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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지 중 형광증백제 분포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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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대학교 환경 ․ 생명공학과

1. 서론
화장지 내에는 형광 증백제, 중금속, 폴리염화바이페닐(PCB),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이 첨가되어
있다. 형광 증백제는 폐지의 재활용 과정에서 표백효과를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형광 표백제라고도 불린다.
형광 증백제가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아토피나 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들에 오염된 물질을 섭취하면 장염이
나 소화기장애 증상이 생길 수 있다.
변기에 버려져 정화조의 처리효율을 감소시키고 방류수 중에 잔존하여 생물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가정용
두루마리 화장지를 실험대상 시료로 하였고 판매순위에 따라서 5개의 제품을 선정하였다.
또한 하수처리 공정에서 형광증백제의 처리효율을 관찰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정화조 오수를
처리단계별로 검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장지 상품별 형광증백제의 농도분포와 용출 특성, 그리고
하수처리 공정단계별 형광증백제 농도분포 특성을 고찰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재료로는 가정용 두루마리 화장지의 매출순위에 따라 A사 2종, B사, C사, D사 각 1종을 선정하였고, 목포
시 P하수처리장에서 1차 처리수, 2차 처리수, 최종 방류수 3단계로 나누어 현장시료를 채취하였다.
시료는 유리섬유를 통해 여과를 하고 500 mL를 취하여 회전감압농축기를 통해 50 mL로 10배 농축을 하
고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유리섬유에 여과하였다. 이 용액의 일부를 10 mm 흡수셀에
옮겨 440 nm에서 형광광도계(RF-5310PC)로 측정하였다. 형광광도계의 검출한계는 0.01 uM∼100 uM로 회
수율은 91%였다.

3. 결과 및 고찰
화장지 5개의 시료를 1 g씩 취해 농도를 산정하였다. A1 0.5 µM, A2 7.3 µM, B사 16.7 µM, C사 10.8
µM, D사 0.6 µM 의 농도값을 보였다(Table 1).
Table 1. 화장지 종류별 형광 증백제 검출농도
시료

A1

A2

B

C

D

농도(µM)

0.5

7.3

16.7

10.8

0.6

목포의 P하수처리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실험한 결과 1차 처리수(물리적 처리) 21.6 µM, 2차 처리수(생물
학적 처리) 25.9 µM, 최종 방류수 28.3 µM 의 농도값을 보였다.
화장지의 형광증백제의 농도는 B사>C사>A2>D사>A1 의 순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냈고, 하수처리 단계에
서 형광 증백제의 농도를 보면 1차 처리수 부터 최종 방류수 까지 실험한 결과, 처리수 단계별로 큰 차이가
없어 하수처리장에서 형광 증백제 제거 효율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환경 에서의 형광 증백제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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