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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으로 처리된 하수방류수의 수서 생태 해성 평가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항생제  의약품은 사  안 성의 검증을 통해 생산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환경 해성 연구  처리  후의 독성 변화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

지 않았다. 의약품은 인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요한 화학물질이지만, 사용 후 수생 생물이나 병원성 박테리아 등에 노출되어 

기치 못한 향이나 박테리아의 항성을 강화시켜 최종 으로 인간에게 유해

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새로운 환경 오염물질로 인식되기 

시작하 다. 국내에서도 2005년도에 이미  정부 차원에서 의약품  항생제의 

해성에 한 심을 갖고 의약품의 잠재  환경 해성에 하여 반 인 문제

를 제기하 다 (KEI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2005). 2006년도에는 국내 수계환경 

 존재 농도와 생태 해성 평가에 한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이 연구에

서 9가지 종류의 의약품에 한 방류수내 존재 농도를 측정한 결과, 하수처리장 

유입수  유출수에 존재하는 의약품의 농도는 각각 10-89 ng/L와 10-11 ng/L

의 범 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농도가 생태계에 악 향을 미칠 정도의 농도는 아

니라고 보고되었으나, 의약품의 분해산물의 향이나 아직 측되지 못한 다양한 

독성 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되었다. 한, 최근에 10가지의 의약품에 한 

잠재  생태 해성 평가에 한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 결과에서 의약

품의 생산량을 기 으로 환경  농도를 측하 으며, 0.14-16.5 ug/L의 존재 

가능 농도를 제시하 다. 한 생물독성 평가를 근거로 1,000배의 안 율 

(Hazardous Quotient, HQ, EU와 OECD에서 제안하는 안 율)을 두어 개별의약

품 해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sulfamethoxazole (HQ : 1.8)과 acetaminophen 

(HQ : 6.3)에 하여 환경  안 기 인 1 HQ (hazard quotient)를 과하여 환

경  잠재  해성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되었다 (Kim et a., 2007). 

  항생제  의약품은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인체에는 물론 

가축, 식물, 물고기의 양식 등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환경 

으로 노출되는 경로도 매우 다양하다. 인체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부분이 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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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을 통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항생제의 경우에는 투여용량의 

80～90%가 뇨를 통해 활성물질, 사산물, 합체의 형태로 배출된다. 이러한 항

생제들은 약리작용을 해 잘 분해되지 않지만 물에는 잘 녹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뇨를 통해 배출된 항생제는 하수처리 공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완

히 분해 제거되지 못하고 활성을 띈 형태로 수계에 배출되게 된다. 일부의 의약

품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슬러지에 흡착되어 퇴비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식물체

에 악 향을 미치거나 지하수로 유입되어 최종 으로 인체에 향을  수도 

있다. 가축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직 으로 는 사료에 포함되어 공 된다. 이

러한 경우도 인체에서와 마찬가지로 뇨나 변을 통해 환경 수계로 유입되게 된

다. 물고기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항생제도 물고기의 병을 방하기 해 사용되

지만 직 으로 수계에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수생생물이나 박테리아 

등의 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 이미 이러한 항생제들

은 호소나 하천수와 같은 지표수에서 범 하게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약품이나 이들의 사산물은 하수처리장에서 특별

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하천 수계로 배출된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의약품의 처리를 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Tusnelda and Fritz 

(2005)는 TiO2와 UV를 사용하여 분해가 잘 안되는 carbamazepine clofibric acid, 

iomeprol등 의약품의 분해 시험 결과 TiO2와 연계된 photocatalysis는 난분해성 

의약품의 분해에 매우 유용한 방법임을 제시하 다. Antonio et al. (2003)은 UV

와 H2O2를 사용하여 99% 이상의 매우 높은 효율의 의약품 분해 가능성을 보고

하 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의약품 분해  후에 나타나는 독성 변화에 한 연

구는 부족하며, UV와 catalyst를 사용한 연구 이외에는 의약품의 처리를 한 연

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마선을 이용하여 항생의약

품  환경호르몬 물질을 처리하고, 처리 후 독성 변화를 측정하여 방사능 처리 

기법을 통해 의약품의 한 처리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한, 다양한 독

성평가 방법 , 재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 성  만성독성평가와 더불어 다

세 에 걸친 노출에 한 향을 평가하여, 성  만성독성 평가와 비교해 보

고자 하 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상 항생의약품의 감마선 처리 유무에 따른 제거율을 평가하고, 조류 

(P.subcapitata), 물벼룩 (D.magna), 형 박테리아 (V.fischeri)를 이용하여 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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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평가, 비교해 보았다. 한 감마선 조사 유무에 따른 Cephradine의 생분

해도를 평가하 으며, Sulfamethazine, Tetracycline, Lincomycin의 경우 감마선 

조사 이외에 UV  활성슬러지 처리 방법을 통한 모화합물의 농도변화와 조류

독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각 처리 방법의 효율  독성변화를 비교하 다. 한 

성독성 이외에 한세 의 D.magna 만성독성 , 다세 에 걸친 노출에 의한 독

성변화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 다. 한 감마선 처리  후의 방류수 내

에 존재하는 내분비계장애물질에 한 에스트로겐 활성도의 평가는 MCF-7 cell

을 이용한 E-screen assay를 통하여 estrogenicity를 비교 하 다. 

Ⅳ. 연구개발결과

  감마선 처리  항생의약품의 물벼룩, 형 박테리아, 조류에 한 항생의약품의 

독성을 비교하 다. 각 시험종 , 항생의약품의 독성이 조류에서 0.167～1.246 

mg/L의 EC50 값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항생의약품의 독성변화를 

평가하는데 있어 조류가 가장 합한 것으로 단되었다. 

  각 항생의약품의 기농도를 30 mg/L로 하 을 때, 감마선 조사량을 0 ～ 2.0 

kGy까지 증가시켰을 때 모든 항생제가 1.0 kGy에서 부분 제거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감마선 조사에 따른 물벼룩  형 박테리아에 한 결과에서, 감

마선 조사 과 비교하여 조사 후의 독성값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내었다. 하지만 조류의 경우 TU이 16.05～16.05에서 1.99～5.83로 어들어 독성

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단되었다. 다른 항생의약품과는 다르게 Cephradine은 

그 독성이 나타나지 않다가 처리 후에 TU 값이 약 2까지 증가하여 나타났다.

  상 항생의약품의 처리 방법에 따른 조류독성  모화합물의 농도변화를 나

타내었다.  항생의약품의 기농도를 30 mg/L로 하여 UV로 처리하 을 때, 

tetracycline과 sulfamethazine의 경우 UV 조사시간이 60분 이상에서 80% 이상

의 제거율을 나타내었으며,  Lincomycin은 38%의 제거 효율을 나타내었다. 반면, 

Tetracycline의 조류독성은 TU 값이 152.42에서 61.42로 감소하 고, Lincomycin

은 222.12에서 63.68로 감소하 으나 여 히 높은 독성 값을 나타내었다. 

Cephradine을 UV로 처리하 을 경우, 독성이 없던 처리  시료에서 UV 조사 

시간이 증가할수록 relative cell growth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마

선 처리 때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다.

  감마선 처리  후의 생분해도 변화 살펴보았을 때, 감마선을 처리하지 않은 

cephradine 30 mg/L 시료를 OECD method에 따른 생분해 실험을 하 을 때,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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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지의 흡착에 의한 모화합물의 제거는 약 40%, 생분해에 의한 모 화합물의 제

거는 14.9%로 나타났다. 0.5 kGy 흡수선량의 감마선 처리 후, 모 화합물 (RT 

7.92) 이외에 RT 7.15에서 분해산물의 피크가 찰되었다. 분해산물(RT 7.15)은 

활성슬러지의 흡착  생분해에 의해 그 농도가 80.6% 감소하 다. 따라서 감마

선 처리 후 상 의약품이 수계로 배출되었을 경우, 생분해에 의한 부가 인 처

리효과가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한, 낮은 D. magna 독성값을 보이는 tetracycline의 만성독성평가  세

간 독성평가를 수행하 다. D. magna의 F0세 에서 Neonates 수는 10 mg/L의 

농도에서 약 60%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세 가 지날수록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평균 neonate의 수는 control에서 9.4/organism, 노

출농도 10.0 mg/L에서 3.6/organism으로 나타났다. 한 세 에서 노출농도가 증가

할수록 neonate수가 감소하 는데, 이러한 경향은 모든 세 에서 찰할 수 있었

다. 특히, F2  F3세 에서는 0.1 mgL의 노출농도에서 각각 4.95, 

3.25/organism의 평균 neonate수를 나타내었다. 각 세 간 No observed effect 

concentration (NOEC) 값은 F0  F1세 에서 각각 5.0, 2.0, <0.1, <0.1 mg/L로 

나타났고 Lowest observed effect concentration (LOEC) 값은 각각 10.0, 5.0, 

0.1, 0.1 mg/L로 나타나 세 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reproduction의 감소는 D.magna의 population grwoth rate에도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F0 세 에서 PGR 값은 10.0 mg/L의 노출농도에서 0.082로 

control의 0.134에 비하여 약 40%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F1 세 에서는 control

의 0.130에 비하여 약 30% 감소한 0.092의 PGR 값을 10 mg/L 의 노출농도에서 

나타내었다. F3세 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 control에서는 0.135, 

10 mg/L의 노출농도에서는 0.0538로 나타났다. 한 tetracycline은 D. magna에 

somatic growth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omatic growth는 

노출된 D. magna의 세 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reproduction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 다. 

  방류수에 도입되는 감마선 처리공정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하여 방류수  

감마선 처리 방류수를 이용하여 물벼룩 성독성 (48h)  조류독성 (96h)평가를 

수행하 을 때, 모든 시료에서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류수에 도입되는 감마선 처리공정이 해성을 증가시키지는 않으며 연계처리

가 가능한 공정임을 알 수 있었다. 한 감마선처리공정을 도입하 을 때 방류수

의 에스트로겐 활성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kGy를 처리하 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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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지 않은 방류수와 비교하여 26.9%~63.3% 에스트로겐 활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2 kGy로 처리하 을 경우, 처리하지 않은 방류수와 비교

하여 37.5~73.3% 에스트로겐 활성도가 감소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화학분석에서

는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나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단되더라도, E-screen과 같

은 bioassay에 의해서 활성도가 나타나 화학  분석뿐만이 아니라, 생물학  모

니터링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방류수에 감

마선 처리 공정이 도입되었을 경우 방류수에 잔류할 수 있는 내분비계장애물질

의 에스트로겐 활성도를 효과 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생태독성 자료는 재 항생제  의약품을 함유하는 

하폐수 처리장이나 자연수계에 다양하게 용되는 감마선 처리기술이 실제 친환

경 인 독성 감 처리기술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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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Title

 Ecological risk assessment of antibiotics treated by radioactive rays

II. Introduction

  Antibiotics are natural and semi-synthetic compounds that are widely used 

in human and livestock animal for the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 and other 

medical purpose. The use of antibiotics has dramatically increased in 

agricultural and aquacultural activities for medication and disease prevention. 

However the abuse or inappropriate disposals of human and veterinary 

antibiotics give rise to many environmental problems. Moreover, difficulties in 

complete treatment of antibiotics by conventional treatment system arouse 

many environmental problems to aquatic species and finally human. Untreated 

antibiotics and their metabolites are released into surface and ground water 

which aggravates the risk of human health when the surface and ground 

water are used as the source of drinking water. Though they are present in 

very low concentration in the environment, their metabolites or combination 

can induce adverse effect on ecosystem.

  Radiolytic degradation using gamma radiation is used for better removal 

efficiency of water pollutants along with the application of advanced oxidation 

process. However, little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effect of gamma 

radiation treatment of antibiotics on ecosystem. Before environmental 

application, much care should be taken to get rid of environmental concerns 

of gamma radiation. Therefore the change in toxicity after gamma radiation 

treatment should be assessed before environmental application. In addition, it 

is a prerequisite to evaluate the relative efficiency of antibiotic treatment 

compare to other proces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removal efficiency of 

gamma radiation process for the target antibiotics and their toxicity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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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ery of aquatic test organism. Furthermore, gamma radiation treatment will 

be compared to other treatment process such as activated sludge and UV 

treatment. Finally, we will assess the biodegradability of antibiotics and their 

degradation byproduct by gamma radiation. 

III. Research Scope

  Removal efficiency of antibiotics with various treatment methods and their 

toxicological tests were conducted to estimate the variations in toxicity using various 

organisms. Tetracycline, lincomycin, sulfamethazine, and cephradine included in 

different classes of antibiotics were chosen as the target compounds. At first, toxicity 

of target compounds on various aqueous organisms were conducted. Also, the removal 

efficiency of gamma-irradiated target compounds and their toxicity change was 

estimated.  Furthermore, gamma-treatment was compared with degradation test with 

activated sludge and UV treatment due to decide the possibility of gamma-radiation as 

an alternative decomposing technique for the target compounds. In addition, 

Biodegradation test using activated sludge of antibiotics and chemical analysis using 

HPLC were conducted. Gamma-irradiated sample was used to investigate the existence 

of byproduct peak and the  concentration change of byprodcts and remained parent 

compounds. 

Finally, the removal efficiency and estrogenicity of estrogenic compounds in gamma 

irradiated wastewater effluent was conducted. Estrogenic activity of effluents was 

estimated using E-screen assa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make sure the gamma-irradiation technique as an 

alternative method for decomposing the pharmaceuticals, especially antibiotics and 

estrogenic compounds, and compare this method with other treatment methods. 

 

IV. Result of research

  The individual effect of target compounds on D. magna, V. fischeri, and P. 

subcaptitata was compared. The median cell growth inhibition concentration (IC50) of 

tetracycline, sulfamehtazine, and lincomycin for green algae were 0.167±0.107, 

1.246±0.852, and 0.439±0.052 mg/L, respectively. Tetracycline was shown to be more 

sensitive than other target chemicals toward green algae. Cephradine was not toxic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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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algae. The median effect concentration (EC50) value on V. fischeri and D. 

magna was much higher than the algae test. Green algae showed the highest 

sensitivity to antibiotics and the sensitivity of each organism to each antibiotics may 

be different due to variations in the structure and the cellular molecular system. 

The concentration of parent compounds significantly decreased with increase in 

absorbed dose. More than 95% of tetracycline, lincomycin and cephradine was 

radiolytically decomposed ar 1 kGy and most sulfamethazine was decomposed at 2 

kGy. The reaction of target compounds followed first-order kinetics. Also the result of 

algal toxicity test after gamma radiation indicates that the gamma radiation treatment 

reduced the algal toxicity and algae test was the most sensitive bioassay test for 

antibiotics. In addition, gamma-irradiation showed similar removal efficiency compared 

to UV treatment and degradation with activated sludge. UV treatment and degradation 

by activated sludge showed various removal efficiency in accordance with the target 

compounds.  The peak of byproduct of cephradine was observed after 

gamma-irradiation treatment. However, the concentration of remained parent compound 

and by product was decreased by biodegradation and sorption with activated sludge. 

This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as additional removement by activated sludge after 

gamma-radiation treatment.  

   Also, the chronic and multi-generational toxicity value using D.magna 

showed higher sensitivity than acute toxicity result. Tetracycline showed the 

abnormal effect on the reproduction and somatic growth of D. magna. The 

reproduction was decreased with increasing the exposed concentration. Also, 

The tendency of reproduction decrease was higher in F2 than F1 generation. 

the no observed effective concentration (NOEC) for F0, F1, F2 and F3 

generation was 5.0, 2.0, <0.1, and <0.1 mg/L, respectively.  The lowest 

observed effective concentration (LOEC) was 10.0, 5.0, 0.1, and 0.1 mg/L, 

respectively. Also, the result of reproduction and survival affect the intrinsic 

population growth rate (PGR). The PGR value was decreased with increasing 

exposed concentration and generation number. Also, tetracycline showed the 

effect on the somatic growth of D. magna. However, the somatic growth was 

increased with increasing generation number, which is opposite results against 

the result of re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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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ncentration of estrogenic compounds and their activity in effluent 

after gamma irradiation was compared with unirradiated effluent. As a result, 

estrone and estriol detected in effluent at the concentration of 0.031 and 0.063 

ug/L, respectively, were not detected after gamma irradiation (<MDL). Also, 

estrogenicity of gamma irradiated effluent was 37.5~73.3% reduced after 2 

kGy of gamma irradiation. It was revealed that gamma irradiation can 

effectively remove  remaining estrogenic compounds which could not treated 

completely in conventional wastewater treatment plant. 

V. Conclusion

  In conclusion, gamma radiation was an effective method for decomposing antibiotics 

and estrognic compounds. For the toxicity test, P. subcaptitata was found to be a 

more sensitive organism to evaluate toxicity of antibiotics compared to D. magna and 

V. fischeri. The concentration of parent compounds and toxicity on algal growth were 

remarkably reduced by gamma radiation treatment. Gamma irradiation showed similar 

decomposing efficiency according to the target compounds, whereas UV treatment and 

degradation with activated sludge showed different efficiency of various target 

compounds. Also, remained concentration and some byproducts of target compounds 

after gamma irradiation method was additionally decreased by biodegradation and 

sorption of activated sludge.  In addition, the effect of antibiotics on parental 

generation of D. magna is continued to the next generation. The sublethal 

concentration which showed no acute toxic effect have various abnormal 

effect such as reproduction and somatic growth, and it can reduce the 

population growth rate. Also, gamma irradiation was also effective method for 

reducing estrogen compounds remained in wastewater effluent.

VI. Application plan of research

  Chemical analysis method and the long-term degradation test method using activated 

sludge were introduced to evaluate for antibiotics in aqueous sample. Also, the toxicity 

test method can be applied to evaluate ecological risk assessment of different kinds of 

pharmaceuticals with decomposing techniques. Gamma-irradiation technique is thought 

to be able to be an effective elimination method for various kinds of pollu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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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 . 연구개발의 과학기술, 사회경제  요성

 

1. 기술  측면

  의약품의 넓고 다양한 활용으로 인해 생태계에 노출되는 의약품에 한 모니터링  

생태계에 미치는 해성에 한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의약품을 많이 함유하고 있

는 병원 폐수에 한 Ames and Hamster cell test를 통해 돌연변이성  박테리아의 의

약품에 한 내성에 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물벼룩과 형  박테리아를 사용한 독성 

평가에서 매우 높은 독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항생제는 친수성이기 때문에 

체내에 축 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먹는 물을 통해 지속 으로 노출되는 항생제는 

인체, 가축, 수생 생태계에 어떠한 향을 나타낼 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슈퍼 박테리아의 

탄생이나 면역체계의 교란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 인 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2005년 

한국 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에서는 국내 항생제의 우선순 를 설정하 고, 

이들  roxithromycin, trimethoprim, chloramphenicol에 한 해성 평가를 수행하 다. 

이 보고서에는 한 의 3개 항생물질에 한 하수처리장 제거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순

서 로 4, 8.8, 9%의 제거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의약품이 갖는 해성과 낮은 하수처리장 제거율을 고려하여 이를 처리하기 한 기술 

 한 독성  해성 평가 방법은 앞으로 직면하게 될 생태계 해성문제를 고려할 

때 매우 시 히 개발되어야 한다. 재 국내외에서 운 되는 하수처리장은 부분이 생물

학  처리 (2차 처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

법의 도입이 실하다. 한 이러한 기법으로 처리된 의약품의 생태학  안 성 평가 기

법은 처리기술 못지않게 매우 요하다. 매우 높은 처리 효율을 나타내는 처리 기법이라 

하더라도 분해 산물이 원래 의약품 보다 높은 독성을 나타낸다면, 이 기법은 한 처리 

기법으로 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용하는 의약품 독성 평가 기법은 처리 

수의 독성을 하게 단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이들이 혼합된 형태로 존재할 경우

에 통합 으로 나타나는 독성을 평가하여 의약품 처리기법의 타당성을 검토해  수 있

는 매우 요한 사항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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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산업  측면

  의약품의 문제는 비단 의약품 제조 시설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부분의 항생제가 사

용 후 그 로이거나 분해 산물로 바 어 자연 수계로 유입되고 있으며, 환경  안정성으

로 인해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체류하여 2차 인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재 국내에는 

2005년 기 으로 294개의 하수 처리장과 194개의 분뇨 처리장 49개의 축산 폐수 처리장

이 운 되고 있다. 부분의 의약품이나 사산물이 하수  분뇨 처리장을 통해 수계로 

배출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 시설에 한 의약품의 리  처리기술 확보가 매우 요

하다. 더 나아가 의약품 처리과정에서 분해 산물이나 서로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독성 

향 평가도 환경 안 성을 확보하기 해 매우 요한 차이다. 재 국내에는 아직 방류

수나 폐수에서 한 의약품 처리기법이나 독성 평가 기 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따라

서 방류수내 의약품의 독성을 감하기 한 기술의 개발은 재 국내 상황에서도 매우 

요한 문제이다. 세계 으로도 의약품에 한 심이 집 되면서 이를 처리하기 한 연

구가 다방면으로 수행되고 있다. 최근까지의 연구 에는 쉽게 분해되지 않는 의약품을 

UV와 다양한 매물질을 병행하여 분해시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에 있다. 그러나 아

직까지는 장에 용할 수 있는 단계의 기술개발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 

개념으로 감마선을 조사하여 항생제의 농도를 감 시키는 기법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이 기법은 그간에 용한 다른 방법들과는 다르게 감마선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감시키는 것이다. 다른 모든 처리기법과 마찬가지로 이 기법에서 무엇보다 요한 것은 

환경 친화 인 처리  농도 감 기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친환경  검증을 해 많은 

연구자들이 생물학  평가(통합 독성평가) 기법을 도입하여 처리 기술의 안 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오염물질이 처리된 후에도 생물 검정을 통해 안 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해된 산물이 오히려 수생 생태계에 더 큰 악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의약품 간의 혼합독성, 의약품과 분해산물간의 혼합독성, 분해산물 상호간의 혼합독성

의 향으로 인한 독성 변화도 매우 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의약품을 제어하기 한 기술의 도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본 기술의 개발

을 통해 외국 기술의 도입을 국내 기술로 체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각국으로 기술 수출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3. 사회․문화  측면

  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열에 진입하여 있으며, 국민들도 양 인 삶에서 질 인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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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의 가치 이 환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 으로 정부에 해 보다 쾌 한 삶을 요구

하게 될 것으로 단된다. 유럽에서는 1970년 부터 이미 라인강에 생물 독성 모니터링 

장치가 도입되어 환경을 감시하고 있으며, 단  공장에서는 자체 으로 화학물질을 모

니터링 하여 강의 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추세가 이

어질 것으로 단된다. 인간은 본성 으로 물과 친화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물과 련된 여가를 즐기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항생제로 오염된 물이라

는 은 국민들이 정부에 한 불신을 야기 시키기에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

서 정부에서는 한발 앞서 세계 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의약품문제에 극 으로 처해

야 할 것이다. 이를 해 의약품의 처리  안 성 평가 기법의 개발은 차후 야기될 수 

있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보다 양질의 환경을 제공하기 한 차세  핵심 기술로 

단된다. 

 2 . 조사연구의 목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난분해성 의약품인 항생의약품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처리하고, 처리 후 독성 변화를 측정하여 감마선 처리 기법을 통한 

의약품의 한 처리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한 다양한 다른 처리방법

과의 비교를 통하여 감마선 처리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방사선 조사 후의 생분

해도 평가를 수행하여 모 화합물  분해 산물의 부가 인 처리효과 여부를 알

아보고자 하 다. 한 항생의약품이 가지는 만성독성 향  세  간 독성에 미

치는 향을 알아보고, 성독성 평가와 비교해 보고자 하 으며, 방사선 처리에 

의한 독성 향을 처리 과 비교하여, 방사선 처리의 안 성을 확립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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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1 . 국내의 연구 황

  다양한 항생의약품의 검출  그 향에 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먼 , 수계 내에 존재하는 항생제와 일부 의약품의 종류  

잔류농도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환경 에서 측정된 의약물질의 농도는 

ng/L에서 μg/L의 수 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국내 하수처리장 유입수  

유출수  9종의 의약품의 존재농도는 각각 10∼89 ng/L  10∼11 ng/L의 범

로 보고되었으며, 의약품의 분해산물의 향 는 미확인된 독성 향을 고려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Kim et al., 2007, Kim et al., 2006). 환경정책평가연

구원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을 근거로 우선 리 상 의약물질을 선

정하 다 (Table 1, 2). 한 항생의약물질의 환경부하량, 환경  잔류성, 생태

독성자료등을 바탕으로 인체용  동물용 항생제의 우선순  목록을 지정하

으며, 항생제의 성분별 생산량 자료를 구축하 고, 이들이 수계에 노출되었을 

때 해성 측을 해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용되는 해성 평가 방법을 도입

하여 해성을 평가하 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5, 2006). 이 보고서에

서 의약품 생산량을 기 으로 환경  농도를 측한 결과, 0.14∼16.5 μg/L로 

나타났으며, 생물독성평가를 근거로 1,000배의 안 율(EU, OECD 제안)을 두어 

환경  향을 주지 않는 농도 수 을 측한 결과 sulfamethoxazole (HQ : 

1.8)과 acetaminophen (HQ : 6.3)이 환경  안 기 인 1 HQ(hazard 

quotient)를 과하여 환경  잠재  해성의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하고 있

다 (Kim et al., 2007).

  항생제  의약품에 한 분석기법개발 연구도 지속 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SPE 처리 방법  LC/MS/MS 를 이용한 동물용 항생제

의 분석 기법을 구축하 으며, 동물용 항생제로 많이 쓰이는 Sulfa 계 항생제

의 동시분석 조건을 구축하 다 (Kim et al, 2007). 개별의약품에 한 환경 독

성평가에 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V.fischeri, D.magna, O.latipes 등을 

이용한 기 생물독성평가를 수행하여, 성독성 값 (EC50 or LC50)을 제시하

고 환경 해성평가를 수행하 다 (Kim et al, 2007). 그러나 재 국내에서 수

행되고 있는 생물독성평가는 부분 특정 의약품에 한 생물독성 평가  분

석 기법 개발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수계에 용할 수 있고 혼합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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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의약품에 용가능한 통합독성 평가기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항생의약품의 처리에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처리와 련한 연구는 

부분 UV, 오존 등의 고도 산화처리와 멤 인 처리 방법 이다. 국내 의약품 

처리방법에 한 연구는 생물독성평가에 한 연구와 개별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특정 방법을 도입한 처리수의 생물독성 검증은 필수 이며, 처리 

방법에 상응하는 검증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즉, 처리의 효율성과 처리 후 

생태  안정성에 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Table 1. 우리나라 인체  동물용 우선 리 상 의약물질 (한국정책평가연구

원, 2006)

구분 의약성분 총 생산량 (kg) 약효군

인체용 의약품

Acetaminophen 710,872 진통,해열제

Povidone-iodine 465,446 항균제, 소독제

Almagate 344,104 제산제, 항궤양용제

Aluminum 

hydroxide
229,709 제산제, 항궤양용제

Methyl salicylate 225,921
국소용진통,항염증

제

Cimetidine 162,985 제산제, 항궤양용제

Amoxicillin 157,695 항생제

Ibuprofen 149,346 소염진통제

Pefloxacin 129,530 항생제

Magnesium 

hydroxide
119,011 제산제, 항궤양용제

동물용 의약품

Chlorotetracycline 2,762,951 항생제

Oxytetracycline 1,549,654 항생제

Colistin 1,179,384 항생제

Florfenicol 883,945 항생제

Amoxicillin 811,910 항생제

Bambermycin 715,051 항생제

Ivermectin 344,503 구충제

Tylosin 296,339 항생제

Enramycin 285,375 항생제

Virginiamycin 256,315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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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인체용 항생제와 동물용 항생제의 우선순  목록 (한국정책평가연구

원, 2006)

성분 수
환경 부하량 
(kg/yr) Log Kow

물  
반감기 사용용도

Bacitracinzinc 10 15,283 NA NA 동물용

Florfenicol 9 11,612 0.37 NA 동물용

Roxithromycin 9 27,927 2.75 180 인체용

Chlortetracycline 8 278,487 -0.62 180 동물용

Aztreonam 8 16,358 -3.36 NA 인체용

Bacampicillin 8 5,206 NA NA 인체용

Rifampicin 8 2,305 4.24 180 인체용

Amoxicillin 7.5 174,105 0.87 38 동물용, 인체용

Ampicillin 7.5 14,882 1.35 38 동물용, 인체용

Sulfathiazole 7.5 64,590 0.05 38 동물용

Cefaclor 7.5 55,202 0.35 38 인체용

Cephradine 7.5 24,827 0.41 38 인체용

Enrofloxacin 7 4,245 0.7 180 동물용

Oxytetracycline 7 237,214 -0.9 60 동물용

Tylosin 7 3,137 1.63 180 동물용

Carbadox 6.5 31,061 -1.37 38 동물용

Cefadroxil 6.5 17,878 -0.08 38 인체용

Cefatrizine 6.5 14,147 -1.21 38 인체용

Ceftazidime 6.5 15,154 -1.6 38 인체용

Ciprofloxacin 6 6,254 0.28 60 동물용

Colistinsulfate 6 4,767 -8.75 180 동물용

Erythromycin 6 629 3.06 180 동물용

Neomycin 6 29,002 -9.41 15 동물용

Penicillin G 6 52,613 -3.29 15 동물용

Chloramphenicol 6 2,054 1.14 60 인체용

Erythromycin 6 373 3.06 180 인체용

Lincomycin 5.5 4,193 0.56 38 동물용

Sulfamethazine 5.5 4,836 0.89 38 동물용

Sulfamethoxazole 5.5 4,437 0.89 38 동물용

Lincomycin 5.5 2,369 0.56 38 인체용

Ceftezole 4.5 6,882 -0.67 38 인체용

Dihydrostreptomycin 4 8,597 -7.51 15 동물용

Trimethoprim 4 765 0.91 60 동물용

Ribostamycin 2 730 -8.05 15 인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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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외의 연구 황

  

  국외의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수계에 존재하는 의약품의 종류  잔류농도에 한 

조사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 환경에 존재하는 의약품에 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연구동향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한 회의가 이루어지는 등, 환경 내 의약품 

문제에 한 해결방법을 기술개발, 정책, 교육 등 다각도에서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nvironmental health summit, 2008, Pharmaceuticals in water). 수계 내 존재하는 의약

품의 종류  잔류농도 조사를 하여 1999∼2000년 사이 미국 내 139개 하천수를 조사

한 결과 하천수의 80%에서 항생물질을 포함하는 82개의 의약품 련 화합물의 검출이 확

인되었다 (Kolpin et al, 2002). 한 의약품을 포함하는 27가지의 미량 오염물질에 

한 분석 기법을 개발하 다. SPE 방법을 용하여 추출하 으며, tandem 

mass spectrometry를 사용하여 검출하 다. 이 분석방법은 1.0ng/L까지의 정량 

한계를 나타내었다 (Brett et al, 2003). 그  항생물질은 하천수 뿐만 아니라 지

하수, 처리장의 유출수, 기, 토양 등 다양한 매체에서 검출이 확인되고 있다 

(Karthikeyan et al, 2006, Lindsey et al, 2001, Yang et al., 2004). 수계 내에 존

재하는 항생제등 의약품은 내성 박테리아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생

태계에 심각한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국제 으로 의약품의 처리방법  해성평가에 한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US FDA (1998)에서는 의약품의 환경 향평가 지침서에는 산업체의 의약품 

잔류물질 환경 해성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

히 환경 유입농도가 1ppb 이상일 것으로 측되는 의약품에 해서는 환경거동

과 물리화학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  잔류농도를 측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유럽의 European Medicines Agency (EMEA)에서는 인체사용 의약품에 한 환

경 해성 평가 지침으로 2단계의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는 action limit 방법을 용하여 환경  노출 농도를 측하고, 두 번째 단계에

서 환경  향  거동에 한 측과 평가가 이루어진다. Cleuvers (2003)는 

수계에 존재하는 의약품은 다른 화학물질 는 의약품과 공존하므로 이들 간의 

상승작용을 통해 독성이 측하는 값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은 독성 상승작용 차원에서의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

된다. 일반 으로 의약품  생체 내 사산물은 하수처리장에서 재래식 처리로

는 제거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Tusnelda and Fr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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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는 TiO2와 UV를 사용하여 분해가 잘 안 되는 carbamazepine clofibric 

acid, iomeprol등 의약품 분해 시험 결과에서 TiO2와 연계된 photocatalysis는 난

분해성 의약품의 분해에 매우 유용한 방법임을 보여주었다. Antonio et al. 

(2003)은 UV와 H2O2를 사용하여 99% 이상 매우 높은 효율의 의약품 분해 가능

성을 보고하 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의약품의 처리에 따른 후 독성변화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며, UV와 catalyst를 사용한 연구 이외에는 의약품의 처리에 

한 연구가 아직 시작단계에서 효율성  성능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3 . 기술상태의 취약성  망 

 

 재 국내외 으로 의약품(항생제)에 한 심이 집 되고 있으며, 의약품 련 부처 

간 상호 력을 통하여 문제에 처하기 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의약품에 한 

문제 제기는 수십 년 부터 문헌을 통해 제기되었으나, 그에 한 심각성은 1990년 에 

들어서야 비로소 일반인에게 인식되기 시작하 다. 의약품의 험성과 환경  존재를 보

여주는 연구결과들이 1990년부터 나오기 시작하 다. 그러나 지 까지도 문헌들의 부분

이 환경 에 존재하는 의약품 농도분석에 을 맞추고 있으며, 해성에 한 연구는 

시작단계 수 이어서 보다 체계 이고 집 인 의약품 해성 연구가 필요한 시 이다. 

외 으로 내분비계에 장애 향을 야기하는 합성 호르몬제에 한 환경 향 연구는 잔

류농도에서 해성 향까지 상당한 수 에 도달 해 있다. 의약품의 부분은 해성에 

한 의혹만을 내포한 채 체계 인 환경 향평가가 미루어지고 있어, 시 한 제도도입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의약품의 매우 국한 인 부분에 해당하는 피임약의 내분비계 교란 

사실이 사회 으로 엄청난 장을 일으킨 과거의 형태를 고려하면, 의약품이 갖는 환경  

해성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따라서 환경 에 존재하는 의약품에 한 

한 독성 평가 기법을 확립하고 이들에 한 환경  거동 해석은  지구  당면 과제이

며, 세계의 모든 환경 련 연구기 에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EPA 주

으로 의약품에 한 각 부처 간 연합회의 (2005년, Las Vegas)에서는 의약품의 환경  

존재와 인체에 한 직  향 그리고 환경  향  거동에 한 집 인 연구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 다. 세계 으로도 최근까지 의약품의 독성  거동 평가에 한 

기술 개발이 정체되어 있다가 2000년 에 들어서면서 집 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5년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의약품에 한 환경 해성 평가 체계 

구축방안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 보고서에서는 소수 의약품에 한 분석 기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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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인 생물 독성 평가 방법, 해성 평가 기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 인 기

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어 체계 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 환경  거동  분해산물에 

한 독성 평가와 혼합독성 향에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재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의약품의 독성 시험뿐 만 아니라 환경  노

출에 의한 해성 평가를 법 으로 규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69년, 유럽연합은 2001

년, 캐나다는 1999년에 법제화 하여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5년에 연구 보고된 한

국 환경정책 평가 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기 으로 의약품의 환경 해성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환경  잔류의약품의 규제  해성 평가에 한 한 기술

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 국내보다 수십 년 앞서서 해성에 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으나 기술 격차는 크지 않은 5년 정도로 측된다. 국내의 다양한 기 ( 주과학

기술원, 한국 화학연구원 안 성평가연구소, 서울 학교,  국립독성과학원, 국립환경과학

원 등)에서도 이미 환경  오염물질에 한 해성 평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분

의 기 에서 의약품에 한 분석 기법을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의 환경  거동 

 혼합독성 평가 등의 연구에서 선진국의 약 70% 이상의 수 에 있다.

  항생의약품에 한 독성  해성 평가 기법은 의약품이 작용 기작별로, 혼합

된 상태로 존재할 경우에 한 혼합독성, 물리 화학 생물학  분해에 따른 독성 

변화를 고려한 연구가 매우 요하며,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방향의 연구가 

으로 수행되고 있다. 



- 10 -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1 . 연구내용  방법

1. 상 물질의 선정

  상 의약품은 Table 3과 같이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항생의약물질의 특성은 다음과 같

다. β-lactam계 항생의약품인 cephradine은 cephalosphorin계에 포함되어 있으며, cephem 

nucleous를 기본골격으로 하는 항생의약품이다. Cephalosporine은 세균의 감수성 형태와 

β-lactamase에 한 항성에 따라  제 1, 2, 3  4세 로 구분되어 있다 (Marzo et al, 

1998). 이 , cephradine은 제 1세  cephalosporin 항생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람 양성 

 음성 박테리아의 해에 효과 이다. Cephalosporin계 항생의약품은 penicillin계와 같

이  박테리아 세포벽의 peptidoglycan층을 해함으로써 그 성장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Lincosamide계 항생물질인 lincomycin 그람양성균을 효과 으로 해하기 때문에 동물 

 인체용 항생제로 리 사용되고 있다 (Andreozzi et al., 2006). Lincosamide계 항생제

는 세균성 리보솜 소단 인 50 S에 결합하여 단백질 합성을 해하는 역할을 한다. 

  Sulfonamide계 항생물질인 sulfamethazine은 folic acid 합성 간물질인 

para-aminobenzoic acid (PABA)의 길항물질로 작용하여 박테리아의 성장  활

동을 억제하는 항생물질이다. sulfonamide계 항생제는 재 우리나라에서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의 12%를 차지하고 있어 수계유출의 가능성이 크고, 인체에 부작

용을 유발할 수 있는 항생물질이다 (Kim et al., 2007). 

  Tetracycline계 항생물질에는 tetracycline, chlorotetracycline, oxytetracycline이 

표 인 물질이며 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에 모두 효과 이다. Tetracycline계

는 세균 ribosome의 30 S subunit에 결합하여 tRNA가 mRNA-ribosome 

complex에 근하는 것을 막아 박테리아의 RNA 합성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

는 역할을 한다. 

상물질로 선정된 항생의약품은 서로 다른 항생물질 그룹에서 선택하여 각 계에 따

른 처리효율  독성변화를 비교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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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s Tetracycline Lincomycin Sulfamethazine Cephradine

Structure

Antibiotic 
group Tetracyclines Lincosamide Sulfonamides Cephalosporins

Formula C22H24N2O8 C18H34N2O6S C12H14N4O2S C16H19N3O4S

MW
a

(g/mol)
444.44 406.54 278.32 349.41

pKa 3.3, 7.8, 9.6 7.6 2.65, 7.4

Log Kow -1.19 ± 0.71 0.56 0.89 0.41

Compounds Estrone (E1)
Estradiol 
(E2)

Estriol (E3)
Ethynylestradiol 

(EE2)
Bisphenol A 
(BPA)

Structure

Formula C18H22O2 C18H24O2 C18H24O3 C20H24O2 C15H16O2

MW 

(g/mol)
270.37 272.39 288.38 296.41 228.28

pKa 10.34 10.23 10.25 10.21 9.59

Log Kow 3.43 4.01 2.80 3.67 2.20

Table 3. 상 물질의 물리화학  특성

 

2. 연구 방법  항목

 가. 상물질의 처리방법

(1) Gamma-irradiation

  상 의약품의 처리를 하여 감마선 처리를 시도하 다. 방사선원은 Cobalt-60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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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270 Ci, Paranomic, UK)를 이용하 다. 방사선 조사량은 조사시간에 비례하고 조사거

리에 반비례하며 방사선원으로 사용되는 Co-60 방사선 동 원소의 반감기에 따라 그 조

사량이 감소하는 특성이 있다 (Yu et al., 2008). 감마선 조사는 고  
60
CO source 

(MDS Nordion, Canada)를 이용하여 상온(20℃)에서 수행하 으며, 이 때 
60
CO source의 

방사능은 7.47×10
17
 Bq (397,949 Ci)이었다. 실험에 사용된 항생의약품의 기농도는 30 

mg/L로 설정하 으며, 감마선의 흡수선량은, 0, 0.25, 0.5, 0.75, 1.0, 2.0 kGy (1 kGy=1 

kJ/kg)으로 각각 달리 하여 조사하 다.

(2) UV treatment

  UV 처리를 하여 사용된 UV lamp (Phillps TUV G6T5, 6W)는 1.0 L 용량의 반응기 

가운데에 석 을 설치하여 조사하 고, UV intensity와 투과거리를 측정하 다 (Kim et 

al, 2008). 실험에는 30 mg/L의 기농도로 각 항생의약품을 제조하 으며, 처리 시간은 

각각 0, 5, 10, 30, 60, 90 min로 선정하 다. 

(3) 활성슬러지에 의한 생분해도 평가

  감마선 조사 유무에 따른 생분해도 평가는 OECD의 방법을 따랐으며 (OECD 301 E, 

1992), inoculum source로 활성슬러지를 사용하 다. 활성슬러지의 미생물에 미량 양분 

공 을 하여 mineral medium, trace element solution  vitamin solution을 제조하

다. 각 medium의 구성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각  상 의약품의 기농도는 30 mg/L

로 하 으며 1L의 의약품 활성슬러지 혼합액을 2L 라스크에 넣어 암실에서 생분해도 

실험을 실시하 다. 각 라스크에 상물질과 각 medium을 첨가하 다 (A: 10 ml, B - 

E, i - ii :각각 1ml). Inoculum source로 사용된 활성슬러지는 채수 후 7일 동안 폭기  

교반을 통하여 pre-conditioning 하 다. 사용된 sludge의 특성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생분해도 실험을 해 실험 물질과 활성슬러지를 포함한 inoculum sample 이외에도 실

험 상물질을 제외하고 활성슬러지만 포함하고 있는 inoculum blank, 상물질과 활성슬

러지  sterilizing agent를 포함한 adsorption control을 설정하여, 활성슬러지 내의 미생

물에 의한 상물질의 분해와 슬러지 유기물에 의한 흡착에 의해 야기된 상물질의 감

소를 비교하고자 하 다. 각 시험은 22℃로 유지되는 암실의 clean room에서 시행되었으

며 120 rpm으로 교반하며 aeration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 다. 샘 링은 이틀에 한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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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동안 수행되었으며 각 샘 링 후, 5 ml의 mineral medium을 재 첨가해 주어 그 농

도가  체 테스트 기간 동안 유지되도록 하 다. 샘 링 후 즉시 0.2 ㎛의 filter로 여과

하 고, 분석시까지 4℃로 보 되었다. 농도측정은 OECD 방법에서 제시한 DOC 분석을 

통한 간 인 모 화합물의 농도 변화 측정 방법을 수정하여 HPLC를 이용한 직 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Table 4. Trace element solution  vitamin solution의 구성

Mineral medium g/L(Water)

A

Potassium dihydrogen orthophosphate_KH2PO4

Dipotassium hydrogen orthophosphate_K2HPO4

Disodium hydrogen orthophosphate dihydrate_Na2HPO4,2H2O

Ammonium chloride_NH4Cl

8.50

21.75

33.40

0.50

B
Calcium chloride, anhydrate_CaCl2

or Calcium chloride dihydrate_CaCl2,2H2O

27.50

36.40

C Magnesium sulfate heptahydrate_MgSO4,7H2O 22.50

D Iron(III) chloride hexahydrate, FeCl3,6H2O 0.25

   

Trace element solution and vitamin solution mg/L(Water)

i

Manganese sulphate tetrahydrate _MnSO4,4H2O

Boric acid_H3BO3

Zinc sulphate heptahydrate_ZnSO4,7H2O

Ammonium heptamolybdate (NH4)6Mo7O24

Fe-chelate (FeCl3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 Dissolve in Water and make up to 1L

39.9

57.2

42.8

34.7

100.0

ii
Yeast extract

→ Dissolve in 100 ml water, 0.2 ul filtration (sterilization)
15.0

Table 5. Inoculum source로 사용된 활성슬러지의 특성

Parameter

HRT 10 h

SRT 10 days

pH 6.7±0.02 

DO 0.5

MLSS 5744±63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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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화학  분석을 이용한 농도변화 측정

(1) 시료 채수  처리

 

  하수 처리장 방류수에서 채수한 1 L의 시료를 24시간 이내에 GF/C (Whatman, UK) 

여과한 후 추출 까지 4°C에서 냉장 보 하 다. 시료는 500 mg HLB sorbent를 

포함하는 6 mL  Oasis
®
HLB 카트리지 (Waters, USA)와 Sep-pak

®
용출장치 

(Figure 1, Supelco, USA)를 사용하여 고상추출법 (Solid Phase Extraction; 

SPE)으로 처리 하 다. 시료 추출 에 카트리지를 에틸아세테이트, 메탄올, 

증류수로 conditioning 한 후, 10 mL/min의 유속으로 시료를 카트리지에 흘려주

었다. 그 후 5 mL 에틸아세테이트를 사용하여 세 번 추출하 다. 추출된 시료는 

질소가스를 이용해 완 히 건조시킨 후 (Figure 2), LC/MS 분석을 한 시료는 

1mL의 메탄올을 주입하여 1000배 농축하 으며, E-screen test를 한 시료는 

0.5 mL의 dimethylsulfoxide (DMSO, Sigma, USA)를 주입하여 2000배 농축하

다. 

Figure 1. Sep-Pak 용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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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compounds

λ 
(nm) Column

Column 
Temp. 
(°C)

Injection 
volume Mobile phase

Tetracycline 355
Luna 5u C8(2) 

100A 
150×4.6mm

30 50 μl
0.01M oxalic acid : 

Methanol :  Acetonitrile 
(72:8:20)

Lincomycin 210
zorbax sb-c 

18 30 75 μl
1mM Ammonium 

Formate:Acetonitrile(65:35)

Sulfamethazine 254
Ony x 
Monolithic 

C18(100×3mm)
30 50 μl

0.1%Formic Acid in Water 
:0.1%Formic Acid 
Acetonitrile(70:30)

Cephradine 254
Synergi 4u 
Polar-RP 80A 
150*4.6mm

30 50 μl 20mM Ammonium Formate 
pH3.5 : Methanol (65:35)

Figure 2. 용출시료 Evaporator

(2) HPLC를 이용한 분석

  HPLC (Agilent 1200 series)를 이용한 상항생물질의 화학  분석이 이루어졌다 

(Table 6). 시료 분석에 사용된 HPLC는 Agilent 1200 series를 사용하 으며, Column은 

물질의 특성에 따라 C8과 C18 컬럼을 사용하 고, 컬럼 온도는 30 °C로 하 다. 시료 주

입량은 50∼75 μl로 하 으며 Mobile phase는 Methanol, Acetonitrile, Water 등을 

사용하 다 (Table 6). 시료는 여과 후 추가처리 없이 직  분석을 수행하 으며, 검출

기로는 UV detector를 사용하 다. 각 물질별 상 장은 Table 6에 나타내었다.  

Table 6. 상 물질의 HPLC 분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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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C/MS를 이용한 분석

  상화학물질의 분석을 한 LC/MS (Simadzu, LCMS-2010EV)의 분석조건을 확

립하 으며  Table 7에 LC/MS의 분석 조건을 나타내었다. 표 용액은 DI water에 조제

하 고, Full-scan mode로 분석하여 상물질의 스펙트럼에서 주요 mass change ratio 

(m/z)값을 설정하고 SIM mode에서 정량분석을 수행하 다. 컬럼을 통해 얻어지는 

retention time과 상물질의 m/z 값을 이용하여 정성분석을 하 고, 정량에 사용된 m/z 

값은 Table 7에 나타내었다. Mobile phase로는 ammonium acetate와 formic acid가 첨가

된 순수와 methanol을 사용하 다. 검량선의 상 도(r
2
)는 0.999의 범 에서 나타났다 

(Figure 3).

Table 7. 상 물질의 LC/MS 분석 조건 

LC/MS Simadzu LCMS‐2010EV

Column ACE C18

Mobile phase

A: Water (0.5% of formic acid and 1mM of

ammonium acetate)

B: Methanol

Mobile phase

gradient

0-5 min : A:B = 90:10

5-10 min : A:B= 80:20

10-20 min : A:B= 70:30

20-25 min : A:B= 10:90

25-28 min : A:B= 10:90

28-29 min : A:B= 90:10

29-30　min : A:B= 90:10

Test compounds

Compound Class MW
Retention 
time (min)

Product ions 
(m/z)

Tetracycline Tetracycline 444.4 14.33 + 445, 428, 410

Sulfamethazine Sulfonamide 278.3 12.24 + 279, 156

Lincomycin Lincosamide 406.5 8.75 + 407, 359, 126

Cephradine Cephalosporin 349.4 13.74 + 350

Estrone (E1) 270.37 24.3 - 269, 270

Estradiol (E2) 272.39 23.5 - 271, 272

Estriol (E3) 288.38 20.3 - 287, 288

Ethynylestradiol 
(EE2)

296.41 22.8 - 295, 227

Bisphenol A 
(BPA)

228.28 22.0 - 227,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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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상 물질에 한 LC/MS 분석의 검량선 그래

다. 생물독성평가

(1) Daphnia magna 성독성 평가

  D. magna (Figure 4)는 US EPA (EPA 600-R-92-111, 1993)의 방법에 따라 배양하

다. 먹이로는 yeast, Cerophyll
Ⓡ
, trout chow를 혼합한 YCT와 P. subcapitata (S. 

capricornutum)를 사용하 다. 배양액은 시험 지침서에 나와 있는 synthetic 

hard water (pH7.8, hardness : 170±10 mg/L as CaCO3, alkalinity : 110±10 

mg/L as CaCO3)를 제조하여 사용하 다. 배양은 25±1℃로 유지되는 clean room

에서 수행하 으며, 주기  도는 16h-light, 8h-dark, 10～20 μE/m2/sec로 

유지하 다 (Table 8). 

  D. magna의 성독성 평가는 US EPA 시험 방법에 따라 수행되었다 (EPA 

600-R-92-111, 1993). 독성평가에 사용된 새끼들은 clean room에서 개체 배양한 

어미로부터 태어난 지 24시간 이내의 것들을 사용하 다. 농도별 4개의 반복을 

두어 실험하 으며, 각 반복별로 5마리의 새끼들을 사용하 다. 시험은 30ml vial

에 25ml의 시료를 사용하 다. 먹이는 시험이 시작되기 2시간 에 충분히 공

하 으며,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 인 먹이공 은 하지 않았다. 시험은 48시

간 노출 후에 종료하 다. 물벼룩의 독성 값을 나타내기 해서 50%의 치사율을 

나타내는 값인 LC50을 계산하 다. 감마선 처리 후 물벼룩 독성은 100%의 처리

수를 노출시켜 치사율을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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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aphnia magna

Table 8. D. magna를 이용한 성독성평가 조건

 

Test conditions 

Test type Static non-renewal

Temperautre 25±1 ℃

Light quality Ambient laboratory illumination 

Photo period 16 h light, 8 h darkness 

Test chamber size 30 ml

Test solution volume 25 ml

Renewal of test solution Minimum, after 48 h 

Age of organism Less than 24-h old

No. of organisms per test 
chsmber 5

No. of replication chambers 4

No. organisms per concentration 20

Feeding 
YCT  (yeast, trout chow, CEROPHYLL),  
Green algae 

Endpoint Mortality

(2) MicrotoxⓇ 성독성 평가

  상항생의약물질의 민감도를 비교하기 하여 D. manga와 더불어 MicrotoxⓇ 독성시

험을 수행하 다. 이 실험방법은 Microbics Corporation의 81.9 % basic test  Whole 

effluent toxicity test 차에 따라 수행하 다. Vibrio fisheri는 최 의 성장 조건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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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체내에서 생성되는 사에 지의 약 10%가 자 달계에 의하여 화학 에 지로 바

어 빛을 내는 특징을 가진다. 이 발  기작은 박테리아 세포의 호흡기작과 련이 있으므

로, 독성물질에 의하여 세포의 구조가 변형되거나 사과정에 변화가 있으면 세포의 호흡

량이 달라져 동시에 발 도가 변화한다. 이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는 배양액에 시험물질

을 첨가하여 30분 이내에 나타나는 발 도의 차이로부터 해당 물질의 독성을 측정하는 

원리이다. 먼 , EC50값을 구하기 해서는 고농도에서부터 단계 으로 희석된 (희석배수 

2) 항생의약물질을 노출시켰으며, 10 μL의 V.fisheri colony를 주입하 다. 각 시료는 3개

의 반복을 두었다. EC50 값을 산출하기 한 독성 값은 15분간의 발  감소를 기 으로 하

으며, Microtox Model 500 Analyzer (AZUR Environmental)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감마선 처리 후의 독성평가는 처리 후 100%의 시료에 노출시킨 뒤, 발 도의 감소를 서

로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실험수행에 사용된 Microtox
Ⓡ
 분석기기와 Vibrio Fischeri를 

Figure 5에 나타내었다.

     

Figure 5. MicrotoxⓇ  분석기기 (상)와 Vibrio Fischeri (하)



- 21 -

(3) 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 독성평가

  조류의 배양  독성평가는 모두 US. EPA 시험 방법에 따라 수행되었다 

(EPA/600/491/002, 1994). 조류는 50 %의 습도와 25±1 °C가 유지되는 clean room의 

chamber에서 배양되었다. 다양한 macronutrients 와 micronutrients를 포함하는 다섯 가

지의 stock solution을 미리 제조하여 배지교환 증류수에 각각 1 ml 씩을 첨가하여 배양

액 1 L를 만들었으며, 조류의 군집배양은 5L 배양기에서 수행하 다. 각 stock solution의 

조성은 Table 9와 같다. 

Table 9. 조류 (P.  subcapitata)의 배양액 구성성분

Stock solution Compounds
Dissolved amount 

(500mL) 
Final concentration

1. Macronutrient A MgCl2․6H2O 6.08 g 12.2 mg/L

CaCl2․2H2O 2.20 g 4.41 mg/L

NaNO3 12.75 g 25.5 mg/L

                B MgSO4․7H2O 7.35 g 14.7 mg/L

                C K2PO4 0.522 g 1.04 mg/L

                D NaHCO3 7.50 g 15.0 mg/L

2. Micronutrient E H3BO3 92.8 mg 185.0 ㎍/L

MnCl2․4H2O 208.0 mg 416 ㎍/L

ZnCl2 1.64 mg 3.27 ㎍/L

FeCl2․6H2O 79.9 mg 160.0 ㎍/L

CoCl2․6H2O 0.714 mg 1.43 ㎍/L

Na2MoO4․2H2O 3.63 mg 7.26 ㎍/L

CuCl2․2H2O 0.006 mg 0.012 ㎍/L

Na2EDTA․2H2O 150.0 mg 300.0 ㎍/L

Na2SeO4 1.196 mg 2.39 ㎍/L

  제조된 조류 배양액은 즉시 0.2 ㎛의 filter를 이용하여 여과하 으며 여과장치와 배양 

라스크는 autoclaving을 통하여 멸균시켜 사용하 다. 여과장치의 멸균  여과 과정은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bacteria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한 것이다. 조류는 10,000 

cell/ml의 농도가 되도록 배양액이 들어있는 라스크에 식종하 으며, 식종된 조류는 

4300 lux의 도로 25±1 ℃의 온도에서 96 시간동안 약 120 rpm으로 교반하여 배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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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후 이 군집배양으로부터 새로운 군집배양을 수행한다.

  조류 독성 평가는 100 ml 의 삼각 라스크를 사용하 으며, 농도별로 3개의 반복을 두

고 최종 시험액의 부피가 50 ml이 되도록 하 다. 시료를 주입 한 후, 10,000 cell/mL의 

농도로 조류를 식종하 으며, 시료의 주입과 조류의 식종이 완료된 라스크는 외부에서 

박테리아 등의 유입을 막기 하여 멸균된 스펀지를 이용하여 입구를 하 다. 조류는 

shaking incubator를 이용하여 120 rpm, 25 ℃, 4300 lux의 지속 조명의 상태에서 96시간

동안 배양되었다. 조류에 한 독성 향은 시험종료 후 683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성장률을 비교하 다. 조류 독성 평가에 사용된 각 조건은 Table 10에 나타내었다. 

Table 10. 조류의 독성평가 조건

구분 내용

Test type Static non-renewal

Temperature 25±1 ℃

Light quality 백색 형

Light intensity 약 4300 lux

Photo period 지속 조명

Test chamber size 100 ml

Test solution volume 50 ml

Renewal of test solution 없음

Age of organism 4∼7 days

Initial Cell density 10,000 cells/ml

No. of replication chambers 3

Shaking rate 120 rpm

Aeration 없음

Dilution water Algal stock culture medium

Test duration 96 h

Endpoint Growth

  

  조류의 세포 수 측정은 조류 개수  흡 도의 상  곡선을 작성하여 흡 도 측정으로 

세포 수를 계산 하며, 조류의 검량선은 4일간 배양된 조류를 100 %로 하여 2배씩 희석하



- 23 -

여 6단계의 concentration을 제조한 뒤 각각 683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고, 각 시료별 

조류 세포수를 계수하여 흡 도  세포수로 작성하 다. 조류가 갖는 흡 도는 일반 으

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험실의 기기나 배양조건 등에 따라 최  장이 달라질 수 있으므

로 scanning 과정을 거쳐 한 흡 도를 선정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류의 흡

도는 683 nm에서 최 으로 나타났으며 조류개수는 Hemocytometer와 미경을 이용해 

계수 되었으며 mL 당 개체수로 나타내었다. 각 농도별 흡 도 와 세포수의 상 계는 

Figure 6에 나타내었다. 

Figure 6.  조류 개수  흡 도의 상 곡선

  조류의 독성평가 결과는 p %의 성장률 해를 나타내는 농도를 구하는 방법

인 ICp (inhibition concentration)로 나타내었으며 주로 IC50를 계산하 다. p %

의 성장률 감소를 나타내는 농도는 EPA에서 제공하는 ICp program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4) D. magna의 만성  세  간 독성 평가

 D. magna는 US EPA (EPA 600-R-92-111, 1993)의 방법에 따라 배양하 다. 

먹이로는 yeast, CerophyllⓇ, trout chow를 혼합한 YCT와 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를 사용하 다. 배양액은 시험 지침서에 나와 있는 synthetic hard 

water (pH7.8, hardness : 170±10 mg/L as CaCO3, alkalinity : 110±10 mg/L as 

CaCO3)를 제조하여 사용하 다. 배양은 25±1℃로 유지되는 clean room에서 수행

하 으며, 주기  도는 16h-light, 8h-dark, 10～20 μE/m2/sec로 유지하

다. 

  상 항생의약품 , Tetracycline에 한 만성독성평가를 실시하여 비교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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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항생의약품의 성독성 향과 비교해 보고자 하 다. 만성독성평가는 어미세

 뿐만 아니라, 독성평가 기간에 생성된 neonates에 한 만성독성평가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는 어미세 에 나타나는 항생의약품의 향이 D. magna의 다음세

로 미칠 수 있는 세  간 향 (multi-generational effect)에 해 알아보기 

함이다. 만성독성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되었다. 

  만성독성평가에 사용된 D. magna는 clean room에서 개체 배양된 어미로부터 

태어난 지 24시간 이내의 것들을 사용하 다. 농도별로 20마리의 개체가 사용되

었으며 시험은 30ml vial에 25ml의 시료를 사용하 다. 노출농도는 0, 0.1, 0.2, 

0.5, 1.0, 2.0, 5.0  10.0 mg/L로 설정하 다. 시험은 21일 동안 진행되었다. 세

 간 독성평가는 한세 의 만성독성평가를 여러 세 에 걸쳐 장기간동안 수행

되었으며, 세 수는 어미세  (F0)부터 제4세  (F3)까지로 설정하 다. 각 세

의 시험 기간 동안 동일한 노출농도에 지속 으로 노출하여 실제 수계 내에서 

항상 일정농도로 잔존하는 항생의약품에 한 노출을 모방하고자 하 다.  한 

상 항생의약품의 독성을 평가하기 하여 다양한 요소들을 종말 으로 설정하

다. 독성평가를 한 평가요소는 크게 reproduction에 한 향 somatic 

growth에 한 향으로 나뉘었으며, reproduction과 련한 종말 으로는 total 

neonate, reproduction delay, neonate number/organism 등을 평가하 고, 

somatic growth와 련한 종말 으로는 molting number, body length  body 

weight등의 sublethal effect 변화를 노출 농도  세 수에 따라 비교하 다. 그

밖에 시험기간 동안의 생존율 등의 항목을 찰하 다. neonate 수, 생존율, 

molting number 등은 매일 찰하여 기록되었으며, somatic growth, body 

weight (wet, dried)는 각 세 별로 21일 간의 시험이 끝난 후 조사되었다. 

Daphnid의 body length는 각 organism의 으로부터 꼬리 끝까지의 길이로 정

의되었다. 

  만성  세  간 독성평가를 한 D. magna test의 각 조건을 Table 11 에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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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D. magna를 이용한 만성  세  간 독성평가 조건

Parameters Conditions

Test compound Tetracycline

Exposure concentration 0, 0.1, 0.2, 0.5, 1, 2, 5, 10 mg/L

Test type Static renewal

Temperature 22°C

Test chamber size 30 mL

Test solution volume 25 mL

Age of test organisms Less than 24 h

No. neonates per test 2

No. replicate test 10

No. neonates per test 20

Feeding regime 0.1 ml each of YCT and algae 

  각 reproduction  생존율 data를 이용하여 각 농도별  세 별 intrinsic 

population growth rate (PGR, r)를 비교하 다. growth rate를 하여 다음과 

같은 식이 이용되었다 (Lotka, 1913). 

   
 lx: the proportion of individuals surviving to age x 

 mx: age specific fecundity (number of neonates produced per surviving 
female at age x)

계산된 PGR 값이 0을 나타낼 때, 그 군집은 stable population을 의미한다. 0보다 

큰 PGR 값은 증가하는 population을 의미하고, 0보다 작은 PGR 값은 감소하는

population을 의미한다. 의 식에서 나타나듯이 PGR 값은 reproduction  

survival의 향을 포함한다. 따라서 lethal  sublethal effect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효과 인 종말 으로 여겨진다. 

(5) E-screen assay  에스트로겐 활성도의 평가

  시료의 내분비계장애물질을 screening하는 in vivo/ in vitro  bioassay는 시료

에 존재하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총 인 향을 평가하는데 이용된다. 본 연구

에서 에스트로겐 활성을 측정하기 하여 이용한 in vitro  bioassay는 MCF7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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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는 E-screen assay이다.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에스트로겐 활성 측정을 

한 E-screen assay는 가장 민감한 에스트로겐 활성도 screening 기법으로 평

가되고 있으며, 에스트로겐 활성도는 10
-12
 M의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나타난다. 

E-screen assay의 모식도를 Figure 7에 나타내었다. E-screen bioassay는 A. 

Soto 방법을 수정하여 수행하 다. MCF-7 BUS cell 은 10%의 Fatal Bovine 

Serum (FBS, GIBCO, USA)과 1% Streptomycin/penicillin (GIBCO, USA)이 첨

가된 Dulbecco's Modifies Eagle Medium (DMEM, GIBCO, USA)를 사용하여 

5%의 CO2 농도가 유지되는 37°C 배양기에서 세포를 배양하 다. 계  배양은 3

일에 한번씩 수행하 다. Phenol red가 첨가되지 않은 DMEM (GIBCO, USA)에 

10%의 charcoal dextran이 처리된 FBS와 1% Streptomycin/penicillin (GIBCO, 

USA)이 첨가한 배지가 E-screen test에 이용되었다. 계 증식 인 세포를 

0.25% trypsin (GIBCO, USA)를 이용하여 부착면에서 탈리시킨 후, 24-well 

plate의 각 well 당 1×10
4
 cell이 되도록 분주하 다. 분주한 24-well plate 는 5%

의 CO2 배양기에서 24시간 동안 배양 시켜 세포가 바닥에 부착될 수 있도록 하

다. 그 후, 시험용액이 첨가된 DMEM 배지로 다시 교환하여 CO2 배양기에서 

6일 동안 배양하 다. 세포의 성장은 Sulforhodamine B (SRB) assay를 이용하

여 간 으로 측정하 다. SRB assay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기

존의 배양액을 제거하고, 10% trichlooacetic acid (TCA, Merck, Germany)를 가

하여 4°C에서 40분간 방치하여 세포를 고정시킨 후, 증류수를 이용해 5회 세척하

여 남아있는 TCA 용액을 제거하고, 실온에서 완 히 건조하 다. 건조 후, well 

plate에 0.4% sulforhodamine B (Sigma, USA) 염색용액을 가하여 한시간동안 

세포를 염색하 고, 과량의 SRB 용액을 제거하기 하여 1% 산으로 5회 세척

한 후 다시 실온에서 건조하 다. 건조된 well plate에 pH 10.5의 10 mM tris 

buffer (AMRESCO, USA)를 가하여 SRB를 용출시킨 후, ELISA reader 

(BIO-TAK instruments Inc., USA) 를 사용하여 56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각 시료의 E-screen assay에 의한 실측 에스트로겐 활성도를 정량 으로 평가

하기 해 측정한 흡 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변환하여 ng-EEQ 

(E2 Equivalent Quantification)/L 값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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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control은 10
-10
M 17β-estradiol (E2)을 주입한 것을 말하며, negative 

control은 10% CD-FBS가 첨가된 DMEM만이 주입된 것을 말한다. Negative 

control (NC)의 평균 세포 증식상태의 세포 성장 반응 값과 Estradiol (E2)의 최

 세포증식 상태의 세포성장 반응값을 고려한 normalized 세포 성장 반응 값으

로 에스트로겐 활성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E-screen assay에서 다양한 실험 인 

변수들이 동일하게 향을 받는 것을 가정하지만, 한 실험에서도 다른 well plate

간 는 well plate 내에서 많은 변화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 인 변수

의 향을 최소화하기 하여 에스트로겐 활성도를 나타내는 흡 도 값 (OD560)

으로 normalization하여 정량 으로 평가하 다 (Figure 8). Normalized된 흡 도 

값은 내분비계장애물질 주입농도에 한 세포성장 반응 값을 나타낸다. 처리  

후 시료의 에스트로겐활성도 (Estrogenicity)는 농도-반응곡선의 회귀식을 이용

하여 변환하 다. 

      

Figure 7. MCF-7 세포를 이용한 E-screen assay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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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E-Screen에서 560nm 흡 도 측정하는 ELISA Reader

2 . 연구결과  고찰

1. 감마선 조사에 따른 독성  모 화합물 농도 비교

(1) 처리  항생물질 독성평가 결과

  감마선 처리  항생의약품의 물벼룩, 형 박테리아, 조류에 한 항생의약품

의 독성을 Table 12에 나타내었다. 각 시험 종 가운데, 항생의약품의 독성이 조

류에서 0.167～1.246 mg/L의 EC50 값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항생의약

품의 독성변화를 평가하기 하여 조류가 가장 합한 것으로 단되었다. 형

박테리아와 물벼룩은 35.99 mg/L∼1750.67 mg/L의 EC50 값이 나타났으며 항생

의약품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 독성평가에 합하지 않은 것으로 단되었다. 

조류에 한 각 항생물질의 농도-반응곡선  각 라미터를 Table 13와 Figure 

9 에 나타내었다. 상항생물질별 IC50값을 결정하기 하여 0∼10 mg/L의 주입 

농도에서 가장 한 용량-반응곡선 회귀식을 얻었다. 각 물질별 회귀식은 0.96

이상의 높은 상 도를 나타내었다. 각 물질은     ×
   의 식으로부터 

Y0, a, b의 상수값이 결정되었다 (Table 13). 네 가지 상물질  tetracycline의 

IC50 값이 0.167 mg/L로 가장 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incomycin의 IC50

값은 0.439 mg/L로 나타났으며, sulfamethazine은 이보다 독성이 낮은 1.246 

mg/L의 IC50값을 나타내었다. Cephradine의 조류에 한 독성값은 1,000 mg/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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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실험에서 조류세포의 성장이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조류에 한 독성

이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Table 12. 감마선 처리  성 독성평가 결과

  

Antibiotics

D. magna V. fischeri P. subcapitata

LC50

(mg/L)

EC50

(mg/L)

IC50

(mg/L)

Tetracycline 36.56 35.99±3.00 0.167 ± 0.107

Lincomycin -a -b 0.439 ± 0.052

Sulfamethazine 66.22 286.72±21.36 1.246 ± 0.852

Cephradine -c 1750.67±375.04 -d

- No observed effect at athe max. concentration of 3651 mg/L, b4990 mg/L, 

c3680 mg/L, d1000 mg/L.

  

Figure 9. 상 항생물질에 한 농도-반응 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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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농도-반응 곡선에 한 각 라미터

Chemicals Y0 a b

Tetracycline -0.0188 1.1207 6.4531

Lincomycin -0.0618 1.1668 2.3251

Sulfamethazine 0.0809 0.9522 0.6932

    ×
 

  (2) 감마선 처리후 항생물질 독성평가 결과

  각 항생의약품의 기농도를 30 mg/L로 하여 방사선 조사량을 0 ～ 2.0 kGy

까지 증가시켜 처리한 후, 모 화합물의 농도  제거효율을 측정하 다(Figure 

10, Table 14). 모든 상물질이 1.0 kGy에서 80% 이상 (sulfamethazine ; 80%, 

tetracycline, lincomycin, cephradine ; 90%이상)의 제거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1.0 kGy 로 조사할 경우, 효과 인 상물질의 처리 효과를 낼 것으로 단되었

다. 

 감마선 처리 후 시료의 독성변화를 알아보기 하여 물벼룩, 형 박테리아, 조

류에 한 독성평가를 수행하 다 (Table 15). 감마선 조사 과 비교하 을 때, 

물벼룩과 형 박테리아의 경우 독성 값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내었

다. 하지만 조류의 경우 TU이 16.05～459.77에서 1.99～5.83로 감소하여 독성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ephradine은 조류에 한 독성이 나타나지 않

다가 처리 후에 TU 값이 약 2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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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감마선 조사에 따른 상 의약품의 농도변화  G-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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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각 처리 방법에 의한 상 항생의약품의 처리 효율, rate constant  

반감기

γ-irradiation

Compound

Removal 

efficiency 

(% at1 kGy)

Dose constant

(kγ,  kGy
-1)

Half dose 

(d1/2,kGy)
r
2

TCN 89.6 4.920 (±0.175) a 0.141 0.99

LMC 92.2 5.102 (±0.444) 0.136 0.99

SMZ 80.8 1.518 (±0.043) 0.599 0.99

UV irradiation

Compound

Removal 

efficiency

(% at 60 min)

Rate constant

(kUV,  min
-1)

Half life 

(t1/2,  min)
r2

TCN 78.4 0.020 (±0.003)
a

41.26 0.99

LMC 22.1 0.004 (±0.001) 187.34 0.96

SMZ 80.1 0.026 (±0.004) 30.81 0.89

Activated sludge

Compound
Removal 
efficiency

(% at 28 days)

Rate constant
(kbio,  day

-1)
Half life 
(t1/2,  day) r2

TCN 70.8 0.044 b 15.68b 0.97b

LMC 3.1 -c -c -c

SMZ 100.0 0.383 d 1.81d 0.99d

a Constant (± Standard Error)
b Rate constant for tetracycline was calculated with inoculums sample (biodegradation + 
sorption to activated carbon). 
c Could not be obtained.
d Calculated except induction period 

Table 15. 감마선 조사에 따른 물벼룩  MicrotoxⓇ  bioassay 결과

Target 
compound

Absorbed Dose

0 kGy 0.5 kGy 1 kGy

Microtox

(Toxicity)

Tetracycline 0.42±0.04 0.27±0.01 0.29±0.03 

Sulfamethazine 0.30±0.10 0.34±0.04 0.39±0.08 

Lincomycin 0.30±0.04 0.28±0.03 0.36±0.03 

Cephradine 0.21±0.03 0.29±0.10 0.24±0.04 

D.magna

(% survival)

Tetracycline 97.5±3.54 100 100

Sulfamethazine 97.5±3.54 97.5±3.54 89.5±14.89

Lincomycin 100 85±14.14 92.5±10.61

Cephradine 97.5±3.54 100 100

Toxicity=(Icontrol-Isample)/Icontrol (I :luminescence of bacteria), Initial concentration 

is 30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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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감마선 조사에 의한 상항생물질의 조류독성변화, 

Toxic Unit (TU) = 100/IC50(%)

2. 처리 방법에 따른 조류 독성 변화

 (1) UV 처리

  감마선 처리에 따른 독성감소 효과를 UV, activated sludge에 의한 처리 방법

과 비교해 보았다. 먼  상 항생의약품을 UV로 처리하 을 때의 모 화합물의 

농도변화를 나타내었다 (Figure 12, Table 14). 상항생물질의 기농도는 30 

mg/L로 하 으며, UV 조사는 0∼90분간 변화시켜가며 수행되었다. Tetracycline

과 sulfamethazine의 경우 UV 조사시간이 60분 이상에서 80% 이상의 제거율을 

나타내었으며, lincomycin은 38%의 제거 효율을 나타내었다. 반면, Tetracycline

의 조류독성은 TU 값이 152.42에서 61.42로 감소하 고, lincomycin은 222.12에

서 63.68로 감소하여 여 히 높은 독성 값을 나타내었다 (Figure 13). 

sulfamethazine은 29.32에서 90분 조사 후 1.56까지 감소하여 가장 효과 인 감

효과를 나타내었다.  Cephradine을 UV로 처리하 을 경우, IC50 값을 지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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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정도의 독성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으나, 독성이 없던 처리  시료에서 UV 

조사 시간이 증가할수록 relative cell growth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ure 13). 이는 감마선 처리 때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다. 모 화합물의 분석 

 조류독성 평가를 통하여, sulfamethazine의 경우 감마선 조사가 더욱 효과

인 처리방법으로 단되었다. Tetracycline과 lincomycin도 UV처리에서 모두 

80%이상의 높은 처리효율을 나타내었으나 감마선 조사와 비교하 을 때 Toxic 

Unit 값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감마선이 상 물질의 높은 처리효율과 독성

감효과를 동시에 나타내는 처리방법으로 단된다.

  

Figure 12. UV 처리에 따른 상의약품의 농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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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UV 처리에 따른 상 의약품의 조류 독성의 변화

  (2) 활성슬러지 처리에 의한 흡착  생분해도

  감마선 처리를 통한 항생의약품의 생분해도  생분해에 따른 독성 감효과를 

알아보기 해 상물질의 활성슬러지에 의한 생분해도 시험을 수행하 다

(Figure 14, Figure 15). 먼 , 감마선을 처리하지 않은 상의약물질 30 mg/L 

시료를 OECD method (1992)에 따라 생분해 실험을 하 으며, Activated sludge 

처리에 한 효율을 알아보고자 하 다. Test가 진행되는 동안 pH의 변화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나 부가 인 pH의 조정단계는 필요하지 않았다. Sulfamethazine

의 경우, 체 28일의 test 기간  14일 까지는 농도에 크게 변화가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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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sterilizing agent를 포함한 Adsorption control은 체 실험 수행기간 

에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4일 이후에 모 화합물의 농도가 

격하게 감소하 으며, 16일 이후에는 sulfamethazine의 모 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조류독성평가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14일 동안 약 20 

toxic unit 값을 보이던 시료는 그 후 독성이 크게 감소하여 16일 샘 부터는 1

이하의 toxic unit 값을 나타내었다. 반면 lincomycin의 경우에는 28일의 test 기

간 동안 독성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의 샘 의 조류독성 

값인 228 toxic unit에서 반응 2일째에 75 toxic unit 으로 독성이 감소하 으나 

그 이후에는 거의 일정한 독성 값을 나타내었다. Tetracycline의 경우, medium내

의 nutrient에 의한 감소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분해  biosorption에 

의한 처리는 10% 내외로 조사되었다. 감마선 처리를 하지 않은 Cephradine의 경

우, 슬러지의 흡착에 의한 모화합물의 제거는 약 40%, 생분해에 의한 모 화합물

의 제거는 14.9%로 나타났다 (Figure 14). 이는 sulfamethazine이나 lincomycin이 

보여  양상과는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Sulfamethazine은 2주 뒤에 생분해에 

의해 거의 모든 모 화합물이 처리되었으며, lincomycin은 생분해와 흡착제거와 

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ephradine은 생분해 (40%)와 흡착 (14.9%)의 

두 가지 기작에 의해서 제거되는 상을 나타내었다. 즉, 활성슬러지에 의한 

상항생물질의 감소는 물질에 따라, 혹은 물질이 속해 있는 분류군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단되었다. 이는 각 분류군의 항생물질이 가진 고유한 기

본구조 는 특정 기능기에 의한 흡착  생분해도의 효율 차이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한, 각 상물질은 항생 기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정 항생물질

에 한 활성슬러지내의 특정 미생물의 활성 여부가 모 화합물의 분해의 변수로 

작용했을 것으로 단된다. 즉, 활성슬러지에 의한 상항생물질의 감은 물질

마다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체 으로 고른 감효과를 나타내었던 감

마선 처리에 비하여 안정 인 측면에서 상당히 비효율 으로 단되었다. 

  각 처리가 끝난 후의 모든 상물질에 한 Toxic unit을 처리  시료와 비

교해 보았다 (Figure 16). 감마선처리를 한 시료에서 모든 상물질에 한 조류 

독성 값이 가장 크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UV  활성슬러지에 의한 처

리는 상 물질에 따라 서로 다른 독성 감의 차이를 보여주어 감마선 처리보

다 높은 TU 값은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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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활성슬러지를 이용한 생분해에 의한 항생의약품 tetracycline (a), 
lincomycin (b), sulfamethazine (c)의 처리 효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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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활성슬러지에 의한 흡착  생분해도에 의한 sulfamethazine  

lincomycin, tetracycline의 독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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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감마선조사 (1 kGy), UV 처리 (60 min)  활성슬러지처리 (28 

days)에 의한 상항생물질의 조류독성 변화

 실측한 상항생물질의 조류독성과 비교하기 하여 감마선, UV, 활성슬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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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후 화학  분석을 통해 얻어진 모 화합물의 농도를 바탕으로 용량-반응곡

선에서 relative cell growth를 산출하여 실측값과 비교하 다 (Figure 17). 

Observed cell growth와 expected cell growth가 같으면 처리후의 조류에 나타나

는 독성이 다른 분해산물에 의한 것이 아닌 모 화합물에 의한 것으로 단되었

다. 체 으로 expected cell growth와 비슷한 값이 실측됨을 알 수 있었다. 감

마선의 경우 처리 후 남아있는 모 화합물의 농도에 의한 expected cell growth 

 observed cell growth 비교하 을 때 두 값이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단되

었다 (p>0.05). UV의 경우 tetracycline과 sulfamethazine은 차이가 나지 않았으

나, lincomycin의 경우 observed cell growth가 expected cell growth에 비해 놓

은 값을 나타내어 상한 값 보다는 독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단되었다 

(p<0.05). 생분해도의 경우, tetracycline과 sulfamethazine은 상 값보다 독성이 

더 낮게 나왔으나 UV처리와 마찬가지로 lincomycin은 상 값보다 독성이 높게 

나오는 것으로 단되었다. 독성이 상 값보다 높거나 낮게 나타난 것은, 처리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질이 조류의 성장을 방해 하거나, 반 로 도움이 되는 양

분으로 용을 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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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감마선 (a), UV (b), 활성슬러지 (c) 처리 후 남아있는 모 화합물의 

농도에 의한 expected cell growth  observed cell growth 비교



- 41 -

  3. 감마선 처리 후의 생분해도 변화

  Cephradine의 감마선 처리  후의 생분해도 변화를 Figure 18, 19에 나타내었

다. 0.5 kGy 흡수선량의 감마선 처리 후, 모 화합물 (RT 7.92) 이외에 RT 7.15에

서 주요 분해산물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주요 부가생성물 (RT 7.15)은 흡착 

 분해에 의해 그 농도가 80.6% 감소하 다. 따라서 감마선 처리 후 상 의약

품이 수계로 배출되었을 경우, 생분해에 의한 부가 인 처리효과가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한 cephradine 함유 폐수에 해 감마선 처리 후 활성 슬러지를 

연계한 공정을 통해 효과 인 제거 효율을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Figure 18. 감마선 처리  흡착  생분해에 의한 cephradine의 농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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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0.5 kGy 감마선 처리 후 흡착  생분해에 의한 cephradine의 

농도변화 

4. 항생의약품의 만성독성  세  간 독성 향

(1) Tetracycline이 D.magna의 reproduction에 미치는 향 

  Figure 20  Table 16 에서 각 세   tetracycline 의 농도에 따른 

reproduction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노출농도는 D. magna에 성독성을 일으키

지 않는 범 인 10 mg/L 이하로 시험되었다. 모든 세 의 control test에서 total 

neonate 수는 약 180∼200 organism에 달하 으며, tetracycline 노출 후 농도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F0 세 에서는 10 mg/L 이외의 농도

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다. 10 mg/L의 노출농도에서 약 control에 비교

하 을 때 약 63%의 감소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차이는 F1 세 에서는 그 차이

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F0 세 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2.0, 5.0 

mg/L의 노출농도가 F1 세 에서는 약 70%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F2, F3 세 에서는 이러한 감소경향이 더욱 증가되어 0.1 mg/L 의 노출농

도에서 유의한 total reproduction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F2 세 에서는 0.1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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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출농도에서 57.6%를 나타내었고, F3세 에서는 약 35.5%를 보 다. 

Reproduction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No observed effective concentration (NOEC) 

 Lowest observed effective concentration (LOEC) 값이 결정되었다 (Table 

17). NOEC 값은 F0부터 F3 세  순서로 5.0, 2.0, <0.1, <0.1 mg/L로 나타났고, 

LOEC값은 각 세  순서로 10.0, 5.0, 0.1, 0.1 mg/L로 나타났다. 최소 시험농도가 

0.1 mg/L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만약 0.1 mg/L보다 더 은 노출농도로 시험했

다면 LOEC  NOEC 값이 더 낮은 농도로 결정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Reproduction delay 한 노출 농도  세 수의 증가에 따라 변화되었다. 

F0 세 에서는 first day of reproduction이 차이나지 않았으나, F3세 에서는 

control과 비교하여 크게 연기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10 mg/L의 노출농도로 4

세 까지 노출되었을 경우, F3 세 의 reproduction은 F0 세 와 비교하여 약 두 

배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Table 16에 나타난 것과 같이 세

수가 증가하여도 D. magna의 생존율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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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20. Tetracycline에 노출된 D. magna F0(a), F1(b), F2(c), F3(d)세 의 
neonate에 한 21일간 만성독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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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각 세 별 tetracycline 노출농도에 따른 reproduction delay, total 
reproduction,  생존율

F0
Reproduction 

delay (%)

Total 

Reproduction (%)
Offspring/female Survival (%)

Control 100.0±1.2 100.0±10.2 9.7±1.0 100

0.1 mg/L 112.0±9.4 83.4±11.6 8.1±1.1 95

0.2 mg/L 104.6±2.0 78.2±7.1 7.6±0.7 80

0.5 mg/L 102.8±2.6 93.3±6.8 9.0±0.7 95

1 mg/L 106.5±6.8 94.8±8.3 9.2±0.8 90

2 mg/L 125.0±10.1* 69.9±14.6 6.8±1.4 75

5 mg/L 103.7±3.0 95.3±11.1 9.2±1.1 95

10 mg/L 143.5±12.5** 37.3±12.8* 3.6±1.2* 100

F1
Reproduction 

delay (%)

Total reproduction 

(%)
Offspring/female Survival (%)

Control 100.0±3.5 100.0±6.8 8.6±0.6 90

0.1 mg/L 111.5±3.4* 80.1±9.0 6.9±0.8 100

0.2 mg/L 113.0±3.2* 73.7±10.5 6.3±0.9 95

0.5 mg/L 113.0±4.6* 71.3±8.9 6.1±0.8* 90

1 mg/L 110.1±2.6* 74.9±10.5 6.4±0.9 100

2 mg/L 111.5±1.6** 70.2±5.7** 6.0±0.5** 85

5 mg/L 115.8±1.3** 69.6±9.6* 6.0±0.8* 95

10 mg/L 113.7±2.8** 51.5±9.5** 4.4±0.8** 95

F2
Reproduction 

delay (%)

Total reproduction 

(%)
Offspring/female Survival (%)

Control 100.0±5.1 100.0±5.6 8.6±0.5 95

0.1 mg/L 108.2±2.9 57.6±5.2** 5.0±0.4** 100

0.2 mg/L 112.2±4.7 48.3±8.2** 4.2±0.7** 95

0.5 mg/L 110.2±3.5 48.3±4.4** 4.2±0.4** 95

1 mg/L 118.4±1.5** 40.1±4.5** 3.5±0.4** 100

2 mg/L 117.0±2.0** 44.8±3.9** 3.9±0.3** 95

5 mg/L 110.9±3.1 51.7±5.4** 4.5±0.5** 100

10 mg/L 113.6±3.9* 51.2±7.5** 4.4±0.6** 95

F3
Reproduction 

delay (%)

Total reproduction 

(%)
Offspring/female Survival (%)

Control 100.0±8.5 100.0±8.4 9.2±0.5 95

0.1 mg/L 184.2±4.2** 35.5±3.0** 3.3±0.3** 100

0.2 mg/L 179.2±6.7** 36.6±4.4** 3.4±0.4** 95

0.5 mg/L 175.3±7.4** 32.2±6.5** 3.0±0.6** 100

1 mg/L 184.2±8.8** 32.8±3.0** 3.0±0.3** 95

2 mg/L 190.1±3.6** 32.8±6.2** 3.0±0.6** 100

5 mg/L 196.0±5.3** 9.8±4.5** 0.9±0.4** 95

10 mg/L 186.1±6.0** 13.1±3.4** 1.2±0.3**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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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tetracycline의 D. magna에 미치는 만성독성 향 (NOEC: No 
observed effective concentration,　LOEC:　Lowest observed effective 
concentration)

Generation F0 F1 F2 F3

NOEC

(mg/L)
5.0 2.0 <0.1 <0.1

LOEC

(mg/L)
10.0 5.0 0.1 0.1

  

  의 결과를 바탕으로, 항생의약품인 tetracycline은 D. magna의 reproduction

에 향을 미치며, 이러한 향은 세 수가 증가할수록  더 커지는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한 Tetracycline이 D. magna에 미치는 이러한 향은 

D. magna의 군집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ure 21은 각 세

별  노출농도별로 계산된 Population growth rate (PGR, r)를 나타낸다. 

Population growth rate는 reproduction  survival의 향이 고려된 값으로 

상물질의 lethal  sublethal effect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종말 으로 여겨진다. 

계산된 PGR 값이 0을 나타낼 때, 그 군집은 stable population을 의미한다. 0보다 

큰 PGR 값은 증가하는 population을 의미하고, 0보다 작은 PGR 값은 감소하는 

population을 의미하며, 최종 으로 군집의 개체수 감소에 인한 종의 멸종에 이를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 모든 세 에서 PGR값은 노출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0 세 에서 PGR 값은 10.0 mg/L의 노출농도에서 0.082로 

control의 0.134에 비하여 약 40%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F1 세 에서는 control

의 0.130에 비하여 약 30% 감소한 0.092의 PGR 값을 10 mg/L 의 노출농도에서 

나타내었다. F3세 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 control에서는 0.135, 

10 mg/L의 노출농도에서는 0.053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뚜렷한 감소 상을 보

으나 모든 시험에서 0 이하의 PGR　값은 나타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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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Tetracycline에 노출된 D. magna의 Population growth rate. 

 (2) Tetracycline이 D. magna의 somatic growth에 미치는 향

  Reproduction과 련한 종말  이외에도  D. magna의 somatic growth와 련

한 body length, body weight (wet and dried), molting frequency 등이 노출 농

도별, 세 별로 찰되었다. 체 으로, F0세 에서는 노출농도가 증가할수록 각 

라미터들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Body length의 경우 (Figure 22), 

control에 비하여 10 mg/L의 노출농도에서 약 17% 감소한 값을 나타내었다. 그

러나 이 차이는 세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F1 세 에서는 

control와 비교하 을 때 10 mg/L의 노출농도에서 약 9% 감소하 으며, F2 세

에서는 거의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낮은 농도로 노출이 되

었을 경우에는 세 수가 증가할수록 body length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body weight에서도 나타났다 (Figure 23). dried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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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와 wet body weight 모두 어미세 에서는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세 수가 증가할수록 그 감소정도는 F0에 비해서 낮아졌

으며, F2, F3세 에서는 오히려 body weight이 증가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wet body weight은 10 mg/L 의 노출농도일 때, F0세 에서 약 30%감소하 으

나, 세 가 증가할수록 각각 25%, 0%, 1%의 순으로 감소폭이 낮아졌다. 더욱이 

F3세 의 경우 tetracycline에 노출된 D. magna가 평균 10% 이상 body weight

이 증가하는 것으로 찰되었다. 

  Molting frequency도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F0세 에서는 뚜렷하게 

농도가 증가할수록 molting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F2, F3 세 에서

는 노출농도가 증가할수록 molting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ure 

24). 

  다양한 somatic growth 련 종말 들을 비교한 결과, 비슷한 농도로 여러 세

에 걸쳐 지속 으로 노출된다고 가정했을경우, 신체 인 발달은 증가하는 것으

로 결론 낼 수 있었다. 이는 세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던 

reproduction과는 상반되는 결과 다. 이러한 향은 항생의약품에 장기 으로 

노출될 경우, reproduction 이외에도 다양한 기작에 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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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Tetracycline의 21일간 만성 독성평가 시 D. magna 각 세 의 body 

length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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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Tetracycline의 21일간 만성 독성평가 시 D. magna 각 세 의 body 

weight

Figure 24. Tetracycline의 21일간 만성 독성평가 시 D. magna 각 세 의 

molting frequency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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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분비계장애물질의 감마선 처리  후의 에스트로겐 활성도의 변화 

(1) 화학  분석

  Figure 3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선정한 5종의 내분비계장애물질에 해 검량선

을 작성하 다. 실제 수계에 존재하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의 검출수 을 고려하여  

1 ug/L -1,000 ug/L의 농도범 에서 검량선을 작성하여 내부표 물질(bisphenol 

A-d16)에 의해 보정하여 시료의 정량분석을 수행하 다. 반복 인 분석을 통해 

얻어진 각 상물질의 검량선은 r
2
값이 0.9992 - 0.9998로 신뢰성이 높은 값을 보

여주었다. 

  상 내분비계장애물질의 표 용액은 메탄올로 조제하 고, specific ion 

channel (m/z)의 SIM mode에 의해 분석을 수행하 다. Mobile phase gradient

에 따라 오염물질의 retention time으로 정성 분석을 하 고, 정량에 사용된 m/z

값은 Table 18 에 나타내었다. MDL  회수율은 100 ng/L 농도로 주입한 표

용액에 해 7번의 반복내분비계장애물질의 시료분석을 수행하 으며 분석의 신

뢰성을 검증하기 해 재 성  회수율을 측정값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 편차

로 나타내었다. 방법검출한계는 0.014 ∼0.035 μg/L로 나타났으며 처리 과정에

서의 추출 회수율 (%)은 76.55±4.34 ～95.61±7.88의 범 로 나타났다.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감마선 처리 후에 나타나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의 농도를 

Table 19에 나타내었다. 감마선 처리를 하지 않은 방류수에서 E1이 0.031±0.003 

μg/L, E3가 0.063±0.010 μg/L로 검출되었다. E2, EE2, BPA는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다. 감마선의 처리한 방류수의 경우, 모든 시료에서 상 내분비계장애물

질이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마선 처리가 기존의 하수처리 공정에

서 완벽히 제거되지 못한 내분비계장애물질을 추가로 처리하여 농도를 효과 으

로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방류수의 감마선 처리 후 에스트로겐 

활성도는 화학  분석만으로는 변화 찰이 어려워 E-screen과 같은 in-vitro  

bioassay가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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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Estrone (E1)
Estradiol 
(E2)

Estriol (E3)
Ethynylestra
diol (EE2)

Bisphenol A 
(BPA)

Retention 
time (min)

24.3 23.5 20.3 22.8 22.0

Production 
ion
(m/z)

269,270 271,272 287,288 295 227,453

MDL
(μg/L) 0.014 0.035 0.035 0.025 0.022

재 성 
(RSD%)

5.663 11.932 13.362 8.240 9.994 

추출 회수율 
(%)

76.55±4.34 93.66±11.18 82.61±11.04 95.61±7.88 70.99±7.09

kGy 0 0.5 0.75 1.0 1.5 2.0

Estrone (E1)
0.031±0.0

03 
n.d. n.d. n.d. n.d. n.d.

Estradiol (E2) n.d. n.d. n.d. n.d. n.d. n.d.

Estriol (E3)
0.063±0.0

10
n.d. n.d. n.d. n.d. n.d.

Ethynylestradiol 
(EE2) n.d. n.d. n.d. n.d. n.d. n.d.

Bisphenol A 
(BPA) n.d. n.d. n.d. n.d. n.d. n.d.

Table 18.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정성분석  신뢰성 검증을 한 측정 변수

Table 19. 감마선 처리  후 유출수의 내분비계장애물질 농도 (μg/L)

      n.d. not detected (<MDL)

(2) 생태독성평가

  방류수에 도입되는 감마선 처리공정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하여 물벼룩  

조류를 이용한 WET (Whole Effluent Test)를 수행하 다. 희석하지 않은 100%

의 방류수  감마선 처리 방류수를 이용하여 물벼룩 성독성 (48h)  조류독

성 (96h)평가를 수행하 을 때 모든 시료에서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Figure 25, 26). 따라서 방류수에 도입되는 감마선 처리공정이 해성을 증

가시키지는 않으며 연계처리가 가능한 공정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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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방류수  감마선 처리 시료의 물벼룩 독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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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방류수  감마선 처리 시료의 조류 독성평가



- 54 -

(3) E-screen assay

  방류수  감마선 처리된 방류수 시료의 estrogen activity를 측정하기 한 방

법으로 E-screen test를 수행하 다. E-screen은 낮은 농도의 내분비계장애물질

에 하여서도 높은 민감도를 보여, 다양한 종류의 내분비계장애물질이 존재하는 

하천수와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 유출수 등에서 whole estrogen activity를 단

하기 한 좋은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각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세포성장반응

곡선을 Figure 27 에 나타내었다. 세포성장을 다양한 sigmoid형태의 식으로 회귀

시킨 후, 최 의 상 계를 갖는 식과 변수를 구하 으며 Table 20에 나타내었

다. Table 21에 나타난 상  활성도는 E2를 기 으로 하 을 때 내분비계장애

물질의 에스트로겐 활성도를 표 하는 값으로, 피임약의 원료인 EE2의 상  

활성도가 E2와 유사한 수 으로 에스트로겐 활성도가 높은 물질이다. E1의 경우 

상  활성도가 E2에 비하여 1/10 수 으로 나타났다.

  하수처리 후 감마선처리 도입한 시료의 E-screen결과를 Figure 28에 나타내었

다. 하수처리 후 방류수는 5 ng-EEQ 이하의 값을 나타내었다. 감마선처리공정을 

도입한 방류수의 경우 에스트로겐 활성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kGy

를 처리하 을 때, 처리하지 않은 방류수와 비교하여 26.9%∼63.3% 에스트로겐 

활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2 kGy로 처리하 을 경우, 처리하지 

않은 방류수와 비교하여 37.5∼73.3% 에스트로겐 활성도가 감소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화학분석에서는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나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단되더

라도, E-screen과 같은 bioassay에 의해서 활성도가 나타나 화학  분석뿐만이 

아니라, 생물학  모니터링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방류수에 감마선 처리 공정이 도입되었을 경우 방류수에 잔류할 수 있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에스트로겐 활성도를 효과 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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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세포성장반응곡선

Table 20. 내분비계장애물질의 농도-세포성장 변수

Parameter Estrone (E1)
17β-estradiol 

(E2)

17α-ethynylest

adiol (EE2)

Bisphenol A 

(BPA)

a 0.9370 0.9250 0.8636 0.6839

b 2.00×10
10

2.00×10
11

2.00×10
11

1.49×10
6

c 3.3480 3.3689 4.2513 2.1350

K 0.0356 0.0434 0 0

r2 0.99 0.99 0.95 0.98

Equation: Y= K+a(1-e
-b×conc.

)
c
, Chapman regression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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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내분비계장애물질의 EC50  상  활성도

Compound EC50 (nM) Relative potency

Estrone(E1) 0.082 0.105

17β-estradiol(E2) 8.57×10-3 1.00

17α-ethynylestadiol(EE2) 9.60×10
-3

0.893

Bisphenol A (BPA) 878.5 9.7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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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감마선처리에 따른 방류수의 에스트로겐 활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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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결론

  1. 수서생물종 (D. magna, V. fischeri, P. subcapitata)을 이용한 상 항생의

약품의 감마선, UV, ozone 분해 처리 후 독성평가 결과, 조류가 가장 합한 

것으로 명되었다. 

  2. UV, 오존 등의 처리 방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감마선이 상 물질에 높은 

처리효율을 나타내었으며, 독성 감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UV 처리나 

오존처리, 활성슬러지에 의한 처리는 같은 항생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상물질에 

따라 처리효율  독성 감효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감마선의 경우 

항생물질의 종류에 따른 처리효율이 높았으며 조류 독성변화는 안정 으로 이루

어지는 것으로 단되었다. 

  3. 감마선 처리 , 후 생분해 실험을 통하여 모 화합물 뿐 아니라 감마선처리 

후 생성된 분해산물이 생분해 과정과 슬러지에 흡착되어 농도가 감소하는 상

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감마선 처리 후 상 의약품이 수계로 배출되었을 경우, 

생분해에 의한 부가 인 분해효과가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따라서 감마선 처

리는 다른 처리 공정과는 다르게 높은 독성 감소를 보여주었으며 분해산물도 독

성이 낮게 나타내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4. tetracycline의 경우 reproduction  somatic growth 모두에 향을 나타내

었다. Reproduction은 한세 에서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으며, 세 수가 증가할수록 더욱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세 수가 증

가할수록 tetracycline이 D. magna의 생식에 미치는 향은 더욱 민감해진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bacteria등을 이용한 실험에서 보이는 항성이 non-target 

organism인 D. magna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결론 낼 수 있었다. 한 여러 

세 에 걸친 reproduction의 감소는 D. manna의 군집의 성장률에도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단되었다. 

  5. 방류수에 도입되는 감마선 처리공정의 안 성을 평가하기 하여 방류수  

감마선 처리 방류수를 이용하여 물벼룩 성독성 (48h)  조류독성 (96h) 평가

를 수행 한 결과, 방류수에 도입되는 감마선 처리공정이 해성을 증가시키지는 

않으며 연계처리가 가능한 공정임을 알 수 있었다. 한,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감마선 처리 후에 나타나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의 농도  에스트로겐 활성도를 

비교하 을 때, 감마선 처리가 기존의 하수처리 공정에서 완벽히 제거되지 못한 

내분비계장애물질을 추가로 처리하여 농도  활성도를 효과 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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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계획 비

진도율

1 단계

1차년도
2007

Target 항생제 선정

항생물질  환경에 한 향이 높을 것

으로 상되며, 수계에서  발견되는 

상물질의 선정

100%

항생제의 생물독성 평

가 기법 개발

항생제에 민감한 상 시험 종을 선정하

고 이 시험 종을 이용한 개별 항생물질의 

기  독성 평가기법 개발

100%

항생제의 생물독성 평

가

개발된 항생제 생물독성 평가기법을 용

하여 개별 오염물질의 독성 평가
100%

감마선 분해를 거친 항

생제의 생물독성 평가

개별 항생제에 한 생물독성 평가기법을 

감마선 분해를 거친 항생제에 용하여 

독성 평가를 수행

100%

방사선 조사에 따른 항

생제의 농도  유기물 

농도 측정

항생제의 농도 변화  DOC 농도 변화

를 측정
100%

1 단계

2차년도
2008

방사선으로 처리된 항

생제의 독성평가

개별 항생의약물질에 한 생물독성 평가 

기법을 방사선 분해를 거친 항생의약품에 

용하여 독성평가를 수행

100%

방사선 조사에 따른 생

분해도 평가
방사선 처리 유무에 따른 생분해도 조사 100%

방사선으로 처리된 항

생의약품의 다양한 생

물종에 한 독성평가 

비교

방사선 처리  후, phytoplankton  형

박테리아에 한 독성평가 수행
100%

UV, 생분해 방법으로 

처리된 항생의약품의 

처리  후의 독성변화 

비교

UV, 슬러지에 의한 생분해 방법으로 처

리된 항생의약품의 처리  후 모 화합물 

농도분석  독성평가 수행

100%

1 단계

3차년도
2009

항생의약품의 세  간 

독성 평가

항생의약품을 시험 종에 노출시켜 어미 

 다음 세 에 걸쳐 나타나는 세 간 

향 평가

100%

감마선 조사가 항생의

약품의 세  간 독성에 

미치는 향 평가

감마선을 조사한 항생의약품을 시험 종에 

노출시켜 어미  다음세 에 걸쳐 나타

나는 세  간 독성 향을 평가

100%

2 단계

1차년도
2010

내분비계 장애물질처리

를 한 감마선 용의 

타당성 평가

내분비계 장애물질 처리를 한 방사선 

용의 타당성 평가  하수처리장 방류

수 내 잔류 내분비계물질 제거효율  생

물학  모니터링 (E-screen)에 의한 검증

100%

감마선 처리된 방류수

의 안 성 평가

생물학  모니터링 방법 (물벼룩, 

E-screen)에 의한 처리장 방류수의 

Whole Effluent Toxicity (WET) 수행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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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1 . 기 성과  활용방안

1. 기술  측면

  오염물질에 한 생물독성 평가  리가  세계 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으

며, 국내에서도 2008년부터 단계 으로 산업폐수 처리시설부터 공공 처리시설까

지 생물독성 기 이 도입되어 시범시행 에 있다. 생물독성 평가기법의 장 은 

다양한 오염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통합 으로 독성을 측할 수 있는 장 이 있

다. 의약품을 함유하는 폐수의 독성 평가에도 생물종을 이용하면 의약품이 혼합

된 상태로 존재할 경우에 나타나는 향을 평가할 수 있다. 방류수에 용하는 

물벼룩이나 조류, 내분비계장애물질에 용하는 E-screen assay나 YES 기법이 

그에 해당한다.  

  항생제  의약품에 한 생물독성 평가 기법의 개발은 의약품 자체 독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체내 사산물이나 방사선 등을 조사하여 얻어진 분해산물의 독

성까지도 측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화학 인 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농도 결

과는 원인 물질이 제거되는 농도에 기반으로 하여 독성이나 해성을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분해산물이 더한 독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원래 물질과 분해산물

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혼합독성의 향을 나타낼 수 있다. 생물독성 평가기법은 

이와 같은 혼합독성 향의 측이 가능하다. 

  의약품(항생제) 생물독성  해성 평가는 세계 으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

하고 있으며, 보다 민감한 시험 종을 개발하거나 방법을 개발하기 해 많은 연구 

인력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이 듯 요성이 두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십 

년간 문제화 되고 있는 내분비계 장애 향물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특별한 작

용 기작을 갖고 있는 의약품도 내분비계 장애 향 물질과 마찬가지로 측하지 

못한 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히 리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재앙으로 

보답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미지의 개척분야인 의약품 독성평가 분야를 선

하는 것은 장기 으로 환경 분야 기술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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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산업  측면

  방류수의 생물독성 평가와 더불어 의약품 독성 평가는 의약품이 갖는 잠재

인 해성을 평가하기 한 매우 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방류수나 의약품을 함

유하는 산업폐수, 병원폐수에서 의약품 독성 평가는 향후 생태계의 안 성을 확

보하기 해 매우 요한 기술로 평가된다. 따라서 방류수나 분뇨처리장등의 폐

수 배출업체  정부 리 기 에서는 의약품의 독성을 평가하기 한 체계의 

구축이 요구될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체계의 구축이 어려운 ․소규모의 공

장이나 폐수 배출 시설에서는 독성  해성 탁 평가 수행이 요구된다. 재 

국내의 독성 평가 기법은 의약품이나 이들의 분해산물 독성을 측하는데 사용

된 례와 기술 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기술의 도

입이나 외국 기업체에 탁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료의 

해외유출이나 업무 처리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의약품에 한 생물독

성 평가  해성 측 기법은 선진국에 비하여 80% 이상의 수 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평가  자료 해석에 한 문가를 보유하지 

못하면 지속 인 기술 자문료를 지 하야 한다. 국내에서 기술개발 없이 외래 업

체에 독성  해성 평가를 탁한다면 총 665개의 하수  분뇨처리장의 수를 

고려하면 수많은 평가비용이 지출될 것이다. 더욱이 산업단지 폐수 배출시설을 

포함하면 그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매우 경제성 있는 기술의 개발

로 단된다. 

3.  활용방안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은 항생제  의약품 폐수 배출업체나 혹은 이들을 포함하는 

방류수 등의 모니터링에 직 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한 처리기술과 연계하여 항생의약

품 등 잔류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제거하고 그 안 성을 검증하는데 극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국내 으로 항생제  의약품 규제 기 이 강화되면 개발된 연계기술은 직 으로 

국내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도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생태 독성  해성을 측에 활

용이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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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추가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감마선 처리에 의한 항생의약품의 농도 감소  독성 감효과를 평가하

고, 이를 다른 처리 방법과 비교해 보았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비교  짧은 시간 (48∼

96 h)의 독성을 평가하 고, 처리 방법에 따른 효율  안정성 비교를 한 것이었기 때

문에 기농도가 비교  높게 설정되었다. 따라서, 수계에 존재하는 농도로 장기 인 노

출이 진행되었을 경우, 성독성평가로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D. magna나 V. 

fischeri에서 독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감마선 처리된 시료가 다른 향을 미칠 수 도 있

다. 따라서 만성독성에 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성  만성독

성 평가를 통하여 처리 방법의 안 성이 확보될 경우, 감마선을 이용한 하수 처리는 더욱 

리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본 연구에서는 단일 물질에 한 처리 효율  독성

평가가 진행되었으나, 실제 수계와 마찬가지로 혼합되어 있는 의약품에 한 처리  독

성에 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한다고 단된다. 따라서 이번 연구가 감마선 처리의 안

성에 한 기 인 단을 한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더욱 실제 수계의 상을 반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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