으로 폐수방류량은 15~421 ㎥/d

이었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수질결과는 Table 18에 나타내었는데 주로 COD,

T-N, T-P 등 유기물질 농도가 높게 분석되었다.

독성 값이 기준 초과했던 C업체의 경우 높은 COD값(107.3 ㎎/ℓ)이 생태독성 시

험종의 독성 값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생태독성 값과 수질측정 

항목(BOD, COD 등)농도와의 상관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므로[32],

생태독성의 원인 물질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항목의 분석도 필요하다.

반면 E업체의 경우 T-N 133.557 ㎎/ℓ, T-P 79.841 ㎎/ℓ로 검출되어 수질오염물

질의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였으나, Zn 1.889 ㎎/ℓ 등 중금속 농도가 기준치 이

내였고 생태독성 값도 낮게 나타났다.

신문기(2016)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폐수배출시설 33개소 중 생태독성 값이 TU 16

이상인 경우가 7회 나타났는데 제1차 금속제조시설에서 중금속인 Cu(0.221 ㎎/ℓ),

Cr(0.111 ㎎/ℓ)이 원인물질이었다[33].

김시영(2010)의 연구에서도 부산지역 폐수배출시설 중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에서 

생태독성의 주요 원인 물질이 Cu(0.324 ㎎/ℓ)와 Zn(9.640 ㎎/ℓ)이었으며 고농도의 

폐수가 다량 발생 시 별도의 집수조를 설치하여 유입폐수의 수질 균등화를 통한 폐

수처리시설에 과부하를 방지하여 폐수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유기화합물 등

을 제거하기 위한 활성탄 여과로 생태독성 저감을 제안하였다[34].

환경관리공단에서 2008~2016년 생태독성 기술지원을 수행한 결과, 개별 폐수배출

시설에서 기술지원이 가장 많은 업종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이었으며(17%), 생태

독성 원인물질은 주로 중금속, 산화제 등이었으며, 단일 물질 뿐만 아니라 복합 독

성이 원인으로 생태독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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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A B C D E Average

pH 7.0 7.2 6.8 7.5 7.1 7.1

DO(㎎/ℓ) 4.4 6.4 3.0 2.8 7.4 4.8

Conductivity

(㎲/㎝)
3,090 358 1,543 1,900 2,261 1,830

BOD(㎎/ℓ) 1.5 3.4 31.5 30.5 5.0 14.4

COD(㎎/ℓ) 4.7 11.2 107.3 61.5 17.4 40.4

SS(㎎/ℓ) 0.5 4.2 33.6 35.7 17.8 18.4

T-N(㎎/ℓ) 2.329 12.412 15.279 5.563 133.557 33.828

T-P(㎎/ℓ) 0.027 0.546 2.027 3.589 79.841 17.206

Mn(㎎/ℓ) N.D N.D N.D N.D N.D N.D

Cu(㎎/ℓ) N.D N.D N.D N.D N.D N.D

Cr(㎎/ℓ) N.D N.D N.D N.D N.D N.D

Pb(㎎/ℓ) N.D N.D N.D N.D N.D N.D

Cd(㎎/ℓ) N.D N.D N.D N.D N.D N.D

As(㎎/ℓ) N.D N.D N.D N.D N.D N.D

Zn(㎎/ℓ) N.D N.D N.D N.D 1.889 0.378

Fe(㎎/ℓ) N.D N.D N.D N.D N.D N.D

TU 0 0 3.4 1.5 1.6 1.3

Table 18. Water quality of metal products manufacturing

* N.D(Not Detected) :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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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A B C Mean

pH 6.8 7.4 7.0 7.1

DO(㎎/ℓ) 3.0 4.0 4.3 3.8

Conductivity(㎲/㎝) 5,490 5,940 1,067 4,166

BOD(㎎/ℓ) 2.8 1.0 1.4 1.7

COD(㎎/ℓ) 5.2 8.2 13.9 9.1

SS(㎎/ℓ) 3.9 1.3 0.1 1.8

T-N(㎎/ℓ) 7.698 3.437 11.488 7.541

T-P(㎎/ℓ) 0.067 0.052 0.078 0.066

Mn(㎎/ℓ) 0.220 0.476 0.128 0.275

Cu(㎎/ℓ) N.D N.D N.D N.D

Cr(㎎/ℓ) N.D N.D N.D N.D

Pb(㎎/ℓ) N.D N.D N.D N.D

Cd(㎎/ℓ) N.D N.D N.D N.D

As(㎎/ℓ) N.D N.D N.D N.D

Zn(㎎/ℓ) 0.033 0.016 0.291 0.113

Fe(㎎/ℓ) N.D N.D N.D N.D

TU 0 0.7 0 0.2

2)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석유정제품 제조시설의 생산규모는 모두 1종, ‘나’지역이며 폐수방류량은 9,350~

26,933 ㎥/d 이었다.

석유정제품 제조시설의 수질결과는 Table 19에 나타내었는데 B업체를 제외한 나

머지 2개의 시료에서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B업체의 경우 BOD, COD 등은 비교적 낮았으나 Mn 0.476 ㎎/ℓ 등 중금속 농도

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Table 19. Water quality of petroleum ref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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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A B C Average

pH 6.0 7.4 7.9 7.1

DO(㎎/ℓ) 3.8 4.3 3.8 4.0

Conductivity(㎲/㎝) 390 120 2,410 973

BOD(㎎/ℓ) 2.2 4.5 1.6 2.8

COD(㎎/ℓ) 9.7 18.9 8.5 12.4

SS(㎎/ℓ) 2.2 8.0 1.0 3.7

T-N(㎎/ℓ) 6.581 12.509 3.397 7.496

T-P(㎎/ℓ) 0.592 0.082 0.341 0.338

Mn(㎎/ℓ) 0.017 N.D N.D 0.006

Cu(㎎/ℓ) N.D N.D N.D N.D

Cr(㎎/ℓ) N.D N.D N.D N.D

Pb(㎎/ℓ) N.D N.D N.D N.D

Cd(㎎/ℓ) N.D N.D N.D N.D

As(㎎/ℓ) N.D N.D N.D N.D

Zn(㎎/ℓ) N.D 0.109 N.D 0.036

Fe(㎎/ℓ) N.D N.D N.D N.D

TU 0 1.8 0 0.6

3) 화학섬유 제조시설

화학섬유 제조시설의 생산규모는 모두 1종, ‘나’지역에 배출하며 폐수배출량은 

791~4,150 ㎥/d이었다.

화학섬유 제조시설의 수질 결과는 Table 20에 나타내었는데 B업체를 제외한 나머

지 2개의 시료에서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화학섬유 제조시설의 경우 아크릴로니트릴, 에틸렌글리콜 등 유기화합물이 독성원

인 물질인 사례가 있어 유기화학물질 분석 및 지속적인 독성 값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Table 20. Water quality of synthetic textile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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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A B C Average

pH 6.6 7.2 7.2 7.0

DO(㎎/ℓ) 2.8 3.0 6.0 3.9

Conductivity(㎲/㎝) 3,100 4,600 18,400 8,700

BOD(㎎/ℓ) 3.2 7.0 4.8 5.0

COD(㎎/ℓ) 9.2 23.6 11.9 14.9

SS(㎎/ℓ) 0.1 2.4 0.3 0.9

T-N(㎎/ℓ) 8.321 20.781 16.403 15.168

T-P(㎎/ℓ) 0.744 3.064 0.007 1.272

Mn(㎎/ℓ) N.D N.D N.D N.D

Cu(㎎/ℓ) N.D N.D N.D N.D

Cr(㎎/ℓ) N.D N.D N.D N.D

Pb(㎎/ℓ) N.D N.D N.D N.D

Cd(㎎/ℓ) N.D N.D N.D N.D

As(㎎/ℓ) N.D N.D N.D N.D

Zn(㎎/ℓ) 0.042 70.620 N.D 23.554

Fe(㎎/ℓ) 0.088 0.180 N.D 0.089

TU 2.2 6.9 0 3.0

4) 도금시설

도금시설의 생산규모는 4~5종인 소규모 시설로 ‘가’, ‘나’ 지역에 배출하며 폐수방

류량은 30~80 ㎥/d 이었다.

도금시설의 수질 결과는 Table 21에 나타내었는데 B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기준 

값(TU 4) 이내로 나타났다.

B업체의 경우 다른 시료에 비해 아연이 배출수 중 가장 높은 농도(70.620 ㎎/ℓ)

로 검출되었을 때 TU 6.9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며, 기술지원을 통한 공정방

법 개선 이후 재분석 시 TU 2.2(아연 0.419 ㎎/ℓ)로 기준치 이내 값을 나타내었다.

도금시설의 경우 여러 가지 유독성 물질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크롬, 아연, 구리,

니켈, 주석, 시안화물 등이며 산·알칼리성 세정제, 유분 등이 함유되어 있어 이들 물

질의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알려져 있다.

Table 21. Water quality of plating



- 51 -

Facilities A B Average

pH 6.5 7.5 7.0

DO(㎎/ℓ) 1.0 1.3 1.2

Conductivity(㎲/㎝) 525 857 691

BOD(㎎/ℓ) 135.9 43.2 89.6

COD(㎎/ℓ) 48.9 91.8 70.4

SS(㎎/ℓ) 18.3 19.2 18.8

T-N(㎎/ℓ) 23.745 9.971 16.858

T-P(㎎/ℓ) 0.305 0.802 0.554

Mn(㎎/ℓ) N.D N.D N.D

Cu(㎎/ℓ) N.D N.D N.D

Cr(㎎/ℓ) N.D N.D N.D

Pb(㎎/ℓ) N.D N.D N.D

Cd(㎎/ℓ) N.D N.D N.D

As(㎎/ℓ) N.D N.D N.D

Zn(㎎/ℓ) N.D N.D N.D

Fe(㎎/ℓ) N.D N.D N.D

TU 1.8 0 0.9

5) 알콜 음료 제조시설

알콜 음료 제조시설의 생산규모는 모두 5종으로 소규모 시설로 ‘가’, ‘나’지역에 

배출하며 폐수방류량은 11~12 ㎥/d 이었다.

알콜 음료 제조시설의 수질결과는 Table 22에 나타내었는데 독성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없었다.

A업체의 경우 BOD가 135.9 ㎎/ℓ로 수질오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생

태독성 값은 1.8로 기준 값(TU 2) 이내였다.

알콜 음료 제조시설의 경우 고농도 유기성 폐수가 생태독성의 주요 원인물질인 

사례가 많아 생물반응조의 적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Table 22. Water quality of alcohol beverage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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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A B Average

pH 7.9 8.0 8.0

DO(㎎/ℓ) 3.7 2.0 2.9

Conductivity(㎲/㎝) 4,460 5,580 5,020

BOD(㎎/ℓ) 1.5 3.5 2.5

COD(㎎/ℓ) 8.2 10.1 9.2

SS(㎎/ℓ) 4.7 3.4 4.1

T-N(㎎/ℓ) 12.493 90.377 51.435

T-P(㎎/ℓ) 1.060 0.697 0.879

Mn(㎎/ℓ) N.D N.D N.D

Cu(㎎/ℓ) N.D N.D N.D

Cr(㎎/ℓ) N.D N.D N.D

Pb(㎎/ℓ) N.D N.D N.D

Cd(㎎/ℓ) N.D N.D N.D

As(㎎/ℓ) N.D N.D N.D

Zn(㎎/ℓ) N.D N.D N.D

Fe(㎎/ℓ) N.D N.D N.D

TU 2.5 0 1.3

6)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의 생산규모는 1종 및 5종으로 ‘나’지역에 배출하며 폐

수방류량은 30~3,500 ㎥/d 이었다.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의 수질결과는 Table 23에 나타내었고 독성기준을 초

과한 시료는 없었다.

B업체의 경우 T-N이 90.377 ㎎/ℓ로 수질오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생

태독성 값은 나타나지 않았다.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의 경우 가성소다 등 염이 독성원인 물질인 사례가 있

어 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36].

Table 23. Water quality of basic inorganic compound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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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생태독성 저감사례[37]

독성의 원인물질을 확인하는 과정인 독성동정평가(TIE : Toxicity Identification

Evaluation)는 방류수 독성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을 구체적으로 정량 혹은 정성하는 

것으로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는 독성 물질의 특성을 파악하는 단계(Toxicity Characterization)로 독성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을 분류하여 목록화 하는 특성화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독성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시험하는 것이다. 특성화 과정의 빈도는 시험을 통

하여 관찰되는 독성의 다양성과 시료의 성상에 근거해야 한다. 때에 따라 독성시험 

및 battery bench-up test인 조류와 어류의 생태독성시험과 병행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독성 특성화 과정의 방법은 수계를 여러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성 원인물질의 독

성부분과 영향이 없는 부분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 의하여 방류수는 8가

지 종류의 다른 특성화 시험의 대상이 되는데 크게 초기 독성평가, 기준 독성시험,

여과시험, 산화제 제거 후 독성시험, 단계적 pH 시험, EDTA 첨가시험, pH 조정 후 

산‧염기 주입량 산정, 포기시험 여과시험, C18 solid phase extraction(SPE)시험이 

주로 사용된다.

2단계는 독성 물질을 정밀 분석하는 단계(Toxicity Identification)로 분류화된 화학

물질에서 측정 독성물질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실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수행해

야 하는 화학적 분석의 종류와 그 수는 첫 번째 과정에서 도출된 특성화 결과에 따

라 진행된다.

독성물질 확인 평가 Phase II에 적용되는 시료는 유기물 분석에 사용되는 시료,

암모니아 분석, 무기물 및 중금속 분석, 잔류염소 분석으로 분류할 수 있고 각각의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기기는 차이가 있다.

3단계는 독성물질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Toxicity Confirmation)로 이전 단

계를 통해 도출된 원인 독성물질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확정시키는 단계이다. 만

약 정확하게 판명되지 않는다면 첫 번째 단계에서 확인된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1, 2 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독성 원인물질을 찾

아내면 폐수의 독성이 실제 그 물질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게 되는데, 독성원인물질

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룹별 분류와 물리‧화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중시

하고 단일 물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처리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다.

독성의 원인물질 확인 방법으로는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pproach), 독성물질 

주입(spiking approach), 물질수지 관계 분석(mass balance approach), 종 민감도 관

계분석(species sensitivity approach), 반응관계 분석(symptom approach) 등 다양하

며, 이러한 방법들은 원인물질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방법을 

복합적으로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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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

자동차 부품(마후라)을 생산하는 A사업장은 화학적 처리(중화-응집-침전)와 활성

탄 처리로 폐수를 처리하였는데 생산 공정별 분석결과 독성원인 의심물질이 집수조

의 중금속(아연, 니켈, 망간)임을 추정하였다.

Jar-test 결과 Zn2+농도가 6.776 ㎎/ℓ에서 0.846 ㎎/ℓ으로 감소하였을 때 생태독

성 값이 TU 3.2에서 TU 1.4로 저감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추가로 활성탄 필터를 교

체하여 생태독성 값을 TU 0.3으로 저감하였다.

Fig. 13. Change of coagulation precipitation method

2)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가공원단을 생산하는 B사업장은 물리화학적 처리 + 생물학적 처리 + 펜톤산화 

처리로 폐수를 처리하였는데 염화철 원액 속에 고농도의 아연성분이 함유되어 있었

고 아연이 포함된 염화철 용액을 수처리제로 사용하여 독성원인 의심물질이 방류수

의 낮은 pH와 높은 중금속(구리, 아연)임을 추정하였다.

아연이 제거된 염화철용액을 사용하였고, jar-test 결과 수처리제 약품농도를 감소

시켜 생태독성 값을 TU 5.1에서 TU 0으로 저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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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콜 음료 제조시설

증류식 소주 등을 생산하는 C사업장은 물리화학적 처리 + 생물학적 처리(MBR공

법)로 폐수를 처리하였는데, 방류조에 염소소독을 위해 주입하는 차아염소산칼슘과 

아연의 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차아염소산칼슘과 아연의 농도를 감소시켜 

TU 26.3 에서 TU 0.3으로 저감하였다.

Fig. 14. Decrease of substances causing ecotoxicity

4) 도금시설

자동차용 와이퍼를 생산하는 D사업장은 물리화학적 처리 + 모래‧활성탄처리로 폐

수를 처리하였는데 탈지제의 유기화합물과 피막제의 아연, 망간과 폐수처리시설에

서 고농도의 잔류염소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염소코팅과정에서 사용되는 염산과 차아염소산나트륨에 의한 유리잔류염소(HOCl,

OCl-)가 원인물질이라고 판단하여, 유리잔류염소 제거를 위해 고형 산화제(티오황산

나트륨)를 포기조에 투입하여 TU 16에서 TU 1.4로 저감하였다.

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라텍스를 원료로 화장분첩을 생산하는 E사업장은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폐수를 처

리하였고, 제품의 모양 및 탄성을 위해 사용된 원료에서 아연성분이 검출되었다.

생태독성 유발원인은 유입수와 배출수 중 높은 농도인 아연과 알루미늄으로 추정

되어 응집‧침전 방법 개선 및 금속류 제거를 위한 활성탄여과시설의 설치 후 TU

16 에서 TU 0.4로 저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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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ndustry type substances causing ecotoxicity

1
Synthetic fuels, conditioner and 

other coloring
Salt(Cl-, SO4

2-)

2
Basic inorganic compounds 

manufacturing
Salt(SO4

2-)

3
Fiber dyeing and work 

manufacturing
pH

4
Other compounds not classified 

manufacturing
Salt(Cl-)

5 Hospital facilities Oxidant(Trichloroisocyanuric acid)

6
Synthetic resin and other plastic 

material manufacturing
Salt(Cl-)

7 Nonmetallic minerals mining Salt(Cl-, SO4
2-)

8
Rubber and plastic material 

manufacturing
Oxidant(Sodium hypochlorite pentahydrate)

9
Other basic organic compounds 

manufacturing
Salt, Heavy metal(SO4

2-, Cr6+)

10
Metal refining material 

manufacturing

Organic compound

(Dodecane, Tetradecane)

11
Semiconductor and other product 

manufacturing
Heavy metal(Cu)

12
Nonferrous metals refining, 

smelting, alloy manufacturing
Salt(SO4

2-)

13
Organic compound(nonylphenol), 

Heavy metal(Cr)

Leather and fur products 

processing and manufacturing

14
Surfactant, toothpaste, soap and 

other detergent manufacturing
Unknown precipitate due to pH change

15
Petroleum basic compounds 

manufacturing
Salt

16 Primary steelmaking Heavy metal(Cu, Zn, Pb)

17 Plating Heavy metal(Zn, Ni)

124개 업체를 대상으로 생태독성기준 TU 2를 적용했을 때, 기준을 초과한 비율은 

19개 업체로 15.3%를 차지하였다. 개별오염물질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독성이 발현되고 있어 산업폐수는 개별오염 배출허용기준과 생태독

성 배출허용기준도 함께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4에는 배출업종별 생태독성 원인물질 탐색 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24. Substances causing ecotoxicity b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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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r) Significant probability(p)

BOD 0.106 0.676

COD 0.161 0.522

SS 0.184 0.465

T-N 0.008 0.974

T-P 0.050 0.844

Mn -0.135 0.593

Zn 0.793* 0.000

Fe 0.314 0.205

4.1.4. 생태독성 값과 오염물질별 상관 분석

상관관계분석은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로 계산하며 r이라는 문자로 표현

한다.

상관계수(r)의 부호(±)로부터 관련성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상관계

수의 값으로부터 변수들 간의 결합 강도를 예측하는데,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관련성은 강한 것이고 0에 가까울수록 관련성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물벼룩 생태독성 값과 이화학적 항목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25와 같이  

아연(Zn)이 99% 신뢰수준으로 0.793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나머지 항목들

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물벼룩 생태독성 값과 이화학적 항목의 상관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에서도 생

태독성 값과 BOD, COD, 중금속 등의 농도와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는데, 이는 산업시설의 공정마다 다양한 폐수 발생 특성을 나타내며 배출수의 

농도 수준이 낮거나 불검출 항목이 많아 상관관계가 매우 낮았다.

환경부(2003)의 연구에서도 수질분석 항목인 BOD, COD, Fe 농도와 생태독성 값

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8].

Table 25.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oxic unit and chemical item

* r > 0.5인 경우 두 항목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

* p < 0.05인 경우 두 항목의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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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특정수질유해물질

울산 미포 및 온산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용 화학, 석유정제, 비철금속 공장 등이 

조성되어 있고 이 중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수질오염물질들이 

포함된 오․폐수는 대부분 1차 처리한 후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져 최종 처리되

어 방류된다.

이러한 방류수 중에 포함된 미량유해물질은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더라도 특정수

질유해물질들이 다수․고농도로 포함되어 있어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경우 다른 오

염원에 비해 큰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

현행 산업폐수관리체계는 일반오염물질 처리중심으로 되어 있어, 개별업체 배출수

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기준은 있으나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기준이 설

정되어 있지 않아 폐수종말처리장으로부터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계로 방류되는 것

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약하다.

또한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 내의 미량유해물질은 생산 공정으로부터 폐수 중에 

포함되어 수계로 직접 방류되고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문제를 빈번하게 일으키고 있

다.

산업폐수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기원은 생산 공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각종 원료,

부원료, 첨가물 등 직접적 요인뿐만 아니라 화학반응 생성물과 부산물, 그리고 청소

제, 소독제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화학약품 등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더구나 산업 환경이 전혀 다른 업종간의 차이는 물론이고, 동일 업종 내 일지라도 

배출시설 간 사용원료, 생산 공정, 최종 제품 등이 달라 폐수 중에서 검출되는 특정

수질유해물질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업종별로 산업폐수 중 검출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반영하여 정확한 인·허가 

조건을 부여하고 이후 지도·점검 시 검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산업폐

수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업종별로 검출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파악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각 업종별로 검출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목록 작성은 상대적으로 악영

향이 높고 제거가 어려운 각종 중금속과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의 발생과 이동, 처리 

및 배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39].

환경부에서 폐수배출량이 2,000 ㎥/d 이상인 업체 330개소 중 318개의 업체를 대

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318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163개 업체(52%)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였으

며, 3개 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

출실태 조사결과, 전체 60개소 중 44개소(73%)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

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여부를 파악하고 배출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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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개별폐수 사업장

개별폐수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계로 배출되는 것은 직접 배출(Direct

discharge)과 간접 배출(Indirect discharge)로 나누어진다.

직접 배출은 개별배출 사업장에서 배출수가 직접 수계로 배출되어 수계에 영향을 

주게 되고, 간접 배출은 배출되는 배출수가 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어 다시 처리를 

거치게 되어 수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별배출 사업장에 대한 조사는 현장에서의 처리시설에 대한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울산시, 구‧군에서 2015~2016년까지 지도‧점검한 653개 폐수배출사업장 중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주로 검출된 7개 업종, 36개 배출시설에 대해 검출 빈도, 검출 농도 

등 배출 특성을 조사하였다.

배출규모는 1종 16개소, 2종 4개소, 3종 11개소, 4종 2개소, 5종 3개소였으며 개별

처리 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거나 직접 배출되어 석유화학단지 내 하천(여천천,

매암천, 대정천, 고사천, 외황강)또는 바다(온산해, 장생포해, 용연해)로 방류되고 있

다.

사업장 중 화학물질 제조시설이 8개소(22.2%)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기타 분

류되지 않은 물질 제조시설 6개소(16.7%), 폐수처리시설·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제조시설·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이 각각 5개소(13.9%), 섬유제품 제조

시설·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4개소(11.1%)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각의 사업장은 업종별로 폐수처리시설(Wastewater Treatment, WT), 화

학물질 제조시설(Chemical compound Manufacturing, CM), 섬유제품 제조시설

(Fibers Manufacturing, FM),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Synthetic

resin and other plastic product Manufacturing, SM),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

시설(Petrochemical basic compound Manufacturing, PM),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Nonferrous Metallurgy, NM), 기타 분류되지 않은 물질 제조시설

(Other Facility, OF)의 7개 업종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중금속 6종(Cu, Pb, Se, As, Hg, Cd)과 

VOCs 10종(Benzene, DEHP, Carbon tetrachloride, Dichloromethane, Vinyl chloride,

Acrylonitrile, Chloroform, 1,2-dichloroethane, 1,4-dioxane, Bromoform) 및 CN,

Phenol 등 총 18종을 조사대상 물질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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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s
Ndetected

(Ntotal=36)

Concentration(㎎/ℓ)
Effluent 

standardFrequency

(%)
Max Average

Cu 12 30.8 2.314 0.096 3

Pb 3 7.7 0.040 0.003 0.5

Se 8 20.5 1.128 0.047 1

As 0 0 N.D N.D 0.25

Hg 10 25.6 0.0240 0.0010 0.005

Cd 1 2.6 0.006 0 0.1

1) 중금속류 배출 특성

폐수배출사업장 방류수 중의 중금속 분석 결과는 Table 26과 같다.

중금속 중 구리가 12개 사업장에서 검출되어 검출률이 33.3%로 가장 높았다. 그 

외 수은 10개, 셀레늄 8개, 납 3개, 카드뮴 1개 사업장 순으로 검출되었다. 한편 비

소가 검출된 사업장은 없었다.

36개 사업장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폐수처리시설에서 수은 1건을 제

외하면 모든 사업장에서 기준을 만족하였다.

중금속 중 가장 많이 검출된 구리의 검출농도는 0.006~2.314 ㎎/ℓ로 높은 농도로 

검출된 기타시설(절연선, 케이블 제조업)과 폐수처리시설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평균 

농도는 0.096 ㎎/ℓ로 배출허용기준의 3.2%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김승호(2016)둥의 연구에서 광주 지역의 폐수배출사업장 94개소의 구리 배출특성

을 연구한 결과에서 0.008~8.070 ㎎/ℓ로 검출되었고 전자부품업종에서 높게 검출

되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40].

구리는 내구성, 연성, 전성, 전기 및 열전도도가 높기 때문에 전선, 파이프, 밸브,

이음매, 건축자재, 피복제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구리화합물은 악취제거, 살균

제, 탈취제, 염료, 인쇄, 식품첨가제 등으로 산업저변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구리는 인체 위해성 보다는 수생태계의 위험성이 높고 국내 산업에서 사용량이 

많으며 수계 내 검출빈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러한 

수생태계 위해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배출허용기준 가이드라인을 강화된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셀레늄, 수은의 경우 검출빈도는 20.5~25.6%였으나 대부분 미량 농도로 검출되었

고, 카드뮴은 검출빈도가 1건으로 낮아 오염 부하량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26. Analysis of heavy metals in wastewater effl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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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Detected heavy metals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Se, Hg, Cd, Cu

Chemical compound manufacturing Pb, Se, Hg, Cu

Fiber material manufacturing Se, Hg

Synthetic resin and other plastic material 

manufacturing
Hg, Cu

Petrochemical basic compound manufacturing Se, Hg, Cu

Nonferrous metal refining, smelting, alloy 

manufacturing
Pb, Se, Cu

Other compounds not classified manufacturing Se, Cu

폐수처리시설에서는 구리, 셀레늄, 수은, 카드뮴 등이 검출되었으며 구리 농도가 

0.006~0.165 ㎎/ℓ범위였다. 화학물질 제조시설에서는 구리, 납, 셀레늄, 수은이 미

량으로 검출되었다. 섬유제품 제조시설에서는 셀레늄이 1.128 ㎎/ℓ으로 1회 검출되

었다.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에서는 구리와 셀레늄이 비교적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으며, 기타 분류되지 않은 물질 제조시설에서는 구리농도가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이 조사대상 업종별로 검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중금속의 농도와 종

류가 다양하여 Table 27에 정리하였는데, 이는 환경부(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

고 검출농도는 더 낮았다[41].

본 연구에서와 같이 단편적인 조사 결과만으로 해당 업종별 특정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업종별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검출 가능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폐수가 배출되는 공정별로 검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파악하여 업종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별도로 관리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규

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Table 27. Heavy metals detected b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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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중금속 배출 특성을 Fig. 15.~16.에 나타내었다.

Fig. 15. Average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 WT : 폐수처리시설, CM : 화학물질 제조시설, FM : 섬유제품 제조시설 

SM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PM :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NM :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OF :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물질 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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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Frequency of heavy metals

* WT : 폐수처리시설, CM : 화학물질 제조시설, FM : 섬유제품 제조시설 

SM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PM :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NM :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OF :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물질 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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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
Ndetected

(Ntotal=36)

Concentration(㎎/ℓ)
Effluent 

standardFrequency

(%)
Max Average

1,4-dioxane 9 25.0 13.252 0.907 4.0

Benzene 3 8.3 0.081 0.005 0.1

DEHP 7 19.4 0.0276 0.003 0.8

Dichloromethane 1 2.8 0.662 0.018 0.2

Chloroform 4 11.1 0.709 0.025 0.8

Acrylonitrile 1 2.8 0.188 0.005 1.0

1,2-dichloroethane 1 2.8 0.149 0.004 0.3

Bromoform 1 2.8 0.0073 0 0.3

2)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특성

사업장의 폐수처리 방류수에 대한 VOCs 농도와 검출빈도는 Table 28과 같다.

Table 28. Analysis of VOCs in wastewater effluent

VOCs 중 1,4-다이옥산이 9개 사업장에서 검출되어 검출률 25.0%로 가장 높았다.

그 외 DEHP 7개, 클로로폼 4개, 벤젠 3개, 디클로로메탄‧아크릴로니트릴‧1,2-디클로

로에탄‧브로모포름이 각각 1개 사업장 순으로 검출되었다. 한편 사염화탄소, 염화비

닐이 검출된 사업장은 없었다.

36개 사업장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화학물질 제조시설에서 2건(디클

로로메탄, 1,4-다이옥산),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 물질 제조시설,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시설에서 각각 1건(1,4-다이옥산)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기준을 만족하였

다.

디클로로메탄은 화학물질 제조시설(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시설)에서 1건 검

출되었는데 배출허용기준(0.2 ㎎/ℓ)보다 3배 이상 높은 농도(0.662 ㎎/ℓ)였으며 에

탄올 관련제품 제조시설에서 검출되었다. 디클로로메탄은 염화메틸 또는 메탄을 염

소화하거나 클로로포름을 아연과 아세트산으로 환원하면 얻어지는 화합물로서 주로 

반응용제, 냉매나 세척제 등으로 쓰이고 주로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며 발암가능성 

물질로 보고되고 있다.

1,4-다이옥산은 검출빈도가 가장 높고 여러 업종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높

은 농도를 나타내었는데 주로 화학물질의 합성 및 용매, 그리고 세정제, 페인트, 광

택제, 니스, 코팅제, 왁스 등 제조 시 유기용제의 안정제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

으며[42], 고리구조로 되어 있어 혐기성 처리로도 용이하게 분해되지 않고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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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처리공정에서도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3].

Fig. 17. Average concentration of VOCs

* WT : 폐수처리시설, CM : 화학물질 제조시설, FM : 섬유제품 제조시설 

SM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PM :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NM :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OF :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물질 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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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Frequency of VOCs

* WT : 폐수처리시설, CM : 화학물질 제조시설, FM : 섬유제품 제조시설 

SM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PM :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NM :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OF :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물질 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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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
Ndetected

(Ntotal=36)

Concentration(㎎/ℓ)
Effluent 

standardFrequency

(%)
Max Average

CN 11 30.6 22.37 0.140 1

Phenol 12 33.3 2.406 0.628 5

3) CN, Phenol 배출특성

사업장의 폐수처리 방류수에 대한 CN, phenol의 농도와 검출빈도는 Table 29에 

나타내었다.

폐수처리 방류수 36개 중 시안은 11개소, 페놀은 12개소로 검출되어 검출률은 각

각 30.6%, 33.3%로 나타났다.

시안의 최대농도가 22.37 ㎎/ℓ로 나타난 1개소(기타 분류되지 않은 물질 제조

시설 : 절연선, 케이블 제조시설)를 제외하고는 모두 배출허용기준 이내(0.01~0.10

㎎/ℓ)를 나타내었다.

페놀은 0.010~2.406 ㎎/ℓ로 나타나 배출허용기준(5 ㎎/ℓ)을 초과한 경우가 없었

으나 2017년 이후 배출허용기준이 보다 강화된 기준(1.0 ㎎/ℓ 이하)이 적용되므로 

1.0 ㎎/ℓ이상으로 검출된 업종(섬유제품 제조시설, 합성고무 제조시설)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페놀은 수지, 섬유, 접착제, 철강, 알루미늄, 가죽, 고무 등의 제조 

업종 및 소독제, 세척제와 같은 상업용 제품 중에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44].

Table 29. Analysis of CN, phenol in wastewater effluent

시안, 페놀은 모든 업종에서 검출되었으며 1개 업소를 제외하면 농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낙동강 수계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발생현황 조사결과에서도 업종별 배출량은 1,

2종이 약 78.5%로 전체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물질 순위는 페놀 > 납 > 카드뮴 > 다이옥산 > 시안으로 나타나 이들 물

질을 우선순위로 관리하여 하류부 취수원에 미치는 악영향을 낮추어야 한다는 관리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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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Average concentration of CN, phenol

* WT : 폐수처리시설, CM : 화학물질 제조시설, FM : 섬유제품 제조시설 

SM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PM :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NM :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OF :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물질 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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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Frequency of CN, phenol

* WT : 폐수처리시설, CM : 화학물질 제조시설, FM : 섬유제품 제조시설 

SM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PM :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NM :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OF :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물질 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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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treatment 

process

Capacity

(㎥/d)
Design water quality

NO. of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Denipho 85,000 600 ppm(BOD) 19

4.2.2. 산업폐수 종말처리장

현행 산업폐수관리체계에서 일반오염물질 처리중심인 폐수종말처리장의 유입수 

및 방류수 중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검출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의 개별업체 생산 공정에서 발생된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일부는 폐

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어 처리가 되지 않고 수계로 방류될 수 있기 때문에 수질오

염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수계유입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정수

질유해물질을 수계로 직접 배출하는 배출원인 개별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체계화된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개별업체 배출수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기준은 있으나, 폐

수종말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폐수종

말처리장으로부터 특정수유해물질이 수계로 방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다.

또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출 실태조사 및 종합적인 관리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울산 석유화학공단 내에 위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에서는 현재 

BOD 등 7개 항목만 규제하고 있어 고농도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유입되면 폐수종

말처리장의 전반적인 처리효율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방류수의 

오염물질 농도가 증가하여 배출수역 수생태계 오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폐수종말처리장은 석유화학공업단지 내 19개 폐수배출업체의 폐수를 생물학적 처

리 및 화학적 처리 후 외황강으로 방류하고 있어 미량유해물질의 오염이 우려되므

로 폐수처리장 유입 및 방류수의 VOCs 특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폐수종말처리장의 처리공법 및 용량 등 현황은 Table 30, Fig. 21.에 정리하였다.

Table 30. Status of WWTP(Wastewater Treatment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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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Monthly inflow and outflow in WWTP(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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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종말처리장의 주요 처리 공정은 침사지 → 수질균등조 → 생물반응조 → 이

차침전지 → 고속응집침전조 등이다.

수질균등조에서는 합리적인 유입유량 조정을 고려한 유입펌프가 운전되고 있으며 

독성물질 유입 시 안정적인 운전(독성물질 감지기 설치)이 가능하다. 생물반응조는 

간헐포기조, 호기조, 탈기조로 구성된 고도처리시설로서 유입부하와 유동변동에 대

처가 용이한 운전을 가능하게 하고 이 공정에서는 유기물질, 질소, 인을 제거한다.

이단침전지 후단에는 고속응집침전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공정에서는 생물반응

조의 처리수 내 잔류물질인 난분해성 COD, 색도, T-P가 제거된다. 독성물질 유입 

시 고속응집침전조에 약품처리 후 생물학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46].

본 연구에서는 2016년 12월~2017년 4월까지 총 5회 채수하여 VOCs 11항목을 분

석하였다.

유입수에서 Acrylonitrile, Chloroform, 1,2-dichloroethane, Benzene, 1,4-dioxane 등 

5개 항목에서 검출되었으나 대부분 배출허용기준 이내의 미량이었다. 분석한 항목 

중 가장 높은 농도로 검출된 항목은 1,4-dioxane으로 유입수, 방류수에서 모두 검출

되었으나 배출허용기준에 비해서 매우 낮은 농도였으며 제거율은 매월 차이가 있었

으나 64.2~92.6%로 나타났다.

아크릴로니트릴의 경우 유입수에서 0.021~1.787 ㎎/ℓ으로 매월 농도변화가 있었

으나, 방류수에서는 조사 기간 동안 모두 불검출이었다.

클로로포름의 경우 유입수에서 0.008~0.012 ㎎/ℓ으로 미량 검출되었고, 방류수는 

모두 불검출이었다. 클로로포름의 경우 유입수에서 미량 검출되었다가 공정 중에 

제거되기도 하고 생산되기도 하는 사례가 있는데, 본 조사에서는 극미량 또는 불검

출로 조사되었다.

1,2-디클로로에탄의 경우 0.010 ㎎/ℓ이내의 매우 낮은 농도로 일정하게 검출되었

으며, 벤젠 또한 2017년 1월을 제외하고 대부분 0.007 ㎎/ℓ이내의 매우 낮은 농도

로 검출되었다.

특정수질유해물질별 유입수 및 방류수 중 제거율을 분석한 결과, 방류수 중 휘발

성 유기화합물이 대부분 불검출이었으며 방류수에서 검출된 1,4-다이옥산의 경우 평

균 제거율이 76.5%로 나타났다.

1,4-다이옥산은 폐수처리공정에서 제거되지 않거나 반응 중간에 축합반응에 의해 

부산물로서 형성될 수도 있으며 국제 발암성 연구소(IRAC)에서 인체 발암의심 물질

(2B)로 규정한 만큼 발생원에서의 관리가 특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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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17.1. 17.2. 17.3. 17.4.

In Out In Out In Out In Out In Out

Vinyl chloride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1,1-dichloro

ethylene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Acrylonitrile 0.045 ND 0.180 ND 1.787 ND 0.021 ND 0.056 ND

Dichloro

methane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Chloroform 0.009 ND 0.012 ND ND ND ND ND 0.008 ND

1,2-dichloro

ethane
0.006 ND 0.007 ND 0.006 ND ND ND 0.010 ND

Benzene 0.006 ND 0.022 ND 0.006 ND 0.007 ND 0.005 ND

CCl4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1,4-dioxane 1.083 0.327 0.853 0.225 0.757 0.134 0.962 0.071 0.480 0.172

Bromoform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DEHP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Table 31. VOCs concentration in WW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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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VOCs concentration in WWTP(lower)

* LOQ(Limit of Quantification) : 정량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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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VOCs concentration in WWTP(higher)

* LOQ(Limit of Quantification) : 정량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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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mpany
Inflow rate

(㎥/d)
Business type

1 A 3,855 Synthetic resins and other plastic material manufacturing

2 B 589 Other basic organic matters manufacturing

3 C 1,909 Other basic organic matters manufacturing

4 D 9,710 Petrochemical basic compound manufacturing

5 E 811 Other textile product manufacturing

6 F 2,855 Petrochemical basic compound manufacturing

7 G 138 Petrochemical basic compound manufacturing

8 H 2,954 Other textile product manufacturing

9 I 2,080 Petrochemical basic compound manufacturing

10 J 940 Other basic organic matters manufacturing

11 K 4,197 Industrial gas manufacturing

12 L 1,419 Synthetic resins and other plastic material manufacturing

13 M 249 Synthetic resins and other plastic material manufacturing

14 N 3,681 Petrochemical basic compound manufacturing

15 O 187 Basic inorganic matters manufacturing

16 P 7,437 Petrochemical basic compound manufacturing

17 Q 333 Petrochemical basic compound manufacturing

18 R 4,839 Other basic organic matters manufacturing

19 S 8,249 Synthetic rubber manufacturing

4.2.3.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하는 업체

폐수처리장으로 고농도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유입되면 폐수종말처리장의 전반적인 

처리효율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최종적으로 방류수의 오염물질 농도가 증가하여 배

출수역 수생태계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48].

울산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산업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다량의 폐수는 개

별 업체가 일차적으로 처리한 후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져 최종 처리되어 두왕천으

로 방류되고 외황강으로 흘러들어 동해로 유입된다.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19개 업체별 폐수의 배출유량은 업체규모에 따라 

138~9,710 ㎥/d 까지 매우 다양하므로 저농도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배출 

유량이 큰 업체의 경우 부하량 변동에 영향을 다르게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오염물

질 농도(㎎/ℓ)와 폐수 배출량(㎥/d)을 곱하여 오염 부하량(g/d)을 계산하였다.

Table 32. Wastewater discharge by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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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AC DC CF 1,2-D BZ 1,4-D BF DEHP

A 31 0 0 0 0 0 0 0

B 0 390 33 88 0 0 0 0

C 0 0 1,353 0 90 0 0 0

D 0 0 0 0 0 51,978 0 28

E 0 0 0 0 66 0 0 0

F 0 0 0 0 0 0 0 0

G 0 0 0 0 0 0 0 0

H 0 0 0 0 0 130 0 0

I 0 0 98 12 0 422 0 6

J 0 0 0 0 0 7,077 0 0

K 0 0 0 0 0 0 0 0

L 0 0 0 0 0 2,820 0 9

M 0 0 0 0 0 0 18 0

N 0 0 0 0 0 11 0 0

O 0 0 0 0 0 0 0 0

P 0 59 0 0 0 424 0 0

Q 0 0 0 0 0 0 0 0

R 0 0 131 0 0 0 0 0

S 1,551 0 0 0 0 0 0 0

유해물질별 오염 부하량은 6~51,977 g/d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10 ㎏/d 미만으로 

나타났다.

방류량이 조사대상 업체 중 가장 많은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인 D 업

체에서 1,4-다이옥산의 부하량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52 ㎏/d) 그 외 클로로포름,

아크릴로니트릴이 다른 물질에 비해 비교적 큰 부하량을 나타내었다.

Table 33. Wastewater load by company (Unit : g/d)

* AC : Acrylonitrile, DC : Dichloromethane, CF : Chloroform, 1,2-D : 1,2-dichloroethane

  BZ : Benzene, 1,4-D : 1,4-dioxane, BF : Bromo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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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11종 중 1,4-다이옥산이 0.044~7.529 ㎎/ℓ로 배출허용기준 초

과율(10.5%)이 가장 높았고 디클로로메탄이 0.008~0.662 ㎎/ℓ로 배출허용기준을 1

회 초과하였다. 검출빈도는 1,4-다이옥산(36.8%), 클로로포름(21.1%), DEHP(15.8%)순

으로 나타났으며, 1,1-디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염화비닐은 모든 방류수에서 검

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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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Contaminant concentration in wastewater

* AC : Acrylonitrile, DC : Dichloromethane, CF : Chloroform, 1,2-D : 1,2-dichloroethane

  BZ : Benzene, 1,4-D : 1,4-dioxane, BF : Bromo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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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Pollutant load in wastewater

* AC : Acrylonitrile, DC : Dichloromethane, CF : Chloroform, 1,2-D : 1,2-dichloroethane

  BZ : Benzene, 1,4-D : 1,4-dioxane, BF : Bromo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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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위해성 평가[49]

4.3.1. 위해성 평가의 개념

위해도란 유해물질의 특정 농도나 용량에 노출된 개인 혹은 집단에서 유해한 결

과가 발생할 확률 또는 가능성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OECD).

위해성(Risk) = 유해성(Hazard) × 노출량(Exposure)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위해성 평가 방법은 미국의 국가연구위원회(NRC)와 

국립과학원(NAS)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여기에는 유해성 확인(hazard identification),

용량-반응 평가(dose-response assessment), 노출 평가(exposure assessment) 및 위해

도 결정(risk characterization)의 주요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Fig. 26.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model(NRC/NAS,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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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Classification

1 Human carcinogen

2A Potentially human carcinogen

2B Human carcinogenic substance

3 Substances that are difficult to classify as human

4 Human non-cancerous substance

Group Classification

A Human carcinogen

B1, B2 Potentially human carcinogen

C Human carcinogenic substance

D Substances that are difficult to classify as human

E Human non-cancerous substance

1) 유해성 확인

유해성 확인은 대상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단계로 EPA와 IARC의 발암분류표를 주로 이용한다. EPA의 경우 Group

B(발암가능성 유력)는 B1(인체 발암성이 역학적으로 확인된 등급)과 B2(인체 실험 

자료는 불충분하지만 충분한 동물실험 자료가 있는 등급)로 구분한다.

Table 34. Carcinogenicity classification of IARC

Table 35. Carcinogenicity classification of EPA

2) 용량-반응평가

용량-반응평가는 어떤 유해물질의 특정 농도에 노출되었을 경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량적으로 결정하는 단계로써 최종 결과인 

CSF(Cancer Slope Factor)는 유해도 평가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용량-반응 곡선에서 기울기 또는 선형계수의 95% 상한값으로 단위 노출용량(㎎/㎏‧d)

당 초과발암확률을 의미한다.

Cancer Slope Factor = risk per unit dose = risk pe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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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출평가

노출평가는 위험성이 확인된 어떤 물질에 대하여 여러 가지 환경매체들과의 접촉

을 통해서 얼마만큼 노출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노출이 예상되는지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단계로 노출의 경로는 대기 중 흡입, 음용수 및 음식물의 섭취, 오염된 토

양의 경구흡입, 피부접촉 및 토양증기의 흡입 등이 있다.

4) 위해도 결정

발암 위해성 평가는 EPA에서 위해성 평가에 사용되는 허용 위해도 수준인 1.0E-5

와 비교하여 이보다 높은 수준이면 위해성이 높음을 위미하고 낮은 수준이면 위해

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비발암위해도는 산출된 각각의 위해도 지수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상 위해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며, 1이하인 경우에는 

건강상 위해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비발암위해도(non cancer risk, HQ) = E / RfD

HQ : Hazard quotient

RfD : reference dose (㎎/㎏-d)

발암위해도(cancer risk, CR) = E × SF

E : 노출량 (㎎/㎏-d)

SF : cancer slope factor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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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NO 123-91-1

Molecular weight 88.10

Chemical formula C4H8O2

Boiling point 101.1 ℃

Melting point 11.8 ℃

Vapor pressure 40 mmHg at 25 ℃

Density 1.0337 g/㎖ at 20 ℃

Water solubilities Miscible with water

Other solubilities Miscible with ethanol, ether, acetone

Henry's Law constant 4.80 × 10-6 atm-㎥/mol at 25 ℃

4.3.2. 생태위해도 결정[50]

앞서 조사했던 울산 관내 653개 폐수배출사업장 방류수 내 VOCs 중 수질배출허

용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1,4-다이옥산과 디클로로메탄이다.

이 항목들이 환경 중 수준이 수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계산법

과 물벼룩 독성평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1,4-다이옥산과 디클로로메탄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Table 36~37, Fig. 25.~26.에 

나타내었다.

Table 36. Physical/Chemical properties of 1,4-dioxane

Fig. 27. Chemical structure of 1,4-diox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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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NO 75-09-2

Molecular weight 84.93

Chemical formula CH2Cl2

Boiling point 40 ℃

Melting point -95.1 ℃

Vapor pressure 1.15 × 102 mmHg at 25 ℃

Density 1.3266 g/㎖ at 20 ℃

Water solubilities 1.30 × 104 ㎎/ℓ at 25 ℃

Other solubilities
Miscible with ethanol, ether, dimethylformamide :

soluble in carbon tetrachloride

Henry's Law constant 3.25 × 10-3 atm-㎥/mol at 25 ℃

Table 37. Physical/Chemical properties of dichloromethane

Fig. 28. Chemical structure of dichloromethane

1,4-다이옥산은 용제, 세정제, 안정제로 사용되며 토양과 부유물질에 잘 흡착되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내며, 공장 유출수에서 흔히 발견된다.

주로 폴리에스터 중합공정에서 에스터 반응의 부산물로 배출된다[51].

디클로로메탄은 색과 냄새가 없으며,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고 휘발성과 불연성

이다. 주요 배출원은 페인트 박리제, 제약공정 용매, 중금속 세척제 등이다[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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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종말점(end point)이란 화학물질 위해성과 관련된 특정한 독성을 정성 또는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화학물질의 생태 유해성은 다음과 같은 독성항목

으로 표현한다[53].

① 반수치사농도(LC50)

화학물질의 급성독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구배를 둔 시험농도 범위 내에서 시험

생물의 50%가 치사되는 때의 농도를 의미한다. 이 때 시험생물의 노출은 일반적으

로 24~96시간의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이 값이 낮을수록 해당물질의 급성독성 수준

은 높아진다.

② 악영향 무관찰농도(NOEC)

만성독성 등 노출-반응시험에서 노출군과 대조군 간 악영향의 발현 수준에 통계

적 유의성이 없는 최고 시험농도를 말한다. NOEC 값이 높을수록 해당물질의 만성

독성 수준은 낮아짐을 의미한다.

③ 급·만성 독성비율(ACR)

Acute-Chronic Ratio은 급성독성 지표인 LC50과 만성독성 지표인 NOEC의 비율이

다. 이 값이 클수록 해당물질의 급성독성은 낮으나, 만성독성이 큼을 의미한다. 또

한 ACR은 해당물질의 PNEC값 도출시 불확실성에 의한 평가계수(assessment

factor)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 항목이 되기도 한다.

④ 서술형 독성종말점

생태유해성을 정량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독성종말점을 정성적 또는 서술

형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면, 유생기형 유발, 수정란 발생 저해, 광합성 저해, 세포

증식 억제, 최기형성, 근성장 저해 등이며, 주로 만성독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

용된다.

예측 무영향농도(PNEC : Predicted No Effect Concentration)란 생태계에 서식하

는 생물에게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예측되는 환경 중 농도를 말하며 생

태위해성평가의 기준이 된다.

PNEC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NOEC를 바탕으로 평가계수를 적용하게 되는데, 평

가계수는 각 영양단계의 독성 값에 따라서 10에서 1,000까지 차등하게 부여한다.

평가계수 추론의 과정에서 고려되는 불확실성은 (1)실험실간·실험실내에서의 독성

자료의 차이, (2)종간 종·내에서의 생물학적 차이, (3)단기노출을 장기간 노출로 외

삽 시 이에 따른 차이, (4)실험실 내에서 생산된 자료를 실제 환경 중으로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차이 등이며 각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별도로 없으면 

Table 38의 평가계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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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liable toxicity data Evaluation factor

Acute toxicity 1 1,000

Acute toxicity 3 100

Chronic toxicity 1 100

Chronic toxicity 2 50

Chronic toxicity 3 10

Table 38. Evaluation factor according to the number of available toxicity data

* 대표적인 영양단계 : 어류(3단계), 물벼룩(2단계), 조류(1단계)

생태위해도 결정은 환경위해성 평가의 제 4단계로서 화학물질의 PEC와 PNEC의 

비율인 위해지수(RI : Risk Index)를 계산하고 생태위해성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이

다[54].

유해지수(HQ)는 PEC와 PNEC 값의 비로서 위해수준을 나타내며, 이 때 

PEC/PNEC 비가 1.0 보다 클 경우에는 해당물질의 노출로 인한 위해 가능성이 있

다고 간주한다(unacceptable).

위해지수가 1.0 이하이나, 0.02 이상인 경우 생태 위해성은 낮으나 생태 위해도 관

리가 필요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acceptable but risk management).

위해지수가 0.02 미만인 경우 해당 물질의 생태 위해도는 무시할 수 있다

(negligible).

계산을 위한 데이터 자료는 주로 EXOTOX database[55]의 급성 및 만성 시험 데

이터 값을 이용하였다.

1,4-다이옥산의 산업폐수 방류수 평균값인 0.907 ㎎/ℓ(PEC)과 4.7 × 106 ㎍/ℓ

(LC50)에서 RI는 0.02 미만(1.93 × 10-7)으로 위해하지 않았다.

디클로로메탄도 마찬가지로 산업폐수 방류수의 평균값인 0.018 ㎎/ℓ(PEC)과 

3.1 × 104 ㎍/ℓ(LC50)에서 RI는 0.02 미만(5.81 × 10-7)으로 위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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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Exposure

period

Concentration(㎎/ℓ)

0 400 800 1,200 1,600 2,000

Immobilized average individuals
24hr

0 0 0 0 2 20

Rate of immobilization(%) 0 0 0 0 10 100

Immobilized average individuals
48hr

0 0 0 2 16 20

Rate of immobilization(%) 0 0 0 10 80 100

4.3.3. 1,4-다이옥산의 물벼룩 급성독성평가

1,4-다이옥산은 산업 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인위적인 산물로 우리나라의 경우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제조하는 공장이 주 배출원으로 특히 4대강 유역 중 섬유산업

이 밀집되어 있는 낙동강 수계에서 주로 검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울산 산업폐수 방류수 중에도 고농도로 존재하여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지 

않고 잔류하고 있는 1,4-다이옥산의 수서생태계 서식 생물에 대한 영향을 규명하고

자 생물검정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1,4-다이옥산은 시중에 시판되는 1,000 ㎎/ℓ 표준용액(Accu Standard)을 구입하

여 물벼룩 배양액으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시험농도는 예비시험 결과를 기초로 하여 400, 800, 1,200, 1,600, 2,000 ㎎/ℓ로 

선정하였다. 각 농도별로 준비된 시험용액 50 ㎖를 비이커에 넣고, 비이커마다 물벼

룩 5마리씩 투입하고 4개의 반복구를 두어 시험농도 당 총 20마리의 물벼룩을 사용

하였다.

시험시간은 총 48시간이었으며 최종 관찰점(end point)은 유영저해(immobilization)로

서 24시간과 48시간 후에 노출중인 개체를 관찰하였다.

물벼룩의 50%가 유영저해를 받는 반수영향농도(EC50)값을 구하였는데, EC50값의 

산출은 독성시험 결과에 따라 Trimmed Spearman-Karber, Probit method를 이용하

였다. Daphnia magna를 이용하여 1,4-다이옥산의 급성독성시험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39와 같다.

Table 39. Accurate immobilization test of 1,4-dioxane to Daphnia magna

24시간 후 1,200 ㎎/ℓ이하의 농도에서는 물벼룩 유영저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1,600 ㎎/ℓ에서 10%, 2,000 ㎎/ℓ에서 100% 유영저해가 관찰되었다.

48시간 후에는 800 ㎎/ℓ이하의 농도에서는 물벼룩 유영저해가 나타나지 않았으

나 1,200 ㎎/ℓ에서 10%, 1,600 ㎎/ℓ에서 80%, 2,000 ㎎/ℓ에서 100% 유영저해가 

관찰되었다.

1,4-다이옥산에 노출된 Daphnia magna의 급성독성시험 결과로 반수영향농도(EC50)

와 무영향 관찰농도(NOEC)값을 산출하여 sigmoid curve를 작성하였다(sigma plot

program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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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The concentration-response curve of daphnia magna toxicity test

on 1.4-diox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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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50 Toxicity

< 0.1 ㎎/ℓ very high toxic

0.1 ~ 1 ㎎/ℓ highly toxic

1 ~ 10 ㎎/ℓ moderate toxic

10~ 100 ㎎/ℓ slightly toxic

> 100 ㎎/ℓ practically non-toxic

1,4-다이옥산의 24시간과 48시간의 EC50값과 95% 신뢰구간은 각각 1,744(1,685~1,805)

㎎/ℓ, 1,409(1,320~1,504) ㎎/ℓ이었고, NOEC값은 24시간 1,200 ㎎/ℓ, 48시간 800

㎎/ℓ으로 물벼룩 독성 값은 매우 낮았다(TU 0.06~0.07).

EC50값에 따른 독성 정도는 Table 40과 같다.

1,4-dioxane은 1,409~1,744 ㎎/ℓ으로 100 ㎎/ℓ이상이므로 독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40. Toxicity according to a EC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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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Exposure

period

Concentration(㎎/ℓ)

0 40 80 120 160 200

Immobilized average individuals
24hr

0 0 0 0 4 20

Rate of immobilization(%) 0 0 0 0 20 100

Immobilized average individuals
48hr

0 0 0 4 12 20

Rate of immobilization(%) 0 0 0 20 60 100

4.3.4. 디클로로메탄의 물벼룩 급성독성평가

시험농도는 예비시험 결과를 기초로 하여 40, 80, 120, 160, 200 ㎎/ℓ로 선정하였

다. 시험시간은 총 48시간이었으며 최종 관찰점(end point)은 유영저해로서 24시간

과 48시간 후에 노출중인 개체를 관찰하여 EC50 값을 계산하였다.

Daphnia magna를 이용하여 디클로로메탄의 급성독성시험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41과 같으며 급성독성에 투입된 물벼룩의 수는 총 20마리였다.

Table 41. Accurate immobilization test of dichloromethane to Daphnia magna

24시간 후 120 ㎎/ℓ이하의 농도에서는 물벼룩 유영저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160 ㎎/ℓ에서 20%, 200 ㎎/ℓ에서 100% 유영저해가 관찰되었다.

48시간 후에는 80 ㎎/ℓ이하의 농도에서는 물벼룩 유영저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120 ㎎/ℓ에서 20%, 160 ㎎/ℓ에서 60%, 200 ㎎/ℓ에서 100% 유영저해가 관찰되

었다.

디클로로메탄에 노출된 Daphnia magna의 급성독성시험 결과로 반수영향농도

(EC50)와 무영향 관찰농도(NOEC) 값을 산출하여 sigmoid curve를 작성하였다

(sigma plot program 사용).

디클로로메탄의 24시간과 48시간의 EC50값과 95% 신뢰구간은 각각 170(162~178)

㎎/ℓ, 143(132~156) ㎎/ℓ이었고, NOEC값은 24시간 120 ㎎/ℓ, 48시간 80 ㎎/ℓ

으로 물벼룩 독성 값은 낮았다(TU 0.6~0.7).

EC50값에 따른 독성 정도는 디클로로메탄이 143~170 ㎎/ℓ(100 ㎎/ℓ 이상 구간)

이므로 독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독성물질에 대한 생물검정에서 1종의 결과만으로 독성을 평가하기에

는 제한적이며 다양한 수서생물을 이용한 생물검정을 통하여 정확한 독성이 평가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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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The concentration-response curve of daphnia magna toxicity test

on dichlorometh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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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특정수질유해물질 제거방법 

일반적인 폐수처리 공정은 물리적 처리인 스크리닝, 침사, 응결, 침강분리, 부상분

리, 흡착, 화학적 처리인 중화, 폭기, 산화, 환원, 이온교환, 생물학적 처리인 살수 

여상법, 활성슬러지법, 혐기성소화법, 호기성소화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대부분의 폐수배출공정은 생물학적 처리인 활성슬러지법이 기본으로 몇 가

지 물리·화학적 처리 공정이 추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 시설만으로는 난분해성인 특정수질유해물질 처리가 어려우므로 가능한 

대안인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으로는 활성탄 흡착, 펜톤 산화, 오존처리, 광촉매 및 

UV radation, 생물학적 처리 방법으로는 고활성 미생물 균주를 이용한 생물학적 처

리, 2단 폭기 방식, 회분식 활성오니법, 혐기성 여상 등 공법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57].

박수형(2015)에 따르면 27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수 및 방류수의 특정수

질유해물질별 제거율은 생물학적 처리공법에서 셀레늄과 1,4-다이옥산을 제외하고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60% 이상 제거되었다[58]. 폐수종말처리장의 처리공법별로 분

류하여 구리의 제거율을 살펴본 결과 AS > MBR, Coagulation > BNR > SBR >

CO순으로 제거율이 나타나 SBR공법과 접촉 산화 공법의 제거율이 다른 공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Fig. 28.).

중금속 제거는 주로 슬러지의 중금속 흡착에 의한 것인데, 일부 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셀레늄 제거율이 평균 30%로 다른 물질에 비해 낮아 셀레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다이옥산은 슬러지에 흡착되었다가 물에 쉽게 탈착될 수 있으므로 이 항목에 

대한 추가 공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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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Removal of copper by various wastewater treatment processes

* AS : Conventional Activated sludge

BNR : Biological Nutrient Removal

SBR : Sequencing Batch Reactor

Coagulation : Chemical Coagulation and Sedimentation

CO : Contact Oxidation

MBR : Membrane Bioreactor



- 95 -

5. 결론

수질환경기준을 산정할 때에는 수질 규제대상 물질 및 모니터링 대상 물질에 대

한 오랜 데이터 축적 및 관련 연구를 통한 수질 규제 항목의 설정 및 기준 강화 등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산업계 배출수 배출허용기준 설정 시 

근거가 되는 유해물질의 배출 현황 및 위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울산의 산업폐수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 및 생태 독성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울산 관내 사업장 배출수 중 생태독성 값이 주로 나타난 6개 업종은 금속가공제

품 제조시설,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화학섬유 제조시설, 도금시설, 알콜 음료 제조시

설이었고, 이 중 독성 값이 높은 업종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과 도금시설이었다.

생태독성 값과 오염물질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아연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다.

2. 18개 배출수 중 수질환경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3개소(17%)인 반면, 생

태독성이 나타난 업체는 9개소(50%)였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폐수 방류수를 효과적

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배출허용기준과 함께 방류수 독성평가를 분석하는 것이 필

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개별 폐수배출업소에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생태독성이 유발되면 수생태계 보호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방류수의 수계배출은 대상 하천 등에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유

해화학물질의 수서생물에 대한 영향은 노출되는 시간 또는 화학물질이 작용하는 대

상 생물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방류수 배출에 의한 수서생

물의 영향평가는 급성시험 뿐만 아니라 만성시험의 필요가 있다.

또한 배출시설에 따라 생물종에 대한 민감성의 차이도 있으므로 앞으로 배출시설

에 대한 생물독성평가에는 반드시 2종 이상의 battery test로 구성되어야만 분류군

에 대한 적절한 생물독성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산업폐수 배출수는 공공수역으로 직접 방류되거나 하․폐수처리장으로 투입되는 

간접방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간접 방류되는 산업폐수의 방류량은 전체 산업

폐수 방류량의 56.3%를 차지하여 직접방류량보다 많으나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다가, 공공하수처리장을 통해 간접 방류되는 산업폐

수의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해물질에 의한 위해성의 우려가 크다.

울산 산업폐수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분석한 결과 8개 항목(1,4-다이옥산, 벤젠,

디클로로메탄, 아크릴로니트릴, 클로로포름, 1,2-디클로로에탄, 브로모포름, DEHP)에



- 96 -

서 정량한계이상으로 검출되었다. 특히 디클로로메탄은 화학물질 제조시설에서, 1,4-

다이옥산은 화학물질 제조시설, 섬유제품 제조시설,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었다. 그러므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

유한 폐수배출업종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5. 폐수처리장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분석 결과, 공정별로 희

석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방류수에서는 1,4-다이옥산만 검출되었으나 검

출농도가 수질오염 배출허용기준(나 지역)이내였다. 이번 연구에는 모니터링 기간이 

짧고 신규 등록된 특정수질오염물질 항목을 모두 적용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정 처리 후 수계로 배출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

하여 울산지역 공단의 수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공공수역으로 직접 방류되는 개별업체 폐수 내 특히 1,4-다이옥산과 디클로로메

탄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두 물질에 대해 위해성 평

가를 하였다. 직접 계산법과 물벼룩 독성시험을 통해 위해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정확한 독성영향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생물종에 의한 만성독성평가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7. 국내 폐수처리장에서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활성슬러지법으로는 셀레늄, 1,4-다이

옥산 등의 제거율이 낮으므로 활성탄 흡착, 펜톤 산화, 오존처리, 광촉매 및 UV

radation, 고활성 미생물 균주를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 2단 폭기 방식, 회분식 활성

오니법, 혐기성 여상 등 추가 시설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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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tribution and Toxicity Assessment of Specific toxic substances in 

Ulsan industrial wastewater

Lee Sun Hee

Dept. of Chem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Ulsan University

When estimating the water quality standards, it is necessary to set up water 

quality regulation and strengthen standards by accumulating long-term data 

accumulation of regulated and monitored substances. 

Water quality criteria for wastewater are focussed on the individual chemical 

parameters such as BOD, COD, T-N, T-P etc. The effluents include a mixture of 

chemicals which can affect the water quality and ecological generally.

Especially industrial wastewater contain various toxic substances which can not 

be estimated by single chemical analysis. Thus bioassay is on of the better tools 

for the assessment of toxicity for industrial efflu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centration and ecotoxicity 

of specific toxic substances in Ulsan industrial wastewater.

1. Six industries that showed ecotoxicological values among the effluent of ulsan 

wastewater is Metal products, Petroleum refining, Synthetic textile, Plating, Alcohol 

beverage, Basic inorganic chemical manufacturing. 

Among these, high toxic industry were metal processing and plating industries.  

Correlation between the ecotoxicological values and pollutants showed a high 

correlation with Zinc.

2. The rate of toxic presence TU is 50% among all the released water, but in 

case of water quality is 17%. 

From the results, the established water quality standard is not sufficient to 

protect the water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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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the effluent management have to operate the multi supplement 

between individual parameters and bioassay.

3. The effluent is continuously discharged to the stream and the effects of toxic 

chemical on aquatic organisms vary depending to the exposure time of the target 

organism, it is necessary that chronic testing as well as acute.   

Also there are differences in sensitivities to species depending on the emission 

facility, so two or more battery tests are required.

4. Indirect discharge of industrial wastewater accounts for 55.3 % of total, but the 

risk of hazardous substances is high. 

It was analyzed for hazardous substances and heavy metals in effluents of 

industrial wastewater in Ulsan.

Eight items(1,4-dioxane, benzene, dichloromethane, acrylonitrile, chloroform, 

1,2-dichloroethane, bromoform, DEHP) were detected above the limit of 

quantification.  

Especially dichloromethane has exceeded standards at chemical compound 

manufacturing facilities, 1,4-dioxane did at chemical compound manufacturing, 

Fibers manufacturing, Synthetic resins and other plastic product manufacturing 

facilities.

Therefore stringent emission limits should be applied to wastewater containing 

specific toxic substances.

5. It was analyzed for hazardous chemicals in influent and effluents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s(WWTP) in Ulsan.

Concentration of 1,4-dioxane, acrylonitrile in influent were relatively higher. 

Chloroform, 1,2-dichloroethane, Benzene in influent were relatively lower and the 

rest were not detected. 

Only 1,4-dioxane were found in effluents.

The overall management for specific toxic substances for discharge facility and 

treatment method is indispensable of direct emission or indirect discharge on the 

water ecosystem.

6. It conducted a risk assessment 1,4-dioxane and dichloromethane for exceeding 

the standard of wastewater discharged directly to public waters.

Direct calculation and Daphnia toxicity test showed no risk.

However, accurate assessment of toxic effects will require assessment of 

chronic toxicity by various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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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he removal rate of selenium and 1,4-dioxane is low by the activated sludge 

method of domestic wastewater treatment plant. 

It seems necessary to introduce additional facilities such as a Activated carbon 

adsorption, Fenton oxidation, Ozone treatment, Photocatalyst, UV radiation, 

Biological treatment with highly active microbial strain, Two-stage aeration system, 

Batch activated sludge process, Anaerobic filter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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