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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산업의 발달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증

가와 이에 따른 오염물질량의 증가로 인하여 환경

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환경오염 중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수질오염이며 우리들은 보통 물을 오염

시키는 주원인이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수질오염의 원인

은 가정에서 버리는 생활하수로 볼 수 있다. 농촌

에서 사용하는 농약과 비료, 가축의 분뇨등과 함

께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와 음식물 찌꺼기가 

물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으며 총 폐수 

발생량의 60 %가 생활하수이고 다음이 공장폐수

로 39 %, 축산폐수가 1 %의 순이다.

이와 같이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이 

많이 배출될수록 오염물질의 양이 많아져 강과 하

천의 자정능력을 떨어뜨린다. 

폐수와 생활하수 등은 규제항목 및 기준을 적용

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독성•Received 04 September 2013, revised 10 October 2013, accepted 14 Octo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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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ccording to industrialization, increased toxic chemicals discharge has been causing water pollution. 

  Especially domestic sewage is a major source of water pollution. Sixty percent of the total wastewater discharged is domestic 

sewage. Self-purification capacity of rivers and streams is drastically reduced by the emission of domestic sewage, industrial 

wastewater and livestock wastewater. 

  Although domestic sewage is managed by implementing standards and regulations, toxicity effect of domestic sewage to hu-

mans and the environment is not yet clearly understood. 

  In this study, by using daphnia magna, the ecotoxicity of domestic swage was assessed. Cl, Cu, Pb, COD, T-N, DO, pH and re-

sidual chlorine were investigated as background concentrations. The experiments were conducted with water samples obtained 

from three local sewage treatment plants. 

  The experiment results indicated that higher level of toxicity corresponds to the higher pollution concentrations. The higher level 

of combinations of background concentrations such as heavy metals leads to the worse ecotoxicity. Especially, the Cu concen-

tration affects the TU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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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다.

유해물질의 환경에 대한 유해성 확인을 위한 

기본은 그 물질의 독성평가이며 수질생태독성평

가에는 어류, 갑각류, 조류 및 수생식물을 이용

한 독성 평가가 가능하며 이러한 분류군은 규제 

기관이나 화학 산업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용되

고 있다(환경부,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물벼룩을 이용하여 생활

하수의 생태독성을 평가하고 그 배경농도의 변화

에 따른 생태독성 평가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목적 

산업발달로 인해 해마다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과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 환경부의 조사에 의하

면 전 세계적으로는 약 25만여 종, 국내에는 4만

여 종의 유해화학물질이 제조되어 사용되고 있

고, 매년 400여 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수입되거

나 제조되고 있는 실정이다(환경부, 2008).

현재 국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의 가장 큰 배출

원인 산업폐수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은 37종에(환경부, 2012) 불과한 반면, 미

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20여종에 이르는 

물질에 대하여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엄격

한 허가 및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Fujita. 

M, 2000).

또한, 지금까지는 개별 오염물질에 대해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산업폐수 배출원

을 관리하여 왔으나 수많은 유해물질에 대해 일

일이 배출기준을 설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

가 있으며 유해화학물질은 미량으로도 인체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산업폐수 배출로 인한 

유해물질 증가에 대해 보다 획기적인 관리방안

이 마련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하·폐수를 통해 배출되는 미지의 유

해화학물질의 독성을 생물체를 이용·관리하여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생태독성 관

리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 2012).

생태독성 관리제도는 산업폐수 방류수 내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생물체 또는 생물체 그룹에 

미치는 독성 영향을 분석하여, 그 영향 정도에 

따라 산업폐수 배출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기존

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이화학 분석

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미지의 오염물질로 인해 

수생태계의 건강성이 우려되었다. 그러나 수용

체 중심의 수질관리체계인 생태독성 관리제도를 

통해 미지의 오염물질에 의한 생물학적 영향을 

저감하고 건강한 수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환경부,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폐수의 유기적인 

독성물질 관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오염물질 농

도 변화에 대한 생태독성값의 영향조사를 실시

하여 실제 생태독성값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

를 찾고자 하였다.

3. 실험방법 

생태독성이란 폐수가 실험대상 생물체에 미

치는 급성독성(acute toxicity) 정도를 나타내

는 것으로, 실험대상 생물인 물벼룩(daphnia 

magna)을 폐수에 투입하여 24시간 후의 영향

율을 측정하여 TU(Toxic Unit)단위로 생태독성 

수준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시료로는 주택단지와 소규모 사업장이 위치

해 있는 지역의 A하수처리장과 주택단지가 밀

집되어 있는 지역의 B, C 하수처리장의 유입원

수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생태독성의 발현원

인 염·유기화합물 및 중금속 물질 중 Cl, Cu, 

Pb, COD, T-N, DO, pH, 잔류염소 등 유해물

질 항목에 대해 농도 변화에 따른 생태독성평가

를 하여 하수 내 유입물질 변화에 따른 생태독

성을 평가하고, 개별 오염물질에 대한 평가가 아

닌 하·폐수를 통해 배출되는 미지의 유해화학

물질의 독성에 대해 생물체를 이용하여 평가하

고자 하였다.

이 시험기준은 수서무척추동물인 물벼룩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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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시료의 급성독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시료를 여러 비율로 희석한 시험수에 물벼룩을 

투입하고 24시간 후 유영상태를 관찰하여 시료

농도와 치사 혹은 유영저해를 보이는 물벼룩 마

리수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생태독성값을 산출하

는 방법이다.

시험생물은 물벼룩인 Daphnia Magna 

Straus를 사용하였으며 시료의 희석비는 원수 

100 %를 기준으로 50 %, 25 %, 12.5 %, 6.25 

%로 하여 시험하였다. 

한 농도 당 시험생물 5마리씩 4개의 반복구를 

두었으며 시험용액의 양은 50 mL로 하였다. 

시험기간 동안 조명은 명 : 암 = 16 : 8시간

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물 교환, 먹이공급, 폭기

를 하지 않았으며 24시간 후의 유영저해 및 치

사여부를 관찰하여 원수 및 각 희석수의 EC
50
을 

구하였다.

원수 및 각 희석수의 EC
50
을 통계프로그램인 

프로빗(Probit)방법과 트림드 스피어만-카버

(Trimmed Spearman-Karber)방법을 사용하

여, 최종적으로 시료의 EC
50
값과 95 %에서의 신

뢰 구간을 구하였다(환경부, 2010).

생태독성값(TU) = 100 / EC
50
 (식 1) 

4. 결과 및 고찰 

생태독성의 주요원인 물질로는 염·유기화합

물 및 중금속 등으로 생태독성 발현원인을 살펴

보면 염(31.4 %), 유기화합물(25.7 %), 중금속

(22.8 %) 3가지가 전체 생태독성 원인물질의 80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산화제

(14.3 %)와 암모니아(5.7 %)도 생태독성 원인물

질인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 2008).

주택단지 및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A하수의 오염물질 농도를 월별 분석해 Table 1

에 나타내었다. Fig. 1에 A하수의 오염물질 농도

에 따른 생태독성값 그래프를 나타내 각각의 항

목별 패턴과 생태독성의 패턴을 비교하여 각각

의 항목별 농도의 차와 생태독성값 농도의 패턴

을 기준으로 표시하였다. 

Table 1. Concentration of pollutants in A sewage treatment plant

Division
Cl

(mg/L)
Cu

(mg/L)
Pb

(mg/L)
COD

(mg/L)
T-N

(mg/L)
DO

(mg/L)
pH

Residual 
chlorine

TU

January 318.6 0.092 0.08 82.4 37.6 9.2 6.5 0 1.9

February 288.4 0.102 0.09 78.9 33.4 8.8 6.3 0 2.0

March 303.4 0.088 0.03 68.2 24.6 4.3 7.1 0 0.5

April 287.6 0.064 0.05 73.4 26.5 9.3 5.8 0 1.0

May 283.5 0.078 0.04 69.2 30.9 7.4 6.9 0 1.8

June 311.4 0.052 0.03 71.2 22.2 7.4 6.1 0 0.5

July 296.0 0.063 0.06 63.2 23.6 7.6 6.0 0 0.5

August 322.5 0.072 0.05 60.4 24.1 5.7 7.0 0 0.4

September 258.3 0.076 0.07 68.9 28.6 7.8 7.5 0 1.41

October 266.4 0.092 0.04 65.4 25.6 7.0 7.3 0 0.6

November 277.5 0.124 0.05 74.3 29.4 7.1 7.1 0 1.9

December 280.6 0.116 0.09 76.9 30.2 7.1 6.9 0 1.9

Fig. 1.  Monthly variations of ecotoxicity and contaminants in A 
sewage treatment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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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원수 내 월별 오염물질의 농도는 하절기

에 조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러한 결과는 하절기의 상수 이용량 증가 

등에 따라 하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

로 유추할 수 있으며, 전체 오염물질 농도가 주

택밀집지역인 B, C처리장에 비해 주택과 소규모 

사업장이 공존하고 있는 A지역 하수처리장이 높

은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생태

독성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 값을 보였다.

Fig. 2, 3에서도 COD, T-N, Cu, Pb 농도

에 따른 각각의 생태독성의 패턴과 유사한 패턴

을 보이는 항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오염물질 농도별 생태독성 분포표

에 나타났듯이 중금속 농도 분포 패턴과 생태독

성값이 유사한 패턴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일반적인 pH, DO, COD의 영향보다는 

T-N, Cu, Pb 농도에 대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Cl의 농도는 최

고 322.5 mg/L, 최저 266.4 mg/L이며 최고농

도와 최저농도는 17.4 %의 변화율을 보였으며 

평균농도는 291.2 mg/L로 나타났다. Cu 농도 

변화는 최고 0.124 mg/L, 최저 0.052 mg/L로 

58.1 %의 변화율을 보였으며 평균농도는 0.085 

mg/L로 나타났다. 또한, Pb의 농도 변화는 최고 

0.09 mg/L, 최저 0.03 mg/L로 66.7 %의 변화

율을 보였으며 평균농도는 0.057 mg/L로 나타

났다. COD는 최고 82.4 mg/L, 최저 60.4 mg/

L로 26.7 %의 변화율을 보였으며 평균농도는 

71.0 mg/L이며, T-N은 최고 37.6 mg/L, 최저 

22.2 mg/L로 41.0 %의 변화율을 보였으며 평균

농도는 71.0 mg/L로 나타났다. DO는 최고 9.2 

mg/L, 최저 4.3 mg/L로 53.3 %의 변화율을 보

였으며, 평균농도는 7.4 mg/L로 나타났다. pH 

결과 값은 최고 7.5, 최저 4.3으로 42.7 %의 변

화율을 보였으며 평균농도는 6.7이며, 생태독성

(TU)의 결과 값은 최고 1.9, 최저 0.5로 73.7 %의 

변화율을 보였으며 평균농도는 1.2로 나타났다. 

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B하수처리장의 오

염물질 농도를 월별 분석해 Table 2에 나타내

었다. Fig. 4에 B하수의 오염물질 농도에 따른 

생태독성값과의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내었으며, 

Fig. 5, 6에 COD, T-N, Cu, Pb 농도에 따른 

각각의 생태독성값과의 패턴을 비교하여 그래프

로 나타내었다. A하수와 마찬가지로 COD에 비

해 T-N, Cu, Pb 등이 생태독성값과 유사한 패

턴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Fig. 2.  Monthly variations of ecotoxicity, COD, and T-N in A sew-
age treatment plant

Fig. 3.  Monthly variations of ecotoxicity, Cu, and Pb in A sewage 
treatment plant

Fig. 4.  Monthly variations of ecotoxicity and contaminants in B 
sewage treatment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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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의 결과 값을 살펴보면 Cl의 농도는 

최고 444.4 mg/L, 최저 292.4 mg/L로  최고

농도와 최저농도는 34.2 %의 변화율을 보였으며 

평균농도는 377.1 mg/L로 나타났다. Cu 농도 

변화는 최고 0.048 mg/L, 최저 0.024 mg/L로 

50.0 %의 변화율을 보였으며 평균농도는 0.036 

mg/L로 나타났다. 또한 Pb의 농도 변화는 최

고 0.032 mg/L, 최저 0 mg/L로 100 %의 변

화율을 보였으며 평균농도는 0.016 mg/L이며, 

COD는 최고 30.2 mg/L, 최저 18.6 mg/L로 

38.4 %의 변화율을 보였으며 평균농도는 24.1 

mg/L로 나타났다. T-N은 최고 22.2 mg/L, 

최저 12.3 mg/L로 44.6 %의 변화율을 보였으

며 평균농도는 17.4 mg/L이며, DO는 최고 2.9 

mg/L, 최저 0 mg/L로 100 %의 변화율을 보였

으며 평균농도는 0.5 mg/L로 나타났다. pH 결

과 값은 최고 7.1, 최저 6.4로 9.8 %의 변화율

을 보였으며 평균농도는 6.8이며, 생태독성(TU)

의 결과 값은 최고 2.0, 최저 0으로 100 %의 변

화율을 보였으며 평균농도는 0.3으로 나타났다.

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C하수처리장의 오

염물질 농도를 월별 분석해 Table 3에 나타내

었다. Fig. 7에 B하수의 오염물질 농도에 따른 

생태독성값과의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내었으며, 

Fig. 8, 9에 COD, T-N, Cu, Pb 농도에 따

른 각각의 생태독성값과의 패턴을 비교하여 그

래프로 나타내었다. C하수에서도 COD에 비해 

T-N, Cu, Pb 등이 생태독성값과 유사한 패턴

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Division
Cl

(mg/L)
Cu

(mg/L)
Pb

(mg/L)
COD

(mg/L)
T-N

(mg/L)
DO

(mg/L)
pH

Residual 
chlorine

TU

January 418.2 0.048 0.012 18.6 12.3 0 7.0 0 0

February 366.6 0.033 0 21.4 18.7 0 7.0 0 2.0

March 292.4 0.042 0.028 19.3 22.2 0 6.6 0 1.2

April 345.6 0.039 0 20.2 17.1 0 6.4 0 0

May 444.4 0.041 0.032 24.5 14.3 1.3 6.9 0 0

June 412.6 0.035 0.022 26.0 16.5 2.9 7.1 0 0

July 333.4 0.043 0.018 27.2 15.8 0.6 6.8 0 0

August 365.7 0.037 0.023 25.2 17.7 0 6.5 0 0

September 378.5 0.029 0 24.3 18.6 0.8 6.8 0 0

October 402.4 0.031 0.021 28.4 19.3 0 6.7 0 0.3

November 393.4 0.028 0.019 30.2 18.5 0 6.7 0 0

December 371.8 0.024 0.017 24.0 17.6 0 6.7 0 0

Table 2. Concentration of pollutants in the B sewage treatment plant

Fig. 5.  Monthly variations of ecotoxicity, COD, and T-N in B 
sewage treatment plant

Fig. 6.  Monthly variations of ecotoxicity, Cu, and Pb in B sewage 
treatment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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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의 결과 값을 살펴보면 Cl의 농도는 

최고 322.4 mg/L, 최저 272.4 mg/L로  최고

농도와 최저농도는 15.5 %의 변화율을 보였으며 

평균농도는 297.0 mg/L로 나타났다. Cu 농도 

변화는 최고 0.045 mg/L, 최저 0.016 mg/L로 

64.4 %의 변화율을 보였으며 평균농도는 0.030 

mg/L로 나타났다. 또한 Pb의 농도 변화는 최

고 0.042 mg/L, 최저 0mg/L로 100 %의 변

화율을 보였으며 평균농도는 0.020 mg/L이며, 

COD는 최고 33.4 mg/L, 최저 22.4 mg/L로 

32.9 %의 변화율을 보였으며 평균농도는 27.9 

mg/L로 나타났다. T-N은 최고 31.5 mg/L, 

최저 17.5 mg/L로 44.4 %의 변화율을 보였으

며 평균농도는 20.9 mg/L이며, DO는 최고 7.3 

mg/L 최저 0 mg/L로 100 %의 변화율을 보였

으며 평균농도는 1.9 mg/L로 나타났다. pH 결

과 값은 최고 7.3, 최저 6.4로 12.3 %의 변화율

을 보였으며 평균농도는 7.0이며, 생태독성(TU)

의 결과 값은 최고 1.7, 최저 0으로 100 %의 변

화율을 보였으며 평균농도는 0.5로 나타났다.

Division
Cl

(mg/L)
Cu

(mg/L)
Pb

(mg/L)
COD

(mg/L)
T-N

(mg/L)
DO

(mg/L)
pH

Residual 
chlorine

TU

January 288.4 0.029 0 22.4 17.5 0.1 7.0 0 0

February 313.1 0.031 0 25.8 26.6 0.1 7.0 0 0.4

March 296.2 0.025 0.028 26.5 19.4 4.4 7.0 0 1.2

April 322.4 0.036 0.033 27.5 31.5 3.8 6.4 0 1.7

May 296.8 0.045 0.042 27.3 19.6 0 6.9 0 1.7

June 272.4 0.027 0.016 30.1 19.0 5.6 7.1 0 0.5

July 293.2 0.030 0.024 33.4 18.1 0.7 7.3 0 0

August 304.1 0.025 0.015 32.5 17.8 0.5 7.2 0 0

September 272.8 0.016 0 28.6 21.6 0 6.8 0 0.4

October 284.5 0.027 0.020 25.7 22.5 0.6 7.0 0 0.4

November 311.6 0.036 0.023 28.4 19.1 7.3 7.0 0 0

December 307.9 0.028 0.034 26.6 18.6 0 7.0 0 0

Table 3. Concentration of pollutants in the C sewage treatment plant

Fig. 7.  Monthly variations of ecotoxicity and contaminants in C 
sewage treatment plant

Fig. 8.  Monthly variations of ecotoxicity, COD, and T-N in C 
sewage treatment plant

Fig. 9.  Monthly variations of ecotoxicity, Cu, and Pb in C sewage 
treatment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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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수의 오염물질 농도를 월별 분석하여 

생태독성 실험을 한 결과 배경농도에 따른 생

태독성의 변화 추이 및 패턴을 정확하게 비교

할 수는 없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COD, DO와 

pH, 그리고 잔류염소는 생태독성 수치에 큰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수질분석 항목인 BOD, COD의 

농도와 생태독성 값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환경부, 2003 ; 오경택 

외, 2006). 이번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Cu와 Pb

의 수치가 높을 경우 생태독성 수치가 높았으며 

오염물질의 농도 변화가 생태독성 평가에도 영

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태독성과 Cu

의 상관관계는 Fig. 10, 11, 12에 Cu와 TU에 대

한 그래프로 나타냈다. A하수처리장의 상관관

계 R2= 0.4052 B하수처리장의 상관관계 R2= 

0.007 C하수처리장의 상관관계 R2= 0.1524로 

나타났다. 상관관계가 1에 가까울수록 결과값들

의 연관이 높기 때문에 생태독성과 구리의 상관

관계 또한 배경농도가 높은 A하수처리장이 상대

적으로 Cu농도값이 낮은 다른 하수종말처리장

에 비해 0.4052로 높게 나타나 Cu농도가 높을

수록 생태독성값에 대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하수 원수 내 유해물질의 월

별 농도 변화 및 생태독성을 평가하여 오염물질

의 배경농도에 따른 생태독성의 분포도를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하수 원수 내 월별 오염물질의 농도는 하절

기에 조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하절기의 상수 

이용량 증가 등에 따라 하수 농도가 상대적

으로 낮아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전

체 오염물질 농도가 주택밀집지역인 B, C

처리장에 비해 주택과 소규모 사업장이 공

존하고 있는 A지역 하수처리장이 높은 농

Fig. 10.  Correlation between TU and Cu   
(A sewage treatment plant)

Fig. 11.  Correlation between TU and Cu   
(B sewage treatment plant)

Fig. 12.  Correlation between TU and Cu   
(C sewage treatment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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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생태

독성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 값을 보여 

오염농도가 높은 처리장에서 생태독성 또

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생활하수의 오염물질 농도를 월별 분석하

여 생태독성 실험을 한 결과 배경농도에 

따른 생태독성의 변화 추이 및 패턴을 정

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었으나 항목별 농도

가 높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생태독성값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오염물질의 농도 변화

가 생태독성 평가에도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생태독성과 Cu의 상관관계 

또한 배경농도가 높은 A 하수종말처리장

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Cu의 오염농도

가 생태독성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오염물질 농도별 생태독성 분포표에서와 

같이 중금속 농도 분포 패턴과 생태독성값

이 유사한 패턴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반적인 pH, DO, COD의 영향

보다는 T-N, Cu, Pb 농도에 대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생태독

성에 대한 유해인자로 중금속 배경농도들이 결

합할수록 악성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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