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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antibiotic components in the final effluent from the 12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located in the 

Nakdong River basin were investigated, and the correlation between organic matters, nutrients and antibiotics was analyzed. In 
the final effluent of the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three sulfonamides antibiotics (sulfamethazine, sulfathiazole, 
sulfachlorpyridazine) and tetracyclines antibiotics (oxytetracycline, doxycycline) were detected. Sulfamethazine were detected 
at all points and ranged from 10.398 to 278.784 ng/L. Sulfathiazole were detected at 6 points (Andong, Gumi, Hapcheon, 
Miryang, Uiryeong, Haman), and ranged from 23.773 to 144.468 ng/L.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sulfathiazole and 
TSS, COD, TOC, NH3-N, NO2-N, and T-N components were high in the range of 0.73 to 0.92.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ulfamethazine and T-N was 0.48, and the correlation with the rest of the water quality components was low.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ulfamethazine and sulfathiazole was 0.78.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centration of sulfonamides antibiotics was higher than the concentration of tetracyclines antibiotics in the final effluent of 
12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in the Nakdong River basin, and the concentration of sulfathiazole increased with organic 
matters and nutr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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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연구지역인 낙동강 유역은 유역면적 23,817 km2, 유
로연장 525 km에 이르는 우리나라 제2의 하천이다(Ahn 
et al., 2016; Jung et al., 2017; Kang et al., 2019). 낙
동강은 강원도와 전북 일부를 포함하고 영남 지역의 대

부분을 통과하기 때문에 곳곳에서 도시 및 산업단지와 

농·축산 지역을 많이 접하고 있다. 이러한 오염 환경을 

규명하기 위해 낙동강 유역의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낙동강 본류의 수질 변화 및 오염된 수질 평가를 위

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Choi et al., 2012; Lim et 
al., 2015; Ahn et al., 2016; Jung et al., 2017; Park et 
al., 2018; Kang et al., 2019; Park et al., 2019). 낙동강 

유역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중금속, 영양염, 유
기물 성분을 이용한 부영양화 특성 분석에 집중되어 있

다.
최근 신종 유해물질로 주목받고 있는 의약물질에 대

한 연구는 국내 주요 수계 및 하·폐수처리장의 처리수를 

대상으로 의약물질 모니터링 및 저감에 대한 관련 연구

가 수행되고 있다(Kim et al., 2008; Lee et al., 2010; 
NIER, 2010; Kwon et al., 2011; Son and Jang, 2011). 
잔류의약물질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

해서는 배출원에서 이들 물질의 발생량과 거동에 대한 

연구 및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폐수처리공정에서 최종적으

로 배출되는 의약물질과 수질성분의 상호 반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에서는 항생물질, 항균제, 개인의약품 등을 포함

한 의약품 검출 및 분포에 대한 연구가 2000년 대 중반

부터 수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남해안의 육상 및 해상 가두리양식장에서 어류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fluoroquinolone계 항균제의 

어체내 잔류 정도를 분석하였으며(Kim et al., 2006), 한
강 수계 상수원의 취수지역에서 동물용 의약품에 의한 

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였으며(Kim et al., 2008), 
축분 퇴비화 시설 주변의 잔류 항생물질을 조사하고 분

포 특성 평가하였으며(Lim et al., 2009), 의약물질을 배

출하는 소규모 하수처리장, 축산 폐수 처리장, 축산단지, 
도축장의 유입수와 유출수 중 잔류의약물질 함량을 조사

하여 제거율에 대한 경향을 조사하였으며(NIER, 2010), 
계분 처리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의 농경지 토양, 하천수, 

저질토 내 항생물질의 잔류특성을 조사하여 평가하였으

며(Lee et al., 2010), 울산 지역의 주요 하천에서 개인용 

의약품(PPCP)의 농도와 분포 및 오염원을 추적하였으며

(Kwon et al., 2011), 국내와 국외에서 검출된 잔류 의약

물질의 거동 및 분포 현황 및 독성에 대한 종합적으로 분

석하였다(Son and Jang, 2011).
국외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북미와 유럽을 중심

으로 토양과 수계 내에서 의약물질의 분포 및 검출에 대

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중국은 2010년 이후 하구역과 

연안 등에서 항생제 성분의 분포와 농도, 거동 특성에 대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동물

용 항생제 성분이 토양과 물에서 거동하는 특성과 유기

체 및 박테리아 군집에 미치는 영향성에 관한 연구

(Sarmah et al., 2006), 환경 내 존재하는 항생제의 유입, 
성상, 이동과정, 생태계에 끼치는 효과 등 현재까지 연구

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연구(Kümmerer, 2009),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동물용 항생제에 대한 중

국 황해 연안 수생환경에서의 거동 연구(Zhang et al., 
2013), 양쯔강 하구 표층 퇴적물에서 5개 항생제 그룹에 

대한 계절별 성상과 분포에 대한 조사 연구(Shi et al., 
2014), 인간과 동물에 쓰이는 항생제의 기원 및 농도 분

포를 바탕으로 연안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 

연구(Gaw et al., 2014), 스페인 남동부 MarMenor 
lagoon의 해수와 퇴적물에서 의약물질 분석을 통해 계절

적인 분포특성 파악 및 분배계수를 결정하여 의약물질의 

주요 유출경로 파악 연구(Moreno-Gonzalez et al., 
2015), 2009년 이후 환경에서 항생제의 발생과 성상에 

대한 간단한 요약 및 토양, 침전물, 폐수 슬러지에서 미생

물의 질소 순환에 미치는 항생제의 영향과 미생물의 질

소순환에 항생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 

연구(DeVries and Zhang, 2016) 등이 수행되었다.
외국의 경우 환경 중에서의 항생물질 오염 현황 및 사

용량을 정량화하기 위한 조사를 이미 시작하였고, 잔류 

의약물질들의 인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뿐만 아니라 상

수나 하수처리 공정에서의 제거 기술에 관한 다양한 연

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국내의 경우에

는 잔류 의약물질들에 대해 전국 주요 하천과 상수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상수원

으로 이용되는 전국 주요 하천과 호소에 대해 주기적이

고 체계적인 오염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가 선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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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유역에 위치한 12개 폐수처리

시설의 최종방류수 내 항생물질과 중금속, 유기물, 영양

염 성분을 조사하였으며, 항생물질과 상관성이 높은 수

질성분을 파악하고 항생물질 사이의 상관성도 분석하였

다.

2. 재료 및 방법

무강우 기간인 2019년 5월 8~10일 동안 낙동강 유역

에 위치한 12개 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 1개 지점에

서 시료(6L)를 채수하여 항생물질과 중금속, 유기물, 영

양염 성분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폐수처리

시설은 안동(P1), 상주(P2), 구미(P3), 경주(P4), 영천

(P5), 경산(P6), 합천(P7), 함양(P8), 밀양(P9), 의령

(P10), 함안(P11), 김해(P12)에 위치하고 있다(Fig. 1). 
폐수처리시설은 축산폐수처리장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구분되며, 축산폐수처리장(단독공정)은 상주, 합천, 함
안, 김해의 4개소이고 공공하수처리장(연계공정)은 안

동, 구미, 경주, 영천, 경산, 함양, 밀양, 의령의 8개소에 

해당한다. 폐수처리용량은 축산폐수처리장에서는 150~ 
330 m3/day, 공공하수처리장에서는 4,900~320,000 
m3/day 정도로서 공공하수처리장이 축산폐수처리장에 

비해 수십 배 이상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Fig. 1. Nakdong River basin and monitoring points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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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에 대한 실내분석용 시료 

채수 시 유기물(COD, TOC), 총부유물질(TSS), 영양염

류(T-N, T-P, NO2-N, NH3-N, PO4-P), 중금속(Al, As, 
Cd, Cr, Cu, Fe, Mn, Ni, Pb, Zn) 분석용 시료는 폴리에

틸렌 병에, 항생물질 분석용 시료는 갈색 유리병에 각각 

채수하여 차광 상태로 운반하였다. 유기물, 총부유물질, 
영양염류는 수질공정시험법에 제시한 방법에 따라 분석

하였으며, 중금속 성분은 질산을 이용한 산분해법으로 

Water quality component Method Instrument

TSS Total solid dried at 105℃ -

CODmn Acidic Manganese method -

TOC High-temperature combustion method Shimadzu TOC-L
(Japan)

T-N Oxidation method

HACH DR5000
(USA)

T-P Ascorbic acid method

NH3-N Phenate method

NO2-N Colorimetric method

PO4-P Ascorbic acid method

Heavy metals Nitric acid digestion
ICP analysis

Perkin Elmer Optima 7300DV
(USA)

Antibiotics SPE method
LC/MS analysis

Shimadzu LCMS 8050
(Japan)

     

Fig. 2. Flow diagram of pre-treatment of water samples for antibiotic analysis.

Table 1. Analysis methods with water quality components in the final effluent of the wastewater treatmen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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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유기물질을 분해하는 전처리 과정을 수행한 후 

ICP-OES를 이용하여 중금속 성분의 농도를 분석하였다

(Table 1). 항생물질 성분은 고체상 추출방법(Solid 
Phase Extraction; SPE)을 적용하여 전처리를 수행한 

후 LC-MS/M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Fig. 2), 항생

물질 분석을 위한 LC-MS/MS의 운전 조건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유역에 위치한 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 내 유기물, 영양염, 중금속 성분 분석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최종방류수에서 검출

된 항생물질 중 sulfamethazine 및 sulfathiazole에 대한 

수질성분의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sulfathiazole 
성분과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 수질성분(유기물, 영양염

류 등)을 이용하여 수질성분에 대한 sulfathiazole 성분

의 회귀함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sulfonamide 계열 항생

물질인 sulfamethazine에 대한 sulfathiazole의 회귀함

수도 추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폐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의 수질성분 분석

폐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 내 유기물과 영양염 성분 

분석 결과를 Fig. 3과 Table 3에 정리하였다. TSS의 농

도는 0.667~7.833 mg/L 범위이며, 김해에서 가장 낮고 

상주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모든 지점에서 방류

수 수질기준 이하로 나타났다. COD 농도는 7.304~ 
25.232 mg/L 범위이며, 함양에서 가장 낮고 상주에서 

가장 높았으며, 모든 지점에서 COD에 대한 방류수 수질

기준(50 mg/L 이하) 이하로 나타났다. TOC는 COD와 

유사한 농도 경향을 보였으며, 농도는 4.605~23.227 
mg/L 범위이었다. T-N의 농도는 2.651~16.878 mg/L 
범위이며, 안동 지점에서 가장 높고 함안 지점에서 가장 

낮았으며, 모든 지점에서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낮았다. 
NH3-N 농도는 0.017~7.101 mg/L 범위이며, 김해 지점

에서 가장 낮고 영천 지점에서 가장 높았다. NO2-N 농도

는 0.033~9.428 mg/L 범위이며, 김해 지점에서 가장 낮

고 영천 지점에서 가장 높았다. PO4-P 농도는 0.002~ 
0.157 mg/L 범위이며, 경산 지점에서 가장 낮고 경주 지

점에서 가장 높았다. T-P의 농도는 0.030~0.451 mg/L 
범위이며, 김해 지점에서 가장 낮고 경주 지점에서 가장 

높았으며, 모든 지점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나타

났다. 상주 지점의 경우 TSS와 유기물 항목의 농도가 다

소 높으며, 경주 지점에서는 다른 항목의 농도는 비교적 

낮으나 T-P의 농도가 다소 높았으며, 김해와 합천, 함안, 

LC-MS/MS Shimadzu LCMS 8050

Column SHIMA-PACK C18 (2 mm x 75 mm)

Column temperature 35℃

Injection volume 5 μL

Flow 0.3 mL/min

Mobile phase

A : 0.1% acetic acid in water, B : Acetonitrile

Time A (%) B (%)
0 95 5
2 95 5
6 65 35
9 10 90
12 10 90

12.5 95 5
16 95 5

Ionization Electrospray Ionization (ESI, Positive)

MS condition
Temperature : Interface (150℃), DL (250℃), Heat block (400℃)

Interface voltage : 4.0 kV
CID gas : 270 kPa

Table 2. LC-MS / MS analysis conditions for antibiot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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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alysis results of organic matters and nutrients in the final effluent of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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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alysis results of heavy metals in the final effluent of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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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함양 등의 비교적 하류에 위치한 시설은 전체적으

로 상류 지점에 비해 방류수의 수질이 낮았고, 김해와 합

천, 함안 지점은 단독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

리시설과 비슷한 수준의 수질을 보였다.
폐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 내 중금속 성분 분석 결과

를 Fig. 4와 Table 3에 정리하였다. Al 농도는 0.34~ 
5.55 mg/L 범위이며, 합천 지점에서 가장 낮고 밀양 지

점에서 가장 높았다. As 농도는 0.03~0.13 mg/L 범위이

며, 구미 지점에서 가장 낮고 경산과 합천, 의령 지점에서 

가장 높았다. Cd 성분은 모든 지점에서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Cr 성분의 최고 농도는 상주 지점에서 0.05 
mg/L 로서 매우 낮은 농도를 보였다. Cu 농도는 0.00~ 
0.76 mg/L 범위이며, 안동과 상주, 의령 지점을 제외하

면 소량이 검출되었다. Fe 농도는 0.29~6.28 mg/L 범위

이며, 경산 지점에서 가장 낮고 상주 지점에서 가장 높았

다. Mn 농도는 0.00~47.28 mg/L 범위이며, 상주 지점

을 제외한 지점에서 1.00 mg/L 이하의 농도를 보이고 김

해와 경주 지점은 검출되지 않았다. Ni 농도는 상주 지점

을 제외하면 0.60 mg/L 이하의 낮은 농도를 보였다. Pb 

농도는 최대 0.03 mg/L 로서 낮았다. Zn 농도는 0.00~ 
40.54 mg/L 범위이며, 상주 지점에서 40.54 mg/L의 높

은 농도를 보였으며, 나머지 지점에서는 0.20 mg/L 이하

의 낮은 농도를 보였다. 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에서

는 Mn과 Zn의 농도가 매우 높았으나, 모든 중금속 성분

이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폐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의 항생물질 분석

낙동강 유역의 12개 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에서 

채수한 시료에 대한 항생물질을 분석한 결과, sulfonamide 
계열의 항생물질 3종(sulfamethazine, sulfathiazole, 
sulfachlorpyridazine) 및 tetracycline 계열의 항생물질 

2종(oxytetracycline, doxycycline)이 검출되었다(Table 
4). Sulfamethazine 및 sulfathiazole은 각각 12개소와 6
개소에서 검출되었으며, 2개 성분에 대한 검출 지점과 농

도는 Fig. 5에 제시하였다.
Sulfonamide 계열의 항생물질인 sulfamethazine 성

분은 12개 지점에서 10.398~278.784 ng/L 범위로 검출

되었으며, 경산 지점(P4)에서 10.398 ng/L로서 가장 낮

고 안동 지점(P1)에서 278.784 ng/L로서 가장 높았다. 

Component Avg Min Max SD CV

TSS 2.372 0.667 7.833 1.842 0.777 

COD 11.410 7.304 25.232 4.491 0.394 

TOC 8.139 4.605 23.227 4.681 0.575 

NH3-N 1.648 0.017 7.101 2.218 1.346 

NO2-N 1.997 0.033 9.428 2.626 1.315 

T-N 9.399 2.651 16.878 4.296 0.457 

PO4-P 0.017 0.002 0.157 0.042 2.522 

T-P 0.102 0.030 0.451 0.109 1.062 

Al 2.94 0.34 5.55 1.79 0.61 

As 0.08 0.03 0.13 0.04 0.49 

Cd 0.01 0.00 0.01 0.00 0.45 

Cr 0.02 0.01 0.05 0.01 0.50 

Cu 0.11 0.00 0.76 0.21 1.81 

Fe 1.20 0.29 6.28 1.66 1.38 

Mn 4.96 0.00 47.28 12.93 2.61 

Ni 0.10 0.00 0.59 0.16 1.56 

Pb 0.01 0.00 0.03 0.01 1.04 

Zn 3.59 0.00 40.54 11.15 3.10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for water quality components in the final effluent of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unit: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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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fathiazole 성분은 6개 지점(안동, 구미, 합천, 밀양, 
의령, 함안)에서 23.773~144.468 ng/L 범위로 검출되었

으며, 구미 지점(P3)에서 23.773 ng/L로 가장 낮았으며, 
합천 지점(P7)에서 144.468 ng/L로서 가장 높았다. 
Sulfachlorpyridazine 성분은 영천 지점(P5)에서만 

11.441 ng/L로 검출되었다. Tetracycline 계열의 항생물

질인 oxytetracycline 성분은 경주 지점(P4)에서 34.249 
ng/L, doxycycline 성분은 김해 지점(P12)에서 50.123 
ng/L 농도로 검출되었다.

국내의 경우에는 가축용으로 소비된 항생물질 중 

tetracycline 계열과 sulfonamide 계열의 항생물질이 많

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Lee et al., 2010), 국내 축산폐

수처리시설의 유입수와 방류수에서는 tetracycline 계열

보다 sulfonamide 계열의 항생물질이 더 많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NIER, 2010). 본 연구에서 조사된 

12개 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에서도 tetracycline 계
열의 항생물질은 2개소에서만 검출되고 60 ng/L 이하의 

농도로 나타났다. Sulfonamide 계열의 항생물질인 

sulfamethazine 성분은 모든 지점에서 검출되고 5개 지

점에서는 100 ng/L 이상으로, sulfathiazole 성분은 6개 

지점에서 검출되고 2개 지점에서 100 ng/L 이상으로 나

타나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Fig. 5).
본 연구지역에서는 tetracycline 계열 항생물질의 총합

(TCs)은 34.249~50.123 ng/L 정도이고, sulfonamide 
계열 항생물질의 총합(SAs)은 15.047~407.439 ng/L로서 

tetracycline 계열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tetracycline 
계열의 항생물질이 유기물질 및 광물입자와의 결합력이 

강하고(Christian et al., 2003; Lim et al., 2009), 또한 

tetracycline 계열의 항생물질은 폐수처리 과정에서 칼슘

과 이온 성분들과 쉽게 결합하여 안정한 복합체를 형성

하여 자유분자로 존재하지 않고 부유물질과 결합하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Hirsch et al., 1999). 국내에서 수

행된 기존의 조사에 의하면, 영산강 수계에서 검출된 항

생물질 중 lincomycin, sulfamethazine, sulfathiazole, 
sulfamethoxazole 성분들이 모든 조사 지점에서 검출 빈

도가 높았으며(Shim, 2016), 금강 유역에서 축산단지 주

변 하천수에서 검출된 sulfonamide 계열 및 tetracycline 
계열의 항생물질 중 sulfamethazine 성분의 검출 빈도가 

가장 높았다(NIER, 2018). 본 연구의 결과와 기존의 연

구 결과를 통해 국내 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에서는 

sulfonamide 계열의 항생물질이 tetracycline 계열의 항

생물질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3.3. 항생물질과 수질성분의 상관성 분석

중금속 성분과 항생물질의 상관성은 매우 낮아서 제시

하지 않았으며, TSS, COD, TOC, NH3-N, NO2-N, T-N 

ID Monitoring
point

Sulfa-
methazine

Sulfa-
thiazole

Sulfa-
chlorpyridazine

Oxy-
tetracycline

Doxy-
cycline

P1 Andong 278.784 128.655 ND ND ND

P2 Sangju 51.702 ND ND ND ND

P3 Gumi 48.903 23.773 ND ND ND

P4 Gyeongju 45.257  ND ND 34.249 ND

P5 Yeongcheon 76.031  ND 11.441 ND ND

P6 Gyeongsan 10.398  ND ND ND ND

P7 Hapcheon 164.984 144.468 ND ND ND

P8 Hamyang 42.624 ND ND ND ND

P9 Miryang 154.333 98.4 ND ND ND

P10 Uiryeong 122.256 47.935 ND ND ND

P11 Haman 117.619 29.508 ND ND ND

P12 Gimhae 15.047 ND ND ND 50.123

* ND : Not Detected

Table 4. Analysis result of antibiotics in the final effluent of wastewater treatment facility (unit : n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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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들과 sulfathiazole의 상관계수는 0.70 이상으로서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Table 5에 정리하였다. 
Sulfamethazine 성분과 T-N 성분의 상관계수가 0.48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sulfamethazine 성분과 나머지 성분 

사이의 상관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Sulfathiazole 성
분은 TSS, 유기물, 영양염 성분과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

났으며, 상관계수는 0.73~0.92의 범위로서 COD 성분과

의 상관계수가 0.92로서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Sulfamethazine과 sulfathiazole 성분은 6개 처리시설(안
동, 구미, 합천, 밀양, 의령, 함안)에서 검출되었으며, 두 

성분의 상관계수는 0.78로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금강 

유역의 축산단지 주변 하천수에서도 COD, TOC, 
NH3-N, T-N 성분이 양돈 단지 인근에서 다른 지점들에 

비해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으며(NIER, 2018), 폐수처리

시설에 유입되는 COD, T-N 성분의 농도가 매우 높고 최

종방류수에서도 수~수십 mg/L의 농도로 유출되었다

(NIER, 2010).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도 국내 폐수처리시

설에서 항생물질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유기물과 영양염

이 높은 농도를 보이는 것은 유사하였다. 기존의 연구에

서는 유기물과 영양염에 대한 항생물질의 상관성을 분석

하지는 못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폐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수에서 유기물과 영양염에 대한 sulfathiazole 성분

의 상관성이 높음을 확인함으로서 향후에 폐수처리시설 

및 수계에서 항생물질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Ok et al.(2011)은 퇴비화 

시설(composting facility) 하류부에 위치한 강원도 홍천

강에서 조사된 하천수의 수질성분과 항생물질 사이의 상

관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천수의 EC(전기전도도), 
T-N, 탁도 성분에 대한 sulfamethazine 성분의 상관계수

는 0.880~0.989, sulfathiazole 성분의 상관계수는 

0.890~0.996 으로서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나, 본 연구에

서는 T-N 성분에 대한 sulfamethazine 및 sulfathiazole 
성분의 상관계수는 각각 0.48 및 0.85로서 낮았다. 이러

한 결과는 동일 하천에서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였기에 더 

높은 상관성이 나타난 것이고,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으로 

이격되고 주변 오염 환경이 다른 12개 폐수처리시설의 최

종방류수에서 조사된 항생물질과 수질 자료를 이용하였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Sulfathiazole 성분과의 상관성이 높은 성분들을 이용

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TSS, 유기물, 영양염 성

분들에 대한 sulfathiazole 성분의 선형회귀함수를 추정

하였다(Fig. 6). TSS 성분에 대한 sulfathiazole 성분의 

선형회귀함수의 결정계수는 0.5308, 함수의 기울기는 

41.14로서 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에 부유물질의 양

이 많을수록 sulfathiazole 성분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COD 성분에 대한 sulfathiazole 성분의 선형회귀함수

의 결정계수는 0.8421로서 매우 높았으며, 함수의 기울기

는 28.85로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에 화학적 

Fig. 5. Sulfamethazine and sulfathiazole detected in the final effluent of a wastewater treatmen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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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TSS COD TOC NH3-N NO2-N T-N Sulfa-
methazine

Sulfa-
thiazole

TSS 1.00 　 　 　 　 　 　 　

COD 0.95 1.00　 　 　 　 　 　 　

TOC 0.91 0.97 1.00　 　 　 　 　 　

NH3-N 0.40 0.55 0.43 1.00　 　 　 　 　

NO2-N -0.03 0.06 -0.11 0.78 1.00　 　 　 　

T-N 0.27 0.42 0.30 0.80 0.65 1.00　 　 　

Sulfamethazine 0.01 -0.00 -0.14 0.22 0.20 0.48 1.00　 　

Sulfathiazole 0.73 0.92 0.82 0.78 0.81 0.85 0.78 1.00　

 

 

 

Fig. 6. Regression functions of water components (organics and nutrients) and sulfathiazole.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water quality components and antibi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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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요구량이 증가할수록 sulfathiazole 성분이 증가함

을 확인하였다. TOC 성분에 대한 sulfathiazole 성분의 

선형회귀함수의 결정계수는 0.6651로서 높았으며, 함수

의 기울기는 64.15로서 크게 나타났다. COD와 TOC 성
분에 의한 sulfathiazole 성분의 선형적인 증가함수는 폐

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에 포함된 유기물 성분이 많을

수록 sulfathiazole 성분의 농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NH3-N, NO2-N, T-N 성분에 대한 sulfathiazole 성분의 

선형회귀함수의 결정계수는 각각 0.6065, 0.6563, 
0.7166, 함수의 기울기는 각각 25.94, 23.89, 8.53으로 

나타났고, 이를 통하여 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에 포

함된 질소 계열의 영양염 성분이 많을수록 sulfathiazole 
성분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폐수처리시

설 최종방류수에 포함된 유기물과 영양염 성분이 많을수

록 sulfathiazole 성분의 농도가 증가하는 기작

(mechanism)은 구명하지 못하였으며 향후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Sulfamethazine 성분에 대한 sulfathiazole 성분의 회

귀함수를 추정하였으며, 추정된 최적의 회귀함수는 선형

의 증가함수로 나타났다(Fig. 7). Sulfamethazine 성분

에 대한 sulfathiazole 성분의 선형회귀함수의 결정계수

는 0.6133으로서 높았으며, 함수의 기울기는 0.54로서 

본 연구에서 조사된 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에서는 

sulfamethazine 성분이 sulfathiazole 성분보다 2배 정도 

높게 검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유역에 위치한 12개 폐수처리

시설의 최종방류수 내 항생물질과 중금속, 유기물을 조

사하여 항생물질과 수질성분의 상관성을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폐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 내 유기물과 영양염, 중금

속 성분은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수처리시설 지점별로 나타나는 방류수 수질 농도 차는 

처리시설별 수처리 공정과 유입수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1) 본 연구에서 조사된 낙동강 유역의 12개 폐수처리시

설 최종방류수에서는 sulfonamide 계열 3종과 tetracycline 
계열 2종의 항생물질이 검출되었다. Sulfamethazine 성
분은 모든 지점에서 10.398~278.784 ng/L, sulfathiazole 
성분은 6개 지점(안동, 구미, 합천, 밀양, 의령, 함안)에서 

23.773~144.468 ng/L 범위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에서도 기존의 국내 연구와 동일하게 sulfonamide 계열

의 항생물질이 tetracycline 계열의 항생물질보다 더 높

은 농도로 유출되고 있었으며, 이는 tetracycline 계열의 

항생물질이 유기물질 및 광물입자와의 결합력이 강하고 

폐수처리 과정에서 안정한 복합체를 형성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2) Sulfathiazole 성분과 TSS, COD, TOC, NH3-N, 

NO2-N, T-N 성분들의 상관계수는 0.73~0.92의 범위로 높

았으며, sulfamethazine 성분과 상관성이 가장 높은 T-N 

Fig. 7. Regression function of sulfamethazine and sulfathiaz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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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의 상관계수는 0.48로 나타났다. Sulfamethazine과 

sulfathiazole 성분의 상관계수는 0.78로서 높은 상관성

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

에 포함된 유기물과 영양염에 대한 sulfathiazole 성분의 

상관성은 확인하였으나, 유기물과 영양염 성분이 많을수

록 sulfathiazole 성분의 농도가 증가하는 기작은 구명하

지 못하였으므로 향후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Sulfathiazole 성분과 TSS, 유기물, 영양염 성분들

은 선형의 증가함수가 최적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선형

회귀함수의 결정계수는 COD와 T-N 성분이 0.7 이상으

로 높았으며 이는 폐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에서는 유기

물과 영양염이 많을수록 sulfathiazole 성분의 농도가 증

가함을 의미한다. Sulfamethazine 성분과 sulfathiazole 
성분은 선형의 증가함수가 적합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선형회귀함수의 결정계수는 0.6133 정도이고 함수의 기

울기는 0.54로서 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에서는 

sulfamethazine 성분이 sulfathiazole 성분보다 2배 정

도 높게 나타났다.
4)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내 연구에서 수행되지 못

한 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에서 유출되는 유기물과 

영양염 농도에 대한 항생물질 농도의 회귀함수를 추정하

고 분석하였으며, 향후에는 폐수처리시설별 오염 환경과 

계절별 유출 농도를 조사하여 낙동강 유역에서 항생물질

의 시공간적인 특성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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