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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2011-

0002280

해 당 단 계

연 구 기 간

2007.3.1∼

2012.2.28
단 계 구 분 (2)/(2)

연 구사 업 명
사업 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 방사선 융합 기술

연 구과 제 명
과제 명 방사선융합 청정 환경보 기술 개발

세부과제명

연 구책 임 자 이면주

해당단계

참 여

연구원수

총 :24.65명

내부:9.32명

외부:15.33명

해당단계

연 구 비

정부:2,339,000천원

기업:70,000천원

계:2,409,000천원

총연구기간

참 여

연구원수

총 :52.83명

내부:22.5명

외부:30.33명

총연구비

정부:5,759,000천원

기업:70,000천원

계:5,829,000천원

연구기 명

소 속부 서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공업환경연구부
참여기업명 (주)동서건설

국제공동연구 상 국명 : 상 국연구기 명 :

탁 연 구

연구기 명 :아주 학교 연구책임자 :이 건 모

연구기 명 : 주과학기술원 연구책임자 :김 상 돈

연구기 명 :충북 학교 연구책임자 :이 동 훈

연구기 명 :경기 학교 연구책임자 :명 승 운

요약(연구결과를 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 방사선이용 오폐수내 병원성 미생물 살균기술 개발

-하수방류수내 병원성 미생물분포 데이터의 확보

- 자선 감마선 이용 미생물 살균 기술의 획득

∙방사선이용 오폐수 생화기술의 친환경성 평가

-기존 살균공정과 방사선이용공정의 친환경성,경제성 비교

∙방사선이용 유기독성물질 처리기술개발

-방사선 조사에 의한 항생제 등 미량 유기독성물질의 무기화 감 기술개발

∙방사선이용기술의 생태독성 평가

-방사선 조사기술의 독성평가를 통한 생태안 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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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폐수 방류수내 함유 유기독성물질의 유 자 변형 항유 자 평가연구

∙방사선이용 내분비계 장애물질 무기화

-방사선이용 내분비계 장애물질 무기화 기술의 획득

∙방사선이용기술의 유 학 안 성 평가

-미생물 유 자변형 연구를 통한 유 학 안 성 데이터의 확보

∙ 자빔이용 오폐수 생화 기술 신기술 인증

- 자빔을 이용한 오폐수 생화 기술 신기술 인증(제333호)

∙ 자빔이용 오폐수 생화 기술 신기술 검증

- 자빔을 이용한 하폐수 방류수의 항생물질,내분비계 장해물질,독성, 장균을

동시에 감하는 신기술 인증에 한 검증

∙ 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내 양염류 처리기술개발

- 제올라이트흡착과 방사선 산화공정을 결합한 축산폐수처리기술개발

-Struvite결정화 방사선기술의 융합에 의한 축산폐수내 유기물,암모니아성질

소,인산염 인 처리공정의 개발

∙ 축산폐기물내 유기독성물질 모니터링

- 국 11개 공공축산폐수처리장 유입/유출수 13종 의약물질(항생제,소독제)분

포 모니터링

-기존 축산폐수처리공정별 의약물질 처리 황 분석조사

∙ 방사선과 환경소재를 융합한 축산폐기물내 양염류처리 기술개발

-양이온교환막 이용 생물학 기발효와 질산화에 의한 질산화/탈질 동시 반응공

정의 개선 연속운 연구

∙ 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 고효율 퇴비화기술개발

-방사선처리에 의한 축산퇴비의 병원성미생물 살균기술개발

-방사선 처리에 의한 부숙기간이 단축된 고효율 퇴비화공정 개발

-방사선이용 퇴비내 항생제 내성균 분포 모니터링 제어기술개발

-방사선이용 퇴비내 유기독성 물질(항생제)처리기술개발

∙ 유기물질 양염류 동시처리 일체형 생물반응시스템 개발

-이온교환막, 기화학반응,생물학 질산화/탈질반응이 결합된 생물 기화학반응

시스템에 의한 축산폐수내 유기물질 고농도 암모니아성질소 성분 동시제거 시

스템 개발

∙ 축산폐수 유입원수 고농도 입자상 유기물질 처리기술개발

-방사선 처리에 의해 축산폐수내 유기물질 암모니아성질소 농도 감기술개발

-방사선 처리 이후 연속되는 struvite결정화에 의한 COD N,P의 제거효율

향상 기술개발

∙ 고이온화에 지 이용 잔류미량 난분해성 유기물질 고도처리기술개발

-고분자 화학응집반응에 의한 잔류 유기물질 처리기술개발

-[방사선처리-화학 결정화-간헐폭기생물반응]시스템에 의한 유기물질 양염

류 동시제거를 한 고효율 처리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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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에 의한 유기독성물질 처리 생물학 폐수처리 효율향상 연구

- 자빔처리에 의한 축산폐수내 표 인 난분해성물질인 항생제 물질의 효과 인

처리기술 개발

-난분해성물질의 방사선 처리에 의한 생분해도(BOD5/COD)향상 이에 따른

생물학 처리효율 향상 효과 획득

∙ 기존 처리시스템 비 30% 이상 공정단축된 방사선융합 고효율 축산폐수처리

시스템의 확립

-기존 9단계인 축산폐수처리공정을 [고/액분리]→[ 기소화]→[ 자빔처리]→[고효

율생물반응]→[고분자응집]의 총 5단계로 기존 처리시스템 비 45% 공정단축된

방사선융합 축산폐수처리 시스템 확립

∙ 이동형가속기를 이용한 스 일-업 실증

-처리용량 0.1m3/일의 스 일-업 실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제 축산폐수를 상으

로 총 6개월간 실증 용성 연구

-이동형 자빔가속기를 이용한 방사선융합 축산폐수처리공정 확립 안정 처

리가능성 확인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방사선 기술,살균,항생제, 해성평가,미생물의 유 변이,

축산폐기물,축산폐수,처리,재활용

어

radiationtechnology,disinfection,antibiotics,risk

assessment,geneticmutationofmicroorganisms,livestock

waste,livestockwastewater,treatment,re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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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제 목

방사선 융합 청정환경보 기술 개발

Ⅱ.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 기술 측면

-오존산화,UV 살균 등 여러 생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실한

하수방류수의 생화 기술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방사선이용 생화기술은 기투자 후 은 운 비용으로 지속 인 처리가 가능하

며 유기오염물질과 색도 등의 동시 처리 기능이 강하므로 처리공정의 부하를 하

게 여 운 비 감효과 큼

-가축 량사육 집사육 등에 따른 질병 방을 해 소독제,항생제 과다사용과

이로 인해 축산폐기물의 발효·분해에 작용하는 미생물 활성도를 하시키고 축산

폐수의 생물학 처리효율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방사선의 강력한 산화력을 이용한 고도처리기술은 이들 난분해성이며 미생물에 독

성을 지니는 유해물질을 무독화함으로써 후속되는 물리화학 생물학 폐수처

리공정,퇴비화공정 효율을 향상시키고,반응시간 한 단축시킬 수 있는 이 을

가지고 있음

◦ 경제 측면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 에 “ 장균군수”가 신설되어 지역 인 구분 없

이 2003년부터 3,000개/㎖가 일률 으로 용되고 있고,2008년부터는 1,000개/㎖로 강

화하여 용 정

- 국 183개소 하수처리장에 방류수에 한 소독시설이 설치진행 으로 새로운 시

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한 수요가 향후 증할 것으로 상되며,성공 인 기술

개발시 이 분야에서 기술 우 를 해 본 시장의 선 이 가능함.

-발생원별,발생시기별로 축산폐수의 성상이 다양하게 배출되고 련 제도들의 미

비 등의 이유로 아직 확실한 처리기법은 정립되지 못한 실정임.

-축산단지가 형화되고 축산폐수 폐기물의 배출량이 증하고 질소(T-N)

인(T-P)성분과 같은 양염류들의 배출기 강화 등 련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술개발의 시 성 두

◦ 사회 측면

-방사선을 이용하여 장균뿐만 아니라 각종 원생생물을 동시에 처리하고 하천의 2

차 오염,나아가 강 하류의 취수원 오염을 방지하므로 깨끗한 수원 확보에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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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이로 인해 방사선기술의 환경생태 안 성 확보를

통하여 범국가 방사선기술의 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됨.

-2004년 제정된 악취방지법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토양 등의 환경오염에 한

처리비용의 상승

-2012년부터 런던 약에 의해 축산분뇨 축산폐수처리장 등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의 해양투기가 면 지됨에 따라 이들의 육상에서의 체 처리기술 개발이 시

해짐.특히,다량의 재활용이 불가능한 화학슬러지를 발생시키는 화학 처리공정의

체기술개발 시 .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청정환경 보 기술 개발을 통하여 국민 보건에 이바지

Ⅲ.연구개발의 내용

본 연구개발은 방사선융합 오폐수 생화 기술 개발 방사선 융합 축산폐기물 처리

재활용 기술 개발 연구에 을 두었다.

-2007년도 :방사선이용 오폐수내 병원성미생물 살균기술 개발 친환경성평가

․하수방류수 공정별 유기물질 분해 병원성미생물 분포 분석

․ 자선 감마선이용 미생물 살균기술 개발

․방사선이용 오폐수 생화기술의 친환경성평가(LCA)

-2008년도 :방사선융합 하수처리방류수 유기독성물질 처리 축산폐기물내 양염류

처리기술개발

․방사선이용 하수처리방류수내 유기독성물질 처리기술개발 생태독성 평가

․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내 함유 양염류 고도처리 축산폐기물 퇴비화 요소기술

개발

-2009년도 :방사선융합 하수처리방류수내 내분비계 장애물질 무기화 축산폐기물 자

원화 기술개발

․방사선이용 내분비계 장애물질 무기화 유 학 안 성 평가

․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내 함유 양염류처리를 한 소재의 개발 퇴비질 향상기

술개발

-2010년도 : 자빔이용 오폐수 생화 기술의 신기술 인증

․이동형 자빔가속기를 이용한 200m
3
/일 규모의 하폐수 방류수 생처리

․ 자빔을 이용한 오폐수 생화 기술 신기술 인증(제333호)

․유기물질 양염류 동시처리 일체형 생물반응시스템 개발

․축산폐수 유입원수 고농도 입자상 유기물질 양염류 처리기술개발

․고이온화에 지이용 잔류미량 난분해성 유기물질고도처리 기술개발

-2011년도 : 자빔이용 오폐수 생화 신기술 검증

․ 자빔을 이용한 하폐수 방류수의 항생물질,내분비계 장해물질,독성, 장균을



- 7 -

동시에 감하는 신기술 인증에 한 검증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00m
3
/일 규모 처리 신기술 인증에 한 검증

․기존 처리시스템 비 공정단축된 방사선융합 고효율 축산폐수처리 시스템 확립

Ⅳ.연구개발결과

1.방사선이용 오폐수내 병원성 미생물 살균기술 개발

∙하수처리장 유입수 방류수 모니터링

J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에 UV를 조사하여 일반세균수 장균군 살균효과를 살펴

본 결과,UV 조사 후를 비교 해 볼 때,효율 이지는 않는 것으로 단되었다.그리고

자외선 소독의 경우,램 의 주기 인 교체가 필요하고 처리수내 탁도나 색도 등이 존재

할 경우 소독효율이 떨어지는 문제 이 있다.따라서 2차 오염물의 발생이 없으면서,유

량 변동에 쉽게 처 할 수 있는 효율 인 살균공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고,

감마선후에는 미생물의 확실한 살균 뿐만 아니라 재증식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때,감마선 고이온화 에 지의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단 되었다.

∙ 표 인 병원성 미생물균주의 불활성화

최근 오존의 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험결과와 같이 반응시간이 길어 유지비용이 증

가 할 것으로 단되고,감마선을 이용한 살균 처리 기술은 화학약품을 처리하지 않고

미생물을 거의 완 사멸시키며 4일 동안 재증식에 한 잠재력은 낮은 것으로 확인 되

었다.이에 다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경우는 오히려 쉽게 감마선에 의해 불활성화 될

것으로 단되며,정수처리장의 기존설비시설은 미생물 증식이라는 2차오염이 심각하므

로 미생물 재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살균처리공정으로 단되었다.감마선의 흡수선량에

따라 살균 설비의 규모나 유지 비용에 큰 향을 미치게 되므로 국내 수질 특성이 맞는

감마선 살균 장치를 개발하기 해서는 실제 상수처리장 용성 평가가 추가 으로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2.방사선 이용 오폐수 생화 기술의 친환경성 평가

이 연구 결과를 통하여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과정 환경성이 다른 살균장치들에 비하여 우

수함을 확인하 다.특히 그 과정을 통하여 경제성 측면과 기능 측면에서도 자선 가속 살균장치

가 다른 살균장치에 비하여 우수함을 확인하 다.

∙ 환경성 측면

환경성을 비교하기 해서 비교 과정 향평가를 수행하 고 이를 통해서 10가지 환경 향 범

주에 한 세 가지 살균장치의 향을 정량 으로 분석하 다.환경에 미치는 여러 가지 향을

분석하기 해 선택한 10가지 환경 향 범주 7가지 환경 향 범주에서 자선 가속 살균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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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두 살균장치 보다 은 환경 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 다.

∙ 기타 측면

환경성을 비교하기 해서 기능,기능 단 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살균효율을 달성하기

해 소요되는 력량이 자선 가속 살균장치가 최소임을 확인하 다. 한 사용단계의 환경 향

비교를 해서 20년의 수명을 가정하여,자외선 살균장치와 비교하 을 경우,최 3×10
9
배의 력

소모량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

3.방사선 이용 유기독성물질 처리기술 개발

∙난분해성 독성유기화합물인 항생제와 농약성분 수용액은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분해 효율이 향상되어진다.조사되어진 Amoxicillin,Sulfamethazine,Sulfamethoxazole,

Tetracycline,Oxytetracycline Lincomycin은 2-4kGy에서 Alachlor와 Methomyl은

500Gy와 1500Gy에서 완 한 제거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radicalScavengergas사용에 의한 방사선 분해 효과를 평가한 결과 N2O가스를 포

화시킴으로써 N2,O2 기상태의 수용액보다 난분해성오염물질의 분해효율이 증가되

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radicalscavengergas를 사용하여 총유기탄소 (TOC)의 제거효과를 평가하 다.

40-60kGy의 조사선량에서, 기상태의 총유기탄소는 20-30%의 제거효과를 보인 반면,

N2O 가스로 포화된 항생제 수용액에서 90% 이상의 총유기탄소 제거를 보 다.Radical

scavengergas를 이용한 총유기탄소 제거 효과는 N2O >O2> 기상태 >N2로 이루

어졌다.

∙ Alachlor수용액에 산화 매제인 Na2S2O8의 농도를 증가시킬수록 감마선 조사에 의

한 제거효율이 향상됨을 보여 주었다.

∙ 방류수내 유기물질이 항생제 분해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하여 증류수와 하수

처리장 방류수 비율을 100:0,75:25,50:50,25:75 0:100으로 달리하여 방사선 조사하

다.방류수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방사선 조사에 의해 항생제 분해 효율은 낮아지는 결과

를 보 다.이는 방류수내 유기물질과 항생제 사이의 ․OH라디칼에 한 경쟁에 의하여

방류수 비율이 증가할수록 항생제 분해 효과가 낮아지는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 무기이온 첨가에 의한 방사선 분해 효과를 평가한 결과 Cl
-
,SO4

2-
PO4

3-
이온은

항생제 분해효율에 어떠한 향도 미치지 않았다.그러나 NO2
-
와 NO3

-
이온은 기 농도

의 증가와 함께 항생제의 분해효율이 감소되어지는 결과를 얻었다. 한,방사선 조사 후

무기이온의 농도 변화 결과 Cl-,SO4
2- PO4

3-이온의 농도는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

다.반면,NO2
-
와 NO3

-
이온은 조사선량 증가와 함께 감소를 보이면서 NO3

-
와 NO2

-
이온

으로 각각 증가됨을 보 다.방류수에 NO2
-
이온이 증가할수록 일정한 농도까지는

Oxytetracycline의 향상된 제거효율을 보이다가 다시 inhibition됨을 보여주었다. 한

NO3
-이온의 기 농도가 증가할수록 Oxytetracycline의 제거효율의 향상을 보여 주었다.

이는 ․OH eaq
-
과 같은 라디칼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으로 설명된다.

∙무기이온 첨가에 의한 총유기탄소 (TOC)의 제거효과를 평가하 다.Oxytetracy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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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5kGy에서 10%의 무기화를 보 으며,Cl
-
,NO2

-
,NO3

-
,SO4

2-
PO4

3-
의 무기이온은

Oxytetracycline의 무기화에 큰 향을 주지 못하 다.

∙Tetracycline,Sulfamethoxazole,Cephradine Lincomycin의 항생제와 Alachlor와

Methomyl의 농약성분의 생분도 실험 결과 조사선량 증가와 항생제의 생분해가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이는,감마선을 이용한 난분해성물질 처리방법은 생물학 으로 용이한

물질로 환되는 생물학 인 분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단되며,수계의 독성을 감시

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방사선으로 처리된 하수방류수의 수서 생태 해성 평가

∙ 수서생물종 (D.magna,V.fischeri,P.subcapitata)을 이용한 상 항생의약품의 감

마선,UV,ozone분해 처리 후 독성평가 결과,조류가 가장 합한 것으로 명되었다.

∙ UV,오존 등의 처리 방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감마선이 상 물질에 높은 처리효율

을 나타내었으며,독성 감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UV 처리나 오존처리,활성

슬러지에 의한 처리는 같은 항생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상물질에 따라 처리효율 독성

감효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그러나 감마선의 경우 항생물질의 종류에 따른 처리효

율이 높았으며 조류 독성변화는 안정 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되었다.

∙ 감마선 처리 ,후 생분해 실험을 통하여 모 화합물 뿐 아니라 감마선처리 후 생성

된 분해산물이 생분해 과정과 슬러지에 흡착되어 농도가 감소하는 상을 나타내었다.따

라서 감마선 처리 후 상 의약품이 수계로 배출되었을 경우,생분해에 의한 부가 인 분

해효과가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따라서 감마선 처리는 다른 처리 공정과는 다르게 높

은 독성 감소를 보여주었으며 분해산물도 독성이 낮게 나타내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tetracycline의 경우 reproduction somatic growth 모두에 향을 나타내었다.

Reproduction은 한세 에서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세 수가

증가할수록 더욱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이는 세 수가 증가할수록 tetracycline이

D.magna의 생식에 미치는 향은 더욱 민감해진다는 뜻으로 해석되며,bacteria등을 이

용한 실험에서 보이는 항성이 non-targetorganism인 D.magna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다고 결론 낼 수 있었다. 한 여러 세 에 걸친 reproduction의 감소는 D.magna의 군

집의 성장률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되었다.

5.방사선 이용기술의 유 학 안 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UV 감마선으로 처리한 항생제의 잔류 농도 활성을 미생물을 이

용하여 측정하 고,UV,감마선 자빔을 세균에 조사하여 조사방법에 따른 세균의

생존율 돌연변이율의 증감을 비교하 다.실험결과,감마선 조사 방법이 UV 조사에

비하여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 분해에 효과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세균 돌연변이

유발 측면에서는 자빔을 조사하 을 때 감마선과 UV에 비하여 돌연변이가 게 일어

나는 것을 찰하 다.이러한 결과는 이온화 방사선의 하폐수 처리시설 도입이 UV에

비해 다양한 항생물질의 분해 세균 돌연변이 유발의 측면에서 효과 이라는 것을 시

사한다.



- 10 -

6. 자빔이용 오폐수 생화 기술의 신기술 인증

∙이동형 자빔가속기를 이용한 200m
3
/일 규모의 하폐수 방류수 생처리

∙ 자빔을 이용한 오폐수 생화 기술 신기술 인증(제333호)

7. 자빔이용 오폐수 생화 신기술 검증

∙ 자빔을 이용한 하폐수 방류수의 항생물질,내분비계 장해물질,독성, 장균을

동시에 감하는 신기술 인증에 한 검증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00m3/일 규모 처리 신기술 인증에 한 검증

8.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 함유 양염류 처리기술개발

∙제올라이트흡착과 방사선 산화공정을 결합한 축산폐수처리기술개발

∙ Struvite결정화 방사선기술의 융합에 의한 축산폐수내 유기물,암모니아성질소,인산

염 인 처리공정의 개발

∙ 양이온교환막을 이용한 생물학 기발효와 질산화에 의한 질산화/탈질 동시 반응공정

의 개발

9.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 퇴비화 퇴비질 향상 기술개발

∙ 방사선처리에 의한 축산퇴비의 병원성미생물 살균기술개발

∙ 방사선 처리에 의한 부숙기간이 단축된 고효율 퇴비화공정 개발

∙ 방사선이용 퇴비내 항생제 내성균 분포 모니터링 제어기술개발

∙ 방사선이용 퇴비내 유기독성 물질(항생제)처리기술개발

10.축산폐기물내 유기독성물질 처리기술개발

∙ 국 11개 공공축산폐수처리장 유입/유출수 13종 의약물질(항생제,소독제)분포 모니

터링

∙ 기존 축산폐수처리공정별 의약물질 처리 황 분석조사

∙ 축산폐수내 함유 의약물질의 자빔처리에 의한 분해 연구 생분해도 향상효과에 의한

연계 생물학 처리 효율향상 기술개발

11.방사선융합 축산폐수 처리공정의 확립

∙ 기존 9단계인 축산폐수처리공정을 [고액분리- 기소화- 자빔처리-고효율생물반응-화

학응집]의 5단계로 획기 으로 단축시킨 경제 이면서 효과 인 처리시스템 개발

∙ 이동형 자빔가속기를 이용한 방사선 처리 생물학 처리효율 향상기술개발

∙ 처리용량 0.1m
3
/d의 스 일-업 반응시스템 제작하여 실폐수를 상으로 6개월간 연속식

운 을 통하여 안정 처리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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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방사선융합 오폐수 생화 기술개발

● 1단계 (2007∼2009년도)연구기간 동안에 수행된 방사선 융합기술을 이용한 하폐수

방류수 의 병원성 미생물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동시에 처리하기 하여 분해 효

율,동역학,방해작용,분해부산물의 생물학 독성,방사선 조사된 미생물의 유 학

안 성과 자빔 가속기 기술의 친환경성 등 요소/기반 기술 바탕으로 본 기술의 최

종 성공을 해 필요한 신기술 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반기술을 확보하 음.

● 본 연구는 체 2단계(2008년3월～2012년2월) 1단계(2008년3월～2010년2월)의 연구

에서는 주로 기본 모니터링 요소기술의 개발 등에 을 두었으며,2단계에서는

이들 요소기술의 융합을 통한 공정을 개발․최 화시키고,더 나아가 장에서 용성

연구를 진행하 음.

● 2단계 연구기간 에는 신기술인증과 신기술에 한 검증을 환경부로부터 취득하 음.

● 2단계 연구종료후 개발기술의 기업체 이 을 추진하고,기업체와 공동으로 정부 연구

과제 수주를 통해 장 용 상용화를 한 실증연구를 추가로 실시할 것임.

●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생태독성 자료는 재 항생제 의약품을 함유하는 하폐수

처리장이나 자연수계에 다양하게 용되는 감마선 처리기술이 실제 친환경 인 독성

감 처리기술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임.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생태학 독성평가와 유 학 안 성 결과는 방사선에 한

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2.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 청정처리 기술개발

● 방사선을 이용한 축산폐기물 청정처리기술개발 과제에서는 기존 축산폐기물 축산폐

수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난분해성 유기독성화합물질을 방사선에 의하여 효과 으로

처리해 으로써 후속되는 생물학 폐수처리 공정 혹은 퇴비화 공정에서 보다 처리

효율을 향상시킨 방사선융합 축산폐수 고도처리공정을 확립하고 실폐수를 상으로

스 일-업 실증연구를 실시하여 용성을 확인하 고,생태환경에 배출시 문제가 되는

항생제내성균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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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으로 지자체에서 설치·운 하는 공공축산폐수처리장이 70여곳이 있으며, 규모

축산농가에서 운 하고 있는 자체 축산폐수처리장을 포함하면 수백여 곳이 운 되고

있으나, 실 으로 안정 이고 효율 인 축산폐수처리 방법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로

서,본 개발공정을 극 으로 도입함으로써 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축산폐수의 확

실한 처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 축산폐기물(슬러지,폐수)의 경우 체 발생량 의 상당량을 해양투기에 의존하여 왔으

나,국제 약에 의해 명간 해양투기가 면 지됨에 따라 육상처리 처분 안기

술이 필요한 시 에서 효과 인 처리방법으로 활용 가능

● 독성유기화합물질 항생제내성균 등이 원천 으로 처리된 고부가가치의 축산퇴비 생

산 기반기술 마련

● 연구종료후 개발기술의 기업체 이 을 추진하고,기업체와 공동으로 정부 연구과제 수

주를 통해 장 용 상용화를 한 실증연구를 추가로 실시할 것임

● 난분해성 유기화합물질을 고농도로 함유하는 화학폐수,산업폐수 등에 하여 방사선

에 의한 효과 인 처리공정과 기존 생물학 처리공정을 결합함으로써 기존 유기화

학 폐수처리기술에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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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PROJECT TITLE

DevelopmentofCleanEnvironmentConservationTechnologybyRadiation

Ⅱ.OBJECTIVEANDIMPORTANCEOFPROJECT

-Thisresearchwascarriedoutfordevelopmentofsanitationprocessofwastewater

effluentbyradiationtechnologyandestablishmentofnew sanitationtechnologyof

wastewatereffluentbyradiation.

-Theabuseofpharmaceuticalsandantibioticsinthelivestockindustrydecreasesthe

efficienciesofbiologicaltreatmentoflivestockwasteandwastewater.

-Radiationprocesshaspowerfuloxidationanddisinfectionpotentials,therefore,itcan

enhancethelivestockwastecompostingandwastewatertreatmentefficiency.

-Thelivestockwasteandwastewaterareverydifficulttobetreatedbyconventional

processes because they contain high concentrations of organics, nitrogen,

phosphorus,suspendedsolids.

-Livestockwasteproblemssuchaswastewater,solidwaste,malodourcanbesolved

usingradiationtechnologyandadvancedbiologicaltreatmenttechnology.

- Economical benefit can be obtain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New

EnvironmentalTechnology"forlivestockwaste.

-Preventionofriverandoceanpollutioncanbeexpectedbytheentirelyeffective

treatmentoflivestockwaste.

Ⅲ.SCOPEANDCONTENTSOFPROJECT

Thisresearchprojectfocusedonthedevelopmentofsanitationprocessofwastewater

effluent by radiation technology and the development of livestock wastewater

treatmentandresourcerecoveryusingradiationtechnology.

- 2007:Developmentofdisinfection process ofpathogenic microorganisms by

radiationandLifeCycleAssessment(LCA)

․Characterizationoffermentingandpathogenicmicroorganismsinwastewater

effluents

․LCAofsanitationprocessofwastewatereffluentbyradiation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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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Developmentoftreatmenttechnology oftoxic organic chemicals in

wastewatereffluentandnutrient(N,P)treatmentinlivestockwaste

usingradiation

․Developmentofradiationtreatmenttechnologyoftoxicorganicchemicalsand

assessmentofecologicaltoxicity

․Development of nutrient (N,P) treatment technologies and composting

processesusingradiation

- 2009:Reduction andmineralization ofendocrinedisrupting chemicals(EDCs)in

wastewatereffluentanddevelopmentofresourcefrom livestockwasteusing

radiation

․DevelopmentofradiationtechnologyfortreatmentofEDCsandassessmentof

geneticsafety

․Environmentalmaterialsdevelopmentfornutrientremovalandenhancementof

livestockwastefertilizerquality

-2010:AcquireofanNET(New EnvironmentalTechnology)authenticationcertificate

issuedbyKoreaMinistryofEnvironment

․developmentofsanitationprocessofwastewatereffluentbymobiletype

electronbeam withtreatingcapacityof200m3/d.

․AcquireofanNET(New EnvironmentalTechnology)authenticationcertificate

titledbydevelopmentofsanitationprocessofwastewatereffluentbyelectron

beam

․Development of simultaneous removal technologies of nitrogen and

phosphorous

․Developmentofpretreatmenttechnologies for organic toxic chemicals in

livestockwastewater

- 2011:Acquireofan NET(New EnvironmentalTechnology,No.333)verification

certificateissuedbyKoreaMinistryofEnvironment

․VerificationforNET-333ontreatmentofwastewaterbyelectronbeam

․Enhancementofbiologicaltreatmentefficienciesbyradiationpretreatmentfor

organictoxicchemicalsinlivestockwastewater

․Optimization of process operation conditions and scale-up test for real

livestockwaste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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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RESULTSOFPROJECT

1.Developmentofdisinfectionprocessofpathogenicmicroorganismsbyradiation

MoniteringofEffluentfrom MunicipalWastewaterTreatmentPlantatJcityin

Korea wasused forthis study.Theresultsshowed thattheUV disinfection

efficiencieswere21-99% and19-85% forthetotalbacteriaandtotalcoliform,

whilethedisinfectionefficiencyusinggammaradiationwere99.9%,respectively.

This indicated that radiation technology was more effective for microbial

disinfectionthanUV.MicroorganismsafterUV radiationremarkablyincreasedfor4

days,whilegammaradiationshowedalmostnomicroorganism regrowth.

∙ Theresultsofthisstudyshowedthatradiolytictreatmentwasveryeffectiveonthe

inactivationofpathogenicbacteria.

∙ MuchmoreenhanceddisinfectionwasobservedbygammaradiationwithO2andair

saturation,whichispotentialusefortheinactivationofpathogenic microorganisms.

2.Environmentalassessmentofdisinfectionmethodsbyelectronbeam,UV andozone

usingLCA

Thisstudyshowsthate-Beam disinfectiondeviceismoreenvironmentallyfriendlythanthe

others.Inthisprocess,itisdemonstratedthatthedevicehasadvantagesinitseconomical

aspectandperformanceitselfaswell.

∙ EnvironmentalAspect

Comparison ofLifecycleassessmentamong thethreetypesofdisinfection deviceis

implementedtocompareeachenvironmentalperformanceandimpact.Of10environmental

impactcategories,e-beam devicehaslessenvironmentallyharmfulthantheothersin7

categories.

∙ Others

Intheprocessoffunctionandfunctionalunitdefinition,itisconcludedthatthe

electricityconsumptioninthee-beam deviceisthelowesttoachievetheefficiency

atthesamelevelamongthreedevices.Itisthefactthattheconsumptionof

e-beam deviceislowerby 3×10
9
timesoftheconsumption ofUV deviceon the

assumptionthatthedevicelifeis20years.

3.Developmentofradiationtreatmenttechnologyoftoxicorganicchemicals

∙Thetoxicorganiccompoundssuchasantibioticsandpesticidewereremoved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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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gammaradiation.Theantibiotics,amoxicillin,sulfamethazine,sulfamethoxazole,

tetracycline,oxytetracyclineandlincomycin,werecompletelydegradedbybetween2

and4kGy.Also,alachlorandmethomylwereremovedfor500and1500Gy,

respectively.

∙ThesaturatedsolutionsbyN2O gasshowedbetterenhanceddegradationefficiency

thanN2,O2andatmosphericconditions.

∙TheremovaleffectofTotalOrganicCarbon(TOC)forantibioticswasevaluatedby

radicalscavengergases.Atanirradiationdoseof40-60kGy,theTOC removal

efficiencywas20-30% foratmospheric,whiletheTOCremovalefficiencyofsaturated

antibioticsolutionsbyN2Ogaswasabove90%.TheTOCremovalefficiencyusingthe

radicalscavengergaseswasinthefollowingorder:N2O>O2>atmospheric>N2.

∙Alachlorconcentrationbygammaradiationshowedtheenhancedremovalefficiency

withincreasingNa2S2O8concentrations.

∙Inordertoinvestigatetheeffectofradiolyticdegradationofantibioticsbynaturally

presentvarious substances in the effluents from wastewatertreatmentplants

(WWTP),batchexperimentswerecarriedout.Thevolumeratiosofdistilledwaterand

theeffluentsfromWWTPinthebatchbottleswere100:0,75:25,50:50,25:75and0:100

(v:v).Theorganicmaterialsinhibitedtheradiolyticdecompositionofoxytetracycline

sincethereisthecompetitionfor•OHradicalsproducedfromwaterradiolysisbetween

oxytetracyclineandorganicmaterials.

∙Theprenceofinorganicionssuchaschloride,sulfateandphosphatedonotalmost

showedtheinhibitioneffectoftheoxytetracyclinedegradation.However,whennitrite

andnitrateionwereadded,thedegradationefficiencyofoxytetracyclinewaslowerin

thepresenceofnitriteandnitrateionsthanthatintheabsenceofthem atthesame

irradiationdose.

∙Theinorganicionssuchaschloride,nitrite,nitrate,sulfateandphosphateionswere

showntoinsignificantlyinhibitontheTOCremovalofoxytetracycline

∙Thebiodegradabilityofirradiatedorganiccompounds,tetracycline,sulfamethoxazole,

cephradine,lincomycin,alachlorandmethomyl,wasenhancedwithincreasingradiation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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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differentkineticparameterswerestudiedtodeterminetheusefulfigure-of-merit

forpredictingdoserequirementsfororganiccompoundsremovalingammaradiation

system.TheinitialG-valuesofthecephradine,amxicilin,tetracycline,sulfamethazine

andlincomycinrangedfrom 1.42to6.46andtheG-valuesdecreasedwithhigher

radiation doses. The kmax value for cephradine, amoxicillin, tetracycline,

oxytetracycline,sulfamethazineandlincomycinbyMonodequationwas0.99,0.56,0.43,

0.37,0.29and0.58μM/Gy,respectively,andKsvalueswas199.64,56.42,1.49,7.19,6.36

and56.46μM,respectively.

4.Ecologicalriskassessmentofantibioticstreatedbyradioactiverays

Gamma radiation was an effective method for decomposing antibiotics.In addition,

P.subcaptitatawasfoundtobeamoresensitiveorganism toevaluatetoxicityofantibiotics

comparedtoD.magnaandV.fischeri.Theconcentrationofparentcompoundsandtoxicityon

algalgrowthwereremarkably reducedby gammaradiation treatment.Gammaradiation

treatmentshowedsimilardecomposingefficiencyaccordingtothetargetcompounds,whereas

UV treatmentanddegradationwithactivatedsludgeshoweddifferentefficiencyofvarious

targetcompounds.Finally,remainedconcentrationandsomebyproductsoftargetcompounds

aftergamma-irradiationmethodwasadditionallydecreasedbybiodegradationandsorptionof

activatedsludge. Inaddition,theeffectofantibioticsonparentalgenerationofD.

magnaiscontinuedtothenextgeneration.Also,thesublethalconcentrationwhich

showednoacutetoxiceffecthavevariousabnormaleffectsuchasreproductionand

somaticgrowth,Also,finally,itcanreducethepopulationgrowthrate.

5.Evaluationoftheantibioticactivityandgeneticmutationofmicroorganismsinthe

effluenttreatedwiththeelectron-beam from waste-watertreatmentplant

Theresidualconcentrationsand activitiesofantibioticsafterUV orgamma-ray

treatmentswereestimated,and theeffectsofirradiation ofUV,gamma-ray,or

electronbeam wasestimatedonthesurvivabilityandmutagenicityofbacteria.The

gamma-rayirradiationwasmoreeffectivethanUVindegradationofantibiotics.The

extentofmutagenicityofelectron-beam irradiationwaslessthanthoseofUV or

gamma-rayirradiations.Theseresultsindicatethattheapplicationofelectron-beam

totheprocessesofwastewatertreatmentsystem willbesuitablethanUVirradiation

becauseofitsdegradabilityofvariableantibioticsandlessmutagenicityofbacteria

presentedinwastewater.

6.Acquire of an NET(New Environmental Technology,No.333) authentication

certificateissuedbyKoreaMinistryofEnvironment

․Acquireofan NET(333)titled by sanitation processofwastewatereffluent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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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beam whichcancoverreductionandmineralizationofantibiotics,endocrine

disruptingchemicals(EDCs),toxicityandcoliform.

7.VerificationofNET(No.333)byKoreaMinistryofEnvironment

․VerificationofNET(No.333)forthewastewatertreatingcapacityof200m3/dinthe

sewagetreatmentplant.

8.Nutrientsremovalfrom livestockwasteusingradiationtechnology

∙Livestockwastewatertreatmentbycombinationofzeoliteadsorptionandradiation

oxidation

∙Organic compound,ammonium ammonia and phosphate phosphorus removalby

combinationofstruvitecrystallizationandradiation

∙Simultaneous anaerobic digestion and nitrification/denitrification using cationic

exchangemembrane

∙Simultaneousremovaloforganiccompoundsandnitrogenfrom wastewaterthrough

cationic/anionicexchangemembraneandbio-electrochemicalprocess

9.Compostingoflivestockwasteusingradiationtechnology

∙ Disinfectionofpathogensfrom livestockwastebyradiation

∙ Enhancedcompostingprocessoflivestockwastebyradiationpretreatment

∙Monitoringandcontrolofantibioticresistantmicrobesusingradiation

∙ Reductionofcompostingperiodbyradiationpretreatmentoflivestockwaste

10.Developmentoftreatmenttechnologiesfororganictoxicchemicalsinlivestock

wastewaterbyradiation

∙ Monitoringofdistributionofpharmaceuticals,personalcareproducts(PPCPs)from

livestockwastewatertreatmentplantinfluentsandeffluents

∙ SurveyofstatusofPPCPsremovalsfromconventionallivestockwastewatertreatment

plants

∙Treatmentoftoxicorganiccompoundsinlivestockwastewaterbyradiation

∙ Enhancementofbiologicaltreatmentefficienciesbyradiationpretreatmentfororganic

toxicchemicalsinlivestockwastewater

11.Establishmentofadvancedlivestockwastewatertreatmentprocessusingradiation

fusiontechnology

∙ Simplificationoflivestockwastewatertreatmentprocessfrom10stepsofconventional

processto5stepsofnewly developedradiation fusionprocessusing radiation

technologyandadvancedbiologicalprocessandchemicalcoa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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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imizationofprocessoperationconditionsandscale-uptest(0.1m
3
/d)for6months

usingreallivestockwastewater

Ⅴ.PROPOSALFORAPPLICATIONS

∙ TransferofNET″NewEnvironmentalTechnology"authenticationandverification

certificatetoindustry.

∙ A sanitationprocessdevelopedin thisprojectisconsideredasthealternative

technology for disinfection of pathogenic microorganisms and degradation of

recalcitranttoxicorganicchemicals.

∙ TheresultsoflessbacterialmutagenicitybytreatmentsofelectronbeamthanUVor

gamma-raytobacteriacanbeusedassupportingdatatointroduceelectron-beamto

wastewatertreatmentfacilities,andcanleadtofreeupobscureuncertaintyofpeoples

toelectronbeam.

∙ Thetoxicitytestmethodcanbeappliedtoevaluateecologicalriskassessmentof

differentkindsofpharmaceuticalswithdecomposingtechniques.Gamma-irradiation

techniqueisthoughttobeabletobeaneffectiveeliminationmethodforvariouskinds

ofpollutants.

∙ Developmentofcombinedprocessforlivestockwasteusingradiation

∙ Scaleupstudyforthefieldapplication

∙ Transferofdevelopedtechnologytotheenterpriseandjoint-research

∙ Solving oflivestockwasteproblems(wastewater,solidwaste,malodour)using

radiationtechnologyandadvancedbiologicaltreatmenttechnology

∙ Economicalbenefitthroughthedevelopmentof"NewEnvironmentalTechnology"for

livestockwaste

∙ Preventionofriverandoceanpollutionthroughentirelyeffectivetreatmentoflivestock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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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기술 측면

기존의 지표수나 방류수의 수질은 pH,BOD,COD,SS,DO,T-N,T-P 장균군

등 이화학 항목과 지표세균을 지표로 하 으나.최근 지아디아와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

성 미생물의 존재와 분포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특히,지아디아는 사람 동물

에게 설사를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로써 환경 에 포낭 형태로 수 개월간 생존할 수

있고,정수 하수처리시설에서 소독제로 사용되는 염소에 내성을 가지고 있어,우리나

라에서도 2004년 7월부터 지아디아에 한 정수처리기 을 용하여,정수장의 원수에

하여 2년간 분포실태를 조사토록 규정하고 있다.1993년 미국 워키시에서 일어났던 수

돗물의 크립토스포리디움으로 인한 40만여 시민의 집단 설사사건과 염소 소독부산물 발

생 등으로 미국을 비롯한 일본, 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염소 소독에 한 재검토가 이루

어지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수돗물의 정수처리시 사용 가능한 살균소독제로 고도표백

분,차아 염소산나트륨,이산화염소,오존 액화염소 등에 한 규격기 을 고시하고 있

으니.이산화염소의 경우 ․배수 과정에서의 냄새발생으로 민원이 야기되고,오존의 경

우 원수 내 롬의 존재에 따라 오존소독부산물이 생성되어 처리원수에 한 용제한성

과 후처리공정의 필요 등으로 고가의 설치비 운 비가 소요되는 단 이 있다.염소소

독의 경우는 소독부산물인 트리할로메탄의 해성과 수생생물에 한 향으로 반드시

탈염소설비등의 책을 강구해야하는 문제 이 있다.이에 염소소독공정을 체할 수 있

는 체소독공정으로 소독 부산물이 생성되지 않고,염소내성 병원성 미생물의 불활성화

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알려진 자외선 공정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을 심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매년 정수 하수처리 용실 이 증가하는 추세이나,국내의

경우 정수 하수처리에 있어서 자외선 소독공정에 한 연구는 매우 기단계에 머물

고 있고 유지 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편,살균방법은 처리장의 시

설규모,방류수역의 특성,하수처리과정에서의 장균군 제거효율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

어야 하나, 재까지 소독공정은 염소소독,자외선 소독,오존살균등에 국한되어 있는 실

정이다.방사선의 가장 장 인 강력한 에 지에 의한 미생물의 살균 능력을 하수처리시설

의 소독공정으로 개발을 한다면,기존 신규로 형성되고 있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소독

처리 련시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편,의약품의 넓고 다양한 활용성으로 인하여 생태계는 뜻하지 않은 하나의 재앙

에 직면해 있다.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의약품이 생태계에 미치는 해성에 한 경고가

을 잇고 있다.이미 의약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병원 폐수에 한 Amesand

Hamstercelltest를 통해 돌연변이성에 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물벼룩과 형 박테

리아를 사용한 독성 평가에서 매우 높은 독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항생제



- 2 -

는 친수성이기 때문에 체내에 축 되는 경우는 드물다.하지만,먹는 물을 통해 지속 으

로 노출되는 항생제는 인체,가축,수생 생태계에 어떠한 향을 나타낼 지는 아직 미지

수이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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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거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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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증가 도시 집 화 상으로 인해 자원 에 지 소비는 증하 으며,

이로 인한 자연의 자정능력을 넘어선 많은 양의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환경의

보 과 회복을 한 환경 리는 우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하는 것이

며,발생된 폐기물은 자연의 자정능력 이내의 안정한 물질로 환하고 감량화시켜 자연

의 생태계에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육류 소비량의 증가로 가축사육두수가 격하게 증가 하고 있으며,특히

돼지와 소의 경우 량사육시설에 의한 가축의 집단사육으로 환경오염이 지속 으로 발

생되어지고 있다.국내 축산업은 국민의 식생활 양상이 육류 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1970년 이후 양 ,질 인 면에서 속한 증가추세를 보 으며,1990년 에 들어서면

서 개별농가의 문화, 규모화가 진행되어 각각의 개별농가가 다량의 유기성 오염물

취 주체가 되고 있다.국내 사육 농가는 2003년말 기 으로 41만 농가에서 소,돼지 등

이 1억2천만두가 사육되고 있으며,축산의 업화 기업화로 인해 사육농가는 격히

고 있으나,돼지는 1994년에 비하여 2004년 기 으로 1.9배인 1,106만두 가량을 사육

하고 있으며,소․말 165만두,이로 인한 축산폐수는 하루 169천톤,1년 발생량으로 환

산하면 6,168.5만 톤에 이른다.

축산폐수는 고농도의 유기성 폐수로 발생원과 수거방법에 따라 성상이 크게 달라

진다.이러한 폐수는 다량의 질소와 인을 포함하고 있고, 은 양의 폐수가 하천이나 호

수 등에 유입시 하천의 수질악화와 호소의 부 양화가 일어나며 병원성 미생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그 피해는 매우 크다(Gerrishetal.1975;Christian1999).특히,암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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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 질소와 같은 양염류의 제거에는 그 처리효율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사회 반 으로 축산폐수의 효율 처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축 량사육 집사육 등에 따른 질병 방을 해 소독제,항생제 과다사용과

이로 인해 축산폐기물의 발효·분해에 작용하는 미생물 활성도를 하시키고 축산폐수의

생물학 처리효율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방사선의 강력한 산화력을 이용한 고도처리기술은 이들 난분해성이며 미생물에

독성을 지니는 유해물질을 무독화함으로써 후속되는 물리화학 생물학 폐수처리

공정,퇴비화공정 효율을 향상시키고,반응시간 한 단축시킬 수 있는 이 을 가지고

있으므로,이를 이용한 축산폐기물의 청정처리를 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2.경제․산업 측면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 에 “ 장균군수”가 신설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3,000개/㎖,청정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은 1,000개/㎖로 용되고 있으며,방류수의 생태

독성평가 기 이 강화 될수록 재의 소독시설로는 수많은 병원성 미생물과 다양한 종류의

독성유기물질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기존의 기술의 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시 한 상황이다.그리고 국내의 가장 큰 문제 하나인 축산 련 폐수 폐

기물의 처리에서 발생원별,발생시기별로 축산폐수의 성상이 다양하게 배출되고 련 제

도들의 미비 등의 이유로 아직 확실한 처리기법은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축산단지가

형화되고 축산폐수 폐기물의 배출량이 증하고 질소(T-N) 인(T-P)성분과 같

은 양염류들의 배출기 강화 등 련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술개발의 시 성이

두되고 있다. 한 하수방류수 축산폐수에서 검출이 되어지는 의약품(항생제)의 문제는

비단 의약품 제조 시설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부분의 항생제가 사용 후 뇨나 변을

통해 배출되어 자연 수계로 유입되고 있으며,환경 안정성으로 인해 분해되지 않고 오

랫동안 체류하여 2차 인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재 국내에는 2005년 기 으로 294개의

하수 처리장과 194개의 분뇨 처리장 49개의 축산 폐수 처리장이 운 되고 있어 국내의

모든 국민의 건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 험을 내포하고 있다. 재 국내에는

아직 방류수나 폐수에서 한 의약품 처리기법이나 독성 평가 기 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방류수내 의약품의 독성을 감하기 한 기술의 개발은 재 국내 상황에

서도 매우 요한 문제이다.세계 으로도 의약품에 한 심이 집 되면서 이를 처리하

기 한 연구가 다방면으로 수행되고 있다.최근까지의 연구 에는 쉽게 분해되지 않는

의약품을 UV와 다양한 매물질을 병행하여 분해시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에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장에 용할 수 있는 단계의 기술개발은 미흡한 실정이다.본 연구

에서는 신 개념으로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병원성 미생물의 살균과 항생제의 농도를

감 시키는 기법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기법은 그간에 용한 다른 방법들과는

다르게 방사선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감시키는 것이다.다른 모든 처리기법과 마찬가

지로 이 기법에서 무엇보다 요한 것은 환경 친화 인 처리 농도 감 기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친환경 검증을 해 많은 연구자들이 생물학 평가(통합 독성평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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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도입하여 처리 기술의 안 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한 방사선이란 안 좋은 것이

라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해 유 학 안 성 한 요한 심이 되어지며,친환

경성 기술이라는 평가를 해 LCA 평가 역시 방사선 기술의 안 성 검증의 요한

이다.오염물질이 처리된 후에도 생물 검정을 통해 안 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

해된 산물이 오히려 수생 생태계에 더 큰 악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의약품

간의 혼합독성,의약품과 분해산물간의 혼합독성,분해산물 상호간의 혼합독성의 향으

로 인한 독성 변화도 매우 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따라서 국내에서도 병원성 미

생물의 살균 의약품을 제어하기 한 기술의 도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본 기술의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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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원별,발생시기별로 축산폐수의 성상이 다양하게 배출되고 련 제도들의 미

비 등의 이유로 아직 확실한 처리기법은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축산단지가 형화되

고 축산폐수 폐기물의 배출량이 증하고 질소(T-N) 인(T-P)성분과 같은 양

염류들의 배출기 강화 등 련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술개발의 시 성이 두되고

있다.

3.사회․문화 측면

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열에 진입하여 있으며,국민들도 양 인 삶에서 질 인 삶

으로의 가치 이 환되고 있다.따라서 지속 으로 정부에 해 보다 쾌 한 삶을 요구

하게 될 것으로 단된다.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기 해서 정부는 하수방류수 수질기 에

2003년에 장균을 포함시키고,2004년 악취방지법을 제정하 으며,생태학 독성 부분

을 포함시키기 한 비 이다.그러나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토양 등의 환경오염에

한 처리비용의 상승하고 있으며,2012년부터 런던 약에 의해 축산분뇨 축산폐수처리

장 등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해양투기가 면 지됨에 따라 이들의 육상에서의 체

처리기술 개발이 시 해졌다.특히,다량의 재활용이 불가능한 화학슬러지를 발생시키는

화학 처리공정의 체기술 개발이 시 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인간은 본성 으로 물과 친화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물과 련된 여가를 즐기려고 할 것이다.그런데 병원성 미생물 유기독성물질(항생제,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오염된 물이라는 은 국민들이 정부에 한 불신을 야기 시키

기에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다.따라서 정부에서는 한발 앞서 세계 으로 문제시되고 있

는 원생동물을 포함한 병원성 미생물과 유기독성물질 문제에 극 으로 처해야 할 것

이다.이를 해 오폐수 생화 처리기술 안 성 평가 기법의 개발은 차후 야기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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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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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외 기술개발 황

1.소독기술 련 황

미국은 오래 부터 하수처리장의 소독설비를 운 해 오고 있으며 1976년 이후에는 염

소소독으로 인한 THMS의 해성이 밝 진 이후 폐쇄성 수역이나 수생생물 등 환경생태

계보호가 시 한 지역부터 UV소독으로 차 변경하는 추세이며,미국과 같이 산업화된

선진국에서는 세균성 질병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소독에 의한 제거율이 다른 병원균에 비

해 낮은 바이러스나 원생동물과 같은 새로운 병원균에 의한 발병건수가 증가 하고 있다.

1993년 미국 워키시에서 발병하 던 수돗물 속에 크립토스포리디움(Cryptosporidium)

으로 40만 여명의 집단설사와 100명의 사상자를 내었던 사건이후,미국,일본, 국 등 선

진국에서는 원생동물에 한 모니터링연구와 이에 소독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에

있다. 자빔조사를 통한 하수처리장 처리수의 장균 제거는 이미 라질에서 시도되어

그 효과가 보고한 바 있으며,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처리하지 않은 생활하수에 3-4kGy의

자빔 조사로 기 TotalColiforms을 5Log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고, 상 생활하수를

FacultativeLagoon에서 처리한 후 3kGy의 자선을 조사할 경우 용존산소의 농도가 높

기 때문에 보다 효과 으로 TotalColiform의 양을 일 수 있는 것으로 밝 짐.일본의

경우 기존시설은 염소계소독 방식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이나 고형염소의 사용이 국하수

처리장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으나,최근에는 염소 체 소독기술에 한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다.

2.독성유기물질 처리 련 기술 개발 황

수 에는 의약품과 농약성분과 같은 다양한 난분해성 독성유기물질이 존재한다.그 ,

항생제는 인간과 동물의 의약품으로써 범 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특히,동물 항생제

는 질병에 한 방과 치료,성장 진제 등 다양한 용도로써 항생제가 사용되고 있다.

항생제의 오․남용과 만기된 의약품의 부 한 폐기,인간과 동물의 배설물 등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 유입이 된다.환경에 유입된 항생제는 하수처리장,지표수,그리고 지하수

등에 μg/L에서 ng/L의 농도로 검출되어진다.환경에서의 항생제 존재는 항생제 내성 병

원체의 발달을 야기하고,인간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래할 수 있다 (Diaz-Cruzetal.,

2003;Brownetal.,2006).반면,농약성분으로써 Alachlor와 Methomyl은 농업생산성 증

를 해 농업분야에서 제 제 병해충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여 식량의 안정 공

증산,품질유지와 생산비 감 등을 한 필수 불가결한 화학물질로 사용되고 있으나,

근본 으로 독성유기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부 할 사용 리 시 환경오염과 건강

해성의 문제 이 우려된다.농약은 생물이나 환경으로 유입되어 일부는 화학 ,생물학 ,

화학 으로 분해되어 손실되는 반면 일부는 토양,지하수 지표수 등에 μg/L의 소량

의 농도로 범 한 지역에 환경오염을 발생시켰다.이러한 농약성분은 환경 생태계에 잔

류하여 토양,물,작물 등에 흡수,축 을 통하여 잔류하게 되어 생물의 농축과정으로 인

체에 향을 주며,이러한 성분이 인간에 독되면 불안,정신착란,운동실조 혼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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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경계통과 여성에게 불임과 같은 증상을 래한다 (Ballesteros-Martinetal.,2008).

이러한 많은 문제 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환경에 농도로 존재하는 난분해성

독성유기물질 제거를 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지고 있다.

Gartiseretal.(2007)는 생물학 처리에 의한 Amoxicillin제거를 평가하 다.28일

동안 11~63%의 Amoxicillin분해가 찰되었고,총유기탄소는 14~24%의 제거를 보

다. 한,Zhangetal.(2006)은 한외여과 (UltraFiltration),역삼투 (ReverseOsmosis)

와 분말활성탄소 (PowderedActivatedCarbons)를 혼합한 물리 처리를 연구하 다.물

리 처리결과 RO,UF-RO,PACs-UF-RO 공정에 의한 Tetracycline은 35% ~88%의

제거효율을 보 다.총유기탄소와 화학 산소요구량 (ChemicalOxygenDemand)제거는

각각 3200,8000mg/L에서 56,98mg/L로 보고되었다.농약 성분 한 항생제처럼 생물

학 물리학 처리에 의해 완 한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근에 난분해성 유기화합물의 제거를 한 합한 안책으로서 고 산화공정

(AdvancedOxidationProcesses)에 한 많은 심을 갖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O

H․라디칼과 같은 자유 라디칼의 산화반응을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고 산화공정은

오존처리 (Ozonation),펜톤 공정 (Fentonprocesses),포토-펜톤 공정 (Photo-Fenton

processes) 매 (Photocatalysis)등이 포함된다 (Arslan-Alaton and Dogruel,

2004).이러한 고 산화공정은 오염물질을 90% 이상 제거하는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으

나,오염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 (by-product)을 생성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지 껏 연구에서 보듯이 완 한 난분해성 독성유기물질 분해와 총유기탄소 (Total

OrganicCarbon)제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산화공정 (AOPs)은 항생제 농약

성분과 같은 난분해성 독성유기화합물을 90%이상 제거가 가능하지만,다른 잠재 오염

물인 부산물이 발생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고 산화공정의 기술로써 감마선이나

자선 등의 방사선을 이용한 기술은 다양한 제거 공정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효과

인 처리 기술로써 상되어진다.

3.축산폐기물 처리 련 기술 개발 황

축산폐기물은 부분의 유럽국가나 미국 등의 선진국이 정상처리보다는 “자원”으로

간주하여 자연상태에서 부숙시켜 질소,인 에 지를 회수하는데 을 두고 있다.해

외 선진국의 경우,1950년 에 이미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 질소,인 제거 방법이 사용

되어 오고 있으며,그 이후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계속 인 연구가 진행되어 복합 인

방식의 질소제거 공정이 발 되어 왔으나, 재 축산폐수의 처리방법은 획기 인 기술 개

발이 부족한 상황으로 기술발 이 답보 상태이다. 좁은 면 에서 많은 가축을 사육하는

일본은 축산폐기물처리기술의 고도화를 해서 노력하고 있으며,가축분뇨를 폐기물로 볼

것이 아니라 유효하게 재활용하는 연구가 진행 이다. 세계 으로 미생물 고정화 담체

를 활용한 축산폐수 등에서의 유기물 질소․인 제거를 한 생물학 처리공정 개발

이 활발하다.고분자계 담체, 토성 물의 세라믹계,활성탄계 단계의 미생물 고정화 담

체 등이 개발되고 있으며,최근에는 고분자계와 토성 물,활성탄계의 히 결합된

담체가 개발되고 있다.최근에는 생물막 여과공법(MBR)을 이용한 축산폐수 처리기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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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럽지역에서 개발되어 용이 확 되고 있다.

세계의 축산폐수 처리 기술 동향을 분석해 보면,미국이 세계의 55%를 차지하여

축산폐수 처리에 한 연구 비 이 매우 높으며,캐나다, 랑스,이스라엘 순으로 연구개

발이 진행 이다.

4.선진국에서의 방사선을 이용한 환경처리기술개발 황

생물학 처리가 주요 공정인 폐수처리 경우,생물학 처리 에 자빔을 이용한 산

화처리시 유기물질의 농도가 감소하고,생물분해가 어려운 난분해성 물질이 산화되어 분

해가능한 물질로 환되어지며, 은 조사량(0.4kGy)으로도 유해성분인 합성세제,유기

성황화물,염색폐수가 분해되며 살균효과가 커서 일본,미국,오스트리아 등의 선진국 뿐

만 아니라 러시아, 라질 등에서 각종 산업폐수,하수처리,정수처리 슬러지처리 분야

에 많은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재 방사선을 이용한 폐수처리에 한 련 연구

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오스트리아,미국 등이다.

외국의 경우 자빔에 의한 수처리 연구는 선진국을 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자국

의 환경에 직 문제시되고 있는 지하수 토양복원,슬러지 처리 등에 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며,축산폐수 등과 련된 산업폐수에 한 실용 근 사례는 많지 않다.

1970년부터 미국에서는 슬러지처리에 실 랜트를 용하여 처리효율을 극 화하

고,MiamiVirginiaKey에 치한 ElectronBeam ResearchFacility폐수처리 랜트는

1981년 운 을 시작으로 유해성 폐수 폐기물 처리를 수행하 다.

일본의 슬러지 처리에 한 연구는 생상의 문제 을 고려하여 탈수된 슬러지에

3～5kGy의 자빔을 조사하여 슬러지내 서식하는 각종 병원균과 미생물을 살균함으로

써 폐기물 재활용 분야 활용되고 있다.

제 2 국내 기술개발 황

1.소독기술 련 황

국내에서 용되고 있는 다수의 정수소독처리는 염소소독에 의해 이 지고 있고 자

외선에 의한 소독은 거의 무한 실정이다.단지 유기물이 다량 배출되어 발암물질 발생

등의 문제로 염소소독 용이 어려운 일부 하․폐수처리장에서 압 혹은 수은램 에 의

한 자외선 설비가 운 되고 있다.

바이러스에 한 연구는 1980년 에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국내에서는 최근에

서야 수돗물에 바이러스 존재여부에 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크립토스포리디움의 경우 국내 기술은 겨우 모니터링 방법을 숙지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음. 재 크립토스포리디움에 한 국내의 수 은,수도기술연구소,수자원공사,한국건

설기술연구원등에서 겨우 모니터링방법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이며,소독방법에 한 책

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이병원체는 이제까지 알려진 병원성미생물 염소내성이 가장

강하고,응집 침 ,여과 등 기존 정수처리공정에 의해 제거효율이 낮음.이로 인해 다

수의 국가에서는 정수공정의 개선과 오존,UV 등 체 소독기술을 마련하기 한 연구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소독공정에서는 부수 으로 물속에 존재하는 유기물과 산화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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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반되기 때문에,소독과 동시에 소독부산물에 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국내의 경우 아직 종합 인 연구검토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2.독성유기물질 처리 련 기술 개발 황

그림 2-1과 같이 국내의 통 인 1세 폐수처리 공법은 유기물 부유 고형물 등의

제거에 치 하 고,그 이후에 개발된 2세 폐수처리 공법은 기존 1세 공법의 처리효

율 향상과 질소․인의 제거에 을 맞춤.그러나 이러한 1세 2세 폐수처리공법

은 최근 그 수와 농도가 증하고 있는 난분해성 오염물질 처리에는 부 합한 것으로

명이 남.일반 으로 난분해성 오염물질들은 수생태계 환경과 인류건강에 한 을

주기 때문에,이들 물질의 처리에 효과 인 3세 폐수처리 공법이 등장하 고 최근에도

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항생의약품의 검출 그 향에 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먼 ,수계 내에 존재하는 항생제와 일부 의약품의 종류 잔류농도에 한 연구

가 수행되었다.환경 에서 측정된 의약물질의 농도는 ng/L에서 μg/L의 수 으로 보고

되고 있다.최근,국내 하수처리장 유입수 유출수 9종의 의약품의 존재농도는 각각

10～89ng/L 10～11ng/L의 범 로 보고되었으며,의약품의 분해산물의 향 는 미

확인된 독성 향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Kim etal.,2007,Kim etal.,2006).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을 근거로 우선 리 상 의약물질을

선정하 다 (Table1,2). 한 항생의약물질의 환경부하량,환경 잔류성,생태독성자

료등을 바탕으로 인체용 동물용 항생제의 우선순 목록을 지정하 으며,항생제의 성

분별 생산량 자료를 구축하 고,이들이 수계에 노출되었을 때 해성 측을 해 미국

이나 유럽에서 사용되는 해성 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해성을 평가하 다 (한국환경정

책평가연구원,2005,2006).이 보고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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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ardquotient)를 과하여 환경 잠재 해성의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하고 있

다.항생제 의약품에 한 분석기법개발 연구도 지속 으로 진행되고 있다.수자원공

사에서는 SPE 처리 방법 LC/MS/MS를 이용한 동물용 항생제의 분석 기법을 구

축하 으며,동물용 항생제로 많이 쓰이는 Sulfa계 항생제의 동시분석 조건을 구축하

다 (Kim etal,2007).개별의약품에 한 환경 독성평가에 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

데,V.fischeri,D.magna,O.latipes등을 이용한 기 생물독성평가를 수행하여, 성독성

값 (EC50orLC50)을 제시하 고 환경 해성평가를 수행하 다 (Kim etal,2007).그러

나 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생물독성평가는 부분 특정 의약품에 한 생물독성

평가 분석 기법 개발에 국한되어 있다.따라서 실제 수계에 용할 수 있고 혼합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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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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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물독성평가에 한 연구와 개별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하지만 특정 방법을 도입한

처리수의 생물독성 검증은 필수 이며,처리 방법에 상응하는 검증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

다.즉,처리의 효율성과 처리 후 생태 안정성에 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그림 2-1.국내의 세 별 폐수처리 공법

표 2-1.우리나라 인체 동물용 우선 리 상 의약물질 (한국정책평가연구원,2006)

인체용 의약품 동물용 의약품

의약성분
총 생산량

(kg)
약효군 의약성분

총 사용량

(kg)
약효군

Acetaminophen 710,872 진통,해열제 Chlorotetracycline 2,762,951 항생제
Povidone-iodine 465,446 항균제,소독제 Oxytetracycline 1,549,654 항생제

Almagate 344,104 제산제,항궤양용제 Colistin 1,179,384 항생제

Aluminum

hydroxide
229,709 제산제,항궤양용제 Florfenicol 883,945 항생제

Methylsalicylate 225,921 국소용진통,항염증제 Amoxicillin 811,910 항생제
Cimetidine 162,985 제산제,항궤양용제 Bambermycin 715,051 항생제

Amoxicillin 157,695 항생제 Ivermectin 344,503 구충제

Ibuprofen 149,346 소염진통제 Tylosin 296,339 항생제

Pefloxacin 129,530 항생제 Enramycin 285,375 항생제
Magnesium

hydroxide
119,011 제산제,항궤양용제 Virginiamycin 256,315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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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수
환경 부하량
(kg/yr) LogK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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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ic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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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인체용 항생제와 동물용 항생제의 우선순 목록 (한국정책평가연구원,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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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축산폐기물 처리 련 기술개발 황

국내 축산폐수 처리의 경우 축산폐수 특성상 고액분리가 어렵고,난분해성 유기물

을 포함한 고농도의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으며,질소 인 등의 양염류 한 고농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엄격한 방류수질기 을 안정 으로 만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특정지역의 허가 상 농가에 질소 인 방류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장 농지환원을 근간으로 한 수동 인 처리 안을 제시하고 있는 수 이다.

최근 들어 축산단지가 형화되고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여러 국내 연구진에 의하여 다

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다양한 성상의 축산폐수의 특성 제도의 미비 등의 이

유로 아직 확실한 처리기법은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국내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에 설치 운 인 고도처리 단 구성은 응집/탈

수,오존산화,펜톤산화,활성탄흡착,모래여과 막분리 공정 등이 사용되고 있다.다양

한 물리․화학 단 공정들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여러 개의 처리공정이 설치․

운 됨에 따라 유지 리의 어려움,처리공정의 상호연계성 결여 처리비용 증가 는

일부 단 공정 방치 등의 비효율 이고 비경제 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폐수처리 비용

이 세한 축산 농가에는 큰 부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단 방류,투기 등이 일부 발생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축산폐수처리 연구는 주로 생물학 처리방법 질소,인 등의 양염류

제거 한 SBR,간헐포기공정,A/O 공정,A2O 공정 등의 활성슬러지 변법이 주되며,그

외 고농도 유기물질 제거를 한 기성 처리공정,화학 응집 해-응집공정,펜턴

산화,오존산화 등의 고도산화처리,암모니아 탈기 공정,고형물 분리를 한 막분리 공정

등 생물․물리․화학 인 단 공정기술 개발이 이루어졌다.선진외국에서 기개발된 질

소․인 양염류 고효율 처리를 한 생물막법 주요 고도처리기법들이 국내에 도입되

어 용되고 있다.

최근의 국내 축산폐수 처리방법을 살펴보면 호기성 소화,응집,오존,여과공정을

조합한 “액상부식법”,바실러스균을 우 화시킨 생물학 처리조와 응집침 공정을 연

계한 “B3공정”,토양미생물을 배양하여 첨가한 생물학 처리와 산화를 용한 “자

연정화법”,바이오세라믹 SBR과 역삼투 여과를 조합한 “BCS-VSEP공정”등이 용되고

있다.

한,carbonsource로 분뇨를 이용하는 NAP공정과 처리 시설,망상형 회 미

생물 조,생물 반응조,침 조,약품반응 응집형성조로 구성된 RABC공정,역삼

투압 공정을 이용하여 안정 인 수질확보 경계성을 확보한 연구보고가 있다.이 외에

다단계 기성 공정을 이용한 축산폐수로부터의 수소생성에 한 연구, 양염류의 처리

능력을 극 화시킨 고도 하․폐수 처리형 MembraneBio-Reactor기술,활성미생물을 내

부에 포함한 유동상 담체를 이용한 공정,ImmersedMembraneActivatedSludge등 다

양한 연구가 진행 이다.

장에서는 이들을 결합한 복합공정이 부분이나,실제 장에서 안정 으로 운

되고 있는 시스템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2002년 재,우리나라 축산폐수 폐기물 처리기술은 선진국의 60% 수 (국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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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구원 조사자료)이나,축산폐수 폐기물의 물리․화학․생물학 성상차이 주변

환경 여건의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기술개발이 시 하다.

4.방사선 이용 환경처리기술개발 황

국내,방사선에 의한 폐수처리 연구는 1993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난분해성 물질의 처리에 한 연구”를 시작으로 다방면의 환경분야 응용연구

가 시작되었다.삼성 공업(주)에서 1994년 국내 최 로 산업용 자빔 조사설비 개발

에 성공하 고,TCE,PCE의 유기염소계 물질을 상으로 한 자빔을 이용한 난분해

성 폐수처리 기술개발 연구가 수행되었다.환경과 련한 연구분야로서 매립지 침출

수 처리,방사선 살균,배연가스 동시 탈황/탈질 처리,제지폐수처리,염색폐수처리 등

에 용용 연구되고 있다.

재 국내의 학 국공립연구소를 심으로 자빔에 의한 슬러지처리,토

양정화,조류제거,하수방류수내 장균 살균 등의 환경응용에 한 기 연구가 진행

되고 있어 자빔의 환경이용 분야가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일부 학에서 유기성 폐기물을 상으로 자선 조사처리 연구를 수행하 으

나 기 연구 단계 수 으로 실용화 상용화를 한 구체 이고 체계 인 연구개발

이 필요하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의 독자 인 방사선 원천 환경보 기술 확보 황

-1997년부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으로 련 연구 수행

-10여건의 특허등록 출원, 련 핵심기술과 기본인 라 구축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슬러지 탈수능 향상,슬러지내 병원성 미생물 살균에

한 실험실 규모의 연구를 수행

-퇴비화 등의 후속공정에 한 실험실 규모의 연구 수행

-방사선 이용 환경보 기반연구를 토 로 정부(과기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원으로 구염색공단에 10,000톤/일 규모 폐수처리 랜트 건설,운

5. 기술상태의 취약성

-기존의 하수처리 방류수 기술(UV 소독,염소소독,오존산화 등)들은 효율 인 소독처

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새로운 소독기술의 개발이 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기존 방류수 소독공정기술은 선진국과 유사한 수 이나 방류수내 미생물 분포,소독

에 따른 생태학 안 성 평가 등의 요소기술 측면에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다고 단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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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방사선 융합 오폐수 생화 련 국내‧외 기술수 비교분석

○ 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 처리기술 련 국내‧외 기술수 비교분석

기 술 명
선진국 비

기술수

■ 방사선융합 축산폐수 처리기술개발

-방사선융합 양염류 처리 회수기술

-방사선융합 고농도 유기물 처리기술

-방사선융합 독성유기물질 무기화 기술

- 로세스 통합 최 화 기술

-방사선융합 축산폐수 처리시스템

20

70

40

30

20

■ 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 자원화 기술개발

-방사선융합 유기고형물 멸균기술

-방사선융합 부숙향상 기술

-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 액비화기술

-방사선융합 bio-gas생산기술

-축산폐기물 고 퇴비화 기술

60

20

10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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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 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방사선융합 오페수 생화 기술 개발

1.방사선이용 오폐수내 병원성미생물 살균기술 개발

○ 오존,자외선 (UV-C,VUV) 방사선(감마선, 자빔)을 이용한 살균공정 재증식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 병원성미생물 (E-Coli K12,Salmonealla choleraesuis, Staphylococcus aureus,

Bacillussubtilis)의 기농도 10
7
-10

8
CFU/mL를 자빔 처리 (0.4-1.0kGy)시 99.9%

이상의 살균효율 입증하 다.

○ 99% 살균 효율기 시 여타 고 산화공정(UV,오존)에 비해 자빔 기술의 뛰어난 경제성

확보되는 것으로 단된다.

○ 방사선이용 병원성미생물 살균후 재증식 억제 기술을 확보하 다.

○ 수계에 유출될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의 원천 살균으로 인하여 건강한 수자원 확보와 상

수원수의 생 인 유지 할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 최근의 “정수처리에 한 기 ”에 포함된 바이러스나 지아디아 등의 소독공정에 용될수

있는 기 연구자료로서 자빔 기술의 상수원 용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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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3-1.UV-C,VUV,Ozone 감마선을 이용한 EscherichiaColiK12살균처리 후 TEM(A),SEM(B)

2.방사선 이용 오폐수 생화 기술의 친환경성 평가

○ LifeCycleAssessment(LCA)의 국제표 인 ISO 14044:2006을 의거 자빔을 이용한

하폐수 살균 기술이 다른 살균장치와 비교하여 발암물질,유기물에 의한 호흡기 향,

무기물에의한 호흡기 향,기후변화,오존층 괴 생태독성,산성화/부 양화등 7개

부문에서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환경성이 우수함을 하 다.

○ 특히,사용단계에서 20년을 살균장치의 수명으로 놓고 비교하 을 때에,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환경 향이 압도 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설계수명이 늘어날

수록 다른 살균장치 비 환경성이 우수해 지며,경제성 한 우수함을 입증하 다.

○ 자외선 살균장치와 오존 살균장치는 력소모가 많은 장치로 설치비용 만큼이나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장치이다.이 연구를 통하여 자선 가속 살균장치가 자

외선 살균장치와 오존 살균장치를 체하기에 환경 으로 한 안이 됨을 제시

하 다. 한 경제 ,기능 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살균장치에 비해서 뛰어남을 부분

으로 입증하 다.이 연구결과를 기존 살균장치와의 기능성,경제성,환경성 비교자

료로 만들어서 앞으로 신규,확장,교체하는 하수처리장 살균장치 설치시에 발주

설계 담당자들에게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장 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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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시스템 경계

  

3.방사선 이용 유기독성물질 처리기술 개발

○ 자빔 VUV등을 이용하여,수계에 존재할수 있는 농도의 항생물질(Amoxicillin,

Sulfamethazine, Sulfamethoxazole, Tetracycline, Oxytetracycline, Lincomycin,

Chlortetracycline,Trimethoprim Cephradine)과 내분비계 장애물질 (Alachlor,

Methomyl,Bisphenol-A)에 한 100% 제거기술 확보를 하 다.

○ 방사선 조사시 O2나 N2O를 reducingradicalscavengers로 사용하 을시 항생물질의

100% 무기화(mineralization)가능 입증

○ 재 신규독성유기물질의 하나인 항생물질 처리에 있어서 방사선 기술의 처리효율성,경

제성, 친환경성 입증으로 향후 하폐수는 물론이고 상수도 생화 분야에 요기술로

진입하기 한 확고한 기 기술 획득하 다.

○ 방사선을 이용하여 수계에 존재할수 있는 농도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100% 제거기술을

확보 하 다.따라서 자빔을 이용한 하폐수 생화 기술은 생물학 안 성,친환경

성,생태건강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상

○ 본 연구로서 특허출원 2008-101931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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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3.감마선 조사에 의한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분해

4.방사선으로 처리된 하수방류수의 수서 생태 해성 평가

○ 방사선 처리후 항생물질의 분해부산물의 생물학 독성을 Vibrio Fischeri,

S.capricornutum (조류) 물벼룩을 이용한 독성 평가 후 조류를 이용하는 것이 최

의 평가 방법임을 명하 고,방사선 기술이 여타 고 산화공정(AOPs)보다 독성감소

에 우수한 효과 자빔 기술의 생태안 성 입증을 하 다.

○ 방사선 처리 ,후 상 물질들은 생분해 실험을 통하여 모 화합물 뿐 아니라 감마

선처리 후 생성된 분해산물이 미생물에 의한 분해 슬러지에 흡착되어 농도가 감

소하는 상을 나타냄.따라서 감마선 처리 후 상 의약품이 수계로 배출되었을 경

우,생분해에 의한 부가 인 분해효과가 있을 것으로 단되어지므로. 자빔 처리는

다른 처리 공정과는 다르게 높은 독성 감소를 보여주었으며 분해산물도 독성이 낮게

나타내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 따라서 자빔을 이용한 하폐수 생화 기술은 생물학 안 성,친환경성,생태건강성

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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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조류 독성 평가

   

그림 3-5.감마선 조사에 의한 상항생물질의 조류독성변화

5.방사선 이용기술의 유 학 안 성 평가

○ 본 연구에서는 감마선 UV 조사에 의해 분해된 항생제의 활성을 화학 방법인

HPLC와 생물학 방법인 액체배지 희석법과 디스크 확산법으로 측정하고,잔류 항

생제 는 부산물이 미생물에게 미치는 향을 찰함으로써 세균을 이용한

bioassay방법의 유용성을 확인하 다. 한 감마선 자빔으로 처리된 하․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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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성에 한 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하여 UV 감마선으로 처리

된 세균의 돌연변이율을 Amestest와 E.colimutationtest를 이용하여 측정하고,감

마선 UV의 유 독성효과를 umu-test를 이용하여 측정함으로써 이온화 방사선이

조사된 하․폐수의 유 학 안 성을 평가하여 이온화 방사선의 고도산화공정 도입

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 다.

○ 감마선과 UV에 노출된 세균의 유 변이 측정 실험에서는 감마선 조사시 세균의 돌연

변이율이 UV에 비해 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 UV에 비해 항생제의 분해가 효율 이고,미생물 유 변이 험이 낮아 방사선 기술이

하폐수 방류수 처리에 이용가능성을 확인하 다.

○ 따라서 자빔을 이용한 하폐수 생화 기술은 미생물 유 변이의 험이 UV살균 공

정에 비해 낮으므로,하폐수 방류수 처리에 이용에 바람직하다고 단되어 진다.

그림 3-6.E.coliCSH100의 자빔 조사선량에 따른 돌연변이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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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E.coliCSH100의 UV조사선량에 따른 돌연변이율의 변화

6. 자빔이용 오폐수 생화 기술의 신기술 인증

○ 자빔을 이용하여 그림3-8과 같은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여 일차로 생물학 반응조를

거치고 하천으로 방류되는 방류수에 하여 자빔을 이용하여 장균 일반세균을 멸

균하고 항생물질류와 내분비계 장해물질을 감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의해 유발되는 생

태학 독성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기술에 해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신기술 인증을

획득함.(신기술 인증 번호 333호)

그림 3-8.신기술 인증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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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신기술 장조사 개요

그림 3-10.신기술 장 조사 상 시설

l斷펙뿔2 
g걷프끼요 

난 내 용 l 
쪼셔 양시 

쪼셔잉쇼 

g 이 q 

쪼사에S 

2011. 1. 20(~) 14>00 - 17잉O 

잔혹 •• 셔 t!'Sti 씬욕F지역연구잉 잉사성a.연구소 

잉H에 ••• 성 • • 수 
잉i에11_ 0115진 a수 

잉기 ••• 예 •• ~쓴 잉잉 용영 여 •• 인 

기e잉 성"，.톨 언영혀@잉 R지얻리!잉성 톨) ‘인 

잉P잉 f사 

이 •• 전Jl-~Pt‘기 



- 22 -

그림 3-11.신기술 장시료 분석 결과(I)

그림 3-12.신기술 장시료 분석 결과(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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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신기술 장 조사 원 종합의견

그림 3-14.신기술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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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평가 상 시  내  경

7. 자빔이용 오폐수 생화 신기술 검증

○ 신기술인증을 취득한 상기기술(신기술 인증번호 제333호)에 하여 실제로 하수종말처

리장에서 이동형 자빔가속기를 이용하여 일일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에 하

여 검증을 실시함.

○ 처리 상수의 성상

2011년 9월 5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진행되었던 평가기간 유입수의 성상은

표 3.1과 같다.

 (단  : mg/L)

항 목 최 최 고 평 균

수온(℃) 11.7 25.7 18.5

pH 6.2 7.7 7.0

DO 3.4 11.4 6.2

BOD5 1.9 5.8 3.6

CODMn 8.7 26.1 12.4

CODCr 13.0 26.0 17.8

SS 1.0 5.0 2.4

T-N 9.0 13.5 11.4

T-P 0.4 1.2 0.7

TOC 6.8 12.4 9.2

장균군(개/mL) 13.0 3.4×105 3.1×104

일반세균(개/mL) 8.0×102 5.7×105 1.0×105

※ 2011년 9월～12월 30회 동안 실시한 장평가 분석결과임

<표 3.1>유입수의 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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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입유량

2011년 9월 6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의 평가기간 유입유량은 평균 171.0(81.

8～209.2)m
3
/day의 범 로 유입되었으며,<표 3.2>에 유입유량,<그림 3-16>에 유입

유량 변화를 나타내었다.

평가 기간
유입유량(m3/day)

최 소 최 평 균

2011. 9. 6～2011. 12. 30 81.8 209.2 171.0

<표 3.2>유입유량

그림 3-16.유입유량 변화

 

○ 유기물질,부유물질 양염류 제거특성

본 평가 상 시설에 의한 유입수,처리수의 유기물질,부유물질, 양염류 농도

제거효율은 <표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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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유입수,처리수의 유기물질,부유물질, 양염류 농도 제거효율

항 
수 도(mg/L) 처리수 도(mg/L) 거효 (%)

평균 평균 평균

BOD5 1.9∼5.8 3.6 0.9∼3.9 2.6 0.0∼53.8 27.5

CODMn 8.7∼26.1 12.4 8.2∼13.2 10.1 0.0∼56.7 13.7

CODCr 13.0∼26.0 17.8 10.0∼21.0 14.9 0.0∼46.8 15.5

SS 1.0∼5.0 2.4 0.4∼3.6 2.0 0.0∼71.4 19.6

T-N 9.0∼13.5 11.4 8.6∼13.4 11.2 0.7∼4.8 2.2

T-P 0.4∼1.2 0.7 0.4∼1.2 0.7 0.0∼7.1 2.7

TOC 6.8∼12.4 9.2 6.1∼11.7 8.3 0.8∼26.3 10.0

○ BOD5제거효율

유입수의 BOD5농도는 평균 3.6(1.9～5.8)mg/L, 자빔 조사 후 최종 방류수의 농도는

평균 2.6(0.9～3.9)mg/L로 조사되었으며,BOD5제거효율은 최 0.0%,최고 53.8%,

평균 제거효율은 27.5%로 확인되었다.<표 3.4>에 BOD5 제거효율,<그림 3-17>에

BOD5제거효율 변화를 나타내었다.

<표3.4>BOD5제거효율

【 ～ 고 (평균)】

평가 기간

BOD5 (mg/L)
거효

(%)유입수 처리수

장평가 결과 3.6(1.9∼5.8) 2.6(0.9∼3.9) 27.5(0.0∼53.8)

※ 장평가 결과는 2011년 9월～11월 3개월간 실시한 장평가 20회의 산술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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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BOD5제거효율 변화

○ CODCr제거효율

유입수의 CODCr농도는 평균 17.8(13.0～26.0)mg/L, 자빔 조사 후 최종 방류수의

농도는 평균 14.9(10.0～21.0)mg/L로서 CODCr총 제거효율은 최 0.0%,최고 46.8

%,평균 제거효율은 15.5 %로 조사되었다.<표 3.5>에 CODCr 제거효율,<그림

3-18>에 CODCr제거효율 변화를 나타내었다.

<표 3.5>CODCr제거효율

【 ～ 고 (평균)】

평가 기간

CODCr (mg/L)
거효

(%)
유입수 처리수

장평가 결과 17.8(13.0∼26.0) 14.9(10.0∼21.0) 15.5(0.0∼46.8)

※ 현 평가 결과는 2011  9월～11월 3개월간 실시한 현 평가 20회  산술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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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CODCr제거효율 변화

○ SS제거효율

유입수의 SS농도는 평균 2.4(1.0～5.0)mg/L, 자빔 조사 후 최종 방류수의 농도는

평균 2.0(0.4～3.6)mg/L로 조사되었으며,SS총 제거효율은 최 0.0%,최고 71.4%,

평균 제거효율은 19.6%로 확인되었다.<표 3.9>에 SS제거효율,<그림 3-19>에 SS

제거효율 변화를 나타내었다.

<표 3.6>SS제거효율

【 ～ 고 (평균)】

평가 기간

SS (mg/L)
거효

(%)
유입수 처리수

장평가 결과 2.4(1.0∼5.0) 2.0(0.4∼3.6) 19.6(0.0∼71.4)

※ 현 평가 결과는 2011  9월～11월 3개월간 실시한 현 평가 20회  산술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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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SS제거효율 변화

○ T-N 제거효율

유입수의 T-N 농도는 평균 11.4(9.0～13.5)mg/L, 자빔 조사 후 최종 방류수의 농도

는 평균 11.2(8.6～13.4)mg/L로 조사되었으며,T-N 총 제거효율은 최 0.7%,최고

4.8%,평균 제거효율은 2.2%로 확인되었다.<표 3.7>에 T-N 제거효율,<그림

3-20>에 T-N제거효율 변화를 나타내었다.

<표 3.7>T-N제거효율

【 ～ 고 (평균)】

평가 기간

T-N (mg/L)
거효

(%)
유입수 처리수

장평가 결과 11.4(9.0∼13.5) 11.2(8.6∼13.4) 2.2(0.7∼4.8)

※ 현 평가 결과는 2011  9월～11월 3개월간 실시한 현 평가 20회  산술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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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T-N제거효율 변화

○ T-P제거효율

유입수의 T-P농도는 평균 0.7(0.4～1.2)mg/L, 자빔 조사 후 최종 방류수의 농도는

평균 0.7(0.4～1.2)mg/L로 조사되었으며,T-P총 제거효율은 최 0.0%,최고 7.1%,

평균 제거효율은 2.7%로 확인되었다.<표 3.8>에 T-P제거효율,<그림 3-21>에 T-P

제거효율 변화를 나타내었다.

<표 3.8>T-P제거효율

【 ～ 고 (평균)】

평가 기간

T-P (mg/L)
거효

(%)
유입수 처리수

장평가 결과 0.7(0.4∼1.2) 0.7(0.4∼1.2) 2.7(0.0∼7.1)

※ 현 평가 결과는 2011  9월～11월 3개월간 실시한 현 평가 20회  산술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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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T-P제거효율 변화

○ TOC제거효율

유입수의 TOC농도는 평균 9.2(6.8～12.4)mg/L, 자빔 조사 후 최종 방류수의 농도

는 평균 8.3(6.1～11.7)mg/L로 조사되었으며,TOC 총 제거효율은 최 0.8%,최고

26.3%,평균 제거효율은 10.0%로 확인되었다.<표 3.9>에 TOC 제거효율,<그림

3-22>에 TOC제거효율 변화를 나타내었다.

<표 3.9>TOC제거효율

【 ～ 고 (평균)】

평가 기간

TOC (mg/L)
거효

(%)
유입수 처리수

장평가 결과 9.2(6.8∼12.4) 8.3(6.1∼11.7) 10.0(0.8∼26.3)

※ 현 평가 결과는 2010  6월～7월 2개월간 실시한 현 평가 6회  산술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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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평균)】

평가 기간

Lincomycin (mg/L)
거효

(%)유입수 처리수

장평가 결과 0.426(0.329～0.495) ND 100

그림 3-22.TOC제거 특성

○ Lincomycin제거효율

유입수의 Lincomycin농도는 평균 0.426(0.329～0.495)mg/L로 확인되었으며, 자빔

조사 후 최종 방류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표 3.10>에 Lincomycin제거효율,<그림

3-23>에 Lincomycin제거효율 변화를 나타내었다.

<표 3.10>Lincomycin제거효율

※ 현 평가 결과는 2011  9월～11월 3개월간 실시한 현 평가 3회  산술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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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평균)】

평가 기간

Tetracycline (mg/L)
거효

(%)유입수 처리수

장평가 결과 0.524(0.382～0.665) 0.007(0.005～0.008) 99.1(97.9∼100.0)

그림 3-23.Lincomycin제거효율 변화

○ Tetracycline제거효율

유입수의 Tetracycline농도는 평균 0.524(0.382～0.665)mg/L, 자빔 조사 후 최종 방

류수의 농도는 평균 0.007(0.005～0.008)mg/L로 조사되었으며,Tetracycline총 제거효율

은 최 97.9%,최고 100%,평균 제거효율은 99.1%로 확인되었다.<표 3.11>에

Tetracycline제거효율,<그림 3-24>에 Tetracycline 제거효율 변화를 나타내었다.

<표 3.11>Tetracycline제거효율

  ※ 현 평가 결과는 2011  11월에 실시한 현 평가 2회  산술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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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평균)】

평가 기간

Bisphenol-A (mg/L)
거효

(%)유입수 처리수

장평가 결과 0.436(0.410∼0.452) 0.006(0.005∼0.007) 98.5(98.3∼98.9)

그림 3-24.Tetracycline제거효율 변화

○ Bisphenol-A 제거효율

유입수의 Bisphenol-A 농도는 평균 0.436(0.410～0.452)mg/L, 자빔 조사 후 최종 방

류수의 농도는 평균 0.006(0.005～0.007)mg/L로 조사되었으며,Bisphenol-A 총 제거효

율은 최 98.3%,최고 98.9%,평균 제거효율은 98.5%로 확인되었다.<표 3.12>에

Bisphenol-A제거효율,<그림 3-25>에 Bisphenol-A제거효율 변화를 나타내었다.

<표 3.12>Bisphenol-A제거효율

  ※ 현 평가 결과는 2011  9월～11월 3개월간 실시한 현 평가 3회  산술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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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평균)】

평가 기간

균  (개/mL)
거효

(%)유입수 처리수

장평가 결과 3.1 × 104(13～3.4 × 105) ND 100

그림 3-25.Bisphenol-A제거효율 변화

○ 장균군 제거효율

J시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수를 유입수로 하여 18회 분석한 장균군 농도는 평균 3.1×

10
4
(13～3.4×10

5
)개/mL로 확인되었으며, 자빔 조사 후 최종 방류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표 3.13> 장균군 제거효율

※ 현 평가 결과는 2011  9월～11월 3개월간 실시한 현 평가 20회  산술평균

○일반세균 제거효율

유입수의 일반세균 농도는 평균 1.0×10
5
(8.0×10

2
～5.7×10

5
)개/mL, 자빔 조사 후

최종 방류수의 농도는 평균 1.4×10
2
(22～6.5×10

2
)개/mL로 조사되었으며,일반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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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평균)】

평가 기간

균 (개/mL)
거효

(%)유입수 처리수

장평가 결과 1.0×105(8.0×102～5.7×105) 1.4×102(22～6.5×102) 97.6(78.3～100)

총 제거효율은 최 78.3%,최고 100.0%,평균 제거효율은 97.6%로 확인되었다.<표

3.14>에 일반세균 제거효율을 나타내었다.

<표 3.14>일반세균 제거효율

※ 장평가 결과는 2011년 9월～11월 3개월간 실시한 장평가 20회의 산술평균임

○독성 시험결과

실험 결과 :유입수의 TU값은 15.0이고,처리수의 TU값은 1.8로 독성이 감소되어지고

있다.

유입수 조류독성 TU

TU

결과 15.0

처리수-E-beam 독  TU

TU

결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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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 청정처리기술 개발

1.방사선기술과 struvite결정화방법을 결합한 축산폐수처리기술개발

○ 축산폐수내 암모니아성질소,인산염임 뿐만 아니라 유기물성분의 처리효율이 향상된

고효율 처리공정을 개발하 다.

○ 방사선 처리를 통한 기 암모니아성질소 유기물성분 농도의 감에 따른

struvite결정화시약의 감을 통한 경제 인 처리공정의 개발을 하 다.

○ 기소화 등 한 처리 공정수행시 기존 10단계의 축산폐수처리공정을 5-6단계로

폭 축소시킬 수 있는 공정 구성 가능성 확인하 다.

○ 본 연구의 결과로서 특허 제1014005호를 등록하 다.

그림 3-26.Struvite결정화 공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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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Struvite결정화 공정에 의한 축산폐수 처리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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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방사선산화기술과 제올라이트흡착과 결합한 축산폐수처리 기술개발

○ 방사선 처리를 통한 축산폐수의 암모니아성 질소 성분의 처리효율을 향상시킨 제

올라이트 흡착기술의 개발을 수행하 다.

○ 제올라이트 흡착과 방사선처리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축산폐수 암모니아성질소

인산염인 뿐만 아니라 유기물성분의 처리를 획기 으로 향상시킨 처리기술의 개발을

하 다.

○ 제올라이트 이외의 화학첨가제 등이 불필요하고 상온․상압 반응이므로 공정구성이

매우 간단하고 운 유지 리도 매우 용이한 것으로 단된다.

○ 처리후 남는 제올라이트 성분은 유기물뿐만 아니라 질소,인성분을 다량 함유하므로

훌륭한 비료성분의 원료물질로 재활용 가능하다.

○ 본 연구의 결과로서 특허 제1020786호를 등록하 다.

그림 3-28.제올라이트 흡착과 방사선을 이용한 공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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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제올라이트 흡착과 방사선을 이용한 공정에 의한 축산페수 처리 효율 

3.양이온교환막을 이용한 질산화/탈질 동시 반응공정의 개발

○ 고농도 유기물의 기소화뿐만 아니라 질산화와 탈질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신개념의 반응

기 개발을 수행하 다.

○ 양이온 교환막을 이용하여 기조에서 암모니아를 분리시킴으로써 고효율의 기성

소화와 질산화가 동시에 일어나도록 하는 축산폐수처리공정의 개발을 수행하 다.

○ 이온교환막을 통해 암모니아는 질산화조로,그리고 생성된 질산염은 기조로 이동

함으로써 반송단계 없이 탈질도 동시에 일어나므로 체 공정구성 반응시간을

획기 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 암모니아 이온의 지속 인 생물학 산화로 인해 생물학 으로 이온교환막이 재생

되는 효과가 있어 장기간동안 안정 사용이 가능하다고 단되어 진다.

○ 본 연구는 Labscale의 기본 실험 후 22Lscale-up을 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 본 연구의 결과로서 SCI 논문게재 2편(Water Research; Biotechnology and

BioprocessEngineering),특허등록 1063828호,특허출원 2010-32839호의 실 을 획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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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폐수로부터 암모니아를 분리 후 질산화를 유도하는 공정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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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폐수로부터 암모니아를 분리 후 질산화를 유도하는 공정 축산폐수 처리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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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축산폐수내 의약물질 분포 모니터링 방사선이용 처리기술개발

○ 국 12개 공공축산폐수처리장 유입 유출수 12종의 의약물질(항생제,소독제)분

포 처리실태 모니터링 실시를 하 다.

○ 표 공공축산폐수처리장 처리단계별,처리공법별 12종의 의약물질 분포,처리효율 조

사 하 다.

○ 축산폐수처리장 유입 유출수별,공법별로 농도 검출빈도가 높은 의약물질 조사

를 하 다.

○ 처리단계별,공법별 의약물질의 처리효율을 조사함으로써 방사선기술을 포함한 처리

책 제시 하 다.

○ 축분,축산폐수슬러지,시 퇴비 의약물질 분포 조사를 수행하 다.

○ 방사선기술에 의한 축산폐기물 폐수 의약물질 처리 연구를 수행하 다.

그림 3-32.의약물질별 검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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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의약물질별 검출빈도

5.축분 축분퇴비 항생제내성균 제어기술 개발

○ 항생제 14종(Amoxicilline,Ampicillin,Nalidixic acid,Gentamicin,Tetracycline,

Streptomycin, Vancomycin, Trimethoprim, Erythromycin, Lincomycin,

Sulfamethoxazole,Oxytetracycline,Sulfathiazole,Chlorotetracycline)을 상으로

분리된 균주들의 항생제 감수성을 조사하 다.

○ 체 분리균 내성균의 비율은 87% 이상,이 3종 이상의 항생제에 해 내성 나타

내는 다제내성균 비율이 41%,6종 이상의 다제내성균도 13.8%가 되었다.

○ 방사선(감마선, 자선)처리(0.6kGy)에 의해 99% 이상의 내성균 살균효율 확인을 하

다.

○ 일반병원균 뿐만 아니라 항생제내성균이 배제된 고 생 퇴비생산을 한 기반기술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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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부산물 분리균 수

돈분 11

돈분퇴비 12

우분 15

우분퇴비 16

계분 14

total 63

cattle manure
compost, 16

chicken
manure, 14

pig manure,
11

pig manure
compost, 12

cattle manure,
15

그림 3-34.축산 폐기물 순수 분리균 수

순수 분리 의 항생제 다제 내성율 (%)

9개, 1.72 8개, 3.45
7개, 3.45

 6개, 5.17

 5개, 6.90

 4개, 12.07

 3개, 8.62  2개, 20.69

0개 , 12.07

 1개 25.86

그림 3-35.순수 분리균의 항생제 다제 내성율

6.방사선을 이용한 축산폐수의 생분해도 향상기술 개발

○ 축산폐수에 함유된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방사선을 이용하여 처리하여 으로써 후속되

는 생물학 처리공정에서의 처리효율 향상을 시키기 한 기술을 개발하 다.

○ 방사선의 강력한 OH 라디칼 산화반응에 의해 축산폐수 의 난분해성물질(항생제,소

독제 등)의 처리에 의한 생분해도(BOD5/COD)를 향상시키고,후속 생물학 처리공

정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 고농도 유기성폐수,산업폐수 등 타 난분해성폐수의 방사선융합 처리공정 개발을 한

기반을 마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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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방사선처리 축산폐수 생분해도 향상효율

7.방사선융합 축분 퇴비화 효율 향상기술 개발

○ 축산폐기물 원료물질과 수분조 제로 사용된 톱밥의 방사선 처리에 의해 셀룰로오스

분해가 퇴비화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 축산폐기물 톱밥의 방사선 처리에 의한 유기물 분해효과로 방사선 비처리군보다

빠른 퇴비화속도를 획득하 다.

○ 최종 으로 획득된 완숙퇴비의 유기물함량,C/N,수분함량, 속함량 등 모든 항목

에서 “퇴비”기 을 충족하 다.

그림 3-37.방사선처리가 축분 퇴비화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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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이온교환 생물 기화학반응을 이용한 축산폐수의 질소와 유기물 동시처리 공정 개발

○ 축산폐수 의 유기물질 양염류를 동시처리할 수 있는 일체형 생물 기화학 반응

시스템을 개발하 다.

○ 양·음이온교환반응, 기화학반응,생물학 질산화/탈질반응을 결합시켜 진일보된

생물 기화학 반응시스템에 의해 축산폐수내 유기물 고농도 암모니아성 질소 동

시처리 기술을 개발하 다.

○ SCI논문게재 1편(J.ofEnvironmentalManagement),특허출원 3건(2011-1301호,

2011-131700호,2011-101767호)의 성과를 거뒀다.

그림 3-38.생물 기화학 축산폐수 고도처리공정

9.방사선 처리-고효율생물처리-화학응집을 결합한 축산폐수처리공정의 개발

○ 재래식 처리공정으로 한계에 부딪힌 축산폐수의 효과 처리를 한 방사선융합 처리

공정을 개발하 다.

○ 기존 축산폐수처리공정 비 처리단계 45% 단축시켰고,처리효율을 향상시킨 경제 인

공정을 구축하 다.

○ 연구결과물로서,SCI논문게재 1편(RadiationPhysicsandChemistry),국내특허출원 4

건(출원 2011-0008953,2011-0008954,2011-0089676,2011-146041),국내특허등록 2건

(1014005호,1020786호)의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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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방사선융합 축산폐수처리공정

그림 3-40.방사선융합 축산폐수처리공정단계별 처리수 수질

a엉휴 일~썰}훌 휴강상 화혹칭뺏 혜휴 !흐...... 성원!\! 휴산상 화혹칭뺏 혜휴 !흐냥i 성행훌 휴산상 화혹칭뺏 엠휴 훌게흩 ~싼‘훌 휴상훌 회쭉률* 

-
엠휴 일2.싹뭘 휴상훌 회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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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다음과 같다.이를 기 으로 한 연도별 주요 연구개발 실 이

의 달성도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하 다.

□ 최종목표

○ 방사선융합 오폐수 생화 기술 개발

○ 방사선융합 오폐수 생화 신기술 확립

○ 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내 함유 양염류 고도처리 자원화기술개발

○ 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내 유기물질 처리 자원화기술개발

○ 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 퇴비화기술개발

1)1차년도 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방사선이용 오폐수

내 병원성 미생물

살균기술 개발

․하수방류수내 병원성 미생물분

포 데이터의 확보

․ 자선 감마선 이용 미생물

살균 기술의 획득

70 100/100

J시 하수종

말처리장 2

년간 모니터

링

방사선이용 오폐수

생화기술의 친환

경성 평가

․기존 살균공정과 방사선이용공

정의 친환경성,경제성 비교
30 100/100

자빔이용살

균 기술의 친

환경성입증.

기능성

[살균효율]과

경제성

[력소모량에

따른 비용]에

한 지표

들을 확인할

수 있음.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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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년도 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방사선이용 유기독성

물질 처리기술개발

․방사선 조사에 의한 항생제 등

미량 유기독성물질의 무기화

감 기술개발

25 100/100

13종의 독성

유기물질 무

기화 감

기술 획득

방사선이용기술의 생

태독성 평가

․방사선 조사기술의 독성평가를

통한 생태안 성 평가

․오폐수 방류수내 함유

유기독성물질의 유 자 변형

항유 자 평가연구

25 100/100

항생제에 민

감한 독성평

가 기술 개발.

방사선융합 축산폐

기물 함유 양염류

처리기술개발

∙제올라이트흡착과 방사선 산

화공정을 결합한 축산폐수처

리기술개발

∙ Struvite결정화 방사선기

술의 융합에 의한 축산폐수내

유기물,암모니아성질소,인산

염 인 처리공정의 개발

∙ 양이온교환막을 이용한 생물

학 기발효와 질산화에 의

한 질산화/탈질 동시 반응공

정의 개발

25 100/100

공공폐수처리

장 방류수기

충족 여부

방사선융합 축산폐

기물 퇴비화 요소기

술개발

∙ 방사선처리에 의한 축산퇴비

의 병원성미생물 살균기술개

발

∙ 방사선 처리에 의한 부숙기

간이 단축된 고효율 퇴비화공

정 개발

15 100/100

그린퇴비 1

기 충족여

부

축산폐기물내 유기

독성물질 모니터링

∙ 국 11개 공공축산폐수처리

장 유입/유출수 13종 의약

물질(항생제,소독제)분포 모

니터링

∙ 기존 축산폐수처리공정별 의

약물질 처리 황 분석조사

10 100/100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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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차년도 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방사선이용 내분비

계 장애물질 무기화

․ 방사선이용 내분비계 장애물

질 무기화 기술의 개발
25 100/100

4종의 내분비

계 장애물질

무기화 기술

획득.

방사선이용기술의

유 학 안 성 평

가

․ 미생물 유 자변형 연구를 통

한 유 학 안 성 데이터의

확보

25 100/100

기존의 UV보

다 유 학

안정성 데이

터 확보.

방사선과 환경소재

를 융합한 축산폐기

물내 양염류처리

기술 개발

∙ 양이온교환막 이용 생물학

기발효와 질산화에 의한 질

산화/탈질 동시 반응공정의

개선 연속운 연구

20 100/100

공공폐수처리

장 방류수기

충족 여부

방사선융합 축산폐

기물 퇴비질 향상기

술개발

∙방사선이용 퇴비내 항생제 내

성균 분포 모니터링 제어

기술개발

15 100/100

그린퇴비 1

기 충족여

부
방사선기술에 의한

유기독성물질 처리

연구

∙방사선이용 퇴비내 유기독성

물질(항생제)처리기술개발
15 100/100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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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차년도 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이동형 자빔가속기

와 scale-up시스템

과 결합한 장

용성 연구

․ 실폐수를 이용한 가속기 운

인자도출
15 100/100

최 조사선

량 유량

등 운 인자

확보

계 간 살균공정의

효율성 모니터링 연

구

․ 계 간 유입원수의 성상에 따

른 효율성 원인 규명
5 100/100

기존 UV

비 살균효율

우 성 확보

자빔가속기 처리

후의 생태학

해성 연구

․항생물질에 의한 모계 유 독

성 이평가 연구

․실폐수내 자빔처리에 의한 생

물군집 변화 연구

5 100/100

자빔처리수

의 생태학

안 성 확보

자빔이용 오폐수

생화 신기술 개발

․환경부 주 “ 자빔이용 오폐

수 생화기술 신기술인증 획

득(제333호)

25 100/100

신기술인증

(제333호)

유기물질 양염

류 동시처리 일체형

생물반응시스템 개

발

․이온교환과 생물학 질산화/탈

질반응을 이용한 축산폐수내 유

기물 질소 동시제거 기술개발

․생물 기화학 공정을 이용한 유

기물과 질소 동시제거 기술개발

15 100/100

축산폐수 유입원수

고농도 입자상

유기물질 처리기

술 개발

․방사선 처리에 의한 struvite결

정화로 유기물 암모니아성 질

소 제거효율 향상 기술개발

․화학 결정화시 기 알칼리 조건

(pH9～10) 조성을 하여

tourmaline을 채용한 경제 이면

서 효과 인 struvite결정화 공

정의 개발

15 100/100

고이온화에 지 이

용 잔류 미량 난분

해성 유기물질 고도

처리 기술개발

․고분자응집제(PACl),무기응집제

(FeCl3,Al(SO4)3)를 이용한 축산

폐수 후처리 공정개발

․[방사선처리-stuvite결정화-간헐

폭기-화학응집]시스템에 의한

유기물질 양염류 동시제거

방류수수질 기 의 만족

20 100/100

공공폐수처리

시설 방류수

수질기 만

족 여부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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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차년도 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방사선융합 오폐수

생화 기술 장

시스템 개발

․500톤/일 규모의 장 처리시스

템 구축 가동

․실폐수내 자빔처리 후의

통합 독성 평가

․ 자빔조사에 의한 방사선 내

성 미생물 발 연구

10 100/100

장 용규

모 시스템개

발

자빔과 타공정과

의 경제성평가

제시

․ 자빔,오존,자와선 공법과

의 상 경제성 평가
10 100/100

자 빔 처 리

공법의 경제

성 입증

환경부 신기술 검증
․신기술 검증 “ 자빔이용 하폐

수 생화 기술”
30 100/100

신기술 검증

획득

방사선에 의한 생물

학 폐수처리 효율

향상 난분해성물

질 향 연구

․방사선의 강력한 OH라디칼 산

화반응에 의한 축산폐수 의

난분해성물질(항생제, 소독제

등)의 처리에 의한 생분해도

(BOD5/COD)향상 후속 생

물학 처리공정 효율의 향상

15 100/100

기존 처리시스템

비 30% 이상 공정

단축된 방사선융합

고효율 축산폐수처

리 시스템의 확립

․ 기존 9단계인 축산폐수처리공

정을 [고/액분리]→[ 기소화]

→[ 자빔처리]→[고효율생물

반응]→[고분자응집]의 총 5

단계로 기존 처리시스템 비

45% 공정단축된 방사선융합

축산폐수처리 시스템 확립

15 100/100

이동형가속기를 이

용한 스 일-업 실

증(유입원수 처리

용량 기 0.1m3/

일 이상)

․ 처리용량 0.1m3/일의 스 일

-업 실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제 축산폐수를 상으로 총

6개월간 실증 용성 연구

․ 이동형 자빔가속기를 이용

한 방사선융합 축산폐수처리

공정 확립 안정 처리가

능성 확인

20 100/100

공공폐수처리

시설 방류수

수질기 만

족 여부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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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련분야의 기여도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은 기존의 염소소독을 체 가능한 기술로서 병원성 미생

물의 살균 과 항생제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같은 독성 유기물질을 동시에 가능한 기술

로서 차 강화되는 방류수 기 에도 우수하게 용될 것으로 단된다.생태학 독성

평가와 유 학 안 성 평가의 연구를 근거로,항생제 의약품 폐수 배출업체나 혹은

이들을 포함하는 방류수 등의 모니터링에 직 으로 사용될 수 있고 처리기술과 연계하

여 항생의약품 등 잔류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제거하고 그 안 성을 검증하는데 극 활

용될 수 있다.특히,국내 으로 항생제 의약품 규제 기 이 강화되면 개발된 연계기

술은 직 으로 국내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도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생태 독성

해성을 측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 청정처리 기술개발 과제에서는 연구개발과정을 통하여 기존

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던 축산폐수처리 공정을 체할 수 있는 신개념의 공정개발을 완

성하 다.이러한 축산폐기물 폐수의 한 처리공법의 개발은 기존 발생 축산폐기물

폐수 의 상당량을 해양투기에 의존해오던 실에서 해양투기가 면 지됨에 따라

육상에서의 한 처리 혹은 자원화기술개발 필요성이 다 해지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

한 연구개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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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1단계 (2007∼2009년도)연구기간 동안에 수행된 방사선 융합기술을 이용한 하폐수

방류수 의 병원성 미생물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동시에 처리하기 하여 분해 효

율,동역학,방해작용,분해부산물의 생물학 독성,방사선 조사된 미생물의 유 학

안 성과 자빔 가속기 기술의 친환경성 등 요소/기반 기술 바탕으로 본 기술의 최종

성공을 해 필요한 신기술 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반기술을 확보하 음.

□ 2단계 연구 기간에 이동형 자빔가속기를 활용하여 장에 용하기 한 실제 하폐

수를 상으로 장에서 용성 안 성을 평가를 진행하여 환경부 신기술 검증을

획득하기 한 실증 연구를 실시하 음.

□ 본 연구 체 2단계(2008년3월～2012년2월) 1단계(2008년3월～2010년2월)에서는 주

로 기본 모니터링 요소기술의 개발 등에 을 두었으며,2단계에서는 이들 요소

기술의 융합을 통한 공정을 개발․최 화시키고,더 나아가 장에서 용성 연구를

진행하 음.

□ 2단계 연구기간 에는 개발기술의 기업체 이 을 한 기반조성을 목표로 하고,기업

체외의 양해각서체결과 ,이동형 자빔가속기를 이용한 200m3/일 규모의 하폐수 방

류수 생처리기술을 개발 완료하여 자빔을 이용한 오폐수 생화 기술에 해 환

경부에서 주 하는 신기술 인증(제333호)을 획득하 음.

□ 자빔을 이용한 오폐수 생화 기술에 해 환경부에서 주 하는 신기술 인증(제333

호)을 획득 후 ,기술에 한 장평가와 검증을 통해 최종 기술개발을 목표로 자빔

을 이용한 하폐수 방류수의 항생물질,내분비계 장해물질,독성, 장균을 동시에 감

하는 신기술 인증에 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00m
3
/일 규모의 시설에 해 환경부

에서 검증을 실시하 고 검증을 획득하 음.

□ 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 청정처리기술개발 연구는 체 2단계(2008년3월～2012년2월)

1단계(2008년3월～2010년2월)에서는 주로 기본 모니터링 요소기술의 개발 등에

을 두었으며,2단계에서는 이들 요소기술의 융합을 통한 공정을 개발․최 화시키

고,더 나아가 장에서 용성 연구를 진행하 음.

□ 국 으로 지자체에서 설치·운 하는 공공축산폐수처리장이 70여곳이 있으며, 규모

축산농가에서 운 하고 있는 자체 축산폐수처리장을 포함하면 수백여 곳이 운 되고

있으나, 실 으로 안정 이고 효율 인 축산폐수처리 방법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로

서,본 개발공정을 극 으로 도입함으로써 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축산폐수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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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한 처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됨.이를 하여,본 연구사업을 통하여 획득

된 요소기술과 개발공정에 한 실증연구와 상용화를 하여 국내 굴지의 기업(P사,

L사)들과 의를 진행 임.

□ 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 퇴비화기술은 독성유기화합물질 항생제내성균 등이 원천

으로 처리된 고부가가치의 축산퇴비 생산 기반기술을 마련하 다고 볼 수 있음.뿐만

아니라,난분해성 유기화합물질을 고농도로 함유하는 화학폐수,산업폐수 등에 하여

방사선에 의한 효과 인 처리공정과 기존 생물학 처리공정을 결합함으로써 기존

유기화학 폐수처리기술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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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1.방사선융합 오폐수 생화 기술 개발

세부연구분야 주요 연구개발 실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방사선이용 오폐

수내 병원성 미생

물 살균기술 개발

․하수방류수내 병원성 미생

물분포 데이터의 확보

․ 자선 감마선 이용 미

생물 살균 기술의 획득

- 자빔 이용 기술이 방류수 생화

시설 설치 시장을 선 하는데 있어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하수방류수 고도처리 체기술로

활용

방사선이용 오폐

수 생화기술의

친환경성 평가

․기존 살균공정과 방사선이

용공정의 친환경성,경제성

비교

- 자선 가속기는 기존 장치를 체

하여,실제로 력소비를 여서 경

제 이고,이산화탄소 배출도 감할

수 있는 친환경성 기술임을 지표로서

사용 가능.

-향후 개발기술의 해외 수출시 ISO

인증 련 자료로 활용

방사선이용 유기독

성물질 내분비

계 장애물질 처리

기술개발

․방사선 조사에 의한 항생제

등 미량 유기독성 물질의

무기화 감 기술개발

․ 방사선이용 내분비계 장애

물질 무기화 기술의 개발

- 자빔 이용 생화 기술이 하수처

리뿐만 아니라 항생 물질의 잔류 농

도가 높은 의료용 폐수 폐기물이

나 축산폐기물 처리에 용될 수 있

는 가능성을 제시 함.

방사선이용기술의

생태독성 평가

․방사선 조사기술의 독성 평

가를 통한 생태안 성 평가

․오폐수 방류수내 함유 유기

독성물질의 유 자 변형

항유 자 평가연구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은 항생

제 의약품 폐수 배출업체나 혹은

이들을 포함하는 방류수 등의 모니터

링에 직 으로 사용될 수 있음.

방사선 이용 처리기술과 연계하여

항생의약품 등 잔류성이 높은 화학물

질의 제거하고 그 안 성을 검증하는

데 극 활용 될 수 있음.

방사선이용기술의

유 학 안 성

평가

․ 미생물 유 자변형 연구를

통한 유 학 안 성 데이

터의 확보

방사선에 한 의 막연한 불안감

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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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분야 주요 연구개발 실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자빔이용 오폐

수 생화 신기술

인증

․환경부 주 “ 자빔이용

오폐수 생화 신기술 인증

획득(제333호)”

-하수방류수 고도처리 체기술로

활용

-기업체 신기술 이

자빔이용 오폐

수 생화 신기술

검증

․환경부 주 “ 자빔이용

오폐수 생화 신기술”검증

-처리 상 :하.폐수

-처리용량 :200m
3
/d

-처리 상물질 : 항생물질,

내분비장해물질, 독성 감,

장균 살균

-하수방류수 고도처리 체기술로

활용

-기업체 신기술 이

-해외 기술 수출 지원

-정부의 환경정책 수립 시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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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방사선 융합 축산폐기물 청정처리기술 개발

세부연구분야 주요 연구개발 실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내

함유 양염류

처리기술개발

∙제올라이트흡착과 방사선 산화

공정을 결합한 축산폐수처리기

술개발

∙ Struvite결정화 방사선기술

의 융합에 의한 축산폐수내 유기

물,암모니아성질소,인산염 인

처리공정의 개발

-질소,인 등의 양염류의 농도가

고농도이면서 처리가 곤란한 유

사한 성상을 가지는 폐수들의 처

리기술개발에 응용 가능

- 처리후 남는 제올라이트

struvite결정 등을 활용하여

양분이 안정 으로 공 될 수 있

는 고품질의 비료물질 생산 가능

축산폐기물내

유기독성물질

모니터링

∙ 국 11개 공공축산폐수처리장

유입/유출수 13종 의약물질(항

생제,소독제)분포 모니터링

∙ 기존 축산폐수처리공정별 의약

물질 처리 황 분석조사

∙ 기존 축산폐수처리공정 단계별

고형폐기물 의약물질 분포 모

니터링

- 기존 축산폐수처리장의 공정별

효율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공

정진단 자료로 활용가능

- 축산폐기물 완성퇴비제품내

잔류 의약물질의 처리를 통한 고

생 고품질 생퇴비화 기술개

발에 활용

방사선과

환경소재를

융합한

축산폐기물내

양염류처리기

술개발

∙ 양이온교환막을 이용한 생물학

기발효와 질산화에 의한 질

산화/탈질 동시 반응공정의 개발

∙ 이온교환막, 기화학반응,생물

학 질산화/탈질반응이 결합된

생물 기화학반응 시스템에 의

한 축산폐수내 유기물질 고농

도 암모니아성질소 성분 동시제

거 시스템 개발

-질소,인 등의 양염류와 유기물

농도가 고농도로서 처리가 곤란

한 유사한 성상을 가지는 폐수들

의 처리기술개발에 응용 가능

방사선융합

축산 폐기물 고

효율 퇴비화기

술개발

∙ 방사선처리에 의한 축산퇴비의

병원성미생물 살균기술개발

∙ 방사선 처리에 의한 부숙기간

이 단축된 고효율 퇴비화 공정개

발

∙ 방사선이용 퇴비내 유기독성 물

질(항생제)처리기술개발

-축분 뿐만 아니라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폐기물의 퇴비화공정을 개

선하고 병원성미생물 잔류 의

약물질의 처리기술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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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분야 주요 연구개발 실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방사선기술에

의한 유기독성

물질 처리

생분해도 향상

연구

∙ 자빔처리에 의한 축산폐수내

표 인 난분해성물질인 항생

제 물질의 효과 인 처리기술 개

발

∙ 난분해성물질의 방사선 처리

에 의한 생분해도(BOD5/COD)

향상 이에 따른 생물학 처

리효율 향상 효과 획득

-의약폐수,산업폐수,매립지 침출

수 등 난분해성물질을 고농도로

함유하여 기존 생물학 처리

주의 공정으로 처리가 어려운 폐

수의 처리를 해 자빔을 활용

한 방사선융합 폐수처리공정

안 제시

기존 처리시스

템 비 공정단

축된 방사선융

합 고효율 축산

폐수처리 시스

템의 확립

∙ 기존 9단계인 축산폐수처리공정

을 [고/액분리]→[ 기소화]→[

자빔처리]→[고효율생물반응]→

[고분자응집]의 총 5단계로 기존

처리시스템 비 45% 공정단축

된 방사선융합 축산폐수처리 시

스템 확립

-기존 재래식 기술로 처리가 어렵

던 난분해성폐수에 하여 방사

선 처리 효과로 생분해도를 향

상시킴으로써 후속 생물학 처

리공정효율을 향상시키고, 기존

공정에서 채택하던 오존산화,무

기응집,펜톤산화 등 기존 공정을

폭 임으로써 효과 이면서도

경제 인 공정구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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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3rdInternationalConferenceonEnvironmentalScienceandTechnology

(김탁 ,2007년 8월,미국 휴스턴)

수처리 리분야에서의 최근 연구경향을 악,새로운 환경처리용 재료의 개발이나

수환경 리에 한 연구결과 정보 수집 국의 TsinghuaUniversity그룹에서도 감

마선조사를 이용한 수처리기술에 한 연구내용 수집.

□ InternationalConferenceonEnvironmentalScienceandTechnology

(유승호,2007년 9월,그리스)

수질, 기,고형폐기물 등의 다양한 환경연구 방향의 흐름을 악하고,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의견을 교환할 있었고,특히 세계 각국의 환경연구 분야 에서도 다양한 오염

물질의 처리분야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환경 해성,독성모니터링,그리고 과정평가

(LCA)등의 연구 정보를 수집.

□ 2008WasteManagement(유승호/정인하,2008년 6월,스페인 그라나다)

환경공학과 련한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발표 되었으며,세계 각국에서 온 많은 과학

자들과 정보 교류 토의를 하 음.학회에서 방사선이용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발표

한 2편이 유일하 으며 선진국에서 조차도 약간은 생소한 기술로써 많은 심과 질문이

있었음.환경분야에 있어서 방사선이용기술은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방사

선이용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충분히 앞서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학회.

□ InternationalSymposium onSanitaryandEnvironmentalEngineering(김탁

,2008년 6월,이탈리아 Florence)

Modellingandautomationofwaterandwastewatertreatment분야에 한 정보 수

집과 ‘Sludge reduction and disposal",“Water and Waste treatment","Nutrient

Removal’등의 다양한 연구 경향을 악하 으며,특히 장운 사례들이 많이 발표되

어 기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유익한 정보 습득.

□ IMRP2008London(김태훈,2008년 9월, 국 런던)

최신 방사선 조사장치 개발 동향 미국,유럽,일본 등의 선진국들의 방사선 조사시

설 (감마선, 자빔,X-선,이온빔 가속기)을 이용한 환경 분야의 연구개발에 한 정보

수집.

□ 4thInternationalSymposiumonEnvironment(이면주,2009년 5월,그리스 아테네)

체코의 biphenyl의 생물학 분해 메카니즘,이집트의 왁스 분해 기술,호주의 조류로

부터 바이오 fuel의 생산 기술 등의 정보를 습득하 으며,특히 방사선 용 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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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경분야들의 정보를 수집.

□ 5thInternationalconferenceonAOPs (유승호,2009년 6월,독일 베를린)

상수 폐수의 처리를 한 고도산화공정(AdvancedOxidationTechnologies)에 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 으며, 랑스의 CNUS-University에서도 자빔 가속기를 이용한

난분해성 물질의 분해에 한 연구 내용을 발표하여 양 기 의 연구내용에 한 정보를

서로 교환.

□ USA EPA Sustainablefutures/P2frameworktraining

(이오미,2010년 11월,워싱턴 디시)

상수 폐수의 처리 기 등의 다양한 분야에 한 환경 해성 평가에 한 다양한

모델링 로그램 교육 훈련 정보를 수집하 으며,미국 환경부에서 실행 인 생태 해

성 평가 교육 로그램 기술 등의 정보를 습득하 고,특히 여러 각국의 환경연구 분야

에서 다양한 오염물질 처리기술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환경 해성 평가 독성평가

등의 연구 정보를 수집.

□ InternationalConferenceonEnergy,Environment,SustainableDevelopment

(김탁 ,2009년 6월, 랑스 리)

에 지,환경 지속가능발 을 주제로 하는 학회로서 환경뿐만 아니라,에 지 혹은

지속가능발 과 련된 매우 다양한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어 본인이 공하는 분야에 국

한되지 않고 인 학문에서 이루어지는 유사연구들도 함께 들여다 볼 수 있어서 나름 로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

□ InternationalBiotechnologySymposium andExhibition (김탁 ,2010년 9월,

이탈리아 리미니)

“지속가능한 사회발 ”을 한 생명공학 응용기술에 련된 세계에서의 연구결과들

이 소개됨.환경생명공학 분야 뿐만 아니라,동물생명공학,식물생명공학,식품생명공학,

의생명공학,산업생명공학,바이오에 지,화학산업 련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최근 연구동향들이 소개됨.특히, 세계 으로 부족해지는 석유자원의 체와 온실가스

에 의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오에 지 련 기술분야

가 요하게 소개됨.

□ InternationalCongress on Membrane and Membrane Processes (김탁 ,

2011년 8월,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환경,화학,생물 에 지 분야에서 활용되는 막(membrane)과 련된 학회로서,분

리막의 제조(UF/MF,NF/RO,inorganic membrane,hybrid membrane),membrane

characterization,membranemodification,membranefouling등 다양한 주제에 하여 연

구결과들이 발표됨.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응용분야 즉,CO2capture를 비롯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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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gas/vaporseparation,fuelcellmembrane,수처리용 분리막,membranebioreactor,해

수담수화용 분리막,biorefinerymembrane,biomedicalmembrane등 다양한 응용분야가

소개되어 최근 련 연구동향을 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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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사선 기술,살균,항생제, 해성평가,미생물의 유 변이

어
radiationtechnology,disinfection,antibiotics,risk

assessment,geneticmutationofmicroorg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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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제 목

방사선 융합 오폐수 생화 기술 개발

Ⅱ.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 기술 측면

-오존산화,UV 살균 등 여러 생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실한

하수방류수의 생화 기술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방사선이용 생화기술은 기투자 후 은 운 비용으로 지속 인 처리가 가능하

며 유기오염물질과 색도 등의 동시 처리 기능이 강하므로 처리공정의 부하를 하

게 여 운 비 감효과 큼

◦ 경제·산업 측면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 에 “ 장균군수”가 신설되어 지역 인 구분 없

이 2003년부터 3,000개/㎖가 일률 으로 용되고 있고,2008년부터는 1,000개/㎖로 강

화하여 용 정

- 국 183개소 하수처리장에 방류수에 한 소독시설이 설치 진행 으로 새로운 시

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한 수요가 향후 증할 것으로 상되며,성공 인 기술

개발시 이 분야에서 기술 우 를 해 본 시장의 선 이 가능함.

◦ 사회·문화 측면

-방사선을 이용하여 장균뿐만 아니라 각종 원생생물을 동시에 처리하고 하천의 2

차 오염,나아가 강 하류의 취수원 오염을 방지하므로 깨끗한 수원 확보에 한 국

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이로 인해 방사선기술의 환경생태 안 성 확보를

통하여 범국가 방사선기술의 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청정환경 보 기술 개발을 통하여 국민 보건에 이바지

Ⅲ.연구개발의 내용

본 연구개발은 방사선이용 오폐수내 병원성 미생물 살균기술 개발 유기독성물질 처

리기술 개발 연구에 을 두었다.이를 한 아래와 같이 세부항목별로 연구를 진행하

다.

-2007년도 :방사선이용 오폐수내 병원성미생물 살균기술 개발 친환경성평가

․ 하수방류수 공정별 유기물질 분해 병원성미생물 분포 분석

․ 자선 감마선이용 미생물 살균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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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이용 오폐수 생화기술의 친환경성평가(LCA)

-2008년도 :방사선이용 유기독성물질 처리기술개발 생태독성 평가

․ 오폐수 방류수내 유기독성물질 분포 분석

․ 방사선 조사에 의한 항생제 등 미량 유기독성물질의 무기화 기술개발

․ 방사선 조사기술의 독성평가를 통한 생태안 성 평가

․ 오폐수 방류수내 함유 유기독성물질의 유 자 변형 평가 연구

-2009년도 :방사선이용 내분비계 장애물질 무기화 유 학 안 성 평가

․ 방사선 이용 내분비계 장애물질 감 무기화 기술개발

․ 방사선 조사후 독성유기물질들의 독성 거동 평가

․ 방사선이용기술의 미생물 유 자 변형 평가 연구

-2010년도 :방사선이용 오폐수 생화 공정의 최 화

․ 기존 하수 방류수 살균공정과의 비교 연구

․ 방사선이용 오폐수 살균조건의 확립

․ 방사선이용 오폐수 생화 복합공정의 최 화

․ 방사선 처리된 항생물질의 모계 이 향 연구

․ 방사선 처리된 방류수의 미생물 분포 유 독성 연구

-2011년도 :방사선이용 오폐수 생화 신기술의 확립

․ 용량 일롯 규모의 실증 연구

․ 장규모 운 인자 도출 경제성 평가

Ⅳ.연구개발결과

1.방사선이용 오폐수내 병원성 미생물 살균기술 개발

∙하수처리장 유입수 방류수 모니터링

J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에 UV를 조사하여 일반세균수 장균군 살균효과를

살펴 본 결과,UV 조사 후를 비교 해 볼 때,효율 이지는 않는 것으로 단되었

다.그리고 자외선 소독의 경우,램 의 주기 인 교체가 필요하고 처리수내 탁도나

색도 등이 존재 할 경우 소독효율이 떨어지는 문제 이 있다.따라서 2차 오염물의

발생이 없으면서,유량 변동에 쉽게 처 할 수 있는 효율 인 살균공정 개발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되었고,감마선후에는 미생물의 확실한 살균 뿐만 아니라 재증식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때,감마선 고이온화 에 지의 활용이 필요한 것으

로 단되었다.

∙ 표 인 병원성 미생물균주의 불활성화

최근 오존의 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험결과와 같이 반응시간이 길어 유지비용이

증가 할 것으로 단되고,감마선을 이용한 살균 처리 기술은 화학약품을 처리하지

않고 미생물을 거의 완 사멸시키며 4일 동안 재증식에 한 잠재력은 낮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이에 다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경우는 오히려 쉽게 감마선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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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활성화 될 것으로 단되며,정수처리장의 기존설비시설은 미생물 증식이라는 2차

오염이 심각하므로 미생물 재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살균처리공정으로 단되었다.

감마선의 흡수선량에 따라 살균 설비의 규모나 유지 비용에 큰 향을 미치게 되므

로 국내 수질 특성이 맞는 감마선 살균 장치를 개발하기 해서는 실제 상수처리장

용성 평가가 추가 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2.방사선 이용 오폐수 생화 기술의 친환경성 평가

이 연구 결과를 통하여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과정 환경성이 다른 살균장치들에 비하

여 우수함을 확인하 다.특히 그 과정을 통하여 경제성 측면과 기능 측면에서도 자선 가속

살균장치가 다른 살균장치에 비하여 우수함을 확인하 다.

∙ 환경성 측면

환경성을 비교하기 해서 비교 과정 향평가를 수행하 고 이를 통해서 10가지 환경

향 범주에 한 세 가지 살균장치의 향을 정량 으로 분석하 다.환경에 미치는 여러

가지 향을 분석하기 해 선택한 10가지 환경 향 범주 7가지 환경 향 범주에서

자선 가속 살균장치가 다른 두 살균장치 보다 은 환경 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 다.

∙ 기타 측면

환경성을 비교하기 해서 기능,기능 단 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살균효율을 달

성하기 해 소요되는 력량이 자선 가속 살균장치가 최소임을 확인하 다. 한 사용

단계의 환경 향 비교를 해서 20년의 수명을 가정하여,자외선 살균장치와 비교하 을

경우,최 3×10
9
배의 력소모량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

3.방사선 이용 유기독성물질 처리기술 개발

∙난분해성 독성유기화합물인 항생제와 농약성분 수용액은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분해 효율이 향상되어진다.조사되어진 Amoxicillin,Sulfamethazine,Sulfamethoxazole,

Tetracycline,Oxytetracycline Lincomycin은 2-4kGy에서 Alachlor와 Methomyl은

500Gy와 1500Gy에서 완 한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 다.

∙radicalScavengergas사용에 의한 방사선 분해 효과를 평가한 결과 N2O가스를 포

화시킴으로써 N2,O2 기상태의 수용액보다 난분해성오염물질의 분해효율이 증가되

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radicalscavengergas를 사용하여 총유기탄소 (TOC)의 제거효과를 평가하 다.

40-60kGy의 조사선량에서, 기상태의 총유기탄소는 20-30%의 제거효과를 보인 반면,

N2O 가스로 포화된 항생제 수용액에서 90% 이상의 총유기탄소 제거를 보 다.Radical

scavengergas를 이용한 총유기탄소 제거 효과는 N2O >O2> 기상태 >N2로 이루

어졌다.

∙Alachlor수용액에 산화 매제인 Na2S2O8의 농도를 증가시킬수록 감마선 조사에 의

한 제거효율이 향상됨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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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이온 첨가에 의한 방사선 분해 효과를 평가한 결과 Cl
-
,SO4

2-
PO4

3-
이온은

항생제 분해효율에 어떠한 향도 미치지 않았다.그러나 NO2
-
와 NO3

-
이온은 기 농도

의 증가와 함께 항생제의 분해효율이 감소되어지는 결과를 얻었다. 한,방사선 조사 후

무기이온의 농도 변화 결과 Cl-,SO4
2- PO4

3-이온의 농도는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

다.반면,NO2
-와 NO3

-이온은 조사선량 증가와 함께 감소를 보이면서 NO3
-와 NO2

-이온

으로 각각 증가됨을 보 다.방류수에 NO2
-
이온이 증가할수록 일정한 농도까지는

Oxytetracycline의 향상된 제거효율을 보이다가 다시 inhibition됨을 보여주었다. 한

NO3
-이온의 기 농도가 증가할수록 Oxytetracycline의 제거효율의 향상을 보여 주었다.

이는 ․OH eaq
-과 같은 라디칼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으로 설명된다.

∙무기이온 첨가에 의한 총유기탄소 (TOC)의 제거효과를 평가하 다.Oxytetracycline

은 5kGy에서 10%의 무기화를 보 으며,Cl
-
,NO2

-
,NO3

-
,SO4

2-
PO4

3-
의 무기이온은

Oxytetracycline의 무기화에 큰 향을 주지 못하 다.

∙Tetracycline,Sulfamethoxazole,Cephradine Lincomycin의 항생제와 Alachlor와

Methomyl의 농약성분의 생분도 실험 결과 조사선량 증가와 항생제의 생분해가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이는,감마선을 이용한 난분해성물질 처리방법은 생물학 으로 용이한

물질로 환되는 생물학 인 분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단되며,수계의 독성을 감시

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4.방사선으로 처리된 하수방류수의 수서 생태 해성 평가

∙ 수서생물종 (D.magna,V.fischeri,P.subcapitata)을 이용한 상 항생의약품의 감

마선,UV,ozone분해 처리 후 독성평가 결과,조류가 가장 합한 것으로 명되었다.

∙ UV,오존 등의 처리 방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감마선이 상 물질에 높은 처리효

율을 나타내었으며,독성 감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UV 처리나 오존처리,활

성슬러지에 의한 처리는 같은 항생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상물질에 따라 처리효율 독

성 감효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그러나 감마선의 경우 항생물질의 종류에 따른 처리

효율이 높았으며 조류 독성변화는 안정 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되었다.

∙ 감마선 처리 ,후 생분해 실험을 통하여 모 화합물 뿐 아니라 감마선처리 후 생성

된 분해산물이 생분해 과정과 슬러지에 흡착되어 농도가 감소하는 상을 나타내었다.따

라서 감마선 처리 후 상 의약품이 수계로 배출되었을 경우,생분해에 의한 부가 인 분

해효과가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따라서 감마선 처리는 다른 처리 공정과는 다르게 높

은 독성 감소를 보여주었으며 분해산물도 독성이 낮게 나타내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Tetracycline의 경우 reproduction somaticgrowth 모두에 향을 나타내었다.

Reproduction은 한세 에서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세 수가

증가할수록 더욱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이는 세 수가 증가할수록 tetracycline이

D.magna의 생식에 미치는 향은 더욱 민감해진다는 뜻으로 해석되며,bacteria등을 이

용한 실험에서 보이는 항성이 non-targetorganism인 D.magna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다고 결론 낼 수 있었다. 한 여러 세 에 걸친 reproduction의 감소는 D.magna의 군

집의 성장률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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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방사선 이용기술의 유 학 안 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UV 감마선으로 처리한 항생제의 잔류 농도 활성을 미생물을 이

용하여 측정하 고,UV,감마선 자빔을 세균에 조사하여 조사방법에 따른 세균의

생존율 돌연변이율의 증감을 비교하 다.실험결과,감마선 조사 방법이 UV 조사에

비하여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 분해에 효과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세균 돌연변이

유발 측면에서는 자빔을 조사하 을 때 감마선과 UV에 비하여 돌연변이가 게 일어

나는 것을 찰하 다.이러한 결과는 이온화 방사선의 하폐수 처리시설 도입이 UV에

비해 다양한 항생물질의 분해 세균 돌연변이 유발의 측면에서 효과 이라는 것을 시

사한다.

6. 자빔이용 오폐수 생화 기술의 신기술 인증

∙이동형 자빔가속기를 이용한 200m
3
/일 규모의 하폐수 방류수 생처리

∙ 자빔을 이용한 오폐수 생화 기술 신기술 인증(제333호)

7. 자빔이용 오폐수 생화 신기술 검증

∙ 자빔을 이용한 하폐수 방류수의 항생물질,내분비계 장해물질,독성, 장균을

동시에 감하는 신기술 인증에 한 검증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00m3/일 규모 처리 신기술 인증에 한 검증

Ⅴ.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1단계 (2007∼2009년도)연구기간 동안에 수행된 방사선 융합기술을 이용한 하폐수

방류수 의 병원성 미생물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동시에 처리하기 하여 분해 효

율,동역학,방해작용,분해부산물의 생물학 독성,방사선 조사된 미생물의 유 학

안 성과 자빔 가속기 기술의 친환경성 등 요소/기반 기술 바탕으로 본 기술의 최

종 성공을 해 필요한 신기술 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반기술을 확보하 음.

● 본 연구는 체 2단계(2008년3월～2012년2월) 1단계(2008년3월～2010년2월)의 연구

에서는 주로 기본 모니터링 요소기술의 개발 등에 을 두었으며,2단계에서는

이들 요소기술의 융합을 통한 공정을 개발․최 화시키고,더 나아가 장에서 용성

연구를 진행하 음.

● 2단계 연구기간 에는 신기술인증과 신기술에 한 검증을 환경부로부터 취득하 음.

● 2단계 연구종료후 개발기술의 기업체 이 을 추진하고,기업체와 공동으로 정부 연구

과제 수주를 통해 장 용 상용화를 한 실증연구를 추가로 실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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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생태독성 자료는 재 항생제 의약품을 함유하는 하폐수

처리장이나 자연수계에 다양하게 용되는 감마선 처리기술이 실제 친환경 인 독성

감 처리기술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임.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생태학 독성평가와 유 학 안 성 결과는 방사선에 한

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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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PROJECT TITLE

DevelopmentofWastewaterdisinfectionTechnologybyRadiation

Ⅱ.OBJECTIVEANDIMPORTANCEOFPROJECT

∙Objective

-Thisresearchwascarriedoutfordevelopmentofsanitationprocessofwastewater

effluentbyradiationtechnologyandestablishmentofnew sanitationtechnologyof

wastewatereffluentbyradiation.

∙Importance

The wastewater effluent contained the pathogenic microorganisms and toxic

organicchemicals.Thedisinfectionprocesshasbeenimplementedformanyyearsas

ameanstocontrolwaterbornediseases.Disinfectionofhazardousmicroorganismsis

animportantsubjectforenvironmentalsafety.Especially,thewatersupplyisfacinga

seriousproblem intheappearanceofanemergentwaterpathogenthatcannotbe

inactivated by conventionalwater treatments.The contamination from various

pollutionsourcescanexpandimmediatelythroughthewatersupplyandbringabout

variousdiseases.

Antibioticsarenaturaland semi-synthetic compoundsthatare widely used in

humanandlivestockanimalforthecontrolofinfectiousdiseaseandothermedical

purpose.The use of antibiotics has dramatically increased in agriculturaland

aquaculturalactivitiesformedicationanddiseaseprevention.Howevertheabuseor

inappropriate disposals ofhuman and veterinary antibiotics give rise to many

environmentalproblems.Moreover,difficultiesincompletetreatmentofantibioticsby

conventionaltreatmentsystem arousemanyenvironmentalproblemstoaquaticspecies

andfinallyhuman.Untreatedantibioticsandtheirmetabolitesarereleasedintosurface

andgroundwaterwhichaggravatestheriskofhumanhealthwhenthesurfaceand

groundwaterareusedasthesourceofdrinkingwater.Thoughtheyarepresentin

very low concentration in theenvironment,theirmetabolites orcombination can

induceadverseeffectonecosystem.

Ⅲ.SCOPEANDCONTENTSOF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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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projectfocused on the developmentofdisinfection process of

pathogenicmicroorganisms and treatmentoftoxicorganicchemicalsbyradiation

technology.

- 2007:Developmentofdisinfection process ofpathogenic microorganisms by

radiationandLifeCycleAssessment(LCA).

․Characterization offermenting and pathogenic microorganisms in wastewater

effluents.

․LCAofsanitationprocessofwastewatereffluentbyradiationtechnology.

-2008:Developmentofradiationtreatmenttechnologyoftoxicorganicchemicals

andassessmentofecologicaltoxicity.

․Analysisandcharacterizationoftoxicorganicchemicalsinwastewatereffluent.

․Development of radiation technology for reduction and mineralization of

antibacterialchemicals.

․Assessmentoftheecologicalsafetybytheecologicaltoxicitytests.

․Evaluation ofthe antibiotic activity of antibiotic chemicals irradiated with

E-beam.

-2009:Developmentofradiationtechnologyfortreatmentofendocrinedisrupting

chemicals(EDCs)andassessmentofgeneticsafety.

․DevelopmentofradiationtechnologyforreductionandmineralizationofEDCs.

․Evaluationoffatesandkineticsofradiation-treatedbyproducts.

․Assessmentofgeneticmutationofmicroorganismsinwastewatereffluenttreated

withE-beam.

-2010:Optimizationofradiationprocessforsanitationofwastewatereffluent

․Comparisonofradiationprocessfordisinfectionofwastewatereffluentwiththe

conventionalprocesses

․Studyontheoptimalconditionsofdisinfectionprocess

․Optimization oftheintegrated radiation processforsanitation ofwastewater

effluent

․Theeffectsofradiationonthetransgenerationeffectofantibiotics

․Studyonmicrobialcommunityandgenotoxicityinwastewatereffluenttreated

withradiation.

-2011:Establishmentofnew radiationtechnologyforsanitationofwastewatereffluent

․Establishmentoftheoperationalparametersandeconomic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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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ontheapplicationofradiationsanitationprocessinpilot-scale

Ⅳ.RESULTSOFPROJECT

1.Developmentofdisinfectionprocessofpathogenicmicroorganismsbyradiation

Monitoring ofEffluentfrom MunicipalWastewaterTreatmentPlantatJcityin

Korea was used for this study.The results showed thatthe UV disinfection

efficiencieswere21-99% and19-85% forthetotalbacteriaandtotalcoliform,while

thedisinfection efficiency using gamma radiation were99.9 %,respectively.This

indicatedthatradiationtechnologywasmoreeffectiveformicrobialdisinfectionthan

UV.Microorganisms afterUV radiation remarkably increased for4 days,while

gammaradiationshowedalmostnomicroorganism regrowth.

▪ Theresultsofthisstudyshowedthatradiolytictreatmentwasveryeffective

ontheinactivationofpathogenicbacteria.

▪ MuchmoreenhanceddisinfectionwasobservedbygammaradiationwithO2

andairsaturation,whichispotentialusefortheinactivationofpathogenic

microorganisms.

2.Environmentalassessmentofdisinfectionmethodsbyelectronbeam,UV andozone

usingLCA

Thisstudyshowsthate-Beam disinfectiondeviceismoreenvironmentallyfriendlythanthe

others.Inthisprocess,itisdemonstratedthatthedevicehasadvantagesinitseconomical

aspectandperformanceitselfaswell.

▪ EnvironmentalAspect

Comparison ofLifecycleassessmentamong thethreetypesofdisinfection deviceis

implementedtocompareeachenvironmentalperformanceandimpact.Of10environmental

impactcategories,e-beam devicehaslessenvironmentally harmfulthan theothersin 7

categories.

▪ Others

Intheprocessoffunctionandfunctionalunitdefinition,itisconcludedthatthe

electricityconsumptioninthee-beam deviceisthelowesttoachievetheefficiencyat

thesamelevelamongthreedevices.Itisthefactthattheconsumptionofe-beam

deviceislowerby3×10
9
timesoftheconsumptionofUVdeviceontheassumptionthatthe

devicelifeis20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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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evelopmentofradiationtreatmenttechnologyoftoxicorganicchemicals

∙Thetoxicorganiccompoundssuch asantibioticsand pesticidewereremoved

efficiently by gamma radiation. The antibiotics, amoxicillin, sulfamethazine,

sulfamethoxazole, tetracycline, oxytetracycline and lincomycin, were completely

degradedbybetween2and4kGy.Also,alachlorandmethomylwereremovedfor

500and1500Gy,respectively.

∙ThesaturatedsolutionsbyN2O gasshowedbetterenhanceddegradationefficiency

thanN2,O2andatmosphericconditions.

∙TheremovaleffectofTotalOrganicCarbon(TOC)forantibioticswasevaluatedby

radicalscavengergases.Atan irradiation doseof40-60kGy,theTOC removal

efficiencywas20-30% foratmospheric,whiletheTOCremovalefficiencyofsaturated

antibioticsolutionsbyN2O gaswasabove90%.TheTOC removalefficiencyusing

theradicalscanvergaseswasinthefollowingorder:N2O>O2>atmospheric>N2.

∙Alachlorconcentrationbygammaradiationshowedtheenhancedremovalefficiency

withincreasingNa2S2O8concentrations.

∙Theprenceofinorganicionssuchaschloride,sulfateandphosphatedonotalmost

showedtheinhibitioneffectoftheoxytetracyclinedegradation.However,whennitrite

andnitrateionwereadded,thedegradationefficiencyofoxytetracyclinewaslowerin

thepresenceofnitriteandnitrateionsthanthatintheabsenceofthem atthesame

irradiationdose.

∙Theinorganicionssuchaschloride,nitrite,nitrate,sulfateandphosphateionswere

showntoinsignificantlyinhibitontheTOCremovalofoxytetracycline

∙Thebiodegradabilityofirradiatedorganiccompounds,tetracycline,sulfamethoxazole,

cephradine,lincomycin,alachlorandmethomyl,wasenhancedwithincreasingradiation

doses.

4.Ecologicalriskassessmentofantibioticstreatedbyradioactiverays

Gamma radiation was an effective method for decomposing antibiotics.In addition,

P.subcaptitatawasfoundtobeamoresensitiveorganism toevaluatetoxicityofantibiotics

comparedtoD.magnaandV.fischeri.Theconcentrationofparentcompoundsandtoxicityon

algalgrowth were remarkably reduced by gamma radiation treatment.Gamma radiation

treatmentshowedsimilardecomposingefficiencyaccordingtothetargetcompounds,whereas

UV treatmentanddegradationwithactivatedsludgeshoweddifferentefficiencyof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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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compounds.Finally,remainedconcentrationandsomebyproductsoftargetcompounds

aftergamma-irradiationmethodwasadditionallydecreasedbybiodegradationandsorptionof

activatedsludge. Inaddition,theeffectofantibioticsonparentalgenerationofD.

magnaiscontinuedtothenextgeneration.Also,thesublethalconcentrationwhich

showednoacutetoxiceffecthavevariousabnormaleffectsuchasreproductionand

somaticgrowth,Also,finally,itcanreducethepopulationgrowthrate.

5.Evaluationoftheantibioticactivityandgeneticmutationofmicroorganismsinthe

effluenttreatedwiththeelectron-beam from waste-watertreatmentplant

Theresidualconcentrationsand activitiesofantibioticsafterUV orgamma-ray

treatments wereestimated,and theeffectsofirradiation ofUV,gamma-ray,or

electronbeam wasestimatedonthesurvivabilityandmutagenicityofbacteria.The

gamma-rayirradiationwasmoreeffectivethanUV indegradationofantibiotics.The

extentofmutagenicityofelectron-beam irradiationwaslessthanthoseofUV or

gamma-rayirradiations.Theseresultsindicatethattheapplicationofelectron-beam

totheprocessesofwastewatertreatmentsystem willbesuitablethanUV irradiation

becauseofitsdegradabilityofvariableantibioticsandlessmutagenicityofbacteria

presentedinwastewater.

6.ObtaincertificationofNET (New ExcellentTechnology)forsanitationprocessof

wastewatereffluentbyelectronbeam from theMinisterofEnvironment(#333)

-Wastewatereffluenttreatmentcapacityat200m3/day

-Removaloftargetcompoundsanddisinfectionofpathogenicmicroorganism by

mobileelectronbeam accelerator.

7.ObtaincertificationofETV (EnvironmentalTechnologyVerification)forsanitation

processofwastewatereffluentbyelectronbeam.

-Fieldtestofelectronbeam technologyfortreatmentoftoxicchemicalssuchas

antibioticsandEDCsandcoliform containedineffluent.

Ⅴ.PROPOSALFORAPPLICATIONS

● Transfer of NET ″New EnvironmentalTechnology" authentication and

verificationcertificatetoindustry..

● A sanitationprocessdevelopedinthisprojectisconsideredasthe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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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for disinfection of pathogenic microorganisms and degradation of

recalcitranttoxicorganicchemicals.

● Theresultsoflessbacterialmutagenicitybytreatmentsofelectronbeam thanUV

or gamma-ray to bacteria can be used as supporting data to introduce

electron-beam towastewatertreatmentfacilities,andcanleadtofreeupobscure

uncertaintyofpeoplestoelectronbeam.

● Thetoxicitytestmethodcanbeappliedtoevaluateecologicalriskassessmentof

differentkindsofpharmaceuticalswithdecomposingtechniques.Gamma-irradiation

techniqueisthoughttobeabletobeaneffectiveeliminationmethodforvarious

kindsofpollu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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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기술 측면

기존의 지표수나 방류수의 수질은 pH,BOD,COD,SS,DO,T-N,T-P 장균군

등 이화학 항목과 지표세균을 지표로 하 으나.최근 지아디아와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

성 미생물의 존재와 분포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특히,지아디아는 사람 동물

에게 설사를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로써 환경 에 포낭 형태로 수 개월간 생존할 수

있고,정수 하수처리시설에서 소독제로 사용되는 염소에 내성을 가지고 있어,우리나

라에서도 2004년 7월부터 지아디아에 한 정수처리기 을 용하여,정수장의 원수에

하여 2년간 분포실태를 조사토록 규정하고 있다.1993년 미국 워키시에서 일어났던 수

돗물의 크립토스포리디움으로 인한 40만여 시민의 집단 설사사건과 염소 소독부산물 발

생 등으로 미국을 비롯한 일본, 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염소 소독에 한 재검토가 이루

어지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수돗물의 정수처리시 사용 가능한 살균소독제로 고도표백

분,차아 염소산나트륨,이산화염소,오존 액화염소 등에 한 규격기 을 고시하고 있

으니.이산화염소의 경우 ․배수 과정에서의 냄새발생으로 민원이 야기되고,오존의 경

우 원수 내 롬의 존재에 따라 오존소독부산물이 생성되어 처리원수에 한 용제한성

과 후처리공정의 필요 등으로 고가의 설치비 운 비가 소요되는 단 이 있다.염소소

독의 경우는 소독부산물인 트리할로메탄의 해성과 수생생물에 한 향으로 반드시

탈염소설비등의 책을 강구해야하는 문제 이 있다.이에 염소소독공정을 체할 수 있

는 체소독공정으로 소독 부산물이 생성되지 않고,염소내성 병원성 미생물의 불활성화

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알려진 자외선 공정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을 심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매년 정수 하수처리 용실 이 증가하는 추세이나,국내의

경우 정수 하수처리에 있어서 자외선 소독공정에 한 연구는 매우 기단계에 머물

고 있고 유지 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편,살균방법은 처리장의 시

설규모,방류수역의 특성,하수처리과정에서의 장균군 제거효율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

어야 하나, 재까지 소독공정은 염소소독,자외선 소독,오존살균등에 국한되어 있는 실

정이다.방사선의 가장 장 인 강력한 에 지에 의한 미생물의 살균 능력을 하수처리시설

의 소독공정으로 개발을 한다면,기존 신규로 형성되고 있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소독

처리 련시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편,의약품의 넓고 다양한 활용성으로 인하여 생태계는 뜻하지 않은 하나의 재앙

에 직면해 있다.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의약품이 생태계에 미치는 해성에 한 경고가

을 잇고 있다.이미 의약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병원 폐수에 한 Amesand

Hamstercelltest를 통해 돌연변이성에 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물벼룩과 형 박테

리아를 사용한 독성 평가에서 매우 높은 독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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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친수성이기 때문에 체내에 축 되는 경우는 드물다.하지만,먹는 물을 통해 지속 으

로 노출되는 항생제는 인체,가축,수생 생태계에 어떠한 향을 나타낼 지는 아직 미지

수이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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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거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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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경제․산업 측면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 에 “ 장균군수”가 신설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3,000개/㎖,청정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은 1,000개/㎖로 용되고 있으며,방류수의 생태

독성평가 기 이 강화 될수록 재의 소독시설로는 수많은 병원성 미생물과 다양한 종류의

독성유기물질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기존의 기술의 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시 한 상황이다. 한 하수방류수에서 검출이 되어지는 의약품(항생제)의 문

제는 비단 의약품 제조 시설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부분의 항생제가 사용 후 뇨나

변을 통해 배출되어 자연 수계로 유입되고 있으며,환경 안정성으로 인해 분해되지 않

고 오랫동안 체류하여 2차 인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재 국내에는 2005년 기 으로

294개의 하수 처리장과 194개의 분뇨 처리장 49개의 축산 폐수 처리장이 운 되고 있어

국내의 모든 국민의 건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 험을 내포하고 있다. 재 국

내에는 아직 방류수나 폐수에서 한 의약품 처리기법이나 독성 평가 기 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방류수내 의약품의 독성을 감하기 한 기술의 개발은 재 국내 상

황에서도 매우 요한 문제이다.세계 으로도 의약품에 한 심이 집 되면서 이를 처

리하기 한 연구가 다방면으로 수행되고 있다.최근까지의 연구 에는 쉽게 분해되지 않

는 의약품을 UV와 다양한 매물질을 병행하여 분해시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에 있

다.그러나 아직까지는 장에 용할 수 있는 단계의 기술개발은 미흡한 실정이다.본

연구에서는 신 개념으로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병원성 미생물의 살균과 항생제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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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감 시키는 기법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기법은 그간에 용한 다른 방법들과

는 다르게 방사선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감시키는 것이다.다른 모든 처리기법과 마찬

가지로 이 기법에서 무엇보다 요한 것은 환경 친화 인 처리 농도 감 기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친환경 검증을 해 많은 연구자들이 생물학 평가(통합 독성평가)기

법을 도입하여 처리 기술의 안 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한 방사선이란 안 좋은 것이

라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해 유 학 안 성 한 요한 심이 되어지며,친환

경성 기술이라는 평가를 해 LCA 평가 역시 방사선 기술의 안 성 검증의 요한

이다.오염물질이 처리된 후에도 생물 검정을 통해 안 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

해된 산물이 오히려 수생 생태계에 더 큰 악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의약품

간의 혼합독성,의약품과 분해산물간의 혼합독성,분해산물 상호간의 혼합독성의 향으

로 인한 독성 변화도 매우 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따라서 국내에서도 병원성 미

생물의 살균 의약품을 제어하기 한 기술의 도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본 기술의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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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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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국내에서도 국민의 요

구에 부합하기 해서 하수방류수 수질기 에 2003년에 장균을 포함시키고 생태학

독성 부분을 포함시키기 한 비 이다. 인간은 본성 으로 물과 친화하고 싶은 마음

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물과 련된 여가를 즐기려고 할 것이다.그런데 병

원성 미생물 유기독성물질(항생제,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오염된 물이라는 은 국

민들이 정부에 한 불신을 야기 시키기에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다.따라서 정부에서는

한발 앞서 세계 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원생동물을 포함한 병원성 미생물과 유기독성물

질 문제에 극 으로 처해야 할 것이다.이를 해 오폐수 생화 처리기술 안 성

평가 기법의 개발은 차후 야기될 수 있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보다 양질의 환경을

제공하기 한 차세 핵심 기술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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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외 오폐수 생화 기술개발 황

1.소독기술 련 황

미국은 오래 부터 하수처리장의 소독설비를 운 해 오고 있으며 1976년 이후에는 염

소소독으로 인한 THMS의 해성이 밝 진 이후 폐쇄성 수역이나 수생생물 등 환경생태

계보호가 시 한 지역부터 UV소독으로 차 변경하는 추세이며,미국과 같이 산업화된

선진국에서는 세균성 질병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소독에 의한 제거율이 다른 병원균에 비

해 낮은 바이러스나 원생동물과 같은 새로운 병원균에 의한 발병건수가 증가 하고 있다.

1993년 미국 워키시에서 발병하 던 수돗물 속에 크립토스포리디움(Cryptosporidium)

으로 40만 여명의 집단설사와 100명의 사상자를 내었던 사건이후,미국,일본, 국 등 선

진국에서는 원생동물에 한 모니터링연구와 이에 소독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에

있다. 자빔조사를 통한 하수처리장 처리수의 장균 제거는 이미 라질에서 시도되어

그 효과가 보고한 바 있으며,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처리하지 않은 생활하수에 3-4kGy의

자빔 조사로 기 TotalColiform을 5Log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고, 상 생활하수를

FacultativeLagoon에서 처리한 후 3kGy의 자선을 조사할 경우 용존산소의 농도가 높

기 때문에 보다 효과 으로 TotalColiform의 양을 일 수 있는 것으로 밝 짐.일본의

경우 기존시설은 염소계소독 방식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이나 고형염소의 사용이 국하수

처리장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으나,최근에는 염소 체 소독기술에 한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다.

2.독성유기물질 처리 련 기술 개발 황

수 에는 의약품과 농약성분과 같은 다양한 난분해성 독성유기물질이 존재한다.그 ,

항생제는 인간과 동물의 의약품으로써 범 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특히,동물 항생제

는 질병에 한 방과 치료,성장 진제 등 다양한 용도로써 항생제가 사용되고 있다.

항생제의 오․남용과 만기된 의약품의 부 한 폐기,인간과 동물의 배설물 등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 유입이 된다.환경에 유입된 항생제는 하수처리장,지표수,그리고 지하수

등에 μg/L에서 ng/L의 농도로 검출되어진다.환경에서의 항생제 존재는 항생제 내성 병

원체의 발달을 야기하고,인간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래할 수 있다 (Diaz-Cruzetal.,

2003;Brownetal.,2006).반면,농약성분으로써 Alachlor와 Methomyl은 농업생산성 증

를 해 농업분야에서 제 제 병해충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여 식량의 안정 공

증산,품질유지와 생산비 감 등을 한 필수 불가결한 화학물질로 사용되고 있으나,

근본 으로 독성유기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부 할 사용 리 시 환경오염과 건강

해성의 문제 이 우려된다.농약은 생물이나 환경으로 유입되어 일부는 화학 ,생물학 ,

화학 으로 분해되어 손실되는 반면 일부는 토양,지하수 지표수 등에 μg/L의 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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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도로 범 한 지역에 환경오염을 발생시켰다.이러한 농약성분은 환경 생태계에 잔

류하여 토양,물,작물 등에 흡수,축 을 통하여 잔류하게 되어 생물의 농축과정으로 인

체에 향을 주며,이러한 성분이 인간에 독되면 불안,정신착란,운동실조 혼수 등

추신경계통과 여성에게 불임과 같은 증상을 래한다 (Ballesteros-Martinetal.,2008).

이러한 많은 문제 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환경에 농도로 존재하는 난분해성

독성유기물질 제거를 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지고 있다.

Gartiseretal.(2007)는 생물학 처리에 의한 Amoxicillin제거를 평가하 다.28일 동

안 11∼63%의 Amoxicillin분해가 찰되었고,총유기탄소는 14∼24%의 제거를 보 다.

한,Zhangetal.(2006)은 한외여과 (UltraFiltration),역삼투 (ReverseOsmosis)와 분

말활성탄소 (PowderedActivatedCarbons)를 혼합한 물리 처리를 연구하 다.물리

처리결과 RO,UF-RO,PACs-UF-RO 공정에 의한 Tetracycline은 35∼88%의 제거효율

을 보 다.총유기탄소와 화학 산소요구량 (ChemicalOxygen Demand)제거는 각각

3200,8000mg/L에서 56,98mg/L로 보고되었다.농약 성분 한 항생제처럼 생물학

물리학 처리에 의해 완 한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근에 난분해성 유기화합물의 제거를 한 합한 안책으로서 고 산화공정

(AdvancedOxidationProcesses)에 한 많은 심을 갖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O

H․라디칼과 같은 자유 라디칼의 산화반응을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고 산화공정은

오존처리 (Ozonation),펜톤 공정 (Fentonprocesses),포토-펜톤 공정 (Photo-Fenton

processes) 매 (Photocatalysis)등이 포함된다 (Arslan-Alaton and Dogruel,

2004).이러한 고 산화공정은 오염물질을 90% 이상 제거하는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으

나,오염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 (by-product)을 생성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지 껏 연구에서 보듯이 완 한 난분해성 독성유기물질 분해와 총유기탄소 (Total

OrganicCarbon)제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산화공정 (AOPs)은 항생제 농약

성분과 같은 난분해성 독성유기화합물을 90%이상 제거가 가능하지만,다른 잠재 오염

물인 부산물이 발생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고 산화공정의 기술로써 감마선이나

자선 등의 방사선을 이용한 기술은 다양한 제거 공정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효과

인 처리 기술로써 상되어진다.

제 2 국내 오폐수 생화 기술개발 황

1.소독기술 련 황

국내에서 용되고 있는 다수의 정수소독처리는 염소소독에 의해 이 지고 있고 자

외선에 의한 소독은 거의 무한 실정이다.단지 유기물이 다량 배출되어 발암물질 발생

등의 문제로 염소소독 용이 어려운 일부 하․폐수처리장에서 압 혹은 수은램 에 의

한 자외선 설비가 운 되고 있다.

바이러스에 한 연구는 1980년 에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국내에서는 최근에

서야 수돗물에 바이러스 존재여부에 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크립토스포리디움의 경우 국내 기술은 겨우 모니터링 방법을 숙지하는 단계에 머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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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재 크립토스포리디움에 한 국내의 수 은,수도기술연구소,수자원공사,한국건

설기술연구원등에서 겨우 모니터링방법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이며,소독방법에 한 책

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이병원체는 이제까지 알려진 병원성미생물 염소내성이 가장

강하고,응집 침 ,여과 등 기존 정수처리공정에 의해 제거효율이 낮고,이로 인해 다

수의 국가에서는 정수공정의 개선과 오존,UV 등 체 소독기술을 마련하기 한 연구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소독공정에서는 부수 으로 물 속에 존재하는 유기물과 산화반응

이 수반되기 때문에,소독과 동시에 소독부산물에 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국내의 경우 아직 종합 인 연구검토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2.독성유기물질 처리 련 기술 개발 황

그림 2-1과 같이 국내의 통 인 1세 폐수처리 공법은 유기물 부유 고형물 등의 제

거에 치 하 고,그 이후에 개발된 2세 폐수처리 공법은 기존 1세 공법의 처리효율 향상

과 질소․인의 제거에 을 맞춤.그러나 이러한 1세 2세 폐수처리공법은 최근 그

수와 농도가 증하고 있는 난분해성 오염물질 처리에는 부 합한 것으로 명이 남.일반

으로 난분해성 오염물질들은 수생태계 환경과 인류건강에 한 을 주기 때문에,이들

물질의 처리에 효과 인 3세 폐수처리 공법이 등장하 고 최근에도 그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다양한 항생의약품의 검출 그 향에 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먼 ,수계 내에 존재하는 항생제와 일부 의약품의 종류 잔류농도에 한 연구

가 수행되었다.환경 에서 측정된 의약물질의 농도는 ng/L에서 μg/L의 수 으로 보고

되고 있다.최근,국내 하수처리장 유입수 유출수 9종의 의약품의 존재농도는 각각

10∼89ng/L 10∼11ng/L의 범 로 보고되었으며,의약품의 분해산물의 향 는 미

확인된 독성 향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Kim etal.,2007,Kim etal.,2006).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을 근거로 우선 리 상 의약물질을

선정하 다 (표 2-1,표 2-2). 한 항생의약물질의 환경부하량,환경 잔류성,생태독

성자료등을 바탕으로 인체용 동물용 항생제의 우선순 목록을 지정하 으며,항생제

의 성분별 생산량 자료를 구축하 고,이들이 수계에 노출되었을 때 해성 측을 해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용되는 해성 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해성을 평가하 다 (한국환

경정책평가연구원,2005,2006).이 보고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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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ardquotient)를 과하여 환경 잠재 해성의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하고 있

다.항생제 의약품에 한 분석기법개발 연구도 지속 으로 진행되고 있다.수자원공

사에서는 SPE 처리 방법 LC/MS/MS를 이용한 동물용 항생제의 분석 기법을 구

축하 으며,동물용 항생제로 많이 쓰이는 Sulfa계 항생제의 동시분석 조건을 구축하

다 (Kim etal,2007).개별의약품에 한 환경 독성평가에 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

데,V.fischeri,D.magna,O.latipes등을 이용한 기 생물독성평가를 수행하여, 성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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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EC50orLC50)을 제시하 고 환경 해성평가를 수행하 다 (Kim etal,2007).그러

나 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생물독성평가는 부분 특정 의약품에 한 생물독성

평가 분석 기법 개발에 국한되어 있다.따라서 실제 수계에 용할 수 있고 혼합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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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는 생물독성평가에 한 연구와 개별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하지만 특정 방법을 도

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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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국내의 세 별 폐수처리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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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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우리나라 인체 동물용 우선 리 상 의약물질 (한국정책평가연구원,2006)

인체용 의약품 동물용 의약품

의약성분
총 생산량

(kg)
약효군 의약성분

총 사용량

(kg)
약효군

Acetaminophen 710,872 진통,해열제
Chlorotetracyclin

e
2,762,951 항생제

Povidone-iodine 465,446
항균제,

소독제
Oxytetracycline 1,549,654 항생제

Almagate 344,104
제산제,

항궤양용제
Colistin 1,179,384 항생제

Aluminum

hydroxide
229,709

제산제,

항궤양용제
Florfenicol 883,945 항생제

Methyl

salicylate
225,921

국소용진통,항

염증제
Amoxicillin 811,910 항생제

Cimetidine 162,985
제산제,

항궤양용제
Bambermycin 715,051 항생제

Amoxicillin 157,695 항생제 Ivermectin 344,503 구충제

Ibuprofen 149,346 소염진통제 Tylosin 296,339 항생제

Pefloxacin 129,530 항생제 Enramycin 285,375 항생제
Magnesium

hydroxide
119,011

제산제,

항궤양용제
Virginiamycin 256,315 항생제

표 2-2.인체용 항생제와 동물용 항생제의 우선순 목록 (한국정책평가연구원,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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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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ic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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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술상태의 취약성

-기존의 하수처리 방류수 기술(UV소독,염소소독,오존산화 등)들은 효율 인 소독처리에 한계

를 드러내고 있어 새로운 소독기술의 개발이 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기존 방류수 소독공정기술은 선진국과 유사한 수 이나 방류수내 미생물 분포,소독에 따른 생

태학 안 성 평가 등의 요소기술 측면에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다고 단되다.

그림 2-2.방사선 융합 오폐수 생화 련 국내‧외 기술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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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방사선이용 오폐수내 병원성 미생물 살균기술 개발

1.연구 개요

가.연구개발의 목

우리나라에서는 수돗물의 정수처리 시 사용 가능한 살균소독제로 차아염소산나트륨,

이산화염소,오존 액화염소 등에 한 규격기 을 고시하고 있으나,이산화염소의 경

우 ․배수 과정에서의 냄새발생으로 민원이 야기되고,오존의 경우 원수 내 롬의 존

재에 따라 오존 소독부산물이 생성되어 처리원수에 한 용제한성과 후처리공정의 필

요 등으로 고가의 설치비 운 비가 소요되는 단 이 있다. 한 자외선 공정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을 심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정수처리에 있어서 자

외선 소독공정에 한 연구는 미흡하다.

재 하수처리장에서 시행되는 소독의 목 은 처리 에 생존할 우려가 있는 병원성 세

균을 사멸시켜 처리수의 생 인 안 성을 높이는데 있다. 재까지 알려져 있는 염소처

리만으로 제어가 불가능한 염소내성 미생물에 한 수돗물의 안 성을 확보하기 한 염

소 체 소독공정 개발이 필요하므로 염소내성 병원성 미생물의 불활성화에 탁월한 효과

가 있는 감마선을 이용한 살균을 연구하고자 한다.본 연구에서는 J시 하수 방류수를 원

수로 하여 하수처리장 처리수에 UV,Ozone Gamma-radiation을 조사하여 장균군과

일반세균,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는 원리를 이용한 새로운 살균공정을 연구 살균공정

뒤에 나타나는 재증식 양상을 연구하고자 하 고,미생물에 강력한 살균효율을 지닌 오

존,자외선(UV-C,VUV),감마선(Gamma-radiation)을 이용한 살균공정 효율을 평가하고

살균처리 후 미생물의 재증식 실험을 통한 공정별 살균 특성을 연구하고자 하 다.

그리고 살균장치로서 자선 가속 살균장치를 사용하기 해서는 여러 측면에 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우선은 행 수질기 에서 요구하는 살균기 에 부합하는지에 한 검토,

효율에 한 검토,비용측면에 한 검토,안 측면에 한 검토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환경성 측면에 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이 연구에서는 자선 가속장치를 살균장치

로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환경성 측면에 한 고찰을 진행한다.특히 기존 살균장치와의 환경

성을 비교하여서 환경성 측면에서 자선 가속장치를 하수처리장 살균장치를 사용하는 것에

한 평가를 수행한다.이를 해서 이 연구에서는 국제표 화기구에서 제정한 환경성 평가도

구 <ISO14044:2006 Environmental management - Life Cycle assessment -

Requirementsandguidelines>에 근거하여 살균장치들의 과정에 한 환경 향에 한

비교 과정평가를 환경 향 비교 평가 도구로 채택하 다. 과정평가는 제품의 과정

(원료물질취득,제작,사용,폐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 향을 종합하여 비교하는 도구

이다.

나.연구개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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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발달과 생활수 의 향상 등으로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증가하면서,국

지 으로 상수원의 수질 오염이 심화되어 왔다.특히 수인성병원 미생물 오염은 그 주요

발생원이 사람,가축,야생동물 등 동물의 분변이어서 인구 식생활 수 의 증가에 따

라 필연 으로 증가하 다.병원성 미생물의 오염은 오․폐수 처리장에서 부분 으로 제

거되고 자연수계에서 희석,사멸되기도 하지만 오염원의 산재로 인해 자연 지표수에 일정

수 분포하게 된다.따라서 정수처리를 통해 상수원수의 오염물질을 정화하여 식수와 생

활용수를 공 하고 있다.상수원수 에 존재하는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기 하여 정수

처리 시 염소소독을 실시하고 있다.염소는 취 이 간단하고 잔류 농도 리가 용이하며,

운 비용이 렴한 장 이 있어 20세기 미국과 독일에서 먹는물을 염소소독하여 공

한 결과 수인성 질병이 격히 감소하는 상을 발견한 후로 정수처리 공정에서 미생물

을 제어하기 한 소독제로써 리 사용되고 있다.그러나 최근 할로 산,트리할로메탄

등 인체에 유해한 염소소독 부산물 검출과 물과 련된 바이러스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

장 계에 감염하여 분변으로 배출되는 장 계 바이러스로서,물과 폐수에 약 140여 종이

존재하여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여 막 한 경제 ,보건 생 피해를 주었다.일례로

1993년 미국 워키 지역에 병원성 원생동물인 크립토스포리디움의 정수오염사건으로 인

한 40만 명이 감염되어 이 면역력이 없는 100여명이 사망하 다.이에 미국을 비롯한

일본, 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들 원생동물에 의한 감염 사례가 보고되면서 세계

으로 정수처리 공정에서 소독에 한 심과 증요도가 크게 높아졌으며,염소 소독에

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지표수나 방류수의 수질은 pH,BOD,COD,SS,DO,T-N,T-P 장균군 등

이화학 항목과 지표세균을 지표로 하 으나,최근 지아디아와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성

미생물의 존재와 분포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특히,지아디아는 사람 동물에게

설사를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로써 환경 에 포낭 형태로 수 개월간 생존할 수 있고,

정수 처리 시 소독제로 사용되는 염소에 내성을 가지고 있어,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7월

부터 지아디아에 한 정수처리기 을 용하여,정수장의 원수에 하여 2년간 분포실태

를 조사토록 규정하고 있다.

수돗물 내의 바이러스 출 ,염소소독에 의한 발암물질 발생 등으로 정수처리에 있어서

기존의 염소소독을 보완 혹은 체 할 수 있고 강력한 소독능을 지닌 새로운 기술이 요

구되고 있다.선진국에서는 상수원수의 부 한 처리 혹은 정수장 내의 염소소독의 한계

로 병원성 원생동물의 인체 감염에 의한 각종 질병과 사망자 발생 등의 수많은 수인성

질병 사고가 발생한다. 한 우리나라는 UN에서 정의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물의 사용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물부족 상이 더 심화

될 것으로 상된다.이에 따라 보다 안정된 수자원 확보를 한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 장균군을 규제하지 않았으나 국민의 보건향상 생

태계보고 차원에서 방류수 수질기 에 장균군이 신설되어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살균공정을 설치 계획 에 있다.한편,살균방법은 처리장의 시설

규모,방류수역의 특성,하수처리과정에서의 장균군 제거효율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

야 하나, 재까지 소독공정은 염소소독,자외선 소독,오존살균 등에 재 하수 방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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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substances Ultraviolet Chlorination Ozone

Destruction Physical Chemical Chemical

CapitalCost Low Medium High

OperatinCose Low Medium High

MaintenanceCost Low Medium High

MaintenanceFrequency Low Medium High

DisinfectionPerformance Excellent VeryGood Unpredictable

ContactTime 1～5Sec 25～45min 5～10min

PersonnelHazards Low Medium High

ToxicChemicals No Yes Yes

WaterChemistryChange No Yes Yes

ResidualEffect No Yes Yes

소독기술은 염소에 의한 소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염소 소독 시에는 처리수에 함유

되어 있는 잔류염소로 인하여 생성되는 트리할로메탄(THM)의 생성 취 상의 안 문

제,방류 수역의 생태계에 미치는 향 등으로 인하여 사용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알려

져 있다.따라서 표 3-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화학 처리방법을 신하여 자외선에 의한

살균처리나 오존에 의한 물리 처리 기술이 각 받고 있다.특히,하수처리 방류수의

UV에 의한 소독기술은 1980년 미국의 EPA가 심이 되어 연구가 진행되어 1986년

UV에 의한 하수 방류수 살균 소독에 한 설계 지침서가 완성되면서 본격 인 상업화가

진행되었다.

표 3-1하수 방류수 살균 기술의 비교

우리나라에서도 수돗물의 정수처리에 사용 가능한 살균소독제로 고도표백분,차아 염소

산나트륨,이산화염소,오존 액화염소 등에 한 규격기 을 고시하고 있으나 이산화

염소의 경우 ․배수 과정에서의 냄새발생으로 민원이 야기되고,오존 살균은 오존은 강

력한 산화제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등의 살균에 매우 효과 이며,난분해서 유기물의 분

해가 가능하고,처리수 내 DO농도 증가 등의 장 이 있으나,원수 내 롬의 존재에 따

라 오존소독부산물이 생성되어 처리원수에 한 용제한성과 후처리공정의 필요 등으로

고가의 설치비 운 비가 소요되는 단 이 있다.염소소독의 경우는 소독부산물인 트리

할로메탄의 해성과 수생생물에 한 향으로 반드시 탈염소설비등의 책을 강구해야

하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살균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성이 있고,인체에 무해하고,휘발

분해가 일어나지 않으며 안정성이 뛰어나며,2차 오염물의 발생이 없고,유량변동에

쉽게 처할 수 있는 효율 인 살균공정의 개발이 매우 실한 실정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공정으로 감마선을 이용한 환경처리 기술개발이 진행 이며, 은 조사

량으로도 난분해성 물질이 산화되므로 일본,미국,오스트리아 등의 선진국 뿐 만 아니라

러시아, 라질 등에서 각종 분야에 많은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따라서 기존의

정수 살균 방법이 갖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 감마선을 용하여 염소내성균

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 13 -

2.연구 방법 내용

가.시료 채취

실험을 한 시료는 J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를 채취하 고,1시간 내로 실험실에

운반 시험 하여야 하며,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온(10℃이하)냉장하여 운반하

고 6시간 내로 실험실에 도착하여 2시간 이내로 시험을 수행하 다.

나.실험 장치

(1)UV처리 장치 ( 장용)

UV 처리 시스템은 5개의 UV lamp로 구성되어 있고,UV 조사 시 사용된 UV lamp는

200～280nm의 램 (usedfrom MunicipalWastewaterTreatmentPlantatJcity)를

이용하 다.조사된 UVintensity는 60×27mw/L이며 투과거리는 1.86cm 다.UV처

리 시스템장치는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UV처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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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오존 실험장치

오존 실험장치는 오존 발생기(lab2b,Ozonia,France),유리로 제작한 직경 11cm,높이

15cm의 원통형 오존 조로 구성하 으며,오존발생을 한 주입가스로 순산소(순도

99.9% 이상)를 사용하 다.오존발생기에서 발생하는 기체상 오존 농도 측정은 요오드

흡수법(KIAbsorptionmethod)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3)자외선 조사 장치

본 실험에서 UV-C,VUV에 의한 살균 효율을 측정하기 하여 재질은 자외선 투과율

이 좋은 석 을 이용하여 반응용액의 용량을 최소 1L로 제작하 으며 UV-C를 조사

하기 하여 주 장이 254.8nm인 UV-C 램 (PhilipsTUV G6T5,6W,0.899W/L),

185nm과 254nm 인 VUV 램 (UV Nature, G11T5VH, 6W, 185nm-0.14W/L,

254nm-2.12W/L)를 반응기 가운데 설치하여 조사하 고,반응기내의 시료 혼합을 하여

교반기를 설치하고 조사시간을 달리하여 상온에서 살균 효율을 알아보았다.

(4)감마선 조사장치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Jeongeup,Republicofkorea)내 방사능이 1.47×10
17

Bq(397949Ci)인 고 60COsource(MDSNordion,Canada)를 이용하여 상온(20℃)에

서 수행하 으며,감마선 조사에 사용한 시료는 15mlconicaltube에 비된 시료를 완

히 채운 후 흡수선량 0.1,0.2,0.3,0.4,0.5,0.7,1,2kGy(1kGy=1KJ/kg)로 각각

달리하여 조사하 다.

다.시료 분석 방법

하수 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 은 최 확수법이 아닌 1ml당 함유되어 있는 장균 농

도를 기 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질오염공정시험법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TotalBacteria(총세균수),TotalColiform( 장균)을 측정하 다.모든 시료는 0.85% 멸균

생리식염수에 당량 희석하여 사용하 다.

(1)TotalBacteria(일반세균수)

시료를 37℃에서 24～48시간 배양하여 나타나는 콜로니의 수를 세어서 측정하는 방법이

다.

(2)TotalColiform ( 장균)

장균수군 시험은 membranefilter(dia47mm,poresize0.45㎛)로 여과한 다음 여과지

를,m EndoAgarLES(Difco)배지에 종하여 37±0.5℃,24±2hr배양하여 암 색의

속 택 집락을 계수(CFU/ml)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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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athogenMicroorganisms(병원성 미생물)

-Salmonella,B,subtilis,Stapylococcusaureus,E.CloiO157

라.실험균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균주는 한국미생물 보존센터로부터 분양 받아서 본 실험의 균

주로 사용하 으며,배양특성 배양조건은 다음과 같다.

(1)실험균주 배양

(가)EscherichiaColiK12(ATCC23716)

E.ColiK12는 수질기 에 가장 보편 인 지표미생물로 수인성 병원성 미생물의 잠재

존재를 경고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상수처리에서 요한 지표 미생물이다.사용된 E.

ColiK12는 37℃에서 24hr Nutrientagar(DifcoREF213000)에서 자란 singlecolony를

Nutrientbroth(DifcoREF24000)에 넣고 37℃에서 24hr동안 약 150rpm으로 shaking

incubation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 다.

(나)Salmoneallacholeraesuissubsp.(ATCC13076)

S.choleraesuis는 세균성 식 독 균으로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균에서 비교 항성이

강한 균이므로 지표미생물로 선정하 으며 균주배양은 S.choleraesuis의 특성에 따라 3

7℃에서 24hrNutrientagar에서 자란 singlecolony를 Nutrientbroth에 넣고 37℃에서

24hr동안 약 150rpm으로 shakingincubation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 다.

(다)Staphylococcusaureussubsp.(ATCC27664)

S.aureus는 그람양성구균으로 사람이나 화농성질환의 효 인 원인균으로 살모넬라와

같이 자주 발생하는 식 독 원인균으로 S.aureus는 특성에 따라 37℃에서 24 hr

Nutrientagar에서 자란 singlecolony를 Nutrientbroth에 넣고 37℃에서 24hr동안 약

150rpm으로 shakingincubation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 다.

(라)Bacillussubtilisspores(ATCC6633)

B.subtilisspores의 배양 정량은 U.SEPA에서 제시한 방법을 참고하여 수행하 다

(U.S EPA 2003).냉동보 상태의 B.subtilisspores를 백 이를 이용하여 멸균한

Nutrientbroth에서 종하여 24 hr동안 37℃에서 shaking incubator에 배양한 후

Nutrientagar에 종하여 37℃에서 5day동안 배양하 다.5day동안 형성된 spore는

평 배지에 멸균한 1mM phosphatebufferedsaline(PBS)5ml를 주입하고 균주는 백

이를 이용하여 회수하 다.회수된 균은 4000rpm에서 10min동안 원심분리하여 상등수

를 버리고 다시 멸균된 10mlPBS로 세 번 반복 세척하 다.여기서 얻어진 cellpellet

는 1mM PBS5ml로 탁 시켰다.멸균 PBS에 탁된 균은 포자 외의 살아있는 미생

물을 멸균하기 해 80℃에서 30min동안 열처리 한 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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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험균주 분석

실험균주의 개체수 분석방법은 plate countmethod를 사용하 고,사용한 배지는

Nutrientagar를 사용하 다.각각의 조사 실험 약 10
7
～ 10

8
CFU/ml정도로 0.1M

phosphate-buffer를 이용하여 희석하여 사용하 으며,처리수를 nutrientagarplate에 도

말한 다음 37℃의 incubator에 24hr동안 배양한다.형성된 colony를 계수하 고,소독

실험균주의 개체수를 확인하여 살균 실험 의 개체수와 살균 실험 후의 개체수를 비교하

여 살균 장치에 의한 불활성화를 평가하 다

마.실험균주의 재증식 실험

각각의 공정에 따라 살균효율이 99%이상인 실험 조건에서 상온에서 4일간 보 하여 미

생물의 개체수를 확인하여 재증식을 검토하 다.

바.살균효율 증감 효과 실험

감마선을 이용한 살균실험시 용존산소(이하 O2) 공기(이하 Air)에 한 향을 확인

하기 하여 Air와 O2를 150rpm 상태에서 10psi로 30min동안 폭기 후 감마선을 조

사하여 살균효율을 확인하 다.

사.미생물 표면 분석

공정별 처리한 실험균주를 8000rpm에서 15min동안 원심분리한 후 원심 분리된 균을

2.5% glutaraldehyde을 넣고 4℃에서 하루 동안 보 한 후 멸균한 1mM PBS3번 세척

한다.세척된 균을 1% osmium tetroxide을 넣고 1hr4℃ 보 한 후 상등액을 원심 분리

하여 제거 한다.그 다음 40,50,60,70,80,90,100% ethanol(이하 EtOH)를 이용하여 순

차 으로 탈수시킨 후 200 mesh Copper grid에 고정시킨 후 투과 자 미경

(JEM-2000FX11)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이후 isoamylacetate:100% EtOH =0.5:

1.5,isoamylacetate:100% EtOH =1:1,isoamylacetate:100% EtOH =1.5:0.5

비율로 섞어 만든 용액에 각각 일정시간 동안 순차 으로 넣고 마지막으로 100%

isoamylacetate에 처리한 후 주사 자 미경(JSM-6390)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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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 결과 고찰

가.방사선이용 오폐수내 병원성 미생물 살균기술 개발

(1)유입수 방류수내의 모니터링

J시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 방류수내 총세균수의 분포는 2007년 8월～2009년 8월

까지 월별로 평균 1～2번씩 sampling하고 세 번씩 분석하 으며,일반세균수 , 장균

군의 분포는 표 3-2,3에서 보는바와 같고,UV와 gamma-radiation살균 효율은 표 3-4,5

와 그림 3-2에서 보는바와 같다.표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채수시기에 따라 방류수

내 일반세균수 장균군 농도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는 0.25kGy조사 후

일반세균의 경우 89～99%의 제거율을 나타내었고, 장균군의 경우는 96～100%의 제거

율을 보 다.0.5kGy에서는 일반세균의 경우 99% 이상, 장균군의 경우는 99～100%의

제거율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2008년도에는 0.25kGy조사 후 일반세균수

의 경우 93～96%의 살균효율을 나타내었고, 장균군의 경우는 97～98%의 살균효율을

보 다.0.5kGy이상에서는 장균군의 경우 99.99%의 살균효율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고,2009년도에는 1월과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모니터링에서는 gamma-radiation에서

살균효율이 가장 좋은 것으로 단되었다.

표 3-2UV 감마선 조사 후에 방류수내 일반세균수

Parameter

Totalbacteria(CFU/ml)

2007 2008 2009

Aug. Sep. Oct. Nov. Oct. Nov. Dec. Jan. Feb. Mar. Jun. Jul. Aug.

Before 4.53E+04 1.94E+02 1.10E+03 6.50E+02 1.24E+04 7.23E+03 1.07E+04 1.59E+04 1.97E+04 2.83E+03 5.80E+03 1.99E+04 1.05E+04

UV 3.60E+04 1.40E+02 5.00E+00 5.59E+01 2.27E+02 5.87E+02 1.07E+02 7.90E+02 5.53E+03 7.67E+02 3.57E+03 1.41E+04 6.40E+03

Gamma-ray
(0.1kGy)

- - 2.63E+03 4.77E+03 3.20E+03 7.00E+02 3.40E+03 5.57E+03 5.17E+03 3.80E+02 7.77E+02 2.17E+03 2.77E+03

Gamma-ray
(0.25kGy)

4.77E+03 9.55E+00 3.44E+00 0.00E+00 5.17E+02 2.27E+02 6.47E+02 6.10E+02 7.07E+02 1.47E+02 3.07E+02 3.83E+02 3.03E+02

Gamma-ray
(0.5kGy)

2.00E+02 0.00E+00 0.00E+00 0.00E+00 1.53+02 1.40E+02 3.23E+02 1.37E+029.00E+01 3.67E+01 1.73E+02 1.93E+02 2.07E+02

Gamma-ray
(1kGy)

- - - - 9.00E+01 4.00E+01 1.17E+02 9.00E+01 5.67E+01 4.00E+01 1.23E+02 1.57E+02 1.23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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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UV 감마선 조사 후에 방류수내 장균군수

Parameter

TotalColiform(CFU/ml)

2007 2008 2009

Aug. Sep. Oct. Nov. Oct. Nov. Dec. Jan. Feb. Mar. Jun. Jul. Aug.

Before 4.53E+041.94E+021.10E+036.50E+02 8.67E+02 5.47E+02 1.17E+03 3.40E+03 2.33E+03 1.50E+03 2.77E+02 4.70E+02 6.30E+02

UV 3.60E+041.40E+025.00E+005.59E+01 5.67E+01 3.33E-01 4.07E+00 1.05E+02 3.10E+02 4.00E+01 2.00E+02 4.27E+02 4.80E+02

Gamma-ray
(0.1kGy)

- - 2.67E+013.33E+01 9.40E+01 8.40E+01 2.30E+02 6.83E+02 4.43E+02 2.67E+01 3.73E+01 5.07E+01 1.23E+02

Gamma-ray
(0.25kGy)

4.77E+039.55E+003.44E+000.00E+00 2.03E+01 1.25E+01 1.67E+01 7.73E+01 4.60E+01 4.33E+00 3.00E+00 7.67E+00 1.07E+01

Gamma-ray
(0.5kGy)

2.00E+020.00E+000.00E+000.00E+00 7.67E-01 1.97E+00 1.40E+00 3.57E+003.93E+00 2.33E-01 4.67E-01 5.00E-01 7.33E-01

Gamma-ray
(1kGy)

- - - - 0.00E+00 0.00E+00 0.00E+00 3.67E-025.33E-02 3.33E-03 0.00E+00 0.00E+00 0.00E+00

표 3-4UV 감마선 조사 후에 방류수내 미생물의 살균 효율

Parameter

TotalBacteria(disinfectionefficiency,%)

2007 2008 2009

Aug. Sep. Oct. Nov. Oct. Nov. Dec. Jan. Feb. Mar. Jun. Jul. Aug.

UV 20.59 98.67 88.06 72.93 98.17 91.88 99.06 95.04 71.91 72.93 38.51 29.26 38.54

Gamma-ray
(0.1kGy)

- - 97.77 92.43 74.26 90.32 68.32 65.06 73.77 86.59 86.51 89.13 73.57

Gamma-ray
(0.25kGy)

89.49 99.93 99.81 86.56 95.84 96.86 93.97 96.17 96.41 94.81 94.71 98.08 97.10

Gamma-ray
(0.5kGy)

99.56 99.99 99.89 94.81 98.77 98.06 96.99 99.14 99.54 98.69 97.01 99.03 98.03

Gamma-ray
(1kGy)

- - - - 99.28 99.45 98.91 99.44 99.71 98.59 97.87 99.21 98.82

표 3-5UV 감마선 조사 후에 방류수내 미생물의 살균 효율

Parameter

TotalColiform(disinfectionefficiency,%)

2007 2008 2009

Aug. Sep. Oct. Nov. Oct. Nov. Dec. Jan. Feb. Mar. Jun. Jul. Aug.

UV 18.54 36.28 63.77 92.78 93.43 99.94 99.65 96.92 86.71 97.33 27.71 9.22 23.81

Gamma-ray
(0.1kGy)

- - 88.41 97.22 89.16 84.64 80.29 79.91 81.01 98.20 86.51 89.22 80.42

Gamma-ray
(0.25kGy)

99.99 96.46 98.55 99.99 97.69 97.62 98.57 99.88 98.03 99.73 98.92 98.37 98.31

Gamma-ray
(0.5kGy)

99.99 99.99 99.13 99.99 99.89 99.63 99.88 99.88 99.83 99.94 99.83 99.89 99.88

Gamma-ray
(1kGy)

- - - -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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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UV와 감마선 조사 후에 방류수내의 총세균수 장균군수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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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UV gammaray조사 후에 미생물의 재증식 검토

UV를 조사한 처리수,감마선을 조사한 처리수를 4일 동안 각각 시간별로 샘 링 하여

총세균수 장균군의 재증식을 조사한 결과,그림 3-3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7년도(8

월～11월)에서는 UV를 조사한 뒤 총세균수는 88% 이하의 살균효율을 보 고, 장균군

의 경우는 84%이하의 살균효율을 보인 반면,0.25kGy의 조사 시 총세균의 경우는 90%

이상의 살균효율을 보 다. 장균군의 경우는 99.99%이상의 살균효율을 보일뿐만 아니

라 재증식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UV 조사 후의 결과와 비교 해볼 때

감마선 0.5kGy에서 조사 한 경우는 재증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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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살균처리 후 시간경과에 따른 미생물의 농도(2007년)

그림 3-4.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8년도(11～12월)에서는 11월 모니터링 결과,UV를 조사

한 뒤 일반세균수는 1일 이후부터 재증식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장균군수에서는

2일 이후부터 재증식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12월 모니터링 결과는 일반세

균수의 경우 1일부터 2일째에 재증식이 격히 증가하다가 3일째 증가하는 경향이 완화

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장균군수에서도 재증식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감마선을 조사한 뒤 재증식 양상을 살펴본 결과,0.1kGy,0.25kGy에서 약간의 재증식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0.5kGy이상에서는 재증식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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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살균처리 후 시간경과에 따른 미생물의 농도(2008년)

그림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도(1월～8월)에서는 월별 모니터링 결과,UV 조사

후에 일반세균수 장균군수에서 재증식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0.5kGy

이상을 조사 한 경우에는 재증식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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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살균처리 후 시간경과에 따른 미생물의 농도(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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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하수방류수내 일반세균 장균,병원미생물 분포

최근,병원성 장균 O-157이나 황색포도상 구균,살모넬라에 의한 감염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행의 환경기 으로서는 물에 포함되는 장균군수가 일정치 이하가 되도록

정해지고 있을 뿐이지만,환경청에서는 병원성 미생물 등에 해 개별 기 을 환경기 에

담도록 검토를 개시하고 있다.

강력한 반코마이신은 1950년 이후 황색 포도상구균(MRSA)의 증 감염증 치료에 사

용되어 왔지만 96년 이 항생제에도 내성을 보이는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VRSA)이 발견 다.VRSA는 감염 부 에 따라 균 증,폐렴,골수염,피부감염 등 다양

한 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감염은,주로 분뇨의 하천 유입에 의

해서 일어난다고 생각된다.따라서 상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내 UV 처리 후의

병원미생물 분포를 알아보기 해 병원미생물 선택배지를 이용하여 분석을 한 결과,그림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히 나타나는 병원미생물은 발견 되지 않았다.

그림3-6.하수방류수의 병원성 미생물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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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 인 병원성 미생물균주의 불활성화

(가)EscherichiaColiK12불활성화

그림 3-7에 각각의 살균 후 E.ColiK12개체수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UV-C와 VUV를 다양한 조사시간에 따른 E.ColiK12개체수를 확인 결과, 기 개체수

는 1.07×10
9
,1.62×10

9
CFU/ml이었으나 3min동안 처리한 시료에서는 각각 5.03×

106,2.70× 107 CFU/ml이고 불활성화율은 99.53,98.88% 이었다.Ozone(O3의 농도 :

1.416mg/min)의 기 E.ColiK12의 개체수는 4.87×108CFU/ml이 고 3min살균

후의 개체수는 6.67×10
5
CFU/ml이었다.감마선 흡수선량에 따른 실험 결과는 기 E.

ColiK12는 1.06×10
9
CFU/ml이었고,2kGy에서 E.ColiK12는 1.06×10

6
CFU/ml

로 살균 효율이 99.92%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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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UV-C,VUV,Ozone 감마선을 이용한 EscherichiaColiK12불활성화율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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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Salmoneallacholeraesuis불활성화

그림 3-8에 각각의 살균 후 S.choleraesuis개체수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UV-C,VUV는 조사 시간에 따른 S.choleraesuis개체수를 확인 결과,각각 1min동안

처리한 시료에서는 불활성화율은 66.35%(5.58 × 108 CFU/ml),48.81%(7.87 × 108

CFU/ml)이고,5min이후부터 불활성화율이 99.06%,99.08% 이었다.Ozone(O3의 농도

1.3mg/min)은 5min에서 불활성화율이 99.83%(1.98×10
6
CFU/ml)이었다.감마선 흡

수선량에 따른 실험 결과는 기 S.choleraesuis는 2.31×109CFU/ml이었고,0.1kGy

에서 S.choleraesuis는 4.60×108CFU/ml로 불활성화율이 80.09%이었고,0.7kGy에서

99.47%이었다.

그림 3-8.UV-C,VUV,Ozone 감마선을 이용한 Salmoneallacholeraesuis불활성화율



- 28 -

(다)Staphylococcusaureus불활성화

S.aureus를 각각의 살균 후 결과는 그림 3-9과 같다.UV-C는 1min동안 조사한 결과

불활성화율이 63.58%이었고,VUV는 47.15%이었다.Ozone(O3의 농도 :1.104mg/min)은

1min동안 조사한 결과 57.81%의 불활성화율을 보 으나,감마선은 0.5kGy에서 99%이

상의 불활성화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그리고 감마선은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미생물 개체수 감소가 크며,2kGy에서는 기 미생물이 1.35×10
7
CFU/mL에서 2.63×

103CFU/mL까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하 다.

Staphylococcus aureus  inactivation (U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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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UV-C,VUV,Ozone, 감마선을 이용한 Staphylococcusaureus불활성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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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Bacillussubtilisspores불활성화

그림 3-10에 각각의 살균 후 B.subtilisspores개체수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나타냈

다.UV-C와 VUV를 다양한 조사시간에 따른 B.subtilisspores개체수를 확인 결과,

기 B.subtilisspores는 2.4×106CFU/ml이었으나 30sec동안 처리한 시료에서는 각각

1.17×10
5
,1.20×10

5
CFU/ml이고 불활성화율은 99%이상이었다.Ozone(O3의 농도 :

1.638mg/L)의 기 B.subtilisspores의 개체수는 2.61×10
6
CFU/ml이고 90min살균

후의 개체수는 2.44× 105 CFU/ml이었고,최 살균효율은 120min 조사시간에서

96.02%로 이때 B.subtilisspores는 1.04×106CFU/ml이었다.감마선 흡수선량에 따른

실험 결과는 기 B.subtilisspores는 2.45× 10
6
CFU/ml이었고,2kGy에서 B.

subtilisspores는 1.4×10
4
CFU/ml로 살균 효율이 99.70%로 확인되었다.

Bacillus subtilis spore inactivation  (U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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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UV-C,VUV,Ozone그리고 감마선을 이용한 Bacillussubtilisspores

불활성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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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UV-C,VUV,Ozone 감마선 조사 후에 실험균주의 재증식 검토

(가)EscherichiaColiK12재증식

UV-C,VUV 그리고 ozone를 조사한 처리수,감마선을 조사한 처리수를 각각 시간별로

샘 링하여 E.ColiK12의 재증식을 조사한 결과,그림 3-11,표 3-6에서 보는바와 같이

UV-C(5min)를 조사한 뒤 99.53%의 살균효율을 보 고,4day지난 후 살균효율은

73.58%의 살균효율을 보이며,VUV(5min)를 조사한 후에는 살균효율이 99.08%에서

91.84%살균효율이 낮아졌다.Ozone(30min)의 경우도 역시 83.50%로 감소하 다.하지만

감마선(2kGy)을 조사를 한 경우는 99.59%의 살균효율을 보 고,4day 지난 후에도

98.50% 살균효율을 유지하는 것이 확인되었고,재증식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따라서 감마선을 조사한 경우 다른 소독 공정보다 살균력이 더욱더 지속되는 것

을 확인하 다.

E. Coli  K12 re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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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UV-C,VUV,Ozone 감마선을 이용한 EscherichiaColiK12살균처리 후 재증식

표 3-6.UV-C,VUV,Ozone 감마선을 이용한 EscherichiaColiK12살균처리 후 시

간에 따른 개체수 변화

Item Cell(CFU/ml)

Time(day) Gammaray(2kGy) UV-C(5min) VUV(5min) Ozone(30min)

0 2.667E+06 5.033E+06 1.167E+07 9.000E+02

1 4.533E+06 2.193E+07 1.200E+06 5.433E+07

2 5.233E+06 4.367E+07 1.147E+07 8.700E+07

3 2.777E+07 1.105E+08 1.133E+07 6.933E+07

4 3.167E+06 2.333E+08 1.567E+08 1.117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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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Salmoneallacholeraesuis재증식

UV-C,VUV,ozone를 조사한 처리수,감마선을 조사한 처리수를 각각 시간별로 샘 링

하여 S.choleraesuis의 재증식을 조사한 결과,그림 3-12과 표 3-7에 보는바와 같이

UV-C(5min)를 조사한 뒤 99.08%의 살균효율을 보 고,4day지난 후 살균효율은

69.15%의 살균효율 격히 감소하 고,VUV(5min)를 조사한 후 살균효율이 99.83%에

서 63.95%로 낮아졌다.Ozone(5min)경우도 역시 63.95%로 감소하 다.하지만 감마선

(1kGy)을 조사를 한 경우는 99.90%의 살균효율을 보 고,4day지난 후에도 92.09%로

감소는 하 지만 살균효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재증식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almonealla choleraesuis re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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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UV-C,VUV,Ozone 감마선을 이용한 Salmoneallacholeraesuis

살균처리 후 재증식

표 3-7.UV-C,VUV,Ozone 감마선을 이용한 Salmoneallacholeraesuis살균처리

시간에 따른 개체수 변화

Item Cell(CFU/ml)

Time(day)Gammaray(1kGy) UV-C(5min) VUV(5min) Ozone(30min)

0 2.370E+06 3.767E+06 1.417E+07 9.000E+02

1 4.500E+06 7.067E+07 4.533E+06 5.433E+07

2 3.530E+07 2.567E+08 1.633E+07 8.700E+07

3 6.633E+07 3.333E+08 2.367E+07 6.933E+07

4 1.213E+08 4.400E+08 4.467E+08 1.117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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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taphylococcusaureus재증식

UV-C,VUV는 4min,ozone은 3min,감마선은 1kGy에서 4day까지 S.aureus개체수

변화는 그림 3-13과 표 3-8에 나타내었다.UV-C는 97.81%에서 55.90%로,VUV는

97.99%에서 3.87%로 재증식이 증하 고,Ozone의 기 살균효율은 97.07%이고 4day

지난 후 살균효율은 50.43%로 낮아졌다.하지만 감마선은 98.37%에서 79.91%로 살균효

율은 낮아졌지만,다른 공정에 비하여 살균력이 더욱더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 다.

Staphlococcus aureus  re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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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UV-C,VUV,Ozone 감마선을 이용한 Staphylococcusaureus

살균처리 후 재증식

표 3-8UV-C,VUV,Ozone 감마선을 이용한 Staphylococcusaureus살균처리 후

시간에 따른 개체수 변화

Item Cell(CFU/ml)

Time(da

y)
Gammaray(1kGy) UV-C(4min) VUV(4min) Ozone(30min)

0 4.567E+06 3.700E+04 3.300E+07 1.733E+02

1 2.533E+06 1.163E+07 5.167E+06 3.900E+07

2 3.767E+06 1.490E+08 2.970E+07 1.410E+07

3 2.100E+07 1.800E+08 2.500E+07 4.967E+07

4 7.233E+07 3.367E+08 6.467E+08 3.800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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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Bacillussubtilisspores재증식

각각의 살균장치에서 ozone은 120min,UV-C,VUV는 각각 5min,감마선은 1kGy처

리 후 4day동안 재증식 실험결과를 개체수와 살균 효율로 그림 3-14와 표 3-9에 나타

내었다.Ozone을 이용하여 120min동안 살균 후 4day동안 미생물 재증식을 실험한

결과,차츰 살균 효율이 감소하면서 4day후의 살균효율은 96.0%에서 72.4%로 감소하

고,UV-C,VUV의 재증식 결과는 각각 99.3%에서 77.7%로,99.7%에서 78.47%로 살균효

율이 감소하 다.반면에 감마선 1kGy에서 살균 4day 후의 살균효율은 98.8%에서

94.8%로 재증식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미생물의 개체수 변화에

서 알아볼 수 있듯이 UV-C는 35배 VUV는 77배 증가하 으나 감마선은 5배의 증가를

보여 다른 처리보다 미생물 재증식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단되었다.

Bacil lus subti l is spores re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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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UV-C,VUV,Ozone 감마선을 이용한 Bacillussubtilisspores

살균처리 후 재증식

표 3-9.UV-C,VUV,Ozone 감마선을 이용한 Bacillussubtilisspores살균처리 후

시간에 따른 개체수 변화

Item Cell(CFU/ml)

Time(day)Gammaray(1kGy) UV-C(5min) VUV(5min) Ozone(120min)

0 3.033E+04 1.823E+04 8.000E+03 1.040E+05

1 9.567E+04 7.800E+04 9.067E+04 2.240E+05

2 1.267E+05 1.377E+05 1.537E+05 3.310E+05

3 1.510E+05 3.933E+05 3.533E+05 4.100E+05

4 1.393E+05 6.647E+05 6.200E+05 7.467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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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5.UV-C,VUV,Ozone 감마선을 이용한 EscherichiaColiK12살균처리

후 TEM(A),SEM(B)

(6)Ozone,UV-C,VUV 감마선 조사 후에 실험균주의 변화

(가)EscherichiaColiK12TEM,SEM

E.ColiK12를 각각의 살균 처리수의 표면을 분석할 결과 그림 3-15와 같다.이는 세포

벽이 괴되면서 세포가 사멸되면서 살균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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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6.UV-C,VUV,Ozone 감마선을 이용한 Salmoneallacholeraesuis살균처리
후 TEM(A),SEM(B)

(나)SalmoneallacholeraesuisTEM,SEM

S.choleraesuis를 각각의 살균 처리수의 표면을 분석할 결과 그림 3-16과 같다.SEM을

이용한 결과에서는 표면의 큰 변화를 확인 할 수 없었으나 단하여 TEM을 이용한 결

과 내부 괴와 세포벽의 변화를 확인하 다.



- 36 -

(A)

(B)

그림 3-17.UV-C,VUV,Ozone 감마선을 이용한 Staphylococcusaureus살균처리

후 TEM(A),SEM(B)

(다)StaphylococcusaureusTEM,SEM

각각의 공정 처리수의 S.aureus의 표면을 찰한 결과 SEM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감마선을 조사한 처리수에서 세포벽이 터지는 상이 많음을 확인하 다.즉 감

마선을 이용한 살균 공정은 미생물의 세포벽에 향을 주어 세포가 괴되고,이에 따라

재증식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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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8.UV-C,VUV,Ozone 감마선을 이용한 Bacillussubtilisspores살균처리

후 TEM(A),SEM(B)

(라)BacillussubtilissporesTEM,SEM

각각의 살균 처리공정 후 처리수의 SEM,TEM 결과를 그림 3-18에 나타내었다.그림

3-1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pore가 시간이 지날 경우,포자 표면과 외벽층이 가장 큰 손

상을 입었으며,내부에도 부분 으로 괴된다는 것을 확인하 다.이는 살균 공정에 따

라 미생물의 세포벽에 향을 주어 세포가 손상되어 사활동 등의 세포의 고유의 기능

에 손상을 일으켜 사멸되며,미생물이 재활성화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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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실험균주에 따른 O2와 Air의 폭기 후 살균효율

(7)감마선 살균 효율 증감 평가

각각의 실험 균주에 살균 실험시 감마선의 살균 효율을 높이기 해 O2와 air를 포기

시킨 후 감마선을 조사하 다.결과는 그림 3-19와 같이 O2를 포기 시킨 후 감마선을 조

사한 경우 감마선을 조사하는 것보다 높은 효율을 얻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E.Coli

K12감마선을 0.2kGy조사한 결과 살균효율은 75.48%이었으나 O2폭기하여 감마선을 조

사한 결과 살균효율이 96.31%로 상승하 다.B.subtilisspores에서는 실험결과 O2에 의

한 살균효율은 다른 균에 비하여 었다.이는 고선량에서는 살균효율의 차이는 지만

미생물의 개체수의 변화가 큰 것을 볼 수 있었고,낮은 선량에서도 O2를 폭기시키므로

높은 살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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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력량을 통한 경제성 평가

살균효율에 따른 력량을 평가하므로 소독공정의 경제성을 상 으로 평가하고자 하

다.이에 UV-C에서 99%이상의 살균효율을 얻기 해서는 0.5Wh/L가 필요하며,

VUV에서는 0.7Wh/L이고,Ozone는 가장 높은 4.8Wh/L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감마선과 살균 메카니즘이 유사한 E-Beam의 경우 0.18Wh/L로 96%의 살균 효

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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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각 공정별 살균효율에 따른 력량 비교

4.연구 결론

가.하수처리장 유입수 방류수 모니터링

J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에 UV를 조사하여 일반세균수 장균군 살균효과를 살

펴 본 결과,UV 조사 후를 비교 해 볼 때,효율 이지 않는 것으로 단되었다.그리

고 자외선 소독의 경우,램 의 주기 인 교체가 필요하고 처리수내 탁도나 색도 등이 존

재 할 경우 소독효율이 떨어지는 문제 이 있다.따라서 2차 오염물의 발생이 없으면서,

유량 변동에 쉽게 처 할 수 있는 효율 인 살균공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고,

감마선후에는 미생물의 확실한 살균뿐만 아니라 재증식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때,감마선 고이온화 에 지와 같은 방사선 기술이 체 소독 공정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을 단되었다.

나. 표 인 병원성 미생물균주의 불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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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존의 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험결과와 같이 반응시간이 길어 유지비용이

증가 할 것으로 단되고,감마선을 이용한 살균 처리 기술은 화학약품을 처리하지 않고

미생물을 거의 완 사멸시키며 4일 동안 재증식에 한 잠재력은 낮은 것으로 확인 되

었다.이에 다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경우는 오히려 쉽게 감마선에 의해 불활성화 될

것으로 단되며,정수처리장의 기존설비시설은 미생물 증식이라는 2차오염이 심각하므

로 미생물 재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살균처리공정으로 단되었다.감마선의 흡수선량에

따라 살균 설비의 규모나 유지 비용에 큰 향을 미치게 되므로 국내 수질 특성이 맞는

감마선 살균 장치를 개발하기 해서는 실제 상수처리장 용성 평가가 추가 으로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정수처리에서의 UV-C,VUV,Ozone,감마선을 이용한 살균효율 평가 실험결과는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감마선 흡수선량에 따른 E.ColiK12의 불활성화율은 천천히 증가하다가 일정 조

사량 이상에서는 90%이상의 불활성화를 나타내었고,감마선에 의한 불활성화율은

2kGy에서 99.92%이었다.살균효율 향상을 한 O2의 포기처리 후 감마선을 조사한

경우 0.3kGy에서부터 살균효율이 99%이상으로 나타났다.

(2)감마선 흡수선량에 따른 Salmonella의 불활성화율은 감마선 흡수선량이 0.1kGy에

서 E.ColiK12는 54.26%에 비하여 S.는 80.99%로 낮은 흡수선량에서 비교 살균

효율이 높았으며,0.7kGy에서도 99%이상을 살균효율을 확인하 다.

(3)Staphylococcusaureus를 조사한 후 살균 효율은 감마선이 0.5kGy에서 99%이상의

살균 효율을 보이며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미생물 개체수가 격히 감소하 으

며,2kGy에서는 기 개체수가 1.35E+07에서 1.00E+01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

(4)B.subtilisspores은 오존(O31.63mg/min)의한 B.subtilisspore살균 실험결과

90min이후부터 살균효율이 90%이상이며 120min에서 96% 살균 효율을 보 으며,

감마선을 조사한 경우는 0.5kGy까지는 70%이하의 낮은 살균 효율을 보 으나 1kGy

조사시에 98%살균 효율을 보 다.이는 염소소독에 내성이 강한 원생동물의 살균시

오존 살균보다는 감마선을 이용한 살균공정이 용이 할 것으로 사료된다.

(5)재증식은 수인성질병의 원인이 되고 수돗물의 탁도,맛,냄새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나 감마선을 이용한 다양한 균을 살균 처리한 결과 거의 완 사멸이 이루어졌으

며 재증식이 억제되는 것으로 확인하 다.이에 미생물학 인 안 성을 보장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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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균처리 후 미생물의 형태 변화를 확인 한 결과 포자 표면과 외벽층이 가장 큰

손상을 입었으며,내부에도 부분 으로 괴되는 것을 확인하 다.

(7)감마선을 이용한 살균효율을 증 시키기 한 방안으로 O2를 폭기 시킨 후 살균

실험을 수행한 결과 낮은 선량에서도 O2를 폭기시키므로 높은 살균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제 2 방사선이용 이용 오폐수 생화 기술의 친환경성 평가

1.연구 개요

가.연구 목

자선 가속기는 기장과 자기장을 이용하여 자를 가속하는 장치로서 고속으로 가속된

자를 방출하는 장치이다.이 장치는 자를 고 에 지를 달하는 매개로 사용할 수 있다.

자선은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 방사능으로 자유롭다. 한

자선은 선이므로 빛의 형태로 조사하여야 한다.따라서 고 에 지를 조사하여야 하는 분

야에 사용하기 당하다.

조건에 따르면 살균분야는 자선 가속장치를 응용하기에 합한 분야이다.단, 자선 가

속 살균장치는 자선 가속기 규모가 크므로 가정용, ․소형 사업장용으로는 부 하다.

따라서 하수처리장 살균장치와 같이 용량이고 장치설치 면 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가

자선 가속기를 설치하기에 하다.

하수는 자연 수계로부터 취수하여 상수로 사용한 물을 다시 자연수계로 배출하기 해 일정

한 거를 통해 수집한 물을 의미한다.하수는 인간활동에 의한 다양한 오염물을 함유하고 있

다.따라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공정이 필수이며,이를 해 각 수계에는 하수처리시설을 두

어 수계를 보호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에는 다양한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

하는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자연수계로 방류하기 한 공정에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기

한 살균 공정이 존재한다.

살균공정에 용되는 주요 살균방식으로,자외선(UltraViolet;자외선)살균방식,오존(Ozone,

O3)살균방식,염소 살균 방식 등이 존재한다.염소 살균공정은 주로 상수 처리에 사용되고

있으며,하수처리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재 국내하수처리장 배출수 살균방식는 자

외선(자외선 살균방식)으로 일원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의 하수처리장시설 자외선살

균방식은 약 76%정도,오존산화 19%,기타 1%등이다.

각 살균공정의 일반 인 장단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자외선살균방식의 장 으로는 무독

성으로 인체 해성 없고, 시간이 짧으며,소요부지공간이 게 소요된다.단 으로는 잔

류성이 없고,고(高)탁도 시 효과가 감소하며,자외선램 교체 등의 시설운 비용이 많이 들

어간다.오존산화 살균방식의 장 으로는 수 염소요구량을 감소시키고,수 환경 생태계에

악 향이 없고,살균 외 탈색,탈취 등에 우수하지만,단 으로는 기투자비과다 부속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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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가, 력비용 과다 사용 등이 있다. 그리고 자선 가속 살균장치는 다른 장치에 비해

서 복잡하고 규모가 크지만, 력소모가 고,효율이 뛰어나며,난분해성 유기물 분해에도 뛰

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하수처리장 설비가 간단하고,살균을 한 시간이 짧아 유량의

변화에 유연하다.살균장치로서 자선 가속 살균장치를 사용하기 해서는 여러 측면에 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우선은 행 수질기 에서 요구하는 살균기 에 부합하는지에 한

검토,효율에 한 검토,비용측면에 한 검토,안 측면에 한 검토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환경성 측면에 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선 가속장치를 살균장치로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환경성 측면에 한 고

찰을 진행한다.특히 기존 살균장치와의 환경성을 비교하여서 환경성 측면에서 자선 가속장

치를 하수처리장 살균장치를 사용하는 것에 한 평가를 수행한다.

자선 가속을 이용한 살균장치가 과정(LifeCycle)에 걸쳐 갖는 환경 향을,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살균장치(자외선(자외선),오존(Ozone)가 동일한 기간 동안에 갖는

환경 향과 비교하는 것이 이 연구를 수행하는 목 이다.이를 통하여 자선 가속 살균

장치가 환경 으로 살균장치로서 경쟁력을 갖는지 여부와 환경 인 측면에서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갖는지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상청 은 자선을 하수처리장 살균장치에 사용하는 것에 해 알고자 하는

이해 계자들이다.여기에는 자선 가속기 개발자,하수처리장 살균장치 발주처,하수처

리장 운용사 계자 등이 포함된다.

나.연구 범주

(1).일반사항

이 연구에서 고려하는 제품 시스템은 하수처리장 방류수 살균장치이다.

(가)살균장치 개요

① 살균장치의 정의

살균장치란 물리 화학 인 방법을 이용하여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하고 나아가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장치이다.이 연구에서는 특별히 하수처리장 처리수를 방류하기 직 에 병원

균등을 사멸하기 해 사용하는 살균장치를 가리킨다.

② 하수살균장치의 기원

19세기 산업 명이후로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질오염이 심각해져서 수처리에 한

심이 증가 하 다.그에 따라 19세기에 최 의 하수처리 시설이 등장 하 다.하지만

콜 라나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질병이 창궐하면서 방류수에 한 살균에 심을 가지

기 시작하 다.20세기에 들어서 재 이용되고 있는 하수처리 방식이 정착 되었고 살균

장치 한 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③ 하수살균장치의 종류

㉮ 염소살균설비 :정수처리 하수처리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살균방법이다.염

소살균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가수분해 (Cl2+H20↔ HOCl
-
+H

+
+Cl

-
)과정과 이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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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염소 살균장치

그림 3-22.자외선 살균설비

(HOCl↔ H
+
+OCl

-
)과정에서 유리탄소가 생성된

다.이 유리탄소는 강력한 살균력을 지니고 있다.

주요 설비로는 염소실 염소 화실,염소주입기

염소기화기,염소 운반설비,공 펌 배 설

비,염소혼화지,탈염소 설비 등이 있다.염소살균

설비의 효율은 염소주입률,pH,온도,하수 완충력,

하수내 오염물질,아미노산,단백질 등(염소소모),

액체염소내 불순물,수분함량 등에 향을 받는다.

염소소독설비는 운 과 유지 리가 쉽고,운 비용

이 경제 이다.하지만 시간이 길고 바이러스

에 해서는 살균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THM등의 유독성 부산물을 생성 할 가능성이

있어 근래에 건설되는 처리장에서는 용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 한 수질의 변화에

민감하여 상수처리장과 같이 유입수가 거의 일정한 수 을 유지하는 곳에서는 용이 쉽

지만 수질변화가 심한 하수처리장에 용 시 애로사항이 있다.

㉯ 자외선살균설비 :자외선은 가시 선 장보다는 짧고 X선보다는 긴 장을 가진

자방사선으로 세포 내부의 핵산(DNA)변화,신진 사 장해,증식능력 상실을 유도해 살

균을 하는 방법이다.주요설비로는 자외선

램 ,모듈,모듈지지 ,자외선 강도 감지장

치,유량조정 수 조 장치, 기 제

어설비,세정장치( 식)가 있다.자외선 살

균장치는 자외선 강도,램 상태,유량,반

응조 형상,수리학 특성(수두손실)에 향

을 받는다.자외선살균장치는 운 유지

가 어렵지 않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모두

에 하여 살균력을 지니고 있어 더 확실한 살균을 달성할 수 있다.게다가 시간도

짧아 넓은 부지기 필요치 않고 부산물생성이 없어 안 하다.그리고 력소모량도 많지

않아 경제 으로도 타당성이 있다.하지만 잔류하지 않기 때문에 미생물의 생장을 지속

으로 막을 수 없고 탁도가 높을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따라서 상

수원의 살균보다는 하수처리장의 살균장치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그리

고 소독효과를 즉각 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 오존살균설비 : 오존(O3)은 산소분자(O2)에 산소원자(O)하나가 더 결합하여 강한

산화력을 갖는 천연원소로서 이러한 오존의 살균력을 이용하는 방식의 살균설비이다.주

요설비로는 오존발생기 조,산기장치,제진 냉각장치,공기압축기 는 송풍기,

제습건조기,잔류오존 제거장치 등이 있다.오존살균장치의 경우 오존 용해도,용해 특성,

처리 상 수질,오존발생기 주입공기의 불순물 유무에 향을 받는다.오존살균장치는 각

종 난분해성 생물학 유기물의 분해가 용이하고 살균력이 강력하다.그리고 살균외에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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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오존

발생장치(오존 살균장치)

색,탈취효과도 지니고 있고 생태계에 약 향을

물질을 생성하지 않는다는 장 이 있다.하지만 오

존은 반감기가 매우 짧아 장이 되지 않아 장생

산으로만 발생 시킬 수 있고, 력사용량이 상당히

많다.그리고 기 설비투자비가 크기 때문에 경제

으로 불리하다는 단 이 있다.

㉱ 기타 :기타 살균장치에는 여과방식, 자선 가

속기를 이용한 살균장치 등이 개발되어 있다.

이 연구의 상제품은 하수처리장의 단계가

아닌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살균공정이다.여기서

제품이 방류수가 아니므로 방류수와 련된 로세스들은 이 연구의 고려 상이 아니다.

즉,이 연구 범주는 살균장치에 따른 과정(LifeCycle)이다.

2.연구 방법 내용

가.기능(Function)

비교할 상 살균장치는 자선 가속 살균장치,자외선 살균장치 그리고 오존 살균장치

등 3종이다.살균장치의 주요 기능은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한)살균이며,비교를

하여 살균이외의 부가기능은 고려 상에서 제외한다.따라서 오존 살균장치가 갖는

산소 공 기능,유기물 산화기능, 자선 가속 살균장치가 갖는 난분해성 유기물

분해기능 등은 고려 상에서 제외한다.

나.기능단 (FunctionalUnit)

기능을 비교하기 한 측정단 로 기능단 를 설정하 다.살균기능은 살균공정으로

들어가는 유입수에 포함된 미생물 군집수(C0)에서 살균장치에서 방류되는 방류수에

포함된 미생물 군집수(C)와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살균장치의 살균효율(ΔC)을

기능단 로 한다.

 

 
×

ΔC=살균효율,%

C0=유입수 미생물 농도,cfu

C=배출수 미생물 농도,cfu

다.참고흐름

살균효율은 기본 으로,살균을 해 가해지는 에 지(E)와 에 지가 살균 상인

미생물과 하는 시간(t)에 의해 좌우된다.이때 시간(t)은 CSTR로 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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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조에서 수리학 체류시간(HRT)로 볼 수 있다.

수리학적체류시간 량 
조 피 

이 수리학 체류시간은 유량에 따라 변하게 된다.

에 지(E)는 투입되는 각 살균장치에서 자선의 양,오존의 양,자외선의 양을 의미하며,

각각의 양은 력량에 의해서 조 된다.

이를 간단한 비례식으로 표 해 보면

∝량 
사용한 전 량

따라서 주요 조 인자(controlfactor)는 유량(Q)과 력량(W)이다.여기서 ΔC는

기능단 로 고정하 으므로 비교를 해서 세 살균장치에 동일한 유량(Q)가 유입된다고

했을 때,각 살균장치의 특성 효율에 따라 서로 다른 력량을 갖게 된다.

이상의 조건을 고려하여,이 연구를 한 참고흐름은 <하수처리장에서 방류 살균을

목 으로 살균장치로 유입되는 1일 100,000㎥의 처리수에 포함된 미생물의 95.4%를

제거하기 한 력 소모량>으로 설정하 다.

(1)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참고흐름

자선 가속 살균장치에 용하면,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참고흐름은 다음과 같다.

실험실 조건에서 95.4%의 살균효율을 얻기 한 력소모량이 2.62E-01Wh/L으로

측정되었다.1일 하수처리량 Q를 100,000㎥로 계산하면,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참고흐름은 2.62E+04kWh/day이다.

(2)자외선 살균장치의 참고흐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자외선 살균장치의 참고흐름은 다음과 같다.

실험실 조건에서 95.4%의 살균효율을 얻기 한 력소모량이 2.61E+02 Wh/L으로

측정되었다.1일 하수처리량 Q를 100,000㎥/day계산하면,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참고흐름은 2.61E+07kWh/day이다.

(3)오존 살균장치의 참고흐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오존 살균장치의 참고흐름은 다음과 같다.

실험실 조건에서 95.4%의 살균효율을 얻기 한 력소모량이 1.85E+02 Wh/L으로

측정되었다.1일 하수처리량 Q를 100,000㎥/day계산하면,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참고흐름은 1.85E+07kWh/day이다.

라.기 살균효율의 계산

아래는 각 살균장치별로 측정한 력소모량 별 살균효율 측정치이다.자외선살균장치의

최 살균효율 측정치는 95.4%로서 세 살균장치 가장 낮다.참고흐름에서 살균효율을

95.4% 정한 것은 보다 합리 으로 비교하기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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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살균장치 오존살균장치 자선살균장치

1일

력소모량

(Wh/(L/day))

살균효율

(%)

1일

력소모량

(Wh/(L/day))

살균효율

(%)

1일 력소모량

(Wh/(L/day))

살균효율

(%)

27.3 74.5 9.2 42.9 7.39E-02 64.73

67.9 94.0 12.5 85.7 7.39E-02 88.80

203.1 99.4 12.5 44.3 1.11E-01 94.64

181.9 95.4 12.5 37.1 1.48E-01 99.17

70.9 50.1 12.9 63.7 1.48E-01 80.64

28.9 42.0 16.8 70.3 1.48E-01 96.98

152.0 92.3 19.2 48.5 1.85E-01 99.08

90.8 86.1 25.5 92.3 2.22E-01 99.54

47.7 84.0 26.2 80.7 2.22E-01 93.07

69.7 86.2 49.2 85.7 2.22E-01 98.43

42.3 63.4 51.1 95.4 2.96E-01 99.80

88.6 74.0 2.96E-01 99.60

표 3-10.살균장치에 따른 살균효율 (실험실 측정치)

그림 3-24.∼26.은 95.4%에 해당하는 력 소요량을 도출하기 해 측정치를

경험식으로 풀어낸 것이다.각 살균장치의 참고흐름에서 사용된 력소요량은 아래

그래 를 통해 도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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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E-beam 살균장치에 하여 단 유량당 투입된 력량과 살균효율에

하여 도출한 계식 그래

그림 3-25.자외선 살균장치에 하여 단 유량당 투입된 력량과

살균효율에 하여 도출한 계식 그래

그림 3-26.오존 살균장치에 하여 단 유량당 투입된 력량과

살균효율에 하여 도출한 계식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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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비교 과정평가를 한 살균장치의 시스템 경계

마.시스템 경계

(1)시스템 경계 설정

비교 과정평가를 수행하기 하여 세 살균장치의 과정을 다음 그림과 같이

설정하 다.

(2)시스템 경계

시스템 경계는 기능과 기능단 에서 설정한 살균장치의 성능을 기 으로 설정하 으며,

각 살균장치에 하여 동일한 과정을 고려하 다.단 공정(UnitProcess)은 데이터

수집을 고려하여 그림 3-27에 제시한 형태로 설정하 다.단,각 살균장치의 제작 단계에

하여 최종 제품을 Lv.1로 했을 때 Lv.3까지에 해당하는 부품을 제품 경계에

포함하 다.

(가) 자선 가속 살균장치

① 원료물질 취득

자선 가속 살균장치를 제작하기 한 원료물질을 취득하는 공정이다.

② 자선 가속 살균장치 제작

자선 가속 살균장치를 제작하기 하여 원료물질을 가공하여 부품을 제작하고,

부품으로 자선 가속 살균장치를 조립하는 공정이다.연구 진행의 효율성을 하여,

아래그림과 같이 lv.3에 해당하는 부품까지에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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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제작단계 데이터 수집 범

③ 하수처리장 방류수 살균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살균하는 공정이다.주요 투입물은 력이며, 자총과

티타늄호일이 유지 보수를 해 사용된다.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살균하는 기간은

20년으로 가정한다.

④ 자선 가속 살균장치 폐기

자선 가속 살균장치는 아직 폐기된 이 없다.다만 구성품을 기 으로 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은 모두 재활용한다고 가정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여기서

재활용은 Closedlooprecycle된다고 가정하 다.

(나)자외선 살균장치

① 원료물질 취득

자외선 살균장치를 제작하기 한 원료물질을 취득하는 공정이다.

② 자외선 살균장치 제작

자외선 살균장치를 제작하기 하여 원료물질을 가공하여 부품을 제작하고,

부품으로 자선 가속 살균장치를 조립하는 공정이다.연구 진행의 효율성을 하여,

아래그림과 같이 lv.3에 해당하는 부품까지에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 다.

③ 하수처리장 방류수 살균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살균하는 공정이다.주요 투입물은 력이며,유지 보수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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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자외선 살균장치의 제작단계 데이터 수집 범
자외선램 가 유지보수를 해 정기 으로 교환된다.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살균하는

기간은 20년으로 가정한다.

④ 자외선 살균장치 폐기

자외선 살균장치를 운용하는 용인시 환경사업소 신갈하수처리장 에 따르면,

자외선살균장치는 장치별로 분리/해체 공정을 거쳐 분류하 을 때,스테인리스 스틸 약

55%,알루미늄 약 3%,석 유리 약20% 그리고 자외선램 약 10%,그 외 기타재질로

분류된다.자외선램 의 경우 량 수거하여 제조업체가 있는 독일로 반송되어 처리되고

있으며,스테인리스 스틸,구리,강재등은 고철업자 통하여 매각되어 속으로 재활용되고

있다.석 유리 의 경우 유리 수거업체 통하여 수거된 다음 재활용되고 있다.단,이상의

폐기단계는 각 살균장치 운 주체 마다 상이하므로 자료를 근거로 폐기단계

시나리오를 가정하며,여기서 재활용에 따른 할당은 Closedlooprecycle된다고

가정하 다.

(다)오존 살균장치

① 원료물질 취득

오존 살균장치를 제작하기 한 원료물질을 취득하는 공정이다.

② 오존 살균장치 제작

오존 살균장치를 제작하기 하여 원료물질을 가공하여 부품을 제작하고,부품으로

오존 살균장치를 조립하는 공정이다.연구 진행의 효율성을 하여,아래그림과 같이

lv.3에 해당하는 부품까지에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 다.

③ 하수처리장 방류수 살균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살균하는 공정이다.주요 투입물은 력이다.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살균하는 기간은 20년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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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오존 살균장치의 제작단계 데이터 수집 범

④ 오존 살균장치 폐기

오존살균장치의 폐기는 분리/해체 공정이후 재질별로 스테인리스 스틸,알루미늄,

구리,강재, 라스틱,산소가스 등으로 분류된다.이 에서 산소가스는 기 으로

방사하고,그 외 속류인 강재,스테인리스 스틸,구리,알루미늄은 고철업자에게

매각하여 재활용하고 있으며, 라스틱의 경우 소량으로서 소각 매립으로 처리 하고

있다.여기서 재활용은 Closedlooprecycle된다고 가정하 다.

(라)Cut-off기

기 cut-off기 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① 총 질량의 99.9%로 한다.

② 총 에 지의 99.9%로 한다.

③ 주요 환경성(Environmentalsignificance)을 유발하는 물질은 포함한다.

바.LCIA방법론 향의 종류

이 연구에서 사용한 LCIA방법론은 Eco-Indicator99방법론을 선택하 다. 향의

범주는 Eco-indicator99방법론에서 제시하는 10가지 향범주를 그 로 사용하 다.이

연구의 목 은 어느 살균장치의 환경 향이 은가를 단하기 한 비교

과정평가임으로 방법론과 범주에 따른 차이는 크게 의미가 없다.따라서 임의로

방법론을 선정하 으며,방법론에서 제시하는 모든 항범주를 사용하 다.다음에

Eco-indicator방법론에 한 간단한 요약을 제시하 고,아울러 향범주 목록을 표로

정리하여 보 다.

(1)Eco-indicator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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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개요

Eco-indicator99 로젝트의 목 은 Eco-indicator99를 검토하고,Eco-indicator

95의 향평가 방법을 개선시키는 것이다.물론,Eco-indicator99의 목 은 제품

시스템에 야기된 환경부하를 하나의 지수로 표 하기 한 것이다.이것은 제품개발

단계에서 환경성을 용하기 한 것이며,회사의 내부용으로 사용하기 한 것이다.

만약,이것을 LCA분야에서 사용하려면 ISO14044에 따라야 하며,평가결과 한

내부 인 목 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Eco-indicator99이 Eco-indicator95와 다른 은 상당히 과학 인 이론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는 이다.우선 Eco-indicator99은 ‘환경(environmental)'에 한

정의를 내리고 다루고자 하는 범주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하 다.

∎ 인간 보건

∎ 생태 보건

∎ 자원

Eco-indicator99를 통해 구해지는 지수는 제품시스템의 환경부하에 의해 래된

perceivedseriousness를 나타내며,이를 그림 3-31에 나타낸 것처럼 크게 두 부분 -

자연과학(NaturalScience)과 사회과학(SocialScience)에 의해 얻어진다.

자연과학은 제품의 과정에 걸쳐 발생된 환경오염물에 래된 환경의 변화를 계산하

기 해 조사되며,사회과학은 이들 변화 -여기서는 damage로 간주 -의 심각성을 나

타내기 해 사용된다.

그림 3-31의 Part1이 비록 자연과학에 의한 것일지라도 주 성(subjectivity)을

완 히 배제시킬 수는 없다.이런 주 인 요소들은 모델을 디자인하는데 포함된다.

이들 주 인 요소들을 배제하는 신에 사회과학에서 개발된 방법들을 사용하여

이들을 다루고자 한다.

그림 3-31.Eco-indicator99방법론의 핵심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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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ModellingtheDamages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Eco-indicator99에서의 Part1은 환경부하(emissions,theland

useandtheresourcesextraction)들을 잠재 인 damage로 표 하는 것이다.이 과정에

서는 크게 4가지의 방법이 사용되며,이를 도식화면 그림 3-32와 같다

그림 3-32.Eco-indicator99방법론의 일반 구성

(다)Weighting

Damage간의 가 치를 구하기 해서 문가 집단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 다.

특이할만한 은 문가 집단을 3가지 부류 -평등주의자,개인주의자,계 주의자 -로

구분하여 가 치를 구하 다.결국 Eco-indicator99에 의한 제품의 환경성 지수는

3가지로 표 된다.물론,이들 3부류의 평균값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연구목 에

따라 선택성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 이다.단,이 연구는 비교 과정평가 수행을 하여

특성화(Characterization)까지만 수행하여,가 치 부여(Weighting)는 고려 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단

Eco-indicator99에서 사용하는 단 는 기존의 단 들과 조 다르며 그 의미들이

특별하다.아래에 해당 단 들과 각 단 들이 갖는 의미에 하여 설명하 다.

∙ 인간 건강에 한 환경 향 단 :DALY(DisabilityAdjustedLifeYears;장애 조정

수명)

∙ 생태계에 한 환경 향 단 :PAF(PotentiallyAffectedFractionof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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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으로 향받는 종(種)의 비율),PDF(PotentiallyDisappearedFractionofspecies;

잠재 으로 사라지는 종(種)의 비율)

∙ 자원에 한 환경 향 단 :Surplusenergy(잉여 에 지)

(가)DALY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인간 수명에 향을 미치거나 장애를 유발하는 환경 요인은

주로 다음과 같다.

∙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성 질병,심 호흡기 질환

∙ 리방사선에 의한 암

∙ 오존층 괴로 인한 암 안구손상

∙ 기,음용수,음식에 함유된 독성 화합물로 인한 호흡기 질병 암.

이러한 피해들은 제품 시스템으로부터 방출된 배출물에 의해 인간건강 (Human

Health)에 미치는 가장 큰 피해들을 의미한다.

이 게 서로 유형이 다른 피해를 종합하기 해서,DALY를 사용한다.DALY는 Murray

etal.(1996)가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WorldBank)을 해서 개발하 다.

DALY는 인간에 한 유해인자에 의해,인간 수명이 단축된 기간이나 구 인 장애에

의한 정상 인 생활 가 불가능한 기간 합산하여 평균 수명 비 얼마나 수명을

단축시켰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다.

DALY에 한 간단한 수식은 아래와 같다.

∙ DALY계산의

발암물질은 매년 많은 죽음의 원인이 된다.DALY에서는 사망을 장애도 1로 본다.만약

어느 암이 기 수명보다 10년을 단축시킨다고 한다면,우리는 각 환자들이 10년의

수명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다.이는 각 환자들에 한 해당발암물질의 DALY값이

10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름의 스모그 기간동안,많은 사람이 많은 날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이런

유형의 치료는 장애도를 0.392라고 가정해 보자.이 때,병원치료가 0.01년 지속된다면 각

환자의 스모그에 의한 DALY는 0.004라고 할수 있다.

즉 DALY는 인간이 환경 향으로 인해 잃게 되는 수명을 의미한다.

(나)PAF PDF

① PAF

PAF는 독성에 사용하는 단 이다.Hamersetal.(1996)이 제안하 다.PAF는 수계와

토양에 서식하는 ( 부분의 경우 하등)생물에 한 향을 표 하는 데에 사용된다.

PAF가 갖는 실질 의미는 NOEC(NoObservedEffectConcentration; 향받지 않는

농도)이나 그보다 높은 농도에 노출되는 종(種)의 비율로 해석할 수 있다.이는 독성에

따른 스트 스로 측정되며,정의한 바에 따르면 실제 인 피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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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PDF

산성화,부 양화 토지이용에 해서 PDF를 사용한다.PDF는 기 면 안에서

건강한 식물 개체군에 한 향을 나타내는 데 사용한다.PDF는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높은 발견불가능을 갖는 종(種)의 비율로 해석할 수 있다.PDF는

POO(ProbabilityOfOccurrence;발견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며,PDF=1-POO로 표 된다.

이는 발견되지 않는 종(種)의 비율로서 사라진 종(種)의 비율로 해석할 수 있다.

③ Surplusenergy

Surplusenergy는 자원을 추출하는 데 시 에서 필요한 에 지와 미래 어느

시 에서 필요한 에 지의 차이로 정의된다.자원을 소모하게 되면 그 만큼 부존 자원을

채굴 추출하는 데에 많은 에 지를 소모하게 된다.희귀한 자원일수록 Surplus

energy는 커지게 된다.

사.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1)시간 범주: 장데이터에 하여 3년 이내의 데이터,그 외의 데이터에 하여 10년

(2)지리 범주: 장데이터에 하여 한국내의 데이터,그 외의 데이터에 하여 세계

(3)기술 경계:최선의 가능한 기술(Bestavailabletechnology)

3.연구 결과 고찰

가.데이터 수집

(1) 자선 가속 살균장치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데이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선 가속기를 조립 상용화

하고 있는 E업체를 통하여 확보하 다.데이터는 참고흐름과 시스템 경계를 고려하여

설문지를 이용해 획득하 다.획득한 데이터는 각 단계별로 분류하 다.그림 3-33은

자선 가속 살균장치에 한 시스템 경계와 장데이터에 한 범 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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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list Materials Weight(kg) % wt Cumulative%wt

Shieldingfacility

(steel)
Steel 25,740 85.71% 85.71%

Gassystem SUS304 2,407 8.02% 93.73%

Secondarywinding

Cu:450

SUS304:200

Epoxy:30

680 2.26% 95.99%

Cyl.Magnetoguide Steel 265 0.88% 96.87%

IonPump

STS:80

Permanentmagnet:120

Ti:10

210 0.70% 97.57%

DiskMagnetoguide

Epoxy:40

Steel:150

Insulatingpaper:10

200 0.67% 98.24%

Extractionsystem SUS304 200 0.67% 98.90%

표 3-11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원료물질 목록

그림 3-33.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시스템 경계

(가)원료물질 취득 제작단계

자선 가속 살균장치를 제작하기 해 필요한 원료물질과 부품 목록을 수집하여 아래

표 3-1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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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 가속 살균장치 사용단계 시나리오

수명 20년

일 력사용량 (kWh/(100,000㎥/일) 2.61E+04

사용단계 력사용량

(㎿h/(100,000㎥/일)×365일/연×20년)
1.91E+06

유지 보수
SF6:259.9kg/20년

Ti:0.42kg/20년

가정 살균장치는 사용기간 내에 정지없이 운 한다고 가정한다.

표 3-12 자선 가속 살균장치 사용단계 시나리오

Primarywinding

Cu:49.2

SUS304:8.2

Epoxy:106.6

164 0.55% 99.45%

Acceleratingtube SUS304 85 0.28% 99.73%

Screeningring Cu 60 0.20% 99.93%

Waterdistributor SUS304 20 0.07% 100.00%

Total 30,031 100.00%

(나)사용단계

사용단계에서는 사용 시나리오를 작성하 고,유지 보수를 반 하 다.수명은 각

살균장치 마다 다르지만 비교 향평가를 해서 수명은 20년으로 통일한다.일 력사용

량은 참고흐름에서 도출하 고,사용단계 력사용량은 일 력 사용량과 수명을 고려하

다.유지 보수를 해서 SF6와 Tifoil이 사용된다.그러나 하수처리장의 특성상 살균장

치는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며,유지 보수를 한 동작정지 시간이 사용단계에 비하여 무

시할 수 있을 만큼 짧으므로 사용단계 력사용량 도출을 한 계산이 작동정지 시간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다)폐기단계

자선 가속 살균장치는 아직 폐기된 국내에서는 아직 폐기된 이 없다 따라서 폐기

단계에서는 실제 측정된 자료가 없으므로,재활용 가능한 재료는 모두 재활용 하는 것으

로 가정하 다.

(2)자외선 살균장치

자외선 살균장치의 데이터는 자외선 살균장치를 수입하여 설치를 문으로 하는

W업체를 통하여 확보하 다.데이터는 각 단계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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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list Materials
weight
(Kg) % Wt

Cumulative
%wt

Quartzsleeve Purequartz 230 19.81% 19.81%

ballast92 PaintedSheetSteel 200 17.23% 37.04%

Floodgate STS304 160 13.78% 50.82%

Lubricant(ml) 120 10.34% 61.15%

UVLamp UVGlass 100 8.61% 69.77%

Junctionbox STS304 86 7.41% 77.17%

Hoist SS400 85 7.32% 84.50%

SensorEstablish
Bracketing STS304 50 4.31% 88.80%

PneumaticCylinder CoatedAluminium 30 2.58% 91.39%

ModuleFrame STS316 24 2.07% 93.45%

표 3-13자외선 살균장치의 원료물질 목록

참고흐름(Referenceflow)를 기 으로 하여 각 단계별 데이터를 수집하 다.

그림 3-34.자외선 살균장치의 시스템 경계

(가)원료물질 취득 제작단계

자외선 살균장치를 제작하기 해 필요한 원료물질과 부품 목록을 수집하여 표3-13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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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Module STS316 24 2.07% 95.52%

Automaticwashing
equipment STS316 16 1.38% 96.90%

Shaft STS304 12 1.03% 97.93%

EstablishBracketing STS304 10 0.86% 98.79%

BevelGear STS304 8 0.69% 99.48%

Gearbox PhBr 4 0.34% 99.83%

Perceptionpart STS304 2 0.17% 100.00%

Total 1,161 100.00%

(나)사용단계

사용단계 수명은 비교 과정평가를 하여 20년으로 통일하 다.일 력량은 참고

흐름에서 규명하 으며,수명과 일 력사용량을 고려하여 사용단계 력사용량을 도출하

다.자외선램 는 유지보수를 해 1년에 100개씩 교환한다.교환은 모듈단 로 이 지

며,교환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용수명 체에 비하여 무시할 만큼 작으므로 사용단계

력사용량에서는 자외선램 교환으로 인한 작동정지시간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자외선 살균장치 사용단계 시나리오

수명 20년

일 력사용량 (kWh/(100,000㎥/일) 3.16E+07

사용단계 력사용량

(㎿h/(100,000㎥/일)×365일/연×20년)
2.31E+13

유지 보수 자외선 램 100개/년

가정 살균장치는 사용기간 내에 정지없이 운 한다고 가정한다.

표 3-14자외선 살균장치 사용단계 시나리오

(다)폐기단계

자외선 살균장치는 동일 장치라 하더라도 운 주체에 따라 폐기 차나 과정에 차이

가 있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외선 살균장치를 폐기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 다.먼

각 부품별로 분리/해체 공정이후 재질별로 분류하면,스테인리스 스틸 약 55%,알루

미늄 약 3%,석 유리 약20% 그리고 자외선 램 약 10%,그 외 기타재질로 분류할 수

있다.여기서 자외선램 의 경우 량 수거하여 제조업체가 있는 독일로 반송되어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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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list Materials
weight
(kg) % Wt

Cumulative
%wt

표 3-15오존 살균장치의 원료물질 목록

는 것으로 가정하고,스테인리스 스틸,구리,강재 등은 고철업자 통하여 매각하여 재활용

하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석 유리 의 경우 유리 수거업체로 하여 수거하도록 하여

재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3)오존 살균장치

오존 살균장치의 데이터는 오존살균장치를 하수처리장에 시공하는 업체와 이를

하수처리장 살균공정으로 활용하고 있는 구리하수처리장을 통하여 확보하 다.데이터는

각 단계별로 분류할 수 있는데,참고흐름(Referenceflow)를 기 으로 하여 각 단계별

데이터를 수집하 다.

그림 3-35.오존 살균장치 시스템 경계

(가)원료물질 취득 제작단계

오존 살균장치를 제작하기 해 필요한 원료물질과 부품 목록을 수집하여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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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gen storagetank A240-304,SS400 3,400 60.77% 60.77%

Chamberand etc SUS304 346 6.18% 66.95%

Catalytictowel SUS304 320 5.72% 72.67%

Airstoragetank SS400 240 4.29% 76.96%

Carburettor A6063,STS304 220 3.93% 80.89%

Ozone destruction STS304 210 3.75% 84.65%

Shellplate &Chamber SUS304 202 3.61% 88.26%

Controlpanel SS41 95 1.70% 89.96%

Support lug&baseplate SS41 82 1.47% 91.42%

GasFeeding system STS304 70 1.25% 92.67%

fan STS304 60 1.07% 93.74%

H.V.Transformer& Inverter PVC 60 1.07% 94.82%

Meshscreen PE 58 1.04% 95.85%

Ground electrode SUS316 43 0.77% 96.62%

Desiccant dryer STS304 40 0.71% 97.34%

Ozone injectioncontrolflow meter

35A
SUS304 32 0.57% 97.91%

Refrigerated airdryer STS304 30 0.54% 98.45%

Ozone injectioncontrolflow meter

25A
SUS304 27 0.48% 98.93%

Dielectric tube Borosilicate 23 0.41% 99.34%

body SS41 15 0.27% 99.61%

Airfilter1U STS304 10 0.18% 99.79%

Airfilter5U STS304 10 0.18% 99.96%

pin Cu 2 0.04% 100.00%

Total 5,595 100.00%

(나)사용단계

오존 살균장치의 수명은 비교 평가를 해서 20년으로 통일하 다.참고흐름을 이용하

여 일일 력사용량을 계산하 다.수명과 일일 력사용을 이용하여 사용단계에서의

력사용량을 계산하 다.오존 발생에 사용되는 공기는 기 에서 직 흡기하며,건조

기와 필터 등을 이용하여 습기와 먼지를 제거한 순수 건조공기를 이용하여 오존을 발생

시킨다.별도의 유지보수과정이 없고,살균장치는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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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살균장치 사용단계 시나리오

수명 20년

일 력사용량 (kWh/(100,000㎥/일) 3.55E+05

사용단계 력사용량

(㎿h/(100,000㎥/일)×365일/연×20년)
2.59E+12

유지 보수 없음

가정 살균장치는 사용기간 내에 정지없이 운 한다고 가정한다.

표 3-16오존 살균장치 사용단계 시나리오

(다)폐기단계

오존 살균장치는 분리/해체 공정이후 재질별로 스테인리스 스틸,알루미늄,구리,강

재, 라스틱,산소가스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와 같이 분류된 산소의 경우 실외에 방

사하며,그 외의 장치들은 장치별로 분류한다.강재,스테인리스 스틸,구리,알루미늄은

속으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은 양의 라스틱의 경우 소각 매립으로

처리 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나. 과정 목록 분석 결과

(1) 자선 가속 살균장치

자선 가속 살균장치에 한 과정 목록 분석을 수행하 다.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과정 단계 원료물질 취득 제작단계,사용단계,폐기단계 과정

단계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하 다.

(가)원료물질 취득 제작단계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원료물질 취득 제작단계에서 주로 사용된 것은 용수이다.

부분은 Shieldingfacility를 제작하는 과정에 사용되었다.반면 주로 배출되는 물질은

이산화탄소인데 secondarywinding,shieldingfacility Gassystem의 공정에서 부분

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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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원료물질 취득 제작단계의 과정 목록(주요 부분)

Substance Input
Uni

t
Total

Accelerating

tube

Cylinder

magneto

guide

Disk

magneto

guide

Extraction

system

Iron

pump

Primary

winding

Screening

ring

Secondary

winding

Shielding

facility

(steel)

Water

distributor

Gas

system

Water,

unspecified

natural

origin/kg

Raw kg 3.82E+04 1.51E+02 3.32E+02 1.90E+02 3.55E+02 1.44E+02 2.19E+01 7.56E+00 4.13E+02 3.23E+04 3.55E+01 4.27E+03

Iron,in

ground
Raw kg 2.61E+04 5.56E+01 2.45E+02 1.39E+02 1.31E+02 5.24E+01 5.37E+00 8.84E-04 1.31E+02 2.38E+04 1.31E+01 1.58E+03

Coal,29.3

MJperkg,

inground

Raw kg 1.70E+04 6.62E+01 1.46E+02 8.25E+01 1.56E+02 1.33E+02 2.58E+01 2.37E+01 3.34E+02 1.42E+04 1.56E+01 1.88E+03

Limestone,

inground
Raw kg 4.50E+03 7.55E+00 4.29E+01 2.43E+01 1.78E+01 7.10E+00 7.28E-01 3.39E-04 1.78E+01 4.17E+03 1.78E+00 2.14E+02

Oil,crude,

42.7MJ

perkg,in

ground

Raw kg 3.99E+03 6.46E+00 2.35E+01 2.15E+02 1.52E+01 7.12E+00 2.34E+02 1.00E+02 9.19E+02 2.28E+03 1.52E+00 1.83E+02

Gas,

natural,

30.3MJ

perkg,in

ground

Raw kg 1.35E+03 2.43E+01 2.12E+00 2.91E+01 5.71E+01 7.90E+01 3.69E+01 1.67E+01 2.03E+02 2.06E+02 5.71E+00 6.88E+02

others Raw kg 1.87E+04 2.87E+03 4.83E+01 5.51E+00 1.21E+01 1.14E+02 9.11E+01 5.50E+01 6.13E+01 5.73E+02 5.35E+02 1.14E+01

total Raw kg 1.87E+04 9.41E+04 3.59E+02 7.97E+02 6.91E+02 8.45E+02 5.13E+02 3.80E+02 2.10E+02 2.59E+03 7.74E+04 8.45E+01

※ 총 중량비 5% 이상(4.70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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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ce Output Unit Total
Accelerating

tube

Cylinder

magneto

guide

Disk

magneto

guide

Extraction

system

Iron

pump

Primary

winding

Screening

ring

Secondary

winding

Shielding

facility

(steel)

Water

distributor

Gas

system

Carbon

dioxide
Air kg 4.22E+04 3.10E+02 2.69E+02 1.96E+02 7.29E+02 7.43E+02 4.32E+02 4.50E+02 4.14E+03 2.61E+04 7.29E+01 8.78E+03

Solids,

inorganic
Water kg 1.58E+03 x x 1.44E-03 x x 1.39E+02 1.69E+02 1.27E+03 x x x

Carbon

monoxide
Air kg 9.42E+02 1.61E+00 8.95E+00 5.08E+00 3.79E+00 1.58E+00 3.25E-01 1.94E-01 5.26E+00 8.69E+02 3.79E-01 4.56E+01

Sulfur

dioxide
Air kg 8.97E+02 1.06E+01 1.48E+00 9.11E-01 2.50E+01 1.00E+01 3.42E+01 4.04E+01 3.28E+02 1.44E+02 2.50E+00 3.01E+02

others kg 1.87E+04 2.87E+03 4.83E+01 5.51E+00 1.21E+01 1.14E+02 9.11E+01 5.50E+01 6.13E+01 5.73E+02 5.35E+02 1.14E+01

total kg 4.60E+04 3.25E+02 2.82E+02 2.10E+02 7.64E+02 7.60E+02 6.08E+02 6.62E+02 5.76E+03 2.74E+04 7.64E+01 9.19E+03

※ 총 중량비 5% 이상(2.30E+03)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과정 목록결과를 아래 표 3-18에 나타내었다.



- 65 -

Substance Input Unit Total Use

Sulphur

hexafluoride,liquid,

atplant/RERU

Electricity

UCPTEB250

Coal,18MJper

kg,inground
Raw kg 8.96E+05 - - 8.96E+05

Coal,brown,8

MJperkg,in

ground

Raw kg 9.41E+05 - - 9.41E+05

Oil,crude,42.6

MJperkg,in

ground

Raw kg 2.51E+05 - - 2.51E+05

Others kg 1.05E+04 1.65E+03 - 8.86E+03

Total 2.10E+06 1.65E+03 2.10E+06

※ 총 량비 5% 이상(1.05E+05)

Substance
Outp

ut
Unit Total Use

Sulphur

hexafluoride,liquid,

atplant/RERU

Electricity

UCPTEB250

Carbondioxide Air kg 3.44E+06 - - 3.44E+06

Others kg 9.48E+04 2.60E+02 1.75E+03 9.28E+04

Total 3.54E+06 2.60E+02 1.75E+03 3.54E+06

※ 총 량비 5% 이상(1.77E+05)

표 3-18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사용단계의 과정 목록(주요 부분)

(나)사용단계

사용단계에서 주로 사용된 물질은 석탄과 원유이며, 력생산을 해 사용된 것이다.

역시 력생산으로 인해 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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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ce Input Unit Total WasteScenario

Coal,18MJperkg,inground Raw kg -2.59E+04 -2.59E+04

Coal,brown,8MJperkg,in

ground
Raw kg 5.42E+03 5.42E+03

Additives Raw kg -8.69E+02 -8.69E+02

Scrap,external Raw kg 3.15E+04 3.15E+04

Oil,crude,42.6MJperkg,in

ground
Raw kg -1.61E+03 -1.61E+03

Limestone,inground Raw kg -7.43E+03 -7.43E+03

Ironore,inground Raw kg -6.30E+04 -6.30E+04

Others kg 2.91E+01 2.91E+01

Total kg -6.19E+04 -6.19E+04

Substance Output Unit Total WasteScenario

Dust,break-out Waste kg -1.13E+03 -1.13E+03

Wasteininertlandfill Waste kg -1.46E+03 -1.46E+03

Slags Waste kg -8.79E+03 -8.79E+03

Mineralwaste,from mining Waste kg -3.80E+04 -3.80E+04

Carbondioxide Air kg -4.36E+04 -4.36E+04

Others kg - -

Total kg -9.30E+04 -9.30E+04

※ 총 량비 5% 이상  원료 질소비

※ 총 량비 5% 이상  원료 질회

표 3-19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폐기단계의 과정 목록(주요 부분)

(다)폐기단계

폐기단계에서 주로 사용한 물질은 석탄이며,재활용으로 인해 석회석과 철 석을

회수하는 효과를 얻었다.폐기단계동안의 재활용으로 인해 슬래그, 미 이산화탄소의

회수 효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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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ce

Compartment
Input Unit Total Assy Use EoL

Coal,brown,8MJ

perkg,inground

Raw

Raw kg 9.46E+05 7.35E+00 9.41E+05 5.42E+03

Coal,18MJperkg,

ingroundRaw
Raw kg 8.70E+05 5.14E+02 8.96E+05 -2.59E+04

Oil,crude,42.6MJ

perkg,inground
Raw kg 2.50E+05 3.96E+01 2.51E+05 -1.61E+03

Water,unspecified

naturalorigin/kg
Raw kg 3.82E+04 3.82E+04 - -

Scrap,external Raw kg 3.15E+04 - - 3.15E+04

Iron,inground Raw kg 2.61E+04 2.61E+04 - -

Ironore,inground Raw kg -6.30E+04 5.55E-02 - -6.30E+04

Others kg 3.14E+04 2.92E+04 1.05E+04 -8.27E+03

Total kg 2.13E+06 9.41E+04 2.10E+06 -6.19E+04

※ 총 량비 5% 이상(1.07E+05)

Substance

Compartment
Output Unit Total Assy Use EoL

Carbondioxide Air kg 3.44E+06 4.22E+04 3.44E+06 -4.36E+04

Waste,inorganic Waste kg 7.50E+04 7.50E+04 - -

Mineralwaste,

from mining
Waste kg -3.80E+04 - - -3.80E+04

Others kg 8.56E+04 4.05E+03 9.48E+04 -1.33E+04

Total kg 3.56E+06 1.21E+05 3.54E+06 -9.49E+04

※ 총 량비 5% 이상(1.78E+05)

표 3-20.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과정 단계에 한 과정 목록(주요 부분)

(라) 과정단계

과정 가속 살균장치는 과정에 걸쳐서 특히 사용단계에서 많은 물질들을 사용한다.

부분은 석탄과 원유이며 발 원료로 소모된다.그로 인해 력을 많이 사용하는

사용단계에서는 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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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자외선 살균장치의 과정 단계에 한 과정 목록(주요 부분)

Substance Input Unit Total
Control

box

Floatlevel

control

sensor

Floatlevel

controller
Hoist

Low level

probe

자외선

Lamp

자외선

module

Water,unspecified

naturalorigin/kg
Raw kg 1.54E+04 - 8.87E+01 3.20E+02 2.73E+02 2.13E+01 1.44E+04 2.69E+02

Gravel,inground Raw kg 1.22E+04 - - 1.82E-03 - - 1.22E+04 1.49E+01

Coal,brown,inground Raw kg 3.23E+03 - - - - - 3.21E+03 1.29E+01

Coal,hard,unspecified,

inground
Raw kg 2.10E+03 - - - - - 2.08E+03 2.09E+01

Colemanite,inground Raw kg 1.97E+03 - - - - - 1.97E+03 8.87E-05

Water,barrage Raw kg 1.07E+05 - - - - - 1.07E+05 -

(2)자외선 살균장치

자외선 살균장치에 한 과정 목록 분석을 수행하 다.자외선 살균장치의 과정 단계 원료물질 취득 제작단계,

사용단계,폐기단계 과정 단계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하 다.

(가)원료물질 취득 제작단계

자외선 살균장치의 원료물질 취득 제작단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용수 이고 그 다음이 자갈이다.자갈은

자외선램 의 원료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부분의 용수 한 자외선램 를 제작하는 공정에서 사용되었다. 한 자외선램 를

제작하는 공정에서 원료물질취득 제작단계의 부분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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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 kg 1.02E+04 2.58E+02 1.23E+02 4.41E+02 1.60E+02 2.59E+02 8.51E+03 4.08E+02

Total kg 1.52E+05 2.58E+02 2.11E+02 7.61E+02 4.33E+02 2.81E+02 1.49E+05 7.26E+02

※ 총 량비 5% 이상 (7.59E+03)

Substance Output Unit Total
Control

box

Floatlevel

control

sensor

Floatlevel

controller
Hoist

Low level

probe

자외선

Lamp

자외선

module

Carbondioxide,fossil Air kg 1.90E+04 2.38E+02 x x x x 1.86E+04 9.57E+01

Carbondioxide Air kg 4.34E+03 x 1.82E+02 6.57E+02 1.10E+02 4.38E+01 2.78E+03 5.71E+02

Carbondioxide,biogenic Air kg 7.43E+02 4.04E-02 - - - - 7.37E+02 5.45E+00

Waste,solid Waste kg 2.95E+02 2.95E+02 - - - - - -

Others kg 1.23E+03 6.58E+00 9.23E+00 3.32E+01 7.20E+00 2.21E+00 1.13E+03 3.49E+01

Total kg 2.56E+04 5.40E+02 1.92E+02 6.90E+02 1.17E+02 4.60E+01 2.33E+04 7.07E+02

※ 총 량비 5% 이상 (1.28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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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ce Input Unit Total Use
AdditionalLCA of

Lamp

Coal,brown,8MJper

kg,inground
Raw kg 2.71E+09 2.71E+09 1.31E+04

Coal,18MJperkg,in

ground
Raw kg 2.58E+09 2.58E+09 5.74E+03

Oil,crude,42.6MJper

kg,inground
Raw kg 7.23E+08 7.23E+08 -5.91E+02

Others kg 2.89E+07 2.55E+07 3.42E+06

Total kg 6.03E+09 6.03E+09 3.42E+06

※ 총 량비 5% 이상(3.01E+08)

Substance Output Unit Total Use
AdditionalLCA of

Lamp

Carbondioxide Air kg 9.91E+09 9.91E+09 5.88E+04

Others kg 2.67E+08 2.67E+08 4.70E+05

Total kg 1.02E+10 1.02E+10 5.29E+05

※ 총 량비 5% 이상(5.09E+08)

표 3-22자외선 살균장치의 과정 단계에 한 과정 목록(주요 부분)

Substance Input Unit Total WasteScenario

Ironore,in ground Raw kg -1.23E+03 -1.23E+03

표 3-23자외선 살균장치의 폐기 단계에 한 과정 목록(주요 부분)

(나)사용단계

자외선 살균장치의 사용단계에서는 석탄과 원유가 주요물질로 사용되었다.이들은

발 용 원료로 사용되었으며,그 결과로 사용단계에서 량의 이산화탄소를 발생하 다.

(다)폐기단계

자외선 살균장치의 폐기단계에서는 재활용으로 인하여 철 석,염화나트륨,원유,석탄

석회석을 회수하는 효과를 얻었으며,스크랩과 석탄을 소모하 다.폐기단계를 통해서

공정폐기물이 발생하 으며,슬래그, 물 폐기물,이산화탄소를 회수하는 효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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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chloride,inground Raw kg -7.47E+02 -7.47E+02

Oil,crude,feedstock,41MJ

perkg,in ground
Raw kg -5.40E+02 -5.40E+02

Coal,18MJperkg,in

ground
Raw kg -2.56E+02 -2.56E+02

Limestone,inground Raw kg -1.62E+02 -1.62E+02

Oil,crude,42.6MJperkg,

inground
Raw kg -5.68E+01 -5.68E+01

Scrap,external Raw kg 6.13E+02 6.13E+02

Coal,brown,8MJperkg,

inground
Raw kg 6.75E+02 6.75E+02

Others kg -1.08E+01 -1.08E+01

Total kg -1.71E+03 -1.71E+03

Substance Output Unit Total WasteScenario

Productionwaste,notinert Waste kg 1.50E+02 1.50E+02

Dust,break-out Waste kg -2.20E+01 -2.20E+01

Wasteininertlandfill Waste kg -2.84E+01 -2.84E+01

Chloride Water kg -3.61E+01 -3.61E+01

Wasteinbioactivelandfill Waste kg -7.11E+01 -7.11E+01

Slags Waste kg -1.71E+02 -1.71E+02

Mineralwaste,from mining Waste kg -8.18E+02 -8.18E+02

Carbondioxide Air kg -1.07E+03 -1.07E+03

Others kg -6.54E+01 -6.54E+01

Total kg -2.14E+03 -2.14E+03

※ 총 량비 5% 이상의 원료물질의 소비

※ 총 량비 5% 이상의 원료물질의 회수

(라) 과정단계

자외선 살균장치의 과정 에서 발생하는 부분의 원료물질 소모와 유해물질

배출은 사용단계에서 일어나며, 력사용이 주요인이다. 력사용으로 인해 원료인 석탄

원유가 소모되고,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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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ce Input Unit Total Assy Use EoL
AdditionalLCA

ofLamp

Coal,brown,8

MJperkg,in

ground

Raw kg 2.71E+09 1.87E-01 2.71E+09 6.75E+02 1.31E+04

Coal,18MJ

perkg,in

ground

Raw kg 2.58E+09 1.28E+01 2.58E+09 -2.56E+02 5.74E+03

Oil,crude,42.6

MJperkg,in

ground

Raw kg 7.23E+08 9.78E-01 7.23E+08 -5.68E+01 -5.91E+02

Others kg 2.90E+07 1.52E+05 6.03E+09 -2.07E+03 3.40E+06

Total kg 6.03E+09 1.52E+05 6.03E+09 -1.71E+03 3.42E+06

※ 총 량비 5% 이상(3.02E+08)

Substance Output Unit Total Assy Use EoL
AdditionalLCA

ofLamp

Carbondioxide Air kg 9.91E+09 4.34E+03 9.91E+09 -1.07E+03 5.88E+04

Others kg 2.67E+08 2.12E+04 2.67E+08 -1.06E+03 4.70E+05

Total kg 1.02E+10 2.56E+04 1.02E+10 -2.14E+03 5.29E+05

※ 총 량비 5% 이상(5.09E+08)

표 3-24자외선 살균장치의 폐기 단계에 한 과정 목록(주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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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오존 살균장치의 과정 단계에 한 과정 목록(주요 부분)

Substance Input Unit Total
Catalytic

towel

Control

box
Fan

Liquid

oxygen

feeding

system

Mist

seperater

Nitrogen

Feeding

system

Ozone

destruction

Ozone

generator

Ozone

injection

control

flow

meter

Water,unspecified

naturalorigin/kg
Raw kg 2.83E+05 5.68E+02 1.19E+02 1.06E+02 2.79E+05 9.09E+02 9.51E+02 3.73E+02 7.95E+02 1.05E+02

Bauxite,inground Raw kg 4.72E+03 1.11E-02 3.02E-02 2.09E-03 4.72E+03 1.86E-02 7.95E+00 7.30E-03 1.68E-02 2.05E-03

Coal,18MJper

kg,inground
Raw kg 3.31E+03 7.63E+00 1.60E+00 1.43E+00 3.26E+03 9.15E+00 1.19E+01 5.01E+00 1.07E+01 1.41E+00

Iron,inground Raw kg 3.18E+03 2.09E+02 8.56E+01 3.93E+01 1.93E+03 1.32E+02 2.87E+02 1.37E+02 3.28E+02 3.86E+01

Water,barrage Raw kg 5.34E+03 - - - - - - - - -

(3)오존 살균장치

자외선 살균장치에 한 과정 목록 분석을 수행하 다.자외선 살균장치의 과정 단계 원료물질 취득 제작단계,

사용단계,폐기단계 과정 단계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하 다.

(가)원료물질 취득 제작단계

원료물질 취득 제작단계의 액체 산소 공 시스템 제작과정에서 용수를 량으로 사용한다.그 외에도 보크사이트,석탄,철

등이 액체 산소 공 시스템 제작과정에서 소모된다.그리고 액체산소공 시스템 제작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공정폐기물,슬래그

재가 배출된다.오존발생기 제작과정에서 상당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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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 kg 8.49E+03 5.68E+02 2.06E+02 1.06E+02 5.51E+03 4.49E+02 3.98E+02 3.72E+02 7.69E+02 1.05E+02

Total kg 3.08E+05 1.34E+03 5.75E+03 2.54E+02 2.95E+05 1.50E+03 1.66E+03 8.88E+02 1.90E+03 2.49E+02

※ 총 량비 5% 이상(1.54E+04)

Substance
Outpu

t
Unit Total

Catalytic

towel

Control

box
Fan

Liquid

oxygen

feeding

system

Mist

seperater

Nitrogen

Feeding

system

Ozone

destructio

n

Ozone

generator

Ozone

injection

control

flow

meter

Carbondioxide Air kg 2.22E+04 1.17E+03 2.32E+02 2.19E+02 1.66E+04 7.91E+02 6.72E+02 7.66E+02 1.53E+03 2.15E+02

Waste,final,inert
Wast

e
kg 1.43E+03 2.93E+00 6.12E-01 5.49E-01 1.42E+03 1.85E+00 4.86E+00 1.92E+00 4.09E+00 5.39E-01

Slagsandashes
Wast

e
kg 1.35E+03 - - - 1.35E+03 - 2.28E+00 - - -

Waste,inorganic
Wast

e
kg 3.71E+02 5.47E-01 2.89E-01 1.03E-01 9.76E+01 2.20E+00 2.69E+02 3.59E-01 9.14E-01 1.01E-01

Slags
Wast

e
kg 3.20E+02 2.57E-02 5.94E-01 4.83E-03 3.19E+02 1.62E-02 2.09E-02 1.69E-02 1.43E-01 4.74E-03

Sulfurdioxide Air kg 2.80E+02 4.00E+01 5.20E-01 7.49E+00 1.10E+02 2.52E+01 1.41E+01 2.62E+01 4.94E+01 7.37E+00

Others kg 8.52E+02 1.56E+01 1.47E+01 2.92E+00 7.48E+02 1.22E+01 2.27E+01 1.02E+01 2.28E+01 2.87E+00

Total kg 2.68E+04 1.23E+03 2.48E+02 2.30E+02 2.07E+04 8.33E+02 9.85E+02 8.05E+02 1.61E+03 2.26E+02

※ 총 량비 5% 이상(1.34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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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ce Input Unit Total WasteScenario

Ironore,inground Raw kg -8.41E+03 -8.41E+03

Coal,18MJperkg,inground Raw kg -5.80E+03 -5.80E+03

Bauxite,inground Raw kg -5.78E+03 -5.78E+03

표 3-27오존 살균장치의 폐기 단계에 한 과정 목록(주요 부분)

(나)사용단계

오존 살균장치의 사용단계에서는 력사용으로 인한 발 원료인 석탄과 원유의

소모가 크게 나타난다. ,그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도 하게 나타난다.

Substance Input Unit Total Use
ElectricityUCPTE

B250

Coal,brown,8MJper

kg,inground
Raw kg 3.03E+08 - 3.03E+08

Coal,18MJperkg,in

ground
Raw kg 2.89E+08 - 2.89E+08

Oil,crude,42.6MJper

kg,inground
Raw kg 8.10E+07 - 8.10E+07

Ohers kg 2.86E+06 - 2.86E+06

Total kg 6.76E+08 - 6.76E+08

※ 총 량비 5% 이상(3.38E+07)

Substance Output Unit Total Use
ElectricityUCPTE

B250

Carbondioxide Air kg 1.11E+09 - 1.11E+09

Ohers kg 2.99E+07 0.00E+00 2.99E+07

Total kg 1.14E+09 0.00E+00 1.14E+09

※ 총 량비 5% 이상(5.70E+07)

표 3-26오존 살균장치의 사용 단계에 한 과정 목록(주요 부분)

(다)폐기단계

오존 살균장치의 폐기단계에서 재활용으로 인하여 철 석,석탄,보크사이트,원유

석회석에 한 회수 효과를 얻었으며,이 과정에서 알루미늄 스크랩과 외부 스크랩이

주로 소모되었다. 상당량의 물 폐기물과 이산화탄소를 회수한 효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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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ce Input Unit Total Assy  Use EoL 

Coal, brown, 8 MJ  per 

kg, in ground
Raw kg 3.03E+08 4.74E+01 3.03E+08 6.27E+02

Coal, 18 MJ per kg, in 

ground
Raw kg 2.89E+08 3.31E+03 2.89E+08 -5.80E+03

Oil, crude, 42.6 MJ per 

kg, in ground
Raw kg 8.10E+07 2.12E+02 8.10E+07 -2.13E+03

Ohers kg 3.15E+06 3.05E+05 2.86E+06 -9.91E+03

Total kg 6.77E+08 3.08E+05 6.76E+08 -1.72E+04

표 3-28오존 살균장치의 과정 단계에 한 과정 목록(주요 부분)

Oil,crude,42.6MJperkg,in

ground
Raw kg -2.13E+03 -2.13E+03

Limestone,inground Raw kg -1.26E+03 -1.26E+03

Coal,brown,8MJperkg,in

ground
Raw kg 6.27E+02 6.27E+02

Aluminium scrap Raw kg 1.68E+03 1.68E+03

Scrap,external Raw kg 4.21E+03 4.21E+03

Others kg -3.46E+02 -3.46E+02

Total kg -1.72E+04 -1.72E+02

Substance Output Unit Total WasteScenario

Wasteininert landfill Waste kg -4.55E+02 -4.55E+02

Slags Waste kg -1.17E+03 -1.17E+03

Mineralwaste,from mining Waste kg -6.64E+03 -6.64E+03

Carbondioxide Air kg -1.71E+04 -1.71E+04

Others kg -7.88E+02 -7.88E+02

Total kg -2.62E+04 -2.62E+04

※ 총 량비 5% 이상의 원료물질 소비

※ 총 량비 5% 이상의 원료물질 회수

(라) 과정단계

오존 살균장치의 과정에서 가장 크게 환경 향이 발생하는 부분은 사용단계의

력소비량이며 이로 인해 석탄과 원유를 량 소비한다.그로 인해 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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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량비 5% 이상 ( 3.38E+07)

Substance Output Unit Total Assy  Use EoL 

Carbon dioxide Air kg 1.11E+09 2.22E+04 1.11E+09 -1.71E+04

Ohers kg 2.99E+07 4.61E+03 2.99E+07 -9.05E+03

Total kg 1.14E+09 2.68E+04 1.14E+09 -2.62E+04

※ 총 량비 5% 이상 ( 5.70E+07)

Impact  category Unit E-Beam Ozone 자외  

Carcinogens DALY 1.56E-05 3.87E-04 7.04E-04

Resp. organics DALY 6.30E-06 1.30E-05 4.29E-05

Resp.  inorganics DALY 3.11E-02 1.38E-02 1.57E-01

Climate change DALY 3.25E-03 5.37E-03 4.95E-03

Radiation DALY 1.44E-09 0.00E+00 2.98E-06

Ozone layer DALY 1.52E-08 5.17E-07 1.40E-06

Ecotoxicity PAF*m2yr 9.75E+01 3.20E+02 8.75E+02

Acidification/  

Eutrophication
PDF*m2yr 1.09E+03 6.38E+02 7.66E+02

Land use PDF*m2yr 7.54E+02 8.51E+02 1.31E+03

Minerals MJ surplus 2.86E+04 6.88E+03 2.12E+03

: 각 범주별 경 향이  살균장치 

표 3-29제작단계에 한 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특성화 결과)

나. 과정 향평가

자선 가속 살균장치,자외선 살균장치,오존 살균장치의 과정 목록분석 DB를 이용

하여 과정 향평가를 수행하 다. 과정 향평가에 사용한 방법론은 ‘Eco-indicator

99'방법론이다.방법론은 SimaProPh.D.v7.1.4버 S/W를 사용하여 용하 다.사용

한 DB는 EcoinventDB외 9개 DB set에서 련 LCIDB를 연결하여 사용하 다.비교

과정평가는 의무 으로 특성화 결과값을 비교하도록 되어 있다.이 연구에서는 각 단계

별, 향범주별 특성화 결과를 제시하여 비교하 다.

(1)제작단계 특성화 결과 비교

제작단계에서 세 가지 살균장치가 각 환경 향범주에 나타내는 향에 하여 아래 표

3-29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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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E-Beam Ozone 자외

Total of all process DALY
1.56E-05

(100%)

3.87E-04

(100%)

7.04E-04

(100%)

Electricity UCPTE coal I DALY
7.83E-06

(50.04%)

3.63E-04

(93.77%)

1.28E-06

(0.185)

Steel I DALY
6.00E-06

(38.38%)

9.30E-06

(2.40%)

8.65E-07

(0.12%)

Electricity UCPTE gas I DALY
1.19E-06

(7.58%)

9.87E-06

(2.54%)

1.67E-07

(0.02%)

표 3-30발암물질에 의한 환경 향,제작단계 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표에 따르면 체 10개 항목 6개 항목에서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환경 향

이 가장 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에 세 가지 살균장치에 해서 각 환경 향 범주별로 미치는 환경 향을 비교

한 결과를 그림 3-36에 나타내었다.

그림 3-36.세가지 살균장치의 제작단계에 한 과정환경 향평가

결과(SimaProv7.1.4)

아래에는 10가지 향범주 별로 어떠한 공정 는 물질에 의해 환경 향이 발생했

는지 나타내었다.

(가)발암물질(Carcinogens)

표 3-30에 제작단계에서 각 살균장치들이 발암물질과 련해 환경에 미치는 향을

비교하여 놓았다.가장 환경 향을 게 내는 살균장치는 자선 가속 살균장치이다.주

요한 환경 향 인자는 제작 시 사용하는 력(석탄원료 화력발 )과 차폐재로 사용하는

강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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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 tube,  borosilicate, at 

plant/DE S
DALY - -

6.73E-04

(95.29%)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process DALY
6.30E-06

(100%)

1.30E-05

(100%)

1.00E-03

(100%)

SteelI DALY
1.46E-06

(23.20%)

2.27E-06

(17.4%)

2.11E-07

(0.02%)

BulkcarrierI DALY
1.24E-06

(19.70%)

1.58E-06

(12.1%)

1.46E-07

(0.01%)

CrudeoilN-sea(b)I DALY
8.53E-07

(13.3%)
- -

EnergyUSI DALY
8.05E-07

(12.80%)

4.27E-07

(3.28%)

1.02E-07

(0.01%)

EnergyAsiaI DALY
6.23E-07

(9.89%)

2.96E-07

(2.28%)

8.24E-08

(0.008%)

DieselI DALY
4.26E-07

(6.77%)

3.46E-07

(2.66%)

4.83E-08

(0.005%)

CruideoilI DALY
3.93E-07

(6.24%)

4.99E-07

(3.84%)

4.63E-08

(0.005%)

PE(HDPE)I DALY -
1.45E-06

(11.1%)
-

PVCI DALY -
1.36E-06

(10.5%)

6.54E-04

(65.2%)

ElectricityUCPTEoilI DALY
3.53E-08

(0.56%)

1.34E-06

(10.3%)

5.59E-09

(0.0006%)

Aluminium rec.I DALY -
1.14E-06

(8.77%)
-

ElectricityUCTPEcoalI DALY
2.44E-08

(0.39%)

1.13E-06

(8.69%)

3.9E-09

(0.0004%)

GlassTube,borosilicate,atplant/DES DALY - -
2.16E-04

(21.5%)

PBI DALY - -
9.9E-05

(9.87%)

표 3-31.유기물질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 호흡기에 한 향,제작단계 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나)유기물질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 호흡기에 한 향 (Resp.organics)

표 3-31에 따르면 이 범주에서 가장 은 환경 향을 갖는 살균장치는 자선 가속

살균장치이다. 자선 가속 살균장치에 차폐재로 사용되는 강철,원료들을 수송하는 수송

과정,원료들 생산에 사용된 원유와 에 지 등이 이 범주에 향을 미친 주요인이다.



- 80 -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

process
DALY

3.11E-02

(100%)

1.38E-02

(100%)

1.57E-01

(100%)

CopperI DALY
1.46E-02

(47.00%)

7.01E-05

(0.5%)
-

NickelI DALY
1.42E-02

(45.72%)

6.76E-03

(48.9%)

1.88E-03

(1.2%)

Aluminium ingots

I
DALY -

3.67E-03

(26.6%)

2.19E-06

(0.0014%)

ElectricityUCPTE

coalI
DALY

1.81E-05

(0.0583%)

8.41E-04

(6.09%)

2.97E-06

(0.00189%)

Glasstube,

borosilicate,at

plant/DES

DALY - -
1.32E-01

(84.6%)

PVCI DALY -
3.38E-05

(0.24%)

2.94E-03

(10.4%)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표 3-32.무기물질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 호흡기에 한 향,제작단계 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다)무기물질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 호흡기에 한 향(Resp.inorganics)

표 3-32는 무기물질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 호흡기에 한 향을 나타낸 것이다.세

살균장치 이 환경 향범주에 하여 가장 은 환경 향을 나타내는 것은 오존 살균

장치이다.한편, 자선 가속 살균장치에 사용되는 구리와 니 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물질이 이 범주에 한 향의 주요 원인이다.

(라)기후변화(Climatechange)

표 3-33는 기후변화에 한 향을 나타낸 것이다.세 살균장치 이 환경 향범주

에 하여 가장 은 환경 향을 나타내는 것은 자선 가속 살균장치이다. 자선 가속

살균장치에 사용되는 구리와 원료물질 가공과정에서 사용하는 에 지가 이 범주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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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

processes
DALY

3.25E-03

(100%)

5.37E-03

(100%)

1.10E-01

(100%)

EnergyUSI DALY
1.18E-03

(36.17%)

6.24E-04

(11.61%)

1.49E-04

(0.13%)

CopperI DALY
8.03E-04

(24.69%)

3.85E-06

(0.07%)
-

EnergyAsiaI DALY
6.42E-04

(19.73%)

3.05E-04

(5.67%)

8.49E-05

(0.07%)

SteelI DALY
2.90E-04

(8.911%)

4.49E-04

(8.35%)

4.18E-05

(0.03%)

Aluminium ingotsI DALY -
1.95E-03

(36.3%)

1.16E-06

(0.00106%)

ElectricityUCPTE

coalI
DALY

2.44E-05

(0.75%)

1.13E-03

(21.1%)

3.99E-06

(0.00364%)

Glasstube,

borosilicate,at

plant/DES

DALY - -
9.48E-02

(86.6%)

PVCI DALY -
2.60E-5

(0.485%)

1.25E-02

(11.4%)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표 3-33기후변화에 한 향,제작단계 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processes DALY
1.44E-09

(100%)
0

2.98E-06

(100%)

Cellulosefibre,inclusiveblowingin,at DALY 1.44E-09 - -

표 3-34방사성에 한 향,제작단계 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향의 주요 원인이다.

(마)방사성(Radiation)

표 3-34은 방사성에 한 향을 나타낸 것이다.세 살균장치 이 환경 향범주에

하여 가장 은 환경 향을 나타내는 것은 오존 살균장치이다.한편, 자선 가속 살균

장치의 제작단계에서 방사성에 미치는 향은 Diskmagnetoguide의 제작과정에서 사용

되는 셀룰로스 섬유와 련된 원료물질이 주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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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CHS (100%)

Glasstube,borosilicate,atplant/DES DALY - -
2.98E-06

(100%)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processes DALY
1.52E-08

(100%)

5.17E-07

(100%)

1.4E-06

(100%)

ElectricityUCPTEoilI DALY
9.27E-09

(60.89%)

3.52E-07

(68.14%)

1.47E-09

(0.00439%)

ElectricityUCPTEgasI DALY
2.87E-09

(18.83%)

2.38E-08

(4.61%)

4.04E-10

(0.00121%)

ElectricityUCPTEcoalI DALY
2.75E-09

(18.04%)

1.27E-07

(24.64%)

4.49E-10

(0.0013%)

Glasstube,borosilicate,atplant/DES DALY - -
3.34E-05

(99.33%)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표 3-35오존층 괴에 한 향,제작단계 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processes PAF*m2yr
9.75E+01

(100%)

3.20E+02

(100%)

8.75E+02

(100%)

SteelI PAF*m2yr
8.36E+01

(85.72%)

1.29E+02

(40.46%)

1.20E+01

(5.99E-02%)

TrailerI PAF*m2yr 8.80E+00 1.71E+01 9.81E-01

표 3-36생태독성에 한 향,제작단계 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바)오존층 괴(Ozonelayer)

표 3-35은 오존층 괴에 한 향을 나타낸 것이다.세 살균장치 이 환경 향범

주에 하여 가장 은 환경 향을 나타내는 것은 자선 가속 살균장치이다. 자선 가

속 살균장치의 제작단계에서 오존층 괴에 미치는 향은 화석연료를 이용한 력생산

에 기인한다.

(사)생태독성(Ecotoxicity)

표 3-36은 생태독성에 한 향을 나타낸 것이다.세 살균장치 이 환경 향범주

에 하여 가장 은 환경 향을 나타내는 것은 자선 가속 살균장치이다.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제작단계에서 생태독성에 미치는 향은 차폐재로 사용한 강철생산에 기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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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processes PDF*m2yr
1.09E+03

(100%)

6.38E+02

(100%)

7.66E+02

(100%)

CopperI PDF*m2yr
4.54E+02

(41.66%)

2.18E+00

(0.34%)
-

NickelI PDF*m2yr
3.80E+02

(34.85%)

1.80E+02

(28.26%)

5.02E+01

(0.306%)

EnergyUSI PDF*m2yr
8.81E+01

(8.08%)

4.67E+01

(7.32%)

1.11E+01

(0.06%)

BulkcarrierI PDF*m2yr
7.56E+01

(6.93%)

9.60E+01

(15.04%)

8.89E+00

(0.05%)

ElectricityUCPTEcoalI PDF*m2yr
2.13E+00

(0.19%)

9.89E+01

(15.49%)

3.49E-01

(0.00213%)

Aluminium ingotsI PDF*m2yr -
9.46E+01

(14.82%)

5.63E-02

(0.000344%)

Glasstube,borosilicate,atplant/DES PDF*m2yr - -
5.77E+02

(75.38%)

PVCI PDF*m2yr - 3.80E+00 7.61E+01

표 3-37산성화 부 양화에 한 향,제작단계 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9.02%) (5.33%) (4.82E-03%)

ElectricityUCPTE coalI PAF*m2yr
3.02E+00

(3.09%)

1.40E+02

(43.77%)

4.94E-01

(0.05%)

ElectricityUCPTE oilI PAF*m2yr
6.58E-01

(0.67%)

2.50E+01

(7.82%)

1.04E-01

(0.01%)

Glasstube,borosilicate,atplant/DES PAF*m2yr - -
8.39E+02

(95.93%)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아)산성화 부 양화(Acidification/Eutrophication)

표 3-37는 산성화 부 양화에 한 향을 나타낸 것이다.세 살균장치 이 환

경 향범주에 하여 가장 은 환경 향을 나타내는 것은 오존 살균장치이다.한편,

자선 가속기는 오존 살균장치에 비해 2배 이상의 환경 향을 나타내었다. 자선 가속 살

균장치의 제작단계에서 산성화 부 양화에 미치는 향은 원료물질로 사용된 구리와

니 의 생산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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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 (9.93%)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processes PDF*m2yr
7.54E+02

(100%)

8.51E+02

(100%)

1.31E+03

(100%)

CopperI PDF*m2yr
3.38E+02

(44.80%)

1.62E+00

(0.19%)
-

TruckI PDF*m2yr
1.73E+02

(22.95%)

5.78E+00

(0.67%)

1.15E+00

(0.08%)

BulkcarrierI PDF*m2yr
1.29E+02

(17.09%)

1.64E+02

(19.25%)

1.52E+01

(1.16%)

SteelI PDF*m2yr
3.96E+01

(5.24%)

6.13E+01

(7.20%)

5.70E+00

(0.43%)

CoasterI PDF*m2yr
3.79E+01

(5.02%)

2.27E+01

(2.66%)

4.58E+00

(0.35%)

ElectricityUCPTE nuclearI PDF*m2yr
1.39E+00

(0.18%)

2.92E+02

(34.28%)

3.62E-01

(0.01%)

Aluminium rec.I PDF*m2yr -
1.24E+02

(14.53%)
-

ElectricityUCPTEhydroI PDF*m2yr
3.74E-03

(4.95E-04%)

5.71E+01

(6.71%)

3.45E-02

(0.002%)

Glasstube,borosilicate,atplant/DES PDF*m2yr - -
1.21E+03

(92.42%)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표 3-38.토지이용에 한 향,제작단계 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자)토지이용(Landuse)

표 3-38은 토지이용에 한 향을 나타낸 것이다.세 살균장치 이 환경 향범주

에 하여 가장 은 환경 향을 나타내는 것은 자선 가속 살균장치이다.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제작단계에서 산성화 부 양화에 미치는 향은 원료물질로 사용된 구리

와 니 의 생산 원료물질 운송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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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category Unit E-Beam Ozone 자외선

Carcinogens DALY 1.39E-01 4.50E+01 4.01E+02

Resp.organics DALY 2.71E-03 8.73E-01 7.79E+00

Resp.inorganics DALY 1.05E+00 3.37E+02 3.01E+03

표 3-40사용단계에 한 특성화결과 비교,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차) 물(Minerals)

표 3-39은 물 소비에 의한 향을 나타낸 것이다.세 살균장치 이 환경 향범주

에 하여 가장 은 환경 향을 나타내는 것은 자외선 가속 살균장치이다.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제작단계에서 물 소비에 의한 향은 원료물질로 사용된 구리와 니 의 생

산에 기인한다.

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processes MJsurplus
2.86E+04

(100%)

6.88E+03

(100%)

2.12E+03

(100%)

CopperI MJsurplus
1.83E+04

(63.89%)

8.75E+01

(1.27%)
-

NickelI MJsurplus
5.81E+03

(20.34%)

2.76E+03

(40.16%)

7.69E+02

(36.35%)

Scrap(copper)I MJsurplus
2.67E+03

(9.33%)

1.28E+01

(0.18%)
-

Aluminium ingotsI MJsurplus -
2.36E+03

(34.33%)

1.14E+00

(0.06%)

Scrap

(Stainlessst)I
MJsurplus

1.26E+03

(4.41%)

5.98E+02

(8.69%)

1.65E+02

(7.79%)

Scrap(alum.)I MJsurplus -
5.56E+02

(8.08%)
-

Glasstube,borosilicate,atplant/DES MJsurplus - -
1.01E+03

(47.93%)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표 3-39. 물로 인한 향,제작단계 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2)사용단계 특성화 결과 비교

사용단계에서 세 가지 살균장치가 각 환경 향범주에 나타내는 향에 하여 아래

표 3-40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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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hange DALY 2.09E+00 2.34E+02 2.09E+03

Radiation DALY 1.26E-06 0.00E+00 6.78E-05

Ozonelayer DALY 6.12E-04 1.97E-01 1.76E+00

Ecotoxicity PAF*m2yr 1.40E+05 4.53E+07 4.04E+08

Acidification/

Eutrophication
PDF*m2yr 6.13E+04 1.98E+07 1.76E+08

Landuse PDF*m2yr 1.87E+01 0.00E+00 2.89E+04

Minerals MJsurplus 6.16E+01 0.00E+00 2.33E+04

그림 3-37. 가지 살균장치  사용단계에 한 과 향평가 결과 비 (SimaPro 

v7.1.4)

표에 따르면 체 10개 항목 7개 항목에서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환경 향이

가장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37에 세 가지 살균장치에 해서 각 환경 향 범주별로 미치는 환경 향을 비교

한 결과를 각각 그래 로 나타내었다.방사성(Radiation),토지이용(Landuse) 물

(Minerals)의 향범주에서도 자선 가속 살균장치는 자외선 살균장치에 비해서

으로 은 환경 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발암물질(Carcinogens)

표 3-41에 사용단계에서 각 살균장치들이 발암물질과 련해 환경에 미치는 향을 비교

하여 놓았다.가장 환경 향을 게 내는 살균장치는 자선 가속 살균장치이다.주요한

환경 향 인자는 살균장치를 운용 시 사용하기 해 석탄을 이용하는 발 공정이다.사용

단계에서는 력사용에 따른 각 공정의 비율이 일정한 것을 볼 수 있다.이는 력사용량

이 다른 살균장치라 하더라도 력을 구성하는 비율은 력사용량과 상 없이 일정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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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processes DALY
1.39E-01

(100%)

4.50E+01

(100%)

4.01E+02

(100%)

Electricityfrom coalB250 DALY
1.19E-01

(85.54%)

3.85E+01

(85.57%)

3.43E+02

(85.57%)

Electricityfrom oilB250 DALY
7.34E-03

(5.26%)

2.37E+00

(5.26%)

2.11E+01

(5.26%)

Electricityfrom ligniteB250 DALY
7.33E-03

(5.25%)

2.36E+00

(5.25%)

2.11E+01

(5.25%)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표 3-41.발암물질에 의한 환경 향,사용단계 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processes DALY
1.05E+00

(100%)

3.37E+02

(100%)

3.01E+03

(100%)

표 3-43무기물질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 호흡기에 한 향,사용단계 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나)유기물질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 호흡기에 한 향(Resp.organics)

표 3-42에 따르면 이 범주에서 가장 은 환경 향을 갖는 살균장치는 자선 가속

살균장치이다. 자선 가속 살균장치를 운 하면서 사용하는 력을 발생하기 해 원유

와 석탄으로 발 하는 공정이 이 범주에 향을 미친 주요인이다.

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processes DALY
2.71E-03

(100%)

8.73E-01

(100%)

7.79E+00

(100%)

Electricityfrom oilB250 DALY
2.25E-03

(83.14%)

7.26E-01

(83.16%)

6.48E+00

(83.16%)

Electricityfrom coalB250 DALY
2.71E-04

(10.02%)

8.76E-02

(10.02%)

7.79E-01

(10.02%)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표 3-42.유기물질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 호흡기에 한 향,사용단계 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다)무기물질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 호흡기에 한 향(Resp.inorganics)

표 3-43는 무기물질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 호흡기에 한 향을 나타낸 것이다.세

살균장치 이 환경 향범주에 하여 가장 은 환경 향을 나타내는 것은 자선 가

속 살균장치이다. 자선 가속 살균장치를 운 하면서 사용하는 력을 발생하기 해 원

유와 석탄으로 발 하는 공정이 이 범주에 향을 미친 주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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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ityfrom coalB250 DALY
4.18E-01

(39.90%)

1.35E+02

(39.94%)

1.20E+03

(39.94%)

Electricityfrom oilB250 DALY
3.40E-01

(32.44%)

1.10E+02

(32.47%)

9.77E+02

(32.47%)

Electricityfrom ligniteB250 DALY
2.71E-01

(25.85%)

8.73E+01

(25.88%)

7.79E+02

(25.88)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processes DALY
2.09E+00

(100%)

2.34E+02

(100%)

2.09E+03

(100%)

E-Beam Use DALY
1.35E+00

(64.81%)
- -

Electricityfrom coal

B250
DALY

3.00E-01

(14.40%)

9.69E+01

(41.33%)

8.60E+02

(41.33%)

Electricityfrom lignite

B250
DALY

1.70E-01

(8.15%)

5.49E+01

(23.41%)

4.89E+02

(23.41%)

Electricityfrom oil

B250
DALY

1.56E-01

(7.48%)

5.04E+01

(21.49%)

4.49E+02

(21.49%)

Electricityfrom gas

B250
DALY

9.60E-02

(4.60%)

3.10E+01

(13.21%)

2.75E+02

(13.21%)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표 3-44기후변화에 한 향,사용단계 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processes DALY
1.26E-06

(100%)
-

6.85E-05

(100%)

Nuclearspentfuel,inreprocessing,at

plant/RERU
DALY

7.88E-07

(62.44%)
- -

표 3-45방사성에 한 향,사용단계 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라)기후변화(Climatechange)

표 3-44은 기후변화에 한 향을 나타낸 것이다.세 살균장치 이 환경 향범주

에 하여 가장 은 환경 향을 나타내는 것은 자선 가속 살균장치이다. 자선 가속

살균장치가 사용단계에서 사용하는 에 지가 이 범주에 한 향의 주요 원인이다.

(마)방사성(Radiation)

표 3-45은 방사성에 한 환경 향을 나타낸 것이다.세 살균장치 이 환경 향범

주에 하여 가장 은 환경 향을 나타내는 것은 오존 살균장치이다.한편,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제작단계에서 방사성에 미치는 향은 자선 가속 살균장치가 사용하는 SF6

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원자력 에 지가 주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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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anium natural,atunderground

mine/RNA U
DALY

3.21E-07

(25.41%)
- -

Uranium natural,inyellowcake,atmill

plant/RNAU
DALY

8.39E-08

(6.64%)
- -

Glasstube,borosilicate,atplant/DE

S
DALY - -

6.85E-05

(100%)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processes DALY
6.12E-04

(100%)

1.97E-01

(100%)

1.76E+00

(100%)

Electricityfrom oilB250 DALY
5.76E-04

(94.07%)

1.86E-01

(94.08%)

1.66E+00

(94.08%)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표 3-46오존층 괴에 한 향,사용단계 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

processes
PAF*m2yr

1.40E+05

(100%)

4.53E+07

(100%)

4.04E+08

(100%)

Electricityfrom coal

B250
PAF*m2yr

7.34E+04

(52.21%)

2.37E+07

(52.23%)

2.11E+08

(52.23%)

Electricityfrom oil

B250
PAF*m2yr

4.72E+04

(33.56%)

1.52E+07

(33.56%)

1.36E+08

(33.57%)

Electricityfrom

ligniteB250
PAF*m2yr

1.55E+04

(11.03%)

5.00E+06

(11.03%)

4.46E+07

(11.03%)

표 3-47생태독성에 한 향,사용단계 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바)오존층 괴(Ozonelayer)

표 3-46은 오존층 괴에 한 향을 나타낸 것이다.세 살균장치 이 환경 향범

주에 하여 가장 은 환경 향을 나타내는 것은 자선 가속 살균장치이다. 자선 가

속 살균장치의 사용단계에서 오존층 괴에 미치는 향은 사용단계에서 소모되는 력

을 생산하기 해 원유를 이용한 력생산에 기인한다.

(사)생태독성(Ecotoxicity)

표 3-47는 생태독성에 한 향을 나타낸 것이다.세 살균장치 이 환경 향범주에

하여 가장 은 환경 향을 나타내는 것은 자선 가속 살균장치이다. 자선 가속 살

균장치의 사용단계에서 생태독성에 미치는 향은 사용단계에서 소모한 에 지에 기인한

다.사용단계에서 소모한 력을 생산하기 해 소비된 석탄과 원유가 그 주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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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processes PDF*m2yr
1.87E+01

(100%)
-

2.89E+04

(100%)

Softwood,standing,

underbark,in

forest/RERU

PDF*m2yr
5.15E+00

(27.46%)
- -

Wellforexplorationand PDF*m2yr 2.94E+00 - -

표 3-49토지이용에 한 향,사용단계 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아)산성화 부 양화(Acidification/Eutrophication)

표 3-48은 산성화 부 양화에 한 향을 나타낸 것이다.세 살균장치 이 환경

향범주에 하여 가장 은 환경 향을 나타내는 것은 자선 가속 살균장치이다.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사용단계에서 산성화 부 양화에 미치는 향은 력생산을 한 석

탄,원유,가스 갈탄 같은 원료물질 사용에 기인한다.

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processes PDF*m2yr
6.13E+04

(100%)

1.98E+07

(100%)

1.76E+08

(100%)

Electricityfrom coal

B250
PDF*m2yr

2.61E+04

(42.57%)

8.41E+06

(42.60%)

7.51E+07

(42.60%)

Electricityfrom oil

B250
PDF*m2yr

1.79E+04

(29.29%)

5.79E+06

(29.31%)

5.16E+07

(29.31%)

Electricityfrom lignite

B250
PDF*m2yr

1.15E+04

(18.81%)

3.72E+06

(18.82%)

3.32E+07

(18.82%)

Electricityfrom gas

B250
PDF*m2yr

5.22E+03

(8.52%)

1.68E+06

(8.53%)

1.50E+07

(8.53%)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표 3-48산성화 부 양화에 한 향,사용단계 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자)토지이용(Landuse)

표 3-49은 토지이용에 한 향을 나타낸 것이다.세 살균장치 이 환경 향범주에

하여 가장 은 환경 향을 나타내는 것은 오존 살균장치이다.한편, 자선 가속 살균

장치의 사용단계에서 토지이용에 한 향은 사용단계에서 발 을 해 사용한 원료물

질을 채취하는 데에 사용된 목재,사용된 우물, 이를 가공하기 한 화학물질 공장 등

이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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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onshore/GLO/IU
(15.65%)

Chemicalplant,

organics/RER/IU
PDF*m2yr

1.92E+00

(10.23%)
- -

Hardwood,standing,

underbark,in

forest/RERU

PDF*m2yr
1.55E+00

(8.28%)
- -

Glasstube,borosilicate,

atplant/DES
PDF*m2yr - -

2.78E+04

(96.27%)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processes MJsurplus
6.16E+01

(100%)
-

2.33E+04

(100%)

Ferronickel,25% Ni,at

plant/GLOU
MJsurplus

3.42E+01

(55.44%)
- -

Copper,concentrate,at

beneficiation/RERU
MJsurplus

9.31E+00

(15.12%)
- -

Copper,concentrate,at

beneficiation/RLAU
MJsurplus

7.03E+00

(11.42%)
- -

Glasstube,borosilicate,

atplant/DES
- - -

2.33E+04

(100

%)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표 3-50 물 소비로 인한 향,사용단계 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차) 물(Minerals)

표 3-50은 물 소비에 의한 향을 나타낸 것이다.세 살균장치 이 환경 향범주

에 하여 가장 은 환경 향을 나타내는 것은 오존 살균장치이다.한편,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사용단계에서 물 소비에 의한 향은 자총의 원료물질로 사용된 구리와

페로니 의 생산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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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category Unit E-Beam Ozone 자외선

Carcinogens DALY -3.02E-03 -7.52E-04 -2.03E-05

Resp.organics DALY -2.01E-05 -2.41E-05 -2.22E-05

Resp.inorganics DALY -3.34E-03 -6.35E-03 -3.50E-04

Climatechange DALY -9.82E-03 -4.58E-03 -2.42E-04

Radiation DALY 0.00E+00 0.00E+00 0.00E+00

Ozonelayer DALY -3.91E-06 -5.17E-06 -2.32E-07

Ecotoxicity PAF*m2yr -1.02E+03 -4.67E+02 4.91E+01

Acidification/

Eutrophication
PDF*m2yr -3.21E+02 -2.69E+02 -9.17E+01

Landuse PDF*m2yr 0.00E+00 0.00E+00 0.00E+00

Minerals MJsurplus -1.82E+03 -3.13E+03 -3.57E+01

표 3-51제작단계에 한 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특성화 결과)

(3)폐기단계 특성화 결과 비교

폐기단계에서 세 가지 살균장치가 각 환경 향범주에 나타내는 향에 하여 아래

표3-51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표에 따르면 체 10개 항목 환경 향이 나타나지 않은 2개 항목을 제외하고 4개

항목에서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환경 향이 가장 은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그림

3-38에 세 가지 살균장치에 해서 각 환경 향 범주별로 미치는 환경 향을 비교한 결

과를 각각 그래 로 나타내었다.

그림 3-38.세 가지 살균장치의 폐기단계에 한 과정환경 향평가 결과

(SimaProv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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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processes DALY
-3.02E-03

(-100.00%)

-7.52E-04

(100.00%)

-2.03E-05

(100.00%)

RecyclingECCS steel

B250
DALY

8.12E-04

(26.91%)

1.08E-04

(14.41%)

1.58E-05

(77.66%)

Electricityfrom coal

B250
DALY

5.61E-06

(0.19%)

6.62E-06

(0.88%)

8.42E-05

(413.67%)

Electricityfrom oil

B250
DALY

3.45E-07

(0.01%)

4.08E-07

(0.05%)

5.18E-06

(25.47%)

Electricityfrom lignite

B250
DALY

3.45E-07

(0.01%)

4.07E-07

(0.05%)

5.17E-06

(25.42%)

Electricityfrom gas

B250
DALY

1.87E-07

(0.01%)

2.21E-07

(0.03%)

2.81E-06

(13.80%)

Electricityfrom

uranium B250
DALY

6.84E-08

(0.00%)

8.07E-08

(0.01%)

1.03E-06

(5.04%)

PEgranulateaverage

B250
DALY

-1.58E-06

(-0.05%)

-9.18E-07

(-0.12%)

-4.75E-06

(-23.33%)

ECCSsteelsheet DALY
-3.83E-03

(-127.07%)

-5.12E-04

(-68.04%)

-7.46E-05

(-366.76%)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표 3-52발암물질에 의한 향,폐기단계 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가)발암물질(Carcinogens)

표 3-52에 폐기단계에서 각 살균장치들이 발암물질과 련해 환경에 미치는 향을 비교

하여 놓았다.가장 환경 향을 게 내는 살균장치는 자선 가속 살균장치이다.재활용

으로 인한 주요한 환경 향 인자는 철을 재활용하는 공정이며 재활용한 철로 철 을 제

작함으로써,철 석으로 철 을 제작하는 경우 발생하는 발암물질에 의한 환경 향을

인 것이다.

(나)유기물질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 호흡기에 한 향 (Resp.Organic)

표 3-53에 폐기단계에서 각 살균장치들이 유기물질로 인해 야기하는 인간 호흡기에 해

미치는 향을 비교하여 놓았다.재활용 공정을 통하여 가장 환경 향을 많이 회수하는

살균장치는 오존 살균장치이다.한편,재활용으로 인한 주요한 환경 향 인자는 철을 재

활용하는 공정이며 재활용한 철로 철 을 제작함으로써,철 석으로 철 을 제작하는 경

우 발생하는 유기물질에 의한 환경 향을 인 것이다.



- 94 -

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processes DALY
-2.01E-05

(-100%)

-2.41E-05

(-100%)

-2.22E-05

(-100%)

RecyclingECCSsteel

B250
DALY

1.64E-05

(81.64%)

2.19E-06

(9.10%)

3.20E-07

(1.44%)

PEgranulateaverage

B250
DALY

-1.81E-06

(-8.98%)

-1.05E-06

(-4.34%)

-5.42E-06

(-24.46%)

ECCSsteelsheet DALY
-3.50E-05

(-173.44%)

-4.66E-06

(-19.34%)

-6.79E-07

(-3.06%)

Aluminium ingots

B250
DALY -

-2.00E-05

(-85.02%)
-

PVCB250 DALY -
-9.36E-07

(-3.88%)

-1.87E-05

(-84.50%)

Electricityfrom oil

B250
DALY

1.06E-07

(0.53%)

1.25E-07

(0.51%)

1.59E-06

(7.17%)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표 3-53유기물질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 호흡기에 한 향,폐기단계 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processes DALY
-3.34E-03

(-100%)

-6.35E-03

(-100%)

-3.50E-04

(-100%)

RecyclingECCSsteel

B250
DALY

6.09E-03

(182.02%)

8.13E-04

(12.80%)

1.19E-04

(33.82%)

ECCSsteelsheet DALY
-9.44E-03

(-282.30%)

-1.26E-03

(-19.86%)

-1.84E-04

(-52.45%)

Aluminium ingotsB250 DALY -
-6.01E-03

(-19.86%)
-

PVCB250 DALY -
-4.53E-05

(-0.71%)

-9.06E-04

(-258.634%)

PEgranulateavergage DALY -4.02E-05 -2.33E-05 -1.21E-04

표 3-54무기물질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 호흡기에 한 향,폐기단계 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다)무기물질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 호흡기에 한 향 (Resp.inorganics)

표 3-54는 무기물질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 호흡기에 한 향을 나타낸 것이다.세

살균장치 이 환경 향범주에 하여 가장 많은 환경 향을 회수한 살균장치는 오존

살균장치이다.한편,재활용으로 인한 주요한 환경 향 인자는 철을 재활용하는 공정이며

재활용한 철로 철 을 제작함으로써,철 석으로 철 을 제작하는 경우 발생하는 발암물

질에 의한 환경 향을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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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50 (-1.20%) (-0.37%) (34.41%)

Electricityfrom lignite

B250
DALY

1.27E-05

(0.38%)

1.50E-05

(0.24%)

1.91E-04

(54.50%)

Electricityfrom oilB250 DALY
1.60E-05

(0.47%)

1.89E-05

(0.29%)

2.04E-04

(68.38%)

Electricityfrom coal

B250
DALY

1.97E-05

(0.58%)

2.32E-05

(0.36%)

2.95E-04

(84.12%)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processes DALY
-9.82E-03

(-100%)

-4.58E-03

(-100%)

-2.42E-04

(-100%)

RecyclingECCSsteel

B250
DALY

7.07E-03

(71.03%)

9.45E-04

(20.62%)

-4.47E-04

(-184.57%)

ECCSsteelssheet DALY
-1.69E-02

(-171.96%)

-2.26E-03

(-49.22%)

-3.29E-04

(-135.73%)

Aluminium ingotsB250 DALY -
-2.26E-03

(-74.15%)
-

Electricityfrom coal

B250
DALY

1.41E-05

(0.14%)

1.67E-05

(0.36%)

2.12E-04

(87.48%)

Electricityfrom lignite

B250
DALY

8.00E-06

(0.08%)

9.45E-06

(0.20%)

1.20E-04

(49.55%)

Electricityfrom oilB250 DALY
7.35E-06

(0.07%)

8.67E-06

(0.18%)

1.10E-04

(45.48%)

Electricityfrom gas

B250
DALY

4.52E-06

(0.05%)

5.33E-06

(0.11%)

6.78E-03

(27.97%)

HeatdieselB250 DALY
4.74E-07

(0.04%)

5.59E-07

(0.01%)

7.11E-04

(12.02%)

PEgranulateaverage

B250
DALY

-4.13E-05

(-0.42%)

-2.39E-05

(-0.52%)

-1.24E-04

(-51.10%)

PVCB250 DALY - -2.24E-05 -1.07E-02

표 3-55기후변화에 한 향,폐기단계 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라)기후변화(Climatechange)

표 3-55은 기후변화에 한 향을 나타낸 것이다.세 살균장치 이 환경 향범주

에 하여 가장 많은 환경 향을 회수하는 것은 자선 가속 살균장치이다.철 재활용하

는 공정이 주요 환경 향을 발생하는 공정이며,철 재활용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한 환

경 향 감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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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 (-184.57%)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

processes
DALY

-3.91E-06

(-100%)

-5.17E-06

(-100%)

-2.32E-07

(-100%)

RecyclingECCSsteel

B250
DALY

1.67E-06

(42.56%)

2.22E-07

(4.30%)

3.24E-08

(13.95%)

ECCSsteel

sheet
DALY

-5.54E-06

(-141.58%)

-7.40E-07

(-14.30%)

-1.08E-07

(-46.42%)

Aluminium ingots

B250
DALY -

-4.75E-06

(-91.88%)
-

Electricityfrom oil

B250
DALY

2.71E-08

(0.69%)

3.20E-08

(0.61%)

4.06E-07

(174.84%)

HeatdieselB250 DALY
1.69E-09

(0.04%)

1.99E-09

(0.03%)

2.53E-08

(10.90%)

Electricityfrom coal

B250
DALY

1.35E-09

(0.03%)

1.60E-09

(0.03%)

2.03E-08

(8.74%)

PEgranulateaverage

B250
DALY

-6.89E-08

(-1.76%)

-3.99E-08

(-0.77%)

-2.07E-07

(-88.88%)

PVCB250 DALY -
-2.04E-08

(-0.39%)

-4.08E-07

(-175.39%)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표 3-56오존층 괴에 한 향,폐기단계 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마)방사성(Radiation)

과정 향평가 결과 세 살균장치 모두 폐기단계에서 방사성 향범주에 향을 미치는

어떠한 결과도 얻지 못하 다.

(바)오존층 괴(Ozonelayer)

표 3-56은 오존층 괴에 한 향을 나타낸 것이다.세 살균장치 이 환경 향범주

에 하여 가장 많이 환경 향을 회수하는 살균장치는 오존 살균장치이다.한편,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경우,철 재활용 공정이 주요 환경 향을 발생하는 공정이며,철 재활용

으로 인한 오존층 괴에 한 환경 향 감이 매우 크다.

(사)생태독성(Ecotoxicity)

표 3-57는 생태독성에 한 향을 나타낸 것이다.세 살균장치 이 환경 향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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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

processes
PAF*m2yr

-1.02E+03

(-100%)

-4.67E+02

(-100%)

4.91E+01

(100%)

RecyclingECCS

steelB250
PAF*m2yr

8.57E+02

(84.26%)

1.14E+02

(24.49%)

1.67E+01

(33.95%)

ECCSsteelsheet PAF*m2yr
-1.88E+03

(-184.77%)

-2.51E+02

(-53.70%)

-3.66E+01

(-74.45%)

Aluminium ingots

B250
PAF*m2yr -

-3.45E+02

(-73.89%)
-

Electricityfrom

coalB250
PAF*m2yr

3.45E+00

(0.34%)

4.07E+00

(0.87%)

5.18E+01

(105.39%)

Electricityfrom oil

B250
PAF*m2yr

2.22E+00

(0.21%)

2.62E+00

(0.56%)

3.33E+01

(67.74%)

Electricityfrom

ligniteB250
PAF*m2yr

7.29E-0.1

(0.07%)

8.06E-01

(0.18%)

1.09E+01

(22.27%)

Electricityfrom gas

B250
PAF*m2yr

1.71E-01

(0.01%)

2.02E-01

(0.04%)

2.57E+00

(5.23%)

PEgranulate

averageB250
PAF*m2yr

-1.52E+00

(-0.15%)

-8.81E-01

(-0.18%)

-4.55E+00

(-9.27%)

PVCB250 PAF*m2yr -
-1.29E+00

(-0.27%)

-2.58E+01

(-52.61%)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표 3-57생태독성에 한 향,폐기단계 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에 하여 가장 많이 환경 향을 회수하는 것은 자선 가속 살균장치이다.한편,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경우,철 재활용 공정이 주요 환경 향을 발생하는 공정이며,철 재활용

으로 인한 생태독성에 의한 환경 향 감이 매우 크다.

(아)산성화 부 양화(Acidification/Eutrophication)

표 3-58는 산성화 부 양화에 한 향을 나타낸 것이다.세 살균장치 이 환

경 향범주에 하여 가장 많은 환경 향을 회수하는 것은 자선 가속 살균장치이다.철

재활용하는 공정이 주요 환경 향을 발생하는 공정이며,재활용된 철 으로 인한 산성화

부 양화에 한 환경 향 감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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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

processes
PDF*m2yr

-3.21E+02

(-100%)

-2.69E+02

(-100%)

-9.17E+01

(-100%)

RecyclingECCSsteel

B250
PDF*m2yr

5.32E+02

(165.84%)

7.11E+01

(26.43%)

1.04E+01

(11.30%)

ECCSsteelsheet PDF*m2yr
-8.05E+02

(-246.84%)

-1.14E+02

(-42.21%)

-1.66E+01

(-18.05%)

Aluminium ingots

B250
PDF*m2yr -

-2.31E+02

(-85.99%)
-

Electricityfrom coal

B250
PDF*m2yr

1.23E+00

(0.38%)

1.45E+00

(0.53%)

1.84E+01

(20.07%)

Electricityfrom oil

B250
PDF*m2yr

8.44E-01

(0.26%)

9.96E-01

(0.37%)

1.27E+01

(13.81%)

Electricityfrom

ligniteB250
PDF*m2yr

5.42E-01

(0.16%)

6.40E-01

(0.23%)

8.13E+00

(8.86%)

PEgranulateaverage

B250
PDF*m2yr

-6.31E+00

(-1.96%)

-3.66E+00

(-1.36%)

-1.89E+01

(-20.65%)

PVCB250 PDF*m2yr -
-5.67E+00

(-2.10%)

-1.13E+02

(-132.60%)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표 3-58산성화 부 양화에 한 향,폐기단계 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 MJsurplus -1.82E+03 -3.13E+03 -3.57E+01

표 3-59 물 소비로 인한 향,사용단계 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자)토지이용(Landuse)

과정 향평가 결과 세 살균장치 모두 폐기단계에서 방사성 향범주에 향을 미치

는 어떠한 결과도 얻지 못하 다.

(차) 물(Minerals)

표 3-59은 물 소비에 의한 향을 나타낸 것이다.세 살균장치 이 환경 향범주

에 하여 가장 은 환경 향을 나타내는 것은 오존 살균장치이다.한편,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경우,철 재활용으로 인한 물소비에 한 환경 향 감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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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es (-100%) (-100%) (-100%)

ECCSsteelsheet MJsurplus
-1.85E+03

(-101.25%)

-2.47E+02

(-7.87%)

-3.60E+01

(-100.77%)

Aluminium ingots

B250
MJsurplus -

-.2.89E+03

(-92.22%)
-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4) 과정단계 특성화 결과 비교

지 까지 각 과정 단계에 한 특성화 결과를 종합하여 과정 단계에 하여 특

성화 결과를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Impact category Unit E-Beam Ozone 자외선

Carcinogens DALY 1.37E-01 4.50E+01 4.01E+02

Resp.organics DALY 2.73E-03 8.73E-01 7.79E+00

Resp.inorganics DALY 1.08E-00 3.37E+02 3.01E+03

Climatehange DALY 2.08E+00 2.34E+02 2.09E+03

Radiation DALY 1.26E-06 0.00E+00 7.08E-05

Ozonelayer DALY 6.08E-04 1.97E-01 1.76E+00

Ecotoxicity PAF*m2yr 1.41E+05 4.53E+07 4.04E+08

Acidification/

Eutrophication
PDF*m2yr 6.31E+04 1.98E+07 1.76E+08

Landuse PDF*m2yr 2.72E+03 8.51E+02 3.02E+04

Minerals MJsurplus 2.80E+04 3.74E+03 2.54E+04

표 3-60 과정 단계에 한 특성화결과 비교,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표에 따르면 체 10개 항목 8개 항목에서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환경 향이

가장 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래 에 세 가지 살균장치에 해서 각 환경 향 범주별로 미치는 환경 향을 비

교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물(Minerals)에 한 향범주에서는 다른 살균장치보다 큰

환경 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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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processes DALY
1.37E-01

(100%)

4.50E+01

(100%)

4.01E+02

(100%)

Electricityfrom coal

B250
DALY

1.19E-01

(87.35%)

3.85E+01

(85.58%)

3.42E+02

(85.57%)

Electricityfrom oilB250 DALY
7.34E-03

(5.28%)

2.37E+00

(5.27%)

2.10E+01

(5.27%)

Electricityfrom lignite

B250
DALY

7.33E-03

(5.27%)

2.36E+00

(5.25%)

2.10E+01

(5.26%)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표 3-61발암물질에 의한 살균장치의 환경 향,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그림 3-39.세 가지 살균장치의 폐기단계에 한 과정환경 향평가 결과

(SimaProv7.1.4)

(가)발암물질(Carcinogens)

표 3-61에 사용단계에서 각 살균장치들이 발암물질과 련해 환경에 미치는 향을

비교하여 놓았다.가장 환경 향을 게 내는 살균장치는 자선 가속 살균장치이다.주

요한 환경 향 인자는 살균장치를 운용할 때 사용하는 력이다. 력사용에 따른 각 공

정의 비율이 일정한 것을 볼 수 있다.각 살균장치 별 공정별 비율이 유사한 것은 사용단

계의 환경 향이 다른 과정 단계에서 보다 매우 크기 때문이며,따라서 력사용량이

다른 살균장치라 하더라도 력을 구성하는 환경 향의 비율은 력사용량과 상 없이

동일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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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processes DALY
1.08E+00

(100%)

3.37E+02

(100%)

3.01E+03

(100%)

Electricityfrom coal

B250
DALY

4.18E-01

(38.60%)

1.35E+02

(39.95%)

1.20E+03

(39.95%)

Electricityfrom oil DALY 3.40E-01 1.10E+02 9.73E+02

표 3-63무기물질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 호흡기에 한 향,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나)유기물질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 호흡기에 한 향 (Resp.organics)

표 3-62에 따르면 이 범주에서 가장 은 환경 향을 갖는 살균장치는 자선 가속

살균장치이다.가장 환경 향을 게 내는 살균장치는 자선 가속 살균장치이다.주요한

환경 향 인자는 살균장치를 운용할 때 사용하는 력이다.여기서, 력사용에 따른 각

공정의 비율이 일정한 것을 볼 수 있다.각 살균장치 별 공정별 비율이 유사한 것은 사용

단계의 환경 향이 다른 과정 단계에서 보다 매우 크기 때문이며,따라서 력사용량이

다른 살균장치라 하더라도 력을 구성하는 환경 향의 비율은 력사용량과 상 없이

동일할 수 밖에 없다.

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processes DALY
2.73E-03

(100%)

8.73E-01

(100%)

7.79E+00

(100%)

Electricityfrom oil

B250
DALY

2.25E-03

(82.44%)

7.26E-01

(83.16%)

6.48E+00

(83.16%)

Electricityfrom coal

B250
DALY

2.71E-04

(9.94%)

8.76E-02

(10.03%)

7.81E-01

(10.03%)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표 3-62유기물질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 호흡기에 한 향,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다)무기물질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 호흡기에 한 향(Resp.inorganics)

표 3-63는 무기물질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 호흡기에 한 향을 나타낸 것이다.세

살균장치 이 환경 향범주에 하여 가장 은 환경 향을 나타내는 것은 자선 가

속 살균장치이다.주요한 환경 향 인자는 살균장치를 운용할 때 사용하는 력이다.여

기서, 력사용에 따른 각 공정의 비율이 일정한 것을 볼 수 있다.각 살균장치 별 공정

별 비율이 유사한 것은 사용단계의 환경 향이 다른 과정 단계에서 보다 매우 크기 때

문이며,따라서 력사용량이 다른 살균장치라 하더라도 력을 구성하는 환경 향의 비

율은 력사용량과 상 없이 동일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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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50 (31.38%) (32.47%) (32.47%)

Electricityfrom lignite

B250
DALY

2.71E-01

(25.01%)

8.73E+01

(25.88%)

7.75E+02

(25.88%)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processes DALY
2.08E+00

(100%)

2.34E+02

(100%)

2.09E+03

(100%)

E-Beam Use DALY
1.35E+00

(64.85%)
- -

Electricityfrom coal

B250
DALY

3.00E-01

(14.41%)

9.69E+01

(41.34%)

8.64E+02

(41.34%)

Electricityfrom lignite

B250
DALY

1.70E-01

(8.16%)

5.49E+01

(23.42%)

4.89E+02

(23.41%)

Electricityfrom oil

B250
DALY

1.56E-01

(7.49%)

5.04E+01

(21.49%)

4.49E+02

(21.49%)

Electricityfrom gas

B250
DALY

9.60E-02

(4.61%)

3.10E+01

(13.22%)

2.76E+02

(13.21%)

* 목에  경 향이  것.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표 3-64기후변화에 한 향,사용단계 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라)기후변화(Climatechange)

표 3-64은 기후변화에 한 향을 나타낸 것이다.세 살균장치 이 환경 향범주에

하여 가장 은 환경 향을 나타내는 것은 자선 가속 살균장치이다. 자선 가속 살

균장치가 사용단계에서 사용하는 에 지가 이 범주에 한 향의 주요 원인이다.

(마)방사성(Radiation)

표 3-65은 방사성에 의한 환경 향을 나타낸 것이다.세 살균장치 이 환경 향범

주에 하여 가장 은 환경 향을 나타내는 것은 오존 살균장치이다.한편, 자선 가속

살균장치에서 방사성에 미치는 향은 자선 가속 살균장치가 사용하는 에 지를 공

하기 해서 력생산을 한 우라늄 채취와 이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우라늄

이 주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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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processes DALY
6.08E-04

(100%)

1.97E-01

(100%)

1.76E+00

(100%)

Electricityfrom oilB250 DALY
5.76E-04

(94.67%)

1.86E-01

(94.08%)

1.66E+00

(94.08%)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표 3-66오존층 괴에 한 향,사용단계 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Unit E-Beam Ozone 자외선

표 3-67생태독성에 한 향,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processes DALY
1.26E-06

(100%)
-

7.08E-05

(100%)

Nuclearspentfuel,inreprocessing,at

plant/RERU
DALY

7.88E-07

(62.37%)
-

1.96E-08

(0.03%)

Uranium natural,atunderground

mine/RNA U
DALY

3.21E-07

(25.38%)
-

8.29E-09

(0.012%)

Uranium natural,inyellowcake,atmill

plant/RNAU
DALY

8.39E-08

(6.64%)
-

2.17E-09

(0.0031%)

Glasstube,borosilicate,atplant/DES DALY - -
7.08E-05

(99.96%)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표 3-65방사성에 한 향,사용단계 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바)오존층 괴(Ozonelayer)

표 3-66은 오존층 괴에 한 향을 나타낸 것이다.세 살균장치 이 환경 향범

주에 하여 가장 은 환경 향을 나타내는 것은 자선 가속 살균장치이다.주요한 환

경 향 인자는 살균장치를 운용할 때 사용하는 력이다.

(사)생태독성(Ecotoxicity)

표 3-67는 생태독성에 한 향을 나타낸 것이다.세 살균장치 이 환경 향범주

에 하여 가장 은 환경 향을 나타내는 것은 자선 가속 살균장치이다. 자선 가속

살균장치가 생태독성에 미치는 향은 사용단계에서 소모한 에 지에 기인한다. 과정에

서 소모하는 력을 생산하기 해 소비된 석탄,원유와 갈탄이 그 주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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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ofallprocesses PAF*m2yr
1.41E+05

(100%)

4.53E+07

(100%)

4.04E+08

(100%)

Electricityfrom coal

B250
PAF*m2yr

7.34E+04

(52.14%)

2.37E+07

(52.23%)

2.11E+08

(52.23%)

Electricityfrom oilB250 PAF*m2yr
4.72E+04

(33.51%)

1.52E+07

(33.57%)

1.36E+08

(33.57%)

Electricityfrom lignite

B250
PAF*m2yr

1.55E+04

(11.01%)

5.00E+06

(11.03%)

4.46E+07

(11.03%)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processes PDF*m2yr
6.31E+04

(100%)

1.98E+07

(100%)

1.76E+08

(100%)

Electricityfrom coal

B250
PDF*m2yr

2.61E+04

(41.35%)

8.41E+06

(42.60%)

7.51E+07

(42.60%)

Electricityfrom oil

B250
PDF*m2yr

1.80E+04

(28.45%)

5.79E+06

(29.31%)

5.16E+07

(29.31%)

Electricityfrom lignite

B250
PDF*m2yr

1.15E+04

(18.27%)

3.72E+06

(18.82%)

3.32E+07

(18.82%)

Electricityfrom gas

B250
PDF*m2yr

5.22E+03

(8.28%)

1.68E+06

(8.53%)

1.50E+07

(8.53%)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표 3-68산성화 부 양화에 한 향,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processes PDF*m2yr 2.72E+03 8.51E+02 3.02E+04

표 3-69토지이용에 한 향,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아)산성화 부 양화(Acidification/Eutrophication)

표 3-68은 산성화 부 양화에 한 향을 나타낸 것이다.세 살균장치 이 환경

향범주에 하여 가장 은 환경 향을 나타내는 것은 자선 가속 살균장치이다.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사용단계에서 산성화 부 양화에 미치는 향은 력생산을 한 석

탄,원유,가스 갈탄 같은 원료물질 사용에 기인한다.

(자)토지이용(Landuse)

표 3-69은 토지이용에 한 향을 나타낸 것이다.세 살균장치 이 환경 향범주

에 하여 가장 은 환경 향을 나타내는 것은 오존 살균장치이다.한편, 자선 가속

살균장치에서 토지이용에 한 향은 사용단계에서 원료물질 수송 철,구리 등을 가

공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사용한 것이 그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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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 (100%)

BulkcarrierI PDF*m2yr
1.44E+03

(52.78%)

1.64E+02

(19.26%)

1.52E+01

(0.05%)

SteelI PDF*m2yr
5.34E+02

(19.61%)

6.13E+01

(7.20%)

5.70E+00

(0.02%)

CopperI PDF*m2yr
3.38E+02

(12.40%)

1.64E+02

(0.19%)
-

TruckI PDF*m2yr
1.73E+02

(6.35%)

5.78E+00

(0.68%)

1.15E+00

(0.0038%)

ElectricityUCPTE

nuclearI
PDF*m2yr

8.97E+00

(0.33%)

2.92E+02

(34.28%)

3.62E-01

(0.0012%)

Aluminium rec.I PDF*m2yr -
1.23E+02

(14.53%)
-

Glasstube,borosilicate,

atplant/DES
PDF*m2yr - -

2.90E+04

(96.11%)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Unit E-Beam Ozone 자외선

Totalofallprocesses MJsurplus
2.80E+04

(100%)

3.74E+03

(100%)

2.54E+04

(100%)

CopperI MJsurplus
1.83E+04

(65.15%)

8.75E+01

(2.34%)
-

NickelI MJsurplus
5.81E+03

(20.74%)

2.76E+03

(73.79%)

7.69E+02

(3.03%)

Scrap(copper)I MJsurplus
2.67E+03

(9.52%)

1.28E+01

(0.34%)
-

Aluminium

ingotsI
MJsurplus -

2.36E+03

(63.07%)

1.41E+00

(0.0055%)

Scrap MJsurplus 1.26E+03 5.98E+02 1.65E+02

표 3-70 물 소비로 인한 향,사용단계 비교 과정 향평가 결과

(차) 물(Minerals)

표 3-70은 물 소비에 의한 향을 나타낸 것이다.세 살균장치 이 환경 향범주에

하여 가장 은 환경 향을 나타내는 것은 오존 살균장치이다.한편, 자선 살균장치

의 사용단계에서 물 소비에 의한 향은 원료물질로 사용된 구리와 페로니 의 생산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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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inlessst)I (4.50%) (15.97%) (0.65%)

Scrap(alum.)I MJsurplus -
5.56E+02

(14.85%)
-

Ferrochromium I MJsurplus
4.60E+02

(1.64%)

2.18E+02

(5.82%)

6.01E+01

(0.24%)

Glasstube,borosilicate,at

plant/DES
MJsurplus - -

2.43E+04

(95.77%)

*Total에  경 향이  살균장치.

**데이터에  경 향 비 이 높  프 스

다. 과정 결과해석

(1)주요 환경성 이슈 규명

비교 과정평가에서는 주요 환경성 이슈 규명보다는 환경성 비교가 주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개별 살균장치에 한 주요 환경성 이슈 규명은 자선 가속 살균장치만을 상

으로 수행한다.

(가)주요 환경성 이슈:목록 데이터(Inventorydata)

∙ 자선 가속 살균장치 과정의 주요 환경성 목록 데이터는 투입물로는 석탄과 원

유이고,배출물로는 이산화탄소이다(표 3-25참고).석탄과 원유를 주로 소비하며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는 단계는 사용단계이다.

∙ 사용단계에서 사용되는 석탄과 석유는 력생산을 한 원료물질로 사용되며,사용

단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력생산의 결과로 배출되는 배출물이다.

∙ 그 외에 원료물질 취득 제작단계의 주요 환경성 목록 데이터는 Shielding

facility(steel)제작에서 소모되는 용수,철 그리고 석탄이 있다.배출물로는 Secondary

winding,Shieldingfacility(steel),Gassystem제작 공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있

다.(표 3-17참조)

∙ 폐기단계에서 재활용을 해 발 용으로 석탄을 소비하며,재활용 공정을 통하여

석탄,석회석 철 석을 회수한 효과를 얻고,슬래그, 물 폐기물,이산화탄소를 회수

한 효과를 얻는다(표 3-22참조)

(나)주요 환경성 이슈: 향 범주(Impactcategory)

∙ 10개의 향범주 에서 자선 가속 살균장치가 다른 살균장치와 비교하여 가장

큰 환경 향을 갖는 향범주는 물(Minerals)이었다.오존 살균장치보다 약 8배가량 많

은 미네랄을 사용하 으며,자외선 살균장치 보다는 1.1배 많은 미네랄을 사용하 다.

-이는 자선 차폐장치(Shieldingfacility)에 사용된 량의 강철에 기인한다. 자선을

가속하기 한 2 코일이 형화 되어 자선을 차폐하기 한 장치가 형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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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Radiation) 향범주에 해서, 자선 가속 살균장치는 자외선 살균장치 보

다 15배 이상 은 환경 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존 살균장치는 방사성 향범주

에 해서 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선 가속 살균장치는 사용단계에서 재충 하는 SF6라는 물질을 제작하는 과정에

서 방사성 향범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외의 8가지 향범주에 해서는 다른 두 살균장치보다 월등하게 나은 환경 향

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주요 환경성 이슈:개별 공정

∙ 자선 가속 살균장치에서 가장 환경 으로 이슈가 되는 공정은 사용단계의 자선

가속 살균장치 운 공정이다.

∙ 한 Shieldingfacility,secondarywinding,gassystem와 같은 공정은 제작 단계

에서 환경 으로 이슈가 되는 공정이다.

(2) 과정결과 평가

(가)완 성 검

자선 가속 살균장치,자외선 살균장치 오존 살균장치의 완 성 검 결과는 다음

표 3-71,72,73와 같다

연결 상 흐름의 양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된 흐름의양 완 성

4,291kg 4,171kg 97.2%

표 3-71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완 성 검

연결 상 흐름의 양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된 흐름의양 완 성

1,161kg 1,152kg 99.2%

표 3-72자외선 살균장치의 완 성 검

연결 상 흐름의 양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된 흐름의양 완 성

5,525kg 5,525kg 100%

표 3-73오존 살균장치의 완 성 검

자선 가속 살균장치,자외선 살균장치의 완 성 검 결과 각각의 개별 데이터로서는

완 성에 문제가 없다.본 과정평가는 세 가지의 살균장치간의 환경 향 비교이다.따

라서 개별기 으로서는 데이터 완 성에 문제가 없지만,완 성 결과 세 살균장치 간 데

이터베이스 연결 흐름이 약 2∼3%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가결과의 정확성을 감소시

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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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은 과정 향평가 결과에 따른 기여도를 산출하고 이를 기 데이터 수

집시의 비율과 비교하여 요한 공정들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기여도 분석을 먼

수행한 후,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비교 과정평가이므로 주요 환경성 이슈를 규명하기 한 기여도

민감도 분석은 자선 가속 살균장치만을 상으로 수행한다. 한 자선 가속 살균장치

의 사용단계와 폐기단계는 공정 숫자가 으므로 민감도나 기여도 분석이 무의미하다.따

라서 민감도 분석은 자선 가속 살균장치의 원료물질 취득 제작 공정에 하여서만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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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여도 분석

㉮ 각 향범주에 따른 자선 가속 살균장치 제작 공정별 기여도 분석

표 3-74각 향범주에 따른 자선 가속 살균장치 제작 공정별 기여도 분석

Impact

category
Unit Total

Acceleratin

gtube

Cylinder

magneto

guide

Disk

magneto

guide

Extraction

system
Ironpump

Primary

winding

Screening

ring

Secondary

winding

Shielding

facility

(steel)

Water

distributor

Gas

system

Carcinogens DALY 1.44E-04 3.76E-07 1.32E-06 8.37E-07 8.85E-07 3.58E-07 6.53E-08 1.94E-08 1.04E-06 1.28E-04 8.85E-08 1.07E-05

Resp.organics DALY 4.35E-05 1.18E-07 3.83E-07 6.25E-07 2.78E-07 1.82E-07 3.54E-07 4.72E-08 9.36E-07 3.72E-05 2.78E-08 3.35E-06

Resp.

inorganics
DALY 3.90E-02 4.59E-04 8.09E-05 5.55E-05 1.08E-03 4.99E-04 1.34E-03 1.58E-03 1.29E-02 7.86E-03 1.08E-04 1.30E-02

Climatechange DALY 8.76E-03 6.26E-05 5.67E-05 4.15E-05 1.47E-04 1.49E-04 8.66E-05 9.02E-05 8.30E-04 5.51E-03 1.47E-05 1.77E-03

Radiation DALY 1.44E-09 0.00E+00 0.00E+00 1.44E-09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Ozonelayer DALY 9.68E-08 3.80E-10 8.40E-10 7.83E-10 8.95E-10 3.62E-10 5.13E-11 1.78E-11 1.03E-09 8.15E-08 8.95E-11 1.08E-08

Ecotoxicity
PAF*m

2yr
1.24E+03 2.18E+00 1.17E+01 6.76E+00 5.12E+00 2.34E+00 3.76E-01 2.00E-01 6.63E+00 1.14E+03 5.12E-01 6.17E+01

Acidification/

Eutrophication

PDF*m

2yr
2.14E+03 1.66E+01 1.08E+01 1.02E+01 3.90E+01 2.27E+01 4.59E+01 5.05E+01 4.20E+02 1.05E+03 3.90E+00 4.69E+02

Landuse
PDF*m

2yr
2.71E+03 5.32E+00 2.01E+01 1.32E+01 1.25E+01 5.72E+00 4.81E+01 5.69E+01 4.40E+02 1.95E+03 1.25E+00 1.51E+02

Minerals
MJ

surplus
2.98E+04 2.16E+02 1.25E+01 7.24E+00 5.09E+02 2.03E+02 1.86E+03 2.25E+03 1.74E+04 1.22E+03 5.09E+01 6.12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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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0.각 향범주에 따른 자선 가속 살균장치 제작 공정의 기여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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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3-74과 그림 3-40을 통하여 주요 기여도를 갖는 공정을 악하 다.각 범주

별 주요 공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Shieldingfacility

∙ Gassystem

∙ Diskmagnetoguide

∙ Secondarywinding

㉯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을 해서는 기 기여도 분석이 필요하다.여기서는 기 량을 기 으

로 제품에 한 기여도 분석을 수행하 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나타내었다.

Part list % Wt

Accelerating tube 0.28

Screeningring 0.2

Primary winding 0.55

Secondary winding 2.26

Disk Magnetoguide 0.67

Cyl.Magnetoguide 0.88

Extraction system 0.67

IonPump 0.70

Water distributor 0.07

Gassystem 8.02

Shieldingfacility(steel) 85.71

표 3-75 기 량기 기여도 분석.

그리고 각 향범주별 민감도 분석결과를 아래와 같이 나타내었다.

% weight %LCIAcontributor Sensitivity(%)

Shieldingfacility(steel) 85.71 89.13 103.99

Gassystem 8.02 7.4 92.27

Secondary winding 2.26 0.72 31.86

Cylinder magnetoguide 0.88 0.92 104.55

표 3-76Carcinogen 향범주에 한 민감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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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ight %LCIAcontributor Sensitivity(%)

Shieldingfacility(steel) 85.71 85.5 99.75

Gassystem 8.02 7.701 96.02

Secondary winding 2.26 2.15 95.13

Disk magnetoguide 0.67 1.44 214.93

표 3-77Resp.organics 향범주에 한 민감도 분석 결과

　 % weight %LCIAcontributor Sensitivity(%)

Shielding facility(steel) 85.71 20.17 23.53

Gassystem 8.02 33.35 415.84

Secondary winding 2.26 33.14 1466.37

Disk magnetoguide 0.67 0.14 20.90

표 3-78 Resp.inorganics 향범주에 한 민감도 분석 결과

% weight %LCIA contributor Sensitivity (%)

Shielding facility (steel) 85.71 62.89 73.38 

Gas system 8.02 20.23 252.24 

Secondary  winding 2.26 9.48 419.47 

Disk  magnetoguide 0.67 0.47 70.15 

표 3-79Climate change 향범주에 한 민감도 분석 결과

% weight %LCIA contributor Sensitivity (%)

Shielding facility (steel) 85.71 0 0.00 

Gas system 8.02 0 0.00 

Secondary  winding 2.26 0 0.00 

Disk  magnetoguide 0.67 100 14925.37 

표 3-80Radiation 향범주에 한 민감도 분석 결과

% weight %LCIA contributor Sensitivity (%)

Shielding facility (steel) 85.71 84.27 98.32 

Gas system 8.02 11.13 138.78 

Secondary  winding 2.26 1.06 46.90 

Disk  magnetoguide 0.67 0.81 120.90 

표 3-81Ozonelayer 향범주에 한 민감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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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ight %LCIA contributor Sensitivity (%)

Shielding facility (steel) 85.71 92.11 107.47 

Gas system 8.02 4.99 62.22 

Secondary  winding 2.26 0.54 23.89 

Disk  magnetoguide 0.67 0.55 82.09 

표 3-82Ecotoxicity 향범주에 한 민감도 분석 결과

% weight %LCIA contributor Sensitivity (%)

Shielding facility (steel) 85.71 49.11 57.30 

Gas system 8.02 21.92 273.32 

Secondary  winding 2.26 19.64 869.03 

Disk  magnetoguide 0.67 0.48 71.64 

표 3-83Acidification/Eutrophication 향범주에 한 민감도 분석 결과

% weight %LCIA contributor Sensitivity (%)

Shielding facility (steel) 85.71 72.13 84.16 

Gas system 8.02 5.57 69.45 

Secondary  winding 2.26 16.27 719.91 

Disk  magnetoguide 0.67 0.49 73.13 

표 3-84Landuse 향범주에 한 민감도 분석 결과

% weight %LCIAcontributor Sensitivity(%)

Shieldingfacility(steel) 85.71 4.08 4.76

Gassystem 8.02 20.55 256.23

Secondary winding 2.26 58.24 2576.99

Disk magnetoguide 0.67 0.02 2.99

표 3-85Minerals 향범주에 한 민감도 분석 결과

(다)일 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품질요건,데이터 수집방법,데이터 계산방법 등 근방법론의

일 성을 추구함으로써 체 연구결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해서 노력했다.

① 데이터 품질요건 :시간 범 를 설정하는데 있어 최신의 데이터를 용하도록

노력하 다.

② 데이터 수집방법 :일 된 데이터 수집 계산을 하여 데이터 수집 문서화

양식을 일 되게 용하 다.추가 데이터 수집에 한 방법

론도 모든 수집 데이터에 해서 일 되게 용하 다.데이

터베이스 활용 시 시간 ,공간 ,기술 범 를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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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데이터 출처 :우선 으로 장데이터를 활용하고, 장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일반데이터를 용하 다.데이터베이스를 용함에

있어서는 Eco-invent등의 데이터를 이용하 다.

4.연구 결론

가.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자선 가속 살균장치는 자외선 살균장치 오존 살균장치와의 과정에 걸친 환경

성 비교를 통하여 발암물질,유기물에 의한 호흡기 향,무기물에 의한 호흡기 향,기

후변화,오존층 괴,생태독성,산성화/부 양화 등 7가지 향범주에서 우수한 환경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 특히,세 장치 모두 사용단계가 길고 기 시설투자가 큰 공통 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선 가속기는 살균효율이 뛰어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으로 은 력소모량을 보인다.따라서 환경에 미치는 향이 큰 력소모에 의한 환경

향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선 가속 살균장치가 기존 살균장치에 비해서 환경성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한다.

-유기물질에 의해 인체호흡기에 미치는 향에 해서 Secondarywinding Gas

system에서 사용한 철 원유사용,에 지 사용 그리고 수송에 의한 향

-방사성에 해서 Diskmagnetoguide제작에서 사용되는 셀룰로스 섬유공정에서 발

생하는 방사성 환경 향.단,결과값은 다른 DALY값을 갖는 환경 향범주들과 비교하

을 때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은 값.

-산성화/부 양화에 해서 Shieldingfacility(steel)에 의한 구리와 니 생산공정에서

의 향

- 물소비에 해서 Secondarywinding에서 구리와 니 생산에 의한 향

등은 자선 가속 살균장치가 기존 살균장치에 비해서 큰 환경 향을 갖는 향 범주별

주요 요인들이다.

∙ 이 연구를 수행하는 도 추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 다.

-각 장치를 설치하고 동일한 기능(1일 100,000㎥처리,95.4% 살균효율)을 수행할 경우

자선 가속 살균장치는 자외선 살균장치와 오존 살균장치에 비해서 각각 2,700배,320배

은 력소모량으로 기능수행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 사용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할 경우 자외선 살균장치와 오존살균 장치에 비해서 각

각 2.9E+09배,3.2E+08배 게 력을 소모함을 확인하 다.

나.한계

∙ 이 연구의 결과는 국내에 LCI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아서,국외 LCI데이터 베

이스를 사용하 다.따라서 국내의 환경 향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그러나,외국의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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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DB를 사용하 고, 자선 살균장치의 주요부품,자외선 살균장치의 자외선 램 등

이 수입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그로 인한 차이는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 이 연구를 보다 더 정 하게 수행할 수는 있으나,이를 해서는 각 부품 제작공정에

한 LCIDB구축이 선행 되어야 한다.

∙ 이 연구에 사용된 살균효율 측정 자료는 실측자료( 자선 가속 살균장치)와 실험실

pilotscale측정자료(자외선 살균장치,오존 살균장치)를 사용하 다.

다.권고사항

∙ 일부 환경 향 범주에서 기타 살균장치에 비해서 자선 가속 살균장치가 비교 좋

지 않은 환경성을 갖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한다.

-Secondarywinding Gassystem공정에서 재활용한 철강제품 사용이 가능한지 검

토하고,제작 과정에서 에 지를 감할 방안을 고려할 것

-Shieldingfacility(steel)와 Secodarywinding제작공정에 재활용 구리 니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지 검토할 것

∙ 이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자선 가속 살균장치는 기타 하수처리장 살균장치에 비교하

여 환경성이 우수함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 다.

-실험실 조건에서 측정한 사용단계 데이터를 실제데이터로 측정하여 LCA를 수행할 것

을 권고한다.

-이 결과로 미루어 자선 가속 살균장치는 기능(살균효율),비용( 력요 ),환경성(비

교 과정평가 결과)에 있어서 우수한 살균장치임을 보 다.이 자료를 이해 계자(하수처

리장 발주처)들에게 정보 달 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제 3 .방사선이용 이용 유기독성물질 처리기술개발

1.연구 개요

수 에는 의약품과 농약성분과 같은 다양한 난분해성 독성유기물질이 존재한다.그 ,

항생제는 인간과 동물의 의약품으로써 범 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특히,동물 항생제

는 질병에 한 방과 치료,성장 진제 등 다양한 용도로써 항생제가 사용되고 있다.

항생제의 오․남용과 만기된 의약품의 부 한 폐기,인간과 동물의 배설물 등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 유입이 된다.환경에 유입된 항생제는 하수처리장,지표수,그리고 지하수

등에 μg/L에서 ng/L의 농도로 검출되어진다.환경에서의 항생제 존재는 항생제 내성 병

원체의 발달을 야기하고,인간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래할 수 있다 (Diaz-Cruzetal.,

2003;Brownetal.,2006).반면,농약성분으로써 Alachlor와 Methomyl은 농업생산성 증

를 해 농업분야에서 제 제 병해충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여 식량의 안정 공

증산,품질유지와 생산비 감 등을 한 필수 불가결한 화학물질로 사용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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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으로 독성유기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부 할 사용 리 시 환경오염과 건강

해성의 문제 이 우려된다.농약은 생물이나 환경으로 유입되어 일부는 화학 ,생물학 ,

화학 으로 분해되어 손실되는 반면 일부는 토양,지하수 지표수 등에 μg/L의 소량

의 농도로 범 한 지역에 환경오염을 발생시켰다.이러한 농약성분은 환경 생태계에 잔

류하여 토양,물,작물 등에 흡수,축 을 통하여 잔류하게 되어 생물의 농축과정으로 인

체에 향을 주며,이러한 성분이 인간에 독되면 불안,정신착란,운동실조 혼수 등

추신경계통과 여성에게 불임과 같은 증상을 래한다 (Ballesteros-Martinetal.,2008).

이러한 많은 문제 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환경에 농도로 존재하는 난분해성

독성유기물질 제거를 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지고 있다.

Gartiseretal.(2007)는 생물학 처리에 의한 Amoxicillin제거를 평가하 다.28일

동안 11∼63%의 Amoxicillin분해가 찰되었고,총유기탄소는 14∼24%의 제거를 보

다. 한,Zhangetal.(2006)은 한외여과 (UltraFiltration),역삼투 (ReverseOsmosis)와

분말활성탄소 (PowderedActivatedCarbons)를 혼합한 물리 처리를 연구하 다.물리

처리결과 RO,UF-RO,PACs-UF-RO 공정에 의한 Tetracycline은 35% ~88%의 제

거효율을 보 다.총유기탄소와 화학 산소요구량 (ChemicalOxygenDemand)제거는 각

각 3200,8000mg/L에서 56,98mg/L로 보고되었다.농약 성분 한 항생제처럼 생물학

물리학 처리에 의해 완 한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근에 난분해성 유기화합물의 제거를 한 합한 안책으로서 고 산화공정

(AdvancedOxidationProcesses)에 한 많은 심을 갖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O

H․라디칼과 같은 자유 라디칼의 산화반응을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고 산화공정은

오존처리 (Ozonation),펜톤 공정 (Fenton processes),포토-펜톤 공정 (Photo-Fenton

processes) 매 (Photocatalysis)등이 포함된다 (Arslan-Alaton and Dogruel,

2004).이러한 고 산화공정은 오염물질을 90% 이상 제거하는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으

나,오염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 (by-product)을 생성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지 껏 연구에서 보듯이 완 한 난분해성 독성유기물질 분해와 총유기탄소 (Total

OrganicCarbon)제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산화공정 (AOPs)은 항생제 농약

성분과 같은 난분해성 독성유기화합물을 90%이상 제거가 가능하지만,다른 잠재 오염

물인 부산물이 발생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고 산화공정의 기술로써 감마선이나

자선 등의 방사선을 이용한 기술은 다양한 제거 공정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효과

인 처리 기술로써 상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감마선이나 자선 등의 방사선을 이용하여 항생제 농약성분으로

써 Alachlor와 Methomyl의 난분해성 독성유기물질 제거를 연구하 다. 한,N2O,O2

N2radicalscavengergases첨가물에 의한 다양한 항생제와 농약성분의 분해 총유기

탄소 (TOC)제거효율을 연구하 다.산화 매제로써 Na2S2O8의 사용에 따른 농약성분의

총유기탄소 제거효율을 비교하 다. 한,J시 하수 처리장 방류수를 원수로 하여 항생제

의 감마선 분해에 한 inhibition 향을 연구하 다. 한,Cl-,NO2
-,NO3

-,SO4
2-

PO4
3-
의 무기이온 첨가물에 의한 Oxytetracycline의 분해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고,

감마선에 의한 항생제와 농약성분의 생분해 효과에 하여 조사하 다.마지막으로 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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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 의해 항생제 분해에 있어 가장 합한 분해모델을 찾고자 하 다.

2.연구방법 내용

가.시약 시료 채취

실험에 필요한 항생제 시약 (Amoxicillin, Sulfamethazine, Sulfamethoxazole,

Tetracycline, Oxytetracycline, Lincomycin Cephradine)과 농약성분 (Alachlor,

Methomyl)은 각각 Sigma-Aldrich,Co.(StLouis,MO,USA)와 SupelcoCo.(Bellefonte,

PA, USA)로부터 구입되었다. NaCl, NaNO3, NaSO4, Na2PO4 Na2S2O8은

Sigma-Aldrich,Co.로부터 그리고 NaNO2는 JunseiChemicalCo.(Japan)로부터 구입되

었다.실험을 한 시료는 J시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를 채취하 고,채취한 시료는 실

험 까지 냉장 보 하 으며,실험은 1일 내로 실시하 다.

나.Radicalscavengergases첨가 실험

항생제 30mg/L수용액과 Alachlor10mg/L수용액을 4L를 비하여 bottle4병에 1

L씩 나 어 담는다.Radicalscavenger실험을 해 고순도 (99.9%)의 N2O,O2, N2가

스를 방사선조사 에 각 bottle에 30분 동안 포화시킨다.나머지 1 L는 기상태

(atmospheric)에 놓아둔다. 기상태와 N2O,O2, N2로 포화된 수용액은 50mLtube에

공간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옮겨 담는다. 기상태와 N2O,O2, N2로 포화된 수용액은 0.2

kGy부터 100kGy까지의 선량으로 조사되었다.모든 실험은 20∼ 25℃에서 실시되었다.

다.산화 매제 (Na2S2O8)첨가 실험

Na2S2O8 1M stocksolution을 미리 제조하고 비된 10mg/LAlachlor수용액에 1

M Na2S2O8 stocksolution을 희석하여 0.01mM에서 5.0mM의 기농도로 맞추었다.

Na2S2O8 용액과 혼합된 Alachlor수용액을 15mLtube에 옮겨 담은 후 10kGy까지의

흡수선량으로 조사되었다.

라.방류수내 유기물질의 향 무기이온 첨가 실험

항생제 30mg/L의 농도로 증류수와 방류수의 비율을 100:0,75:25,50:50,25:75,0:100

의 비율로 각 1L씩 비한다.각 비율별로 비된 30mg/L의 항생제 수용액은 50mL

tube에 공간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옮겨 담는다.증류수와 방류수의 비율을 달리한 30

mg/L항생제 수용액은 0.2kGy부터 100kGy까지의 선량으로 조사되었다. 한 무기이

온,Cl-,NO2
-,NO3

-,SO4
2- PO4

3-은 농도를 달리하여 30mg/L항생제와 함께 증류수

에 녹여 다양한 선량으로 조사되었다.모든 실험은 20∼25℃에서 실시되었다.

마.생분해도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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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물질 칼럼
UV 장

(nm)
MobilePhase

Amoxicillin
Phenomenex

Luna5uC8(2)100A
230 25mM KH2PO4/Methanol(95:5)

Cephradine PolarRP 254
20mM Ammonium formatepH3.5/

Methanol(65:35)

Sulfamethazine

Sulfamethoxazole
OnyxMonolithicC18 355

0.1% FormicAcidinwater/

0.1% FormicAcidinAcetonitrile(60:40)

Tetracycline

Oxytetracycline

Phenomenex

Luna5uC8(2)100A
355

0.01M OxalicAcid/Methanol/Acetonitrile

(72:8:20)

(1).BOD분석

생분해도 실험을 해서 비된 30mg/L의 항생제 수용액과 10mg/L의 농약성분은

500ml의 시험병에 옮겨 담은 후 0kGy부터 2kGy까지의 선량으로 조사되었다.Closed

BottleTest를 해서 종균 조군(inocolum blank)1개,시험물질군 4개,시험물질

조군 1개로 500ml시험병에 BODmeter에 장치하여 BODincubator에 넣고 22℃에서 28

일 동안 교반하 다.생분해도 실험은 OECD 301D 지침서에 의하여 수행하 으며.실험

물질의 생분해도를 평가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BOD(BiochemicalOxygenDemand)

를 측정하 다.독일 WTW사에 제조한 System OxiTop
®
control(Model:OxiTop

®

AN12)으로 OxiTopcontrolhead와 controller에 의하여 생물학 산소요구량을 28일 동

안 하루에 한 번씩 측정하 다.

나. 종원 (inoculum)

종원은 정읍하수처리장으로부터 확보한 활성오니를 최소배지로 세척한 후 4000

rpm,10분 동안 원심분리하 다.NB(NutrientBrooth)배지에서 종원을 넣고 30℃에서

1일간 배양한 후 콜로니수가 10
7
∼10

8
CFU/L이 되도록 세척 후 희석하여 사용하 다.

다.최소배지 (mineralmedia)조성

생분해도 시험을 한 최소배지의 조성은 다음과 같다.(a)Potassium dihydrogen

orthophosphate(KH2PO4)8.50g/L,(b)Calcium chloride,anhydrous(CaCl2),27.50g/L,

(c)Magnesium sulphateheptahydrate(MgS04․7H20),22.50g/L,(d)Iron(III)chloride

hexahydrate(FeCl3․6H20), 0.25g/L의 stocksolution을 제조하여 (a)10ml,(b),(c)와

(d)는 각각 1ml/L씩 시험용기에 넣고,분석시료를 유일 탄소원으로 하여 배양 실험을 하

다.

바.시료 분석

방사선조사 후,수용액의 항생제 농도분석을 하여 HPLC(HighPerformanceLiquid

Chromatography,Agilent1200Series,USA)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그 밖에 분석조건

은 <표 3-86>에 나타내었다.

표 3-86HPLC분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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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41.감마선 조사에 의한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분해

Lincomycin Zorbaxsb-C18 210
1mM Ammonium formate:Acetonitrile

(60:40)

Alachor

Methomyl
DiscoveryC18 230 Acetonitrile/Water(60:40)

분석한 항생제 농약성분의 유량은 1.0mL/min,시료 주입량은 50μL로 동일했다.

단,Sulfamethazine은 유량이 0.6mL/min,그리고 Lincomycin은 유량 0.7mL/min과 시

료 주입량 75μL로 분석하 다.항생제 수용액 농약성분의 총유기탄소 (TOC)측정을

하여 ShimadzuTOC-VCSN analyzer(ShimadzuCo.,Japan)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

한 무기 이온의 농도변화를 측정하기 하여 IC (IonChromatography,DionexICS

2000,USA)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3.연구 결과 고찰

가.감마선조사에 의한 난분해성 유기물질 분해

기상태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한 다양한 항생제 (30mg/L)와 농약성분 Alachlor와

Methomyl(10mg/L)의 분해를 연구하 다.조사된 수용성 항생제는 각각 최 4kGy의

흡수선량에서 완 한 제거를 보여주었다. Amoxicillin, Sulfamethazine 그리고

Sulfamethoxazole은 4kGy에서 완 한 제거를 보 고,Tetracycline,Oxytetracycline그

리고 Lincomycin은 2kGy의 흡수선량에서 완 한 제거를 달성하 다 (그림 3-41). 한

농약성분인 Alachlor는 500Gy의 흡수선량에서 Methomyl은 1500Gy의 흡수선량에서 완

하게 제거 되었다.물 분자는 방사선분해에 의하여 •OH,eaq
-,•H,H2,H2O2,그리고

H
+
등의 종이 생성된다.특히,•OH라디칼은 강한 산화 종으로 오염물질을 분해하는데

가장 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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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Radicalscavenger효과

(1).Radicalscavengergases에 의한 난분해성 오염물질의 분해효과

그림 3-42는 N2O,O2 그리고 N2 가스로 포화된 항생제 수용액 (Amoxicillin,

Sulfamethazine,Sulfamethoxazole,Tetracycline,Oxytetracycline Lincomycin)과 농약

성분 (Alachlor와 Methomyl)의 radicalscavenger효과를 보여주고 있다.N2O가스로 포

화된 Amoxicillin, Sulfamethazine, Sulfamethoxazole, Tetracycline 그리고

Oxytetracycline수용액은 2kGy선량에서 완 한 제거를 보 으며,Lincomycin의 수용

액은 1kGy에서 완 한 제거가 이루어졌다.O2가스로 포화된 항생제 수용액은 1-4kGy

의 흡수선량에서 완 한 제거를 보 다.반면,N2 가스로 포화된 Amoxicillin과

Tetracycline은 2kGy,Sulfamethazine은 8kGy,Sulfamethoxazole과 Oxytetracycline은

4kGy그리고 Lincomycin수용액은 6kGy에서 완 한 분해를 보 다.N2O가스로 포화

된 Alachlor는 300Gy의 흡수선량에서 완 한 제거를 보인 반면,O2그리고 N2가스로

포화된 수용액에서는 500Gy에서 완 한 제거가 이루어 졌다.Methomyl은 atmospheric,

O2그리고 N2O 수용액의 400Gy흡수선량에서 각각 66.3,54.7 73.6%의 제거 효율을

보 다.이는 N2O와 O2 가스에 비해 가장 낮은 제거효율을 보 다.이는 water

radiolysis로부터 생성된 수용성 자 (eaq
-
)와 N2O가스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OH라디

칼의 강한 산화작용에 의해 항생제 분해가 진됨을 설명할 수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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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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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다양한 조건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한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분해

a)Amoxicillin,b)Sulfamethazine,c)Sulfamethoxazole,d)Tetracycline,

e)Oxytetracycline,f)Lincomycin,g)Alachlor,h)Methom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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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Radicalscavengergases에 의한 TOC제거효과

그림 3-43은 서로 다른 4가지 조건 (Atmospheric,N2O,O2,N2)에서 radical

scavenger에 의한 TOC 제거효율을 비교하 다.Sulfamethazine을 제외한 N2O 가스로

포화된 항생제 수용액에서 가장 높은 제거효율 (약 91∼99%)을 보 으며,

Sulfamethazine의 경우는 가장 낮은 76%의 제거효율을 보 다.반면,N2가스에 의해 포

화되었을 때 약 16∼ 25%의 낮은 제거효율을 보 다. 한,Alachlor수용액은 20kGy

의 흡수선량에서 87%의 제거 효율을 보 으며, 기상태와 O2로 포화된 수용액은 20

kGy의 선량에서 각각 48%와 70%의 총유기탄소 제거 효율을 보 다.다양한 항생제 수

용액에서의 총유기탄소는 N2O>O2> 기상태 >N2의 순서로 제거효율을 보 다 (그

림.3-42).총유기탄소 제거효율 향상은 N2O O2가스와 eaq
- 과 ․H의 반응으로부터

생성되어진 산화라디칼 (․OH,O2․
-그리고 HO2․)에 의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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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Radicalscavengergases사용에 의한 TOC제거 효율

a)Amoxicillin,b)Sulfamethazine,c)Sulfamethoxazole,d)Tetracycline,

e)Oxytetracycline,f)Lincomycin,g)Alachlor

a) b)

그림 3-44.Na2S2O8첨가에 의한 Alachlor의 분해효율

(3).Na2S2O8첨가에 의한 Alachlor분해 향

그림 3-44는 Na2S2O8의 기농도를 달리하여 Alachlor분해와 TOC제거 효율을 조사

하 다.그림 3-44a)는 10mg/L의 Alachlor수용액에 Na2S2O8의 기농도를 0.01mM에

서 0.1mM 범 로 달리하여 감마선 조사한 결과이다.그 결과 Na2S2O8의 기농도가 증

가할수록 Alachlor의 제거효율도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다.반면,Na2S2O8의 농도가 일정

한 농도에 도달하면 Alachlor의 제거효율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실험결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44b)는 Alachlor의 TOC제거효율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3-44b)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kGy의 흡수선량에서 Na2S2O8의 기농도가 0.1,0.3,0.5,1.0mM일때 Alachlor

의 제거효율은 각각 50,70,76, 90%를 보 다.

다.방류수내 유기물질 향

하수처리장 방류수내 유기물질이 항생제 분해효율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증류

수와 하수처리장 방류수 비율 (100:0,75:25,50:50,25:75 0:100)에 따른 항생제 분해효

과에 한 실험결과를 그림 3-45에 나타내었다.하수처리장 방류수 비율이 증가 할수록

항생제 수용액의 분해효율은 낮아짐이 찰되었다. 방류수 비율이 100%에서

Sulfamethazine과 Lincomycin은 각각 10kGy와 6kGy에서 완 한 제거가 찰되어진다.

반면,Tetracycline은 하수처리장 방류수비율이 100%의 경우 10kGy에서 99.9%의 제거

가 찰되었다.Sulfamethoxazole은 20kGy의 흡수선량에서 99.9%의 제거가 찰되었다.

방류수비율이 증가할수록 항생제의 분해 효율이 하되는 요인으로 하수처리장 방류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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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45.하수처리장 방류수 비율에 따른 항생제 분해효율

a)Sulfamethazine,b)Sulfamethoxazole,c)Tetracycline그리고 d)Lincomycin

에서의 유기물질과 항생제와의 ․OH라디칼에 한 경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라.무기이온 첨가에 의한 향

(1).무기이온 첨가에 의한 항생제 분해 향

하수처리장에서 많이 검출되는 Cl
-
,NO2

-
,NO3

-
,SO4

2-
PO4

3-
와 같은 무기이온이 방

사선 처리 시 항생제 분해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하여 무기이온의 농도를 달리하

여 실험하 다.그림 3-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mg/L의 Oxytetracycline은 3kGy의

조사선량에서 99.99% 이상의 제거 효율을 보 다.무기이온 첨가에 의한 실험결과 Cl
-
,

SO4
2-

PO4
3-
는 Oxytetracycline의 분해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았다.반면,NO2

-
와

NO3
- 이온은 기 농도가 증가 할수록 Oxytetracycline의 분해 효율이 하되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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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특히,NO2
-
이온은 1kGy에서 기 농도가 0.07,0.33 0.67mM로 증가 할수

록 Oxytetracycline의 분해 효율이 각각 86,50 37%로 하게 낮아지는 결과를 보

다.이는 NO2
-
와 NO3

-
이온이 •OH과 eaq

-
의 scavenger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6.무기이온에 의한 Oxytetracycline의 방사선 분해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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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무기이온 첨가에 의한 TOC제거효과

그림 3-47은 무기이온의 기농도를 0.06에서 0.73mM의 범 로 달리 하 을 때

Oxytetracycline의 TOC 제거효율을 비교하 다.그 결과 Oxytetracycline은 5kGy에서

10%의 무기화를 보 으며, Cl-, NO2
-, NO3

-, SO4
2- PO4

3-의 무기이온은

Oxytetracycline의 무기화에 큰 향을 주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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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무기이온에 의한 Oxytetracycline의 TOC

(3).감마선 조사에 의한 무기이온의 농도 변화

감마선 조사 후 Cl-,NO2
-,NO3

-,SO4
2- PO4

3-의 무기이온의 농도 변화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Cl
-
,SO4

2-
PO4

3-
의 무기이온의 경우 감마선 조사 과 후의 농도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반면,NO2
-
와 NO3

-
의 경우 조사선량이 증가 할수록 농도 감소가 이

루어짐을 찰 할 수 있다.특히,그림 3-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NO2
-와 NO3

-이온은 감

마선 조사 증가와 함께 활발한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 각각 NO3
-는 NO2

-로 그리고

NO2
-
는 NO3

-
이온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이는 감마선 조사와 함께 ․OH eaq

-
과

같은 라디칼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으로 설명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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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감마선 조사 후 무기이온의 농도 변화

분석 항목 측정값

pH 6.89～ 7.1

총용존고형물 (TDS) 486.67～ 653.33(mg/L)

마.실 폐수에 의한 항생제의 방사선 분해

J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원수로 하여 항생제의 방사선 분해효율에 미치는 향인자를

알아보기 하여 연구하 다.표 3-87는 J시 하수처리장의 화학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3-87의 J시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화학 특성을 참고하여 실 폐수에서 항생제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인자를 조사하 다.그림 3-49는 하수처리장 방류수와 증류를

100:0,75:25,50:50,25:75그리고 0:100의 비율로 달리하여 30mg/L의 Oxytetracycline의

분해를 나타내었다.

표 3-87J시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화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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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 76.97～ 88.26(mg/L)

NO2
- 3.21～ 4.63(mg/L)

NO3
- 2.22～ 10.7(mg/L)

SO4
2-

113.36～ 180.71(mg/L)

PO4
3-

1.49～ 3.87(mg/L)

총유기탄소함량(TOC) 13.49～ 16.04(mg/L)

0.0

0.2

0.4

0.6

0.8

1.0

0 0.5 1 1.5 2 2.5 3

Dose (kGy)

C
/C

o

OTC 30 mg/L + DW (100) : Effluent (0)

OTC 30 mg/L + DW (75) : Effluent (25)

OTC 30 mg/L + DW (50) : Effluent (50)

OTC 30 mg/L + DW (25) : Effluent (75) 

OTC 30 mg/L + DW (0) : Effluent (100)

그림 3-49.하수처리장 유출수와 증류수의 비율에 따른 Oxytetracycline의 방사선분해

항생제는 증류수와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비율이 100:0>75:25>50:50>25:75>0:100

의 순으로 분해되었다.그림 3-50은 Nitrite와 Nitrate이온의 농도를 달리하여 방류수안

의 항생제의 분해효과에 한 결과이다.그 결과 Nitrite0.1mM에서 1mM 농도까지는

방류수안의 Oxytetracycline의 제거효율이 향상된 후 5mM 농도부터는 다시 inhibition

됨을 보여주고 있다.반면,Nitrate의 기농도를 30mM까지 주입하여 감마선 조사 하

을 때 Oxytetracycline의 제거효율은 향상됨을 연구결과 나타내었다.그림 3-51은 Nitrite

와 Nitrate의 1:1의 같은 농도비율로 농도를 50 mM까지 높여 방류수안에

Oxytetracycline의 분해 효율을 조사하 다.그 결과,방류수 안에 Nitrite와 Nitrate의 농

도가 각각 1,5,10mM과 증류수에 30mg/L의 항생제를 방사선 조사한 결과와 비슷한

분해효율을 보 다.반면,Nitrite와 Nitrate의 농도가 각각 50mM일 경우 뚜렷한 항생제

의 inhibition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3-49,49,50의 결과 실 폐수의 방류수에서 항생

제의 inhibition효과는 Nitrite와 Nitrate가 아닌 DOM (DissolvedOrganicMatter)이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된다. 한,방류수 안의 농도로써 존재하는 Nitrit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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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ate는 ․OH라디칼의 스캐빈 기능보다는 방류수에 존재하는 다른 향인자와 상호

작용을 통하여 오염물질 제거에 요한 기능을 하는 ․OH라디칼의 소모를 억제 시켜

것으로 상된다.

a) b)

그림 3-50.하수처리장 유출수와 Nitrite Nitrate농도에 따른

Oxytetracycline의 방사선분해

0.0

0.2

0.4

0.6

0.8

1.0

0 0.5 1 1.5 2 2.5 3

Dose (kGy)

C
/C

o

OTC 30 m g/L + DW

OTC 30 m g/L + Effluent

OTC 30 m g/L + NO2 (1m M ):NO3 (1m M ) + Effluent

OTC 30 m g/L + NO2 (5m M ):NO3 (5m M ) + Effl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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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하수처리장 유출수와 Nitrite와 Nitrate농도비 증가에 따른

Oxytetracycline의 방사선분해

바.난분해성오염물질의 생분해도

(1)다양한 항생제의 생분해도

감마선을 이용하여 Cephradine,Lincomycin,Tetracycline Sulfamethoxazole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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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항생제의 생분해도를 연구하 다.감마선을 이용하여 30mg/LCephradine를 0,0.4,

1.0,1.5,2.0kGy로 조사하 고,1.0kGy에서 Cephradine는 검출되지 않았다.닫 진 병시

험법에 의해서 생분해도를 측정하기 하여,실험물질 조군은 Cephradine 기농도가

17.6mg/L, 종균 조균의 기농도는 16.1mg/L이었다.그림 3-52에서 종균을 넣

지 않은 실험물질 조군의 Cephradine제거효율이 56.5%로 가수분해 되었으며, 종균

을 넣은 조군은 제거효율이 70.5%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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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감마선을 이용한 Cephradine처리수 생분해도 실험에서

Cephradine농도 TOC변화

그림 3-53은 28일 동안 생분해도를 실험한 결과를 BOD농도를 나타내었으며, 종균

을 넣지 않은 조군은 BOD 농도가 2.8mg/L이고, 종균을 넣은 조군은 24.1mg/L

이었다.2.0kGy로 조사한 처리수는 BOD농도가 28.8mg/L로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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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감마선을 이용한 Cephradine처리수 생분해도 실험에서

BOD 미생물 개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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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농도 30mg/L의 Lincomycin를 선량별 조사하여 닫 진 병시험법에 의해서 생분

해도를 측정한 결과 실험물질 조군의 Lincomycin 기농도는 17.7mg/L, 종균 조

군은 17.8mg/L이었다.가수분해에 의한 Lincomycin제거효율은 31.1%이며 종균을 넣

은 조군의 Lincomycin의 제거효율은 43.4%이었고,그림 3-54에서 종균을 넣지 않은

조군의 TOC농도가 12.7mg/L에서 11.5mg/L이었다.이는 Lincomycin이 생태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쉽게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단되었다.감마선을 이용하

여 처리한 경우 분해가 더 용이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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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감마선을 이용한 Lincomycin처리수 생분해도 실험에서

Lincomycin농도 TOC변화

28일 동안의 BOD 농도 변화는 그림 3-55와 같다.28일의 종균을 넣은 조균은 18.1

mg/L이며,Lincomycin이 검출되지 않은 1.0kGy실험구는 23.7mg/L이었다.Linconycin

이 감마선에 의해 분해가 용이한 물질로 변환되어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BOD가 증가하

다.



- 134 -

0

5

10

15

20

25

0 4 8 12 16 20 24 28

Time (days)

B
O

D
 (

m
g

/L
)

Control 0 kGy 0.4 kGy 1.0 kGy 1.5 kGy 2.0 kGy

1.00E+06

1.00E+07

1.00E+08

1.00E+09

1.00E+10

1.00E+11

0 0.4 1 1.5 2

Gamma ray  Dose (kGy)

L
o

g
 (

C
F

U
/m

l)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S
u
rv

iv
a

l 
ra

te
(%

)

0 day Survival 9 day Survival 15 day Survival 20 day Survival 23 day Survival 28 day Survival

0  day Cell 9 day Cell 15 day Cell 20 day Cell 23 day Cell 28 day Cell

그림 3-55.감마선을 이용한 Lincomycin처리수 생분해도 실험에서

BOD 미생물 개체수

Tetracycline의 생분해도 실험결과는 그림 3-56,57에 나타내었다.생분해도 실험 동안

TOC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종균을 넣지 않은 조군은 큰 변화는 없었으나 감마선을

조사한 실험에서는 기농도보다 28일 후 TOC농도가 증가하 고,조사선량이 증가할수

록 2.0kGy에서 TOC는 감되었다. 종균을 넣지 않은 조군은 28일 후 BOD는 13.6

mg/L, 종균을 넣은 조군은 31.1mg/L이었으며,0.2,0.4,1.0kGy에서 BOD는 변동이

크지 않았으나 2.0kGy에서 41.8mg/L로 높았다.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BOD농도가 증

가하므로 원물질보다는 분해가 용이하나 Tetracycline이 감마선에 의하여 분자화 되면

서 미생물에 의해 완 히 분해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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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감마선을 이용한 Tetracycline처리수 생분해도 실험에서

Tetracycline농도 TOC변화



- 135 -

0

5

10

15

20

25

30

35

40

45

0 4 8 12 16 20 24 28

Time (days)

B
O

D
 (

m
g

/L
)

Control 0 kGy 0.4 kGy 1.0 kGy 1.5 kGy 2.0 kGy

1.00E+04

1.00E+05

1.00E+06

1.00E+07

1.00E+08

0 0.4 1 1.5 2

Dose(kGy )

L
o
g
 (

C
F

U
/m

l)

0

5

10

15

20

25

30

35

40

S
u
rv

iv
a
l 

ra
te

(%
)

15day Cell 19 day Cell 21 day Cell
15 day Survival rate 21 day Survival rate 21day

그림 3-57.감마선을 이용한 Tetracycline처리수 생분해도 실험에서

BOD 미생물 개체수

Sulfamethoxazole는 종균을 넣지 않은 조군의 Sulfmethoxazole제거효율은 34.4%

이며, 종균을 넣은 조군은 64.3%이었다.이는 4종류 의 항생제 미생물에 의한 제

거효율이 가장 높았으며,감마선에 처리된 Sulfamethoxazole의 부산물의 생성으로 TOC

는 증가하 으나 조사선량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즉 감마선에 의해 분

자화된 부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용이 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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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8.감마선을 이용한 Sulfamethoxazole처리수 생분해도 실험에서

Sulfamethoxazole농도 TOC변화



- 136 -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0 4 8 12 16 20 24 28

Time (days)

B
O

D
 (

m
g

/L
)

Control 0 kGy 0.4 kGy 1.0 kGy 1.5 kGy 2.0 kGy

1.00E+04

1.00E+05

1.00E+06

1.00E+07

1.00E+08

1.00E+09

0 0.4 1 1.5 2

Dose(kGy)

L
o
g
 (

C
F
U

/m
l)

0

5

10

15

20

25

30

35

40

s
u
rv

iv
a
l 
ra

te
(%

)

15 day Cell 19 day Cell 21 day Cell

15 day survial rate 19 day survial rate 21 day survial rate

그림 3-59.감마선을 이용한 Sulfamethoxazole처리수 생분해도 실험에서

BOD 미생물 개체수

(2).농약성분의 생분해도

감마선을 이용하여 10mg/L의 Alachlor을 0,0.2,0.4,1.0,2.0kGy로 조사한 후 닫

진 병시험법에 의해서 생분해도를 측정하 다.그림 3-60에서 28일 후 종균을 넣지 않

은 조군을 Alachlor제거효율이 45.6%로 가수분해 되었으며, 종균을 넣은 조군은

제거효율이 52.6%있다.따라서 이결과는 종균에 의한 Alachlor의 분해는 극히 미세하다

는 것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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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0.감마선을 이용한 Alachlor처리수 생분해도 실험에서

Alachlor농도 TOC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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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감마선을 이용한 Alachlor처리수 생분해도 실험에서

BOD 미생물 개체수

그림 3-61에서 28일 동안 생분해도를 실험한 결과를 BOD 농도변화로 나타내었으며,

종균을 넣지 않은 조군은 BOD 농도가 5.1mg/L이었고, 종균을 넣은 조군은 32.2

mg/L이었다.2.0kGy로 조사한 처리수는 BOD농도가 37.3mg/L이었다.

그림 3-62의 결과에서 Methomyl의 가수분해율은 11.4%이고 미생물과 가수분해에 의

한 분해율이 37%이었다.이는 Methomyl이 수 환경에 유입 될 경우 가수분해에 의한 분

해율이 낮으므로 수 환경에 독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단된다. 한 생분해 과정동안의

종균 개체수를 확인한 결과이며,이는 조사선량이 높을수록 개체수의 감소율이 상

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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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감마선을 이용한 Methomyl처리수 생분해도 실험에서

Methomyl농도 TOC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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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감마선을 이용한 Methomyl처리수의 생분해도 실험에서

BOD 미생물 개체수

(사).방사선에 의한 항생제 분해모델

수용성 항생제제거 공정으로써 방사선 처리기술은 다양한 난분해성 유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항생제의 완 한 제거를 한 요구되는 선량을 측

하여 장에서 유용하게 이용하기 하여 분해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방사선에 의한 항

생제 분해모델로써 G-value,dose-constant그리고 Monod방정식 모델을 이용하여 연구

하 다.

(1).G-value

G-value는 물질의 이온화에 소비되는 각 100eV에 생성하거나 괴되는 분자수를 의미

하며,G-value는 방정식 1에 의하여 계산되어진다 (Basfaretal.,2005).


××  

 × ×  
1

R은 주어진 선량에서 용질의 농도변화,D는 흡수 선량 (Gy),6.023×1023은 아보가드로

의 수 그리고 6.24×1016은 100eV/L에서 Gy로 변환하는 변환 계수를 의미한다.그림

3-64는 Cephradine,Amoxicillin,Tetracycline,Sulfamethazine Lincomycin의 G-value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64와 같이 Cephradine, Amoxicillin, Tetracycline,

Sulfamethazine Lincomycin의 기 G-value는 각각 6.46,2.16,1.75,1.42그리고 3.89

로 나타내었고,흡수선량의 증가와 함께 G-value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Dose-constant

Dose-constant는 방사선 기술에서 난분해성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요구되는 선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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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방사선에 의한 다양한 항생제의 G-value( 기농도=30mg/L)

나타내는 표 인 방법 하나이다.Doseconstant는 방정식 2에 의하여 계산되었다

(MincherandCurry,2000).

   
  2

C는 방사선 조사 후 유기오염물질의 농도, Co는 기 오염물질의 농도, d는

dose-constant그리고 D는 흡수선량을 의미한다.그림 3-65는 다양한 기농도에서

Cephradine,Amoxicillin,Sulfamethazine,Tetracycline,Oxytetracycline Lincomycin

분해의 자연로그에 한 분해곡선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험데이터는 1차 반응모델에 잘

합하 다. 그림 3-66은 Cephradine, Amoxicillin, Sulfamethazine, Tetracycline,

Oxytetracycline Lincomycin의 dose-constant값을 함수 값으로 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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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다양한 기농도에서 항생제의 방사선분해 속도상수

a)Cephradine,b)Amoxicillin,c)Sulfamethazine,d)Tetracycline,e)Oxytetracycline,f)Lincomy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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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7.다양한 기농도에서 Nitrite와 Nitrate의 방사선분해 속도상수

a)Nitrite,b)Nitrate

그림 3-66.다양한 기농도에서 항생제의 dose-constant

a)Cephradine,b)Amoxicillin,c)Sulfamethazine,d)Tetracycline,

e)Oxytetracycline,f)Lincomycin

표 3-67은 dose-constant를 함수 값으로 나타내었고,그에 따른 R2는 0.9783에서 0.9998

의 범 를 보여주고 있다.다양한 농도에서 dose-constant의 변화에서 보듯이 자빔에

의한 항생물질의 분해는 pseudo-firstorderreaction임을 알 수 있었다. 한,Nitrite와

Nitrate의 dose-constant는 방정식 2에 의하여 계산되었다.그림 3-67은 0.1,0.5,1,10

mg/L의 Nitrite 기농도와 2,5,10,20mg/L의 Nitrate 기농도에서의 자연로그에

한 분해곡선을 보여주고 있으며,실험데이터는 1차 반응모델에 잘 합하 다.그림 3-68

은 Nitrite와 Nitrate의 dose-constant값을 함수 값으로 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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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8.다양한 기농도에서 Nitrite와 Nitrate의 dose-constant

a)Nitrite,b)Nitrate

표 3-88.항생제 Nitrite,Nitrate의 dose-constant(d)

(Co는 항생제 Nitrite,Nitrate 기농도)

그림 3-69는 표 3-89의 dose-constant를 이용하여 다양한 항생제의 모사를 나타내었다.

모사결과 Cephradine,Amoxicillin,Sulfamethazine,Tetracycline,Oxytetracycline

Lincomycin의 다양한 기농도에 하여 실험값과 측값이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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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9.Dose-constant에 의한 다양한 항생제의 모사 (-:모사값)

a)Cephradine,b)Amoxicillin,c)Sulfamethazine,d)Tetracycline,

e)Oxytetracycline그리고 f)Lincomycin

(3).Monodequationmodel

항생제의 분해모델로 효소 운동 방정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Monodequation을 이용

하여 용하 다.kmax와 Ks의 값은 방정식 3에 의하여 얻어졌다 (Chenetal.,2006).

   

m ax× 
3

r은 제거속도 (μM/Gy),kmax는 최 반응속도 (μM/Gy)를 나타내며,Ks는 최 반응속도

(μM)의 1/2되는 계수를 그리고 S는 수용성 항생제의 농도를 의미한다.그림 3-70은

Monod equation에 의한 Cephradine, Amoxicillin, Tetracycline, Oxytetracyclin,

Sulfamethazine Lincomycin의 기 분해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그림 3-71은

방정식 3의 Monodequation에 의한 Nitrite의 기 분해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표 3-89

는 실험되어진 항생제 Nitrite의 kmax와 Ks의 값을 나타내었다.수용성 항생제의 방사

선분해는 Monodequation모델에 합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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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0.Monod equation에 의한 항생제의 기분해속도 (a) Cephradine,b)

Amoxicillin,c)Sulfamethazine,d)Tetracycline,e)Oxytetracycline,f)Lincomycin)

표 3-89Monodequation에 의한 kmax와 Ks

Antibiotics kmax(μM/Gy) Ks(μM)

Cephradine 0.99 199.64

Amoxicillin 0.56 56.42

Tetracycline 0.43 1.49

Oxytetracycline 0.37 7.19

Sulfamethazine 0.29 6.36

Lincomycin 0.58 56.46

Nitrite 88.53 3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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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Monodequation에 의한 Nitrite의 기분해속도

Cephradine,Amoxicillin,Tetracycline,Sulfamethazine Lincomycin의 기농도를

13.68,27.67,82.1그리고 136.84uM로 달리하여 방사선 조사 후 분해 효과와 Monod

equation model에 의해 구해진 kmax와 Ks의 값과의 비교를 통하여 Monod equation

model의 합여부를 규명하 다.그림 3-72의 a),b),c),d)은 기농도를 달리하여 방사

선 조사 후 분해곡선을 보여주고 있다.표 4에서 cephradine은 가장 큰 kmax값을 보여주

고 있으며,이는 최 항생제 분해 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반 로 Sulfamethazine의

kmax값은 0.29로 항생제를 최 로 분해 할 수 있는 능력이 낮음을 의미한다.Ks는 방사선

조사선량의 변화율에 한 분해 민감도를 의미하며 Ks값이 작은 Tetracycline이 가장 민

감함을 보여 주고 있다.그림 3-72a)에서 Tetracycline은 가장 빠른 분해속도를 보이고

있으며,그림 3-72의 b),c),d)에서는 Cephradine을 제외한 Amoxicillin,Sulfamethazine,

Tetracycline Lincomycin은 모두 비슷한 분해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즉, 기 농도가

작을수록 Tetracycline이 가장 빠른 분해 보일 것으로 상되어진다.반 로,136.84uM

의 고농도에서는 kmax값이 가장 큰 Cephradine이 가장 빠른 분해속도를 보여주며 kmax값

이 가장 작게 나온 Sulfamethazine이 가장 느린 분해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기 농도가

고농도일수록 Cephradine이 가장 빠른 분해를 보이고,Sulfamethazine의 분해속도가 낮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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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다양한 기농도에서 방사선에 의한 분해

a)13.68μM,b)27.67μM,c)82.1μM,그리고 d)136.84μM

4.연구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도달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난분해성 독성유기화합물인 항생제와 농약성분 수용액은 방사선 조사량이 증

가할수록 분해 효율이 향상되어진다. 조사되어진 Amoxicillin, Sulfamethazine,

Sulfamethoxazole,Tetracycline,Oxytetracycline Lincomycin은 2-4kGy에서 Alachlor

와 Methomyl은 500Gy와 1500Gy에서 완 한 제거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radicalScavengergas사용에 의한 방사선 분해 효과를 평가한 결과 N2O가

스를 포화시킴으로써 N2,O2 기상태의 수용액보다 난분해성오염물질의 분해효율이

증가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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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radicalscavengergas를 사용하여 총유기탄소 (TOC)의 제거효과를 평가하

다.40-60kGy의 조사선량에서, 기상태의 총유기탄소는 20-30%의 제거효과를 보인 반

면,N2O 가스로 포화된 항생제 수용액에서 90% 이상의 총유기탄소 제거를 보 다.

Radicalscavengergas를 이용한 총유기탄소 제거 효과는 N2O > O2> 기상태 > N2

로 이루어졌다.

넷째,Alachlor수용액에 산화 매제인 Na2S2O8의 농도를 증가시킬수록 감마선 조사

에 의한 제거효율이 향상됨을 보여 주었다.

다섯째,방류수내 유기물질이 항생제 분해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하여 증류수

와 하수처리장 방류수 비율을 100:0,75:25,50:50,25:75 0:100으로 달리하여 방사선 조

사하 다.방류수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방사선 조사에 의해 항생제 분해 효율은 낮아지는

결과를 보 다.이는 방류수내 유기물질과 항생제 사이의 ․OH라디칼에 한 경쟁에 의

하여 방류수 비율이 증가할수록 항생제 분해 효과가 낮아지는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여섯째,무기이온 첨가에 의한 방사선 분해 효과를 평가한 결과 Cl-,SO4
2- PO4

3-

이온은 항생제 분해효율에 어떠한 향도 미치지 않았다.그러나 NO2
-와 NO3

-이온은

기 농도의 증가와 함께 항생제의 분해효율이 감소되어지는 결과를 얻었다. 한,방사선

조사 후 무기이온의 농도 변화 결과 Cl
-
,SO4

2-
PO4

3-
이온의 농도는 거의 변화를 보이

지 않았다.반면,NO2
-와 NO3

- 이온은 조사선량 증가와 함께 감소를 보이면서 NO3
-와

NO2
-이온으로 각각 증가됨을 보 다.방류수에 NO2

-이온이 증가할수록 일정한 농도까지

는 Oxytetracycline의 향상된 제거효율을 보이다가 다시 inhibition됨을 보여주었다. 한

NO3
-
이온의 기 농도가 증가할수록 Oxytetracycline의 제거효율의 향상을 보여 주었다.

이는 ․OH eaq
-
과 같은 라디칼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으로 설명된다.

일곱째,무기이온 첨가에 의한 총유기탄소 (TOC)의 제거효과를 평가하 다.

Oxytetracycline은 5kGy에서 10%의 무기화를 보 으며,Cl-,NO2
-,NO3

-,SO4
2-

PO4
3-
의 무기이온은 Oxytetracycline의 무기화에 큰 향을 주지 못하 다.

여덟째,Tetracycline,Sulfamethoxazole,Cephradine Lincomycin의 항생제와

Alachlor와 Methomyl의 농약성분의 생분도 실험 결과 조사선량 증가와 항생제의 생분해

가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이는,감마선을 이용한 난분해성물질 처리방법은 생물학

으로 용이한 물질로 환되는 생물학 인 분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단되며,수계의 독

성을 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오염물질의 완 한 제거를 한 요구되는 선량을 측하기 하여

G-value, dose-constant 그리고 Monod 방정식 모델을 연구하 다. Cephradine,

Amoxicillin,Tetracycline,Sulfamethazine Lincomycin의 기 G-value는 각각 6.46,

2.16,1.75,1.42그리고 3.89로 나타내었고,흡수선량의 증가와 함께 G-value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표 3-88은 Cephradine,Amoxicillin,Sulfamethazine,Tetracycline,

Oxytetracycline Lincomycin의 dose-constant를 함수 값으로 나타내었고,그에 따른

R2는 0.9783에서 0.9998의 범 를 보여주고 있다.Monod 방정식에 의한 Cephradine,

Amoxicillin,Tetracycline,Oxytetracycline,Sulfamethazine Lincomycin의 kmax값은 각

각 0.99,0.56,0.43,0.37,0.29그리고 0.58μM/Gy이 그리고 Ks값은 199.64,56.4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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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6.36그리고 56.46μM결과 값이 계산되었다.

제 4 .방사선으로 처리된 하수방류수의 수서 생태 해성 평가

1.연구 개요

재 세계 으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약 100,000여종이 넘으며,매년 2,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신규 개발되고 있다고 한다.이러한 화학물질들에 한 환경 인체 해성

에 한 연구는 지속 으로 수행되고 있으나,산업폐수와 같이 특정한 경로를 통해 배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쉽게 제어가 불가능하다.항생제 의약품의 경우에도 사 안

성의 검증을 통해 생산되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체나 동물에 사용 후 거동 환경

해성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의약품은 인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없어

서는 안 되는 매우 요한 화학물질이지만,사용 후 수생 생물이나 병원성 박테리아 등에

노출되어 기치 못한 향이나 박테리아의 항성을 강화시켜 최종 으로 인간에게 유

해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새로운 환경 오염물질로 인식되기 시작

하 다. 국내에서도 2005년도에 이미 “pharmaceuticals in the environment and

managementapproachesinKorea(KEI기본연구과제 보고서,2005)”정부 차원에서 의약

품 항생제의 해성에 한 심을 갖고 의약품의 잠재 환경 해성에 하여 반

인 문제를 제기하 다.2006년도에는 국내 수계환경 존재 농도와 생태 해성 평가

에 한 연구결과가 국제 학회지에 게제 된 바 있다.이 연구에서 9가지 종류의 의약품에

한 방류수내 존재 농도를 측정한 결과,하수처리장 유입수 유출수에 존재하는 의약

품의 농도는 각각 10-89ng/L와 10-11ng/L의 범 를 나타내었다.이들은 이러한 농도

가 생태계에 악 향을 미칠 정도의 농도는 아니라고 보고하 으나,의약품의 분해산물의

향이나 아직 측되지 못한 다양한 독성 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역술하고 있다. 한,

최근에 10가지의 의약품에 한 잠재 생태 해성 평가에 한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 결과에서 의약품의 생산량을 기 으로 환경 농도를 측하 으며,

0.14-16.5ug/L의 존재 가능 농도를 제시하 다. 한 생물독성 평가를 근거로 1,000배의

안 율(EU와 OECD에서 제안하는 안 율)을 두어 개별의약품 해성 평가를 수행한 결

과 sulfamethoxazole(HQ:1.8)과 acetaminophen(HQ:6.3)에 하여 환경 안 기

인 1HQ(hazardquotient)를 과하여 환경 잠재 해성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항생제 의약품은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인체에는 물론 가축,식

물,물고기의 양식 등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따라서 이들이 환경 으로 노출되는

경로도 매우 다양하다.인체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부분이 뇨나 변을 통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일부 항생제의 경우에는 투여용량의 80～90%가 뇨를 통해 활성물

질, 사산물, 합체의 형태로 배출된다.이러한 항생제들은 약리작용을 해 잘 분해되

지 않지만 물에는 잘 녹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따라서 뇨를 통해 배출된 항생제는 하

수처리 공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완 히 분해 제거되지 못하고 활성을 띈 형태로 수계에

배출되게 된다.일부의 의약품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슬러지에 흡착되어 퇴비 등으로 사용

되는 경우 식물체에 악 향을 미치거나 지하수로 유입되어 최종 으로 인체에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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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가축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직 으로 는 사료에 포함되어 공 된다.이

러한 경우도 인체에서와 마찬가지로 뇨나 변을 통해 환경 수계로 유입되게 된다.식물

에게 살포되는 항생제나 성장 진제 한 지하수를 통해 인체에 노출되거나 직 인

섭취를 통해 악 향을 미치게 된다.물고기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항생제도 물고기의 병을

방하기 해 사용되지만 직 으로 수계에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수생생물

이나 박테리아 등의 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이미 이러한 항

생제들은 호소나 하천수와 같은 지표수에서 범 하게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이

게 자연 생태계에 노출된 의약품은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82일까지의 생분해 반감기

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leuvers(2003)는 자연 수계에 존재하는 의약품이 개별

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화학물질 는 다른 의약품들과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혼합독성 향의 고려가 매우 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연구 결과를 통해 의약품의 혼합독성은 불특정 생물에게 상되는 것 보다 강한 독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약품이나 이들의 사산물은 하수처리장에서 특별한 처리

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하천 수계로 배출된다.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의약품의

처리를 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TusneldaandFritz(2005)는 TiO2와 UV를 사용

하여 분해가 잘 안되는 carbamazepineclofibricacid,iomeprol등 의약품의 분해 시험 결

과 TiO2와 연계된 photocatalysis는 난분해성 의약품의 분해에 매우 유용한 방법임을 제

시하 다.Antonioetal.(2003)은 UV와 H2O2를 사용하여 99% 이상의 매우 높은 효율의

의약품 분해 가능성을 보고하 다.그러나 아직까지도 의약품 분해산물에 한 독성 연구

가 미흡하며,UV와 catalyst를 사용한 연구 이외에는 의약품의 처리를 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마선을 이용하여 난분해성 의약품을 처리하고,

처리 후 독성 변화를 측정하여 방사능 처리 기법을 통해 의약품의 한 처리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한,다양한 독성평가 방법 , 재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 성 만

성독성평가와 더불어 다세 에 걸친 노출에 한 향을 평가하여, 성 만성독성 평

가와 비교해 보고자 하 다.

2.연구내용 방법

가. 상 물질의 선정

상 항생의약품은 표 3-90과 같이 선정되었으며,선정된 항생의약물질의 특성은 다음

과 같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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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zoetal,1998).이 ,cephradine은 제 1세 cephalosporin항생제에 포함되어 있

으며,그람 양성 음성 박테리아의 해에 효과 이다.Cephalosporin계 항생의약품은

penicillin계와 같이 박테리아 세포벽의 peptidoglycan층을 해함으로써 그 성장을 억제

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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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biotics Tetracycline Lincomycin Sulfamethazine Cephradine

Structure

Antibiotic
group Tetracyclines Lincosamide Sulfonamides Cephalosporins

Formula C22H24N2O8 C18H34N2O6S C12H14N4O2S C16H19N3O4S

MWa

(g/mol)
444.44 406.54 278.32 349.41

pKa 3.3,7.8,9.6 7.6 2.65,7.4

LogKow -1.19±0.71 0.56 0.89 0.41

Lincosamide계 항생물질인 lincomycin그람양성균을 효과 으로 해하기 때문에 동물

인체용 항생제로 리 사용되고 있다 (Andreozzietal.,2006).Lincosamide계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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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lfonamide계 항생물질인 sulfamethazine은 folic acid 합성 간물질인

para-aminobenzoicacid(PABA)의 길항물질로 작용하여 박테리아의 성장 활동을 억

제하는 항생물질이다.sulfonamide계 항생제는 재 우리나라에서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

의 12%를 차지하고 있어 수계유출의 가능성이 크고,인체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항

생물질이다 (Kim etal.,2007).

Tetracycline계 항생물질에는 tetracycline,chlorotetracycline,oxytetracycline이 표

인 물질이며 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에 모두 효과 이다.Tetracycline계는 세균

ribosome의 30Ssubunit에 결합하여 tRNA가 mRNA-ribosomecomplex에 근하는 것

을 막아 박테리아의 RNA합성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상물질로 선정된 항생의약품은 서로 다른 항생물질 그룹에서 선택하여 각 계에 따른

처리효율 독성변화를 비교하고자 하 다.

표 3-90. 상의약물질의 물리화학 특성

나. 상의약물질의 처리방법

(1)Gamma-irradiation

항생의약품의 처리를 하여 감마선 처리를 시도하 다.방사선원은 Cobalt-60(방사능

270Ci,Paranomic,UK)를 이용하 다.방사선 조사랑은 조사시간에 비례하고 조사거리

에 반비례하며 방사선원으로 사용되는 Co-60방사선 동 원소의 반감기에 따라 그 조사

량이 감소하는 특성이 있다 (Yuetal.,2008).감마선 조사는 고 60COsource(MDS

Nordion,Canada)를 이용하여 상온(20℃)에서 수행하 으며,이 때 60COsource의 방사능

은 7.47×10
17
Bq(397949Ci)이었다.실험에 사용된 항생의약품의 기농도는 30mg/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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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 으며,감마선의 흡수선량은,0,0.25,0.5,0.75,1.0,2.0kGy(1kGy=1kJ/kg)으로

각각 달리 하여 조사하 다.

(2)UVtreatment

UV처리를 하여 사용된 UVlamp(PhillpsTUVG6T5,6W)는 1.0L용량의 반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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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al,2008).실험에는 30mg/L의 기농도로 각 항생의약품을 제조하 으며,처리 시간

은 각각 0,5,10,30,60,90min로 선정하 다.

(3)활성슬러지에 의한 생분해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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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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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을 하여 mineralmedium,traceelementsolution vitaminsolution을 제조하

다.각 medium의 구성은 표 3-91에 나타내었다.각 상 의약품의 기농도는 30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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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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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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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반을 통하여 pre-conditioning하 다.사용된 sludge의 특성은 표 3-92에 나타내었다.

생분해도 실험을 해 실험 물질과 활성슬러지를 포함한 inoculum sample이외에도 실

험 상물질을 제외하고 활성슬러지만 포함하고 있는 inoculum blank, 상물질과 활성슬

러지 sterilizingagent를 포함한 adsorptioncontro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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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anroom에서 시행되었으

며 120rpm으로 교반하며 aeration상태가 유지되도록 하 다.샘 링은 이틀에 한번씩

28일 동안 수행되었으며 각 샘 링 후,5ml의 mineralmediu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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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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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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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1Traceelementsolution vitaminsolution의 구성

Mineralmedium g/L(Water)

A

Potassium dihydrogenorthophosphate_KH2PO4

Dipotassium hydrogenorthophosphate_K2HPO4

Disodium hydrogenorthophosphate
dihydrate_Na2HPO4,2H2O

Ammonium chloride_NH4Cl

8.50

21.75

33.40

0.50

B
Calcium chloride,anhydrate_CaCl2

orCalcium chloridedihydrate_CaCl2,2H2O

27.50

36.40

C Magnesium sulfateheptahydrate_MgSO4,7H2O 22.50

D Iron(III)chloridehexahydrate,FeCl3,6H2O 0.25

Traceelementsolutionandvitaminsolution mg/L(Water)

i

Manganesesulphatetetrahydrate_MnSO4,4H2O

Boricacid_H3BO3

Zincsulphateheptahydrate_ZnSO4,7H2O

Ammonium heptamolybdate(NH4)6Mo7O24

Fe-chelate(FeCl3ethylenediamine-tetra-aceticacid)

→ DissolveinWaterandmakeupto1L

39.9

57.2

42.8

34.7

100.0

ii
Yeastextract

→ Dissolvein100mlwater,0.2ulfiltration(sterilization)
15.0

표 3-92Inoculum source로 사용된 활성슬러지의 특성

Parameter

HRT 10h

SRT 10days

pH 6.7±0.02

DO 0.5

MLSS 5744±63mg/L

다.화학 분석을 이용한 농도변화 측정

(1)HPLC를 이용한 분석

HPLC(Agilent1200series)를 이용한 상항생물질의 화학 분석이 이루어졌다 (표

3-93).시료 분석에 사용된 HPLC는 Agilent1200series를 사용하 으며,Column은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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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compounds

λ 
(nm) Column

Column
Temp.
(°C)

Injection
volume Mobilephase

Tetracycline 355
Luna5u
C8(2)100A
150×4.6mm

30 50μl
0.01M oxalicacid:

Methanol:Acetonitrile
(72:8:20)

Lincomycin 210
zorbaxsb-c

18 30 75μl
1mM Ammonium

Formate:Acetonitrile(65:35)

Sulfamethazine 254
Onyx
Monolithic
C18(100×3mm)

30 50μl
0.1%FormicAcidinWater

:0.1%FormicAcid
Acetonitrile(70:30)

Cephradine 254
Synergi4u
Polar-RP80A
150*4.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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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MS SimadzuLCMS‐2010EV
Column ACEC18

Mobilephase

A:Water(0.5% offormicacidand1mM of

ammonium acetate)

B:Methanol

Mobilephase

gra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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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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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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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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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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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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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0　min:A:B=90:10

의 특성에 따라 C8과 C18컬럼을 사용하 고,컬럼 온도는 30°C로 하 다.시료 주입량

은 50∼75μl로 하 으며 Mobilephase는 Methanol,Acetonitrile,Water등을 사용하 다

(표 3-93).시료는 여과 후 추가처리 없이 직 분석을 수행하 으며,검출기로는 UV

detector를 사용하 다.각 물질별 상 장은 표 3-93에 나타내었다.

표 3-93. 상 항생물질의 HPLC분석 조건

(2)LC/MS를 이용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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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며 표 3-94에 LC/MS의 분석 조건을 나타내었다.표 용액은 DIwater에 조제하

고,Full-scanmode로 분석하여 상물질의 스펙트럼에서 주요 masschangeratio(m/z)

값을 설정하고 SIM mode에서 정량분석을 수행하 다.컬럼을 통해 얻어지는 retention

time과 상물질의 m/z값을 이용하여 정성분석을 하 고,정량에 사용된 m/z값은 표

3-94에 나타내었다.Mobilephase로는 Ammonium acetate와 formicacid가 첨가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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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

표 3-94 상 항생물질의 LC/MS분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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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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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3. 상항생물질에 한 LC/MS분석의 검량선 작성

라.생물독성평가

(1)Daphniamagna 성독성 평가

D.magna(그림 3-74)는 USEPA (EPA 600-R-92-111,1993)의 방법에 따라 배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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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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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7.8,hardness:170±10mg/LasCaCO3,alkalinity:110±10mg/LasCaCO3)를 제조

하여 사용하 다.배양은 25±1℃로 유지되는 cleanroom에서 수행하 으며, 주기

도는 16h_light,8h_dark,10～20μE/m
2
/sec로 유지하 다 (표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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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R-92-111,1993).독성평가에 사용된 새끼들은 cleanroom에서 개체 배양한 어미로

부터 태어난 지 24시간 이내의 것들을 사용하 다.농도별 4개의 반복을 두어 실험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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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각 반복별로 5마리의 새끼들을 사용하 다.시험은 30mlvial에 25ml의 시료를 사용

하 다.먹이는 시험이 시작되기 2시간 에 충분히 공 하 으며,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 인 먹이공 은 하지 않았다.시험은 48시간 노출 후에 종료하 다.물벼룩의 독성

값을 나타내기 해서 50%의 치사율을 나타내는 값인 LC50을 계산하 다.감마선 처리

후 물벼룩 독성은 100%의 처리수를 노출시켜 치사율을 비교하 다.

그림 3-74.Daphniamagna

표 3-95D.magna를 이용한 성독성평가 조건

Testconditions

Testtype Staticnon-renewal

Temperautre 25±1℃

Lightquality Ambientlaboratoryillumination

Photoperiod 16hlight,8hdarkness

Testchambersize 30ml

Testsolutionvolume 25ml

Renewaloftestsolution Minimum,after48h

Ageoforganism Lessthan24-hold

No.oforganismspertest
chsmber 5

No.ofreplicationchambers 4

No.organismsper
concentration 20

Feeding
YCT (yeast,troutchow,
CEROPHYLL),Greenalgae

Endpoint 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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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icrotox
Ⓡ

성독성 평가

상항생의약물질의 민감도를 비교하기 하여 D.manga와 더불어 Microtox
Ⓡ
독성시

험을 수행하 다.이 실험방법은 MicrobicsCorporation의 81.9% basictest Whole

effluenttoxicitytest 차에 따라 수행하 다.Vibriofisheri는 최 의 성장 조건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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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μL의 V.fishericolony를 주입하 다.각 시료는 3개

의 반복을 두었다.EC50값을 산출하기 한 독성 값은 15분간의 발 감소를 기 으로

하 으며,MicrotoxModel500Analyzer(AZUREnvironmenta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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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brioFischeri를 그

림 3-75에 나타내었다.

그림 3-75.Microtox
Ⓡ
분석기기 (상)와 VibrioFischeri(하)

(3)Pseudokirchneriellasubcapitata독성평가

조류의 배양 독성평가는 모두 US.EPA 시험 방법에 따라 수행되었다 (EPA/600/4

‐91/002,1994).조류는 50%의 습도와 25±1℃가 유지되는 cleanroom의 chamber에서

배양되었다.다양한 macronutrients와 micronutrients를 포함하는 다섯 가지의 stock

solution을 미리 제조하여 배지교환 증류수에 각각 1ml씩을 첨가하여 배양액 1L를 만

들었으며,조류의 군집배양은 5L배양기에서 수행하 다.각 stocksolution의 조성은 표

3-9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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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6.조류(P.subcapitata)의 배양액 구성성분

Stocksolution Compounds Dissolvedamount(500mL) Finalconcentration

1.MacronutrientA MgCl2․6H2O 6.08g 12.2mg/L

CaCl2․2H2O 2.20g 4.41mg/L

NaNO3 12.75g 25.5mg/L

B MgSO4․7H2O 7.35g 14.7mg/L

C K2PO4 0.522g 1.04mg/L

D NaHCO3 7.50g 15.0mg/L

2.MicronutrientE H3BO3 92.8mg 185.0㎍/L

MnCl2․4H2O 208.0mg 416㎍/L

ZnCl2 1.64mg 3.27㎍/L

FeCl2․6H2O 79.9mg 160.0㎍/L

CoCl2․6H2O 0.714mg 1.43㎍/L

Na2MoO4․2H2O 3.63mg 7.26㎍/L

CuCl2․2H2O 0.006mg 0.012㎍/L

Na2EDTA․2H2O 150.0mg 300.0㎍/L

Na2SeO4 1.196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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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0lux의 도로 25±1℃의 온도에서 96시간동안 약 120rpm으로 교반하여 배양하며,

4일 후 이 군집배양으로부터 새로운 군집배양을 수행한다.

조류 독성 평가는 100ml의 삼각 라스크를 사용하 으며,농도별로 3개의 반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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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농도로 조류를 식종하 으며,시료의 주입과 조류의 식종이 완료된 라스크는 외부에

서 박테리아 등의 유입을 막기 하여 autoclaving으로 멸균된 스펀지를 이용하여 입구를

하 다.조류는 shakingincubator를 이용하여 120rpm,25℃,4300lux의 지속 조명의

상태에서 96시간동안 배양되었다.조류에 한 독성 향은 시험종료 후 683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성장률을 비교하 다.조류 독성 평가에 사용된 각 조건은 표 3-97에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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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7.조류의 독성평가 조건

구분 내용

Testtype Staticnon-renewal

Temperature 25±1℃

Lightquality 백색 형

Lightintensity 약 4300lux

Photoperiod 지속 조명

Testchambersize 100ml

Testsolutionvolume 50ml

Renewaloftestsolution 없음

Ageoforganism 4~7days

InitialCelldensity 10,000cells/ml

No.ofreplicationchambers 3

Shakingrate 120rpm

Aeration 없음

Dilutionwater Algalstockculturemedium

Testduration 9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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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6단계의 concentration을 제조한 뒤 각각 683n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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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nning과정을 거쳐 한 흡 도를 선정하 다.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류의 흡

도는 683nm에서 최 으로 나타났으며 조류개수는 Hemocytometer와 미경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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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6에 나타내었다.

그림 3-76.조류 개수 흡 도의 상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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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의 독성평가 결과는 p%의 성장률 해를 나타내는 농도를 구하는 방법인 ICp

(inhibitionconcentration)로 나타내었으며 주로 IC50를 계산하 다.p%의 성장률 감소

를 나타내는 농도는 EPA에서 제공하는 ICpprogram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4)D.magna의 만성 세 간 독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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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st,Cerophyll
Ⓡ
,troutchow를 혼합한 YCT와 Pseudokirchneriellasubcapitata를 사용

하 다.배양액은 시험 지침서에 나와 있는 synthetichardwater(pH7.8,hardness:

170±10mg/LasCaCO3,alkalinity:110±10mg/LasCaCO3)를 제조하여 사용하 다.

배양은 25±1℃로 유지되는 cleanroom에서 수행하 으며, 주기 도는 16h-light,

8h-dark,10～20μE/m2/sec로 유지하 다.

상 항생의약품 ,Tetracycline에 한 만성독성평가를 실시하여 비교 낮은 항생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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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aleffect)에 해 알아보기 함이다.만성독성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

으로 조사되었다.

만성독성평가에 사용된 D.magna는 cleanroom에서 개체 배양된 어미로부터 태어난

지 24시간 이내의 것들을 사용하 다.농도별로 20마리의 개체가 사용되었으며 시험은

30mlvia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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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독

성평가를 여러 세 에 걸쳐 장기간동안 수행되었으며,세 수는 어미세 (F0)부터 제4세

(F3)까지로 설정하 다.각 세 의 시험 기간 동안 동일한 노출농도에 지속 으로 노

출하여 실제 수계 내에서 항상 일정농도로 잔존하는 항생의약품에 한 노출을 모방하고

자 하 다. 한 상 항생의약품의 독성을 평가하기 하여 다양한 요소들을 종말 으

로 설정하 다.독성평가를 한 평가요소는 크게 reproduction에 한 향 somatic

growth에 한 향으로 나뉘었으며,reproduction과 련한 종말 으로는 totalneonate,

reproductiondelay,neonatenumber/organism 등을 평가하 고,somaticgrowth와 련

한 종말 으로는 moltingnumber,bodylength bodyweight등의 sublethaleffect변

화를 노출 농도 세 수에 따라 비교하 다.그밖에 시험기간 동안의 생존율 등의 항목

을 찰하 다.neonate수,생존율,moltingnumber등은 매일 찰하여 기록되었으며,

somaticgrowth,bodyweight(wet,dried)는 각 세 별로 21일 간의 시험이 끝난 후 조

사되었다.Daphnid의 bodylength는 각 organism의 으로부터 꼬리 끝까지의 길이로 정

의되었다.

만성 세 간 독성평가를 한 D.magnatest의 각 조건을 표 3-9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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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8.D.magna를 이용한 만성 세 간 독성평가 조건

Parameters Conditions

Testcompound Tetracy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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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type Staticrenewal

Temperature 22°C

Testchambersize 30mL

Testsolutionvolume 25mL

Ageoftestorganisms Lessthan24h

No.neonatespertest 2

No.replicatetest 10

No.neonatespertest 20

Feedingregime 0.1mleachofYCTandalgae

각 reproduction 생존율 data를 이용하여 각 농도별 세 별 intrinsicpopulation

growthrate(PGR,r)를 비교하 다.growthrate를 하여 다음과 같은 식이 이용되었다

(Lotka,1913).

  
lx:theproportionofindividualssurvivingtoagex

mx:agespecificfecundity(numberofneonatesproducedpersurvivingfemaleatagex)

계산된 PGR 값이 0을 나타낼 때,그 군집은 stablepopulation을 의미한다.0보다 큰

PGR값은 증가하는 population을 의미하고,0보다 작은 PGR값은 감소하는population을

의미한다. 의 식에서 나타나듯이 PGR값은 reproduction survival의 향을 포함한

다.따라서 lethal sublethaleffect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효과 인 종말 으로 여겨

진다.

3.연구결과 고찰

가.감마선 조사에 따른 독성 모 화합물 농도 비교

(1)처리 항생물질 독성평가 결과

감마선 처리 항생의약품의 물벼룩,형 박테리아,조류에 한 항생의약품의 독성을

표 3-99에 나타내었다.각 시험 종 가운데,항생의약품의 독성이 조류에서 0.167～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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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L의 EC50값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따라서 항생의약품의 독성변화를 평가하기

하여 조류가 가장 합한 것으로 단되었다.형 박테리아와 물벼룩은 35.99mg/L∼

1750.67mg/L의 EC50값이 나타났으며 항생의약품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 독성평가에

합하지 않은 것으로 단되었다.조류에 한 각 항생물질의 농도-반응곡선 각

라미터를 표 3-100와 그림 3-77에 나타내었다. 상항생물질별 IC50값을 결정하기 하

여 0∼10mg/L의 주입 농도에서 가장 한 용량-반응곡선 회귀식을 얻었다.각 물질

별 회귀식은 0.96이상의 높은 상 도를 나타내었다.각 물질은   ×
  의 식으

로부터 Y0,a,b의 상수값이 결정되었다 (표 3-100).네 가지 상물질 tetracycline의

IC50 값이 0.167mg/L로 가장 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incomycin의 IC50값은

0.439mg/L로 나타났으며,sulfamethazine은 이보다 독성이 낮은 1.246mg/L의 IC50값을

나타내었다.Cephradine의 조류에 한 독성값은 1,000mg/L의 노출실험에서 조류세포의

성장이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조류에 한 독성이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표 3-9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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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observedeffectatathemax.concentrationof3651mg/L,b4990mg/L,c3680

mg/L,
d
1000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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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7. 상 항생물질에 한 농도-반응 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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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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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mg/L로 하여 방사선 조사량을 0～ 2.0kGy까지 증가

시켜 처리한 후,모 화합물의 농도 제거효율을 측정하 다(그림 3-78,표 3-101).모든

상물질이 1.0kGy에서 80% 이상 (sulfamethazine;80%,tetracycline,lincomycin,

cephradine;90%이상)의 제거율을 나타내었다.따라서 1.0kGy로 조사할 경우,효과

인 상물질의 처리 효과를 낼 것으로 단되었다.

감마선 처리 후 시료의 독성변화를 알아보기 하여 물벼룩,형 박테리아,조류에 한

독성평가를 수행하 다 (표 3-102).감마선 조사 과 비교하 을 때,물벼룩과 형 박테

리아의 경우 독성 값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내었다.하지만 조류의 경우 TU

이 16.05～459.77에서 1.99～5.83로 감소하여 독성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ephradine은 조류에 한 독성이 나타나지 않다가 처리 후에 TU값이 약 2까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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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8.감마선 조사에 따른 상 의약품의 농도변화 G-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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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1.각 처리 방법에 의한 상 항생의약품의 처리 효율,rateconstant 반감기

γ-irradiation

Compound
Removalefficiency

(% at1kGy)

Doseconstant

(kγ,kGy
-1)

Halfdose
(d1/2,kGy)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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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ovalefficiency

(% at60min)

Rateconstant

(kUV,min
-1)

Half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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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atedsludge

Compound
Removalefficiency

(% at28days)

Rateconstant

(kbio,day
-1
)

Halflife
(t1/2,day)

r
2

TCN 70.8 0.044
b

15.68
b

0.97
b

LMC 3.1 -c -c -c

SMZ 100.0 0.383
d

1.81
d

0.99
d

a
Constant(±StandardError)

b
Rateconstantfortetracyclinewascalculatedwithinoculumssample(biodegradation
+sorptiontoactivatedcarbon).
cCouldnotbeobtained.
d
Calculatedexceptinductionperiod

표 3-102.감마선 조사에 따른 물벼룩 Microtox
Ⓡ
bioassay결과

Target
compound

AbsorbedDose

0kGy 0.5kGy 1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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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inescenceofbacteria),Initialconcentrationis30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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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9.감마선 조사에 의한 상항생물질의 조류독성변화

나.처리 방법에 따른 조류 독성 변화

(1)UV처리

감마선 처리에 따른 독성감소 효과를 UV,activatedsludge에 의한 처리 방법과 비교

해 보았다.먼 상 항생의약품을 UV로 처리하 을 때의 모 화합물의 농도변화를 나

타내었다 (그림 3-80. 상항생물질의 기농도는 30mg/L로 하 으며,UV 조사는 0

∼ 90분간 변화시켜가며 수행되었다.Tetracycline과 sulfamethazine의 경우 UV조사시간

이 60분 이상에서 80% 이상의 제거율을 나타내었으며, Lincomycin은 38%의 제거 효율

을 나타내었다.반면,Tetracycline의 조류독성은 TU 값이 152.42에서 61.42로 감소하

고,Lincomycin은 222.12에서 63.68로 감소하여 여 히 높은 독성 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3-81).Sulfamethazine은 29.32에서 90분 조사 후 1.56까지 감소하여 가장 효과 인 감

효과를 나타내었다.Cephradine을 UV로 처리하 을 경우,IC50값을 지정할 수 있을 정

도의 독성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으나,독성이 없던 처리 시료에서 UV 조사 시간이

증가할수록 relativecellgrowth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림 3-8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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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내었으

나 감마선 조사와 비교하 을 때 ToxicUnit값은 높게 나타났다.따라서,감마선이 상

물질의 높은 처리효율과 독성 감효과를 동시에 나타내는 처리방법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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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0.UV처리에 따른 상의약품의 농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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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UV처리에 따른 상 의약품의 조류 독성의 변화

(2)활성슬러지 처리에 의한 흡착 생분해도

감마선 처리를 통한 항생의약품의 생분해도 생분해에 따른 독성 감효과를 알아보

기 해 상물질의 활성슬러지에 의한 생분해도 시험을 수행하 다(그림 3-82,그림

3-83). 먼 , 감마선을 처리하지 않은 상의약물질 30 mg/L 시료를 OECD

method(1992)에 따라 생분해 실험을 하 으며,Activatedsludge처리에 한 효율을 알

아보고자 하 다.Test가 진행되는 동안 pH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가 인 pH

의 조정단계는 필요하지 않았다.Sulfamethazine의 경우, 체 28일의 test기간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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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농도에 크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sterilizing agent를 포함한 Adsorption

control은 체 실험 수행기간 에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14일 이

후에 모 화합물의 농도가 격하게 감소하 으며,16일 이후에는 Sulfamethazine의 모 화

합물이 검출되지 않았다.이는 조류독성평가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14일 동안

약 20toxicunit값을 보이던 시료는 그 후 독성이 크게 감소하여 16일 샘 부터는 1이

하의 toxicunit값을 나타내었다.반면 Lincomycin의 경우에는 28일의 test기간 동안 독

성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처리 의 샘 의 조류독성 값인 228toxicunit

에서 반응 2일째에 75toxicunit으로 독성이 감소하 으나 그 이후에는 거의 일정한 독

성 값을 나타내었다.Tetracycline의 경우,medium내의 nutrient에 의한 감소가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생분해 biosorption에 의한 처리는 10% 내외로 조사되었다.감마

선 처리를 하지 않은 Cephradine의 경우,슬러지의 흡착에 의한 모화합물의 제거는 약

40%,생분해에 의한 모 화합물의 제거는 14.9%로 나타났다.이는 sulfamethazine이나

lincomycin이 보여 양상과는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Sulfamethazine은 2주 뒤에 생

분해에 의해 거의 모든 모 화합물이 처리되었으며,lincomycin은 생분해와 흡착제거와 무

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Cephradine은 생분해 (40%)와 흡착 (14.9%)의 두 가지 기

작에 의해서 제거되는 상을 나타내었다.즉,활성슬러지에 의한 상항생물질의 감소는

물질에 따라,혹은 물질이 속해 있는 분류군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단되었

다.이는 각 분류군의 항생물질이 가진 고유한 기본구조 는 특정 기능기에 의한 흡착

생분해도의 효율 차이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한,각 상물질은 항생 기작이 서

로 다르기 때문에 특정 항생물질에 한 활성슬러지내의 특정 미생물의 활성 여부가 모

화합물의 분해의 변수로 작용했을 것으로 단된다.즉,활성슬러지에 의한 상항생물질

의 감은 물질마다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체 으로 고른 감효과를 나타내었

던 감마선 처리에 비하여 안정 인 측면에서 상당히 비효율 으로 단되었다.

각 처리가 끝난 후의 모든 상물질에 한 Toxicunit을 처리 시료와 비교해 보았

다 (그림 3-84).감마선처리를 한 시료에서 모든 상물질에 한 조류 독성 값이 가장

크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UV 활성슬러지에 의한 처리는 상 물질에 따라

서로 다른 독성 감의 차이를 보여주어 감마선 처리보다 높은 TU값은 나타내었다.



- 169 -

Days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R
em

ov
al

 r
at

e 
(%

)

0

20

40

60

80

100

120

Medium effect

Biosorption

Biodegradation

(a)

Days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R
em

o
va

l 
ra

te
 (

%
)

0

20

40

60

80

100

120

Medium effect

Biosorption
Biodegradation

(b)

Days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R
em

ov
al

 r
at

e 
(%

)

0

20

40

60

80

100

120

Medium effect

Biosorption

Biodegradation

(c)

그림 3-82.활성슬러지를 이용한 생분해에 의한 항생의약품의 처리 효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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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3.활성슬러지에 의한 흡착 생분해도에 의한 Sulfamethazine Lincomycin,

tetracycline의 독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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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4.감마선조사 (1kGy),UV처리 (60min) 활성슬러지처리 (28days)에 의한

상항생물질의 조류독성 변화

실측한 상항생물질의 조류독성과 비교하기 하여 감마선,UV,활성슬러지 처리 후

화학 분석을 통해 얻어진 모 화합물의 농도를 바탕으로 용량-반응곡선에서 relative

cellgrowth를 산출하여 실측값과 비교하 다 (그림 3-85).Observed cellgrowth와

expectedcellgrowth가 같으면 처리후의 조류에 나타나는 독성이 다른 분해산물에 의한

것이 아닌 모 화합물에 의한 것으로 단되었다. 체 으로 expectedcellgrowth와 비

슷한 값이 실측됨을 알 수 있었다.감마선의 경우 처리 후 남아있는 모 화합물의 농도에

의한 expectedcellgrowth observedcellgrowth비교하 을 때,세 가지 상의약물

질 에서 lincomycin이 높은 상 성을 보여주었다.이는 감마선 처리 후 남아있는 모 화

합물만이 조류의 독성에 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Tetracycline이나

sulfamethazine의 경우 경향은 비슷하 으나 lincomycin보다는 상 성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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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5.감마선 (a),UV(b),활성슬러지 (c)처리 후 남아있는 모 화합물의 농도에 의

한 expectedcellgrowth observedcellgrowth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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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감마선 처리 후의 생분해도 변화

Cephradine의 감마선 처리 후의 생분해도 변화를 그림 3-86,87에 나타내었다.0.5

kGy흡수선량의 감마선 처리 후,모 화합물 (RT 7.92)이외에 RT 7.15에서 주요 분해산

물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주요 부가생성물 (RT7.15)은 흡착 분해에 의해 그 농도

가 80.6% 감소하 다.따라서 감마선 처리 후 상 의약품이 수계로 배출되었을 경우,생

분해에 의한 부가 인 처리효과가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한 cephradine함유 폐수에

해 감마선 처리 후 활성 슬러지를 연계한 공정을 통해 효과 인 제거 효율을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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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6.감마선 처리 흡착 생분해에 의한 Cephradine의 농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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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7.0.5kGy감마선 처리 후 흡착 생분해에 의한 Cephradine의 농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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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항생의약품의 만성독성 세 간 독성 향

(1)Tetracycline이 D.magna의 reproduction에 미치는 향

그림 3-88 표 3-103에서 각 세 tetracycline의 농도에 따른 reproduction의

변화를 나타내었다.노출농도는 D.magna에 성독성을 일으키지 않는 범 인 10mg/L

이하로 시험되었다.모든 세 의 controltest에서 totalneonate 수는 약 180~200

organism에 달하 으며,tetracycline노출 후 농도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F0세 에서는 10mg/L이외의 농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다.10mg/L

의 노출농도에서 약 control에 비교하 을 때 약 63%의 감소를 보여주었다.이러한 차이

는 F1세 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Fo세 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2.0,5.0mg/L의 노출농도가 F1세 에서는 약 70%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2,F3세 에서는 이러한 감소경향이 더욱 증가되어 0.1mg/L의 노출농도

에서 유의한 totalreproduction의 감소를 나타내었다.F2세 에서는 0.1mg/L의 노출농

도에서 57.6%를 나타내었고,F3세 에서는 약 35.5%를 보 다.Reproduction결과를 바탕

으로 하여 Noobservedeffectiveconcentration(NOEC) Lowestobservedeffective

concentration(LOEC)값이 결정되었다 (표 3-104).NOEC값은 F0부터 F3세 순서로

5.0,2.0,<0.1,<0.1mg/L로 나타났고,LOEC값은 각 세 순서로 10.0,5.0,0.1,0.1

mg/L로 나타났다.최소 시험농도가 0.1mg/L엇기 때문에 만약 0.1mg/L보다 더 은 노

출농도로 시험했다면 LOEC NOEC값이 더 낮은 농도로 결정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Reproductiondelay 한 노출 농도 세 수의 증가에 따라 변화되었다.F0세

에서는 firstdayofreproduction이 차이나지 않았으나,F3세 에서는 control과 비교하여

크게 연기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10mg/L의 노출농도로 4세 까지 노출되었을 경우,

F4세 의 reproduction은 F0세 와 비교하여 약 두 배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

다.하지만 표 3-10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세 수가 증가하여도 D.magna의 생존율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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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 Reproductiondelay(%)TotalReproduction(%) Offspring/female Survival(%)

Control 100.0±1.2 100.0±10.2 9.7±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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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mg/L 104.6±2.0 78.2±7.1 7.6±0.7 80

0.5mg/L 102.8±2.6 93.3±6.8 9.0±0.7 95

1mg/L 106.5±6.8 94.8±8.3 9.2±0.8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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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mg/L 103.7±3.0 95.3±11.1 9.2±1.1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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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Reproductiondelay(%)Totalreproduction(%) Offspring/female Survival(%)

Control 100.0±3.5 100.0±6.8 8.6±0.6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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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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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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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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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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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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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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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 Reproductiondelay(%)Totalreproduction(%) Offspring/female Survival(%)

Control 100.0±5.1 100.0±5.6 8.6±0.5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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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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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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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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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8.Tetracycline에 노출된 D.magnaF0(a),F1(b),F2(c),F3(d)세 의 neonate에

한 21일간 만성독성평가

표 3-103각 세 별 tetracycline노출농도에 따른 reproductiondelay,totalreproduction,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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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g/L 118.4±1.5** 40.1±4.5** 3.5±0.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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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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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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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 Reproductiondelay(%)Totalreproduction(%) Offspring/female Survival(%)

Control 100.0±8.5 100.0±8.4 9.2±0.5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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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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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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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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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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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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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g/L 186.1±6.0** 13.1±3.4** 1.2±0.3** 95

표 3-104tetracycline의 D.magna에 미치는 만성독성 향 (NOEC:Noobserved
effectiveconcentration,　LOEC:　Lowestobservedeffective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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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roduction에 향을

미치며,이러한 향은 세 수가 증가할수록 더 커지는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

다. 한 Tetracycline이 D.magna에 미치는 이러한 향은 D.magna의 군집에도 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3-89는 각 세 별 노출농도별로 계산된

Populationgrowthrate(PGR,r)를 나타낸다.Populationgrowthrate는 reproduction

survival의 향이 고려된 값으로 상물질의 lethal sublethaleffect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종말 으로 여겨진다.계산된 PGR 값이 0을 나타낼 때,그 군집은 stable

population을 의미한다.0보다 큰 PGR값은 증가하는 population을 의미하고,0보다 작은

PGR값은 감소하는 population을 의미하며,최종 으로 군집의 개체수 감소에 인한 종의

멸종에 이를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모든 세 에서 PGR값은 노출농도가 증가할수록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0세 에서 PGR 값은 10.0mg/L의 노출농도에서 0.082로

control의 0.134에 비하여 약 40%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F1세 에서는 control의 0.130

에 비하여 약 30% 감소한 0.092의 PGR값을 10mg/L의 노출농도에서 나타내었다.F3

세 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 control에서는 0.135,10mg/L의 노출농도에서

는 0.0538로 나타났다.이와 같이,뚜렷한 감소 상을 보 으나 모든 시험에서 0이하의

PGR　값은 나타내지는 않았다.



- 176 -

Concentration (mg/L)

0 0.1 0.2 0.5 1 2 5 10

P
o

p
u

la
ti

o
n

 g
ro

w
th

 r
a

te
(r

)

0.00

0.02

0.04

0.06

0.08

0.10

0.12

0.14
F0 

F1 

F2 

F3 

그림 3-89.Tetracycline에 노출된 D.magna의 Populationgrowthrate.

(2)Tetracycline이 D.magna의 somaticgrowth에 미치는 향

Reproduction과 련한 종말 이외에도 D.magna의 somaticgrowth와 련한 body

length,bodyweight(wetanddried),moltingfrequency등이 노출 농도별,세 별로

찰되었다. 체 으로,F0세 에서는 노출농도가 증가할수록 각 라미터들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Bodylength의 경우 (그림 3-90),control에 비하여 10mg/L의 노출

농도에서 약 17% 감소한 값을 나타내었다.그러나 이 차이는 세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어,F1세 에서는 control와 비교하 을 때 10mg/L의 노출농도에서

약 9% 감소하 으며,F2세 에서는 거의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오히려 낮

은 농도로 노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세 수가 증가할수록 bodylength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bodyweight에서도 나타났다 (그림 3-91).driedbodyweight와

wetbodyweight모두 어미세 에서는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

나,세 수가 증가할수록 그 감소정도는 F0에 비해서 낮아졌으며,F2,F3세 에서는 오히

려 bodyweight이 증가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wetbodyweight은 10mg/L의 노

출농도일 때,F0세 에서 약 30%감소하 으나,세 가 증가할수록 각각 25%,0%,1%의

순으로 감소폭이 낮아졌다.더욱이 F3세 의 경우 tetracycline에 노출된 D.magna가 평

균 10% 이상 bodyweight이 증가하는 것으로 찰되었다.

Moltingfrequency도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F0세 에서는 뚜렷하게 농도가

증가할수록 molting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나,F2,F3세 에서는 노출농도가

증가할수록 molting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림 3-92).

다양한 somaticgrowth 련 종말 들을 비교한 결과,비슷한 농도로 여러 세 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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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지속 으로 노출된다고 가정했을경우,신체 인 발달은 증가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었다.이는 세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던 reproduction과는 상반되

는 결과 다.이러한 향은 항생의약품에 장기 으로 노출될 경우,reproduction이외에

도 다양한 기작에 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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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0.Tetracycline의 21일간 만성 독성평가 시 D.magna각 세 의 body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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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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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Tetracycline의 21일간 만성 독성평가 시 D.magna각 세 의 wet/dried

body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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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Tetracycline의 21일간 만성 독성평가 시 D.magna 각 세 의 molting

frequency비교

4.연구 결론

가.수서생물종 (D.magna,V.fischeri,P.subcapitata)을 이용한 상 항생의약품의 감

마선,UV,ozone분해 처리 후 독성평가 결과,조류가 가장 합한 것으로 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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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을 나타내었으며,독성 감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UV 처리나 오존처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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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슬러지에 의한 처리는 같은 항생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상물질에 따라 처리효율 독

성 감효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그러나 감마선의 경우 항생물질의 종류에 따른 처리

효율이 높았으며 조류 독성변화는 안정 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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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된 분해산물이 생분해 과정과 슬러지에 흡착되어 농도가 감소하는 상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감마선 처리 후 상 의약품이 수계로 배출되었을 경우,생분해에 의한 부가 인

분해효과가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따라서 감마선 처리는 다른 처리 공정과는 다르게

높은 독성 감소를 보여주었으며 분해산물도 독성이 낮게 나타내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라. tetracycline의 경우 reproduction somaticgrowth모두에 향을 나타내었다.

Reproduction은 한세 에서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세 수가

증가할수록 더욱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이는 세 수가 증가할수록 tetracycline이

D.magna의 생식에 미치는 향은 더욱 민감해진다는 뜻으로 해석되며,bacteria등을 이

용한 실험에서 보이는 항성이 non-targetorganism인 D.magna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다고 결론 낼 수 있었다. 한 여러 세 에 걸친 reproduction의 감소는 D.magna의 군

집의 성장률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되었다.

제 5 .방사선이용기술의 유 학 안 성 평가

1.연구 개요

항생물질은 곰팡이나 세균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하여 외부로부터 다른 미생물의 침

입을 방해하려고 분비해 내는 것으로 다른 미생물의 생장,번식 기타세포의 증식을 억

제하거나 괴하는 물질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이러한 항생제의 특징을 이용하여 인류

의 삶을 세균의 감염으로부터 안 하게 하기 하여 항생제 산업은 나날이 발 하고 있

다.항생제는 세계 체 의약품시장의 17%를 차지하며,항생제 시장은 cephalosporin

(40.3%), 페니실린(22.5%), macrolides (6.2%), 테트라사이클린(5%), aminoglucoside

(3.3%),기타(22.7%)로 구성되어 있다( 등,2003).

우리나라는 동물 약품에 한 수의사 처방이 의무화 되지 않아 이에 따른 축산,양식업

에서 항생제의 남용이 심각한 상태이다.수의사의 처방 없이 축산,양식,농․어업에서 질

병의 자가치료 는 방 목 으로 임의 사용하는 항생제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체 항

생제 사용량의 50%에 달할 정도로 높아서 항생제의 오․남용이 우려되고 있다(국립수의

과학검역원,2005).축수산동물약품(항생제)실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미국,일본,덴마크 등 축산국가들에 비해 연간 축산물 생산량 비 최고 수 이며,이는

축수산업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항생제 오남용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 다

(참여연 ,2005). 한,2007년 주요 수계의 하천수 등에서 실시한 의약품 검출 조사 결

과 항생제 17종 13종이 검출되었으며,미국 식품의약품안 청의 의약품 무 향 기 농

도인 1㎍/L를 과하는 물질은 2종이 검출되었다(국립환경과학원,2006).

이러한 항생제의 남용으로 결국 우리가 마시는 지표수 지하수에서 항생제가 발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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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이는 항생제 내성세균의 확산으로 이어지게 된다.식품의약품안 청의 연구보고

서에 따르면, 국 6개 도시의 지역사회 일반인으로부터 분리된 황색포도상구균의

penicillin에 한 내성이 84.7%에 달하고, methicillin에 내성인 황색포도상구균

(Methicillin-resistantStaphylococcusaureus,MRSA)의 비율이 2.5%로 나타났다(정 등,

2002).Schwartz등(2003)은 병원 하수 식수에 형성된 생물막에서 반코마이신 내성 유

자(vanA)와,베타락탐계 항생제 내성 유 자(ampC)를 검출해냄으로써,항생물질처리가

미흡한 하수가 환경에 방류되면 세균의 항생제 내성 획득에 직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다.

신규 항생제 출 이후 2∼3년이 지나면 내성 균주가 출 하는 것이 일반 인 상이

다.하지만 항생제가 환경에서 노출이 되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는 세균이 더 빠르게 생

겨나고 확산 될 수 있다.실제로 2004년 충북에서 학교 식을 먹은 학생들이 집단으로 3

세 항생제인 cephalosporin에 내성을 갖는 이질균에 감염되었다.이러한 문제 에도 불

구하고 방출되는 하,폐수의 항생제 잔류량 검사는 실질 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편이다.특히 항생물질 제조 공장의 폐수와 같은 경우도 일반화학공업의 배출허용 기 에

하여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이 많다.

최근에는 항생물질을 비롯한 여러 난분해성 물질이 포함된 하폐수를 처리하기 한 고

도산화공정(Advancedoxidationprocess:AOP)을 하폐수 처리 시설에 도입하고 있다.고

도산화공정은 산화제인 hydroxyradical을 발생시켜 오염물질을 분해함으로써 폐수에 포

함되어 있는 독성 오염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과정이다(Andreozzietal.,1999).최근에

는 오존과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화학 산화(BalcioluandÖtker,2003),역삼투압을 이

용한 나노 여과막 방법(Nghiem etal.,2005),감마선이나 자빔을 이용한 이온화 방사선

(ionizingradiation)방법(Singhetal.,2009,Yuetal.,2008)등 다양한 고도산화공정에

의한 항생제 분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오존처리공정은 화학 산소요구량(chemicaloxygendemand:COD)을 감소시키고 폐

수에 포함된 여러 항생제들의 생분해능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으나(Balciolu and

Ötker,2003),오존을 단독으로 처리하 을 때 오랜 시간 처리하여도 항생물질이 완 히

무기화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Andreozzietal.,2005).Gong등(2008)은 처리된 하․

폐수 방류수에 UV와 오존을 처리하여 용존성 유기탄소 방향족 화합물의 농도 변화를

찰한 결과,UV를 단독으로 처리하 을 때는 화학 산소 요구량,용존성 유기탄소,방

향족 화합물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UV와 오존을 동시에 처리하 을 때 효과 인 분

해가 일어난다고 보고하 다.Reyes등(2006)은 tetracycline을 분해시키는데 UV단독 조

사 매인 TiO2를 함께 처리하는 실험을 진행하 는데 UV와 TiO2를 함께 처리한

경우는 항생물질 활성이 감소하 으나,UV만을 조사하 을 때에는 100분 이상 조사하여

도 tetracycline의 항생제 활성이 거의 감소하지 않는 것을 보고하 다. 의 결과들은

UV의 단독 조사는 고도산화공정의 항생제 제거 효율을 높일 수 없다는 을 시사한다.

높은 투과성을 갖는 감마선은 유기화합물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병원균

을 포함하는 미생물 살균 생물학 산소요구량(biochemicaloxygendemand:BOD)과,

화학 산소요구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다(Al-Aniand Al-Khal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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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Yu등(2008)은 cephalosporin계의 항생제인 cefaclor에 감마선을 조사시켜 90% 이

상 분해되는 것을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highperformanceliquidchromatography:

HPLC)분석으로 확인하 다.Sanchez-Polo등(2009)은 항생물질인 nitroimidazole의 일종

인 metronidazole를 포함시킨 증류수,지표수,지하수 폐수에 감마선을 조사하 을 때

감마선량이 높아질수록 metronidazole이 많이 제거되었으며,증류수에 녹아있을 때 제거

효율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 다. 한,총 유기탄소의 제거율은 지표수에서 가장 높게

찰되었고,감마선량이 높아질 수 록 물질의 독성이 감소됨을 확인하 다.김 등(2008)은

10kGy의 감마선을 축산 폐수 처리에 이용하 을 때 축산 폐수의 생분해도 생물학

질산화 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이처럼 감마선은 하․폐수 처리에 매우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다.하지만,강력한 돌연변이원으로 알려진 감마선을 하․폐수에 조사하

을 경우에 생성되는 미생물 돌연변이에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한,고도산화공정을 통해 분해된 항생제 부산물의 험도 무시할 수 없다.Li등

(2008)은 오존처리시간이 길수록 oxytetracycline의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으나,

Vibriofischeri를 이용한 bioluminescenceassay를 통하여 오존 처리 동안 생긴 부산물의

독성을 확인하 다.Kim 등(2009)은 감마선 조사된 항생제가 생물에 미치는 독성효과를

EPA에서 제시한 방법인 Pseudokirchneriellasubcapitata의 성장 해 시험을 통해 찰

한 결과,감마선 조사가 진행될수록 조류에 미치는 독성정도가 감소하 지만 분해된 부산

물이 빈번하고 지속 으로 수계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감마선 UV 조사에 의해 분해된 항생제의 활성을 화학 방법인

HPLC와 생물학 방법인 액체배지 희석법과 디스크 확산법으로 측정하고,잔류 항생제

는 부산물이 미생물에게 미치는 향을 찰함으로써 세균을 이용한 bioassay방법의

유용성을 확인하 다. 한 감마선 자빔으로 처리된 하․폐수의 안 성에 한

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하여 UV 감마선으로 처리된 세균의 돌연변이율을

Amestest와 E.colimutationtest를 이용하여 측정하고,감마선 UV의 유 독성효과

를 umu-test를 이용하여 측정함으로써 이온화 방사선이 조사된 하․폐수의 유 학 안

성을 평가하여 이온화 방사선의 고도산화공정 도입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 다.

2.연구 방법 재료

가.미생물을 이용한 잔류 항생제 농도의 측정

(1).균주 배양

항생제 감수성 시험 표 균주인 StaphylococcusaureusKCTC1621과 E.coliKCTC

1682를 Mueller-Hintonbroth(DifcoTM;beefextractpowder2.0g/L,aciddigestof

casein17.5g/L,solublestarch1.5g/L)에 37℃,100rpm에서 12시간 배양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Jenkinsetal.,1985).

(2).항생제의 최소 해농도 측정

NationalCommitteeforClinicalLaboratoryStandard(NCCLS)의 액체배지희석법을

이용하 다(Jorgensen and Hindler, 2007). Amoxicillin, cephradine, lincomy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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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racycline(Sigma-Aldrich,USA;농도 30mg/L)을 증류수에 1/2씩 단계 으로 희석하

여 96 wellplate에 120 ㎕씩 분주한 후 배양된 세균을 최종 세균농도가 1 × 10
5

CFU/mL가 되도록 하여 각 well마다 60㎕를 종하 다. 종한 96wellplate는 37℃,

100 rpm에서 18~20 시간 배양시킨 후 Bio-Tek EL800 (BioTek,USA)을 이용하여

O.D.595nm를 측정함으로써 균주의 생장을 확인하 고,10% 이하의 세균 성장을 보이는 가

장 낮은 농도를 최소 해농도로 단하 다.

(3).시료의 비

Amoxicillin,cephradine,lincomycin,tetracycline4종류의 항생제를 30mg/L의 농도로

증류수에 녹인 후 한국원자력연구원(Jeongeub,Korea)에서 감마선과 UV를 조사하 다.

감마선의 조사조건은 0,0.2,0.4,0.6,0.8,1,2kGy,UV는 0.89W/L의 강도로 처리하

으며 조사조건은 표 3-105과 같다.

표 3-105각 항생제 분해에 사용된 UV의 에 지량 (mJ/cm3)

Antibiotics

SampleNo.
Amoxicillin Lincomycin Tetracycline Cephradine

1 0 0 0 0

2 0.61 0.08

3 1.22 0.16

4 2.13 0.53

5 3.20 3.20 3.20 1.60

(4).액체배지 희석법을 이용한 시료의 잔류 항생제 농도 측정

실험 방법은 최소 해농도 측정방법과 동일하며 감마선과 UV가 조사된 시료를 증류수

로 1/2씩 단계 으로 희석하여 120㎕씩 분주하여 사용하 다.배양 후 세균의 생장을

10% 이하로 해시키는 최 희석시료를 최소 해농도 수 의 농도라고 단하여 시료

원액의 잔류항생제 농도를 추정하 다.

(5).디스크 확산법을 이용한 시료의 잔류 항생제 농도 측정

디스크 확산법은 NCCLS의 discdiffusionmethod를 이용하 다(Choi,2003).세균의

최종 농도가 1×105CFU/mL가 되도록 0.6% agarsolution에 섞어주고 Mueller-Hinton

평 배지(두께 4mm)에 골고루 분주하 다.Blankpaperdisc(diameter6mm,BBLTM,

USA)에 농도를 알고 있는 항생제와 감마선 는 UV로 조사된 시료를 20㎕ 떨어뜨려

건조한 뒤,세균이 분주된 배지에 올려놓았다.37℃에서 18∼ 20시간 배양한 후 disc

주 에 생긴 생장 해원(clearzone)의 직경을 0.5mm 단 까지 측정하 다.농도를 계산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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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Θ=
(UH+UL)-(SH+SL)

(UH+SH)-(UL+SL)
×log4+

θ :시험액과 상용표 항생물질 용액 의 항생물질의 농도비

SH :상용표 항생물질 용액에 의해 생긴 해원의 직경

SL:상용표 항생물질 용액의 4배 희석액에 의해 생긴 해원의 직경

UH :실험 항생물질 용액에 의해 생긴 해원의 직경

UL:실험 항생물질 용액의 4배 희석액에 의해 생긴 해원의 직경

+:우변의 log4는 4배 희석의 경우이며,2배 희석인 경우는 log2를 곱한다.

(6).항생제 내성유 자를 이용한 시료의 잔류 항생제 농도 측정

(가)균주 배양

SerratiamarcescensFMC1-23-O 균주에서 확인된 tetracycline이 존재할 경우 작동

하는 tet(A),tet(R)gene의 promoter와 lacZ gene을 융합하여 만든 plasmidpEVM3,

pEVM4(Thomsonetal.,2007)를 E.coliJM109에 Sambrook과 Russell(2001)의 방법에

따라 형질 환 시켜 재조합 균주를 얻었다.Luria-Bertanibroth(LBbroth:Tryptone10

g/L,Yeastextract5g/L,NaCl5g/L)에 30㎍/mL의 kanamycin (Sigma-Aldrich,

USA)을 첨가한 배지에서 37℃,18시간 배양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나)tet유 자 발 확인 실험

Tetracycline(30mg/L)를 1/2씩 단계 으로 희석하여 96-wellplate에 각 well당 50

㎕씩 분주하 다.균주는 O.D.600nm에서 1.2가 되도록 배양하여 well당 50㎕씩 첨가하고,

37℃에서 18시간 배양하 다.배양 후,새로운 96-wellplate에 20㎕의 배양액을 옮기고,

90㎕의 Z-buffer,50㎕의 0.1% sodiumdodecylsulfate(SDS)를 넣고 혼합하여 세포막

을 쇄한 후(Miller,1972),10㎕의 CPRG (chlorophenolred-β-D-galactopyranoside4

mg/mLinZ-buffer)를 첨가하여 37℃에서 20분 동안 발색시켰다.발색 후에 100㎕의 1

M Na2CO3를 첨가하여 효소반응을 지시켰다.ELISA reader(Bio-TekEL800;BioTek,

USA)로 O.D.570nm를 측정하고 음성 조군과 비교하여 2배 이상의 발색을 보이는 농도를

MEC(Minimaleffectiveconcentration)로 단하 다.

(다)tet유 자를 이용한 항생제 농도 측정

실험 방법은 시험 균주의 tet유 자 발 확인과 동일하며,감마선과 UV로 각각 조사

된 tetracycline을 1/2씩 단계 으로 희석하여 96wellplate에 50㎕씩 분주하 다.결과

확인 시 음성 조군에 비하여 2배 이상의 흡 도를 보이는 최 희석배수를 MEC수

의 농도라고 단하여 시료 원액의 잔류항생제 농도를 추정하 다.

(7).HPLC방법을 이용한 시료의 잔류 항생제 농도 측정

감마선 UV 조사 후의 항생제 잔류 농도는 Agilent1200SeriesHPLC (Agilent

Technologies,USA)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표 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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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biotics Column

Injection

volume

(µl)

Flow rate

(mL/min)

UV

detection

(nm)

Eluent

Amoxicillin C8
a

50 1.0 230
25mM Potassium phosphatepH

4.6:Methanol(95:5)

Cephradine
Polar

RPb
50 1.0 254

20mM Ammonium formatepH

3.5:Methanol(65:35)

Tetracyclin

e
C8
a

50 1.0 355
0.01M Oxalic acid:Methanol:

Acetonitrile(72:8:20)

Lincomycin C18
c

75 0.7 210
1mM Ammonium formate:

Acetonitrile(65:35)

나.시료의 유 독성 확인 실험

(1).균주 배양

실험균주는 ampicillin내성균주인 SalmonellaentericaTA1535/pSK1002균주(DSMZ

9274)로 독일미생물보존센터(DSMZ,DeutscheSammlung von Mikroorganismen und

Zellkulturen GmbH)에서 분양받았다.균주를 TGA (tryptone 10 g/L,NaCl5 g/L,

D-glucose2g/L,ampicillin50㎍/mL)배지에 12시간동안 배양하여 수기 상태의 S.

entericaTA1535/pSK1002를 O.D.600nm에서 0.4∼0.5가 되도록 TGA (ampicillin 20㎍

/mL)배지에 희석하여 균주를 비하 다.

표 3-106시료 분석에 사용된 HPLC조건

aLuna5µC8(2)100A150×4.6mm (Phenomenex,USA)
bSyrnergi4μ Polar-RPcolumn150×4.6mm (Phenomenex,USA)
cZorbaxsb-C18250×3.0mm (AgilentTechnologies,USA)

(2).돌연변이 조군

돌연변이 물질의 양성 조물질로 4-nitroquinoline-1-oxide(4-NQO,1.0㎍/mL)를 사

용하 다.음성 조물질로는 동일량의 증류수를 사용하 다.

(3).umu유 자 발 실험

Oda등(1985)의 방법(ISO/DIS13829,2000)에 하여 실험하 다.감마선 는 UV 처

리된 시료를 1/2씩 단계 으로 희석하여 96-wellplate에 각 well당 50㎕씩 분주하 다.

균액을 well당 50㎕씩 분주하여,37℃에서 2시간 배양하 다.96-wellplate의 구성은 그

림 1과 같이 하 다.

배양 후 발색 과정은 tet유 자 발 실험과 동일하 다.돌연변이 물질의 양성 조물

질로 4-nitroquinoline-1-oxide(4-NQO,1.0㎍/mL)를 사용하 으며,음성 조물질로는

동일량의 증류수를 사용하 다.흡 도를 측정하여 RGA (relative β-galactosid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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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RGA=O.D.570nm/O.D.595nm)를 산출하여 결과를 확인하 다.음성 조군과 확연한

색상의 차이와 RGA가 2배 이상 높으면 시료가 유 독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결과를

정하고,반면 음성 조군보다 노란 색상이거나 흡 도가 오히려 낮은 경우에는 시료가

균주의 생육을 해한 것으로 정하 다.

그림 3-93.umu-test의 96-wellplate구성

Blank;배지,Sample;2~8열-7단계 희석한 시료(B~G행의 농도는 같음)+균주 +배지,Backgroundcontrol;

증류수 +균주 +배지,Negativecontrol;단계별 희석된 시료 +배지,P10~P1;Positivecontrol의 단계 희

석(4-NQO의 1/2씩 단계 희석)+균주 +배지,B.C;Positivecontrol해당물질의 Backgroundcontrol(용

매 +균주 +배지)

다.미생물 돌연변이율 측정

(1).복귀 돌연변이 실험(Amestest)

(가)균주 배양 돌연변이유도

Histidine 양 요구성 균주인 Salmonella enterica TA100 균주를 TSB/amp(+)

(Difco
TM
TrypticSoyBroth,ampicillin12㎍/mL)배지에 배양하고 원심분리하여 (7000

rpm,15min)균체 수확 후 109cells/mL이 되도록 생리 식염수 방류수에 탁하여

감마선, 자빔 는 UV를 조사하 다.감마선 조사선량은 0,0.1,0.2,0.5kGy, 자빔

(EB Tech,Daejeon)조사선량은 0,0.2,0.5,1.0kGy 으며 UV 조사선량은 0,2.5,5,

7.5mJ/cm
2
다.

(나)생존률 측정

감마선, 자빔 는 UV가 조사된 SalmonellaentericaTA100세균을 단계 으로 희

석하여 100㎕씩 분주하고 TSA/amp(+)(Difco
TM
TrypticSoy Broth,agar13g/L,

ampicillin12㎍/mL)배지 주입평 법으로 37℃에서 48시간 배양 후 콜로니를 계수하여

생존률을 측정하 다.

(다)돌연변이율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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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telmans와 Zeiger(2000)의 Amestest방법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OECD,

1997).감마선, 자빔 는 UV가 조사된 SalmonellaentericaTA100세균을 단계 으로

희석하여 100㎕를 Topagar(agar6g/L,NaCl6g/L,0.05mM Histidine/Biotin

solution)2mL에 첨가하고,glucosesolution(10% v/v)10mL과 Vogel-Bonnersalts

(MgSO410g/L,Citricacid100g/L,K2HPO4500g/L,Na2NH2PO4175g/L)4mL이

첨가된 glucose최소 배지에 주입하여 37℃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나타난 His+복

귀돌연변이 콜로니 수를 계수하여 감마선 UV 조사 세균수에 한 돌연변이율을

측정하 다.

(2).E.coli돌연변이 실험

(가)균주 배양 돌연변이유도

Rifampicin 내성이 없는 Escherichia coliCSH100 균주를 LB (Tryptone10 g/L,

Yeastextract5g/L,NaCl5g/L)배지에 배양하고 원심분리하여 (7000rpm,15min)

균체 수확 후 109cells/mL이 되도록 0.1M MgSO4에 탁시켰다(이 등,2003).10분간

얼음에 방치시킨 후 감마선, 자빔 는 UV를 조사하 다.감마선 조사선량은 0,0.1,

0.2,0.5kGy, 자빔 조사선량은 0,0.2,0.5,1.0kGy 으며 UV 조사선량은 0,10,20,

30mJ/cm2 다.

(나)생존률 측정

감마선, 자빔 는 UV가 조사된 E.coliCSH100세균을 단계 으로 희석하여 100

㎕씩 분주하고 LB(Tryptone10g/L,Yeastextract5g/L,NaCl5g/L,agar13g/L)

배지 주입평 법으로 37℃에서 48시간 동안 배양 후 콜로니를 계수하여 감마선, 자빔

UV조사선량에 따른 세균 생존률을 측정하 다.

(다)돌연변이율 측정

감마선, 자빔 는 UV가 조사된 E.coli CSH100균주를 5mL의 LBbroth에 250

㎕ 씩 종하 다.37℃,150rpm에서 24시간 동안 교반 배양 후 세균을 단계 으로 희

석하고 100㎕씩 분주하 다.LB/rif(+)(Tryptone10g/L,Yeastextract5g/L,NaCl5

g/L,agar13g/L,rifampicin100㎍/mL)배지 주입평 법으로 37℃에서 48시간 동안 배

양한 뒤 rifampicin내성균주의 콜로니를 계수하여 감마선, 자빔 UV 조사 세균

수에 한 돌연변이율을 측정하 다.

라.감마선, 자빔 UV의 유 독성 확인실험

(1).균주 배양

SalmonellaentericaTA1535/pSK1002균주(DSM 9274)를 TGA (Tryptone10g/L,

NaCl5g/L,D-glucose2g/L,ampicillin50㎍/mL)배지에 배양한 뒤 원심분리하고

(7000rpm,15min)균체를 수확하여 10
9
cells/mL이 되도록 생리식염수에 탁시킨 후

감마선 는 UV를 조사하 다.감마선 조사선량은 0,0.1,0.2,0.5kGy, 자빔 조사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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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0,0.2,0.5,1.0kGy,UV조사선량은 0,0.5,1,2mJ/cm
2
다.

(2).생존률 측정 실험

감마선 는 UV가 조사된 SalmonellaentericaTA1535/pSK1002세균을 단계 으로

희석하여 100㎕씩 분주하고 TGA agar(Tryptone10g/L,NaCl5g/L,D-glucose2

g/L,Agar13g/L,ampicillin50㎍/mL)배지 주입평 법으로 37℃에서 48시간 배양 후

콜로니를 계수하여 생존률을 측정하 다.

(3).umu유 자 발 실험

감마선, 자빔 UV를 처리한 SalmonellaentericaTA1535세균을 이용하여 각 처

리방법에 따른 세균의 유 독성을 평가하 고 방법은 항생제 시료의 유 독성 확인실험

과 동일하다.각 well의 흡 도를 측정하고 RGA (relative β-galactosidaseactivity;

RGA =O.D.570nm/O.D.595nm)를 산출하여 결과를 확인하 다.음성 조군과 확연한 색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RGA가 2배 이상 높으면 세균의 유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결과를

정하고,반면 음성 조군보다 노란 색상이거나 흡 도가 오히려 낮은 경우에는 균주의 생

육이 해된 것으로 단하 다.

마.감마선, 자빔 UV의 DNA손상도 평가

(1).균주 배양

식품폐수처리장에서 분리된 EnterobacterasburiaeKCAD-4를 LB broth(tryptone10

g/L,yeastextract5g/L,NaCl10g/L)배지를 사용하여 37℃에서 150rpm으로 10시간

교반 배양하 다.배양된 세균은 원심분리(4°C,7000rpm,15분)하여 수확하 다.증류수

로 세척한 후 당량의 증류수에 탁하여 108cells/mL농도가 되도록 희석한 뒤 감마

선, 자빔 UV를 조사하 다.감마선은 0,0.1,0.2,0.5,0.7,1.0,3.0,6.0kGy, 자빔

은 0,0.2,0.5,0.7,1.0,3.0,6.0,10.0kGy,UV는 0,2.5,5,7.5,10,12.5,15mJ/cm
2
로 조

사하 다.

(2).처리 방법에 따른 세균의 DNA손상도 평가

(가)생존율 측정 실험

감마선, 자빔 는 UV로 처리된 세균을 단계 으로 희석하여 1mL씩 분주하고 LB

배지 주입평 법으로 37℃에서 24시간 배양 후 콜로니를 계수하여 생존률을 측정하 다.

(나) 기 동을 이용한 세균 DNA손상 조사

처리된 시료 1mL을 취하여 freezing-thawing방법(-72℃ 20분,65℃ 5분,3회 반

복)을 이용하여 세포를 lysis시킨 뒤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취하 다.상등액 15㎕를

1.5% agarosegel에서 기 동한 후,SYBR-Green(Bio-Rad,USA)으로 염색하여 UV

trans-illuminator(Gelmanager;SeorinBioscience,Korea)상에서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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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al-timePCR(qPCR)을 이용한 DNA손상 조사

① DNA분리 정제 방법 비교

qPCR에 주형으로 사용될 DNA를 시료에서 분리 정제할 때,시료의 DNA의 손상을

최소화하며 모든 크기의 DNA를 수확하는것이 요하므로 실험실에서 흔히 사용되는 3

가지 방법으로 시료의 totalDNA를 분리하 다.

㉮ Freezing-thawing방법

시료 1mL을 취하여 원심분리 후 증류수 0.2mL에 탁시킨 다음 -72℃에서 20분,

65℃에서 5분간 처리하 다.이를 3회 반복하여 세균을 lysis시킨 다음 원심분리 후 상

등액만 취하 다.

㉯ Purificationkit이용

시료 1 mL을 취하여 원심분리 후 Genomic DNA SX DNA purification kit

(GeneAll,Korea)을 사용하여,주어진 protocol에 따라 DNA를 분리 정제한 후 증류수 0.2

mL에 녹여 사용하 다.

㉰ Boiling방법

시료 1mL을 취하여 원심분리 후 증류수 0.2mL에 탁시킨 다음 95℃에서 10분간

처리하여 세균을 용해시켰다.이 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만 취하 다.

② Primers

EnterobacterasburiaeKCAD-4의 16SrRNA 유 자 서열을 이용하여 qPCR에 필요

한 primer4 을 제작하 다(표 3-107).

표 3-107.qPCR에 사용된 primer서열

Primer Sequence Ampliconsize(bp)

94F/94R
TGTCGTCAGCTGTGTTGTG

94
CTTTGAGTTCCCGGCCTAAC

271F/271R
CACATGCAAGTCGAACGGT

271
AGTTCCAGTGTGGCTGGTCA

722F/722R
GTACTTTCAGCGGGGAGGA

722
CTTTGAGTTCCCGGCCTAAC

1002F/1002R
GACCAGCCACACTGGAACT

1002
CGGACTACGACGCACTTTA

③ Real-timePCR(qPCR)

qPCR(정량 PCR)기기는 Rotor-Gene6000(CorbettLifeScience,Austrailia)을 사용

하 으며,qPCR 용액은 증류수 13.5㎕,10X Mg-freePCR buffer2.5㎕,dNT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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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each)0.5㎕,MgCl2 (25mM)4.0㎕,BSA (20mg/mL)0.625㎕,20X SYBR

Green 1.25㎕,Taq polymerase(5Unit/㎕)0.125㎕,primers(10pmol/㎕)1㎕,

template0.5㎕를 혼합하여 최종 25㎕를 만든 후 사용하 다.

qPCR은 우선 95℃에서 3분간 반응시킨 후 95℃ 10 ,60℃ 20 ,72℃ 20 로 50회

수행하 으며,이후 95℃까지 PCRproduct를 melting시켜 원하는 PCRproduct가 증폭되

었는지 확인하 다.단,722F/722R 는 1002F/1002Rprimer 을 사용한 경우는 72℃에

서 40 동안 반응시켰다.qPCR을 수행한 다음 Rotor-gene6000에서 제공하는 소 트웨

어 (version1.7)을 이용하여 각 시료의 Ct(Cyclethreshold)값을 계산하 다.

3.연구 결과 고찰

가.항생 물질 활성 측정 방법의 비교

(1).액체배지 희석법

액체배지 희석법을 이용하여 항생제의 농도에 따른 S.aureusKCTC 1621과 E.coli

KCTC1682의 성장 해효과를 조사하 으며(그림 3-94),10% 이하의 세균 성장을 보이

는 농도를 최소 해농도로 측정하 다(표 3-108).

S.aureus는 0.039mg/L의 amoxicillin농도에서 50% 이하로 성장이 해되었으며,10%

이하의 성장을 보이는 0.10mg/L를 최소 해농도로 추정할 수 있었다.E.coli는 5mg/L

의 amoxicillin부터 30% 이하의 성장을 보 으며 10mg/L에서 10% 이하의 성장 해를

보 다.

그림 3-94.각 항생제의 농도에 따른 두 균주의 성장을 나타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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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8두 균주에 한 각 항생제의 최소 해 농도(MIC)

항생제 (mg/L)

균주
Amoxicillin Cephradine Lincomycin Tetracycline

S.aureus

KCTC1621

0.10

(±0.00)

1.96

(±0.04)

0.12

(±0.00)

0.11

(±0.00)

E.coli

KCTC1682

10.00

(±0.00)

14.40

(±0.26)
-

0.63

(±0.00)

0.625mg/L의 cephradine에서 S.aureus는 60% 이하의 성장을 보 고,1.96mg/L에서

10% 이하의 성장이 찰되었다. 한 E.coli는 10mg/L부터 40% 이하의 성장이 찰되

다가 14.40mg/L에서 10% 이하의 성장을 보 다.

Lincomycin을 처리한 E.coli의 경우 30mg/L이상의 농도에서도 성장의 해를 보이

지 않아 최소 해농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S.aureus는 0.039mg/L에서 50% 이하의 세

균이 성장하 으며,0.12mg/L에서 10% 이하의 성장을 보 다.

S.aureus는 0.039mg/L의 tetracycline에서 성장이 50% 해되었고,0.11mg/L에서

10% 이하의 성장을 보 다. 한 E.coli는 0.156mg/L의 tetracycline에서 성장이 50%

이상 해되었으며,0.63 mg/L에서 10% 이하의 성장을 보 다.이러한 결과로,S.

aureus의 항생제에 한 민감도가 E.coli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E.coli의

경우는 tetracycline을 제외한 다른 항생제의 최소 해농도가 높게 찰되었는데

amoxicillin과 cephradine은 세균의 세포벽 합성기작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람 음성세균인

E.coli에 작용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되며,S.aureus를 이용하여 감마선 는 UV를 조

사한 시료의 잔류항생제 농도를 검사하 다.

(2).디스크 확산법

디스크 확산법을 이용하여 S.aureusKCTC1621과 E.coliKCTC1682의 항생제에 의

한 성장 해원을 측정하 다(그림 3-95,표 3-109).30mg/L의 항생제를 표 물질로,20

mg/L의 의 항생제 용액을 시험물질로 하여 실험하 다.측정된 농도는 amoxicillin,

lincomycin,tetracycline이 각각 20.78(±0.62),20.49(±0.66),20.14(±1.16)mg/L로 시험

물질의 농도를 비교 정확히 측정할 수 있었다.이 결과로 디스크 확산법이 정확한 농도

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E.coli에서는 생장 해원이 찰되지 않았는

데(결과 미 제시),이는 액체배지 희석법에서 찰된 것처럼 E.coli의 항생제 항성이

S.aureus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Cephradine을 신 디스크에 노출된 S.

aureus의 경우도 생장 해원이 찰되지 않았는데 디스크의 항생제가 배지내로 확산되면

서 농도가 희석되어 상 으로 높은 MIC를 가지는 cephradine에서는 해원이 형성되

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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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5.S.aureusKCTC1621을 이용한 디스크 확산법 실험결과

1:30mg/L,2:15mg/L,3:7.5mg/L,4:시험 물질 원액,5:시험 물질 1/2희석,시

험 물질 1/4희석

표 3-109.생장 해원(그림 3)의 직경 (mm)

항생제
DiscNo.

Amoxicillin Lincomycin Tetracycline

1
23

(±0.0)
18

(±0.0)
15.5
(±0.5)

2
17.00
(±0.0)

14.5
(±0.5)

13.0
(±0.0)

3
12.0
(±0.0)

11.5
(±0.5)

9.0
(±0.0)

4
19.8
(±0.3)

16.3
(±0.3)

13.5
(±0.5)

5
14.5
(±0.5)

13.0
(±1.0)

11.0
(±0.0)

6
9.0
(±1.0)

9.0
(±1.0)

8.0
(±0.0)

(3).tet유 자 발 실험

E.coliJM109/pEVM3,pEVM4를 이용하여 tetracycline존재시 음성 조군 비 2배의

발색량을 보이는 구간의 농도를 확인하 다(표 3-110).pEVM3plasmid는 background

control의 발색량이 높아 tetracycline농도차에 따른 발색 정도를 찰 할 수 없었다.

pEVM4의 경우,0.062mg/L의 농도 이하에서는 tetracycline농도에 따른 발색차이를

찰하기 어려웠으나 0.125mg/L이상의 농도에서 음성 조군 이상의 발색이 찰되었다.

음성 조군에 비해 2배의 발색을 보인 MEC (MinimalEffectiveConcentration)는 0.2

mg/L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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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0.tetracycline농도에 따른 JM109/pEVM4의 발색량

Tetracycline농도

(mg/L)

Relativetoxicity

RGA(Sample/Backgroundcontrol)

1.00 4.71±0.61

0.50 4.07±0.29

0.25 2.26±0.13

0.12 1.33±0.08

0.06 0.94±0.10

0.03 0.85±0.06

0.01 0.76±0.05

(4).항생물질 활성 측정 방법의 비교

액체배지 희석법과 디스크 확산법은 미생물이 항생제에 의해 생장 해를 받는 정도를

가지고 시료의 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tet유 자 발 실험의 경우 미생물의

고유한 효소 활성으로 시료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잔류하는 tetracycline의

농도가 색으로 표 되기 때문에 잔류농도를 육안으로 찰하기가 용이 하다는 장 과

용 상이 tetracycline으로 한정된다는 단 이 있다.

E.coli의 경우 액체배지 희석법은 lincomycin을 제외한 다른 세 항생제의 MIC를 측정

할 수 있었지만 디스크 확산법으로는 생장 해원을 찰할 수 없었다.따라서 액체

배지 희석법이 디스크 확산법에 비하여 더 민감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Tetracycline

의 경우 E.colipEVM4를 이용한 tet유 자 발 실험의 MEC(0.2mg/L)가 액체희석

법의 E.coliKCTC1682의 MIC(0.63mg/L)보다 낮아 동일균에서는 더 민감한 방법임

을 확인하 고,S.aureus에서는 0.11mg/L로 E.colipEVM4의 MEC보다 낮은 농도임

을 확인하 다.따라서 tetracycline의 농도를 추정하는데 액체배지 희석법이 세 방법

가장 민감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나.항생물질 부산물의 항균활성 측정

(1).감마선 처리한 항생물질 부산물의 항균활성 측정

(가)액체배지 희석법을 이용한 잔류항생제 농도 측정

감마선 조사후의 잔류 amoxicillin,cephradine,lincomycin,tetracycline의 농도를 화학

인 방법(HPLC)과 생물학 인 방법(액체배지 희석법,디스크 확산법)을 이용하여 측정

하 다(표 3-111).

액체배지 희석법을 이용하여 S.aureus의 성장이 해되는 감마선 조사된 항생제 수용

액의 최 희석배수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 다(그림 3-96).E.coli의 경우 최소 해

농도가 높았기 때문에 감마선 처리된 항생제의 잔류농도를 측정하기에는 당하지 않았

으며,감마선 조사량이 많아질수록 부분의 시료에서 미생물에 미치는 항생제의 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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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xicillin의 경우 1kGy이하의 감마선을 조사하 을 때 세균의 생장이 해되었으

나,2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시료에서는 감마선에 의해 amoxicillin이 분해되어 생장

해가 찰되지 않았다.Cephradine은 0.6kGy의 감마선을 조사하 을 때까지 S.aureus

의 생장을 해하 으며, 0.8 kGy 이상에서는 약 50% 이상의 성장을 보 다.

Lincomycin의 경우 0.8kGy의 감마선이 조사된 시료에서는 세균이 성장을 못하다가 1

kGy이상으로 조사된 시료에서부터 50%의 세균 성장을 보 다.Tetracycline의 경우 0.8

kGy로 조사된 시료까지 S.aureus의 성장이 해되다가 1kGy이상의 조사시료에서

40% 이상의 성장이 찰되었다.감마선 조사량이 많아질수록 항생제가 분해되어 세균에

미치는 항생제의 향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96.수용성 항생제(30mg/L)의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S.aureusKCTC1621의

성장 그래

0kGy, :0.2kGy, :0.4kGy, :0.8kGy, :1.0kGy, :2.0kGy



표 3-111. 감마선 조사한 시료의 잔류 항생제 농도 측정결과 비교 

Amoxicilin Cephradine Lincomycin Tetracycline 
Antibiotics 

Dose (kGy)\\ HPLC BMD* Disc llE HPLC BMD Disc HPLC BMD Disc HPLC BMD Disc 
(mgj니 (mgjL) (mgjL) (mgj L) (mgjL) (mgj니 (mgjL) (mgj L) (mgjL) (mgjL) (mgjL) (mgjL) 

0 
31.16 27.94 30.28 29.72 23 .56 31.63 33.43 31.08 28.10 31.07 24.95 

(:!: 0.03) + (:t 0.00) (:t 0.48) (:!: 0.02) (:t 0.00) (:!: 0.90) (:!: 0.00) (:t 0.85) (:!: 0.51) (土 0.00) (:!: 0.71) 

0.2 
15.11 13.97 16.29 14.27 23.56 12.61 14.63 12.12 11 .46 13.59 13.20 

(:!: 0.15) (土 0.00) (:!: 0.86) (:t 0.02) (:!: 0.00) (:!: 0.03) (:!: 0.00) (:!: 0.78) (:t 0.04) (:1: 0.00) (土 0.00) 

0.4 
5.87 6.98 4.74 8.41 4.02 4.18 3.42 3.36 3.65 

(:!: 0.04) (:t 0.00) (:1: 0.01) (土 0.00) (:!: 0.03) (:!: 0.00) (:1: 0.12 (:!: 0.04) (:1: 0.23) 

0.6 
2.71 3.49 1.49 3.68 1.83 1.01 1.12 1.56 

(土 0.01) (土 0.00) (土 0.03) (:1: 0.00) (:1: 0.05) (土 0.03) (:1: 0.01) (:!: 0.05) 

0.8 
0.76 1.22 0.13 < 2.94 

0.74 0.18 0.21 0.35 
(土 0.03) (:!: 0.00) (土 0.00) (:1: 0.01) (:1: 0.00) (:!: 0.00) (土 0.01) 

1 
0.17 0.19 0.00 

< 2.94 
0.00 

< 0.18 
0.03 

< 0.17 
(:1: 0.01) (土 0.00) (土 0.00) (:1: 0.00) (:1: 0.00) 

2 
0.00 

< 0.15 
0.00 < 2.94 

0.00 < 0.18 
0.00 < 0.17 

(土 0.00) (:1: 0.00) (:1: 0.00) (:1: 0.00) 

* BMD : Broth rnicrodilution method ( 액 체 배 지 희 석 법 ) 

)!( Disc Disc diffusion method (디스크 확산법) 

+ 표준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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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디스크 확산법을 이용한 잔류항생제 농도 측정

디스크 확산법에서는 감마선을 조사한 네 항생제가 미생물에 미치는 향을 형성된 생

장 해원의 직경으로 단하 으며(그림 3-97,표 3-112),농도를 알고 있는 표 물질의

생장 해원 크기와 비교하여 감마선 처리된 시료의 농도를 계산하 다(표 3-111).S.

aureus은 amoxicillin과 tetracycline에서 0kGy에서 0.2kGy까지 생장 해원이 측정되어

농도를 계산할 수 있었으며,0.4kGy의 경우는 1/2로 희석된 디스크에서도 생장 해원을

형성하지 않아 농도를 계산할 수 없었다.Lincomycin의 경우 0.4kGy까지 생장 해원이

찰되어 농도를 계산할 수 있었다.Cephradine은 다른 항생제에 비해 최소 해농도가

높기 때문에 생장 해원을 형성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림 3-97.S.aureusKCTC1621을 이용한 감마선 처리 시료의 디스크 확산법 결과

1:0kGy,2:0.2kGy,3:0.4kGy,4:0.6kGy,5:0.8kGy,6:1kGy,7:2kGy

표 3-112감마선 처리시료의 생장 해원의 직경 (mm)

항생제

(희석배수)

조사선량(kGy)

Amoxicillin Lincomycin Tetracycline

1 1/2 1/4 1 1/2 1/4 1 1/2 1/4

0 23 18 11 20 16 12 14 10 -

0.2 18 12 8 15 12 9 9.5 8 -

0.4 10 - - 10 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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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감마선 처리된 항생제의 잔류 농도 측정 방법에 따른 비교

부분의 항생제에서 HPLC와 액체배지 희석법 디스크 확산법으로 측정한 농도는

비슷한 양상을 보 다.이는 감마선을 처리하여 분해된 항생제의 부산물이 미생물에게

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된다.그러나 cephradine의 경우 0.2,0.4,0.6kGy의 선량

으로 처리하 을 경우 23.56,8.41,3.68mg/L로 HPLC결과인 14.27,4.74,1.49mg/L에

비하여 비해 높은 수치가 찰되었다.감마선 조사된 cephradine의 HPLC분석결과에서

확인된 retentiontime6.1분 peak의 경우 0.2kGy에서 출 이 시작되어 0.4,0.6,0.8kGy

까지 cephradine의 peak와 비슷한 면 으로 증가하다가 1kGy부터는 사라지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그림 3-98).LC/MS를 이용하여 cephradine의 감마선 조사 분해산물을

분석한 결과,350g/mol에서 348g/mol로 분자량 변화가 있었으며 이 물질은 cephradine

에서 수소 2개가 제거된 형태로 추정된다.따라서,cephradine처리시 부산물의 독성 효

과를 없애기 해서는 다른 항생제보다 좀 더 높은 선량의(1kGy이상)조사를 하여야

항생제 부산물까지 분해되어 미생물에게 미치는 부산물 효과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

라 생각된다.

그림 3-98.감마선을 조사하지 않은 cephradine (A)과,0.6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cephradine(B)을 HPLC분석한 결과.(C)와 (D)는 cephradine과 cephradine을 감

마선 조사하 을 때 생산된 부산물로 추정되는 산물을 LC/MS분석한 결과.

체로 액체배지 희석법으로 측정한 농도가 다른 두 방법에 비하여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디스크 확산법은 낮은 농도에서는 항생제의 농도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는 단 이 있다.이로써 액체배지 희석법이 감마선에 의해 분해된 항생제가 미생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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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으로 미치는 향을 단하는데 좀 더 민감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UV처리한 항생물질 부산물의 항균 활성 측정

(가)액체배지 희석법을 이용한 잔류 항생제 농도 측정

액체배지 희석법을 이용하여 UV 조사한 항생제의 잔류 농도를 측정하 다.E.coli의

MIC가 높기 때문에 S.aureusKCTC1621를 이용하여 균주의 성장을 해시키는 최

희석배수를 확인하 다(그림 3-99).Cephradine의 경우 UV의 조사시간을 늘리면 미생물

이 낮은 희석배수에서도 성장하 으나,amoxicillin,lincomycin,tetracycline은 최 시간으

로 UV 조사를 했음에도 미생물이 성장을 못하는 것이 확인되었다.이러한 결과는 UV

조사가 여러 가지 항생제 분해에 합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시료의 잔류항생제 농

도를 추정한 결과, 부분이 HPLC측정 결과와 비슷한 농도를 보 으며,부산물이 미생

물에 미치는 효과는 찰되지 않았다(표 3-113).

그림 3-99.수용성 항생제(30mg/L)의 UV조사량에 따른 S.aureusKCTC1682의 성장

그래



표 3-113. UV 조사한 시료의 잔류 항생제 농도 측정결과 비교 

항생제 (rng/L) Arnoxicillin Cephradine Lincomycin Tetracycline 

HPLC BMD ‘ Disc)!( HPLC BMD Disc HPLC BMD HPLC Disc BMD Disc 

31.06 27.24 29.83 31.40 28.27 28 .59 30.09 30.00 28.79 31.07 26.58 
0 

(土 0.01) (:1: 0.70) (:1: 1.14) (:1: 0.11) (:1: 0.00) (:1: 0.00) (:1: 0.84) (:1: 0.00) (土 0.01) (:1: 0.00) (:1: 0.68) 

Amoxicillin : 0.61 20.57 18.39 19.184 25.87 28.27 

Cephradine : 0.08 (:1: 0.08) (土 1.7) (:1: 1.09) (:1: 0.02) (:1: 0.00) 

Arnoxicillin : 1.22 12.00 11.74 13.11 22.39 14.60 

Cephradine : 0.16 (土 0.04) (:1: 0.00) (:1: 0.83) (:1: 0.06) (:1: 1.32) 

Arnoxicillin : 2.13 7.71 6.75 7.94 8.54 6.89 

Cephradine : 0.53 (:1: 0.17) (:t 0.36) (土 0.00) (:1: 0.03) (:t 0.71) 

3.20 3.39 3.52 0.46 27.17 32.59 24.69 18.73 22.23 18.34 
< 2.94 

cephradine 1.60 (:1: 0.01) (:1: 0.15) (:1: 0.02) (:1: 0.12) (:1: 0.84) (:1: 1.41) (:t 0.12) (:1: 0.48) (:1: 0.31) 

* BMD Broth rnicrodilution method ( 액 체 배 지 희 석 법 ) 

※ Disc Disc diffusion method (디스크 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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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디스크 확산법을 이용한 항생제 잔류농도 측정

UV 조사한 항생제 수용액의 미생물 해 정도를 알기 해 네 항생제 시료의 농도를

디스크 확산법을 이용하여 추정하 다.E.coli에서는 네 항생제 모두에서 생장 해원이

생성되지 않았다. 한 S.aureus에서는 cephradine과 amoxicillin5번 시료를 제외한 모

든 시료에서 생장 해원이 형성되었다(그림 3-100).

UV조사된 네 항생제가 미생물에 미치는 향은 생장 해원의 크기로 단하여 시료의

농도를 추정하는 실험을 진행하 다.생장 해원의 직경을 측정하 고 표 물질의 생장

해원과 비교하여(표 3-114)시료의 잔류항생제 농도를 계산하 다(표 9).Amoxicillin은 1

∼ 4번 시료까지 생장 해원이 찰되어 농도를 계산할 수 있었다. 한 lincomycin과

tetracycline은 1번 시료와 5번 시료에서 생장 해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생장 해원을

통해 추정한 농도는 HPLC측정 결과와 상당히 유사하 으며 부산물에 의한 효과는 없다

고 생각된다.

그림 3-100.S.aureusKCTC1621을 이용한 UV처리 시료의 디스크 확산법 결과.

1:0mJ/cm3,2:0.61mJ/cm3,3:1.22mJ/cm3,4;2.13mJ/cm3,5:3.20mJ/cm3,S:표

항생물질 (30mg/L)

표 3-114UV처리시료의 디스크 확산법 생장 해원의 직경 (mm)

항생제

(희석)

조사선량(mJ/cm3)

Amoxicillin Lincomycin Tetracycline

1 1/2 1/4 1 1/2 1/4 1 1/2 1/4

Standard(30mg/L) 23 18 10 19 16 12 17 14 10

Standard(20mg/L) - - - 2 1.7 1.4 - - -

0 24 19 12 19 16 12 17 13 9

0.61 20 14 8 - - - - - -

1.22 18 13 8 - - - - - -

2.13 14 8 - - - - - - -

3.20 - - - 2 16 12 15 11 8

(다)UV처리 시료의 잔류 농도 측정 방법에 따른 비교

UV 조사시료의 잔류 농도 측정에 한 비교는 표 3-111와 같다.측정된 잔류 항생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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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를 비교해 볼 때 세 방법 모두 유사한 농도로 측정되었다.따라서 UV 처리 시 생성

되는 항생제 분해 부산물은 미생물에게 미치는 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측정 방법

에 따른 농도 측정의 민감도는 디스크 확산법의 경우 액체배지 희석법에 비해 낮은 검출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3).감마선 조사와 UV조사에 의한 항생제 분해능 비교

Cephradine의 경우 0.2∼ 0.8kGy의 감마선을 조사하 을 경우 부산물 효과로 보이는

미생물에 한 해가 확인되었다.이는 감마선을 조사할 때 좀 더 높은 선량으로 조사하

여 항생제(특히 cephradine의 경우)의 부산물까지 괴시켜야 한다는 을 나타낸다.UV

조사 시료의 경우도 부분의 분해된 잔류 농도가 HPLC결과와 비슷하 고,다른 부산

물에 한 효과도 찰되지 않았다.하지만 항생제를 분해하기 하여 1시간 동안 조사를

시켜도 항생제가 부 분해되지 않고 미생물에게 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따라서

다양한 항생제의 분해에는 감마선 조사가 UV조사에 비해 효과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항생물질 부산물의 세균 유 자에 한 향 조사

(1).항생제 내성 유 자 발 실험

(가)감마선 처리한 시료의 항생제 내성유 자 발 여부

E.coliJM109/pEVM4를 이용하여 감마선 처리한 시료의 tetracycline잔류농도에 따른

β-galactosidase발색 정도를 측정하 다.음성 조군 RGA값의 2배를 보이는 희석배수를

이용하여 시료의 tetracycline 농도를 추정하 으며, HPLC를 이용하여 측정한

tetracycline농도와 비교하 다(표 3-115).

0～0.6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시료는 HPLC 액체 배지 희석법,Disc확산법의 결과

와 상응하는 결과가 찰되었으나,0.8kGy이상의 감마선을 조사한 시료는 농도 추정이

불가능하 다.0.8kGy이상의 감마선을 조사한 tetracycline의 농도가 MEC(0.2mg/L)

이하이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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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5.감마선 조사된 tetracycline농도에 한 HPLC,액체배지 희석법,디스크

확산법,tetgeneexpression방법의 비교

방법

Dose(kGy)

HPLC

(mg/L)

BMD*

(mg/L)

Disc+

(mg/L)

TGE※

(mg/L)

0
28.1

(±0.51)

31.07

(±0.00)

24.95

(±0.71)

32

(±2.07)

0.2
11.46

(±0.04)

13.59

(±0.00)

13.2

(±0.00)

13

(±0.48)

0.4
3.36

(±0.04)

3.65

(±0.23)
-

3.33

(±0.19)

0.6
1.12

(±0.01)

1.56

(±0.05)
-

1.11

(±0.02)

0.8
0.21

(±0.00)

0.35

(±0.01)
- -

1
0.03

(±0.00)
<0.17 - -

2
0

(±0.00)
<0.17 - -

*BMD:Brothmicrofilutionmethod

+Disc:Discdiffusionmethod

※ TGE:tetgeneexpressionmethod

(2).유 독성 확인 실험

(가)감마선 조사에 의한 유 독성 확인 실험

감마선을 조사한 시료에서 항생물질과 항생물질 분해산물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DNA

repairsystem의 작동(SOSresponse)을 β-galactosidase의 활성도로 측정하 다.양성

조군을 한 표 물질로는 4-Nitro-Quinoline-Oxide(4-NQO,1㎍/㎖)을 사용하 으며,

각각 0,0.4,1.0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tetracycline,amoxicillin,cephradine,lincomycin

의 4종류 항생물질(30㎍/㎖)을 검사하 다.

β-galatosidase의 활성에 따른 RGA (relativeβ-galatosidaseactivity)값이 음성 조군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시료는 4-NQO에서만 찰되었으며,감마선 조사시료의 항생물질

는 분해산물에 의한 유 독성은 찰되지 않았다(그림 3-101).감마선 0.4kGy를 조사

한 시료에서는 80∼90%의 항생물질이 분해되어(HPLC측정결과로 추정)상 으로 많

은 양의 분해산물이 존재할 것으로 상되었지만 유 독성의 향은 찰할 수 없었다.

감마선을 1.0kGy조사하여 amoxicillin은 81%,다른 항생물질은 99% 이상 모두 분해된

시료에서도 분해산물에 의한 유 독성이 찰되지 않았다(결과 미제시).

(나)UV조사에 의한 유 독성 확인 실험

UV를 조사한 항생물질 항생물질 분해산물의 미생물 유 독성을 알아보기 하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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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선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 고,30㎍/㎖의 amoxicillin,lincomycin,

tetracycline의 3종류 항생물질에 각각 0.61,2.13,3.20mJ/cm
3
, cephradine에는 0.08,

0.53,1.60mJ/cm
3
의 UV를 조사하 다.감마선 시료와 마찬가지로 표 유 독성 물질

4-NQO의 경우 0.063㎍/㎖ 농도까지 음성 조군과 확연한 색상의 차이를 육안으로 찰

할 수 있었으나,UV 조사 시료에서는 RGA 값이 음성 조군의 1.5배 이하로 항생물질

분해산물의 유 독성은 찰되지 않았다(그림 3-102).따라서 감마선 는 UV를 조사

하여 생성된 항생물질 분해산물은 유 독성을 유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101.0.4kGy의 자빔을 조사한 4종류 항생물질의 농도에 따른 RGA의 변화

B.C;Backgroundcontrol(D.W),2-6~20;Tetracycline(1.7㎍/㎖),Amoxicillin(2.9㎍/㎖),Cephradine(2.4

㎍/㎖),Lincomycin(2.0㎍/㎖),4-NQO(1㎍/㎖)을 1/2씩 단계 으로 희석함.각 항생물질의 농도는 HPLC

측정결과를 기 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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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2.UV를 조사한 시료의 4종류 항생물질 농도에 따른 RGA의 변화

B.C;Backgroundcontrol(D.W),2-6~20;Tetracycline(9.4㎍/㎖),Amoxicillin(3.9㎍/㎖),Cephradine(4.3

㎍/㎖),Lincomycin(13.6㎍/㎖),4-NQO(1㎍/㎖)을 1/2씩 단계 으로 희석함.각 항생물질의 농도는 HPLC

측정결과를 기 으로 함.

라.미생물 유 변이 조사 실험

(1).감마선 조사된 세균의 유 변이 조사 실험

(가)감마선량에 따른 세균의 생존률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각 세균의 생존률은 다음과 같다(표 3-116).감마선량이 증가할

수록 각 균주의 생존률은 감소하 다.0.1kGy에서 1.8∼29.8%의 생존률을 나타내었으나

0.5kGy에 이르러서는 부분의 세균이 99%에 가깝게 사멸하 으며,E.coli의 감마선에

한 항성이 S.enterica에 비하여 높았다.

표 3-116돌연변이 측정균주의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생존률 (%)bbbbb

조사선량 (kGy)

세균
0 0.1 0.2 0.5

S.entericaTA1535/pSK1002 100 1.8∼3.3 0.3 3×10-3∼0.1

S.entericaTA100 100 1.9∼5.0 0.65∼1.1 4×10
-3
∼8×10

-2

E.coliCSH100 100 25.5∼29.8 0.18∼9.2 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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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세균 돌연변이율 확인

① 복귀 돌연변이 확인

S.entericaTA100의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세균의 복귀 돌연변이율을 확인하 다(그

림 3-103).그래 Y축의 값은 감마선에 노출시킨 세균의 돌연변이율을 자연돌연변이율

(spontaneousmutationrate)로 나 어 값을 나타내었다.TA100의 자연돌연변이율은

9.8×10
-7

으며,생리식염수에 종하고 0.2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경우 돌연변이율

이 약 5배 증가하 으며,방류수에 세균을 종한 경우에는 자연돌연변이율에 비해 돌연

변이율이 약 400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감마선량이 증가하면서

99.99%의 세균 사멸율을 보이는 0.5kGy에서는 자연돌연변이율에 비해 돌변이율이 약 7

배 증가하 다.

그림 3-103.생리식염수 방류수에 종한 S.entericaTA100의 감마선량에 따른

돌연변이율의 변화

② E.coli돌연변이 확인

감마선량에 따른 E.coliCSH100의 rifampicin내성세균으로의 돌연변이율을 확인하

다(그림 3-104).생리식염수에 종한 E.coliCSH100을 0.1kGy의 감마선량으로 조사하

을 때 돌연변이율은 자연돌연변이율에 비하여 약 10배 증가하 으며,방류수에 종하

을 때는 돌연변이율이 약 4.3배 증가하 다. 한,생리식염수에 종한 세균에 0.2

kGy의 감마선을 조사하 을 때 돌연변이율은 자연돌연변이율에 비해 약 63배 증가하

다.

③ 감마선의 유 독성 효과 조사

감마선을 조사한 S.entericaTA1535/pSK1002균주의 DNA 손상정도를 umu-test를 통

해 확인하 다(그림 3-105).0.5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결과 세균의 99.99%가 사멸하

으며,RGA (A570/A595)값이 음성 조군의 5.9배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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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선량에서도 음성 조군과 2배 이상의 RGA 값을 가지며 감마선이 세균에 유 독성효

과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104.생리식염수 방류수에 종한 E.coliCSH100의 감마선량에 따른

돌연변이율의 변화

그림 3-105.감마선량에 따른 S.entericaTA1535/pSK1002의 RGA값의 변화

(2).UV조사된 세균의 유 변이 조사 실험

(가)UV선량에 따른 세균의 생존률

UV 조사선량에 따른 각 세균의 생존율은 표 3-117과 같이 UV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다. 한 umu-test에 사용되는 균주인 S.entericaTA1535균주는 UV에 민감한

만큼 다른 균주들에 비하여 은 에 지량인 1mJ/cm2를 조사하 음에도 99.99%가 사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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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복귀 돌연변이 실험에 사용되는 Salmonella균주가 E.

coli균주에 비해 UV에 더 민감한 것이 확인되었다.

표 3-117돌연변이 측정균주의 UV조사 선량에 따른 생존률

(%)

조사선량

(mJ/cm2)

세균

0 0.5 1 2 2.5 5 7.5 10 20 30

S.enterica

TA1535/pSK1002
100

0.05∼

0.11

1×10-3

∼0.02
1×10

-4

S.entericaTA100 100
0.79∼

1.5

0.01∼

0.02

2×10
-4

∼1×10-3

E.coliCSH100 100
67.7∼

72.0

23.4∼

61.8

6.2∼

7.7

(나)UV조사선량에 따른 세균의 돌연변이율 확인

① 복귀 돌연변이 확인

S.entericaTA100의 UV 조사선량에 따른 복귀 돌연변이율을 확인하 다(그림 3-106).

5mJ/cm2의 UV 선량을 생리식염수에 종한 S.entericaTA100에 조사하 을 때 자연

돌연변이율에 비하여 410배로 돌연변이율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방류수에

종한 세균의 복귀돌연변이율도 같은 선량에서 50배가량 증가하 고,UV 선량이 7.5

mJ/cm
2
로 증가하면서 생리식염수 방류수에 종한 세균의 돌연변이율이 5mJ/cm

2
에

비하여 감소하 는데,이는 UV에 의해 세균이 99.99% 이상 사멸하 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체 으로 방류수에 종한 세균의 돌연변이율이 생리식염수에 종한 돌연변이율

보다 낮게 나왔는데,UV의 경우 감마선과 자빔에 비하여 투과율이 낮기 때문에 여러

부유물질들이 존재하는 방류수에서는 세균이 직 으로 UV에 노출될 확률이 생리식염

수에 존재할 때 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② E.coli돌연변이 확인

UV 조사선량에 따른 E.coliCSH100의 rifampicin내성세균으로의 돌연변이율을 확인

하 다(그림 3-107).UV 조사량이 강해질수록 세균의 돌연변이율은 증가하 다.30

mJ/cm2에서 생리식염수에 종한 E.coliCSH100은 자연돌연변이율의 170배로 돌연변이

율이 증가하 고,방류수에 종한 세균의 경우 20mJ/cm2에서 자연돌연변이율 비 돌

연변이가 가장 많이 유발되었다. 체 으로 방류수에 종한 세균의 돌연변이가 생리식

염수에 종한 세균보다 돌연변이율이 높게 일어났으며,이는 S.enterica에 비하여 UV

에 둔감한 E.coli는 방류수에 존재할 수 있는 다른 돌연변이 유발원의 향이 컸기 때문

일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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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6.생리식염수 방류수에 종한 S.entericaTA100의 UV조사선량에 따른

돌연변이율의 변화

그림 3-107.생리식염수 방류수에 종한 E.coliCSH100의 UV조사선량에 따른

돌연변이율의 변화

③ UV의 유 독성 효과 조사

UV 조사된 S.entericaTA1535/pSK1002균주의 DNA 손상정도를 umu-test를 통해

확인하 다(그림 3-108).0.5mJ/cm
2
의 에 지량을 조사시킨 세균의 RGA (A570/A595)

값이 음성 조군 수치의 10배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나머지 두 선량에서도 음

성 조군과 2배 이상의 RGA 값을 가지며 UV에 의해 DNA 손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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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UV 조사 에 지량이 높아질수록 RGA 값이 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세균이 99.99% 이상 사멸하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3-108.UV조사선량에 따른 S.entericaTA1535/pSK1002의 RGA값의 변화

(3). 자빔 조사된 세균의 유 변이 조사

(가) 자빔 조사선량에 따른 세균의 생존률

자빔 조사선량에 따른 각 세균의 생존률은 다음과 같다(표 3-118). 자빔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각 균주의 생존률은 감소하 으며,1kGy의 자빔을 조사하 을 때 부분

의 세균이 90% 가량 사멸하 다. 한 특히 S.entericaTA1535가 자빔에 민감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표 3-118.돌연변이 측정균주의 자빔 조사선량에 따른 생존률(%)bbbbb

조사선량 (kGy)

세균
0 0.2 0.5 1.0

S.entericaTA1535/pSK1002 100 4.1 - -

S.entericaTA100 100 50.7 0.89 0.9

E.coliCSH100 100 25.08 7.51 1.10

(나) 자빔 조사선량에 따른 세균 돌연변이율 확인

① 복귀돌연변이 확인

S.entericaTA100의 자빔 조사선량에 따른 복귀 돌연변이율을 확인 하 다(그림

3-109).생리 식염수 방류수에 세균을 종하여 자빔 조사에 따른 돌연변이율의 변

화를 찰한 결과 두 방법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 다.0.2kGy의 자빔 선량을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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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돌연변이율은 자연돌연변이율의 10배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 으며,0.5,1.0

kGy의 선량을 조사하 을 때는 자연돌연변이율에 비해 약 5배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0.2

kGy의 선량으로 조사하 을 때에 비하여 돌연변이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109.S.entericaTA100의 자빔 조사선량에 따른 돌연변이율의 변화.

② E.coli돌연변이 확인

자빔 조사선량에 따른 E.coliCSH100의 rifampicin내성세균으로의 돌연변이율을 확

인하 다(그림 3-110).생리식염수 방류수에 존재하는 세균의 돌연변이율은 0.5kGy의

자빔 선량에서 각각 자연돌연변이율의 21.8,34.7배로 증가하여 돌연변이가 가장 높은

비율로 일어났으며,1.0kGy에서 돌연변이율은 0.5kGy에 비하여 0.6,0.1배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110.E.coliCSH100의 자빔 조사선량에 따른 돌연변이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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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빔의 유 독성 효과 조사

자빔 조사된 S.entericaTA1535/pSK1002균주의 DNA 손상정도를 umu-test를 통해

확인하 다(그림 3-111).0.5mJ/cm
2
의 에 지량을 조사시킨 세균의 RGA (A570/A595)

값이 조사 시키지 않은 세균의 5.3배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나머지 두 선량에서

도 음성 조군과 2배 이상의 RGA 값을 가지며 자빔에 의한 DNA 손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111. 자빔 조사선량에 따른 S.entericaTA1535/pSK1002의 RGA값의 변화

(4). 자빔,감마선 는 UV조사된 세균의 돌연변이율 비교

자빔,감마선,UV 세 방법 모두 세균의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돌연변이원으로 작용하

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세 조사방법 모두 세균에 유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그러나 조사방법에 따라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빈도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자연돌연변이율 비 세균에게 돌연변이를 가장 게 일으키며,유

독성을 일으키는 강도의 척도인 RGA값이 가장 게 나온 방법은 자빔 조사 방법임을

확인하 다. 한,세균의 돌연변이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방법은 UV 조사방법이었으며,

음성 조군에 비해 7배 높은 RGA 값을 가지며 세균의 유 독성 유발에도 가장 많은

향을 미쳤다.

생리식염수 방류수에 종한 세균의 돌연변이율은 각각 다른 양상을 보 는데 감마

선을 조사한 SalmonellaentericaTA100의 경우 방류수에 종하 을 때가 생리식염수에

종하 을 때보다 돌연변이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찰되었으며,UV를 조사하

을 때는 그 반 로 방류수에 종한 세균에서 돌연변이가 더 게 유발되었고 자빔을

조사하 을 경우에는 두 방법에서 돌연변이율이 거의 유사하 다.그리고 E.coli

CSH100의 경우는 생리식염수와 방류수에서의 세균 돌연변이율이 Salmonellaenterica

TA100과 반 양상을 보 다.이러한 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두 세균의 자빔,감마선

UV에 한 다른 항성과 세 조사방법의 투과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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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almonellaentericaTA100을 생리식염수에 종하 을 때의 돌연변이율이 방류수에

종한 것보다 더 낮은 이유는 방류수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다른 독성물질 때문이라

고 생각된다.방류수에 종한 세균에 UV를 조사하 을 때는 감마선과 자빔에 비해

상 으로 투과도가 약하기 때문에 방류수에 존재하는 여러 유기물 때문에 돌연변이원

인 UV에 노출되는 확률이 어 생리식염수에 종한 세균에 비해 돌연변이율이 낮게 측

정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 자빔을 조사한 세균에서는 세균을 종한 방법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자빔은 세 방법 가장 짧은 장으로 투과도가 가장 높기 때문

이라고 생각되며 세균의 종류에 상 없이 돌연변이율을 게 유발시키는 가장 효율 인

살균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세균의 DNA손상도 평가

(1).감마선 조사에 따른 세균 DNA손상도 평가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EnterobacterasburiaeKCAD-4의 생존율을 조사하 다.이

때 균주의 생존에 미치는 방류수의 향을 보기 하여,균주를 증류수와 방류수에 각각

탁한 후 동일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두 경우 모두 방사선 조사량이 0.1kGy를 과할

경우 균주의 약 99.7% 이상이 사멸하는 것이 찰되었다.

감마선을 조사한 세균의 DNA 손상도를 측정하기 해 추출한 DNA 시료를 기 동하

여 비교한 결과,증류수에 탁한 시료의 경우는 방사선 조사량이 3.0kGy이상인 경우

거의 모든 DNA가 분해되어 band를 형성하지 않는 반면(그림 3-112A),방류수에 탁한

경우는 약 6.0kGy이상으로 조사를 하여야 DNA가 분해되어 band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112B).

그림 3-112.방사선 조사 후 DNA손상도

(A):증류수 탁 시료, (B):방류수 탁 시료

M1:sizemarker(λ/HindIII)

M2:sizemarker(100bpDNAladder)

1~8:방사선 조사량 (0,0.1,0.2,0.5,0.7,1.0,3.0,6.0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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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UV조사에 따른 세균 DNA손상도 조사

UV를 조사한 EnterobacterasburiaeKCAD-4균주의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7.5

mJ/cm
2
의 조사량에서 90%의 세균이 사멸하 으며,10mJ/cm

2
이상인 경우 약 99% 이

상 사멸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그림 3-113).

UV를 조사한 세균의 DNA 손상도를 측정하기 해 추출한 DNA 시료를 기 동하여

비교한 결과,UV 조사선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찰하 다(그림 3-114).

균주에 UV를 조사하는 경우 DNAfragmentation보다는 DNA에 T-Tdimer를 형성시켜

DNA의 변이를 나타내며, 한 이러한 dimer의 경우 빛을 조사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복

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본 실험에서 UV조사시간에 따라 DNA의 손상 정도

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3-113.UV조사량에 따른 E.asburiaeKCAD-4의 생존율

그림 3-114.UV조사선량에 따른 세균 DNA의 손상정도

M :sizemarker(100bpDNAladder),1~7:UV조사량 (0,2.5,5,7.5,10,12.5,15
mJ/cm

2
)

(3). 자빔 조사에 따른 DNA손상도 조사

자빔 조사선량에 따른 균주의 생존율을 조사하 다.감마선 조사와 마찬가지로 생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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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방류수의 향을 보기 하여,균주를 증류수와 방류수에 각각 탁한 후 동일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두 경우 모두 자빔 조사선량이 0.5kGy을 과할 경우 균주의 약

99% 이상이 사멸하는 것을 측하 다(그림 3-115). 한, 자빔이 세균 DNA의 손상에

미치는 여부를 찰한 결과,증류수와 방류수 시료 모두 자빔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DNA가 손상되어 DNA의 크기가 감소하거나(그림 3-116A),DNA 양이 히 감소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그림 3-116B)

그림 3-115. 자빔 조사량에 따른 EnterobacterasburiaeKCAD-4의 생존율

그림 3-116. 자빔 처리 후 DNA손상도

(A):증류수에 탁된 시료,(B):방류수에 탁된 시료

M1:sizemarker(λ/HindIII),M2:sizemarker(100bpDNA ladder),1~8: 자빔 조

사량 (0,0.2,0.5,0.7,1.0,3.0,6.0,10.0kGy)

(4).Real-timePCR(qPCR)을 이용한 DNA손상도 조사

앞에서 UV,방사선,혹은 자빔을 조사한 시료의 생존율 감소 상이 처리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측하 고,이를 DNA 추출 후 agarosegel 기 동을 통

하여 재확인하 다.Agarosegel에서 조사량에 따라 DNA가 손상되어 크기가 작아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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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혹은 DNA 총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으며,이러한 DNA 의 손상을 정량 으로

나타내기 해 real-timePCR을 이용하 다.

(가)DNA분리 정제 방법에 따른 DNA비교

UV,감마선, 는 자빔으로 처리된 시료에서 DNA의 손상 여부를 정량 으로 나타내

기 해 qPCR을 수행하 다.qPCR은 처리된 시료에서 최 한 DNA에 손상을 주지 않

고, 한 100bp보다 작은 크기의 DNA를 포함한 모든 크기의 DNA를 분리 정제하는 것

이 필요하다.따라서 실험실에서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가지 DNA 분리 정제 방법 1)

freezing-thawing방법,2)GenomicDNA purificationKit,3)boiling등의 방법을 이용

하여 시료에서 DNA를 분리 정제한 후 기 동을 하여 결과를 비교하 다(그림 3-117).

그 결과 freezing-thawing방법을 이용한 경우,kit혹은 boiling방법을 이용한 경우에

비해 분리된 DNA의 fragmentation이 가장 은 것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본 실험에서

DNA 손상도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DNA 시료의 정제는 freezing-thawing방법을 이용하

다.

그림 3-117.분리 정제 방법에 따라 분리된 genomicDNA

M :sizemarker(100bpladder),1:Freezing-thawingmethod,2:Purificationkit,3:

Boilingmethod

(나)4 의 PCRprimers을 이용한 PCRproduct확인

EnterobacterasburiaeKCAD-4의 16SrRNA 염기서열을 이용하여,DNA 손상도를

qPCR방법으로 정량 으로 측정하기 해 필요한 4 의 primers를 디자인한 후 제조하

다.이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한 다음 상하는 크기(94bp,271bp,722bp,1002bp)

의 PCR 산물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 다(그림 3-118). 한 각각의 primers를 이용한

qPCR의 최 조건을 확립한 다음, 조군 시료(조사량 0인 시료)의 DNA를 1/10씩 차례

로 희석(10
0
,10

-1
,10

-2
,10

-3
)한 후 4 의 primers로 각각 qPCR을 수행한 결과 qPCR반

응이 잘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 다(그림 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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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4 의 primers를 사용하여 생성된 PCRproducts

M :sizemarker(100bpladder),1:primer94F/94R,2:primer271F/271R,

3:primer722F/722R,4:primer1002F/1002R

그림 3-119.Primer종류에 따른 qPCR결과

(다)qPCR을 이용한 DNA손상도 평가

증류수와 방류수에 탁한 시료에 여러 선량의 자빔을 조사한 후,각각의 시료에서

DNA를 추출하여 qPCR을 수행하 고 이로부터 시료의 Ct(Cyclethershold)값을 구하

다(그림 3-120,그림 3-121).그 결과 PCR산물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Ct값의 변화폭

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119,120). 94F/94R을 primer로 사용한 경우는

자빔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Ct값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1002F/1002R을 사용한

경우는 Ct값의 변화가 약 5.1정도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다.즉, 자빔 조사량이

증가할수록,작은 크기의 PCR산물(primer94F/94R을 이용한 경우)을 만드는 것보다 큰

크기의 PCR 산물(primer1002F/1002R을 이용한 경우)을 만드는 qPCR 효율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는 자빔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DNA 총량이 감소되

었거나 DNA가 fragmentation되어,primer1002F/1002R을 이용한 qPCR에 주형으로 작

용할 DNA양이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은 증류수 방류수 탁 시료에서

공통 으로 측되었다. 한 증류수와 방류수에 종하여 동량의 자빔을 조사한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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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한 경우,방류수에 탁한 시료에서 Ct값 변화가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1002F/1002R을 사용한 qPCR에서 증류수에 탁한 시료의 경우는 Ct값의 변화가 약

5.1정도 으나,방류수에 탁한 시료에서는 약 6.7정도로 증가하 다.

이러한 결과로, 자빔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DNA는 손상을 입어 DNA 총량이 감소하

거나 fragmentation됨을 확인하 다. 한 증류수에 탁한 경우보다 방류수에 탁한

경우 동량의 자빔을 조사하더라도 DNA 손상도가 더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

동량의 자빔을 조사한 실험을 반복했을 경우의 실험 오차가 자빔 조사량 변화에 따

른 Ct값 차이와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아, 자빔 조사량에 따른 DNA 손상도를 qPCR

로 정확히 계측하여 수치화하지는 못하 다.

그림 3-120.증류수에 탁된 균주의 Real-timePCR에서 자빔 조사량에 따른 Ct값의 변화.

94 :primers (94F/94R),271 :primers (271F/271R),722 :primers (722F/722R),1002 :primers

(1002F/1002R)

그림 3-121.방류수에 탁된 균주의 Real-timePCR에서 자빔 조사량에 따른 Ct

값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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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primers (94F/94R),271 :primers (271F/271R),722 :primers (722F/722R),1002 :primers

(1002F/1002R)

표 3-119.증류수에 탁한 균주의 자빔 조사량에 따른 Ct값의 변화

Primer

조사량(kGy)
94F/94R 271F/271R 722F/722R 1002F/1002R

0 22.23 22.48 21.95 24.97

0.2 21.86 21.83 22.15 24.93

1 22.95 22.69 22.61 24.77

3 21.87 23.05 23.76 26.85

6 22.80 24.31 25.39 29.58

10 22.23 24.61 25.82 30.09

표 3-120.방류수에 탁한 균주의 자빔 조사량에 따른 Ct값의 변화

Primer

조사량(kGy)
94F/94R 271F/271R 722F/722R 1002F/1002R

0 20.38 20.78 20.47 22.23

0.2 21.23 21.23 23.46 23.37

1 22.00 21.70 23.31 24.81

3 22.11 21.22 24.15 24.57

6 21.75 21.84 24.00 25.26

10 22.13 22.25 26.49 28.90

4.연구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하폐수처리를 한 고도산화공정에 이온화 방사선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항생제 제거 효과와 미생물에 한 돌연변이 증가 부작용을 검증하 다.감마선

UV를 조사하여 분해된 항생제의 잔류 농도를 화학 인 방법과 생물학 인 방법으로

추정하 으며,항생제 분해과정 의 부산물이 생장에 미치는 향을 확인함으로써 미생물

을 이용한 bioassay의 유용성을 입증하 다.감마선이 UV에 비해 다양한 항생제의 분해

에 효과 이며,1kGy이상의 감마선을 조사하면 분해부산물로 인한 부차 항생효과도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자빔,감마선 UV에 의한 세균 돌연변이 증가효과를 조사한 결과, 자빔을 조사한

세균에서 감마선 UV가 조사된 세균보다 낮은 돌연변이율이 찰되었다. 한 이온화

방사선에 의한 세균 DNA의 손상을 확인하 을 때, 자빔 조사는 다른 두 방법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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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DNA에 한 손상효과와 유 독성 유발 효과도 은 것으로 나타났다.

와 같은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자빔은 방류수에서 다양한 항생제를 효과 으로 제

거할 수 있으며,하폐수처리시설 수계생태계에 서식하는 세균군집의 유 변이에

한 향이 작다는 에서 UV 보다 더욱 우수한 항생제 처리 방법 는 살균방법이라

고 생각되며,고도산화공정에 도입한다면 분해가 쉽지 않은 여러 독성물질 등을 효율 으

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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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신기술 인증 획득 신청서

1.신기술 인증 획득 (제 333호)

제 333호 

선기술언증서 

1. 기 숨 명 : 전자빔을 이용한 하 · 폐수 위생화 기술 

2. 기술보유자 :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법 인등꽉번호 : 160122--0000:307 

나.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신동 150-1 

3. 기 숨 개 요 

전자빔을 이용하여 하 • 폐수 방류수의 생태독성을 /(-1 감시키고， 항생붙칠， 내분비겨1 

정-애불질， 대장균 및 일반세균을 통시 제거하는 기술 

※ 공정 구성 

전자빔 발생기기 

• 
유입수(하 · 폐수처리정 방류수) • 전자빔 반응 조사기 • 처리수 

4. 선기술 범위 

。 전자빔을 이용하여 항생불질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제거하는 기술 

0 전자범을 이용하여 하·폐수- 방류수의 생 태독성을 저감하는 기숲 

。 전자빔을 이용하여 대정-균과 일반세‘균의 살균 및 7.1]증식을- 억제하는 기술 

5. 유 효 71 간 . 열캘부터 3년 

6. 가 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유효기깐 연정신청서룹 

제풍하시기 바팝니다. 

「환경기술개발 빛 지원에 관한 법륜」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8조의5제 1항 

및 감은 법 시행규칙 채6조제3항애 따라 위의 기술올 환정분야 선 71 순-포 언증 

합니다. 

환 켜 
U 

H -,- 장
 

제 333호 

선기술언증서 

1. 기 술 명 : 전자빔을 이용한 하 · 폐수 위생화 기술 

2. 기술보유자 : 한국원자력연구원 

기 법 인등꽉번호 : 160122-0000:307 

나.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신동 150-1 

3. 기 숨 개 요 

전자빔을 이용하여 하 • 폐수 방류수의 생태독성을 저감시키고， 항생물질， 내분비지1 

정-애불질， 대장균 및 일반세균을 동시 제거하는 기술 

※ 공정 구성 

전자빔 발생기기 

• 
유입수(하 · 폐수처퍼장 방류수) • 전자빔 반응 조사기 • 처리수 

4. 선기술- 범위 

。 전자빔을 이용하여 항생불질 및 내분버 계 장애물질을 제거하는 기술 

0 전자빔을 이용하여 하·폐수- 방류수의 생 태독성을 저감하는 기숲 

。 전자빔을 이용하여 대징-균과 일반세균의 잘균 및 지1 증식을- 억제하는 기술 

6. 가 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7]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유효기깐 연장신청서룹 

제출하시기 바팝니다 

3년 5. 유 효 가 깐 . 

「환경기술개발 빛 지원에 관한 법륜」 제7조， 같은 볍 시행령 제 18조의5제 1항 

및 갇은 법 시행규칙 제6조채3항애 따라 위의 기술올 환정분야 선기술보 언증 

합니다. 

환 켜 
U 

H .- 장
 

서 언 숙
 」

가 선 
제 333호 

즈-O
 

전자빔을 이용한 하 · 폐수 위생화 기술 

2. 기 술보유자 : 한국원자력연구원 

기 법 인등꽉번호 : 160122-0000:307 

나.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신동 150-1 

명 
i 

숙L
 

1. 기 

3. 기 숨 개 요 

전자빔을 이용하여 하 • 폐수 방류수의 생태독성을 저감시키고， 항생물질， 내분비지1 

정-애불질， 대장균 및 일반세균을 동시 제거하는 기술 

※ 공정 구성 

전자빔 발생기기 

• 
유입수(하 · 폐수처려정 방류수) • 전자빔 반응 조시-기 • 처리수 

항생물질 및 내분비계 정-애물질을 제거하는 기술 

하·폐수- 방류수의 생 태독성을 저감하는 기숲 

대징-균과 일반세균의ι 살균 및 지l 증식을 억제하는 기술 

4. 선기술 범위 

O 전자빔을 이용하여 

전자빔을 이용하여 

전자빔을 이용하여 

썽 ~ 
발급일:보부-터 3년 

。

。

5. 유 효 기 간 

6. 가 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유효기간 연정-신청서룹 

제출하시기 바팝니다 

「환경기술개발 빛 지원에 관한 법 률」 제7조， 같은 볍 시행령 제18조의5제 1항 

및 갇은 법 시 행규칙 제6조제3항애 따라 위의 기술올 환경분야 선기술보 언증 

합니다. 

장
 

H .-겨 
U 환 

제 333호 

선기술인증서 

1. 기 술 명 . 전자빔을 이용한 하 • 폐수 위생화 기술 

2. 기술보유자 · 한국원지력연구원 

가 법 인 등 록 번 호 : 160122- 0000307 

나. 소재지 : 대전굉 역시 유성구 덕싣동 150- 1 

3. 기 술 개 요 

전자빔을 이용하여 하 · 폐수 방류수의 생태독성을 저감시키고， 항생물질， 내분비제 

정애불질， 대장균 및 일반세균을 동시 제거하는 기술 

※ 공정 구성 

전자빔 발생기기 

• 
유입수(하 · 폐수처리정 방류수) • 전자빔 반웅 조사기 • 처리수 

4. 신기술 범위 

。 전자빔 을 이용하여 항생물질 및 내분비 계 징 애불질을 제가하는 기 술 

。 전자빔을 이용하여 하 폐수 방류수의 생 태독성을 저감하는 기술 

。 전자빔을 이용하여 대정 균과 일반세균의 살균 및 재증식 을 억제하는 기 술 

5. 유 효 가 간 : 발급일포부터 3년 

κ 
6. 기 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유효기간 연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륜」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8조의5제 1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의 기술음 환경분야 선기숨쿄 인증 

합니다. 

환 켜 
U 

닙 ,- 장 

제 333호 

선기술인증서 

1. 기 숨 명 . 전자빔을 이용한 하 • 폐수 위생화 기숲 

2. 기술보유자 ·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법 인 등 록 번 호 : 160122- 0000307 

나. 소재지 : 대전굉 역시 유성구 덕싣동 150- 1 

3. 기 술 개 요 

전자빔을 이용하여 하 · 폐수 방류수의 생태독성을 저감시키고， 항생물질， 내분비제 

정애불질， 대장균 및 일반세균을 동시 제거하는 기술 

※ 공정 구성 

전자빔 발생기기 

• 
유입수(하 · 폐수처리정 방류수) • 전자빔 반웅 조사기 • 처리수 

4. 신기술 범위 

。 전자빔 을 이용하여 항생물질 및 내분비 계 징 애불질을 제가하는 기 술 

。 선자빔을 이용하여 하 폐수 방류수의 생 태독성을 저감하는 기술 

。 전자빔을 이용하여 대정 균과 일반세균의 살균 및 재증식 을 억제하는 기 술 

5. 유 효 가 간 : 발급일포부터 3년 

κ 
6. 기 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유효기간 연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륜」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8조의5제 1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의 기술음 환경분야 선기숨로 인증 

합니다. 

환 켜 
U 

닙 
I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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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호 식] <개  2009.7.27> (앞쪽)

▣ 신기술인증

신청서
□기술검증

처 리 기 간
신기술인

증
기술검증

90일
(공고기간

제외)

120일
(공고기간

장평가기간 제외)

기 술 명 자빔을 이용한 하폐수 생화 기술

기술 보유자

법인명
한국원자력

연구원
주소 시 유성구 덕진동 150

성 명
(표자) 정연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60122-0000307

기술 내용

(요약)

자빔을 이용하여 하폐수 방류수의 생태독성 감,항생물질류

내분비계 장애물질, 장균 일반세균을 동시 제거하는 기술

신기술 범

자빔을 이용한

① 항생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 제거

② 하폐수 방류수의 생태독성 감

③ 장균군과 총미생물군의 살균 재증식 억제
검증 항목

(기술검증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환경기술개발 지원에 한 법률」 제7조,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

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와 같이 (▣신기술인증,□ 기술검증)을

신청합니다.

2010년 12월 일

신청인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정 연 호 (서명 는 인)

환경부장 귀하

※ 구비서류

1.기술의 개발배경ㆍ연 ㆍ원리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기술의 성능ㆍ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평가 상 시설의 설계도 운 차서

수수료

별표 7제2호에

따른 액

4.평가항목ㆍ평가횟수ㆍ평가방법,평가와 련한 원료ㆍ재료 는 시료의 종류,국내 가동 시험성

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5.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기술의 신규성ㆍ우수성에 한 구체 인 내용을 포함합니

2.신기술인증 신청서 ( 자빔을 이용한 하폐수 생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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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을 기술한 서류

6.국내외의 사용실 (사용실 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국내외의 특허 는 인증

등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7.기술검증의 경우 검증을 받으려는 사항 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

8.「특허법」 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문기 이 실시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9.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 이 고시하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기술요약서

빔  한 하폐수 생화 술

■ 기술 황

시  
빔  한 하폐수 

생화 시스
시  형시

처리 량 150 m3/d 처리 상물

하폐수 수내 항

생물질, 내 비계 

애물질, 균 , 

균

시 재지 라 도 시 하수 말처리

  술

보

상  호 한 원 연 원 업 비스/

주  

(사무실)

 본사 :  시 신 동 1266, 한 원 연 원 사 과학연

 화 호 : 063-570-3340    스 호 : 063-570-3347

 Homepage : 

담당

   직  : 사 공업환경연     :   주

 화 호 :  063-570-3340   스 호 : 063-570-3347

 e-mail : mjlee@kaeri.re.kr

■ 기술 개요

  ○ 빔  하여 하폐수 수  생태독 , 항생물질  내 비계 애물질, 

균  균  동시 거하는 술

■ 신기술 범

  ○ 빔  한 

① 항생물질  내 비계 애물질 거 

② 하폐수 수  생태독  감

③ 균 과 미생물  살균  재 식 억   

■ 기술의 원리 공정도

○ 술  원리

- 빔  독특한 특  , 강한 산화/환원  탕 한 화학물질 해능 , 강

한 살균 ,  량 사 능  등  활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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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폐수 수  빔  사하여 강 한 산화  지니고 는 OH 라 컬, 

수화  등  생시키고, 들  항생물질 , 내 비계 애물질 , 그리고 난

해  독 물질과 하여 산화 해시킴  생태독  감시킴.

- 빔  지니고 는 강 한 살균  활 하여 하폐수 수에 함 어 는 

균   해 균  살균시킴.

 

그림 3-122. 빔에 한 물 해  염물질 처리  

○ 공 도

  집수 , 활 니 , 포 , ,  등  는  하폐수처리

에 ,  거쳐 하천  는 수   채취하는 수  프, 

 수 탱크,  수  빔  사하  해 수  께 1 mm, 

량 150 l/min,  건  량  할 수 는 빔  사 , 그리고 여

에 수직 향  빔  사할 수 는 빔 생 , 처리수 시스  등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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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1 

3 

그림 3-123. 하수처리  체  빔  하수 생화 공 도



- 225 -

가.기술의 개발배경․연 ․원리

(1)신청기술 황

(가)기술(신청) 황

기 술 명 빔  한 하폐수 생화 술
기술구분 ■수처리 □폐기물 □ 기 □ 거 □환경복원 □기타( )

평가

상

시설

시 설 명

자빔을 이용한

하폐수 생화

시스템

시설 구분 □ 실증시설 ■ 모형시설

처리용량 150m3/d 처리 상물

하폐수 방류수내

장균,일반세균,항생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

시설소재지 라 도 시 하수 말처리

기 술

보유자

(1)

상 호(국문) 한국원자력연구원
상 호( 문) KoreaAtomicEnergyResearchInstitute
법인등록번호 160122-0000307
사업자등록번호 314-82-00813
업 종 서비스/제조
업 태 □ 기업 □ 소기업 □개인 ■기 등(지자체 포함)

사무실

우편번호:
주 소: 라북도 정읍시 신정동 1266방사선과학연구소
화번호: 063-570-3340
FAX: 063-570-3347

평가담당자

이 름: 이 면 주
부서 직 :방사선공업환경연구부,책임연구원
화번호: 063-570-3340

휴 화번호
FAX: 063-570-3347
e-mail: mjlee@kaeri.re.kr

(나)기술 개요

2011.1.1부터 공공하·폐수처리시설 폐수 배출시설을 상으로 “생태독성 배출허

용기 ”이 용됨에 따라,기존 하폐수 처리장에서 처리된 방류수에 하여 자빔

가속기에서 발생되는 자빔을 조사함으로써 방류수의 항생물질 내분비계 장애

물질 등의 난분해성 독성유기물질을 분해하여 생태독성을 감시키고, 장균을 비

롯한 일반세균을 동시에 살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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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술의 개발배경 연

(가)개발배경

○ 환경부는 2011년부터 하폐수처리장 방류수에 해 생태독성 규제를 실시하는 한편,하

폐수 방류수에 한 장균수 규제를 지역에 따라 3,000CFU/ml에서 1,000CFU/ml

로 강화하기로 하 음.

○ 하폐수 처리장의 방류수에 한 독성유발물질은 다양한 난분해성 유기화학물질 등에 기

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지 까지 통합독성규제에 비해 하폐수처리장 방류수에 한 별도의 리는 없는 상황

에서 오염물질의 처리과정에서 고도산화공법(AOP)이나 막분리 공법 등을 도입하는 시

도는 있지만 여 히 이들 공법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통합독성 규제에 비한

한 공법으로 활용되기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하폐수 방류수에 한 장균 제거를 해 부분의 하폐수처리장에서 사용 인 자외선

살균법은 자외선의 불충분한 살균력에 의해 장균이 자외선 조사 에는 살균되는 것처

럼 보이지만 실제 으로는 부분의 장균이 완 히 살균되지 않고 2-3일 뒤에는 다시

살아나 재증식 되는 등 완벽한 살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악되고 있음.

○ 한 재 부분의 하폐수 처리장에 설치되어 운 되고 있는 자외선 살균장치는 장균

만의 살균을 목 으로 자외선 조사시간이 1분 이내로 운 되고 있지만,이와같은 짧은

조사시간내에서는 독성유발물질의 분해는 이루어지지 않아 자외선 조사만으로는

장균 살균과 독성유발물질을 동시에 제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악되었음.

○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통합독성 감과 장균의 살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술의 개

발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수처리장에

해서는 통합독성 규제에 비하는 기술로 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음.

○ 미국은 오래 부터 하수처리장의 소독설비를 운 해 오고 있으며 1976년 이후에는 염소

소독으로 인한 THMs의 해성이 밝 진 이후 폐쇄성 수역이나 수생생물 등 환경생태

계보호가 시 한 지역부터 UV소독으로 환하 지만 최근 UV 소독의 불충분으로 인

해 체기술인 자빔처리 기술에 해 많은 심과 용을 시도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기존시설은 염소계소독 방식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이나 고형염소의 사용이

국하수처리장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으나,최근에는 염소 체 소독기술에 한 개

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자빔조사를 통한 하폐수처리장 처리수의 장균 제거는 이미 라질에서 시도되어 그

효과가 보고한 바 있으며,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처리하지 않은 생활하수에 3-4kGy의

자빔 조사로 기 TotalColiforms을 5Log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고, 상 생활하수

를 facultativelagoon에서 처리한 후 3kGy의 자빔을 조사할 경우 용존산소의 농도

가 높기 때문에 보다 효과 으로 TotalColiform의 양을 일 수 있는 것으로 밝 짐.

○ 자빔을 물에 조사하 을 때 강력한 산화력이 있는 OH 라디컬,수화 자 등이 기존

고 산화공정 (자외선,오존,펜톤산화공정 등)등에 의해 발생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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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발생시켜 유기물질 분해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나).기술개발 연

번호 개발단계 기간 세부 개발 내용 연구기

1 개발동기 시장조사
2005.8-

2006.2

•국내외 오폐수처리장 운 악

•하수방류수 살균기술의 필요성 악

•오폐수처리장 독성 감 필요성 악

한국원자력

연구원

2
정부(과기부)연구과제

추진
2006.3

•방사선융합기술개발분야의환경보 기술개발추진

•오폐수방류수에 한 독성 감 살균 기술

개발 련 RFP기획

한국원자력

연구원

3.
정부연구과제(과기부)

신청 선정

2006.10-

2007.2

•원자력 장기연구과제 방사선이용 기술 분야

방사선융합 오폐수 생화 과제 신청 선정

한국원자력

연구원

4 1차년도 연구수행
2007.3.1-

2008.2.29

•방사선이용 오폐수내 병원성미생물 살균기

술 개발 친환경성평가

․하폐수방류수 공정별 병원성 미생물

분포 분석

․ 자빔 감마선이용 병원균 살균기술 개발

․방사선이용 오폐수 생화 기술의 친환경성

평가(LCA)

한국원자력

연구원,

주과기원,

아주 학교

5 2차년도 연구수행
2008.3.1.-

2009.2.29

•방사선이용 유기독성물질 처리기술 개발

생태독성 평가

․오폐수 방류수내 유기독성물질 분포 분석

․방사선 조사에 의한 항생제 등 미량 유기

독성물질의 무기화 기술개발

․방사선 조사기술의 독성평가를 통한 생태

안 성 평가

한국원자력

연구원,

주과기원,

충북 학교

6 3차년도 연구수행
2009.3.1,-

2010.2.28

•방사선이용 내분비계 장애물질 무기화

유 학 안 성 평가

․방사선 이용내분비계 장애물질 무기화 기술개발

․방사선조사후 유기독성물질들의 독성 거동 평가

․방사선이용기술의 미생물 유 자변형평가 연구

한국원자력

연구원,

주과기원,

충북 학교

7

장 용시험을 한

장비구축((이동형 자

빔가속기 구축)

2007.7.1-

2009.11.30

•이동형 자빔가속기 구축

•하수방류수살균 비실험( 하수종말처리장)

•하수방류수 독성 감 장균 살균 비실

험(정읍하수종말처리장)

한국원자력

연구원,

8 장 실증 연구
2010.3.1.-

2010.8.31

•하수방류수 독성 감기술 개발

•하수방류수 장균 일반세균 살균기술개발

한국원자력

연구원,

주과기원,

충북 학교

표 3-121.기술개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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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술개발(보유)자

① 산업재산권 :2건

번호 산업재산권(제목) 등록(출원)인 등록(출원)국
등록(출원)증 번호

(등록,출원 일자)

1
방사선을 이용한 향균제 분

해 기술
한국원자력연구원 한민국

10-0601113

(2006.7.7)

2

방사선 조사와 설페이트 라

디칼을 동시에 이용한 병원

성 미생물과 난분해성 독성

유기물질의 제거 방법

한국원자력연구원 한민국
10-0996382

(2010.11.18)

표 3-122.산업 재산권 보유 황

② 신청기술 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내역 :1건

번호 부처명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

책임자
총연구기간 개발자역할 비고

1

교육과

학기술

부

원자력연

구개발사

업

방사선 융합

오폐수 생화

기술 개발

이면주
2007.03.01∼

2012.02.28
연구 개발 수행

표 3-123.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내역 

(라) 장 용사례

구분 시설명 용 량 시설소재지 설치완료일 가동기간 처리 상수

1
하수종

말 처리장
200㎥/일

역시

원 동
2010.5.1

‘10.05～

'10.07
하수 방류수 등

2
정읍하수종

말 처리장
200㎥/일 북 정읍시 2010.8.1

‘10.08～

'10.10
하수 방류수 등

표 3-124. 장 용 사례 

(마)개발기술의 활용 망

① 환경 기 효과

◦ 자빔을 이용하여 독성 유발물질을 효과 으로 제어할 수 있으므로 생태교란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생태계의 자정작용 강화 일조를 통해 청정환경 보 에 이바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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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

◦ 자빔을 이용하여 장균뿐만 아니라 각종 원생생물을 동시에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

어 하천의 2차 오염,나아가 강 하류의 취수원 오염을 방지하므로 깨끗한 수자원 확보

에 한 국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

◦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청정환경 보 기술 이므로 국민 보건에 이바지 할 수 있음.

② 기술 효과

◦ 항생 물질류 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류 등은 자빔에 의해 효과 으로 분해가 가능하

므로 하수 처리장이나 난분해성 독성유기물질을 생산 는 배출하는 의약폐수처리장

는 난분해성 폐수처리장의 고도처리공정 등으로 활용 가능

◦ 기존의 장균 살균을 해 용된 UV,염소,오존 등과 같은 기술을 체할 수 있음.

◦ 단지 자빔 조사만에 의해서도 독성 감 장균 살균의 동시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들에 한 통합 처리공정으로 확 가 가능 함.

◦ 이차오염물질의 발생이 없는 기술이므로 고도 청정처리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목이 가능.

③ 경제 효과

◦ 2011년부터 통합독성 규제가 용될 정이므로,이 기술을 국 수천여개의 하수 처리

장이나 독성물질 배출업체에 용함으로써 막 한 경제 이익 창출

◦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 에 “ 장균군수”가 신설되어 지역구분 없이 2003년부터

3,000CFU/㎖가 일률 으로 용되고 있고,2008년부터는 1,000CFU/㎖로 강화하여 용

되고 있는바,보다 효율 인 살균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국 183개소 (2009년 기 )의 하

수종말처리장에서 수요가 증할 것으로 상 됨.

◦ 미국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하수 소독기술로 자외선 신 자빔을 이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미국의 Peller.Co.LtD.는 하와이에 본 신청기술과 비슷한 이동형

자빔가속기를 이용하여 하폐수 방류수의 살균연구를 추진 에 있음.

◦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상황에서,본 기술을 선 한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세

계시장 진출 시장석권에 우 를 할 수 있어 기술의 수출을 통한 이익창출을 극

화 할 수 있음.

(3).기술의 원리

○ 본 기술은 그림3-124와 같은 하수종말처리장 는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방류수를 상

으로 하는 기술임.

○ 본 기술의 목 은 자빔을 이용하여 하수 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 함유되어 생태독성

을 유발하는 항생물질류와 내분비계장애물질을 포함하는 난분해성 독성유기물질을 처리

하여 생태독성을 감시키고,동시에 장균 일반세균을 살균시키고자 하는 것임.

○ 하폐수는 그림 3-125에서 보는바와 같이 자빔을 조사하면 산화/환원력이 강한 OH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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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수화 자 등을 발생시킴.발생된 OH라디컬과 수화 자는 하폐수나 폐수 방류수 에

함유된 항생물질류,내분비계 장애물질,미량의 유기독성물질류 등과 반응하여 이들

일부를 산화분해 시키거나 부분분해 는 간 반응생성물로 환시켜 생태계 의 미생

물에 의해 생물학 으로 최종분해가 가능하도록 화학 구조를 변화시킴.

(Yu,S.,B.Lee,M.Lee,I.Cho,andS.Chang(2008),"Decompositionand

mineralizationofcefaclorbyionizingradiation:Kineticsandeffectsofthe radical

scavengers",Chemosphere,27,2106-2112).

(Kim,H.Y.,S.H.Yu,M.J.Lee,T.H.Kim,andS.D.Kim(2009),"Radiolysisof

selected antibioticsandtheirtoxiceffectsonvariousaquaticorganisms",Radiat

Physchem,78,267-222.)

○ 한 자빔 조사과정에서 색도를 유발시키는 발색단을 제거함으로써 색도가 제거되고

냄새 유발물질도 함께 제거 됨.

○ 자빔을 장균 는 일반 세균에게 조사하면 자빔의 강력한 에 지 는 발생된 산

화라디칼에 의해 세포벽을 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장균에게 자빔을 조사

하면 그림 3-12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장균의 세포벽이 괴되고 세포내의 내용물이 외

부로 출되어 완벽하게 살균이 됨.

그림 3-124.본 신청기술을 용하고자 하는 상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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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 자빔을 이용한 오폐수 생화 기술의 원리  

           Control                     1 kGy                 1 kGy + O2    

그림 3-126.SEM 분석에 의한 자빔 조사된 장균의 세포 괴

(4).평가 상시설의 구성

(가)처리시설 공정도

  하폐수

   처리 시
        

    

빔  

하폐수 생화 

시

그림 3-127.처리시설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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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공정별 기능

○ 평가 상 시설의 경은 그림3-128과 같으며, 체공정은 그림3-129에서 보는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조로부터 일정량의 방류수를 흡입펌 를 이용하여 자빔 발생장

치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의 방류수탱크에 장한 후 자빔을 조사하여 하천으로 방류하

는 공정이다.

 

그림 3-128. 평가 상시  경  

4 2 

1 

3 

그림 3-129. 평가 상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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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빔조사를 한 공정과 각 공정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방류수 흡입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방류수를 일정량 흡입하여 자빔 발생차량에 치한 방류수

장조로 이송시킨다.

그림3-130.유입펌 유입배
         

그림 3-131.하수 방류수 처리를 하여

장에 설치된 이동형가속기 방류수

유입펌

-방류수 장탱크

그림 3-132에서 보는바와 같이 자빔 조사 상수를 장한다

 

그림 3-132.유입수 장조 (2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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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조내 방류수의 자빔조사장치로의 이송펌

장탱크에 장된 하폐수를 자빔조사 반응기로 이송하는 기능을 갖는다.

- 자빔조사 반응기

그림 3-133에서 보는 반응기로 자빔의 물에 한 한정된 투과 능력으로 인해

자빔 조사시 자빔의 투과를 고려하여 물을 1-2mm두께의 얇은 필름 형태

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3-133. 자빔 조사 반응기

- 자빔 발생기

그림 3-134와 같은 것으로 고온으로 필라멘트를 가열하게 되면 자가 발생되

는 자총을 이용하여 차가 설정되어 있는 진공 가속 으로 자를 가속시

킴으로써 높은 에 지를 갖는 자빔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이때 발생되는

자빔은 오염물질을 쉽게 괴시키고,미생물을 살균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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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4. 자빔 발생 장치

- 자빔 조사된 처리수의 방류

그림3-135와 같이 자빔조사 반응기 하부에 설치된 펌 로 자빔 조사된 하

수를 하천으로 방류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림 3-135. 빔 사  처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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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정별 주요 설비사양

공 정 기자재 목록 사 양 비 고

하폐수종말처리장

하폐수방류수 유입

유입 배
PVC,38mm,quick

connectortype 가속기 차량 외부설비

유입 펌 2HP

이동형가속기 내

유입수 장

이동형가속기 유입수

장 탱크
PE,2m3 가속기 2호차

자빔 처리

자빔 조사장치
0.6MeV×33mA,

20kW

가속기 1호차자빔 조사반응기

80L,SUS304,

500mm(L)×1000mm(

W)×350mm(H)

하폐수 분사 펌 1HP,18㎥/hr

자빔 처리수 방류 처리수 방류배
PVC,40mm,quick

connectortype
가속기 차량 외부설비

표 3-125.공정별 주요 설비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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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기술의 내용

(1).신기술의 범

① 자빔을 이용한 항생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 제거

② 자빔을 이용한 하수방류수의 생태독성 감

③ 자빔을 이용한 장균군과 총미생물군의 살균 재증식 억제

(2).기술의 신규성

○ 자빔을 이용하여 난분해성 독성유기물질(항생물질,내분비계 장애물질 등)과 장균군

이나 병원성미생물을 동시에 처리하고 생태독성을 히 감 시킬 수 있는 친환경기술

① 자빔을 이용한 항생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 제거

- 농도 항생물질의 지속 생태계 노출에 한 한 처리 기술의 부재로 항생물질

항유 자 발 이 문제 심각.

- 4 강 유역 하천수에서 환경부 조사 상 의약물질 17종 13종이 검출되었으며,

Ibuprofen,Sulfamethazine,Lincomycin등은 미국기 치 비 최고 3배 이상 검출됨.

- 자빔 이용기술은 발생된 자가 물과 반응하여 다량의 ∙OH,∙H,eaq
-
과 같은 라

디칼을 형성하여 다양한 의약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하천방류수 검출 농도 범

)을 100% 제거 가능.

-O2,N2O,Persulfate등을 첨가 후 자빔 조사 시 원물질 제거 효율 증가는 물론이

고,최 80∼ 100%의 TOC 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② 자빔을 이용한 하폐수 방류수의 생태독성 감

-기존 하폐수 방류수의 생태독성 감 기술은 형 인 공정에 고 산화공정(오존,UV등)

을 추가하는 방법이 일반 이나,효율성이나 경제성에서 많은 문제 이 있음

- 자빔을 이용한 하폐수 방류수 생화 기술은 항생물질이나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분해뿐만 아니라,원물질 분해 부산물의 생물학 독성을 감시킴

③ 자빔을 이용한 장균군과 총미생물군의 살균 재증식 억제

- 재 장균 일반미생물 살균에는 UV 기술이 많이 도입되고 있으나 UV는 하폐

수 방류수의 탁도 등에 따라 효율 변화가 많고,UV 처리 후에도 미생물의 DNA가

복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자빔을 이용한 살균은 하폐수 방류수의 수질 변화에 따른 효율변화가 상 으로

훨씬 으며,처리 후에도 미생물의 재증식이 최소화 됨.



- 238 -

  술 문

신청

술
빔

∙난 해  물질과 미생물 살균 

동시 처리

∙운   가동  함

∙  비  

∙ 문운  필

술

염 독 ∙가  함
∙THM등과 같  암물질 생  

가능  

UV
∙ 가 함

∙운  간편함

∙난 해  물질 처리 어 움

∙원생생물 거 어 움

∙탁도 등에 라 살균 처리 효  

심함

∙처리 후 미생물 재 식

∙미생물  난 해  물질 

어에 효과

∙원생생물 거 어 움

∙ 도에  처리효  변화

∙    운 비

 3-126. 빔에 한 하폐수 수 생화 신 술과 술과  단  비

(3).기술의 우수성

○ 자빔을 이용하여 난분해성 독성유기물질(항생물질,내분비계 장애물질 등), 장균군,

병원성미생물,원생생물 등 동시 처리 가능.

○ 하폐수 방류수의 생태독성 미생물의 돌연변이 가능성을 히 감시킬 수 있는 친

환경기술.

○ 운 과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처리수의 환경변화 (탁도,pH,온도 등)에도 처리 효율이 안

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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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술의 성능

① 빔  한 난 해  물질  처리 효  향상시킨 술

Dose (kGy)

0.0 0.5 1.0 1.5 2.0 2.5

C
/C

o

0.0

0.2

0.4

0.6

0.8

1.0

1.2

Lincomycin 
Tetracycline 

그림 3-136. 자빔과 UV에 의한 항생제 처리 비교

② 빔  하여 미생물 살균 효  안   살균 효  지  확보

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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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7.J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상으로한 자빔과 UV에 의한 미생물 살균 효율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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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 원 사량 사 (%)
돌연변  

(Induced mutation/Spontaneous mutation)

빔

(kGy)

0.2 91.90 6.61

0.5 98.65 34.70

1.0 99.52 2.49

UV

(mJ/cm2)

10 37.41 184.84

20 30.86 573.44

30 83.33 444.26

그림 3-138. 자빔과 UV에 의한 살균 처리후 재증식 비교

③ 자빔을 이용하여 생물학 독성 감 생태학 안 성을 확보한 친환경기술

-E.coliCSH100돌연변이율은 UV 조사(30mJ/cm2)가 자빔 조사(0.5kGy)보다

3.8배 ∼ 12.8배 높은 것으로, 자빔 조사 기술이 유 학 안 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27.E.ColiCSH100의 자빔 UV조사량에 따른 돌연변이율의 변화

 나. 장 용성

① 강 한 산화  가진 ∙OH  다량 생시  난 해  물질 해 효  

향상시  경  확보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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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biotic

(90% 분해율)

EE/O
※
(kWh/order/m

3
)

E-beam UV-C Ozone

Sulfamethoxazole 0.46 1.5 27.53

Chlortetracycline 0.19 15.5 7.15

표 3-128. 자빔,UV,오존의 난분해성 유기물질( 기농도 30mg/L)처리 력소비량 비교 

 ×× ×× log  식을 사용 :Theelectricalenergyrequiredper

orderofpollutantsremovalin1m3wastewater

미생물

EE/O
※
(kWh/order/m

3
)

E-beam (살균율 %) UV(살균율 %)

0.5kGy

(99.89%)

1kGy

(99.99%)

4min

(96.51%)

5min

(99.65%)

E.Coli 0.04 0.14 0.17 0.20

표 3-129. 자빔과 UV에 의한 장균군의 살균 처리 력소비량 비교 

② 온도변화와 수질변화에 따른 처리효율의 안정성 확보로 시스템 운 유지보수 편

의성이 보장된 기술

-그림 3-137와 138에서 나타나듯이 계 의 변화나 다양한 환경변화에도 처리 효율이

안정 으로 유지되는 기술임

③ 자빔을 이용한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분해부산물의 생물학 독성 감을 확보하여

방류수 처리기 강화에 비한 기술

-“생태독성 배출허용기 ”이 2011년부터 시행되는 방류수 처리기 을 만족시키는 기

술임

표 3-130.생태독성 배출허용기 자빔 처리된 처리수의 생태독성

구 분 기 (이하) 용 시 기 신청기술

폐수종말처리장/공공하폐수처리시설 TU1 2011.01.01부터

법규 만족
개별사업장

1종

2종

청정지역 TU1 2011.01.01부터

가,나 특례지역 TU2 2011.01.01부터

3종

4종

5종

청정지역
TU2 2012.01.01부터

TU1 2016.01.01부터

가,나 특례지역 TU2 2012.01.0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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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균수 평균값

(CFU/mL)

방류 기 치 (CFU/mL)
측정 횟수

재 강화후

처리 1967

3,000 1,000

15

UV

(J시 하폐수처리장)
620 15

자빔

0.25kGy 21 15

0.5kGy 2 15

1kGy 0 9

-강력한 미생물 살균 효과로 인하여 방류수의 장균군수 기 강화에도 지속 으로

용 가능한 기술임

표 3-131. 자빔,UV의 장균 살균 측정 결과 비교

다.자체 평가한 내용

(1).신기술 자체 평가 방법

(가)신기술 자체 평가 내용

◦ “ 자빔을 이용한 하폐수 생화 기술”의 자체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음.

① 자빔에 의한 항생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 제거

-항생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제거 효율

-항생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무기화

② 자빔에 의한 하폐수 방류수의 생태독성 감

- 자빔 처리된 항생제의 생태학 안 성 평가

- 자빔 처리된 방류수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생태학 안 성 평가

- 자빔 처리된 항생제의 유 학 안 성 평가

③ 자빔에 의한 장균군과 총미생물의 살균 재증식 억제

- 장균군과 총미생물의 살균 효율

- 장균군과 총미생물의 재증식 여부

④ 과정평가(LifeCycleAssessment)를 활용한 자빔 기술의 친환경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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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항목별 세부 평가항목,평가방법,평가횟수

① 성능( 는 효율,효과)

◦ 자빔을 이용하여 하폐수 방류수내에 존재하는 항생제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미생물

살균 기술의 자체 평가는 표 3-132와 같음.

표 3-132.자체 평가 세부항목,평가방법 평가횟수

 

평가 항목
평가 방법

평가 횟수(회) 분석

기평가항목 분석 항목 총계

항생제

Amoxicillin,Sulfamethazine,

Sulfamethoxazole,Tetracycline,

Oxytetracycline,Lincomycin의 분해

효율

HPLC분석 30

한국원

자력연

구원

내분비계
장애물질

Alachlor,Methomyl,Bisphenol-A

의 분해 효율
HPLC분석 30

한국원

자력연

구원

독성평가

물벼룩(Daphniamagna)의 LC50,

조류(Pseudokirchneriellasubcapitata)

의 IC50

US.EPA

시험 방법
10

주

과학

기술원

유 학
안 성
평가

SOS/umutest,E.colimutationtest

방법

ISO 13829,

2000
5

충북

학교

자빔
처리
․후

수질 특성

pH,CODcr,TOC,SS

T-P,T-N

수질오염공
정시험방법

50

한국원

자력연

구원

장균군 장균군의 살균 효율,재증식

Membrane

filter법

(수질오염공

정시험법)

150

한국원

자력연

구원

총미생물 총미생물의 살균 효율,재증식

평 도말법

(수질오염공

정시험법)

150

한국원

자력연

구원

친환경성 LCA 분석(LifeCycleAssessment)
Eco-Indicato

r99방법론
1set

아주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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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운 조 건

이동형

(처리능력:150m3/d)

고정형

(처리능력:50,000m3/d)

온도 상온

압력 상압

자빔 가속기 출력 0.6MeV,20kW 1MeV,400kW

유량 150L/min 34m3/min

표 3-134. 자빔을 이용한 하폐수 생화 기술의 운 조건

② 공정부산물

-없음.

③ 경제성

ㅇ 설치비,유지 리비,처리단가 측면에서의 평가

평가 항목
평가방법

평가 횟수(회) 분석기

평가공정 측정분석 항목 총계 자체 외부

설치비 각종 기기류 설비의 설치비용 자체평가 5 3 2 -

유지 리비 인건비,수선비,력비, 자체평가 5 3 2 -

처리단가 설치비,유지 리비 자체평가 5 3 2 -

표 3-133.경제성 평가 방법

④ 안 성

ㅇ 자빔 시설 설비( 는 시공)의 안 성 평가.

ㅇ 자빔 이용 시설의 작업 환경 안 측면에서의 안 성 평가.

⑤ 편의성

ㅇ 기동 정지( 는 시공)의 편의성 평가

ㅇ 운 제어 유지 리 측면의 평가

ㅇ 운 요원의 숙련 필요성 평가

ㅇ 작업의 편의성 평가

ㅇ 동선 유지보수 공간 평가

⑥ 내구성

ㅇ 주요 설비( 는 부품)의 재질 평가

ㅇ 설비 재질 운 (시공)후 상태 평가

(다)운 조건

○ 자빔을 이용한 하폐수 생화 기술의 운 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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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기 조사면에서의 유체 두께 2mm 이하 7mm 이하

독성유기 오염물질 조사량 5kGy이하

장균군 일반세균의 살균 조사량 1kGy이하

산화 진제 첨가 향 N20,O2,Persulfate

 

(라)분석내용 종합

○ 에서 열거한 시험분석항목 횟수에 하여 최종 종합 정리하여 표3-135로 제시하 다.

평가 항목
평가 방법

평가

횟수(회) 분석 기

평가항목 분석 항목 총계

항생제

Amoxicillin,Sulfamethazine,

Sulfamethoxazole,Tetracycline,

Oxytetracycline,Lincomycin의 분해

효율

HPLC분석 30
한국원자력

연구원

내분비계

장애물질

Alachlor,Methomyl,

Bisphenol-A
HPLC분석 30

한국원자력

연구원

독성평가

물벼룩(Daphniamagna)의 LC50

조류(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의 IC50

US.EPA시험방법 10
주과학

기술원

유 학

안 성 평가

SOS/umutest,E.colimutation

test방법
ISO13829,2000 5 충북 학교

자빔처리

․후수질 특성

pH,CODcr,TOC,SS

T-P,T-N

수질오염공정시험

방법
50

한국원자력

연구원

장균군 장균군의 살균 효율,재증식
Membranefilter법

(수질오염공정시험법)
50

한국원자력

연구원

총미생물 총미생물의 살균 효율,재증식
평 도말법

(수질오염공정시험법)
50

한국원자력

연구원

친환경성
LCA 분석(LifeCycle

Assessment)

Eco-Indicator99

방법론
1set 아주 학교

경제성 설치비,유지 리비,처리단가 자체평가 5
한국원자력

연구원

편의성 운 성,유지보수성 자체평가 5
한국원자력

연구원

내구성 설비재질,운 후 상태 자체평가 5
한국원자력

연구원

표 3-135. 자빔을 이용한 하폐수 생화 기술의 분석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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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체 평가결과

(가)신기술범 에 한 자체평가결과

◦ 하수종말처리장의 염소 는 UV 살균 공정으로 구성된 기존 공정을 자빔 살균 공정

으로 체하여 독성유기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생태독성 감 병원성 미생물의 살균을

동시에 처리 할 수 있었다.

① 자빔에 의한 항생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 제거

(1)항생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 제거

- Sulfamethazine, Lincomycin Tetracycline 항생제를 자빔을 처리한 결과

Sulfamethazine은 2kGy를 조사하 을때 28.41mg/L에서 2.44mg/L로 91.4%로가 제

거 되었고,Lincomycin은 1kGy를 조사하 을때 29.84mg/L에서 0.27mg/L로 99.1%

로가 제거 되었으며,Tetracycline은 1 kGy를 조사하 을때 20.34 mg/L에서 0.09

mg/L로 99.6%로 각각 제거 되었다.농약성분인 Alachlor역시 자빔으로 처리한 결

과,0.7kGy를 조사 하 을 때 9.73mg/L에서 0.0mg/L으로 100% 제거되었다.

(2)항생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한 첨가물의 효과

-Radicalscavengergas인 N2O,O2를 사용한 결과 N2O가스를 사용할 때 항생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제거 효율이 가장 우수하 음.N2O가스와 자빔을 동시에 처리

한 결과,Sulfamethazine은 2 kGy 조사한 경우에 99.9% 이상 제거가 되었고,

Lincomycin은 1kGy를 조사하 을때 99.9% 이상 제거 되었으며,Tetracycline은 1

kGy를 조사하 을때 99.9% 이상 제거되었다.

② 자빔에 의한 하폐수 방류수의 생태독성 감

(1) 자빔 처리된 항생제의 분해 부산물에 한 생태독성 평가

-Sulfamethazine,Lincomycin Tetracycline은 자빔에 의해 완 분해 되었고,분해

부산물에 한 독성은,Sulfamethazine은 ToxicityUnit(TU)값이 29.0에서 3.16으로

감소되었고,Lincomycin의 TU 값은 222.1에서 1.71로 감소되었고,Tetracycline의 TU

값은 152.41에서 5.83으로 감됨으로써 생태학 안 성이 확보 되었다.

(2) 자빔 처리된 항생제의 유 학 안 성 평가

-Amoxicillin,Lincomycin Tetracycline은 자빔 조사에 의해 β-galatosidase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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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른 RGA (relativeβ-galatosidaseactivity)값을 평가한 결과, 자빔 조사시료

의 원물질 는 분해부산물에 의한 유 독성은 찰되지 않았다.

- 자빔(0.2∼1.0 kGy)의 경우 돌연변이율은 2.49에서 34.70의 결과를 나타낸 반면,

UV(10∼30mJ/cm
2
)조사에 의한 돌연변이율은 184.84에서 573.44로 나타났다.

- 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자빔 처리 기술은 UV 처리 기술과 비교하여 상 으로

유 학 안 성이 우수하 다.

③ 자빔에 의한 장균군과 총미생물균군의 살균 재증식 억제

(1) 자빔 처리된 장균군과 총미생물의 살균

- 자빔에 의한 장균군의 살균 효율은 기 3.4×103에서 1kGy조사 후 1×10-2로

99.99% (5.2log)이상 제거되었고,총일반세균수는 기 1.97×104에서 1kGy조사 후에

5.7×10
1
으로 99.7% (2.5log)이상 제거율을 보 다.

(2) 자빔 UV처리된 장균군의 재증식 여부

- 자빔 처리된 장균군의 재증식은 1kGy에서 4일 동안의 재증식을 조사한 결과 거의

1CFU/ml미만 이하로 재증식이 되지 않았음.UV 조사된 장균군의 재증식은 1일째

386,2일째 457,3일째 930,4일째 1,352CFU/ml로 증가하 음.

④ 과정평가(LifeCycleAssessment)를 활용한 자빔 기술의 친환경성 평가

-LCA코드를 이용하여 자빔,자외선 오존 장치의 과정 환경성을 평가한 결과,발암

물질,유기물에 의한 호흡기 향,무기물에 의한 호흡기 향,기후변화,오존층 괴,생

태독성,산성화/부 양화 등 7가지 향범주에서 자빔이 우수한 환경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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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항목별 자체평가결과

① 자빔에 의한 항생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 제거

㉮ 실험 방법

제거물질 첨가제 실험 방법 비 고

Target

compounds

항생제

Amoxicillin,Sulfamethazine,

Sulfamethoxazole,Tetracycline,

Oxytetracycline,Lincomycin

내분비계

장애물질

Alachlor,Methomyl,Bisphenol-A,

Estrone(E1)

첨가제

Radicalscavenger

gas
N2O,O2 30분 폭기

산화제 Na2S2O8

농도 (mM):0.1,

0.3,0.5,1.0,5,

10

자빔 조사선량,kGy 0.1∼ 5.0

표 3-136.항생제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실험 방법 내용

㉯ 분석 방법

항생물질 칼럼
UV 장

(nm)
MobilePhase

Amoxicillin
Phenomenex

Luna5uC8(2)100A
230 25mM KH2PO4/Methanol(95:5)

Sulfamethazine

Sulfamethoxazole
OnyxMonolithicC18 355

0.1% FormicAcidinwater/

0.1% FormicAcidinAcetonitrile(60:40)

Tetracycline

Oxytetracycline

Phenomenex

Luna5uC8(2)100A
355

0.01M OxalicAcid/Methanol/Acetonitrile

(72:8:20)

Lincomycin Zorbaxsb-C18 210
1mM Ammonium formate:Acetonitrile

(60:40)

Bisphenol-A Zorbaxsb-C18 275 Acetonitrile:Water(60:40)

Alachor

Methomyl
DiscoveryC18 230 Acetonitrile:Water(60:40)

표 3-137.항생제 내분비계 장애물질 HPLC분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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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
수 량 (kGy) 비고

0 0.2 0.4 0.6 0.8 1 2 4

항

생

 

물

질

Amoxicillin 1.00 0.46 0.20 0.08 0.02 0.01 0.01 0.00

그림

3-139 

Sulfamethazine 1.00 0.76 0.54 0.38 0.34 0.25 0.09 0.00

Sulfamethoxazol

e
1.00 0.78 0.68 0.53 0.47 0.21 0.04 0.00

Tetracycline 1.00 0.45 0.15 0.06 0.01 0.00 0.00 0.00

Oxytetracycline 1.00 0.41 0.16 0.05 0.01 0.01 0.00 0.00

Lincomycin 1.00 0.38 0.14 0.04 0.02 0.01 0.00 0.00

C/Co 수 량 (kGy)

내

비

계

애

물

질

Alachlor
0 0.05 0.1 0.15 0.2 0.3 0.5

그림

3-139

1.00 0.70 0.46 0.31 0.20 0.03 0.00

수 량 (kGy)

Methomyl
0 0.1 0.3 0.5 0.7 1.0

1.00 0.75 0.33 0.05 0.00 0.00

수 량 (kGy)

Bisphenol-A
0 0.2 0.4 0.6 0.8 1.0 5 그림

3-1431.00 0.60 0.32 0.17 0.11 0.07 0.02

표 3-138. 자빔에 의한 항생제 내분비계 장애물질들의 분해결과 요약 

㉰ 실험 결과

실험 결과는 다음 표 그림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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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빔 조사에 의한 항생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 제거 효율

a) b)

그림 3-139. 빔 사에 한 난 해  물질  해

(나)Radicalscavengergases에 의한 난분해성 오염물질의 분해효과

     

a) Amoxicillin                           b) Sulfameth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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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ulfamethoxazole                     d) Tetracycline

  

 e) Oxytetracycline                         f) Lincomycin 

 

g) Alachlor                               h) Methomy

그림3-140.Radicalscavengergases과 자빔 조사에 의한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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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adicalscavengergases에 의한 TOC제거효과

   

     a) Amoxicillin                            b) Sulfamethazine

     

   c) Sulfamethoxazole                       d) Tetracycline

    

   e) Lincomycin                                g) Alachlor

그림3-141.Radicalscavengergases과 자빔 조사에 의한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TOC제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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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3-143.Na2S2O8첨가에 의한 Alachlor의 분해효율

(라)Na2S2O8첨가에 의한 항생제 내분비계 장애물질 제거 기술

a)

Dose (kGy)

0 1 2 3 4 5

C
S

M
X
/C

S
M

X
o

0.0

0.2

0.4

0.6

0.8

1.0

1.2

SMX 

SMX+0.1mMH2O2 

SMX+0.1mMNa2S2O8 

b)

Dose (kGy)

0 0.2 0.4 0.6 0.8 1.0 2.0 5.0 10 20 40 
T

O
C

(C
S

M
X
/C

S
M

X
o
)

0.0

0.2

0.4

0.6

0.8

1.0

1.2

SMX 

SMX+0.1mM H2O2 

SMX+0.1mM Na2S2O8 

그림3-142.Na2S2O8첨가에 의한 Sulfamethoxazole의 분해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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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e (kGy)

0 2 4 6 8 10

T
O

C
 (

C
/C

o
)

0.0

0.2

0.4

0.6

0.8

1.0

1.2

0 mM 

0.1 mM 

1 mM 
5 mM 

10 mM 

그림3-144.Na2S2O8첨가에 의한 Bisphenol-A의 분해효율

㉱ 자빔에 의한 항생제 내분비계 장애물질 제거결과 요약

-난분해성 독성유기화합물인 항생제와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자빔 조사량이 증가할수

록 분해 효율이 향상되었다. Amoxicillin, Sulfamethazine, Sulfameth oxazole,

Tetracycline,Oxytetracycline Lincomycin은 2∼4 kGy에서,그리고 Alachlor와

Methomyl은 각각 0.5kGy와 1.5kGy에서 완 한 제거가 되었다.

-Radicalscavengergas(N2O,O2)첨가 결과,N2O가스가 항생제 내분비계 장애물질

의 TOC제거에 가장 효과 이었고,N2O 가스를 첨가 하 을 경우 90% 이상의 TOC

제거율을 보 다.

-Sulfamethoxazole,Alachlor Bisphenol-A의 자빔 조사에 의한 TOC제거 효율은

산화 진제인 Na2S2O8의 농도를 증가시킬수록 향상되었다.

② 항생제가 포함된 방류수의 생태학 안 성 평가

㉮ 실험 방법

-물벼룩 (Daphniamagna)을 이용한 성 독성 평가

물벼룩 (Daphniamagna)을 이용한 성 독성평가는 US.EPA 시험 방법에 따라 수

행 (EPA600-R-92-111,1993)되었으며, 성독성 평가 조건은 표3-139과 같다.

-조류(Pseudokirchneriellasubcapitata)를 이용한 독성 평가

조류의 배양 독성평가는 US.EPA시험 방법에 따라 수행 (EPA/600/491/002,1994)되

었으며,조류의 배양액 구성 성분과 독성 평가 조건은 각각 표3-140,141과 같다.

-MCF-7cell을 이용한 E-Screening방법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분해 Estrogenicactivity를 한 분석은 LC-MS 분석과

E-Screening방법(Soto,A.M.etal1994a,b)에 의해서 수행되었고 그 결과는 표

3-14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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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solution Compounds Dissolvedamount(500mL)FinalConcentration

1.MacronutrientA MgCl2․6H2O 6.08g 12.2mg/L

CaCl2․2H2O 2.20g 4.41mg/L

NaNO3 12.75g 25.5mg/L

B MgSO4․7H2O 7.35g 14.7mg/L

C K2PO4 0.522g 1.04mg/L

D NaHCO3 7.50g 15.0mg/L

2.MicronutrientE H3BO3 92.8mg 185.0㎍/L

MnCl2․4H2O 208.0mg 416㎍/L

ZnCl2 1.64mg 3.27㎍/L

FeCl2․6H2O 79.9mg 160.0㎍/L

CoCl2․6H2O 0.714mg 1.43㎍/L

Na2MoO4․2H2O 3.63mg 7.26㎍/L

CuCl2․2H2O 0.006mg 0.012㎍/L

Na2EDTA․2H2O 150.0mg 300.0㎍/L

Na2SeO4 1.196mg 2.39㎍/L

표 3-140.조류(P.subcapitata)의 배양액 구성성분 

Testconditions

Testtype Staticnon-renewal

Temperautre 25±1℃

Lightquality Ambientlaboratoryillumination

Photoperiod 16hlight,8hdarkness

Testchambersize 30ml

Testsolutionvolume 25ml

Renewaloftestsolution Minimum,after48h

Ageoforganism Lessthan24-hold

No.oforganismspertest
chsmber 5

No.ofreplicationchambers 4

No.organismsperconcentration 20

Feeding
YCT (yeast,troutchow,
CEROPHYLL),Greenalgae

Endpoint Mortality

표 3-139.D.magna를 이용한 성독성평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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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ralmedium g/L(Water)

A

Potassium dihydrogenorthophosphate_KH2PO4

Dipotassium hydrogenorthophosphate_K2HPO4

Disodium hydrogenorthophosphatedihydrate_Na2HPO4,2H2O

Ammonium chloride_NH4Cl

8.50

21.75

33.40

0.50

B
Calcium chloride,anhydrate_CaCl2

orCalcium chloridedihydrate_CaCl2,2H2O

27.50

36.40

C Magnesium sulfateheptahydrate_MgSO4,7H2O 22.50

D Iron(III)chloridehexahydrate,FeCl3,6H2O 0.25

표 3-142.활성슬러지의 미생물에 미량 양분 공 을 한 Traceelementsolution vitamin

solution의 구성

구분 내용

Testtype Staticnon-renewal

Temperature 25±1℃

Lightquality 백색 형

Lightintensity 약 4300lux

Photoperiod 지속 조명

Testchambersize 100ml

Testsolutionvolume 50ml

Renewaloftestsolution 없음

Ageoforganism 4~7days

InitialCelldensity 10,000cells/ml

No.ofreplicationchambers 3

Shakingrate 120rpm

Aeration 없음

Dilutionwater Algalstockculturemedium

Testduration 96h

Endpoint Growth

표 3-141.조류(P.subcapitata)의 독성 평가 조건 

-활성 슬러지에 의한 생분해도 평가

활성 슬러지에 의한 자빔 처리된 항생물질의 생분해도 평가는 OECD의 방법으로 수

행 되었으며(OECD 301E,1992),활성슬러지의 미생물에 미량 양분 공 을 한

Traceelementsolution vitaminsolution의 구성은 표 3-142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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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eelementsolutionandvitaminsolution mg/L(Water)

i

Manganesesulphatetetrahydrate_MnSO4,4H2O

Boricacid_H3BO3

Zincsulphateheptahydrate_ZnSO4,7H2O

Ammonium heptamolybdate(NH4)6Mo7O24

Fe-chelate(FeCl3ethylenediamine-tetra-aceticacid)

→ DissolveinWaterandmakeupto1L

39.9

57.2

42.8

34.7

100.0

ii
Yeastextract

→ Dissolvein100mlwater,0.2ulfiltration(sterilization)
15.0

흡수선량

(kGy)
Tetracycline Lincomycin Sulfamethazine 비고

0 152.4158 222.1235 29.3195

그림 Ⅲ-7.

0.25 50.1077 24.4648 -　

0.5 20.47 7.1751 7.8615

0.75 9.8527 2.0000 　-

1 7.7374 2.0000 8.8194

2 5.8304 1.9906 4.4213

3 　- -　 3.7804

4 　- 1.7115 3.1606

표 3-144. 자빔 조사에 의한 조류독성 감의 변화결과 요약

㉯ 실험 결과

자빔 조사에 의한 물벼룩의 성독성 조류독성 실험 결과는 다음 표 그림과 같음.

Target
compound

AbsorbedDose

0kGy 0.5kGy 1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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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43. 자빔 처리 후 물벼룩 성 독성 평가

Toxicity=(Icontrol-Isample)/Icontrol (I :luminescence of bacteria), Initial concentration is 30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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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선량 (kGy)

0kGy 0.5kGy 0.75kGy 1kGy

Estrone(E1:ng/L) 620.10 - - -

Estrogenicactivity(ngEEQ/L) 4.69 2.30 2.96 1.72

표 3-145. 자빔 조사에 의한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분해 E-screen

 

그림 3-145. 자빔 조사에 의한 항생제의 조류독성 감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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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6. 자빔을 이용한 독성유기오염물질 처리 후 생분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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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tracycline Lincomycin Sulfamethazine 비고

Initial 152.4158 222.1235 29.3195

그림 Ⅲ-9

E-beam 7.7374 2.0000 8.8194

UV 39.9361 70.5517 5.9768

Activated sludge 25.2538 160.2051 -

표 3-146. 자빔 조사 (1kGy),UV 처리 (60min) 활성슬러지처리 (28days)에 의한

상항생물질의 조류독성 변화 값

단  : Toxic Unit(TU)

그림 3-147. 자빔 조사 (1kGy),UV 처리 (60min) 활성슬러지처리 (28days)에

의한 상항생물질의 조류독성 변화 

㉰ 항생제가 포함된 방류수의 생태학 안 성 평가 요약

- 자빔 처리는 UV나 활성슬러지 처리 공정과는 다르게 높은 독성 감소를 보여주었

으며 분해산물도 독성이 낮게 나타났다.

-UV 처리나 활성슬러지에 의한 처리는 항생 물질 종류에 따라 독성 감율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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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방법

균주 SalmonellaentericaTA1535/pSK1002

양성 조물질 4-nitroquinoline-1-oxide(4-NQO)

발색 시약 CPRG(Chlorophenolred-β-D-galactopyranoside)

시료

항생제 Amoxicillin,Cephradine,Lincomycin,Tetracycline(30mg/L)

조사량
자빔 (kGy) 0,0.2,0.4,0.6,0.8,1,2

UV 0.89W/L

결과 독
음성 조군 비 Relative β-galactosidaseactivity (RGA = A

570nm/A595nm)값이 2배 이상이면 유 독성 정

표 3-147.유 독성 평가를 한 실험 방법 내용 (SOS/umutest)

균주 E.coliCSH100(10
9
cells/mL)

조사량

감마선 (kGy) 0,0.1,0.2,0.5

자빔 (kGy) 0,0.2,0.5,1.0

UV(mJ/cm
2
) 0,10,20,30

결과 독 방법
Rifampicin내성균주로 돌연변이가 일어난 콜로니를 계수하

여 돌연변이율의 증감을 측정

표 3-148.세균의 돌연변이율 비교(E.colimutationtest방법 내용)

컸지만, 자빔 처리의 경우 조사 상 모든 항생물질에 해서 안정 인 독성 감

율을 나타내었다.

② 자빔 처리된 항생제 미생물의 유 학 안 성 평가

㉮ 실험 방법

- 자빔 조사에 의한 유 독성 평가,세균의 돌연변이율 비교를 한 실험 방법과 내

용은 표3-147,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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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결과

자빔 처리된 항생제의 유 학 안 성 평가 실험 결과는 다음 표 그림과 같음.

항생제

조사량 (kGy)

RGA*(relativeβ-galactosidaseactivity)

Amoxicillin Cephradine Lincomycin Tetracycline

0 1.74 1.50 1.12 1.27

0.4 1.30 1.79 1.08 1.00

1.0 1.96 1.48 1.19 1.01

표 3-149.항생제의 자빔 조사량에 따른 RGA값의 변화

*음성 조군(증류수)을 기 으로한 자빔 조사 항생제의 RGA값.

  

그림 3-148.0.4kGy의 자빔을 조사한 4종류 항생물질의

농도에 따른 RGA의 변화

∗ B.C;Background control(D.W),2-6 ~20;Tetracycline(1.7 ㎍/㎖),

Amoxicillin(2.9㎍/㎖),Cephradine(2.4㎍/㎖),Lincomycin(2.0㎍/㎖),

4-NQO(1㎍/㎖)을 1/2씩 단계 으로 희석함.각 항생물질의 농도는 HPLC

측정결과를 기 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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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액

돌연변이원

(조사량)

생리식염수 방류수

돌연변이율 사멸율(%) 돌연변이율 사멸율(%)

UV

(mJ/cm2)

10 32.93*(±10.98) 22.48(±5.83) 184.84 37.41

20 83.64(±49.16) 38.65(±7.90) 573.44 30.86

30 82.86(±20.69) 93.78(±0.82) 444.26 83.33

자빔

(kGy)

0.2 6.67 74.92 6.61 91.90

0.5 21.80 92.49 34.70 98.65

1.0 1.39 98.90 2.49 99.52

표 3-150.E.coliCSH100의 UV 자빔 조사량에 따른 돌연변이율 변화

(Induced mutation / Spontaneous mutation) 

* 자빔과 UV를 조사한 세균의 돌연변이율을 자연돌연변이율로 나 값.

(a) UV                                  (b) E-beam

그림 3-149.E.coliCSH100의 UV 자빔 조사선량에 따른 돌연변이율의 변화

㉰ 자빔 처리된 항생제 미생물의 유 학 안 성 평가 요약

-E.coliCSH100돌연변이율은 UV 조사(30mJ/cm
2
)가 자빔 조사(0.5kGy)보다

3.8배 ∼ 12.8배 높은 것으로, 자빔 조사 기술이 유 학 안 성이 우수한 것으로

단된다.

- 자빔 조사된 항생제 부산물의 경우 모든 시료의 RGA 값이 음성 조군의 2배를 넘

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유 독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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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링 장소 정읍하폐수종말 처리장

실험 기간 2007년∼2009년

분석 방법

pH,CODcr,TOC,SS

T-P,T-N
수질오염공정시험법

일반세균수
평 도말법

(수질오염공정시험법)

장균군
Membranefilter법

(수질오염공정시험법)

표 3-151.시료 채취 분석방법

③ 자빔에 의한 장균과 총미생물의 살균 재증식 억제

자빔에 의한 장균과 총미생물의 살균 재증식 억제에 한 실험 분석 방법은 표

3-151에서 153와 같다.

㉮ 실험 방법

처 리 방 법

UV
․ UVlamp:200～280nm

․ UVintensity:60×27mw/L

E-beam ․ 흡수 선량 :0.1,0.25,0.5,1(kGy)

표 3-152.살균 처리 방법 

실험 기간 살균처리 한 직후부터 4일간 확인

분석 방법

일반세균수
평 도말법

(수질오염공정시험법)

장균군
Membranefilter법

(수질오염공정시험법)

4일동안 매일 샘 채취후 재증식 확인

표 3-153.재증식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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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결과

□ 방류수의 성상

-처리 상수 (정읍하수종말처리장의 최종방류수)의 일반항목 측정결과는 표3-154와

같다.

항 목
유입수 오염물질농도(mg/L)

최 고 최 평 균

pH 7.35 7.15 7.29

CODcr 158.5 17.65 56.05

TOC 15.58 7.17 10.55

SS 10 1 6.46

T-P 4.3 0.06 1.36

T-N 18.4 8.7 14.9

표 3-154.정읍하수종말처리장 최종 방류수의 수질 특성

□ 자빔에 의한 장균군과 일반세균의 살균효율

Parameter

Total Bacteria (disinfection efficiency, %)

비고2007 2008 2009

고 평균 편차 고 평균 편차 고 평균 편차

UV 20.59 98.67 70.06 34.63 91.88 99.06 96.37 3.91 29.26 95.4 57.76 27.19

그림

3-150

E-beam
(0.1kGy)

92.43 97.77 95.1 3.77 68.32 9032 77.63 11.38 65.06 89.13 79.11 10.38

E-beamy
(0.25kGy)

86.56 99.93 93.95 6.94 93.97 96.86 95.56 1.47 94.81 98.08 96.21 1.38

E-beam
(0.5kGy)

94.81 99.99 98.56 2.51 98.06 98.77 97.94 0.89 97.01 99.54 98.57 0.98

E-beam
(1kGy)

- - - - 98.91 99.45 99.21 0.27 97.87 99.71 98.94 0.74

표 3-155.UV 자빔 처리에 의한 일반세균의 살균효율 (200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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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bacteria   (200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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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0.정읍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일반세균 살균 효율

Parameter

Total Coliform (disinfection efficiency, %)

비고2007 2008 2009

고 평균 편차 고 평균 편차 고 평균 편차

UV 18.54 92.78 52.84 32.48 93.43 99.94 97.67 3.68 9.22 97.33 56.95 40.85

그림

3-151

E-beam
(0.1kGy)

88.41 97.22 92.81 6.23 80.29 89.16 84.70 4.44 79.91 98.20 85.87 7.11

E-beamy
(0.25kGy)

96.46 99.99 98.75 1.67 97.62 98.57 97.96 0.53 98.03 99.88 98.88 0.78

E-beam
(0.5kGy)

99.13 99.99 99.78 0.43 99.63 99.89 99.8 0.15 99.83 99.94 99.88 0.04

E-beam
(1kGy)

- - - - 99.99 99.99 99.99 0 99.99 99.99 99.99 0

표 3-156.UV 자빔 처리에 의한 장균군의 살균효율 (200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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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Coliform    (200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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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1.정읍하수처리장 유입수 장균군수 모니터링

□ 자빔에 의한 장균군과 일반세균수의 살균 후 재증식

Total Bacter ia (200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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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2.정읍하수처리장 일반세균수 살균처리 후 재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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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Col iform (200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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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3.정읍하수처리장 장균군수 살균처리 후 재증식

㉰ 자빔에 의한 장균과 총미생물의 살균 재증식 억제 요약

-정읍 하수처리장 방류수내 일반세균수 장균군수 모니터링을 2007년∼2009년까

지 매월 분석 모니터링 한 결과 월별 모니터링 결과,UV의 경우 여름철엔 살균

효율이 하게 떨어지고 자빔 처리는 살균 효율도 우수하고 일정한 효율이 나타

났다.

-UV와 자빔 처리 후 재증식을 확인한 결과 UV의 경우,재증식 1일부터 수증식

으로 일반세균수와 장균군수가 재증식 하고, 자빔을 조사한 시료의 경우 0.5

kGy이상부터는 재증식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 다.

④ 과정평가(LifeCycleAssessment)를 이용한 자빔 기술의 친환경성 평가

㉮ 실험 방법

과정평가를 한 자빔 처리 시스템의 경계 설정은 그림 3-154와 같으며,평가 방법

은 Eco-Indicator99을 따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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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4. 과정평가를 한 시스템 경계

㉯ 실험 결과

과정평가를 한 자빔 처리 시스템의 평가 결과는 다음 표와 그림과 같음.

Impact  category Unit E-Beam Ozone 자외  비고

Carcinogens DALY 1.39E-01 4.50E+01 4.01E+02

그림 3-155

Resp. organics DALY 2.71E-03 8.73E-01 7.79E+00

Resp.  inorganics DALY 1.05E+00 3.37E+02 3.01E+03

Climate hange DALY 2.09E+00 2.34E+02 2.09E+03

Radiation DALY 1.26E-06 0.00E+00 6.78E-05

Ozone layer DALY 6.12E-04 1.97E-01 1.76E+00

Ecotoxicity PAF*m2yr 1.40E+05 4.53E+07 4.04E+08

Acidification/  

Eutrophication
PDF*m2yr 6.13E+04 1.98E+07 1.76E+08

Land use PDF*m2yr 1.87E+01 0.00E+00 2.89E+04

Minerals MJ surplus 6.16E+01 0.00E+00 2.33E+04

표 3-157.사용단계에 한 비교 과정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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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5.UV,오존 자빔 장치 사용단계에 한 과정평가 결과 비교

(SimaProv7.1.4)

Impact  category Unit E-Beam Ozone 자외  비고

Carcinogens DALY -3.02E-03 -7.52E-04 -2.03E-05

그림 3-156

Resp. organics DALY -2.01E-05 -2.41E-05 -2.22E-05

Resp.  inorganics DALY -3.34E-03 -6.35E-03 -3.50E-04

Climate change DALY -9.82E-03 -4.58E-03 -2.42E-04

Radiation DALY 0.00E+00 0.00E+00 0.00E+00

Ozone layer DALY -3.91E-06 -5.17E-06 -2.32E-07

Ecotoxicity PAF*m2yr -1.02E+03 -4.67E+02 4.91E+01

Acidification/  

Eutrophication
PDF*m2yr -3.21E+02 -2.69E+02 -9.17E+01

Land use PDF*m2yr 0.00E+00 0.00E+00 0.00E+00

Minerals MJ surplus -1.82E+03 -3.13E+03 -3.57E+01

표 3-158.제작단계에 한 비교 과정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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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6.UV,오존 자빔 장치 제작단계에 한 과정평가 결과

(SimaProv7.1.4)

Impact category Unit E-Beam Ozone 자외  비고

Carcinogens DALY 1.37E-01 4.50E+01 4.01E+02

그림

3-157

Resp. organics DALY 2.73E-03 8.73E-01 7.79E+00

Resp.  inorganics DALY 1.08E-00 3.37E+02 3.01E+03

Climate hange DALY 2.08E+00 2.34E+02 2.09E+03

Radiation DALY 1.26E-06 0.00E+00 7.08E-05

Ozone layer DALY 6.08E-04 1.97E-01 1.76E+00

Ecotoxicity PAF*m2yr 1.41E+05 4.53E+07 4.04E+08

Acidification/  

Eutrophication
PDF*m2yr 6.31E+04 1.98E+07 1.76E+08

Land use PDF*m2yr 2.72E+03 8.51E+02 3.02E+04

Minerals MJ surplus 2.80E+04 3.74E+03 2.54E+04

표 3-159.폐기 단계에 한 비교 과정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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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7.UV,오존 자빔 장치 폐기단계에 한 과정평가 결과

(SimaProv7.1.4)

㉰ 과정평가(LifeCycleAssessment)를 이용한 자빔 기술의 친환경성 평가 요약

- 자빔 처리 장치는 자외선 오존 장치와의 과정에 걸친 환경성 비교 결과,발암물

질,유기물에 의한 호흡기 향,무기물에 의한 호흡기 향,기후변화,오존층 괴,생

태독성,산성화/부 양화 등 7가지 향범주에서 우수한 환경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하 다.

-특히,세 장치 모두 사용단계가 길고 기 시설투자가 큰 공통 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자빔 가속기는 살균효율이 뛰어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상

으로 은 력소모량을 보 다.따라서 환경에 미치는 향이 큰 력소모에 의한 환

경 향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다)경제성

① 시설비

항 목 자빔가속기 시설

처리용량 50,000m
3
/d

기기비 약 11억원 (1MeV,400kW)

차폐설비비 약 3억원

설치비 약 3천만원

소요면 200m
2

표 3-160. 자빔 가속기 기 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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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지 리비

항 목 비 용 비 고

인 건 비 58,500천원/년

-방사선 리감독자 1인 :2,500,000원/월 x13월/년

(퇴직 포함):32,500,000원/년

- 기술자 1인 :2,000,000원/월 x13월/년(퇴직

포함):26,000,000원/년

력 비 132,480천원/년
400kW x55.2원/kW x24시간/일 x250일/년 =13

2,480,000원/년

약품비 없음

용수사용비 없음

연 료 비 없음

슬러지처리비 없음

운반비 없음

소수선비 2,500천원/년
유지보수비

2,500,000원/년(일 계약)

합 계 193,480천원.년 년 유지 리비기 :193,480,000원/년

표 3-161. 자빔 가속기 유지 리비 

③ 처리단가

(설치비/원)
(1)시설비(년) :단가 =

(내구연한/년)

(1,430,000,000원)
:단가 = :(47,666,666원/년)

(30년)

(2)유지 리비(년):193,480,000 원/년

[설치비(원/년)+유지 리비(원/년)]
(3)처리단가 : (원/㎥)

[처리용량(㎥/년)]

:47,666,666원/년 +193,480,000원/년

50,000m3/dx250d/년

:19.2원/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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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평가기술을 용하여 실증시설의 설치시 용량별 상비용

     ○ 용량기 :처리용량 50,000m
3
/d을 기 으로 하여 이하일 경우 처리단가는 19.2

원/m
3
임

* 자빔 이용 기술은 처리용량에 계없이 실증시설이든 상용화 시설

이든 일정 용량 이상의 자빔가속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이

유로 처리용량 50,000m3/d를 기 으로 비용이 다름.

⑤ 기존기술 비 경제성 요약

해당사항 없음 :독성 감과 장균군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비교가능한

한 기존기술은 없음.

(라)안 성

① 시설 설비( 는 시공)의 안

○ 신기술의 주요시설은 자빔가속기,조사장치,그리고 자빔가속기와 조사장치를 치

시키면서 자빔 발생시 이차 으로 발생될 수 있는 x-선을 차폐할 수 있는 차폐시설

로 구성되어 있음.

○ 자빔가속기와 차폐시설은 원자력법*에 의거 설계단계부터 설치단계 그리고 시공완료

에 한 반 인 사항들이 수행되어야 됨으로써 시설 설비의 안 성에 해 법

인 뒷받침을 받고 있음.

○ 자빔가속기는 외부가 스테인 스 스틸로 구성되고 자체 무게 약 2.5ton,높이 약 3

m,반경 약 1.5m의 원통형으로 된 장비로써 하폐수 처리장 외부공장에서 제작이 이루

어지며,설치시에는 운반 후 미리 마련된 설치장소에 치시키기만 하면 됨으로 장비측

면 는 설치측면에서 충분한 안 성이 확보됨.

○ 차폐시설은 x선이 차폐시설 외부로 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자빔가속기 설치시

필수 으로 함께 고려되는 시설로써 납 이나 콘크리트재질로 구성됨.시공시 는 시

공후 시설의 안 성은 이동할 경우가 없고,충분한 시설의 설계 특수 재질로의 시

공,그리고 타 사업 사례 등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안 하다고 단 됨. 한 원자력

법에 의거 운 차폐시설 내로의 작업자 출입을 쇄하고 방사선 리 감독원의 상시

근무로 인해 운 상의 안 성을 확보함.

○ 자빔 조사장치는 스테인 스 스틸로 제작되며 제작은 하폐수 처리장 외부에서 이루어

짐.제작 완료 후 차폐시설 내부 치장소에 치시키고 자빔조사 상수의 유입과

유출 펌 를 연결시키면 되는 간단한 시공 구조임으로,시공상의 안 성은 충분하다고

단 함.운 기간 정 는 단수시에는 유입펌 . 자빔발생기가 상호 보완 으

로 연결되어 자빔의 운 이 지되면서 비상운 에 비할 수 있는 조건으로 환되

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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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작업 환경 안

○ 작업장의 작업조건은 실온 상압이고 별도 가스 사용이 없다는 ,그리고 악

취 소음이 별도로 발생할 요인이 없다는 측면에서 작업 환경은 안 할 뿐만

아니라 청청을 유지할 수 있음.

(마)편의성

① 기동 정지( 는 시공)의 편의성

○ 모든 시설 기동 정지 등은 모두 자동화 되어 있어 별도의 조 장치 없이 손쉽게

기동 정지가 가능 함

② 운 제어 유지 리

○ 운 인자 자동제어의 범 ,주요 운 내용 등

③ 운 요원의 숙련 필요성

○ 방사선 작업 감독자격증 소유자의 필수 근무로 인한 방사선 안 리를 한 별도 교육

숙련 불필요.

○ 운 제어 유지 리를 한 문성 불필요에 따른 일반인의 교육 활용 가능

(바)내구성

- 자빔 발생장치는 가동 3,000시간 (4～6개월)마다 정기 검을 통하여 검 소모품

(Tifoil, 자총 등)의 교체를 통하여 반 구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다. 처리하

고자 하는 처리 상물이 하폐수 이나 모든 장치 반응기,탱크 등은 수분에 강한 스테

인 스나 PVC등으로 부식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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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설계시방서 운 차서

(1).설계구조 특징

(가)설계 구조

본 ‘자빔이용 하폐수 생화 기술’은 자빔가속기를 이용하여 하수 처리장에서 최종 처

리하여 방류시키는 방류수의 일부를 펌 를 이용하여 자빔가속기 차량에 있는 장탱

크에 장하고, 장된 하폐수는 이송펌 를 통하여 연속 으로 계획된 유량으로 자빔

조사반응기로 이송되어져서 자빔에 조사된 후 장균군,일반세균,항생물질 내분비

계 장애물질 등이 동시 처리된 후 최종 방류된다.

이 공정은 방류수 유입 장 시스템, 자빔 발생 시스템, 자빔 조사반응기 시스템

자빔 조사 후 처리수 방류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가

동 

순
폐수  

→

가동  

검

→

가  원 ON

→검

 

수

행 

내

/ 프

 하여 

폐수  폐수 

에 

냉각수, 

공 수, Ti 

foil, 

차폐도아 등 

검

1호차 실 Main 

S/W, Power supply, 

2호차 실 Main 

S/W, 2호차 

환경처리 비, 가  

 환경처리 비 PC

→

환경처리 비 

가동

→

빔 가동

→

폐수 

사

→

처리수 

량 결

가  energy 

가, 사 량 

결 , Connect 

S/W, Ready S/W, 

EB-ON S/W

∼150 

L/min

 내 

스트

                   그림 3-158.설계시방서 작성을 한 하폐수처리 흐름도

① 방류수 유입 장 시스템

-내경 38mm의 PVC호스와 2Hp의 양수펌 를 사용하여 하수방류수를 유입하며,유입

된 하수방류수는 자빔 조사를 하여 하폐수 장탱크에 일시 보 한다.

-하수방류수 유입펌 ,유입배 장탱크는 다음의 그림 3-159,160,16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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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59.하수 방류수 처리를 하

여 장에 설치된 이동형가속기

방류수 유입펌

 
그림 3-160.유입펌

유입배
 
그림 3-161.유입수 장조 (2m

3
)

② 자빔 발생 시스템

- 자빔 가속기의 동작 원리는 정 장내에서의 자가 수직방향으로 가속된다는 원리에

기 한다.

-정 장은 인덕턴스 커 링 형태의 다단 고 압 발생장치에 의해 발생되며,고 압 정류

기의 음의 고 압이 가속 의 상부에 연결되고 하부는 '0'의 를 갖는다. 자총에서

방출된 자는 진공 내에서 정 장에 의해 가속되며 스캐 에 의해 주사되어 얇은

Ti(titanium)막을 통하여 외부로 인출 상물에 조사된다.

-고 압 정류기,가속 ,빔 인출 장치 그리고 이온 펌 등은 통합 구조로 결합되어 있

고 이러한 부품들이 가속기 본체를 형성한다.

-고 압 발생장치는 vessel내부에 치하고,내부는 SF6 연가스가 채워져 있으며,하

부에는 diskmagnetoguide가 동심으로 설치되어 있다.변압기의 1차 코일 그리고 정류

부(rectifyingsection,변압기의 2차 코일로 사용)는 diskmagneto-guide 에 동심으로

설치되며 2차 코일의 내부에 가속 이 설치되어 있다.가속 의 상부에는 인출장치

(injector)가 설치되어 있다.

-가속 의 하부에는 vessel바닥을 통과하기 한 neckpipe가 있으며 그 끝에는 빔 인출

장치의 상부 랜지가 연결되어있다.고 압 극 (Highvoltageelectrodebase)은 정류

부의 상부에 설치되어 있다.고 압 극 에는 ICU (injectorcontrolunit)가 설치되어

있으며 ICU에 원을 공 하기 한 코일이 있다. 한 구리와 규소강 으로 된 스크린

링이 가속 을 에워싸고 있어 자장의 향으로부터 가속 을 차폐시킨다.Diskmagneto

guide에는 capacitanceunit그리고 sectionvoltagedivider가 설치되어 있다.

-Vessel상부에는 transmitter가 설치되어 있다.이 transmitter는 ICU 내부의 receiver와

함께 opticalsystem을 구성하며 신호에 의해 필라멘트로부터의 빔 류를 제어한다.

-1차 코일의 외부에는 cylindricalmagnetoguide가 설치되어 교류 자장으로부터 vessel을

차폐시킨다.가속 의 neckpipe에는 focusing 즈(lens)가 설치되어 빔을 집속한다.빔

인출 장치에는 고 진공을 유지시켜주는 이온펌 가 설치되어 있고,1차 진공 시 진공 배

기를 한 배 이 빔 인출 장치의 고 진공 밸 에 연결되어 있다.

-로터리형 진공펌 는 가속 과 빔 인출 장치의 1차 진공을 하여 사용한다.빔 인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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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는 LF/HFscanning코일이 설치된다.Scanning코일은 각각 2개가 직각 방향으로

자 빔을 주사시킨다.빔 인출 장치 하단부에 인출 창 임이 설치되고 인출 창

임에 50㎛ 두께의 Tifoil이 설치되어 있다.1차 코일 단자는 vessel측면의 노즐 부를 통

하여 powersupplysystem으로 연결되어 있다.그림 3-162에 변압기형 가속기의 조립도

를 나타내었다.

그림 3-162.변압기형 가속기

조립도.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자빔 가속기의 자빔은 개 100keV ～ 10MeV의 에 지를

이용하며, 외선(IR),자외선(UV)등의 자 와 비교하여 에 지가 훨씬 높기 때문에

물체에 한 투과 깊이가 크다.

- 자빔 가속기에서 자는 속에 가깝게 가속되며,가속된 자들이 피조사 물질과 충

돌하면 열에 지,피조사 물질의 원자 는 분자들의 이온화 에 지 여기 에 지로 변

환된다. 자는 피조사 분자에 비하여 매우 작은 질량을 가지기 때문에 충돌시 은 에

지만 소실되며,가속된 자의 에 지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수많은 충돌을 하게 된다.

가속된 자들에 의한 이와 같은 연쇄작용으로 1개의 자로부터 생성되는 총 자 수는

보통 약 십여 개에 이르며,이와 같은 과정에서 수많은 이온,라디칼,여기 상태의 분자

원자들이 생성되어 반응이 수 내에 격하게 일어나게 된다.

-가속된 자의 에 지 소실 정도는 물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수차례의 실험결과 하폐

수의 경우 본 가속기로는 1～3mm의 깊이까지 자가 투과하여 하폐수내 각종 유해물질

을 분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즉,이 이상의 깊이는 자의 에 지가 미치지 못

하기 때문에 분해율이 낮다.따라서 본 하폐수 생화 신기술을 한 조사반응기의 설계

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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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빔 조사반응기 시스템

(1) 자빔 조사반응기의 설계구조

자빔의 투과깊이는 자빔의 에 지와 조사 상 물질의 물성,특히 물질의 도에 따

른다.본 0.6MeV에 지의 자빔가속기는 하폐수의 경우 2mm를 투과할 수 있다.하

폐수를 자빔 조사 역 내에 흐르게 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수의 분해효율이 결정되며,

본 설계에 있어서는 처리양과 분해효율을 높이는 조건이 되도록 자빔 반응기를 최

설계하 다.

이러한 을 감안하여 하폐수 분사 장치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도록 제작하 다.

-하폐수가 자동 으로 공 배출되도록 하 다.

-유수보수가 용이한 구조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자빔의 충돌에 의

해 발생되는 열을 제거하기 하여 냉각 기능을 구비하 다.

-분사되는 물의 두께를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분사 노즐의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 다.

- 자빔 반응기(분사노즐,빔캐처 포함),배 ,지지 등은 오존의 환경에서도 부식되지

않도록 스테인 스스틸로 제작하 다.

-반응기에 설치된 폐수 분사 노즐은 자빔이 충분히 투과될 수 있도록 하폐수를 1mm

정도로 얇고 균일하게 분사될 수 있도록 제작하 고,분사 압력에 변형되지 않도록 5

mm 두께의 SUS로 제작하 다.

- 자빔에 조사된 하폐수가 자빔 반응기의 반응조 내에서 어느 정도의 양으로 되

면 자동 으로 방류되도록 벨스 치를 부착하 고,하폐수 내 부유물 입자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기를 펌 입구에 설치하 다.

(2) 자빔 조사반응기의 사양

그림 3-163은 납 차폐실 내에 치한 자빔 조사반응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자빔 조

사반응기의 노즐에서 자빔 조사 역으로 분사되는 하폐수 형태는 그림 3-164에서와

같이 두께 약 1mm 의 얇은 막으로 분사된다. 자빔 조사반응기와 하폐수 이송펌 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가) 자빔 조사반응기

-형식 :분사형 반응기

-수량 :1set

-운 압력

가.분사노즐 :0.5kg/㎠

나.WaterJacket :3.5kg/㎠

다.빔캐처 :3.5kg/㎠

-외형크기

가.반응조 :길이 700mm ×폭 1,000mm ×높이 425mm

나.분사노즐 :폭 500mm ×슬릿 높이 1mm

다.WaterJacket :길이 150mm ×폭 130mm ×깊이 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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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빔 처 :길이 600mm ×폭 1,000mm ×깊이 40mm

-구조 :분사노즐,WaterJacket 빔캐처를 포함하는 사각형 용 구

조로 반응기의 높이를 조 할 수 있는 구조임

-재질

가.반응조 :스테인 스 304계열 (두께 3)

나.분사노즐 :스테인 스 304계열 (두께 5)

다.WaterJacket :스테인 스 304계열 (두께 3)

라.빔 처 :스테인 스 304계열 (두께 3)

나)하폐수이송펌

-형식 :다단펌 (multi-stagepump)

-수량 :3set

-최 유량 :18㎥/hr

-최 양정 :52m

-소모 력 :1.85kW,60Hz

-사용 압 :380V/220V겸용

-펌 재질

가.임펠러 :STS304

나.디퓨져 :STS304

다. 이징 :STS304

라.샤 트 :STS316

그림 3-163.납 차폐실 내에 치한 조자

빔 조사반응기  

  
그림 3-164. 자빔 조사반응기의 노즐에

서 자빔 조사 역으로 분사되는 폐수

④ 자빔 조사 후 처리수 방류시스템

- 자빔으로 처리된 하폐수는 자빔 조사반응기 하부에 있는 1HP(18㎥/hr)의 하폐수

방류 펌 처리수 방류 배 에 의하여 그림 3-165와 같이 방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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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5. 자빔 처리후 재방류

-하폐수 유입, 장,조사 방류와 련된 공정별 기자재의 목록과 사양은 다음과 같다.

공 정 기자재 목록 사 양 비 고

1

하폐수 유입

장

시스템

유입 배
PVC,38mm,quick

connectortype
가속기 차량 외부설비

유입수 장펌 2HP

유입수 장 탱크 PE,2톤 가속기 2호차

2
자빔 발생

시스템
자빔 조사장치

0.6MeV×33mA,20

kW

가속기 1호차3

자빔

조사반응기

시스템

자빔 조사반응기

80L,SUS304,

500mm(L)×1000mm(W)

×350mm(H)

4
처리수 방류

시스템

하폐수 분사 펌 1HP,18㎥/hr

처리수 방류배
PVC,40mm,quick

connectortype
가속기 차량 외부설비

표 3-162.하폐수 유입, 장,조사 방류와 련된 공정별 기자재 



- 283 -

(나)설계 특징

① 자빔 발생시스템의 특징

-본 ‘자빔이용 하폐수 생화 기술’에서 하폐수를 처리하는 핵심장치는 ‘자빔 가속기

‘로서,가속장치에서 방출된 자가 물질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X-선이 발생된다.따라서

원자력법(개정 2008.3.28법률 제9016호)제 2조 7호 9호의 ‘방사선 발생장치’에 속하

며,보다 구체 으로는 원자력법 시행령(개정 2008.11.17 통령령 제21116호)의 제 6조

4호의 ‘5만 자볼트 이상의 에 지를 가진 자선’ 제 8조 9호의 ‘변압기형 가속장치’

에 속한다.X-선은 의료 비 괴 검사 등에서도 사용되며 피조사물에는 방사선이 투과

될 뿐 잔류하지는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 94조에 따르면,본 자빔 가속기와 같은 방사선 발생장치는 제작

하기 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설계도면 설계자료,작업자 주변 환경의 방사선 안

성을 분석한 안 성 분석 보고서,품질보증 계획서 성능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하며,제작 후에도 사용허가,운 허가, 운 개시 후에도 매 1년 마다 정

기 인 사용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본 자빔가속기는 계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 받은 방사선 차폐

설비를 갖추고 있다.

② 자빔 조사반응기의 특징

자빔의 투과깊이는 자빔의 에 지와 조사 상 물질의 물성,특히 물질의 도에 따른

다.본 0.6MeV 에 지의 자빔가속기는 폐수의 경우 1∼3mm를 투과할 수 있다.폐수

를 자빔 가속 역 내에 흐르게 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수의 분해효율이 결정되며,분해

효율을 높이고 처리유량을 높은 조건이 되도록 자빔 반응기를 최 설계하 다.

이러한 을 감안하여 폐수 분사 장치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도록 제작하 다.

-폐수가 자동 으로 공 배출되도록 하 다.

-유수보수가 용이한 구조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자빔의 충돌에 의

해 발생되는 열을 제거하기 하여 냉각 기능을 구비하 다.

-분사되는 물의 두께를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분사 노즐의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 다.

- 자빔 반응기(분사노즐,빔캐처 포함),배 ,지지 등은 오존의 환경에서도 부식되지

않도록 SUS로 제작하 다.

-반응기에 설치된 폐수 분사 노즐은 자빔이 충분히 투과될 수 있도록 폐수를 1mm 정

도로 얇고 균일하게 분사될 수 있도록 제작하 고,분사 압력에 변형되지 않도록 5mm

두께의 SUS로 제작하 다.

- 자빔에 조사된 폐수가 자빔 반응기의 반응조 내에서 어느 정도의 양으로 되면

자동 으로 방류되도록 벨스 치를 부착하 고,폐수 내 부유물 입자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스트 이 를 펌 입구에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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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설계계산서

(가)설계 기

본 기술에서 처리 상으로 하는 물질은 기존의 기술로 처리된 하폐수 방류수이며,설계기

은 기존의 하폐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방류되는 방류수에 해 병원성 미생물,항생물

질 내분비계 장애 물질 등을 99% 이상의 처리효율과 일일 150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① 설계유량

본 설비의 설계유량은 216㎥/일(9㎥/hr)이다.

② 원수 처리수질

 

항 목
유입수 오염물질농도(mg/L)

최 고 최 평 균

pH 7.35 7.15 7.29

CODcr 158.5 17.65 56.05

TOC 15.58 7.17 10.55

SS 10 1 6.46

T-P 4.3 0.06 1.36

T-N 18.4 8.7 14.9

표 3-163.정읍하수종말처리장 최종 방류수의 수질 특성

(나)용량계산서

본 신기술 인증에서는 처리 가능량을 최소한의 처리량으로 산정하기 하여 가장

보수 인 조건인 1mm의 폐수 분사두께 150L/min의 유량으로 폐수분사 펌

를 가동시켰을 때를 기 으로 하 으며,이 조건에서의 일 처리가능 용량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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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분사 조건 일일 가동 시간,시간 처리량,톤

1mm 폐수 분사두께,150L/min

유속

10 90

15 135

20 180

24 216

표 3-164.일일 처리가능 용량

(다).물질수지

본 기술은 하폐수 내 병원성 미생물,항생물질 내분비계 장애 물질 등을 처리하는 기술

이다. 자빔처리에 의해 99% 이상의 장균군 일반세균이 살균되고,항생물질 내분

비계 장애물질이 모두 분해됨으로 인해 물질수지측면에서의 고려사항은 별도로 없다.

(라).운 ( 는 시공) 차서

기존 공정으로 처리한 방류수의 일부를 유입배 펌 를 이용하여 자빔 가속기 2호

차량에 있는 유입폐수 장탱크에 먼 장하고, 장된 하폐수를 일정 유량으로 자빔

조사 반응기로 이송시켜 자빔 조사 처리 후 방류시킨다.이동형 자빔가속기의 운 차

는 부록으로 첨부하 다.

-하폐수를 유입하여 자빔으로 조사한 후 재방류하는 순서 각 공정별 검내용은 다

음의 흐름도와 같다.

가

동 

순
하폐수  

→

가동  

검

→

가  원 ON

→검

 

수

행 

내

/ 프

 하여 

하폐수  폐수 

에 

냉각수, 

공 수, Ti 

foil, 

차폐도아 등 

검

1호차 실 Main 

S/W, Power supply, 

2호차 실 Main 

S/W, 2호차 

환경처리 비, 가  

 환경처리 비 PC

→

환경처리 비 

가동

→

빔 가동

→

폐수 

사

→

처리수 

량 결

가  energy 

가, 사 량 

결 , Connect 

S/W, Ready S/W, 

EB-ON S/W

∼150 

L/min

 내 

스트

그림 3-166.이동형 자빔가속기를 이용한 하폐수 생화 기술 장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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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설계도면

(가)P&IDFlow-Sheet(MassBalance포함)

① 평가시설의 기자재

공 정 기자재 목록 사 양 비 고

하수종말처리장

하수방류수 유입

유입 배
PVC,38mm,quick

connectortype 가속기 차량 외부설비

유입 펌 2HP

이동형가속기 내

유입수 장

이동형가속기

유입수 장 탱크
PE,2톤 가속기 2호차

자빔 처리

자빔 조사장치
0.6MeV×33mA,

20kW

가속기 1호차자빔 조사반응기

80L,SUS304,

500mm(L)×1000mm(

W)×350mm(H)

하폐수 분사 펌 1HP,18㎥/hr

자빔 처리수 방류 처리수 방류배
PVC,40mm,quick

connectortype
가속기 차량 외부설비

표 3-165. 자빔 가속기의 구성 내용

② P&ID

그림 3-167. 자빔 가속기의 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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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빔 조사반응기 설계도

그림 3-168. 자빔의 조사 역에 치시킨

분사형 자빔 조사반응기 설계도

그림 3-169. 자빔 조사반응기의 상세도

(나)Lay-Out PlanDWG

본 신기술 인증 기술내용의 핵심장치인 자빔 가속기는 견인차량에 의해 이동하는

mobiletype이며,2 로 구성되어 있다.차량 2 에 나 어 탑재된 구성품은 자빔가속

기 본체,진공장치,제어장치,발 기,가스공 장치,차폐장치,수/공기 냉각장치,냉난방

장치,오존배기처리장치,방사선안 계측장비 환경처리시험장치 등이 탑재되어 있다.

각 차량의 재원 layout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구분/재원 크기,m 량,톤 주요 탑재물

1호차 11×2.5×4 31

자빔가속기,차폐장치,환경시험장치,

수/공기 냉각장치, 원공 장치,발 기,

방사선계측장비,오존배기처리장치 등

2호차 13×2.5×4 14
폐수 장탱크,진공장치,가스공 장치,

각종 유틸리티, 앙제어장치 등

표 3-166.이동형 자빔 가속기 차량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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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0.이동형 자빔 가속기 차량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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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1.이동형가속기 1호 차량 길이방향 재원

그림 3-172.이동형가속기 2호 차량 길이방향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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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신기술 장 검증 실험 결과서

1.평가기술 황

가.평가기술 시설 황

  술   빔  한 하․폐수 생화 술

술보  한 원 연 원

술 야  하폐수 처리 술 야

시 량  150 m3/

상처리수   하수 말처리  생물학  처리수

시  형시

평 가 시

 재  지
 라 도 시 동 하수 말처리  내

나.기술의 개요

자빔을 이용하여 하․폐수 방류수의 생태독성을 감시키고,항생물질,내분비계 장애물질,

장균 일반세균을 동시 제거하는 기술

다.기술의 원리 특징

(1) 자빔 가속기의 설계구조 특징

자빔 가속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비테크(주)에서 러시아 부드커핵물리연구소(BINP)와의

력으로 제작하고 있다.

가속기의 동작 원리는 정 장내에서의 자가 수직방향으로 가속된다는 원리에 기 한다.

정 장은 인덕턴스 커 링 형태의 다단 고 압 발생장치에 의해 발생되며,고 압 정류기의 음

의 고 압이 가속 의 상부에 연결되고 하부는 '0'의 를 갖는다. 자총에서 방출된

자는 진공 내에서 정 장에 의해 가속되며 스캐 에 의해 주사되어 얇은 Ti(titanium)막을

통하여 외부로 인출 상물에 조사된다.고 압 정류기,가속 ,빔 인출 장치 그리고 이

온 펌 등은 통합 구조로 결합되어 있고 이러한 부품들이 가속기 본체를 형성한다.

고 압 발생장치는 vessel내부에 치하고 vessel의 내부는 연을 해 SF6가스가 채

워져 있으며 Vessel하부에는 diskmagnetoguide가 동심으로 설치되어 있다.변압기의 1차

코일 그리고 정류부(rectifyingsection,변압기의 2차 코일로 사용)는 diskmagneto-guide

에 동심으로 설치되며 2차 코일의 내부에 가속 이 설치되어 있다.가속 의 상부에는 인

출장치(injector)가 설치되어 있다.가속 의 하부에는 vessel바닥을 통과하기 한 neckpipe

가 있으며 그 끝에는 빔 인출 장치의 상부 랜지가 연결된다.고 압 극 (Highvoltage

electrodebase)은 정류부의 상부에 설치되어 있다.고 압 극 에는 ICU(injectorcontrol

unit)가 설치되어 있으며 ICU에 원을 공 하기 한 코일이 있다. 한 구리와 규소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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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된 스크린 링이 가속 을 에워싸고 있어 자장의 향으로부터 가속 을 차폐시킨다.

Diskmagnetoguide에는 capacitanceunit그리고 sectionvoltagedivider가 설치되어 있다.

Vessel상부에는 transmitter가 설치되어 있다.이 transmitter는 ICU 내부의 receiver와

함께 opticalsystem을 구성하며 신호에 의해 필라멘트로부터의 빔 류를 제어한다.

1차 코일의 외부에는 cylindricalmagnetoguide가 설치되어 교류 자장으로부터 vessel을

차폐시킨다.가속 의 neckpipe에는 focusing 즈(lens)가 설치되어 빔을 집속한다.빔 인출

장치에는 고 진공을 유지시켜주는 이온펌 가 설치되어 있고,1차 진공 시 진공 배기를

한 배 이 빔 인출 장치의 고 진공 밸 에 연결되어 있다.

로터리형 진공펌 는 가속 과 빔 인출 장치의 1차 진공을 하여 사용한다.빔 인출 장

치에는 LF/HFscanning코일이 설치된다.scanning코일은 각각 2개가 직각 방향으로 자

빔을 주사시킨다.빔 인출 장치 하단부에 인출 창 임이 설치되고 인출 창 임에 50㎛

두께의 Tifoil이 설치되어 있다.1차 코일 단자는 vessel측면의 노즐 부를 통하여 power

supplysystem으로 연결되어 있다.<그림1.1>에 변압기형 가속기의 조립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3-173>변압기형 가속기 조립도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자빔 가속기의 자빔은 개 100KeV～10MeV의 에 지를 이

용하며, 외선(IR),자외선(UV)등의 자 와 비교하여 에 지가 훨씬 높기 때문에 물체에

한 투과 깊이가 크다.아래의 <표 3-167>은 에 지원을 나열한 것으로 자빔의 에 지가

상 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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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7>ComparisonofElectronBeam vs.ElectronwaveEnergy

에 지원 에 지 크  [eV] 

(IR) 0.01 ～ 0.1

가시 1.5 ～ 3.0 

(UV) 3.0 ～ 12.5

χ- ～ 104

γ- ～ 106

빔 105 ～ 107

자빔 가속기에서 자는 속에 가깝게 가속되며,가속된 자들이 피조사 물질과 충돌하면

열에 지,피조사 물질의 원자 는 분자들의 이온화 에 지 여기 에 지로 변환된다.

자는 피조사 분자에 비하여 매우 작은 질량을 가지기 때문에 충돌 시 은 에 지만 소실

되며,가속된 자의 에 지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수많은 충돌을 하게 된다.가속된 자

들에 의한 이와 같은 연쇄작용으로 1개의 자로부터 생성되는 총 자 수는 보통 약 십여

개에 이르며,이와 같은 과정에서 수많은 이온,라디칼,여기 상태의 분자 원자들이 생성

되어 반응이 수 내에 격하게 일어나게 된다.

※ 기존 공정방법․기술에 한 황 조사․분석.

1)기술 인 평가 : 용의 난이성,기술수 등

고도산화공정
신뢰성

유연성 응성
변경

용이성

에 지

효율 호응도
이행능력

설비 공정

H2O2/O3 High High High Medium Low Medium High High

O3/UV Medium High High Low Low Low High High

H2O2/UV Medium High High Low Medium Medium High High

E-beam Medium Medium High High High Low Medium High

Hydro-dynamic

Cavitation
Medium Low Low High Medium Medium Low Medium

TiO2-Catalyzed

UVOxidation
Low Low Medium Medium Low Medium Low Low

Fenton's

Reaction
Low Low Medium Medium Low High Low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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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제 인 평가 :제조원가,투자규모 등

고도산화법
단 비용

(US$/m
3
)

용조건

SCWO-Supercritical

WaterOxidation
17.4

․ Organicconcentration:0.1ppm -100,000ppm

․ Capacity:100ton/day

․ Facilitycost:US$20.2million

Genesyst-GPVSWCO 7.6

․ Organicconcentration:0.1ppm -100,000ppm

․ Capacity:5,000ton/day(20,000ppm)

․ Facilitycost:US$46.6million.

ULTROX-UV/O3

/H2O2-Oxidation
0.06

․ Organicconcentration:0.01ppm -150ppm

․ Capacity:5.000ton/day

․ Facilitycost:US$0.5million.

UV/H2O2-Oxidation 0.14

․ Organicconcentration:1ppb-10ppm

․ Capacity:816ton/day

․ Facilitycost:US$0.5million.

UV/O3-Oxidation 0.17

․ Organicconcentration:maximum 900ppm

․ Capacity:240ton/day

․ Facilitycost:US$52,500.

ElectronBeam 2.7

․ Organicconcentration:maximum 5,000ppm

․ Capacity:576ton/day

․ FacilitycostUS$1.6million

ref.) M.H.Sampa,"Review of Possible Application of Radiation Technology for

Industrialand MunicipalWastewater Treatment" Consultants Meeting on "Status of

IndustrialScaleRadiationTreatmentofWastewater"13– 16October2003,Daejo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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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74> 평가 상 시  내  경

(2)공정별 기능

(가).평가 상 시설의 경 사진

본 시설은 정읍시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150m3/day처리용량의 생물학 처

리수 내 내분비계 장애물질,항생물질,세균 등을 제거하기 한 이동형 자빔 조사 장치이다.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조로부터 일정량의 방류수를 흡입펌 를 이용하여 자빔 발생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의 방류수탱크에 장한 후 자빔을 조사하여 하천으로 방류하는 공정이

다.

(나).각 공정별 기능설명

본 평가 상시설은 MLE공법의 하수 최종처리수가 UV 소독되기 단계에서 채취한 시료

를 유입 원수로 이용하 으며,방류수 장탱크, 자빔 조사 반응기, 자빔 발생기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자빔조사를 한 공정과 각 공정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방류수 흡입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방류수를 일정량 흡입하여 자빔 발생차량에 치한 방류수 장

조로 이송시킨다.

-방류수 장탱크

자빔 조사 상수를 장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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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75> 프  

<사진 3-176> 수  (2 m3)

<사진 3-177> 빔 사 

- 자빔조사 반응기

자빔의 물에 한 한정된 투과 능력으로 인해 자빔 조사 시 자빔의 투과를 고려하

여 물을 1∼2mm 두께의 얇은 필름 형태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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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78> 빔 생

- 자빔 발생기

고온으로 필라멘트를 가열하게 되면 자가 발생되는 자총을 이용하여 차가 설정

되어 있는 진공 가속 으로 자를 가속시킴으로써 높은 에 지를 갖는 자빔을 발생시키는 역

할을 한다.이때 발생되는 자빔은 오염물질을 쉽게 괴시키고,미생물을 살균시킨다.

(3)공정별 주요 설비 사양

공 정 기자재 목록 사 양 비 고

하·폐수종말처리장

하·폐수방류수 유입

유입 배
PVC,38mm,quick

connectortype 가속기 차량 외부설비

유입 펌 2HP

이동형가속기 내

유입수 장

이동형가속기

유입수 장 탱크
PE,2m

3
가속기 2호차

자빔 처리

자빔 조사장치
0.6MeV×33mA,

20kW

가속기 1호차자빔 조사반응기

80L,SUS304,

500mm(L)×1000mm(W

)×350mm(H)

하·폐수 분사 펌 1HP,18㎥/hr

자빔 처리수 방류 처리수 방류배
PVC,40mm,quick

connectortype
가속기 차량 외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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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평가

가. 장평가 계획

(1)평가기간 일정

(가).평가운 기간 :5개월

(나). 장평가 소요일수 :30일(회)

(2)평가내용 방법

(가).세부 평가내용 방법

기술내용 평가 방법

자빔을 이용하여 항생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제거하는 기술

○ 유량 조사

-유입수량,처리수량,반응기 조사면 유체 두께 등

○ 오염물질 제거효율 운 조건 조사

-유입수,처리수의 유기물, 양염류 농도 제거율 조사

-유입수,처리수의 항생물질,내분비계 장애물질 농도 제

거율 조사

○ 경제성 조사

- 자빔 조사량(자빔 가속기 출력),산화 진제 첨가량 등

자빔을 이용하여 하

․폐수 방류수의 생태

독성을 감하는 기술

○ 오염물질 제거효율 운 조건 조사

-유입수,처리수의 생태독성 농도 제거율 조사

자빔을 이용하여 장균과

일반세균의 살균

재증식을 억제하는 기술

○ 오염물질 제거효율 운 조건 조사

-유입수,처리수의 장균,일반세균 농도 제거율 조사

- 장균,일반세균의 재증식율 조사

(나).평가 상시설 기 조사

평가 항목 평가 방법 횟 수

장시설 기 자료
조사

○ 공 , 공 별 주  비사양 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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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처리성능 평가방법 횟수

평가 항목 평가 방법 횟 수

유입수
○ 유입수 수질(mg/L) 유입수량(m3/d)

-하수 유량 유입상태 확인 분석

30

(5개월)

처리수

○ 처리수 수질(mg/L) 처리수량(m
3
/d)

○ 유입수 비 처리효율 성능

○ 방류수 수질기 만족 여부

30

(5개월)

자빔 가속기
○ 반응기 조사면 유체 두께

○ 자빔 가속기 출력

30

(5개월)

유지 리 경제성
○ 력 사용량, 자빔 가속기 가동시간

○ 약품 사용량(산화 진제 등)

30

(5개월)

(라).공정별 평가항목 횟수

공 정 분석 항목 횟수

유입수

BOD5,CODMn,CODCr,TOC,SS,T-N,T-P,

장균수,일반세균수,수온,pH,DO,유량
30

항생물질(Lincomycin,Tetracycline),

내분비계장애물질(Bisphenol-A),생태독성(물벼룩)
5

처리수

BOD5,CODMn,CODCr,TOC,SS,T-N,T-P,

장균수,일반세균수,수온,pH,DO,유량
30

항생물질(Lincomycin,Tetracycline),

내분비계장애물질(Bisphenol-A),생태독성(물벼룩)
5

자빔 가속기
반응기 조사면 유체 두께, 자빔 가속기 출력(조사량), 자빔

가속기 가동시간
30

※ 이탤릭체로 표시된 항목은 장에서 직 측정하거나 분석결과를 토 로 계산

(마).시료채취

① 시료채취 지

유입수,처리수를 시료로 채취

채수공 채수지 채수공 채수지

1 수  2 처리수 처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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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료채취 방법

-시료채취는 각 공정별 지정된 지 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료의 성상,유량,유속

등의 경시변화를 고려하여 표성 있는 시료 채취를 하며,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장 여건과

평가 목 을 고려하여 연기 는 시료채취시기 조정 가능

-시료채취는 반응조 후단에서 채취를 원칙으로 하며,신청인의 입회아래 한국환경산업기

술원 직원이 직 채취

-시료채취 시에 각종 유량 공정별 운 조건 등을 동시에 조사

-시료채취 방법은 순간시료채수(grabsample)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필요하다고

단될 경우에는 평가기간 에 시간 별로 채취하여 혼합한 시료로 시험분석 실시(자동시료채취

기 등을 사용)

-언 되지 않는 기타 사항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미국 Standardmethod 용

(바).유지 리비

평가항목 평가 방법 횟수

기

투자비

◦ 시설 설치비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를 검토(부지매입비 제외)

-부지면 , 기,기계,토목 등
1회

연간

운 비

◦ 력 사용량,약품 사용량 등 계량 가능한 유지 리비 련 항

목만 장평가 시 마다 조사

-매일 산 력계 지침을 기록하여 일일 력 사용량 조사

-각 유량계를 지침하여 유입량,처리수 발생량 조사

-기타 운 유지 련 항목 조사

5개월

처리단가 ◦ 처리단가는 처리용량 당 유지 리비로 조사 1회

(사).기타사항

평가 내용 평가 방법 횟수

시설제원,

시설구성도

◦ 장시설 조사

-각 설비의 제원(사양,재질)확인 제출 자료와 비교

-시설의 구성도 조사

-P&ID Lay-Out자료 확인

-운 차서 확인

1회

자료수집

정리

◦ 장평가 시운 검항목 조사 수집자료 정리

-평가일지 공정별 검표 조사

-시료분석의뢰서,시료채취확인서 작성․확인

-운 분석결과 확인

◦ 장 운 자료와 제출된 운 ․분석일지 자료와 비교

◦ 신청인은 특허 련,P&ID자료 제출

◦ 신청인은 기투자비 유지 리비 자료 제출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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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79> 현 평가 간 검 수행 습

나. 장평가 진행

(1)평가기간 일정

평가 상시설에 한 장평가는 2011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4개월간 30회(동 기 10회

포함)실시하 다. 장평가는 처리특성,오염부하량 계 변화에 따른 향을 고려하여 평가일정

을 월별로 분산 실시하 다.

한, 장평가 기간 평가의 정한 진행여부 확인을 한 장 검을 1회 실시하 다.

장평가 등에 한 세부 인 평가 실시 일정은 아래와 같다.

2011     7월 04 : 현 평가계획 심

2011     8월 29 : 술검  평가협약 체결

2011     9월 05 ～09  : 1～5회 현 평가

2011     9월 26 ～30 : 6～10회 현 평가

2011    10월 10 ～14 : 11～15회 현 평가

2011    11월 21 ～25 : 16～20회 현 평가

2011    12월 12 ～16 : 21～25회 현 평가(동 )

2011    12월 26 ～30 : 26～30회 현 평가(동 )

2011    12월 28  : 현 평가 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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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평가내용 방법

장평가 시 시료채취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평가 담당자가 신청자의 입회하에 직 채취하

으며,채취된 시료는 서울 등포구 당산동에 치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택배로 보내졌

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화학환경본부 환경안 에서 시험분석을 실시하 다.

장평가는 평가 상시설의 특성상 방사선 취 감독자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

원 직원의 입회 하에 진행되었으며, 자빔가속기 출력,조사량,수온,pH,DO등 각 공정의 운

조건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평가 담당자가 평가기간 1일 1회 직 측정하 고, 력 유량

등에 해서도 1일 1회에 걸쳐 직 측정․계측하 다.

장에서 농도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제거효율 확인을 해 내분비계장애물질,행생물질,

장균은 실험실에서 조제한 후 평가 상시설의 유입수 장조에 주입 후 실험을 진행하 다.

상기에서와 같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시험분석자료,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평가 담당자가

확인한 운 조건 자료 등을 토 로 공정단계별 오염물질 제거효율,유기물 질소․인 거동,내

분비계장애물질,항생물질, 장균,일반세균의 제거특성,유지 리비 기 충족 여부 등에 한

내용을 작성하여 실험결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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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 시료 채취 (b) 처리수 시료 채취

(c) 빔가  운 건 확 (d) 현 운 건 계

(e) 균 등 시료 (f) 빔가  내  확

<사진 3-180> 장평가 수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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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험 결과

가.처리성능

(1).처리 상수의 성상

본 기술을 검증하기 하여 라북도 정읍시 소재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치한 이동형시설

을 평가 상시설로 하여 2011년 9월 5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동 기 평가 10회를 포

함하여 총 30회 평가를 실시하 다.

평가 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정읍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정읍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분뇨 등을 차집하여 처리하는 43,000m
3
/day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이다.인근에서 운 인

정읍시 축산분뇨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가 연계처리되고 있으며, 처리공법은

MLE(ModifiedLudzackEttinger)공법으로,최종처리 된 하수처리수가 UV 소독 되기 에

펌 를 설치하여 평가 상시설로 유입시켜 유입원수로 사용하 다.

2011년 9월 5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진행되었던 평가기간 유입수의 성상은 <표

3-168>과 같다.

 (단  : mg/L)

항 목 최 최 고 평 균

수온(℃) 11.7 25.7 18.5

pH 6.2 7.7 7.0

DO 3.4 11.4 6.2

BOD5 1.9 5.8 3.6

CODMn 8.7 26.1 12.4

CODCr 13.0 26.0 17.8

SS 1.0 5.0 2.4

T-N 9.0 13.5 11.4

T-P 0.4 1.2 0.7

TOC 6.8 12.4 9.2

장균군(개/mL) 13.0 3.4×105 3.1×104

일반세균(개/mL) 8.0×102 5.7×105 1.0×105

※ 2011년 9월～12월 30회 동안 실시한 장평가 분석결과임

<  3-168> 수  상

유입수의 수온은 최 11.7℃,최고 25.7℃,평균 18.5℃로 측정되었으며,pH는 평균

7.0(6.2～7.7),DO는 평균 6.2(3.4～11.4)mg/L로 유입되었다.유입수의 유기물질 평균농도는

BOD53.6mg/L,CODMn12.4mg/L,CODCr17.8mg/L,SS2.4mg/L,TOC9.2mg/L, 양염

류의 평균농도는 T-N 11.4mg/L,T-P0.7mg/L로 조사되었으며, 장균군은 평균 3.1×104

개/mL,일반세균은 평균 1.0×105개/mL의 농도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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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동안 유입수의 유기물 부유물질 농도 변화는 <그림 3-181>에,질소 인의 농도

변화는 <그림 3-182>에 나타내었다.

<그림 3-181>유입수의 유기물질 부유물질 농도 변화

<그림 3-182>유입수의 질소 인 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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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입유량

2011년 9월 6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의 평가기간 유입유량은 평균 171.0(81.8～

209.2)m3/day의 범 로 유입되었으며,<표 3-169>에 유입유량,<그림 3-183>에 유입유량 변

화를 나타내었다.유입유량의 측정은 장에 설치된 산유량계를 이용하여 산출하 으며,

일 비 당일의 산유량계 값의 차를 유입유량으로 산정한 계로 평가기간 평가를 수행

하는 주의 첫날(1회,6회,11회,16회,21회,26회)의 유입유량 값은 산정하지 않았다.

평가 기간
유입유량(m3/day)

최 소 최 평 균

2011. 9. 6～2011. 12. 30 81.8 209.2 171.0

 3-169 량

그림 3-183.유입유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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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4 자빔 출력

(3)유기물질,부유물질 양염류 제거특성

본 평가 상 시설에 의한 유입수,처리수의 유기물질,부유물질, 양염류 농도 제거효율

을 표 3-170에 나타내었다.

표 3-170유입수,처리수의 유기물질,부유물질, 양염류 농도 제거효율

항 목
유입수 농도(mg/L) 처리수 농도(mg/L) 제거효율(%)

범 평균 범 평균 범 평균

BOD5 1.9∼5.8 3.6 0.9∼3.9 2.6 0.0∼53.8 27.5

CODMn 8.7∼26.1 12.4 8.2∼13.2 10.1 0.0∼56.7 13.7

CODCr 13.0∼26.0 17.8 10.0∼21.0 14.9 0.0∼46.8 15.5

SS 1.0∼5.0 2.4 0.4∼3.6 2.0 0.0∼71.4 19.6

T-N 9.0∼13.5 11.4 8.6∼13.4 11.2 0.7∼4.8 2.2

T-P 0.4∼1.2 0.7 0.4∼1.2 0.7 0.0∼7.1 2.7

TOC 6.8∼12.4 9.2 6.1∼11.7 8.3 0.8∼26.3 10.0

※ 일자별 유입 처리수질 :[부록 1]참조

본 평가 상 시설은 하수처리수 내 유기물질,부유물질 양염류의 제거에 주 목 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빔 조사에 의해 부수 으로 발생하는 농도변화를 확인하 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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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유기물질 부유물질의 경우 다소 제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양염류는

유입수 처리수 내 농도가 거의 변동이 없어 자빔 조사에 의한 양염류 제거는 없는 것

으로 단된다.

더불어 자빔 조사 후 최종 방류되는 공정이므로 2012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공공하수처

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 과 비교 평가하 다.

표 3-171강화되는 방류수수질기 평가 상시설의 처리수질 비교

구 분
BOD5
(mg/L)

CODMn
(mg/L)

SS
(mg/L)

T-N
(mg/L)

T-P
(mg/L)

장균군수
(개/mL)

법 기
1)

5이하 20이하 10이하 20이하 0.2이하 1,000이하

처리수질 2.6 10.1 2.0 11.2 0.7 30이하

1)2012년 1월 1일부터 용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

용 상 :1일 하수처리 용량 500m
3
이상인 Ⅰ지역

(4)유기물질,부유물질 양염류의 항목별 제거특성

(가).BOD5제거효율

유입수의 BOD5농도는 평균 3.6(1.9～5.8)mg/L, 자빔 조사 후 최종 방류수의 농도는 평균

2.6(0.9～3.9)mg/L로 조사되었으며,BOD5제거효율은 최 0.0%,최고 53.8%,평균 제거효

율은 27.5%로 확인되었다.표 3-172에 BOD5제거효율,그림 3-185에 BOD5제거효율 변화를

나타내었다.

표 3-172BOD5제거효율

【 ～ 고 (평균)】

평가 기간

BOD5(mg/L) 제거효율

(%)유입수 처리수

장평가 결과 3.6(1.9∼5.8) 2.6(0.9∼3.9) 27.5(0.0∼53.8)

※ 장평가 결과는 2011년 9월～11월 3개월간 실시한 장평가 20회의 산술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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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5.BOD5제거효율 변화

(나).CODMn제거효율

유입수의 CODMn 농도는 평균 12.4(8.7～26.1)mg/L, 자빔 조사 후 최종 방류수의 농도는

평균 10.1(8.2～13.2)mg/L로 조사되었으며,CODMn제거효율은 최 0.0%,최고 56.7%,평균

제거효율은 13.7%로 확인되었다.표 3-173에 CODMn제거효율,그림 3-186에 CODMn제거효

율 변화를 나타내었다.

표 3-173.CODMn제거효율

【 ∼ 고 (평균)】

평가 기간

CODMn(mg/L) 제거효율

(%)유입수 처리수

장평가 결과 12.4(8.7∼26.1) 10.1(8.2∼13.2) 13.7(0.0∼56.7)

※ 장평가 결과는 2011년 9월～11월 3개월간 실시한 장평가 20회의 산술평균임



- 309 -

그림 3-186.CODMn제거효율 변화

(다).CODCr제거효율

유입수의 CODCr농도는 평균 17.8(13.0～26.0)mg/L, 자빔 조사 후 최종 방류수의 농도는

평균 14.9(10.0～21.0)mg/L로서 CODCr총 제거효율은 최 0.0%,최고 46.8%,평균 제거효

율은 15.5%로 조사되었다.표 3-174에 CODCr제거효율,그림 3-187에 CODCr제거효율 변화

를 나타내었다.

표 3-174CODCr제거효율

【 ∼ 고 (평균)】

평가 기간

CODCr(mg/L)
제거효율

(%)
유입수 처리수

장평가 결과 17.8(13.0∼26.0) 14.9(10.0∼21.0) 15.5(0.0∼46.8)

※ 장평가 결과는 2011년 9월～11월 3개월간 실시한 장평가 20회의 산술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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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7.CODCr제거효율 변화

(라).SS제거효율

유입수의 SS농도는 평균 2.4(1.0～5.0)mg/L, 자빔 조사 후 최종 방류수의 농도는 평균

2.0(0.4～3.6)mg/L로 조사되었으며,SS총 제거효율은 최 0.0%,최고 71.4%,평균 제거효

율은 19.6%로 확인되었다.표 3-175에 SS제거효율,그림 3-188에 SS제거효율 변화를 나타

내었다.

표 3-175SS제거효율

【 ∼ 고 (평균)】

평가 기간

SS(mg/L)
제거효율

(%)유입수 처리수

장평가 결과 2.4(1.0∼5.0) 2.0(0.4∼3.6) 19.6(0.0∼71.4)

※ 장평가 결과는 2011년 9월～11월 3개월간 실시한 장평가 20회의 산술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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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8SS제거효율 변화

(마).T-N제거효율

유입수의 T-N 농도는 평균 11.4(9.0～13.5)mg/L, 자빔 조사 후 최종 방류수의 농도는 평

균 11.2(8.6～13.4)mg/L로 조사되었으며,T-N 총 제거효율은 최 0.7%,최고 4.8%,평균

제거효율은 2.2%로 확인되었다.표 3-176에 T-N 제거효율,그림 3-189에 T-N 제거효율 변

화를 나타내었다.

<표 3-176>T-N제거효율

【 ∼ 고 (평균)】

평가 기간

T-N (mg/L)
제거효율

(%)유입수 처리수

장평가 결과 11.4(9.0∼13.5) 11.2(8.6∼13.4) 2.2(0.7∼4.8)

※ 장평가 결과는 2011년 9월～11월 3개월간 실시한 장평가 20회의 산술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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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9.T-N제거효율 변화

(바).T-P제거효율

유입수의 T-P농도는 평균 0.7(0.4～1.2)mg/L, 자빔 조사 후 최종 방류수의 농도는 평균

0.7(0.4～1.2)mg/L로 조사되었으며,T-P총 제거효율은 최 0.0%,최고 7.1%,평균 제거효

율은 2.7%로 확인되었다.표 3-177에 T-P제거효율,그림 3-190에 T-P제거효율 변화를 나

타내었다.

표 3-177.T-P제거효율

【 ∼ 고 (평균)】

평가 기간

T-P(mg/L)
제거효율

(%)유입수 처리수

장평가 결과 0.7(0.4∼1.2) 0.7(0.4∼1.2) 2.7(0.0∼7.1)

※ 장평가 결과는 2011년 9월～11월 3개월간 실시한 장평가 20회의 산술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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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0.T-P제거효율 변화

사.TOC제거효율

유입수의 TOC농도는 평균 9.2(6.8～12.4)mg/L, 자빔 조사 후 최종 방류수의 농도는 평

균 8.3(6.1～11.7)mg/L로 조사되었으며,TOC총 제거효율은 최 0.8%,최고 26.3%,평균

제거효율은 10.0%로 확인되었다.표 3-178에 TOC제거효율,그림 3-191에 TOC제거효율 변

화를 나타내었다.

표 3-178.TOC제거효율

【 ∼ 고 (평균)】

평가 기간

TOC(mg/L)
제거효율

(%)
유입수 처리수

장평가 결과 9.2(6.8∼12.4) 8.3(6.1∼11.7) 10.0(0.8∼26.3)

※ 장평가 결과는 2010년 6월～7월 2개월간 실시한 장평가 6회의 산술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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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1.TOC제거 특성

(5).내분비계 장애물질 항생물질의 제거특성

본 평가시설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항생물질의 제거특성을 악하기 하여 장 유입수

처리수 내 Lincomycin,Tetracycline,Bisphenol-A농도 제거효율을 측정하 다.

우선 유입수 내 내분비계 장애물질 행생물질의 농도를 악하기 해 유입수를 채수하여 분

석한 결과 Lincomycin,Tetracycline,Bisphenol-A모두 검출한도 이하로 측정되었으며,이에 실

험실에서 조제한 물질을 유입수 장조에 주입함으로써 인 으로 물질의 제거효율을 평가

하 다.물질별로 각 3회 분석을 수행하 으며 유입수 장조에 주입된 후 각 물질별 농도가 0.5

ppm이 되도록 실험하 다.독성물질 조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Tetracycline,Lincomycin,Bisphenol-A를 각각 2Lvolumeflask에 1g를 녹여 500ppm조제

2.이동형 가속기 장탱크(2000L)에 제조한 시약들을 주입함으로서,0.5ppm 농도로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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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평균)】

평가 기간

Lincomycin(mg/L)
제거효율

(%)유입수 처리수

장평가 결과 0.426(0.329～0.495) ND 100

사진 3-192.Tetracycline,Lincomycin,Bisphenol-A주입

(가).Lincomycin제거효율

유입수의 Lincomycin농도는 평균 0.426(0.329～0.495)mg/L로 확인되었으며, 자빔 조사

후 최종 방류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표 3-179에 Lincomycin 제거효율,그림 3-193에

Lincomycin제거효율 변화를 나타내었다.

표 3-179.Lincomycin제거효율

※ 장평가 결과는 2011년 9월～11월 3개월간 실시한 장평가 3회의 산술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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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평균)】

평가 기간

Tetracycline(mg/L)
제거효율

(%)유입수 처리수

장평가 결과 0.524(0.382～0.665) 0.007(0.005～0.008) 99.1(97.9∼100.0)

그림 3-193.Lincomycin제거효율 변화

(나)Tetracycline제거효율

Tetracycline의 경우 총 3회 시험분석을 의뢰하 으나 처음 1회의 경우 유입수 내 농도가

0.092mg/L로 검출되었으며,이는 장에서 인 으로 조제한 0.5mg/L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농도 다.시험분석 과정을 소 하여 확인한 결과 Tetracycline분석에 필요한 처리가 병행되

지 않아 흡착력이 강한 물질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농도가 낮게 측정된 것임을 확인하 다.

분석 오차로 인한 첫회의 결과를 제외한 총 2회의 분석을 통해,유입수의 Tetracycline농도

는 평균 0.524(0.382～0.665)mg/L, 자빔 조사 후 최종 방류수의 농도는 평균 0.007(0.005～

0.008)mg/L로 조사되었으며,Tetracycline총 제거효율은 최 97.9%,최고 100%,평균 제거

효율은 99.1%로 확인되었다.표 3-180에 Tetracycline제거효율,그림 3-194에 Tetracycline

제거효율 변화를 나타내었다.

표 3-180.Tetracycline제거효율

※ 장평가 결과는 2011년 11월에 실시한 장평가 2회의 산술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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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평균)】

평가 기간

Bisphenol-A (mg/L)
거효

(%)유입수 처리수

장평가 결과 0.436(0.410∼0.452) 0.006(0.005∼0.007) 98.5(98.3∼98.9)

그림 3-194.Tetracycline제거효율 변화

(다).Bisphenol-A제거효율

유입수의 Bisphenol-A 농도는 평균 0.436(0.410～0.452)mg/L, 자빔 조사 후 최종 방류수

의 농도는 평균 0.006(0.005～0.007)mg/L로 조사되었으며,Bisphenol-A 총 제거효율은 최

98.3%,최고 98.9%,평균 제거효율은 98.5%로 확인되었다.표 3-181에 Bisphenol-A 제거효

율,그림 3-195에 Bisphenol-A제거효율 변화를 나타내었다.

표 3-181.Bisphenol-A제거효율

※ 장평가 결과는 2011년 9월～11월 3개월간 실시한 장평가 3회의 산술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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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5.Bisphenol-A제거효율 변화

(6). 장균 일반세균의 제거특성

본 평가시설의 장균 일반세균의 제거특성을 악하기 하여 장 유입수 처리수 내

농도 제거효율을 측정하 다.

평가시설로 유입되는 유입수는 기존 정읍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생물학 처리된 하수가 UV장치

로 살균되기 이 단계에서 펌 로 이송되므로 아직 처리되지 않은 장균 일반세균의 자

빔 조사 후 제거효율을 확인하고자 하 다.그러나 평가 기에는 유입수 내 장균의 농도가

매우 낮아 2회에 걸쳐 장균을 인 으로 조제하여 유입수 장조에 주입한 후 평가를 진행하

다.본 평가에서 사용한 장균은 한국미생물 보존센터로부터 분양 받아서 본 실험의 균주로 사

용하 으며,배양특성 배양조건은 아래와 같다.

평가 후반에는 유입수 내 장균 일반세균의 농도가 높게 유입되어 별도의 인 인 실험은 수

행하지 않았다.

-실험균주 배양

○ EscherichiaColiK12(ATCC23716)

E.ColiK12는 수질기 에 가장 보편 인 지표미생물로 수인성 병원성 미생물의 잠재

존재를 경고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상수처리에서 요한 지표 미생물이다.사용된 E.Coli

K12는 37℃에서 24hrNutrientagar(DifcoREF213000)에서 자란 singlecolony를 Nutrient

broth(DifcoREF24000)에 넣고 37℃에서 24hr동안 약 150rpm으로 shakingincubation시킨

후 10,000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후 상등액은 버리고 남아있는 pellet만을 사용하 다.

-시료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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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평균)】

평가 기간

장균군 (개/mL)
제거효율

(%)유입수 처리수

장평가 결과 3.1×10
4
(13～3.4×10

5
) ND 100

하수 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 은 최 확수법이 아닌 1ml당 함유되어 있는 장균

농도를 기 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질오염공정시험법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총세

균수,TotalColiform( 장균)을 측정하 다.모든 시료는 0.85% 멸균생리식염수에 당량 희석

하여 사용하 다.

-TotalColiform( 장균)

장균수군 시험은 membranefilter(dia47mm,poresize0.45㎛)로 여과한 다음 여과지를,

m EndoAgarLES(Difco)배지에 종하여 30±0.5℃,24±2hr배양하여 암 색의 속 택 집

락을 계수(CFU/mL)했다.

(가) 장균군 제거효율

정읍시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수를 유입수로 하여 18회 분석한 장균군 농도는 평균 3.1×

104(13～3.4×105)개/mL로 확인되었으며, 자빔 조사 후 최종 방류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

다.인 으로 조제한 장균을 주입하여 수행한 2회의 실험의 유입수 내 장균군 농도는

3.4×10
5
개/mL,1.1×10

5
개/mL 으며, 자빔 조사 후 최종 방류수에서는 일반실험과 같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고농도의 장균이 유입되어도 평가 상시설을 이용하여 처리

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표 3-182에 장균군 제거효율을 나타내었다.

표 3-182. 장균군 제거효율

※ 장평가 결과는 2011년 9월～11월 3개월간 실시한 장평가 20회의 산술평균임

(나).일반세균 제거효율

유입수의 일반세균 농도는 평균 1.0×10
5
(8.0×10

2
～5.7×10

5
)개/mL, 자빔 조사 후 최종

방류수의 농도는 평균 1.4×10
2
(22～6.5×10

2
)개/mL로 조사되었으며,일반세균 총 제거효율

은 최 78.3%,최고 100.0%,평균 제거효율은 97.6%로 확인되었다.표 3-183에 일반세균 제

거효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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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평균)】

평가 기간

일반세균 (개/mL)
제거효율

(%)유입수 처리수

장평가 결과 1.0×10
5
(8.0×10

2
～5.7×10

5
) 1.4×10

2
(22～6.5×10

2
) 97.6(78.3～100)

표 3-183.일반세균 제거효율

※ 장평가 결과는 2011년 9월～11월 3개월간 실시한 장평가 20회의 산술평균임

(7).생태독성 제거특성

2012년 1월 1일부터 용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 생태독성은 물벼룩에

한 성독성시험을 기 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본 평가기간 총 3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

구원에 물벼룩 성독성시험 분석을 의뢰하 으나 유입수,처리수 모두 물벼룩의 활성에 향을

끼칠 정도의 독성은 확인되지 않았다.이에 평가 상시설의 생태독성 제거특성을 확인하기

해 물벼룩보다 다소 민감도가 높은 조류를 이용한 생태독성 실험을 주과학기술원의 생태독성

분석 연구센터에 의뢰하여 1회 수행하 다.

그 결과 유입수의 생태독성 TU값은 15.0,처리수의 TU값은 1.8로 독성이 감소되는 경향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그 실험방법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조류를 상으로 한 실험이므로 방류수수질기 에 명시된 물벼룩 성독성시험 기 치인 1

TU를 직 비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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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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시험 조건

1.시료

가.시료명

① 유입수

② 처리수 -E-beam

나.독성시험기간 :1차 2011.11.25∼11.29

다.운반 보 :이동 냉장보 4℃ 이하

2.희석수

가.제조일자 :2011.11.24

나.배양액 조성

다.pH:6.5∼7.5

3.시험생물

가.조류 :Pseudokirchneriellasubcapitata

나.배양조건 :습도 50%,온도 25±1℃

다.배지 :희석수

Ⅱ 시험 방법

모든 시험은 US.EPA시험 방법 (EPA/600/4‐91/002,1994)에 따라 수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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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Test type Static non-renewal

Temperature 25±1 ℃

Light quality 색 형

Light intensity 약 4300 lux

Photo period 지  

Test chamber size 100 ml

Test solution volume 50 ml

Renewal of test solution 없

Age of organism 4~7 days

Initial Cell density 10,000 cells/ml

No. of replication chambers 3

Shaking rate 120 rpm

Aeration 없

Dilution water Algal stock culture medium

Test duration 96 h

Endpoint Growth

1.시험생물 출처

-생태독성시험에 사용한 조류(Pseudokirchneriellasubcapitata)는 oooo에서 분양받아 주

과학기술원 생태독성센터 cleanroom의 chamber에서 배양되었다.

2.실험방법

가.시험용액 제조

-시료는 100%
*
,50%,25%,12.5%,6.25% 등 5개 농도로 하여 독성시험을 수행하 음.

*100%란 희석하지 않은 원액시료이며,나머지 농도는 시료와 희석수를 50:50,25%75,

12.5:87.5,6.25:93.75의 희석비율로 희석한 시료임.

-모든 농도별로 동일하여 3개의 반복구로 제조하 으며, 조군은 희석수만을 사용하 다.

나.시험환경조건

-조도는 4300lux의 도로 25±1℃의 온도에서 96시간동안 shakingincubator를 이용하여

120rpm으로 교반하 다.

-조류의 독성평가 조건은 다음 표와 같다.



- 323 -

다.노출시험

-모든 시험용액은 농도별로 3개의 반복을 두고 최종 시험액의 부피가 50ml이 되도록 하 다.

시료를 주입 한 후,10,000cell/mL의 농도로 조류를 식종하 으며,시료의 주입과 조류의 식종

이 완료된 라스크는 외부에서 박테리아 등의 유입을 막기 하여 autoclave로 멸균된 스펀지를

이용하여 입구를 하 다.

라.결과 처리

-조류의 세포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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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수를 계산 하며,조류의 검량선은 4일간 배양된 조류를 100%로 하여 2배씩 희석하여 6단

계의 농도를 제조한 뒤 각각 683nm에서 흡 도를 측정하고,각 시료별 조류 세포수를 계수하

여 흡 도 세포수로 작성하 다.조류가 갖는 흡 도는 일반 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험

실의 기기나 배양조건 등에 따라 최 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scanning과정을 거쳐

한 흡 도를 선정하 다.본 실험에서 사용된 조류의 흡 도는 683nm에서 최 으로 나타났으

며 조류개수는 Hemocytometer와 미경을 이용해 계수 되었으며 mL당 개체수로 나타내었

다.

- 조류의 독성평가 결과는 p%의 성장률 해를 나타내는 농도를 구하는 방법인 ICp

(inhibitionconcentration)로 나타내었으며 주로 IC50를 계산하 다.p%의 성장률 감소를 나타

내는 농도는 EPA에서 제공하는 ICpprogram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생태 독성값(TU)은 아

래의 식으로 산출하 다.

TU=100/IC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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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독성 시험결과

1차.실험 기간 :2011.11.25∼11.29

실험 결과 :유입수의 TU값은 15.0이고,처리수의 TU값은 1.8로 독성이 감소되어지고 있다.

1,유입수

-조류독성 TU

TU

결과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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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처리수-E-beam

-조류독성 TU

TU

결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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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측정 사진

그림 3-196. Shaking incubator 그림 3-197. 96h후   사진

그림 3-198. 96h 후 수 그림 3-199. 96h후 처리수(E-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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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계측항목의 거동

(가).수온

평가기간 동안 측정된 유입수의 수온은 평균 18.5(11.7～25.7)℃,처리수의 수온은 평균

19.2(12.0～26.3)℃로 조사되었으며,동 기로 어드는 평가기간의 특성상 평가 후반으로 갈수

록 온도가 차 하락(약 14℃)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유입수보다 처리수의 수온이 다소 상승한

것은 자빔 조사에 의한 향으로 사료된다.평가기간 경과에 따른 유입수 처리수의 수온

변화를 그림 3-200에 나타내었다.

그림 3-200.평가기간 동안의 유입수 처리수의 수온 변화

(나).용존산소

그림 3-201은 평가기간 경과에 따른 유입수 처리수 내 용존산소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기간 동안 측정된 유입수의 DO는 평균 6.2(3.4～11.4)mg/L,처리수의 DO는 평균

7.0(3.5∼13.7)로 조사되었다.정읍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생물학 처리수를 평가 상시설의 유

입수로 사용하 기 때문에 유입수의 DO농도가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펌 에 의해 배

출되는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한 값이므로 실제 DO농도보다 다소 높게 측정되었을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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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1.평가기간 동안의 유입수 처리수의 용존산소량 변화

(다).pH

평가기간 동안 유입수 처리수의 pH 변화는 <그림 3.17>에 나타내었다.유입수의 pH는

평균 7.0(6.2～7.7),처리수의 pH는 평균 7.0(6.2∼7.9)로 조사되었으며, 자빔 조사에 의한 pH 변

화는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3-202.평가기간 동안의 유입수 처리수의 pH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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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다음과 같다.이를 기 으로한 연도별 주요 연구개발 실 이의 달성

도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하 다.

□ 1단계 최종목표

○ 방사선융합 오폐수 생화 기술 개발

○ 방사선융합 오폐수 생화 신기술 확립

□ 2단계 최종목표

○ 방사선 융합 오폐수 생화 기술의 장 실증

○ 신기술 검증

1)1차년도 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방사선이용 오폐수내

병원성 미생물 살균

기술 개발

․하수방류수내 병원성 미생물분

포 데이터의 확보

․ 자선 감마선 이용 미생물

살균 기술의 획득

70 100/100

J시 하수종말

처리장 2년간

모니터링

방사선이용 오폐수

생화기술의 친환경

성 평가

․기존 살균공정과 방사선이용공

정의 친환경성,경제성 비교
30 100/100

자빔 이용 살

균 기술의 친환

경성입증.

기능성

[살균효율]과

경제성

[력소모량에

따른 비용]에

한 지표들을

확인 할수

있음.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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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년도 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방사선이용 유기독성

물질 처리기술개발

․방사선 조사에 의한 항생제 등

미량 유기독성물질의 무기화

감 기술개발

50 100/100

13종의 독성

유기물질 무기

화 감기

술 획득

방사선이용기술의 생

태독성 평가

․방사선 조사기술의 독성평가를

통한 생태안 성 평가

․오폐수 방류수내 함유

유기독성물질의 유 자 변형

항유 자 평가연구

50 100/100

항생제에 민감

한 독성평가

기술 개발.

총계 100

3)3차년도 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방사선이용 내분비계

장애물질 무기화

․ 방사선이용 내분비계 장애물질

무기화 기술의 개발
50 100/100

4종의 내분비

계 장애물질

무기화 기술

획득.

방사선이용기술의 유

학 안 성 평가

․ 미생물 유 자변형 연구를 통

한 유 학 안 성 데이터의 확

보

50 100/100

기존의 UV보

다 유 학

안정성 데이터

확보.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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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차년도 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이동형 자빔가속기

와 scale-up 시스템

과 결합한 장 용

성 연구

․ 실폐수를 이용한 가속기 운

인자도출
30 100/100

최 조사선량

유량 등 운

인자 확보

계 간 살균공정의

효율성 모니터링 연

구

․ 계 간 유입원수의 성상에 따

른 효율성 원인 규명
10 100/100

기존 UV 비

살균효율 우

성 확보

자빔가속기 처리

후의 생태학 해

성 연구

․항생물질에 의한 모계 유 독성

이평가 연구

․실폐수내 자빔처리에 의한 생

물군집 변화 연구

10 100/100

자빔처리수

의 생태학

안 성 확보

자빔이용 오폐수

생화 신기술 개발

․환경부 주 “ 자빔이용 오폐

수 생화기술 신기술인증 획

득(제333호)

50 100/100
신기술인증

(제333호)

총계 100

3)5차년도 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방사선융합 오폐수

생화 기술 장 시

스템 개발

․500톤/일 규모의 장 처리시스

템 구축 가동

․실폐수내 자빔처리 후의 통

합 독성 평가

․ 자빔조사에 의한 방사선 내성

미생물 발 연구

20 100/100
장 용규모

시스템개발

자빔과 타공정과의

경제성평가 제시

․ 자빔,오존,자와선 공법과의

상 경제성 평가
20 100/100

자빔처리 공

법의 경제성

입증

환경부 신기술 검증
․신기술 검증 “ 자빔이용 하폐

수 생화 기술”
60 100/100

신기술 검증

획득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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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련분야의 기여도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은 기존의 염소소독을 체 가능한 기술로서 병원성 미생물의

살균 과 항생제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같은 독성 유기물질을 동시에 가능한 기술로서 차

강화되는 방류수 기 에도 우수하게 용될 것으로 단된다.생태학 독성 평가와 유 학

안 성 평가의 연구를 근거로,항생제 의약품 폐수 배출업체나 혹은 이들을 포함하는 방류

수 등의 모니터링에 직 으로 사용될 수 있고 처리기술과 연계하여 항생의약품 등 잔류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제거하고 그 안 성을 검증하는데 극 활용될 수 있다.특히,국내 으로 항

생제 의약품 규제 기 이 강화되면 개발된 연계기술은 직 으로 국내의 하수종말처리장

에 도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생태 독성 해성을 측에 활용이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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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2007∼2009년도)연구기간 동안에 수행된 방사선 융합기술을 이용한 하폐수 방류수

의 병원성 미생물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동시에 처리하기 하여 분해 효율,동역학,방

해작용,분해부산물의 생물학 독성,방사선 조사된 미생물의 유 학 안 성과 자빔

가속기 기술의 친환경성 등 요소/기반 기술 바탕으로 본 기술의 최종 성공을 해 필요한

신기술 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반기술을 확보하 음.

□ 2단계 (2010∼2011년도)연구 기간에 이동형 자빔가속기를 활용하여 장에 용하기

한 실제 하폐수를 상으로 장에서 용성 안 성을 평가를 진행하여 환경부 신기술

검증을 획득하기 한 실증 연구를 실시하 음.

□ 2단계 연구기간 에는 개발기술의 기업체 이 을 한 기반조성을 목표로 하고,기업체외의

양해각서체결과 ,이동형 자빔가속기를 이용한 200m3/일 규모의 하폐수 방류수 생처리

기술을 개발 완료하여 자빔을 이용한 오폐수 생화 기술에 해 환경부에서 주 하는

신기술 인증(제333호)을 획득하 음.

□ 자빔을 이용한 오폐수 생화 기술에 해 환경부에서 주 하는 신기술 인증(제333호)을

획득 후 ,기술에 한 장평가와 검증을 통해 최종 기술개발을 목표로 자빔을 이용한

하폐수 방류수의 항생물질,내분비계 장해물질,독성, 장균을 동시에 감하는 신기술 인

증에 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00m
3
/일 규모의 시설에 해 환경부에서 검증을 실시하

고 검증을 획득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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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세부연구분야 주요 연구개발 실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방사선이용 오폐수

내 병원성 미생물

살균기술 개발

․하수방류수내 병원성 미생물

분포 데이터의 확보

․ 자선 감마선 이용 미생

물 살균 기술의 획득

- 자빔 이용 기술이 방류수 생화

시설 설치 시장을 선 하는데 있어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하수방류수 고도처리 체기술로 활

용

방사선이용 오폐수

생화기술의 친환

경성 평가

․기존 살균공정과 방사선이용

공정의 친환경성,경제성 비교

- 자선 가속기는 기존 장치를 체하

여,실제로 력소비를 여서 경제

이고,이산화탄소 배출도 감할 수 있

는 친환경성 기술임을 지표로서 사용

가능.

-향후 개발기술의 해외 수출시 ISO인

증 련 자료로 활용

방사선이용 유기독성

물질 내분비계 장

애물질 처리기술개발

․방사선 조사에 의한 항생제

등 미량 유기독성 물질의

무기화 감 기술개발

․ 방사선이용 내분비계 장애물

질 무기화 기술의 개발

- 자빔 이용 생화 기술이 하수처리

뿐만 아니라 항생 물질의 잔류 농도가

높은 의료용 폐수 폐기물이나 축산

폐기물 처리에 용될 수 있는 가능성

을 제시 함.

방사선이용기술의 생

태독성 평가

․방사선 조사기술의 독성 평가

를 통한 생태안 성 평가

․오폐수 방류수내 함유 유기독

성물질의 유 자 변형

항유 자 평가연구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은 항생제

의약품 폐수 배출업체나 혹은 이들

을 포함하는 방류수 등의 모니터링에

직 으로 사용될 수 있음.

방사선 이용 처리기술과 연계하여 항

생의약품 등 잔류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제거하고 그 안 성을 검증하는데 극

활용 될 수 있음.

방사선이용기술의

유 학 안 성 평

가

․ 미생물 유 자변형 연구를

통한 유 학 안 성 데이터

의 확보

방사선에 한 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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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분야 주요 연구개발 실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자빔이용 오폐수

생화 신기술 인증

․환경부 주 “ 자빔이용 오

폐수 생화 신기술 인증 획

득(제333호)”

-하수방류수 고도처리 체기술로

활용

-기업체 신기술 이

자빔이용 오폐수

생화 신기술 검증

․환경부 주 “ 자빔이용 오

폐수 생화 신기술”검증

-처리 상 :하.폐수

-처리용량 :200m3/d

-처리 상물질 :항생물질,내분

비장해물질,독성 감, 장균

살균

-하수방류수 고도처리 체기술로

활용

-기업체 신기술 이

-해외 기술 수출 지원

-정부의 환경정책 수립 시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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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3rdInternationalConferenceonEnvironmentalScienceandTechnology

(김탁 ,2007년 8월,미국 휴스턴)

수처리 리분야에서의 최근 연구경향을 악,새로운 환경처리용 재료의 개발이나 수환

경 리에 한 연구결과 정보 수집 국의 TsinghuaUniversity그룹에서도 감마선조사를

이용한 수처리기술에 한 연구내용 수집.

□ InternationalConferenceonEnvironmentalScienceandTechnology

(유승호,2007년 9월,그리스)

수질, 기,고형폐기물 등의 다양한 환경연구 방향의 흐름을 악하고,폭넓은 지식을 습득

하고 의견을 교환할 있었고,특히 세계 각국의 환경연구 분야 에서도 다양한 오염물질의 처

리분야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환경 해성,독성모니터링,그리고 과정평가(LCA)등의 연

구 정보를 수집.

□ 2008WasteManagement(유승호/정인하,2008년 6월,스페인 그라나다)

환경공학과 련한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발표 되었으며,세계 각국에서 온 많은 과학자들과

정보 교류 토의를 하 음. 학회에서 방사선이용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발표한 2편이 유

일하 으며 선진국에서 조차도 약간은 생소한 기술로써 많은 심과 질문이 있었음.환경분야

에 있어서 방사선이용기술은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방사선이용기술 분야에 있

어서는 충분히 앞서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학회.

□ IMRP2008London(김태훈,2008년 9월, 국 런던)

최신 방사선 조사장치 개발 동향 미국,유럽,일본 등의 선진국들의 방사선 조사시설 (감

마선, 자빔,X-선,이온빔 가속기)을 이용한 환경 분야의 연구개발에 한 정보 수집.

□ 4thInternationalSymposiumonEnvironment(이면주,2009년 5월,그리스 아테네)

체코의 biphenyl의 생물학 분해 메카니즘,이집트의 왁스 분해 기술,호주의 조류로 부터

바이오 fuel의 생산 기술 등의 정보를 습득하 으며,특히 방사선 용 가능성이 있는 환경분

야들의 정보를 수집.

□ 5thInternationalconferenceonAOPs (유승호,2009년 6월,독일 베를린)

상수 폐수의 처리를 한 고도산화공정(AdvancedOxidationTechnologies)에 한 다양

한 정보를 수집하 으며, 랑스의 CNUS-University에서도 자빔 가속기를 이용한 난분해성

물질의 분해에 한 연구 내용을 발표하여 양 기 의 연구내용에 한 정보를 서로 교환.

□ USA EPA Sustainablefutures/P2framework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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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미,2010년 11월,워싱턴 디시)

상수 폐수의 처리 기 등의 다양한 분야에 한 환경 해성 평가에 한 다양한 모델

링 로그램 교육 훈련 정보를 수집하 으며,미국 환경부에서 실행 인 생태 해성 평가 교

육 로그램 기술 등의 정보를 습득하 고,특히 여러 각국의 환경연구 분야 에서 다양한 오

염물질 처리기술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환경 해성 평가 독성평가 등의 연구 정보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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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경기대학교 연구책임자: 명 승 운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보고서 면수

∙ 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내 영양염류 처리기술개발

- 제올라이트흡착과 방사선 산화공정을 결합한 축산폐수처리기술개발

- Struvite 결정화 및 방사선기술의 융합에 의한 축산폐수내 유기물, 암모니아성질소, 인산

염 인 처리공정의 개발

∙ 축산폐기물내 유기독성물질 모니터링

- 전국 11개 공공축산폐수처리장 유입/유출수중 13종 의약물질(항생제, 소독제) 분포 모니

터링

- 기존 축산폐수처리공정별 의약물질 처리현황 분석조사

∙ 방사선과 환경소재를 융합한 축산폐기물내 영양염류처리 기술개발

- 양이온교환막 이용 생물학적 혐기발효와 질산화에 의한 질산화/탈질 동시 반응공정의 개

선 및 연속운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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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 고효율 퇴비화기술개발

- 방사선처리에 의한 축산퇴비의 병원성미생물 살균기술개발

- 방사선전처리에 의한 부숙기간이 단축된 고효율 퇴비화공정 개발

- 방사선이용 퇴비내 항생제 내성균 분포 모니터링 및 제어기술개발

- 방사선이용 퇴비내 유기독성 물질(항생제) 처리기술개발

∙ 유기물질 및 영양염류 동시처리 일체형 생물반응시스템 개발

- 이온교환막, 전기화학반응, 생물학적 질산화/탈질반응이 결합된 생물전기화학반응 시스

템에 의한 축산폐수내 유기물질 및 고농도 암모니아성질소 성분 동시제거 시스템 개발

∙ 축산폐수 유입원수중 고농도 입자상 유기물질 전처리기술개발

- 방사선 전처리에 의해 축산폐수내 유기물질 및 암모니아성질소 농도 저감기술개발

- 방사선 전처리 이후 연속되는 struvite 결정화에 의한 COD 및 N, P의 제거효율 향상 기

술개발

∙ 고이온화에너지 이용 잔류미량 난분해성 유기물질 고도처리기술개발

- 고분자 화학응집반응에 의한 잔류 유기물질 처리기술개발

- [방사선처리-화학적결정화-간헐폭기생물반응] 시스템에 의한 유기물질 및 영양염류 동

시제거를 위한 고효율 처리시스템 개발

∙ 방사선에 의한 유기독성물질 처리 및 생물학적 폐수처리 효율향상 연구

- 전자빔처리에 의한 축산폐수내 대표적인 난분해성물질인 항생제 물질의 효과적인 처리

기술 개발

- 난분해성물질의 방사선 전처리에 의한 생분해도(BOD5/COD) 향상 및 이에 따른 생물학

적 처리효율 향상 효과 획득

∙ 기존 처리시스템 대비 30% 이상 공정단축된 방사선융합 고효율 축산폐수처리 시스템

의 확립

- 기존 9단계인 축산폐수처리공정을 [고/액분리]→[혐기소화]→[전자빔처리]→[고효율생물

반응]→[고분자응집]의 총 5단계로 기존 처리시스템 대비 45% 공정단축된 방사선융합 축

산폐수처리 시스템 확립

∙ 이동형가속기를 이용한 스케일-업 실증

- 처리용량 0.1 m3/일의 스케일-업 실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제 축산폐수를 대상으로 총

6개월간 실증 적용성 연구

- 이동형 전자빔가속기를 이용한 방사선융합 축산폐수처리공정 확립 및 안정적 처리가능

성 확인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방사선, 축산폐기물, 축산폐수, 처리, 재활용

영 어 radiation, livestock, waste, wastewater, treatment, re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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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 청정처리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기술적 측면

- 가축대량사육 및 밀집사육 등에 따른 질병예방을 위해 소독제, 항생제 과다사용

과 이로 인해 축산폐기물의 발효·분해에 작용하는 미생물 활성도를 저하시키고

축산폐수의 생물학적 처리효율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방사선의 강력한 산화력을 이용한 고도처리기술은 이들 난분해성이며 미생물에

독성을 지니는 유해물질을 무독화함으로써 후속되는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폐

수처리공정, 퇴비화공정 효율을 향상시키고, 반응시간 또한 단축시킬 수 있는 이

점을 가지고 있음.

◦ 경제․산업적 측면

- 발생원별, 발생시기별로 축산폐수의 성상이 다양하게 배출되고 관련 제도들의

미비 등의 이유로 아직 확실한 처리기법은 정립되지 못한 실정임.

- 축산단지가 대형화되고 축산폐수 및 폐기물의 배출량이 급증하고 질소(T-N) 및

인(T-P) 성분과 같은 영양염류들의 배출기준 강화 등 관련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서 기술개발의 시급성 대두

- 전국 70여 곳의 축산폐수처리장을 대상으로 방사선융합 처리공정을 설치하기 위

하여 전자빔가속기 설비를 보급함으로써 관련 방사선기기산업의 활성화 촉진

◦ 사회․문화적 측면

- 2004년 제정된 악취방지법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 토양 등의 환경오염에 대

한 처리비용의 상승

- 2012년부터 런던협약에 의해 축산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등에서 발생되는 슬러

지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들의 육상에서의 대체 처리기술 개발이

시급해짐. 특히, 다량의 재활용이 불가능한 화학슬러지를 발생시키는 화학적처리

공정의 대체기술개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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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 함유 영양염류 처리기술개발

- 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 고도처리기술개발

- 질소 및 인성분 동시처리기술개발

- 방사선 및 환경소재를 결합한 영양염류 고도처리기술개발

2. 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 퇴비화 및 퇴비질 향상기술개발

- 축산폐기물 퇴비화 멸균 및 부숙향상 기술개발

- 축산폐기물의 고급 퇴비화기술개발

3. 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내 유기독성물질 처리기술개발

- 축산폐기물내 유기독성물질 모니터링

- 축산폐수내 고농도 유기물질 전처리기술개발

4. 방사선융합 축산폐수처리공정의 확립

- 방사선융합 유기독성물질 전처리에 의한 생물학적 처리효율 향상기술개발

- 방사선융합 축산폐수처리 공정의 확립 및 공정 최적화

Ⅳ. 연구개발결과

1. 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내 영양염류 고도처리기술개발

- 제올라이트흡착과 방사선 산화공정을 결합한 축산폐수처리기술개발

- Struvite 결정화 및 방사선기술의 융합에 의한 축산폐수내 유기물, 암모니아성질소,

인산염 인 동시처리공정의 개발

- 양·음이온교환막, 생물전기화학반응을 이용한 생물학적 혐기발효와 질산화/탈질

반응공정 개발

2. 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 퇴비화 및 퇴비질 향상 기술개발

- 방사선전처리에 의한 부숙기간이 단축된 고효율 퇴비화공정 개발

- 방사선처리에 의한 축산퇴비의 병원성미생물 살균기술개발

- 방사선이용 퇴비내 항생제 내성균 분포 모니터링 및 제어기술개발

- 방사선이용 퇴비내 유기독성 물질(항생제) 처리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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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내 유기독성물질 처리기술개발

- 전국 11개 공공축산폐수처리장 유입/유출수중 13종 의약물질(항생제, 소독제) 분포

모니터링

- 기존 축산폐수처리공정별 의약물질 처리현황 분석조사

- 축산폐수내 함유 의약물질의 전자빔처리에 의한 분해 연구 및 생분해도 향상효과에

의한 연계 생물학적처리 효율향상 기술개발

4. 방사선융합 축산폐수 처리공정의 확립

- 기존 9단계인 축산폐수처리공정을 [고액분리-혐기소화-전자빔처리-고효율생물반

응-화학응집]의 5단계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인 처리시스템

개발

- 이동형전자빔가속기를 이용한 방사선전처리 생물학적 처리효율 향상기술개발

- 처리용량 0.1m3/d 의 스케일-업 반응시스템 제작하여 실폐수를 대상으로 6개월간

연속식 운전을 통하여 안정적 처리가능성 확인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방사선을 이용한 축산폐기물 청정처리기술개발 과제에서는 기존 축산폐기물 및

축산폐수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난분해성 유기독성화합물질을 방사선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전처리해줌으로써 후속되는 생물학적폐수처리 공정 혹은 퇴비화 공

정에서 보다 처리효율을 향상시킨 방사선융합 축산폐수 고도처리공정을 확립하

고 실폐수를 대상으로 스케일-업 실증연구를 실시하여 적용성을 확인하였고, 생

태환경에 배출시 문제가 되는 항생제내성균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

하였음.

□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축산폐수처리장이 70여곳이 있으며,

대규모 축산농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체 축산폐수처리장을 포함하면 수백여

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축산폐수처리 방법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로서, 본 개발공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처리에 애로

를 겪고 있는 축산폐수의 확실한 처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축산폐기물(슬러지, 폐수)의 경우 전체 발생량중의 상당량을 해양투기에 의존하

여 왔으나, 국제협약에 의해 금명간 해양투기가 전면금지됨에 따라 육상처리 및

처분 대안기술이 필요한 시점에서 효과적인 처리방법으로 활용 가능

□ 독성유기화합물질 및 항생제내성균 등이 원천적으로 처리된 고부가가치의 축산

퇴비 생산 기반기술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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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종료후 개발기술의 기업체 이전을 추진하고, 기업체와 공동으로 정부 연구

과제 수주를 통해 현장적용 및 상용화를 위한 실증연구를 추가로 실시할 것임

□ 난분해성 유기화합물질을 고농도로 함유하는 화학폐수, 산업폐수 등에 대하여

방사선에 의한 효과적인 전처리공정과 기존 생물학적 처리공정을 결합함으로써

기존 유기화학 폐수처리기술에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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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Livestock Waste Treatment Technology by Radiation

Ⅱ.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PROJECT

- The abuse of pharmaceuticals and antibiotics in the livestock industry

decreases the efficiencies of biological treatment of livestock waste and

wastewater.

- Radiation process has powerful oxidation and disinfection potentials, therefore,

it can enhance the livestock waste composting and wastewater treatment

efficiencies.

- The livestock waste and wastewater are very difficult to be treated by

conventional processes because they contain high concentrations of organics,

nitrogen, phosphorus, suspended solids.

- Livestock waste problems such as wastewater, solid waste, malodour can be

solved using radiation technology and advanced biological treatment

technology.

- Economical benefit can be obtain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New

Environmental Technology" for livestock waste.

- Prevention of river and ocean pollution can be expected by the entirely

effective treatment of livestock waste.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1. Nutrients removal from livestock wastewater using radiation technology

- Development of advanced treatment technologies of ammonia nitrogen and

nitrate nitrogen using radiation

- Development of simultaneous removal technologies of nitrogen and

phosphorous

- Nutrients removal from livestock wastewater by combination of radiation

and environmental materials

2. Composting of livestock waste using radi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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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infection and quality enhancement of livestock waste compost using

radiation technology

- Reduction of composting period by radiation pretreatment of livestock

waste

3. Development of treatment technologies for organic toxic chemicals in

livestock wastewater by radiation

- Monitoring of toxic organic compounds from livestock wastewater

- Development of pretreatment technologies for organic toxic chemicals in

livestock wastewater

4. Establishment of advanced livestock wastewater treatment process using

radiation fusion technology

- Enhancement of biological treatment efficiencies by radiation pretreatment

for organic toxic chemicals in livestock wastewater

- Optimization of process operation conditions and scale-up test for real

livestock wastewater

Ⅳ. RESULTS OF PROJECT

1. Nutrients removal from livestock wastewater using radiation technology

∙ Livestock wastewater treatment by combination of zeolite adsorption and

radiation oxidation

∙ Organic compound, ammonium ammonia and phosphate phosphorus removal

by combination of struvite crystallization and radiation

∙ Simultaneous anaerobic digestion and nitrification/denitrification using

cationic exchange membrane

∙ Simultaneous removal of organic compounds and nitrogen from wastewater

through cationic/anionic exchange membrane and bioelectrochemical process

2. Composting of livestock waste using radiation technology

∙ Disinfection of pathogens from livestock waste by radiation

∙ Enhanced composting process of livestock waste by radiation pretreatment

∙Monitoring and control of antibiotic resistant microbes using radiation

∙ Reduction of composting period by radiation pretreatment of livestock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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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velopment of treatment technologies for organic toxic chemicals in

livestock wastewater by radiation

∙ Monitoring of distribution of pharmaceuticals, personal care products (PPCPs)

from livestock wastewater treatment plant influents and effluents

∙ Survey of status of PPCPs removals from conventional livestock wastewater

treatment plants

∙ Treatment of toxic organic compounds in livestock wastewater by radiation

∙ Enhancement of biological treatment efficiencies by radiation pretreatment for

organic toxic chemicals in livestock wastewater

4. Establishment of advanced livestock wastewater treatment process using

radiation fusion technology

∙ Simplification of livestock wastewater treatment process from 9 steps of

conventional process to 5 steps of newly developed radiation fusion process

using radiation technology and advanced biological process and chemical

coagulation

∙ Optimization of process operation conditions and scale-up test (0.1 m3/d) for

6 months using real livestock wastewater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ransfer of developed technology to the enterprise and joint-research

∙Solving of livestock waste problems (wastewater, solid waste, malodour)

using radiation technology and advanced biological treatment technology

∙Economical benefit through the development of "New Environmental

Technology" for livestock waste

∙Prevention of river and ocean pollution through entirely effective treatment of

livestock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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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기술 측면

인구 증가 도시 집 화 상으로 인해 자원 에 지 소비는 증하 으며,이로 인한

자연의 자정능력을 넘어선 많은 양의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환경의 보 과 회복을

한 환경 리는 우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하는 것이며,발생된 폐기물은

자연의 자정능력 이내의 안정한 물질로 환하고 감량화시켜 자연의 생태계에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육류 소비량의 증가로 가축사육두수가 격하게 증가 하고 있으며,특히 돼지와 소

의 경우 량사육시설에 의한 가축의 집단사육으로 환경오염이 지속 으로 발생되어지고 있

다.국내 축산업은 국민의 식생활 양상이 육류 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1970년 이후 양 ,

질 인 면에서 속한 증가추세를 보 으며,1990년 에 들어서면서 개별농가의 문화, 규

모화가 진행되어 각각의 개별농가가 다량의 유기성 오염물 취 주체가 되고 있다.국내 사육

농가는 2003년말 기 으로 41만 농가에서 소,돼지 등이 1억2천만두가 사육되고 있으며,축산

의 업화 기업화로 인해 사육농가는 격히 고 있으나,돼지는 1994년에 비하여 2004

년 기 으로 1.9배인 1,106만두 가량을 사육하고 있으며,소․말 165만두,이로 인한 축산폐수

는 하루 169천톤,1년 발생량으로 환산하면 6,168.5만 톤에 이른다.

축산폐수는 고농도의 유기성 폐수로 발생원과 수거방법에 따라 성상이 크게 달라진다.이

러한 폐수는 다량의 질소와 인을 포함하고 있고, 은 양의 폐수가 하천이나 호수 등에 유입

시 하천의 수질악화와 호소의 부 양화가 일어나며 병원성 미생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그

피해는 매우 크다(Gerrishetal.1975;Christian1999).특히,암모니아성 질소와 같은 양염

류의 제거에는 그 처리효율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사회 반 으로 축산폐수의 효

율 처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축 량사육 집사육 등에 따른 질병 방을 해 소독제,항생제 과다사용과 이로 인

해 축산폐기물의 발효·분해에 작용하는 미생물 활성도를 하시키고 축산폐수의 생물학 처

리효율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방사선의 강력한 산화력을 이용한 고도처리기술은 이들 난분해성이며 미생물에 독성을 지

니는 유해물질을 무독화시킴으로써 후속되는 물리화학 생물학 폐수처리공정,퇴비화

공정 효율을 향상시키고,반응시간 한 단축시킬 수 있는 이 을 가지고 있으므로,이를 이

용한 축산폐기물의 청정처리를 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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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제․산업 측면

발생원별,발생시기별로 축산폐수의 성상이 다양하게 배출되고 련 제도들의 미비 등의

이유로 아직 확실한 처리기법은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축산단지가 형화되고 축산폐수

폐기물의 배출량이 증하고 질소(T-N) 인(T-P)성분과 같은 양염류들의 배출기

강화 등 련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술개발의 시 성이 두되고 있다.

3.사회․문화 측면

2004년 제정된 악취방지법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토양 등의 환경오염에 한 처리비용

의 상승하고 있으며,2012년부터 런던 약에 의해 축산분뇨 축산폐수처리장 등에서 발생

되는 슬러지의 해양투기가 면 지됨에 따라 이들의 육상에서의 체 처리기술 개발이 시

해졌다.특히,다량의 재활용이 불가능한 화학슬러지를 발생시키는 화학 처리공정의 체

기술 개발이 시 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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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1 .국외 축산폐기물 처리 기술개발 황

1.선진국의 축산폐기물 처리 련 기술개발 황

축산폐기물은 부분의 유럽국가나 미국 등의 선진국이 정상처리보다는 “자원”으로 간주하

여 자연상태에서 부숙시켜 질소,인 에 지를 회수하는데 을 두고 있다.해외 선진국의

경우,1950년 에 이미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 질소,인 제거 방법이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그 이후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계속 인 연구가 진행되어 복합 인 방식의 질소제거 공정이

발 되어 왔으나, 재 축산폐수의 처리방법은 획기 인 기술 개발이 부족한 상황으로 기술발

이 답보 상태이다.

좁은 면 에서 많은 가축을 사육하는 일본은 축산폐기물처리기술의 고도화를 해서 노력

하고 있으며,가축분뇨를 폐기물로 볼 것이 아니라 유효하게 재활용하는 연구가 진행 이다.

세계 으로 미생물 고정화 담체를 활용한 축산폐수 등에서의 유기물 질소․인 제거를

한 생물학 처리공정 개발이 활발하다.고분자계 담체, 토성 물의 세라믹계,활성탄계

단계의 미생물 고정화 담체 등이 개발되고 있으며,최근에는 고분자계와 토성 물,활성탄

계의 히 결합된 담체가 개발되고 있다.최근에는 생물막 여과공법(MBR)을 이용한 축산폐

수 처리기술들이 유럽지역에서 개발되어 용이 확 되고 있다.

세계의 축산폐수 처리 기술 동향을 분석해 보면,미국이 세계의 55%를 차지하여 축산폐수

처리에 한 연구 비 이 매우 높으며,캐나다, 랑스,이스라엘 순으로 연구개발이 진행 이

다.

2.선진국에서의 방사선을 이용한 환경정화 기술개발 황

생물학 처리가 주요 공정인 폐수처리 경우,생물학 처리 에 자빔을 이용한 산화처

리시 유기물질의 농도가 감소하고,생물분해가 어려운 난분해성 물질이 산화되어 분해가능한

물질로 환되어지며, 은 조사량(0.4kGy)으로도 유해성분인 합성세제,유기성황화물,염색폐

수가 분해되며 살균효과가 커서 일본,미국,오스트리아 등의 선진국 뿐 만 아니라 러시아,

라질 등에서 각종 산업폐수,하수처리,정수처리 슬러지처리 분야에 많은 활발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재 방사선을 이용한 폐수처리에 한 련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

아,오스트리아,미국 등이다.

외국의 경우 자빔에 의한 수처리 연구는 선진국을 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자국의 환경

에 직 문제시되고 있는 지하수 토양복원,슬러지 처리 등에 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며,

축산폐수 등과 련된 산업폐수에 한 실용 근 사례는 많지 않다.

1970년부터 미국에서는 슬러지처리에 실 랜트를 용하여 처리효율을 극 화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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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amiVirginiaKey에 치한 ElectronBeam ResearchFacility폐수처리 랜트는 1981년 운

을 시작으로 유해성 폐수 폐기물 처리를 수행하 다.

일본의 슬러지 처리에 한 연구는 생상의 문제 을 고려하여 탈수된 슬러지에 3～5kGy

의 자빔을 조사하여 슬러지내 서식하는 각종 병원균과 미생물을 살균함으로써 폐기물 재활

용 분야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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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국내 축산폐기물 처리 기술개발 황

1.국내의 축산폐기물 처리 련 기술개발 황

국내 축산폐수 처리의 경우 축산폐수 특성상 고액분리가 어렵고,난분해성 유기물을 포함한

고농도의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으며,질소 인 등의 양염류 한 고농도로 존재하기 때문

에 엄격한 방류수질기 을 안정 으로 만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축산폐수공공처리시

설 특정지역의 허가 상 농가에 질소 인 방류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장 농지환원

을 근간으로 한 수동 인 처리 안을 제시하고 있는 수 이다.최근 들어 축산단지가 형화되

고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여러 국내 연구진에 의하여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다양

한 성상의 축산폐수의 특성 제도의 미비 등의 이유로 아직 확실한 처리기법은 정립되지 못

한 실정이다.

국내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에 설치 운 인 고도처리 단 구성은 응집/탈수,오존

산화,펜톤산화,활성탄흡착,모래여과 막분리 공정 등이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물리․화

학 단 공정들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여러 개의 처리공정이 설치․운 됨에 따라 유

지 리의 어려움,처리공정의 상호연계성 결여 처리비용 증가 는 일부 단 공정 방치 등

의 비효율 이고 비경제 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폐수처리 비용이 세한 축산 농가에는 큰

부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단 방류,투기 등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축산폐수처리 연구는 주로 생물학 처리방법 질소,인 등의 양염류 제거 한

SBR,간헐포기공정,A/O공정,A2O공정 등의 활성슬러지 변법이 주되며,그 외 고농도 유기

물질 제거를 한 기성 처리공정,화학 응집 해-응집공정,펜턴산화,오존산화 등의

고도산화처리,암모니아 탈기 공정,고형물 분리를 한 막분리 공정 등 생물․물리․화학 인

단 공정기술 개발이 이루어졌다.선진외국에서 기개발된 질소․인 양염류 고효율 처리를

한 생물막법 주요 고도처리기법들이 국내에 도입되어 용되고 있다.

최근의 국내 축산폐수 처리방법을 살펴보면 호기성 소화,응집,오존,여과공정을 조합한

“액상부식법”,바실러스균을 우 화시킨 생물학 처리조와 응집침 공정을 연계한 “B3공정”,

토양미생물을 배양하여 첨가한 생물학 처리와 산화를 용한 “자연정화법”,바이오세라

믹 SBR과 역삼투 여과를 조합한 “BCS-VSEP공정”등이 용되고 있다.

한,carbonsource로 분뇨를 이용하는 NAP공정과 처리 시설,망상형 회 미생물

조,생물 반응조,침 조,약품반응 응집형성조로 구성된 RABC 공정,역삼투압 공정을

이용하여 안정 인 수질확보 경계성을 확보한 연구보고가 있다.이 외에 다단계 기성 공

정을 이용한 축산폐수로부터의 수소생성에 한 연구, 양염류의 처리 능력을 극 화시킨 고

도 하․폐수 처리형 MembraneBio-Reactor기술,활성미생물을 내부에 포함한 유동상 담체를

이용한 공정,ImmersedMembraneActivatedSludge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 이다.

장에서는 이들을 결합한 복합공정이 부분이나,실제 장에서 안정 으로 운 되고

있는 시스템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2002년 재,우리나라 축산폐수 폐기물 처리기술은 선진국의 60% 수 (국립환경연구원

조사자료)이나,축산폐수 폐기물의 물리․화학․생물학 성상차이 주변 환경 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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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기술개발이 시 하다.

2.국내 방사선 이용 환경정화 기술개발 황

국내,방사선에 의한 폐수처리 연구는 1993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난분해성 물질의 처리에 한 연구”를 시작으로 다방면의 환경분야 응용연구가 시작되었다.

삼성 공업(주)에서 1994년 국내 최 로 산업용 자빔 조사설비 개발에 성공하 고,TCE,

PCE의 유기염소계 물질을 상으로 한 자빔을 이용한 난분해성 폐수처리 기술개발 연구

가 수행되었다.환경과 련한 연구분야로서 매립지 침출수 처리,방사선 살균,배연가스 동

시 탈황/탈질 처리,제지폐수처리,염색폐수처리 등에 용용 연구되고 있다.

재 국내의 학 국공립연구소를 심으로 자빔에 의한 슬러지처리,토양정화,조

류제거,하수방류수내 장균 살균 등의 환경응용에 한 기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자

빔의 환경이용 분야가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일부 학에서 유기성 폐기물을 상으로 자선 조사처리 연구를 수행하 으나 기 연

구 단계 수 으로 실용화 상용화를 한 구체 이고 체계 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의 독자 인 방사선 원천 환경보 기술 확보 황

-1997년부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으로 련 연구 수행

-10여건의 특허등록 출원, 련 핵심기술과 기본인 라 구축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슬러지 탈수능 향상,슬러지내 병원성 미생물 살균에 한 실

험실 규모의 연구를 수행

-퇴비화 등의 후속공정에 한 실험실 규모의 연구 수행

-방사선 이용 환경보 기반연구를 토 로 정부(과기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원

으로 구염색공단에 10,000톤/일 규모 폐수처리 랜트 건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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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상태의 취약성

○ 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 처리기술 련 국내‧외 기술수 비교분석

기 술 명
선진국 비

기술수

■ 방사선융합 축산폐수 처리기술개발

-방사선융합 양염류 처리 회수기술

-방사선융합 고농도 유기물 처리기술

-방사선융합 독성유기물질 무기화 기술

- 로세스 통합 최 화 기술

-방사선융합 축산폐수 처리시스템

20

70

40

30

20

■ 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 자원화 기술개발

-방사선융합 유기고형물 멸균기술

-방사선융합 부숙향상 기술

-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 액비화기술

-방사선융합 bio-gas생산기술

-축산폐기물 고 퇴비화 기술

60

20

10

20

10

4.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 처리기술의 장 용 실용화 가능성

○ 최근 국내의 다양한 자빔가속기를 이용한 폐수처리 폐기물 자원화 연구 경험을 바탕

으로 본 분야에서 비교 우 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악됨.

○ 방사선 조사에 의한 미생물 제재 개발,슬러지 퇴비화,슬러지내 미생물 살균,하․폐수

유기독성 감 등 련 연구 기반 보유

○ 자빔가속기를 이용한 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 처리기술은 선진 외국의 경우도 재 연구

가 진행 에 있어 기술도입단계에 있고 발생되는 폐수의 특성에 따라 운 조건이 상이하

여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축산폐기물 난분해성 성분의 다량 함유로 인한 생물학 처리효율의 감소 문제(항생제,

소독제 등)를 해결하기 하여 방사선 융합기술이 훌륭한 안이 될 수 있음.

○ 방사선 이용 유기성 폐기물 퇴비화 산업은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원재활용의 효과를 기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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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존 축산폐수처리공정과 방사선융합 축산폐수처리공정의 비교

기존 공정 방사선융합 공정

공정의

구성

▪ 기/호기성 소화,응집,오존산화,

여과공정 등을 조합한 다단계 처

리공정

▪액상부식법 등의 간단한 생물학

처리 이후 하수처리장으로의 연계

처리

▪방사선 처리 고효율 생물학

처리를 주요 공정으로한 컴팩트

한 공정구성

공정의

특징

▪각 단계별로 오염물질별(유기물질,

N,P등)처리

▪방사선 처리를 통한 생분해효율

향상으로 후단 생물학 처리 단계

에서 유기물질,N,P의 효과 처

리 가능

▪항생제,내분비계장애물질,소독제

성분 등의 다량 살포 사용시 방사

선 처리를 통한 무독화,생분해성

향상으로 후단 생물학 처리공정

의 원활한 운 지원

공정의

문제

▪방류수 수질기 을 맞추기가 쉽지

않음

▪항생제,내분비계장애물질,소독제

성분 등의 다량 살포 사용시 기존

생물학 처리공정에서의 효율 감

소 불가피

▪생물학 처리,물리화학 처리과정

다량의 슬러지 발생

▪ 기 투자비가 상 으로 높아

공공처리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의

규모 시설에 용시 성공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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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1 .감마선 조사와 제올라이트 이온교환에 의한 축산폐수의 처

리

1.개 요

암모니아성 질소를 제거하는 공정은 생물학 처리법,염소처리법,탈기법,이온 교환법 등

이 있다(정 등 1991).생물학 처리는 처리시간이 길고 온도 향으로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분해하기가 힘들다.탈기법은 동 기에는 이용하기 힘들고 유지비용이 높다.염소처리는

chlorite나 chlorate같은 독성물질 발생의 우려가 있고,약품 투입비용이 많다.하지만,이온 교

환법은 연속재생 사용이 가능하고 폐수 처리시 안 하며 경제 이고 이 에서 천연 제올라이

트를 이용한 암모니아 질소 제거에 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졌다(이 1997).

제올라이트는 신생 3기의 화산재가 속성작용에 의해 생성된 다공질 결정체 물로서,표

면 이 매우 크고 균일성과 분자형성 선택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공구조가 매우 발달되어서 암

모니아와 속과 같은 양이온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다(Colella1996;Bremneret

al.1995;Kalló2001).표 1-1은 제올라이트의 종류와 그 특성을 나타내었다(남 등 1997).

제올라이트의 화학식은 다음과 같다

MxDy[Alx+2ySin-(x+2y)O2n]mH2O

(M :Li,Na,K등의 1가 양이온,D:Mg,Ca,Sr,Ba등의 2가 양이온 )

M과 D는 이온교환을 할 수 있는 속으로서 이환교환반응으로 양이온과 쉽게 치환을 할

수 있다(안 등 1997).여러 종류의 제올라이트 에 Clinoptilolite는 m과 n의 값은 36,20이고

M과 D는 Na,K,Ca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천연 양이온 교환수지로서 이온교환용량과 물리화

학 성질이 뛰어나 천연 이온체 특성으로 암모니아성 질소에 한 선택도가 매우 높아 제거

효율이 크고 다른 종류의 제올라이트보다 물리 강도가 크다(송 1997;Nohetal.1989).

한편,최근 감마선을 이용하여 폐수처리에 용하는 산화처리법이 두되고 있으며 이 감

마선은 방사선의 하나로서 고에 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고에 지 방출에 의해 수용액내

물을 반응성이 큰 라디칼로 형성시키며 발생된 라디칼은 유기물과의 산화반응에 의해 오염물

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 등 1997).

Pospíšil과 Múka에 연구에 의하면 제올라이트와 감마선 조사를 이용함으로써 PCBs의 염소

제거와 폐수 내에 있는 납 제거 등에 효율이 뛰어난 것으로 보고하 다(Pospíšiletal.2006;

Múkaetal.2000).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제올라이트 감마선을 이용하여 축산폐수에

용하 을 때 폐수내 암모니아성 질소 유기물처리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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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천연제올라이트 성상

Zeolite
Si/Al

ratioRange

pH

Stability

Limit

Original

Cation
IonExchangeSelectivity

Analcime 1.8～ 2.8 ～ 5 Na complicatedbyonsieving

Chabazite 1.4～ 2.8 ～ 4 Ca,K
Ti>Cs>K>Ag>Rb>NH4

+
>

Pb>Na=Ba>Sr>Ca>Li

Clinoptilolite 2.7～ 5.2 <2 Ca,Na,K
Cs>K>Sr=Ba>Ca>Na>Li>

Pb>Ag>Cd～Zn>Cu>Co

Erionite 3～ 4 ～ 3 Na,K Cs>Sr>K>Na

Ferrierite 3.2～ 6.2 <2 K,Mg Mg>K≫Ca

Mordenite 4.4～ 5.5 <2 Ca,Na
Cs>K>NH4

+
>Na>Ba>Li>

Na>Mn>Cu>CO～Zn>Ni

Phillipsite 1.3～ 3.4 ～ 4 Ca,K,Na Ba>Rb～Cs～K>Na≫Ni

2.실험방법 재료

가.실험재료 장치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시료는 충남 공주시에 치한 G축산폐수처리장의 고액분리, 기소화

공정을 거친 폐수를 채취하 으며 성상변화를 최소화하기 해 채취 후 4℃ 냉장 보 하 다.

한 본 실험에 사용한 제올라이트는 국내에서 시 되고 있는 H사의 천연제올라이트를 이용하

으며 입경은 Small,Medium,Largetype각각에 해 0.1mm,0.5mm,1～3mm의 평균입

경을 갖고 있다.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설치된 감마선 조사장치(MDSNordion,Canada)로 60Co

선원을 이용하 다.감마선 조사장치의 형식과 유형은 습식과 PencilType로써 차폐제로 물을

사용한다.상온,공기 에서 실험 상에 따라 흡수선량으로 0,1,10,20,50kGy의 감마선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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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실험방법

본 실험에서는 축산폐수를 상으로 하여 제올라이트와 감마선 용에 따른 암모니아성 질

소 유기물 변화에 해 확인하 다.제올라이트 투입 변화에 따른 축산폐수의 처리특성을

알아보고자 먼 ,축산폐수 시료 200mL를 채취하여 250mL 유리 재질의 샘 병에 담아

Medium size의 제올라이트를 각각 1,5,10g씩 투입하고 진탕기에 1시간 정도 교반한 후 감

마선을 20kGy선량으로 조사하 다. 한 감마선 선량 변화에 따른 축산폐수의 처리특성을

알아보고자 채취한 시료에 제올라이트 5g투입한 것과 넣지 않은 것으로 구별하여 각각에

해 감마선 흡수선량 1,10,20,50kGy로 조사하 고,제올라이트 입경 향 실험을 하여

Small(0.1mm),Medium (0.5mm),Large(2mm)type인 제올라이트를 20kGy의 감마선 흡

수선량으로 고정하여 시료에 조사하 다.

다.분석

본 실험에서 수행된 분석은 SCODCr,NH3-N을 분석하여 확인하 고 원자흡 도계를 이

용하 다.분석방법은 StandardMethods(APHA,1998)에 의거하여 수행되었다.분석은 성상변

화에 비하여 실험 후 즉시 이루어졌다.

3.결과 고찰

가.제올라이트 투입량에 따른 SCODCr NH3-N의 변화

그림 1-1은 시료에 Medium size인 제올라이트를 각각 1,5,10g투입하고 20kGy흡수선량

의 감마선을 조사 는 비조사하 을 때 변화되는 SCODCr를 나타낸 그래 이다.먼 ,감마선을

조사하지 않고 오직 제올라이트 투입량에 따른 SCODCr변화 특성을 확인한 결과, 기 시료의

SCODCr농도는 1464mg/L에서 제올라이트의 양을 1,5,10g투입하 을 때 각각 1377,1311,

1257 mg/L로서 제거율이 5.94%,10.45%,14.14%로 나타나 폐수에 한 제올라이트 양이 증가할

수록 SCODCr처리효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1,5,10g제올라이트 각각에 해

제올라이트 단 질량당 SCODCr제거량은 각각 17.4,6.12,4.1SCODCr(mg)/Zeolite(g)으로 나

타나 제올라이트 1g을 투입하 을 때 단 질량당 SCODCr제거에 가장 효율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1,5,10g의 제올라이트를 시료에 투입한 후 20kGy의 고정된 흡수선량의 감마선을 조

사한 경우,제올라이트만 투입하고 감마선을 조사하지 않았을 때의 SCODCr의 기 농도 1464

mg/L에서 1398mg/L로 감소하 고,투입량 각각에 해 1362,1254,1242mg/L의 농도를 나타

내어 그 제거율이 6.97%,14.34%,15.16%로 나타났다.이 때 1,5,10g제올라이트 각각에 해

단 질량당 SCODCr제거량은 각각 20.4,8.4,4.4SCODCr(mg)/Zeolite(g)으로 나타나 감마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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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실시한 경우도 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1g을 투입하 을 때 단 질량당 SCODCr제거에

가장 효율 으로 나타났다. 의 결과로부터,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제올라이트의 SCODCr제거

효율은 다소 상승하나,그다지 큰 효과는 거둘 수 없었다.

그림 1-2는 Medium size인 제올라이트와 감마선 조사/비조사에 따른 NH3-N의 변화에 해

나타낸 것이다. 실험과 마찬가지로 먼 제올라이트의 투입량 1,5,10g을 시료에 넣고 감마

선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의 실험에서 NH3-N은 기 농도 652mg/L에서 각각의 투입량에 해

576,560,468mg/L로 나타나 11.66%,14.11%,28.22%의 제거율을 나타내었다.제올라이트 단

질량당 NH3-N의 이온교환특성을 환산하면 1,5,10g각각에 해 15.2,3.7,3.7NH3-N(mg)/

Zeolite(g)로 나타나 1g의 투입량이 가장 효율 인 NH3-N제거특성을 나타내었다.

Rhoetal.(1990)와 김 등 (2001)은 제올라이트에 해 각각 7.116와 6～10NH3-N(mg)/

Zeolite(g)으로 보고한 바 있어 그림 1-2와 비교했을 때,1g을 투입한 제올라이트의 단 질량당

NH3-N효율이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료에 제올라이트 1,5,10g을 투입하고 이에 20kGy흡수선량의 감마선을 조사한 경우 제

올라이트만 투입하고 감마선을 조사하지 않았을 때의 기 NH3-N의 농도 652mg/L에서 556

mg/L로 감소하 고, 각각의 투입량에 해 480,488,396mg/L로 나타나 26.38%,25.15%,

39.26%의 제거율을 얻었다.제올라이트 단 질량당 NH3-N제거특성을 보면,각각의 투입량에

해 34.4,6.6,5.1NH3-N(mg)/Zeolite(g)로 나타나 1g의 투입량이 가장 효율 인 NH3-N제거

특성을 나타내었다.

와 같은 결과로부터,제올라이트는 그 투입량에 따라 SCODCr NH3-N제거효율이 향상되

며 이러한 시료에 일정 흡수선량의 감마선을 조사하면 그 제거효율이 보다 더 상승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특히,20kGy흡수선량의 감마선을 제올라이트 처리 후의 폐수에 조사한 본 실

험의 경우 제올라이트 1g질량 당 NH3-N는 약 2.3배의 처리효율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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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제올라이트 주입량에 따른 SCODcr제거율 제올라이트 단 량당 SCODcr

제거율 변화,(●:SCODCrremovalefficiencyat0kGy,○:SCODCrremovalefficiencyat20

kGy,▲:SCODCr(mg)/Zeolite(g)at0kGy,△:SCODCr(mg)/Zeolite(g)at20kGy).

Zeolite dose (g)

0 1 5 10

N
H

3
-N

 r
e
m

o
v
a

l 
e

ff
ic

ie
n

c
y
 (

%
)

0

10

20

30

40

50
N

H
3
-N

 (
m

g
) 

/ 
Z

e
o

li
te

 (
g

)

0

10

20

30

40

그림 1-2.제올라이트 주입량에 따른 NH3-N제거율 제올라이트 단 량당 NH3-N제거율

변화,(●:NH3-Nremovalefficiencyat0kGy,○:NH3-Nremovalefficiencyat20kGy,▲:

NH3-N(mg)/Zeolite(g)at0kGy,△:NH3-N(mg)/Zeolite(g)at20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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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감마선 흡수선량에 따른 SCODCr NH3-N의 변화

그림 1-3은 Mediumsize의 제올라이트와 0～50kGy흡수선량의 감마선을 이용하여 축산폐수

에 용한 결과 나타난 SCODCr변화를 도시화한 것이다.제올라이트를 폐수에 투입하지 않고 감

마선만을 시료에 조사한 경우 1,10,20,50kGy각각의 흡수선량에 해 SCODCr의 제거율은 각

각 0.20%,2.66%,4.51%,5.53%로 나타나 폐수에 한 감마선 흡수선량이 증가할수록 그 제거율

한 증가하 으나,감마선 단독처리에 의해서는 유기물 분해가 효과 이지 못하 다.

한편,먼 시료에 제올라이트 5g을 투입하고 약 1시간 정도 충분히 교반한 후 감마선을 각

각 0,1,10,20,50kGy흡수선량으로 조사한 경우 SCODCr의 제거율은 10.45%,11.68%,12.09%,

14.34%,14.75%로 나타났으며,이로부터 제올라이트 단 질량당 SCODCr제거량은 6.1,6.8,7.1,

8.4,8.6SCODCr(mg)/Zeolite(g)로 나타났다.

그림 1-4는 동일한 실험 조건하에서 나타난 NH3-N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서,폐수에 제올라

이트를 투입하지 않고 감마선 흡수선량을 0～50kGy로 변화시키며 시료에 직 조사하 을 때

경우,그 NH3-N제거율이 6.75%,7.36%,14.72%,20.25%로 나타났다.반면,제올라이트 5g을

투입한 폐수에 0,1,10,20,50kGy의 감마선을 조사를 하 을 경우는 NH3-N의 제거율이

14.11%,20.25%,25.15%,25.15%,32.52%로 향상되었고 Zeolite단 질량당 NH3-N의 제거량은

3.7,5.3,6.6,6.6,8.5NH3-N(mg)/Zeolite(g)로 나타났다.

따라서,감마선은 제올라이트와 병행시 폐수의 NH3-N제거효율을 향상시키며 감마선 흡수선

량이 증가할수록 더욱 그 제거효율이 향상되었고 Zeolite단 질량당 처리된 NH3-N 한 증가

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은 제올라이트의 이온교환특성(Semmenetal.1988)과 감마선 조사가 제올라이트

표면에서 OHradical생성을 진시키는 역할에 기인하여(Sanoetal.2007)NH3-N의 제거에 매

우 효과 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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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ma-ray dose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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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감마선조사선량에 따른 SCODcr제거율 제올라이트 단 량당 SCODcr제거율

변화,(●:SCODCrremovalefficiencyatgamma-rayonly,○:SCODCrremovalefficiencyat

zeolite5gandgamma-ray,▲:SCODCr(mg)/Zeolite(g)atgamma-rayonly,△:

SCODCr(mg)/Zeolite(g)atzeolite5gandgamma-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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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감마선조사선량에 따른 NH3-N제거율 제올라이트 단 량당 NH3-N제거율

변화,(●:NH3-Nremovalefficiencyatgamma-rayonly,○:NH3-Nremovalefficiencyat

zeolite5gandgamma-ray,▲:NH3-N(mg)/Zeolite(g)atgamma-rayonly,△:

NH3-N(mg)/Zeolite(g)atzeolite5gandgamma-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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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올라이트 입경별 SCODCr NH3-N의 변화

그림 1-5는 평균입경이 다른 세 가지 제올라이트를 폐수에 용하여 20kGy의 흡수선량으로

감마선 비조사/조사 하 을 때 입자 크기에 따른 폐수내 SCODCr를 확인한 결과로서,입경이 0.1,

0.5,2mm로 커질수록 SCODCr처리효율은 14.55%,10.45%,5.12%로 감소하 고 감마선 흡수선

량 20kGy조사시 15.78%,14.34%,10.45%로 SCODCr처리효율은 증가하나,입경이 커질수록

SCODCr처리효율은 감소하 다.이 때의 제올라이트 단 질량당 SCODCr제거량은 8.5,6.1,3

SCODCr(mg)/Zeolite(g)이었던 것이 감마선 조사로 인하여 9.2,8.4,6.1 SCODCr(mg)/

Zeolite(g)로 증가하 다.따라서,제올라이트 입경이 작을수록 유기물 처리효율이 양호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6은 3가지 다른 입경의 제올라이트에 한 NH3-N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서,NH3-N

제거효율은 입경이 0.1,0.5,2mm로 커질수록 13.50%,14.11%,16.56%로 나타났으며 감마선을

조사하 을 때 NH3-N제거효율이 22.70%,25.15%,18.4%로 나타났다.이에 따른 제올라이트 단

질량당 NH3-N제거량은 3.5,3.7,4.3NH3-N(mg)/Zeolite(g)로 나타났고 감마선 조사를 한

경우 제올라이트 단 질량당 NH3-N제거량은 5.9,6.6,4.8NH3-N(mg)/Zeolite(g)로 나타났다.

Moon에 따르면 제올라이트의 입경크기가 작을수록 면 의 증가로 인해 암모니아 이온

확산속도가 빨라 제올라이트 단 질량당 NH3-N제거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 으나(Moonet

al.1999),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입경의 제올라이트를 비교하 을 때 제올라이트 단 질량당

NH3-N제거량에 미치는 향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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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제올라이트 입경에 따른 SCODcr제거율 제올라이트 단 량당 SCODcr제거율

변화,(●:SCODCrremovalefficiencyat0kGy,○:SCODCrremovalefficiencyat20kGy,

▲:SCODCr(mg)/Zeolite(g)at0kGy,△:SCODCr(mg)/Zeolite(g)at20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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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제올라이트 입경에 따른 NH3-N제거율 제올라이트 단 량당 NH3-N제거율

변화,(●:NH3-Nremovalefficiencyat0kGy,○:NH3-Nremovalefficiencyat20kGy,▲:

NH3-N(mg)/Zeolite(g)at0kGy,△:NH3-N(mg)/Zeolite(g)at20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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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 론

수처리용 이온 교환법에 많이 사용되는 천연 제올라이트는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를 해

자주 이용되어져 왔으며 감마선은 OH radical의 화학작용을 이용하여 유기물 분해에 용되어

져 왔다.이러한 장 들을 이용하여 고농도의 유기물과 암모니아성 질소를 갖는 축산폐수에

용하여 보았다.

제올라이트의 양이 증가할수록 SCODCr,NH3-N 제거율과 Zeolite단 질량당 SCODCr,

NH3-N제거효율이 증가하 고 제올라이트 1g투입하 을 때 제올라이트 5g,10g을 투입하

을 때 보다 Zeolite단 질량당 SCODCr,NH3-N제거량이 가장 효과 으로 나타났다.

제올라이트를 투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제올라이트 5g을 투입했을 때 0,1,10,20,50kGy감

마선 흡수선량으로 조사시 SCODCr제거효율과 Zeolite단 질량당 SCODCr제거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각각의 0.1,0.5,2mm 입경의 제올라이트 실험을 통하여 SCODCr,NH3-N제거효율과 Zeolite

질량당 SCODCr,NH3-N제거량을 비교했을 때 입경이 0.1mm 인 제올라이트가 다른 입경의 제

올라이트보다 SCODCr제거효율은 좋아졌으나,NH3-N제거효율은 제올라이트 입경에 따른 향

이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고농도의 축산폐수에 해 제올라이트와 감마선 처리의 결합공정은 유기

물 암모니아성 질소의 제거에 있어서 효율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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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방사선 처리에 의한 축산폐수의 struvite결정화효율

향상

1.개 요

일반 으로 축산폐수는 고농도 유기물질 부유물질(suspendedsolids),암모니아성 질소,

인산염 인 등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은 양의 폐수가 하천이나 호수 등에 유입시 하천의

수질악화와 호소의 부 양화가 일어나며 병원성 미생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그 피해는 매

우 크다.이런 축산폐수는 우리나라 체 오․폐수 발생량의 0.6%에 불과하나 오염물질 발생

부하는 25.8%나 차지하는 등 난분해성 폐수로 알려져 그 처리가 매우 쉽지 않다.

일반 으로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발생농가의 규모에 따라 자가처리 혹은 수거를 통한 공공

처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소규모 농가에서는 액비화 주의 자가처리에 부분 의존함으

로써 제 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공공처리시설에서의 폐수처리장에서는 액상부식

법이나 활성슬러지의 변법들에 의하여 주로 처리되고 있으며,오존산화,펜톤산화 등과 같은

고도산화처리 공법들과의 결합공정들로 이루어지고 있으나,원활한 처리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가축 사육으로 발생하는 축산폐수의 원활한 처리를 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

이 있다.고농도로 존재하는 COD성분과 높은 함량의 NH4
+가 그 표 인 문제라고 할 수 있

는데,특히 고농도의 NH4
+
는 재 부분의 처리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생물학 반응조 내에

서 생물체에게 독성으로 작용하고 있어 일정농도 이하로 미리 낮춰주지 않으면 NH4
+
의 향으

로 생물 반응조의 처리 효율이 하된다.이처럼 NH4
+
의 기 농도를 낮추기 한 방법으로

재 다양한 연구가 진행 에 있다.기존의 폐수 처리 방법은 내부에 존재하는 암모니아성 질

소를 주로 생물학 질산화/탈질과정을 거쳐 처리하고,인산염 인은 주로 화학응집 공정에 의

존하여 처리함으로써 그 공정이 매우 복잡하고 처리효율도 그다지 높지 못하 다.그러나

struvite(스트러바이트)결정화 방법은 이러한 암모니아성 질소와 인산염 인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공정으로서 축산폐수 뿐만 아니라 암모니아성 질소 혹은 인산염 인을 고농도로 함유

하고 있는 산업폐수나 매립지 침출수,하수 등에 해서도 효과 인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본 연구에서는 struvite합성법을 이용하여 경제 이면서도 간단한 방법으로 NH4
+

의 효율 인 제거법을 연구하 다.

Struvite결정화 방법은 암모니아성 질소(NH4
+
-N)와 인산염 인(PO4

3-
-P)을 동시에 함유

하고 있는 폐수의 경우,마그네슘을 함유하는 화학물질을 주입하여 주어 최 pH(9-10)으로

조 하여 주면 이들이 각각 1:1:1의 mol비로 반응하여 최종 으로 MgNH4PO4의 형태로 침

물이 형성됨으로써 폐수로부터 오염물질이 제거되는 기작을 가지고 있다.화학반응 후 응집과

침 ,압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백색의 struvite결정은 식물의 3 양소인 질소(N)와 인

(P)을 함유하고 있으며,생성 후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분해되어 출된다.일반 화학비료

의 경우 효과가 즉시 나타나 과량이 투여될 경우,주변 호소나 하천,그리고 지하수원 등의 오

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struvite결정은 합성된 이후에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분해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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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완효성 비료원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재는 일본과 유럽에서 일부 지역에서 상업화

하여 생산과 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향후 유가가 지속 으로 상승한다면 석유자원을 기반

으로 생산되는 화학비료의 가격도 동반 상승하게 된다.화학비료의 원가가 계속 으로 상승하

게 된다면,struvite로 제품화한 비료는 화학비료에 비해 경제 으로도 유리해져 화시키기

가 쉽다.struvite는 환경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 장 이 더욱 부각되고 있고, 시

에서 그 활용 가치가 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방법은 매우 효과 인 처리방법으로 알려져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왔으며,침출수 혹

은 자폐수 등의 처리에도 효과 이다.특히,축산폐수의 경우 고농도의 암모니아성 질소

(NH4
+-N)와 인산염 인(PO4

3--P)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그 처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기존의 struvite결정화방법은 기 폐수 에 암모니아성 질소 인산염 인의 농도

에 맞춰 결정화에 필요한 마그네슘염 시약과 두 성분 부족한 성분의 보충 시약,그리고 최종

으로 결정화반응의 최 pH로 조 을 한 pH 조 시약 등이 투입됨으로써 경제성면에서

다소 불리하고,특히 고농도의 입자상 혹은 용존상 유기물 성분이 고농도로 존재할 경우 이들

이 결정화반응에 일종의 방해작용을 일으켜 처리효율이 감소되거나 필요한 결정화시약을 추가

로 더 넣어주어야 하는 문제 들이 있었다.

한편,최근 방사선을 이용하여 폐수처리에 용하는 산화처리법이 두되고 있으며 이

자선 감마선은 방사선의 하나로서 고에 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고에 지 방출에 의해

수용액내 물을 반응성이 큰 라디칼로 형성시키며 발생된 라디칼은 유기물과의 산화반응에 의

해 오염물질 제거에 효과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수 에 존재하는 NH4
+
와 PO4

3-
를 struvite의 형태로 제거하고자 하

으며,기존의 처리방법에 비해 제거 효율이나 경제 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찾고자 감

마선을 조사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 다.

2.실험방법 재료

가.축산폐수의 struvite결정화 처리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A시 축산폐수처리장의 기소화공정 후단부에서 배출되는 기 pH

약 8.6의 폐수를 이용하 으며,채취한 폐수는 일주일 이내에 4℃ 냉장 보 하여 사용하 다.

실험실 규모에서의 실험효율을 극 화시키기 해 상등수만을 취하고,이후 5～10㎛ 공극의 필

터(PVDF,Millex MA01730,USA)를 이용하여 시료에서 SS(부유상 입자물질,Suspended

Solids)를 미리 제거하 다.

축산폐수 내부에 존재하는 NH4
+
와 PO4

3-
을 이용한 struvite의 합성을 해 MgCl2 (98%

Sigma-Aldrich)를 이용하여 Mg2+를 보충하 고,원활한 반응을 해 폐수에 결핍된 PO4
3-는

H3PO4(85%,Junsei)를 사용하 다.강산성인 H3PO4의 첨가로 반응에 유리한 알칼리 범 를

벗어나는 경우 4.5N의 NaOH(HACH,USA) 4N의 HCl(Aldrich,USA)을 첨가하여 알칼리

조건을 만들었다.pH 측정은 Orion3Star계측기와 8102BNUWPProbe(USA)를 사용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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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4
+
-N과 PO4

3-
-P의 측정을 해 HACH DR/4000U Spectrophotometer(USA)와 HACH

AmmoniaKit(HighRange,USA),그리고 HACHPO4
3-
Kit(Low Range,USA)을 이용하여 측

정하 다.보조 으로 NH4
+
-N의 분석을 해 Orion5Star계측기와 9212HPBNWP(Ammonia

electrode)Probe(USA)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축산폐수 원수와 기소화 2가지 시료에 하여 기 NH4
+-N,PO4

3--P의 농도를 측정하

고, 이를 바탕으로 Jar-tester를 이용하여 MgCl2․6H2O, KH2PO4 시약을 이용하여

NH4
+
:Mg

2+
:PO4

3-
의 mol비를 변화시켜가면서 최 mol비를 찾고자 하 다.이론 struvite결

정화 mol비는 1:1:1이지만 유기물을 포함한 타 성분들을 다량으로 포함하는 폐수의 특성상 최

mol비 결정실험을 거쳤다.이 게 결정화 시약 투입후 NaOH를 이용하여 pH 9로 조 하

고,교반강도 250rpm,교반시간 5분,침 시간 30분 후에 얻어진 상등액에 하여 화학 산소

요구량(chemicaloxygendemand,COD),암모니아성 질소(ammonianitrogen,NH4
+
-N), 인

산염 인(phosphate phosphorus,PO4
3-
-P)등의 농도변화를 조사하 다.이들 분석방법은

APHA의 "Standardmethodsfortheexaminationofwaterandwastewater"에 근거하여 분석

하 다.

Struvite반응에 의한 합성효율 평가방법은 축산폐수 내부에 존재하는 NH4
+
를 이용,struvite

형태로 침 물을 회수하고,반응을 마친 폐수를 이용하여 내부에 존재하는 NH4
+
,PO4

3-
,Mg

2+
와

같은 항목을 원수와 비하여 제거된 양을 측정하고,합성효율로 평가하 다.본 연구에서는 먼

동몰비(Mg2+:NH4
+:PO4

3-=1:1:1)조건에서 pH8부터 10에 이르는 범 까지 pH를 0.25씩 증가

시켜가며 최 의 pH조건을 평가하 다. 한 실폐수를 용하여 합성실험을 하기 때문에 폐수에

존재하는 다양한 성분과의 반응도 고려하 다.이 때문에 Mg
2+
와 PO4

3-
의 몰비가 NH4

+
를 기 으

로 0.9~1.2에 이르는 다양한 몰비의 범 에서 가장 효율 인 합성 효율 조건을 살펴보았다.그리

고 최 의 pH 조건과 몰비 조건에서 반응온도(7～30℃)에 따른 합성효율을 살펴보았으며,반응

온도별 합성효율 평가시험을 해 온도 조 이 가능하고,항온 유지기능이 있는 수욕상의 항온유

지 장치를 이용하여 반응온도에 따른 합성효율을 평가하 다.

한,방사선 조사에 따른 struvite합성효율을 평가하기 해 20kGy선량의 감마선을 이용하

여 미리 축산폐수에 조사하고,struvite를 합성하 다.이상의 모든 반응은 반응 효율의 최 화를

해 류 등(RyuandLee2009)이 제시한 교반 속도 250RPM에서 10분간 교반(반응)하고 30분

간 응집과 침 을 시켰으며,교반기는 크기 15cm 테 론 재질의 임펠러를 이용하여 교반하 고,

교반을 해서 1ℓ 비이커를 반응 용기로 사용되었다.실험에 사용한 모든 시약과 필터 등은

기 DryOven을 이용하여 105℃에서 8시간 이상 완 히 건조를 마친 후 실리카겔이 들어있는 데

시 이터로 옮겨 보 하고,실험에 사용하 다.합성효율 평가와 폐수원수 의 성분 분석을

해 NH4
+-N과 PO4

3--P,NO3-N,T-P,T-N,COD등의 항목 분석은 HACH시리즈용 분석 Kit와

HACH DR/4000U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 다.이들 분석방법은 APHA의 "Standard

methodsfortheexaminationofwaterandwastewater"에 근거하여 분석하 다.Mg
2+
와 같은

속 분석은 ICP-AES(ICPS-7500,Shimadzu)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한 와 같은 성분

분석을 해 미리 0.22㎛ 공극의 SyringeDrivenFilter(PVDF,MillexMA01730,USA)를 이용하

여 시료를 여과하고,그 여액만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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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방사선 처리에 의한 struvite결정화효율 향상

축산폐수 시료는 G시의 축산폐수처리장의 기 고액분리 기소화를 거친 폐수를 채취

하여 사용하 다.감마선 조사는 상온,공기 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설치된 감마선 조사장

치(MDSNordion,Canada)로
60
Co선원을 이용하 다. 한 struvite결정화 시약은 각각 마그

네슘염 시약은 MgCl2․6H2O를 사용하 고,NH4
+
-N가 PO4

3-
-P보다 상 으로 고농도로 존재

하는 축산폐수의 특성상 인산염 보충시약으로 KH2PO4를 사용하 다.이 게 방사선조사와 결

정화를 거친 처리수에 하여 COD,NH4
+-N PO4

3--P의 농도 변화를 찰하여 처리효율 향

상을 살펴보았다.

먼 ,축산폐수에 감마선 조사시 성상변화를 알아보고자 축산폐수 시료 1L를 채취하여 1.5

L유리 재질의 샘 병에 담아 각각 10,20,50,100kGy조건의 흡수선량으로 조사하 다.감

마선 조사가 끝난 처리수에 하여 NH4
+-N,PO4

3--P의 농도를 측정하 고,이를 바탕으로

Jar-tester를 이용하여 MgCl2․6H2O,KH2PO4 시약을 이용하여 NH4
+:Mg2+:PO4

3-의 mol비가

1:1.2:1.2가 되도록 주입하 다.여기서 이론 struvite결정화 mol비는 1:1:1이지만 유기물을

포함한 타 성분들을 다량으로 포함하는 폐수의 특성상 최 mol비 결정실험을 거쳐 의 mol

비로 실험에 사용하 다.

3.결과 고찰

가.축산폐수의 성상 분석

A시 축산폐수처리장의 기소화공정 후단에서 채취한 시료를 사용,효율 인 struvite의 합

성을 해서 먼 폐수의 기본 인 성상을 분석하 다.분석 결과 표 2-1과 표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pH는 8.6으로 알칼리성을 띄고 있었으며,염분 농도의 척도인 기 도도는 4,078

mS를 나타내었다. 속은 Mg2+가 50mg/ℓ로 측정 항목 가장 높은 값을 보 으며,

Fe>Zn>Cu>Cr>Ni순의 농도 값을 나타내었다.TCOD와 TC,TOC는 각각 1,142mg/ℓ,

1,694ml/ℓ,1,465ml/ℓ의 값을 보 으며,TS와 TSS 그리고 TDS의 값은 각각 0.667%,

0.058%,0.609%값으로 분석되어 폐수 에 용존하고 있는 콜로이드 크기의 물질이 부분의

TS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Struvite반응의 주성분인 NH4
+와 PO4

3-,Mg2+의 농도는

각각 766mg/ℓ,24mg/ℓ,50mg/ℓ로 분석되어 NH4
+
에 비해 Mg

2+
와 PO4

3-
의 양이 히

은 것으로 찰되었다.따라서 struvite의 효과 인 합성을 유도하기 해서는 PO4
3-
와 Mg

2+

가 상당량 이상 첨가되어야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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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Conductivity

(mg/ℓ)

TCOD

(mg/ℓ)

TC

(mg/ℓ)

TOC

(mg/ℓ)

TS

(%)

TSS

(%)

TDS

(%)

NH4
+

(mg/ℓ)

PO4
3-

(mg/ℓ)

Mg

(mg/ℓ)

8.6 4,078 1,142 1,694 1,465 0.667 0.058 0.609 766 24 50

표 2-1.실험에 사용된 축산폐수의 화학 성상

Mg(mg/ℓ) Fe Zn Cu Cr Ni

50 8.5 2.3 0.34 0.27 0.26

표 2-2.실험에 사용된 축산폐수내 속 함량

나.Struvite결정화 조건 최 화

1)Struvite합성을 한 pH 조건

pH 환경에 따른 합성 효율 평가를 해 우선 Mg
2+
:NH4

+
:PO4

3-
의 비율을 동몰비 조건인

1:1:1로 맞추고 실온에서 pH 8～10의 범 에서 0.25씩 증가시켜 합성효율을 평가하 다.NH4
+

의 제거효율은 struvite합성의 주목 으로서 pH 환경에 따른 합성효율을 평가하는데 있어 가

장 요한 평가항목이다.실험 결과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pH 9까지는 제거효율이 증

가되다가 9.25를 넘어서면서부터 제거효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pH 9와 9.25에서의

제거효율은 약 88% 다.NH4
+
와는 달리 PO4

3-
와 Mg

2+
는 pH가 증가함에 따라 제거효율도 같

이 동반 상승하 고,Mg2+의 경우 pH 9.25이상에서 투입된 약품보다 더 많은 양이 제거되었

다.

이와 같은 상은 폐수 내부에 존재하는 Mg
2+
가 함께 제거된 것으로 단되어지며,PO4

3-
의

경우에서도 pH 8.75이상에서 투입량보다 과량이 제거된 것을 확인되었다.NH4
+
와 PO4

3-

Mg2+의 제거율,그리고 NaOH 사용에 따른 경제성 등을 종합해 볼 때,pH 9.0～9.25범 에서

가장 이상 인 합성 는 제거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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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기 pH(4.5NNaOH)에 따른 NH4
+
,PO4

3-
(H3PO4),Mg

2+
(MgCl)의 제거효율.

2)NH4
+:PO4

3-:Mg2+몰비에 따른 struvite합성효율

Struvite합성은 앞서 언 한 것과 같이 Mg
2+
:NH4

+
:PO4

3-
의 몰비가 동몰비 수 에서 가장

효율 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실제 struvite결정체도 같은 몰비로 결합되어있다.그러나 실

폐수를 용할 경우,폐수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성분으로 인하여 상할 수 없는 반응이 유도

될 수도 있다.이 때문에 Mg2+와 PO4
3-의 몰비를 NH4

+ 기 으로 0.9～1.2에 이르는 범 에서

각 성분비에 따른 몰비의 합성효율을 평가하 다.

실험 조건은 실온에서 pH 9로 조정하고 실험을 실시하 으며,실험결과 그림 2-2에 나타낸

바와 같이 NH4
+
와 Mg

2+
,PO4

3-
의 제거 효율은 체 으로 Mg

2+
와 PO4

3-
가 동일한 몰비일 때

제거효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Mg2+와 PO4
3-의 동일한 몰비 조건에서 NH4

+보다 Mg2+

와 PO4
3-의 몰비가 높을 때 체 인 제거 효율도 따라 상승하 다.Mg2+:NH4

+:PO4
3-의 몰비가

C조건(1:1:1)일 때(그림 1-2에서 C조건)Mg
2+
95%,NH4

+
86%,PO4

3-
90%의 제거효율을 보

으며,NH4
+
의 제거효율이 가장 좋은 조건은 J조건(1:1.3:1.3)으로 Mg

2+
96%,NH4

+
96%,PO4

3-

92%의 제거율을 보 다.



- 25 -

그림 2-2.NH4
+:PO4

3-:Mg2+비에 따른 제거효율.

3)반응 온도에 따른 struvite합성효율

부분의 화학반응(정반응)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반응속도도 빨라지고 생성물의 양도 증

가(흡열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축산폐수로부터,struvite를 합성하는데 있어 최 의 반

응온도를 알아보기 해 폐수온도 7～30℃ 범 에서 struvite합성 실험을 실시하 다.실험 결

과 Mg2+:NH4
+:PO4

3-의 동몰비 조건에서 그림 2-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반응온도가 상승할수

록 NH4
+의 제거효율도 증가하 으며,제거된 양은 7℃에서 약 82% 정도의 제거효율을 보이다

가 30℃에서 약 90%의 제거효율을 보 다.한편 PO4
3-
의 경우는 7～21℃까지는 97～98%의 제

거효율을 보이다가 30℃에서 약 95% 정도로 제거효율이 낮아졌다.이와 같은 상은 반응하기

시료가 알칼리 조건에서 고온 환경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일부의 NH4
+
가 NH3로 환되었

을 것으로 단된다.NH3로 환된 부분은 가스상으로 배출되어 struvite의 합성에 필요한

NH4
+의 양이 어들어 실제 반응에 사용된 PO4

3-의 양이 어들어 제거율도 상 으로 낮아

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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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온도변화에 따른 NH4
+

PO4
3-
제거효율.

4)Struvite결정화에 의한 축산폐수처리 조건 최 화

Struvite결정화시약인 MgCl2․6H2O의 최 주입량을 결정하기 하여 NH4
+

PO4
3-
의

mol비를 고정하고,Mg
2+
의 mol비를 0.8～1.2로 변화를 주어 struvite결정화를 수행한 결과,그

림 2-4에서와 같이 축산폐수 원수는 주입량변화에 상 없이 일정한 경향을 보인 반면, 기소

화수는 Mg2+의 mol비가 증가할수록 처리효율은 증가하 다. 한,축산폐수 원수보다는 기

소화수의 처리효율이 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기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struvite

결정화에 방해작용을 일으키는 폐수 의 유기물이나 부유물질의 농도가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1.0:1.2:1.2의 NH4
+
:Mg

2+
:PO4

3-
mol비 조건하에서 원수와 기소화수의 COD,

NH4
+-N,PO4

3--P처리효율은 각각 69.2%,76.4%,73.1%와 72.4%,98.9%,74.8%로 나타났다.

특히, 기소화수의 경우 COD나 PO4
3--P에 비하여 NH4

+-N의 처리효율이 뛰어남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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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축산폐수의 struvite결정화를 한 최 Mg염 주입량 결정,(a)COD,(b)

NH4
+
-N,and(c)PO4

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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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최 PO4
3-
염의 주입량을 결정하기 하여, 에서 결정된 Mg

2+
의 주입량 조건에서

PO4
3-
의 주입량을 0.8～1.2로 변화를 주어 이때의 COD,NH4

+
-N, PO4

3-
-P처리효율을 조사하

다(그림 2-5).그림 2-4에서와 같이 기소화수는 PO4
3-의 mol비가 증가할수록 처리효율이

증가하 으며,축산폐수 원수보다는 기소화수의 처리효율이 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최종 인 최 NH4
+
:Mg

2+
:PO4

3-
mol비는 1.0:1.2:1.2로 결정되었으며,본 조건에서 원수

와 기소화수의 COD,NH4
+
-N,PO4

3-
-P 처리효율은 각각 69.6%,72.1%,73.1%와 71.7%,

98.1%,75.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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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축산폐수의 struvite결정화를 한 최 PO4염 주입량 결정,(a)COD,(b)

NH4
+
-N,and(c)PO4

3-
-P.

나.방사선 처리에 의한 struvite결정화 효율 향상

Struvite합성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NH4
+
,PO4

3-
,COD의 기 성분은 그림 2-6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각 432±3,50±1.2,1,093±131mg/ℓ이었으며,20kGy선량의 감마선 조사

를 마친 시료는 472±22,57±1.6,1,026±136mg/ℓ의 값을 보여,평균 9%,15%,-6%의 증가율

을 각각 보 다.이와 같이 NH4
+와 PO4

3-가 증가한 원인은 COD의 감소의 향으로 단되어

지며,난분해성 유기화합물이 감마선 조사의 향으로 NH4
+
와 PO4

3-
등의 성분으로 일정량 분

해된 것으로 단된다.하지만 주반응인 struvite반응 후 NH4
+
의 잔류량은 감마선으로 처리

한 시료가 평균 약 79±4.9mg/ℓ의 값을 보여,감마선으로 처리하지 않은 시료(91±7.1mg/ℓ)

에 비해 잔류하는 양이 약 14% 정도 낮았으며,제거효율면에서도 각각의 성분 비 평균 83%,

79%로 4% 이상 상 으로 높은 값을 보여,struvite합성효율에 감마선의 조사가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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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감마선조사에 따른 NH4
+의 struvite처리효율 변화.

축산폐수의 감마선 처리 struvite결정화 처리에 있어서,축산폐수에 감마선을 조사한

후,그리고 이후 struvite결정화시약을 첨가하고 pH 조정후 교반,침 후 얻어진 상등액에

하여 COD,NH4
+-N,PO4

3--P농도변화를 그림 2-7에 나타내었다.

먼 , 기 축산폐수의 COD 농도는 2840mg/L이었던 것이 감마선을 10,20,50,100kGy

로 조사하여 으로써 감마선조사시 형성되는 OH라디칼의 산화반응에 의한 유기물 분해반응

이 일어나 각각 2750,2530,2440,2335mg/L로 감소하 다.이 게 유기물 농도가 감소된 감

마선 처리 폐수에 struvite결정화시약을 mol비에 맞춰 주입후 NaOH를 이용하여 pH를 9로

조정하여 속교반과 침 후 상등액의 COD농도가 각각 965,690,635,540,500mg/L로 감소

하 다.이로써,감마선 처리를 수행하지 않은 기 축산폐수의 경우 struvite결정화에 의하

여 66.0%의 COD가 감소되었던 것이 100kGy감마선을 조사한 후 struvite결정화를 수행함으

로써 COD제거율이 82.4%로 향상되었다.

기 축산폐수의 NH4
+-N 농도는 1132mg/L이었으나,감마선조사에 의하여 10,20,50,100

kGy로 조사하여 에 따라 방사선에 의한 NH4
+
-N의 산화반응으로 각각 1008,944,932,864

mg/L로 감소하 다.이 게 NH4
+
-N 농도가 감소된 감마선 처리 폐수에 struvite결정화시

약을 mol비에 맞춰 주입후 NaOH를 이용하여 pH를 9로 조정하여 속교반과 침 후 NH4
+-N

농도가 각각 204,22,8,4,2mg/L로 감소하 다.이로써,감마선 처리를 수행하지 않은

기 축산폐수의 경우 struvite결정화에 의하여 82.0%의 NH4
+
-N가 감소되었고,100kGy감마

선 조사 struvite결정화로 인하여 NH4
+
-N제거율이 99.8%로 향상되었다.

PO4
3-
-P는 기 축산폐수에서 115.7mg/L이었으며 감마선조사에 의하여 10,20,50,100

kGy로 조사하여 으로써 각각 110.8,110.0,108.1,105.1mg/L로 감소하 다.이 게 PO4
3--P

농도가 감소된 감마선 처리 폐수에 struvite결정화시약을 mol비에 맞춰 주입후 pH조정(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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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후 속교반과 침 후의 PO4
3-
-P농도가 각각 30.8,22.2,20.5,18.8,15.2mg/L로 감소하

다.이로써,감마선 처리를 수행하지 않은 기 축산폐수의 경우 struvite결정화에 의하여

73.4%의 PO4
3-
-P가 감소되었던 것이 100kGy감마선을 조사한 후 struvite결정화를 수행함으

로써 PO4
3--P제거율이 86.9%로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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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감마선 처리에 의한 축산폐수 struvite결정화 효율의 향상,(a)COD,(b)

NH4
+-N,and(c)PO4

3--P.

4.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난분해성으로 알려진 축산폐수의 효과 인 처리를 하여 struvite결정화에

의한 처리와 방사선 처리에 의한 struvite결정화효율 향상 효과를 확인하 다.

1)Struvite합성으로 생물반응조내에 생물독성으로 작용하는 NH4
+의 제거율 향상을 해,

공주 A축산폐수처리장의 폐수를 이용,pH 변화,Mg2+:NH4
+:PO4

3-의 몰비,반응온도,등의

변수들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최 의 조건을 평가한 결과,Mg
2+
:NH4

+
:PO4

3-
의 동몰비 조

건,실온하에서 pH 변화에 따른 NH4
+
의 제거효율은 pH 9～9.25범 에서 약 88%의 제

거효율을 보여,가장 효율이 우수한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PO4
3-
와 Mg는 pH가 증가함

에 따라 제거효율도 같이 동반 상승하 고,Mg2+의 경우 pH 9.25이상에서 투입된 약품

보다 더 많은 양이 제거되어 내부에 잔존하는 Mg2+가 함께 제거된 것으로 단되었다.

PO4
3-
의 경우도 pH 8.75이상에서 투입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이 제거된 것으로 확인되었

다.NH4
+
와 PO4

3-
Mg

2+
의 제거율,그리고 NaOH사용에 따른 경제성과 제거효율 등을

종합해 볼 때,pH 9.0～9.25범 에서 가장 이상 인 합성 는 제거효율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2)축산폐수 원수와 기소화수에 하여 struvite결정화를 한 최 의 NH4
+
:Mg

2+
:PO4

3-

mol비는 1.0:1.2:1.2로 결정되었으며, 기소화수가 축산폐수 원수에 비하여 보다 높은 처

리효율을 나타냈으며,최 조건하에서 COD,NH4
+
-N,PO4

3-
-P가 각각 72.4%,98.9%,

75.4%가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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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축산폐수의 감마선 조사에 따른 struvite합성효율은 감마선을 조사한 시료에서 NH4
+
의

잔류농도가 평균 약 79±4.9mg/ℓ의 값을 보여,조사하지 않은 시료(91±7.1mg/ℓ)에 비

해 잔류하는 양이 14% 정도 낮게 나타났으며,제거효율 면에서도 평균 83%로 4% 이상

상 으로 높은 값을 보여,struvite합성에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축산폐수의 감마

선 처리 struvite결정화 처리에 있어서, 기에 다량의 유기물과 암모니아성 질소,

인산염 인을 함유하는 축산폐수에 하여 강력한 산화력을 지니는 방사선기술을 이용하

여 처리하여 으로써 기 암모니아성질소,인산염 인의 농도를 낮추어주고,뿐만 아

니라 struvite결정화에 방해작용을 일으키는 입자상태 용존상태의 유기물질에 하여

1차 인 산화처리를 수행함에 따른 부하량의 감소에 의해 축산폐수의 struvite결정화효

율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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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Tourmaline을 이용한 축산폐수의 친환경 struvite결정

화 처리

1.Tourmaline의 일반 인 효과 확인 연구

가.Tourmaline

오늘날 문명은 석유자원의 고갈 문제와 함께 재생불가능자원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함께 겪고 있다.지구 순환시스템의 교란 상이 지구 으로 뚜렷하게 가속화되고 역사상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이 말해주듯이 시 는 렴한 석유 기반의 물질 풍요시 의 정 을

막 지났거나 정 의 한 가운데 있는 것으로 단되어진다.Shell등의 다국 석유회사 연구소

들의 주장에 의하면 풍요로운 석유시 의 종말은 길어야 30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이 문제로 인해 재생가능에 지로의 환은 자유로운 선택의 길이 아니라 이젠 불가피

한 선택의 길이라 할 수 있겠다.

경도 7～7.5,비 3～3.3의 육방정계 결정구조를 가진 tourmaline( 기석)은 천연 물로써

우주로부터 유입되는 소립자에 의해 구 인 기 분극을 띄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이러한

성질 때문에 최근 환경분야에서도 새로운 환경개선소재로써 주목받고 있다.최근 기술문명에

의해 발생한 엔트로피의 증가율을 사회 분야에 걸쳐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본 연구도 이러한 사회 분 기에 편승하여 에 지 소모를 최소화하고,환경 으로도 유익한

효과를 얻기 해 tourmaline을 활용하여,고도의 복잡한 기술과 공정을 배제하면서 알카리도

를 최 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 으며,알카리수를 이용,유해 미생물의 성장조 에

한 연구를 실시하 다.

나.실험재료 방법

1)실험재료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tourmaline의 한 종류인 흑 기석(tourmaline)을 사용하고,알콜을 이

용하여 10회 이상 세척하 다.세척을 마친 tourmaline은 기건조기를 이용하여 105℃에서 24

시간 건조하고 보 하 다.Tourmaline과의 반응은 3차 증류수를 이용하 으며,실험을 마친

액체는 1분 이내에 0.22㎛ 공극의 필터(PVDF,MillexMA01730,USA)를 이용하여 시료에 존

재하는 부상물질을 제거하고,용기의 빈 공간을 질소로 충진하여 이산화탄소와 격리시켰으며,

최종 으로 4℃에서 냉장 보 하 다. pH 측정을 해서는 Orion 3Star 계측기와

8102BNUWPProbe(USA)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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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험방법

실험은 그림 3-1의 모양과 같은 tourmaline(schorl;흑 기석)을 사용하여,각 조건마다 실험

용기에 증류수를 담아 tourmaline이 완 히 잠긴 상태에서 도교반기를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

하 으며,평균입경 7.5～0.018㎜ 범 의 다양한 입자 크기의 tourmaline을 이용하여,증류수와

하는 면 별,온도 조건별,시간 경과에 따른 증류수의 pH 변화율을 찰하고,가장

우수한 조건의 tourmaline을 이용하여 장균 배양액에 첨가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림 3-1.Tourmaline의 물리 형태.

다.실험 결과

1)Tourmaline의 입경에 따른 pH변화

그림 3-2에 나타낸 평균 입경별 pH변화율 시험(물:tourmaline=1mol:40g)에서 평균입경

7.5㎜(표면 77.9㎠)와 5.5㎜(표면 106.3㎠)의 경우,최종(6시간)pH가 6.96～7.05사이의

값이 나타나 기 에 노출된 증류수에 비해 수소이온농도는 겨우 25배 정도 높은 값임을 알

수 있었다. 체 으로 입자가 가늘어 질수록 pH값은 기값과 시간경과에 계없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 으며,가장 높은 수소이온농도 값을 보인 평균입경 약 0.12㎜(표면 5,062㎠)이하

의 크기에서는 6시간이후 최종 수소이온지수(pH)가 9.5이상의 값을 보 다.특히 0.058㎜의

크기의 입자는 최종 pH가 10.6을 과함으로써 일반증류수에 비해 약 6,000배 정도 높은 값의

가장 우수한 값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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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입자크기에 따른 tourmaline의 pH변화.

2)생성된 tourmaline의 자연 화

pH의 상승효율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0.058mm 크기의 tourmaline을 이용하여 만들

어진 알칼리수를 공기 에 노출하고,공기 의 이산화탄소와 산성가스 등의 자연유입에 따른

화 상을 살펴보았다.이를 해 약 60 간 증류수와 반응한 알칼리수를 가지고 실험에 사용

하 으며,알칼리수의 공기와 노출면 은 약 20㎠이며,높이 10㎝의 원통형의 튜 를 이용하

다.시간경과에 따른 pH의 변화는 그림 3-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노출시간이 지날수록 pH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H가 8부근까지 떨어지는데는 약 한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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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생성된 알카리수의 공기 노출경과시간에 따른 pH변화.

3)반응온도에 따른 pH 변화

Tourmaline과 증류수가 반응할 때 그 주변 온도에 따른 pH 변화율을 살펴보기 해 인큐

베이터를 이용하여 각각의 온도 조건에서 6시간 후의 pH변화를 살펴보았다.실험결과 그림

3-4에 나타낸 바와 온도가 증가할수록 생성되는 알칼리수의 최종 pH값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다시 말해서 온도가 낮을수록 pH값이 높은 알칼리수를 생성할 수 있었고,이때의

조건에서 tourmaline은 반응효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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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온도에 변화에 따른 tourmaline의 pH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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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ourmaline에 의한 장균 생장에의 향

실험에서 가장 우수한 조건이었던 입자크기 0.058㎜의 tourmaline을 이용하여 4℃에서 6

시간이상 증류수로 반응시킨 알칼리수를 공기와의 으로 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질

소로 빈 공간을 충진하여 보 하고 보 된 시료를 이용하여 장균 배양실험에 사용하 다.실

험결과 그림 3-5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반증류수를 사용한 비교 상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장균 증식 억제에 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효율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조건을 이용해 만들어진 알칼리수의 장균 증식억제

효과는 미미하여 직 tourmaline을 이용해 장균 증식실험에 사용하 다. 기로를 이용하여

300℃에서 약 8시간을 노출시켜 tourmaline을 멸균시키고,멸균된 tourmaline을 이용 배양액 :

tourmaline의 질량비를 10:1로 고정하고 실험을 실시하 다.실험결과 그림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4시간까지는 장균의 콜로니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4시간 경과 후 장균은 배

양액에 tourmaline을 넣은 쪽에서 약 9배이상 증가하여 장균의 멸균효과보다는 장균의 증

식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tourmaline을 이용하여,향후 생물반응조와 같은 생물처리공정에

서 미생물의 상태악화 등과 같은 문제해결을 해 어느 정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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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tourmaline을 이용하여 생성된 알카리수의 장균 배양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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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배양액에 tourmaline을 직 노출시킨 후 장균의 증식결과.

라.결론

평균 입경별 pH 변화율 시험(물:tourmaline=1mol:40g)에서 0.058㎜의 크기의 입자는 최

종 pH가 10.6을 과함으로써 일반증류수에 비해 약 6,000배 정도로 높은 값을 보 다.평균입

경 0.058㎜(표면 10,125㎠)의 경우,pH값은 10.6에 달했으며, 장균 배양 실험을 해 사용

하 다.실험결과 배양시간 4시간까지는 비슷한 증식율이 보이다가 24시간 후에는 tourmaline

에 의해 노출된 시료가 조시료에 비해 약 11배 이상증가하고,48시간 후에도 비시료에 비

해 약 7배 이상 증가하는 상을 보 다. 양분이 공 되지 않는 버퍼용액에서의 장균 사멸

효과는 tourmaline에 노출되지 않은 조군이 tourmaline에 노출된 시료에 비해 더 효과 이었

으며,tourmaline은 오히려 장균의 생존율을 높이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실험에서 tourmaline은 면 이 클수록,반응하는 증류수의 양이 을수록, 시간이

길수록,반응 온도는 높을수록,pH값이 최 10.6이하 범 의 값을 보 으며,log 인 경향으

로 증가하는 방향성을 보 다.가장 우수하게 평가된 평균입경 0.058㎜의 tourmaline을 가지고

양분이 공 되지 않는 조건에서 장균 배양실험을 실시하 을 때 tourmaline은 장균의 생

존율을 높이는 결과를 나타내어 향후 생물반응조와 같은 생물처리공정에서 미생물의 상태악화

등과 같은 문제의 해결 방편의 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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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truvite결정화 공정에의 tourmaline응용

가.개요

Struvite결정화 방법은 술한 내용과 같이 암모니아성 질소(NH4
+
-N)를 함유하고 있는 폐

수의 경우,부족분의 인산염 인(PO4
3-
-P)과 마그네슘을 함유하는 화학물질을 주입하여 반응의

최 환경인 pH 9～10으로 NaOH와 같은 알칼리제를 사용하여,pH를 조 하여 주면 이들이

각각 1:1:1의 몰비로 반응하여 최종 으로 struvite결정체인 MgNH4PO4의 형태로 침 물이 형

성되고,폐수 내에 존재하는 암모니아성 질소(NH4
+-N) 인산염 인(PO4

3--P)외의 소량의

COD등도 제거되는 기작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폐수의 경우 고농도의 암모니아성 질소(NH4
+
-N)에 비해 인산염 인

(PO4
3--P)이 상 으로 부족하여 struvite결정화할 때 인산염 인을 추가로 투입해 줘야한다.

결핍된 인산염 인의 투입 약품으로써 인산칼륨(KH2PO4)과 제2인산칼륨(K2HPO4)그리고 인산

(H3PO4)등이 있지만,주로 인산(H3PO4)이 경제 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장에서 많이 사용되

고 있다.인산 외 약품들은 가격 인 부담과 함께 칼륨이온의 유입을 발생시킴으로서 실험실

규모 외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그러나 산도가 강한 인산(H3PO4)의 사용으로 처리하고

자하는 폐수의 pH는 2～3수 으로 무 낮아져,struvite결정화를 유도하기 하기에는 부 합

하므로 NaOH와 같은 알칼리제의 약품들이 다량으로 투입되어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나.실험재료 방법

1)실험재료

알칼리수를 제조하기 해 앞서 진행한 실험에서 효율이 높은 조건의 흑 기석

(Tourmaline)을 사용하 고,pH 측정을 해서는 Orion 3Star 계측기와 8102BNUWP

Probe(USA)를 사용하 다.struvite합성에 꼭 필요한 부족분의 성분 Mg2+는 MgCl2(98%

Sigma-Aldrich)를 사용하여 보충하고,PO4
3-
는 H3PO4(85%,Junsei)를 사용하 다. 한 장

균 배양실험을 해서는 DifcoNutrientAgar(Dickinsonandcompany,USA)를 사용하 다.

필요한 알칼리 범 를 유지하기 해 4.5N의 NaOH(HACH,USA) 4N의 HCl(Aldrich,

USA)을 첨가하여 pH 환경을 조성하 다.NH4
+-N과 PO4

3--P의 측정을 해 HACH

DR/4000U Spectrophotometer(USA)와 HACH Ammonia Kit(High Range,USA),그리고

HACHPO4
3-
Kit(Low Range,USA)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보조 으로 NH4

+
-N의 분석을

해 Orion5Star계측기와 9212HPBNWP(Ammoniaelectrode)Probe(USA)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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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험방법

Struvite결정화공정은 일반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형태의 공정인 그림 3-7에 나

타낸 기본공정을 바탕으로 유기성분과 암모니아성 질소,인산염 인을 함유하는 폐수에 연속식

혹은 회분식으로 혼합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부족분의 인산염과 마그네슘을 첨가하고

5～10분간 정체한 다음 침 조에서 struvite결정을 응집 침 시키고,상등수만을 배출하는 공

정으로 구성되어있다.Struvite결정화 공정 인산 첨가단계에서 인산을 화하여 알칼리제

소비를 이는데 그 목 이 있기 때문에 인산의 화효율을 높이기 해 인산액의 희석과 함

께 류를 할 수 있는 장 단계(1단계)와 인산의 화에 직 으로 이용되는 메인 장치인 컬

럼(tourmaline충진)(2단계)으로 구성하고,tourmaline컬럼에 인산액이 통과시켜,일정 pH에

이를 때까지 반복 으로 컬럼 내부에 있는 tourmaline과 을 갖게 하 다.이후 일정 pH에

이르게 되면 화된 인산은 장용기에 장하고 장된 인산은 최종 으로 struvite결정화를

한 공정에 투입하게 된다.

Struvite결정화를 하는데 있어,인산 투입에 따른 유입수(반응액)의 pH의 하락을 막기

해 미리 tourmaline(Tourmaline)입자를 원기둥 형태의 tourmaline컬럼(tourmaline을 내부에

충진)에 채우고,컬럼 양끝을 입자가 세지 않도록 조직이 치 한 직포를 이용하여 인산 액만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tourmaline은 물과 같은 극성물질이나 이온을 띄는 물질들도 이

온으로 쉽게 분리시킬 수 있고,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되는 압도 높아져 순수와 같이

기의 도가 쉽지 않은 물질을 분리할 때 그 효과를 더 배가 시킬 수 있다.일반 으로 물은

tourmaline에서 발생하는 기 력 때문에 수소이온과 수산기이온으로 분리되고 수소이온은 기체

형태인 수소가스로 바 어 부분 기 으로 날아간다.이후 내부에 축 되는 수산기(OH-)

는 더욱 더 많아져서 결과 으로 수산기의 농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시키고,이로 인해 pH

도 상승하게 만든다.

이러한 원리를 용하여 인산(H3PO4) 의 존재하는 물을 tourmaline과 반응시키고,생성된

수산기를 이용하여 인산의 화를 유도하게 되면 인산과 인산 의 물이 이온화될 때 분리되

는 수소이온(H+)이 수산기(OH-)와 결합하여 H2O(물)로 산화되고,struvite결정화에 필요한 인

산이온(PO4
3-)만을 회수하여 폐수에 사용하게 되므로,폐수의 pH 상승을 막고,이에 따라

NaOH의 추가 첨가량도 다량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인산의 화 효율을 높이

기 해서는 단 면 당 최 한 은 양의 인산액의 이 필요하다.다시 말해서 인산액보

다 인산과 하는 tourmaline의 양이 많아야한다는 뜻이다.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인산과의

되는 면 효율을 최 한 끌어올리기 해서 tourmaline입자는 최 한 입경이 작은 크기의

것을 사용해야한다. 한 시간이 충분치 못한 문제 은 반응액이 tourmaline컬럼에 반복

으로 리사이클링되어 반응액이 컴럼 내부를 여러 차례 통과하게 함으로써 결과 으로

시간이 길어지는 효과를 수 있다.

Tourmaline컬럼 내부에 충진된 tourmaline의 표층은 구 으로 기 분극을 띄고 있기

때문에 tourmaline의 표면이 오염되지 않는 한 구 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다.반응에 필요한

화학물질(시약)이 혼합된 상태의 반응조에서 화를 유도시키지 않고,인산액 만을 반응조에

투입하기 미리 화하면 화의 효율성과 함께 컬럼의 사용 횟수도 극 화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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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maline 
컬럼

 탱크

폐수 

산

액

struvite 결 화

MgCl2

알 리수

상등수 

struvite 본 공

그림 3-7.Tourmaline을 이용한 struvite결정화 공정.

다.실험 결과

Tourmaline을 이용,알칼리도를 유발시키는 수산기(OH
-
)의 생산성을 알아보기 해

tourmaline의 입자 크기별 시간에 따른 증류수의 pH 변화율을 살펴보았다.이때의 조건은

tourmaline의 효율을 최 화시키기 해 도식 교반기를 사용하고,증류수 60g 비

tourmaline 30g을 사용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결과는 그림 3-8에 나타낸 바와 같이

tourmaline의 입자 크기가 작아질수록 최종 pH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평균 직경

0.058mm 미만의 크기에서는 pH상승효과가 둔화되었다.Tourmaline의 무게는 입경에 따라 같

지만,실제 증류수와 하는 표면 은 A시료(7.5mm)의 경우 평균 약 40㎠이고,B시료는 약

55㎠,C시료는 약 2,600㎠,D시료는 약 5,600㎠,F시료는 약 16,500㎠의 면 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계산되었다.pH의 상승효과가 가장 은 A와 B시료에 비해 pH 상승효과가 우수한

D시료의 평균 표면 의 차이는 약 100배 정도이고,tourmaline과의 하는 액체의 상 인

면 은 매우 넓어져 된 시료의 알칼리도가 상 으로 높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단

질량당 표면 이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난 F시료의 경우,입자의 크기가 무 미세하고,

기력과 반델발스 힘 등과 같은 다른 인력의 작용이 입자들끼리 서로 응집하는 상을 보여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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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면 을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단되었다.이와 같은 이유로 F시료의 경우 충분한

효율을 만들어내지 못하 고,그 결과 최종 pH 9.6을 과할 수 없었다.최 의 효과를 나

타낸 D시료의 경우 최종 pH는 10.6으로 A나 B시료에 비해 약 1000배 이상 많은 수산기(OH-)

가지고 있었다.그림 3-9에 나타낸 바와 같이 D시료의 경우 1 도 안되는 시간에 pH 9.2를 상

회하 으며,pH10까지 도달하기까지 약 100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이상의 결과로 가장 우수한 pH 효율을 나타낸 0.058㎜의 시료를 가지고 tourmaline의 반복

사용에 따른 tourmaline의 효율을 평가하 다.이는 tourmaline이 실제 사용 가능한 수명이 얼

마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한 실험이며,실험결과 그림 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 후

tourmaline은 증류수와 100회를 반복 사용하여도 pH 9.8～10사이의 범 에서 처음과 비슷한

값을 보여,tourmaline표면이 오염되지 않는 한 tourmaline은 반 구 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3-8.Tourmaline의 입경별 시간에 따른 pH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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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0.058mm 크기의 tourmaline의 시간에 따른 pH변화.

그림 3-10.Tourmaline의 사용횟수에 따른 최종 pH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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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수한 pH 값을 보인 0.058㎜ 크기의 시료를 가지고 tourmaline이 실제 인산(H3PO4)

에서 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용성 반응효율을 살펴보기 해 인산 5%용액 40ml

를 tourmaline2.5g(표면 844㎠),5g(표면 1,688㎠),10g(표면 3,375㎠),20g(표면 7,650

㎠)씩을 가지고 각각 다른 용기에 담아 도교반기를 이용하여 반응성을 극 화시켰다.그 결

과를 그림 3-11에 나타낸 것과 같이 평균 입경 0.058mm의 크기를 가진 tourmaline(D시료)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pH가 높아졌고,시료와 하는 tourmaline의 양이 많을수록(표면 이

클수록) 기 pH와 시간 경과에 따른 pH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가장 화효율이 높

게 나타난 조건은 7,650㎠(20g)의 표면 을 가지는 조건으로 1분이 경과되었을 때 pH가 6으로

상승하 고,1,000분후에는 약 7정도의 pH값을 보 다.

그림 3-11.인산 5% 용액의 tourmaline(0.058mm)에서 pH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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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는 인산용액과 tourmaline의 질량(표면 )의 비가 동일할 때, 화하고자하는 인산

용액의 양이 증가 하여도 그 양에 계없이 화효율도 동일한지 살펴보기 한 실험이다.

tourmaline은 0.058㎜의 시료를 사용하 고,인산용액의 질량을 증가시키면서 tourmaline의 질

량도 동일하게 2:1로 맞추어 화실험을 실시하 다.실험결과 1000분 후 인산용액의 질량이

증가할수록 약간씩 화 효율이 떨어지는 했으나,pH의 범 는 6.8～7값을 유지하 다.처리

하고자하는 인산용액의 질량이 증가하여도 tourmaline과의 질량비를 동일하게(2:1)유지시키면

최종 pH의 변화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3-12.동일몰비 조건에서 질량의 변화에 따른 최종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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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수한 결과를 보인 조건을 이용하여 실제 폐수에서의 용성을 평가하기 해 비교

암모니아성 질소의 성분이 많은 축산폐수(NH4
+
가 1000mg/l,PO4

3-
가 60mg/l,Mg가 40mg/l)

를 이용하여 그 처리 효율을 살펴보았다.시료의 양은 40ml를 채취하고, 화 단계를 거

치지 않은 인산용액과 tourmaline의 양을 달리하여 약 1,000분의 시간을 거쳐 생성된 각각

의 인산용액을 이용,실제 struvite결정화 유도에 필요한( 정 pH 9)수산화나트륨(NaOH)의

투여량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조건에 따라 수산화나트륨의 소모량은 그림 3-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무처리한 인

산용액 쪽에서는 40ml당 0.2g의 수산화나트륨을 소모하 으며,2.5g의 tourmaline과 반응시킨

시료에서는 0.16g,5g의 tourmaline에서는 약 0.05g,10g에서는 0.04g,20g에서는 0.015g의 수산

화나트륨 소모량을 보여 반응하는 tourmaline의 양(표면 )이 많은 조건에서 생성된 알칼리수

가 pH 값도 높아,pH 9수 을 유지하기 해서 첨가하는 수산화나트륨의 소모량도 은 것

으로 나타났다.가장 우수한 효과를 나타낸 20g조건은 무처리 시료에 비해 약 13배의 수산화

나트륨 감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그림 3-13.인산과 한 tourmaline의 질량에 따른 수산화나트륨의 소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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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maline을 인산의 화 공정에 이용할 때,인산의 화효율과 공정의 표 화 유지보

수의 편리성을 해 그림 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컬럼을 이용해 tourmaline을 충진물로 내

부에 채우고(그림에 나타낸 컬럼은 tourmaline의 충진된 양이 100g이다.)컬럼의 양단에 충

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태 론 재질의 직포를 이용해 tourmaline을 격리시켰다.컬럼은 인산용

액만이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하 으며,인산용액이 컬럼의 내부를 통과한 후 충분한 화시간

의 효과를 유도하기 해 후단에서 배출된 인산용액을 다시 리사이클링 시키는 방법으로 일정

횟수이상 반복 으로 컬럼을 통과시키게 하 다.이상의 장치를 이용하여 40ml/min의 유속을

유지하고,인산용액의 화 시험을 하 을 때,인산 5%,40ml의 용액 조건에서 pH 7까지 상승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분이 소요되었으며,이상의 조건으로 반응한 용액을 struvite결정

화에 필요한 정 pH9에 도달 시키게 하기 해서 0.15g의 수산화나트륨이 소모되어 이 실

험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3-14.Tourmaline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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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ourmaline을 이용한 struvite결정화에 필요한 알칼리 환경 조성

가.실험방법

Struvite결정화의 효율을 높이기 해서는 알칼리 환경 유도제인 수산화나트륨과 같은 일

가의 수산기를 가진 약품이 다량으로 주입되어야만 한다.수산화나트륨이 주입될 경우 합성효

율은 높아지지만 struvite결정화 반응 후 처리를 마친 상등수에서 pH가 상승하는 등의 문제

가 나타나고,다량의 나트륨 유입으로 해수보다 높은 염도의 문제 등도 나타나 후부의 연계될

고도처리공정의 운 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그림 3-15의 공정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구 으로 기 분극을 띄는

tourmaline을 이용,tourmaline이 도달 가능한 범 내에서 일차알칼리수를 생성하고,생성된

알칼리수를 다시 기분해장치를 이용하여 수산기가 더욱 높아진 2차 알칼리수를 생성하 다.

물에 기가 되면 음극주변에서는 만들어지거나 존재하는 수산기(OH-)를 자기력으로 붙

잡고,양이온 교환막 때문에 수산기는 결국 양극(+)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된다.그리고 음

극 쪽에 존재하는 수소이온(H
+
)은 양극 쪽으로 어내,결과 으로 음극 쪽에 모이는 수산기의

농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이를 통해 .이를 이용하여 struvite결정화에 필요충분조

건인 알칼리 환경(pH 9)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단하 다.Struvite결정화에 필요한 알칼

리 환경 조성제를 수산화나트륨이 아닌 tourmaline과 기분해 장치에 의해서 생성된 알칼리수

를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인 처리가 가능하도

록 하 다.그리고 음극쪽에서 생성된 알칼리수는 수산화나트륨을 신하여 알칼리제로 사용하

고,양극쪽에 생성된 산성수는 struvite결정화 반응을 마친 처리수의 화를 해 사용된다.



- 50 -

그림 3-15.Struvite결정화에 필요한 알칼리제 제조공정.

나.실험결과

1)Tourmaline에 의한 알칼리수 제조

그림 3-16은 struvite의 결정화에 필요한 2차 알칼리수의 제조 능력을 시험하기 한 것으

로 기분해 장치를 이용하여 알칼리수를 제조하고 이를 평가하기 해 음극 쪽에 모인 물의

pH 변화를 측정하고 평가한 결과 값이다.변수는 압을 다양하게 변화시킨 상태에서 시간당

각각의 pH 변화량을 측정한 값이며,실험 조건은 그림 3-17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가로 3.3×

세로 3.3×높이 15cm의 높이를 갖는 직육면체 2개를 이용 두 조가 맞닿는 지 에 물이 통할

수 있도록 직사각형의 구멍을 양쪽에 뚫고,양이온 교환막을 붙여 이온만이 통과하도록 설계하

다.각 조당 물은 100㎖를 채우고 순수한 물은 기를 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1㏁ 정도의

항을 갖도록 NaCl을 미량 첨가하 다.

실험결과 그림 3-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압이 높을수록 체 인 pH값도 높았으며,시간

이 경과할수록 모든 조건에서 pH값도 상승하 다.그림 3-18은 50V의 압을 양극단에 걸었

을 때의 pH 값을 나타낸 것으로써 5분후 음극에서는 pH 9.3정도의 값을 나타냈으며,10분후

9.7정도의 값을 보여 tourmaline을 이용해 미리 pH를 상승시키지 않아도 pH의 상승효과는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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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서 기분해장치만을 이용하여 단독으로 알칼리제를 만들 수 있었고,struvite결정화공정

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3-16.다양한 압에서 시간에 따른 pH의 변화.

그림 3-17. 기를 이용한 물분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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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기분해장치 50v조건에서 시간당 pH변화.

2)축산폐수에 struvite결정화를 한 알칼리수의 소모량

A시에서 채취한 축산폐수(NH4+가 1000mg/l,PO4
3-가 60mg/l,Mg가 40mg/l)를 40L를 이용,

실제 폐수에서의 용성을 평가하기 해 50V에서 1000분간 기분해를 거친 알칼리수를 이

용,struvite결정화에 필요한 알칼리 환경인 pH 9에 도달하게 하기 해 알칼리제로 사용해보

았다.Struvite합성을 해 인산 염화마그네슘을 첨가하면 인산의 향으로 폐수의 pH는

2.3으로 낮아졌으며,이때 기분해장치에 의해 생성된 알칼리수(약 pH 13)를 이용, 정한

pH 값 9까지 상승시키는데 약 1.5L가 소모되었다.이는 일반 수산화나트륨(순도 99%)을 주입

했을 때보다 약 33% 많은 양이지만,앞서 실험한 ‘struvite결정화에 필요한 인산의 tourmaline

화법’으로 인산을 미리 충분히 화시키고,struvite결정화 공정에 주입하면 수산나트륨 첨

가량의 22% 양만으로도 pH 9에 달하는 충분한 알칼리 환경이 조성된다. 기분해에 의해 생

성된 알칼리수의 실제 투입량은 40리터당 340ml만을 사용하여 알칼리 환경을 유도할 수 있었

다. 한 실험의 50V 압 조건에서 생성된 산성수는 pH가 1.5～2정도의 범 에 있었으며

pH를 7까지 떨어뜨리기 해 약 50～100ml정도의 양이 소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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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양이온교환막에 의한 암모니아 분리 생물학 질산화

공정개발

1.개요

축산폐수는 일반 으로 고농도의 유기물과 암모니아성 질소의 함유로 인해,배출수 허용 기

에 합한 수 으로의 처리를 해 막 한 비용과 처리시설의 규모를 필요로 한다.유기물의

경우 BOD로 50,000～100,000ppm,그리고 암모니아는 5,000～80,000ppm N정도의 함량을 보

이는 반면 방류수 기 은 BOD30ppm 그리고 TN 120ppm으로 99% 이상의 처리 효율을 보

증하는 공정이 필요하다.일반 으로 축산폐수는 기성 메탄발효 반응기를 통해 유기물을 제

거하고,후폭기 과정을 거쳐 잔존 유기물의 제거와 암모니아의 질산화를 유도한 후 반송을 통

해 탈질을 유도함으로써 유기물의 제거와 질소의 제거를 달성한다.하지만, 기성 반응기의

체류시간은 안 율이 고려되어 20～30일이며,폭기조의 경우 7～15일의 체류시간을 필요로 한

다.즉,유기물의 제거와 질산화만을 해 기본 으로 27～45일의 체류시간을 요구함으로써 처

리에 필요한 랜트의 규모가 커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반응기에서 유기물이 제거와 질소의 제거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하여 공정을 단순화하고 처리시간을 단축하고자 하 다.하나의 반응기를 양이온

교환막으로 분리하여,이온교환막을 기 으로 기조와 질산화조가 나 어지고 기조에서는

유기물의 제거와 탈질이 일어나고 질산화조에서는 암모니아의 질산화가 일어나도록 유도한다.

이를 해 일차 으로 폐수로부터 암모니아를 분리하여 질산화 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하 다.

추가 으로 유기물과 질소의 제거를 한 공정의 개발과 더불어,나아가 암모니아의 에 지생

산 원료로써의 이용을 해 기상태에서 암모니아를 산화할 수 있는 미생물을 분리하여 생물

기화학 으로 암모니아를 수소로 환할 수 있는 공정 개발을 한 기 연구 한 수행하

다.

1.양이온 교환막을 이용한 암모니아의 분리 질산화 공정 개발

가.공정개요

그림 4-1과 같이 하나의 반응기를 양이온 교환막을 이용하여 기조와 질산화조 두 개의

반응조로 분리하 다. 기조에서는 이미 통용되고 있는 것처럼 유기물을 함유한 폐수가 유입

되면 가수분해,유기산 생성,메탄 발효의 과정을 거쳐 유기물의 제거가 이루어지고,폐수 내에

함유 는 유기물의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는 양이온 교환막을 통해 유기물과 독립

으로 분리되어 질산화 반응조에서 질산화가 일어난다.질산화 반응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

물학 반응은 아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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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4
+
+1.5O2---->NO2

-
+H2O+2H

+
(Nitrosomonas) (1)

NO2
-
+0.5O2---->NO3

-
(Nitrobacter) (2)

NH4
+
+NO2

-
---->N2+2H2O (Anammoxbacteria) (3)

NH4
++2H2O+6Fe

3+--->NO2
-+6Fe2++8H+(Ironreducingbacteria) (4)

NO2
-+2Fe3++H2O--->NO3

-+2Fe2++2H+ (Ironreducingbacteria) (5)

반응식 (1)과 (2)는 질산화 반응에 있어서 DO(dissolvedoxygen)농도가 충분히 유지가 될

때 일어나는 반응이다.즉,유기물이 존재하지 않고 암모니아의 농도가 낮을 경우 DO결핍 상

태가 일어나지 않고 원활히 암모니아의 산화가 일어난다.반응식 (3),(4),(5)는 산소의 공 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암모니아의 산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Boketal.,1995;

RodenandWetzel,1996;Strousetal.,1997;Kostkaetal.,2002;Neubaueretal.,2002;

Clementetal.,2005;Fernandezetal.,2008;Chenetal.,2009;Noophanetal.,2009).축산폐

수의 경우는 암모니아의 농도가 수천 ppm에 이르기 때문에 용해도가 낮은 산소의 공 이 원

활하지 않아서 이러한 반응들이 암모니아의 산화에 주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혐 질산화

양 환막

산

폭

수

그림 4-1.폐수로부터 암모니아를 분리 후 질산화를 유도하는 공정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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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에서는 특별한 내부반송이 불필요하다.양이온 교환막은 양이온의 교환에 합한 막으

로 이용되고 있지만 실제 암모니아가 기조에서 질산화조로 이동할 때 기 인 성이 유지

되어야 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음이온이 기조로 이동하며,질산화조에서 가장 많이 분

포하고 있는 질산염 한 교환막을 통해 기조로 이동한다.따라서 기조에 탈질미생물을 배

양하게 되면 질산화에서 발생되는 질산염은 유입수 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을 이용하는 종

속 양탈질 반응을 통해 제거되며,이 과정에서 유기물과 질소의 제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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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생물학 질산화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모니아

농도구배에 의한 암모니아의 이동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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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연구결과

1)양이온 교환막을 통한 암모니아 이온의 농도구배에 따른 이동

암모니아가 양이온 교환막을 통해 이동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해, 기조에는 증류수에

NH4Cl을 녹여 암모니아 농도를 1,400mgN/L로 맞추고,질산화조에는 증류수만을 채워 시간

에 따른 암모니아의 이동 경향을 찰하 다.생물학 인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농도구배만으

로 암모니아가 이동하는 것은 그림 4-2에 나타난 것처럼 한계가 있었다. 기조에 약 950mg

N/L의 암모니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질산화조에서는 73mgN/L정도의 농도로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즉,단순한 농도구배에 의한 암모니아의 이동은 양이온 교환막에 의해서 발생되

는 물리화학 항에 의해 제한되었다.왜냐하면 양이온 교환막의 표면이 암모니아 이온에 의

해 유되어 이온교환능이 해를 받기 때문이다. 한 양이온의 이동과 더불어 기 성을

해 음이온의 생성 이동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생물학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작용이 없다.따라서 기장이나 생물학 반응과 같은 외부요인이 없는 자연상태에서는 암모

니아 이온의 이동이 결과에서처럼 제한 임을 알 수 있었다.

2)회분식 실험을 통한 암모니아의 분리 생물학 질산화

생물학 질산화 반응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농도 구배에 의한 암모니아의 물

질이동은 의 결과와 같이 한계가 명확히 나타났다.하지만 생물학 질산화 반응에 의해 질

산화조에서 암모니아의 계속 인 산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림 4-3에서처럼 기조에서

암모니아의 농도가 0mgN/L까지 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즉,질산화조에서의 계속 인

암모니아의 제거가 이루어질 경우 음이온이 발생되어 암모니아의 이동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

되고 암모니아의 농도 한 낮게 유지됨으로써,효율 으로 암모니아를 분리하여 질산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생물학 질산화는 질산화조에서 검출된 아질산염과 질산염이 검출됨으로써 알 수 있다.하

지만 암모니아의 기 농도가 700mgN/L인데 반해 아질산염과 질산염의 농도는 그보다 높게

나타났다.이는 기 질산화조에 식종한 슬러지 내에 함유되어 있던 유기물이 분해됨에 따라

발생된 암모니아의 향인 것으로 사료된다.이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기조에서 아질산염

과 질산염이 검출되었다는 것이다.즉,양이온 교환막을 통해 암모니아가 이동하고 질산화조에

서 음이온인 아질산염과 질산염이 생성됨에 따라 이 두 주요 음이온이 기조로 이동하 다는

것이다.이는 질산화조에서 발생된 아질산염과 질산염이 별도의 반송 없이 이온 교환에 의해

기조로 이동하여 탈질과정을 거쳐 제거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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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양이온 교환막을 이용한 암모니아 분리 생물학

질산화공정의 회분식 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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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암모니아 분리 질산화 공정의 연속 운 (암모니아부하 0.03kgN/m
3
/d)

암모니아 농도를 10mM (140mgN/L)로 조 한 인공폐수를 조제하여 기조에 수리학

체류시간 (hydraulicretentiontime,HRT)를 5일로 하여 기조에 한 체 부하를 0.03kg

N/m3/d로 조 하여 운 하 다.질산화조의 경우는 질산화만을 유도하 기 때문에 별도의 내

부반송이나 유입,유출 없이 5일마다 슬러지를 1시간 동안 침강시킨 후 상등액을 제거하고

freshmedium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운 하 다.슬러지 침강 후 freshmedium을 주입하

을 때 mixedliquorsuspendedsolid(MLSS)는 750∼770mg/L로 나타났다.Medium은 질산화

미생물의 성장에 필요한 암모니아를 제외한 양염류 미네랄 성분과 1g/L의 NaHCO3가

포함되어 있었고 pH는 phosphate를 이용하여 7.4부근으로 조 하여 주입하 다. 기조 유입

수의 pH는 7.0부근으로 조 하여 주입하 고,질산화조는 질산화에 따른 pH 하로 인해 1.0

NNaOH용액을 이용하여 pH7.4부근으로 조 하여 운 하 다.

그림 4-4는 암모니아 체 부하 0.03kgN/m3/d에 한 공정의 연속운 결과를 나타낸다.

용존산소 (dissolvedoxygen,DO)는 약 1.4mg/L로 유지되었다.암모니아의 질산화율은 99%

이상을 나타내었고,질산화조 기조에 아질산성 질소의 축 은 발견되지 않았다.질산염의

경우는 질산화조의 medium을 교체함에 따라 5일 주기로 감소하고 다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

고 있다.회분식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조로 유입된 암모니아는 99%이상 질산화조로 이

동하여 산화됨을 알 수 있었고,질산염의 발생과 이온교환막을 통한 기조로의 이동으로 상당

량의 질산염이 존재함을 볼 수 있었다.질산화조의 pH를 7.4부근으로 유지하기 해 1.0N

NaOH 용액은 1mL/L로 소모되었다.질산염 아질산염이 기조로 이동하기 때문에 향후

기조에서 축산폐수 내에 존재하는 유기물을 이용하여 탈질을 유도할 경우,종속 양 탈질과

정에서 발생되는 알칼리도에 의해 질산화조에서 필요로 하는 염기의 양은 감소될 것으로 사료

된다.

4)암모니아 분리 질산화 공정의 연속 운 (암모니아부하 0.06kgN/m3/d)

그림 4-5는 암모니아의 부하를 2배로 증가시킨 후 운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의 경우

와 동일한 운 조건에서 암모니아 부하량을 2배로 증가시켜 주입하 다.암모니아 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용존산소의 농도는 0.6mg/L정도로 낮게 유지되었으나 부하 0.03kgN/m
3
/d의

경우와 동일하게 99% 이상의 질산화율을 보 으며,부하가 증가한 만큼 질산화되는 암모니아

의 양도 증가하여 질산화조의 pH 하가 보다 극심하 다.따라서,1.0NNaOH의 주입량은 평

균 2.5mL/L 다.MLSS는 755∼768mg/L정도로 유지되어 증가된 값을 보이지 않았고,이는

폭기량을 고정하 고,NaHCO3의 양도 동일하여 탄소원의 농도에 의해 미생물의 증식이 제한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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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암모니아 체적부하 0.03 kg N/m3/d에 대한 연속운전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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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암모니아 체적부하 0.06 kg N/m3/d에 대한 연속운전

실험결과.

5) 암모니아 분리 및 질산화 공정의 연속 운전 (Scale-up, 암모니아부하 0.06 kg N/m3/d)

혐기조와 질산화조의 용량을 각각 10 L로 scale-up하였다. 혐기조는 혐기슬러지 2 L와 8 L

의 배지를 혼합하여 주입하고 질산화조에는 호기슬러지 10 L를 주입하였다. 유입수 암모니아

농도는 50 mM (700 mg N/L) 그리고 글루코즈를 이용하여 유기물 농도를 SCOD (soluble

chemical oxygen demand)로 3,500 mg/L로 조절한 인공폐수를 조제하여 수리학적 체류시간

(hydraulic retention time, HRT)를 15일로 하여 혐기조에 대한 체적부하를 0.06 kg N/m3/d로

조절하여 연속으로 운전하였다. 앞선 연구와는 달리 혐기조 및 질산화조에는 완충용액이 사용

되지 않았고, 질산화조 경우는 pH 조절기로 pH를 7.0～7.1로 유지하여 회분식으로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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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기를 scale-up하고 유입수 내 암모니아의 농도가 증가하여도 암모니아 제거 효율은

99% 이상이었고 유기물 제거 효율 한 95%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4-6).이 때,질산화조

에 한 폭기율은 10L/m
3
∙min이하로 낮게 유지 되었다.질산염의 경우는 부하가 증가한 만

큼 질산화되는 암모니아의 양도 증가하여 질산화조에 질산염이 축 되는 상이 나타났다 (그

림 4-7).결국 양이온교환막을 통해 확산되는 질산염에 비해 생성되는 양이 많기 때문이며,이

는 양이온 교환막의 합성에 있어서 homogeniety(균질성)을 조 하여 기조로 질산염의 농도

구배에 의한 확산을 원활히 함으로써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그림 4-8은 질산화조의 MLSS변

화를 나타낸 것이다.MLSS는 3,500mg/L로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이는 질산화조에서의 미

생물 증식과 사멸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따라서 호기조에서의 잉여슬러지 발생은

없다.각 반응조에서의 pH는 체로 일정하 으며 생물학 반응에 합한 수 으로 유지되었

다.유입수 pH 7.3에 해 기조는 7.5부근으로 나타났으며,질산화조는 pH컨트롤러에 의해

7.0부근으로 조 되었다 (그림 4-9). 기조의 경우는 유입수 알칼리도 공 량이 1.0g

NaHCO3/L로 낮게 유지되었음에도 오히려 다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 으로 기조

에서는 유기물 유입시 산생성으로 인해 pH가 하되어 유기물 농도에 비례하여 많은 양의 알

칼리도 공 을 필요로 한다.하지만 본 공정에서는 탈질반응으로 인한 알칼리도의 생성과 양이

온 교환막의 이온 교환능에 의한 수소이온의 제거로 기조의 pH가 약알칼리성으로 유지된다.

다.결론

본 연구에서는 양이온 교환막을 이용하여 폐수 내에 함유되어 있는 암모니아를 유기물과

독립 으로 분리하여 질산화하기 한 공정을 고안하여 운 하 다.암모니아는 생물학 질산

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체류시간 5일에 해 99%이상 질산화가 이루어졌고, 기조에서 질산화

조로의 암모니아의 이동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단,질산화조의 pH는

6.8이상으로 유지되어야하며 질산화가 정상 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암모니아의 분리 한 원

활함을 알 수 있었다.혼합균주를 이용한 질산화에 합한 pH는 7.4부근이며 DO는 0.7ppm

이상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Ruizetal.,2003).

한 질산화조에서 생성된 질산염은 암모니아의 이동과 더불어 기 성을 이루기 해

이온교환막을 통해 기조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이는 기조에서 탈질반응을 유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러한 결과에 기인하여 기조에 기성 슬러지를 식종하여 탈질반응을

유도한 결과,질산화와 탈질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하지만 암모니아

부하에 따른 질산염의 축 이 장기운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으로 사료되며,이는 암모

니아의 이온교환과 생성된 질산염의 확산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재질의 막을 이용함으로

써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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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 Reaction ∆Ho,kJ/mol ∆Go,kJ/mol

Hydrogen H2 +0.5O2 -->H2O -286 -237.3

Methanol CH3OH+1.5O2 -->CO2 +2H2O -726.6 -702.5

Ammonia NH3 +0.75O2 -->0.5N2 +1.5H2O -382.8 -338.2

표 4-1.Thermodynamic data for some candidate fuelcellreactions understandard

conditionsat25°C

Fuel KWh/kg c/KWh KWh/L

H2 (156atm) 83.4 2535 0.28

Propane 1.96 34 1.15

Methanol 1.45 379 1.15

Ammonia 1.87 117 1.45

표 4-2.Powerdensityandcostoffuels

3.암모니아산화-철환원 균주 분리 배양

가.연구개요

축산폐수에는 유기물 외에 고농도의 암모니아가 함유되어있다.유기물의 경우 메탄이나 수

소 발효를 통한 에 지 생산 기술이 연구 개발되고 있으나,암모니아는 여 히 질산화를 통

한 제거에만 이 맞추어져있기 때문에 막 한 비용의 손실을 감수하고 유출수 기 에 맞게

질소를 제거하기 한 노력만이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암모니아는 암모니아 자체만으로도 가

치가 있는 에 지 물질이다.

암모니아의 에 지로서의 가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첫째는 암모니아를 연

료 지의 연로로써 직 사용하는 것이다.아래 표 4-1과 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암모니아는

그 자체만으로도 수소 메탄올과 같이 연료 지의 연료로써 사용가치가 높은 물질이다.

(KordeschandSimader,1996)

(KayeandBloomfield,1998)

둘째는 암모니아를 수소의 생산을 한 원료로 이용하는 것이다.암모니아는 수소 장물질

로써 오랜 기간 동안 연구되고 있다 (DiMartino,1987;Metkemeijerand Achard,1994a,

1994b).왜냐하면 수소의 안정 인 장기술이 확실히 구 되지 않았고,암모니아는 액상으로

장이 용이하며 매작용을 이용하여 수소로 쉽게 변환되기 때문이다 (Dongetal.,1996).

암모니아의 직 이용 는 수소생산 원료물질로써의 이용은 수요와 공 의 원리에 따라 수

요처가 확실한 방향으로 진행됨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매를 필요로 하는 의 물리화학 방법이 아닌 미생물을 이용하여 기

성 조건에서 암모니아를 산화할 수 있는 균주를 분리,배양하여 이 균주를 생물 기화학 시

스템에 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기 한 기 연구가 진행되었다.즉,물리화학 매가 아닌

미생물 자체를 생물학 매로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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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생물 기화학 암모니아 수소화 시스템의 개략도. 

생물 기화학 시스템에서 가장 요한 것은 극표면에 부착성장을 하면서 극과 자

를 교환할 수 있는 균주의 확보이다.유기물을 산화하면서 이 때 발생되는 자를 극에 달

하여 최종 으로 산소의 환원에 자가 이용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 미생물 연료 지이며,이

미생물연료 지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electricigen이라 명명되는 특이 미생물들이다.

Electricigen은 극과 자를 교환할 수 있는 특이한 미생물들이며 주로 철이나 망간 등 고체

상의 자수용체를 이용하여 성장이 가능한 미생물들로써 지각의 생성과 변이과정과 한

계를 가지고 있는 균주들이다 (Lovley,2006).이 균주들은 자수용체로 이용되는 속

신 극에 부착하 을 경우 극을 자수용체로 이용한다.하지만 이러한 균주들은 acetate,

glucose,lactate등 유기물을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균주들 외에 Fe3+를 자수용체로 이용하여 암모니아를 산화하는 균

주가 electricigen으로써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이 균주를 확보하여 암모니아

산화 미생물 연료 지 시스템을 구축하고,이 시스템을 변형하여 암모니아의 수소화를 도모하

고자 하 다.암모니아를 산화하며 철을 환원시키는 반응에 한 보고는 있었으나 아직 특정

균주에 한 보고는 없는 상황이며,단일 미생물이 아닌 혼합균주에 의한 반응일 가능성도 배

재할 수 없다 (vanLuijn,etal.,1998;Clementetal.,2005).

그림 4-6은 암모니아의 생물학 산화화 기화학 수소 발생을 나타내는 모식도이다.암

모니아산화-철환원 균주를 분리,배양하여 이 균주를 극에 부착성장시켜 와 같은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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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여 외부에서 인 으로 수백 mV의 를 공 할 경우 암모니아의 산화와 수소의 발

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암모니아의 질산화를 한 기 비용보다 더 은 비용으로 부

가가치가 있는 수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나.연구결과

1)암모니아산화-철환원 균주의 분리,배양

축산폐수에는 고농도의 암모니아와 철이온이 함유되어 있고,폭기를 할 경우에도 용존산소

의 농도는 극히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질산화 과정 에 산소가 아닌 철이온을 자수용체로

이용하는 반응이 존재할 것이다.따라서 철의 환원과 암모니아의 산화를 수행하는 균주가 함유

되어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이 균주를 분리,배양하기 해 공주 축산폐수 처리장의

기성 슬러지를 이용하여 solidretentiontime(SRT)를 16일로 하여,10L용량의 아크릴 반응

기를 이용하여 8L의 workingvolume으로 운 하 다.유입수는 5mM (70mgN/L)의 암모

니아와 10mM의 Fe
3+
를 함유한 합성폐수를 이용하 고,5mM의 NaHCO3를 탄소원으로 주입

하 으며,인산염 완충용액을 이용하여 pH는 7.0,온도는 35±1℃로 유지하 다.

표 4-3은 암모니아산화-철환원 균주를 배양하기 해 운 한 masterculturereator(MCR)

의 정상상태에서의 물리화학 성상을 분석한 결과이다.철이온으로 인해 다량의 침 물이 발

생함으로써 MLSS는 MLVSS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약 1.7mM (20mgN/L)정도의 암모니

아가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유입수의 암모니아와 Fe
3+
의 비율이 충분하지 않아 철

이온이 다 소모되고 암모니아가 남는 것으로 사료된다.철이온의 경우 과량으로 주입될 경우

침 pH조 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산소처럼 과잉공 이 불가한 단 을 가지고 있다.

그림 4-11은 운 기간 NH4
+
,NO3

-
,NO2

-
의 농도 변화를 모니터링한 결과이다. 기에는

식종한 슬러지내에 함유된 유기물의 분해로 암모니아의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운 이 지속되면서 물리 희석효과는 사라지고 암모니아 농도는 20mgN/L부근에서 정상상

태에 이르 다.암모니아의 질산화가 일어난 결과로 NO3
-의 농도는 암모니아의 증가여부와

상 없이 지속 으로 증가하여 약 60일의 운 기간이 지난 후 정상상태에 어들었다.NO2
-

는 측 되거나 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문헌상으로는 철의 환원과 연 된 암모니아 산화

의 경우 암모니아가 NO2
-
까지만 부분 산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lementetal.,

2005).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용된 슬러지의 경우 철의 환원과 더불어 암모니아를 충분히

NO3
-의 상태까지 산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존의 암모니아 산화-철환원 균주에 한

연구는 부분 토양이나 하천의 침 토에서 채취된 미생물들에 의해 진행된 것에 반해 본 연

구에서 이용된 균주의 경우는 축산폐수에서 기인한 것으로 균주가 채취 된 환경 차이로 인

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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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Items Results

pH 6.8±0.3

MLSS,mg/L 2400±50

MLVSS,mg/L 1120±60

NH4
+
,mM 1.7±0.3

NO2
-,mM 0.40±0.05

NO3
-,mM 4.9±0.2

Fe
2+
,mM 8.5±0.4

표 4-3.PhysicochemicalcharacteristicsoftheMCRatthesteadystate

그림 4-11.암모니아 산화-철 환원 균주 배양을 한 MCR운 결과.

정상상태에서 NH4
+,NO2

-,NO3
-의 농도는 각각 1.7,0.4,4.9mM이었다 (그림 4-12).MCR의

pH는 6.8±0.3,MLVSS는 1120±60mg/L로 나타났다 (표 4-3).MLVSS 당 질산화율은

0.041mgNH4
+
-N/mgMLVSS 고 유입수와 유출로 암모니아 농도로부터 구한 질산화효율은

66%로 나타났다.이는 자수용체로 작용하는 Fe
3+
의 농도가 제한 이기 때문에 자수용체의

결핍으로 더 이상 질산화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모든 철이온의 자수용

체로 이용되어 환원된 것으로 가정할 때,암모니아 산화와 철이온 환원의 몰비는 3.03mole

Fe3+/molNH4
+로 계산되었다.철이온의 환원과 련된 기성 암모니아 산화는 두 가지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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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고되고 있는데,Clementetal.(2005)은 NH4
+
가 NO2

-
(식 6)으로 산화되는 상에 해

보고하 고,Lietal.(1988)은 NH4
+
가 NO3

-
로 완 히 산화되는 결과를 보고 하 다 (식 6과

7):

NH4
++2H2O+6Fe

3+-->NO2
-+6Fe2++8H+ (6)

NO2
-
+2Fe

3+
+H2O-->NO3

-
+2Fe

2+
+2H

+
(7)

의 식에 따르면 NH4
+가 NO2

-로 산화될 경우 철과 암모니아의 몰비는 6molFe3+/mol

NH4
+이며,NO3

-로 완 히 산화될 경우에는 8molFe3+/molNH4
+이다.그에 반해 MCR 운

결과에 따르면 NO3
-
가 최종 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비가 3.03 molFe

3+
/molNH4

+
로

Clementetal.(2005)와 Lietal.(1988)의 약 50%정도의 값을 나타내었다. 의 식 7에 따르

면 양론 으로 10mM의 Fe
3+
를 이용하여 약 1.25mM의 NH4

+
가 NO3

-
로 산화될 수 있다.

MCR운 조건에서 약 3.30mM의 암모니아가 산화되었으므로 2.05mM 정도의 NH4
+가 임의

의 자수용체를 이용하여 산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anammoxbacteria에 의해 암모니아가 제거될 수 있다.Noophanetal.

(2009)은 다음과 같은 식을 제시하고 있다.

NH4
++1.32NO2

-+0.066HCO3
-+0.13H+

1.02N2+0.026NO3
-
+0.066CH2O5N0.15+2.03H2O (8)

이 반응에 여하는 bacteria는 1mol의 NH4
+
를 제거하기 해 1.32mol의 NO2

-
를필요로

한다.이 반응에서는 1mol의 NH4
+가 제거될 때 단지 0.026molofNO3

-가생성된다.따라서

만약 이 반응이 MCR에서 주된 반응으로 유지된다면 반응의 최종산물이 NO3
-가 될 수 없다.

실제 MCR운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정상상태에서 NO3
-
의 농도는 4.9±0.2mM로 높게 나

타났다 (표 4-3).결과 으로 anammox반응은 본 연구에서의 MCR에서 암모니아 제거의 주

된 기작이 될 수 없다.

Lutheretal.(1997)에 의해 다른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다.이 보고에 따르면 MnO2가

암모니아의 산화와 더불어 Mn
2+
로 환원되고 Mn

2+
가 다시 NO3

-
가 N2로 환원되는데 자공여체

로 이용된다.하지만 본 연구에 이용된 medium에는 Mn은 tracemineral로 추가되었을 뿐 반

응에 향을 미칠 만한 농도는 아니었다.결과 으로 Mn은 암모니아의 산화와 환원에 부분

으로 여할 수는 있으나 주요한 기작으로 작용하 다고 볼 수는 없다.

가장 큰 가능성으로 RateringandSchnell(2001)의 보고에 따르면,이러한 환경에서 철은

순환될 수 있다. 기성 환경에서 Fe
2+
는 철산화 미생물에 의해 산화되면서 NO3

-
가 N2로 환원

되는데 자공여체로 이용될 수 있다.결과 으로 의 철과 암모니아의 몰비는 철이 순환됨으

로써 나타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 반응에서 Fe3+는 암모니아의 산화와 더불어

Fe2+로 환원되고 이 Fe2+는 NO3
-의 환원 다른 기작에 의해 다시 산화되어 Fe3+의 형태로 재

공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이러한 반응이 공존할 때 3.3mM의 NH4
+
가 10mM의 Fe

3+
를 이

용하여 산화될 수 있다 (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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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k
Abiotic
control

Negative
control

Testunit

A B C D E

NH4
+
,mM 0 20 20 2 5 10 20 20

Fe3+,mM 20 20 0 20 20 20 20 20

NaHCO3,mM 10 10 10 10 10 10 5 10

Medium,mL 230 230 230 230 230 230 230 230

Culture,mL 20 20 20 20 20 20 20 20

표 4-4.회분식 조건에서 NH4
+와 Fe3+의 비에 따른 암모니아 산화 경향 분석 실험 구성

2)암모니아 산화-철 환원 혼합균주를 이용한 회분식 실험

암모니아 산화-철 환원 혼합균주의 배양 후,이 균주의 특성을 악하기 해 MCR이 정상

상태에 도달한 이후 표 4-4와 같은 조건에서 회분식 실험을 실행하 다.A,B,C,D그리고 E

는 암모니아 농도를 달리하여 NH
+
/Fe

3+
비를 조 함으로써 실제 암모니아의 산화에 필요한 철

이온의 농도를 결정하기 해 이용되었고,생물학 반응 여부를 단하기 해 abiotictest

negativecontroltest도 병행하 다.SCOD (solublechemicaloxygendemand)의 경우는

암모니아의 산화가 아닌 유기물의 산화에 의해 철이온이 환원될 가능성을 시험하기 해 측정

하 다.실험 조건상 별도의 유기물 공 은 없었으나 철이온의 공 을 해 이용된 ferric

citrate에 포함된 citrate가 유기물원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석을 실시하 다.

Shewanellaalga와 Aeromonaveronii가 citrate를 산화하면서 Fe
3+
를 환원시킬 수 있다는 연

구보고가 있었으므로 암모니아의 산화와 citrate의 산화는 철이온을 자수용체로 이용함에 있

어서 경쟁 계가 형성될 수 있는 반응이라 할 수 있다 (Knightetal.,1996).

그림 4-12와 4-13은 회분식 실험결과를 나타내고 있다.산화된 암모니아의 양은 기 암모

니아 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12).D와 E를 비교하면 NaHCO3의 농도

를 10mM에서 5mM로 감소시켰을 때 약 22% 정도의 산화율 감소를 나타내었고 암모니아의

산화에 있어서 철이온의 농도외에 NaHCO3의 농도도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12).암모니아 산화의 주요산물은 MCR 운 과 동일하게 NO3
-로 나타났으며,최종 NO3

-의

농도는 암모니아 농도의 증가에 따라 4.2에서 20mM로 선형 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NO2
-
의

농도는 체 으로 1mM 이하로 나타났으며,massbalance상에서 NO3
-
와 NO2

-
의 합은 산화

된 NH4
+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거된 암모니아는 부분 NO3

- 는 일부 NO2
-로

환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13).

암모니아 기 농도 2,5,10,20mM에 해 각각 1.1,1.8,2.2,5.0mM의 암모니아가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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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concentrationofNH4
+,mM

2 5 10 20

a
NH4

+
oxidized,mM 1.1 1.8 2.2 5.0

b
Oxidationefficiencyof

NH4
+,% 55.4 35.7 21.9 25.0

bInitialmoleratioofFe3+

andNH4
+ 10 4 2 1

b
MoleratioofFe

3+
and

NH4
+
oxidized 18.1 11.1 9.1 4.0

표 4-5.회분식 실험결과 요약

되었으며 어느 경우에도 100% 산화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4-5,그림 4-12).그런데 암

모니아의 산화된 양은 증가하 으나 반 로 산화효율은 기농도 2mM에 해 55.4%에서 20

mM에 해 25.0%로 감소하 다.이는 자수용체로써 Fe
3+
의 농도가 제한요소로 작용하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Fe3+의 경우 부분이 Fe2+로 환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의외의 결과

로 암모니아가 존재하지 않는 blanktest의 경우도 Fe3+가 부분 Fe2+로 환원된 것으로 나타났

다.환원된 철과 산화된 암모니아의 몰비는 표 4-5에서 처럼 MCR 운 결과인 3.03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이는 회분식 실험에서는 암모니아의 산화가 MCR에 비해 효과 이지

못함을 나타낸다.풍부한 Fe3+에도 불구하고 산화율이 낮은 것은 MCR로부터 culture를 채취하

여 회분식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 희석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자수용체

로서 Fe
3+
를 두고 다른 경쟁 계의 반응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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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시간에 따른 암모니아의 농도변화 암모니아 제거량과 기 암모니아 농도의

상 계.a)회분식 실험 결과.(b) 기 암모니아 농도 vs.산화된 암모니아.Blank,Abiotic,

negative,andA-E는 표 4-4에 설명된 바와 같고,오차막 는 반복실험의 결과 값 범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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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NO3
-
와 NO2

-
의 기 최종 농도 분석 결과.

Blank,Abiotic,negative,andA-E는 표 4-4에 설명된 바와 같고,

오차막 는 반복실험의 결과 값 범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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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각 반응기에서 기 최종 Fe2+의 농도.

오차막 는 반복실험의 결과 값 범 를 나타낸다.

Fe
3+
를 자수용체로 이용하는 경쟁 계에 있을 수 있는 반응은 유기물을 산화하면서 철을

환원시키는 종속 양미생물에 의한 반응이다.표 4-5에서처럼 MCR운 시 얻어진 철과 암모

니아의 몰비인 3.03에 근 하는 값은 기 NH4
+의 농도가 20mM인 경우 뿐이었다.결국 상당

부분의 Fe
3+
가 다른 경로를 통해 환원 되었다고 할 수 있다.그림 4-14에서 나타난 것처럼 암

모니아가 주입되지 않은 blanktest에서도 부분의 철이온의 환원되었다.이는 의도되지 않은

자공여체가 존재하며 이 물질의 산화와 더불어 철이온의 환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결

과이다.Fe3+는 암모니아 외에 다양한 종속 양 반응에 의해 환원될 수 있다.그러나 본 실험에

서는 유기물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citrate뿐이었다.Shewanellaalga와 Aeromona

veronii를 이용한 연구에서 citrate의 산화가 Fe
3+
의 환원과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

었다 (Knightetal.,1996).결국 citrate는 암모니아 신 철의 환원에 자공여체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를 증명하기 해 기와 최종 SCOD 분석을 통해 유기물의 농도변화를

분석하 다.

그림 4-15에서처럼 blanktest에서는 SCOD가 약 703mg/L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유기물이 제거와 철이온의 환원의 상 계를 상할 수 있다.암모니아가 주입된 반응기에서

는 blanktest에서만큼의 유기물 농도 변화는 찰되지 않았고,암모니아 농도가 증가할수록

유기물의 농도변화는 오히려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MCR운 결과에서 얻어진 몰비인

3.03과 회분식 반응의 분석결과인 암모니아 농도변화를 기 으로 autotrophicironreduction과

heterotrophicironreduction을 구분하 을 경우,그림 4-16과 같이 암모니아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heterotrophicironreduction의 비율이 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암모니아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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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M인 경우에는 heterotrophicironreduction의 비율을 극히 미미함을 알 수 있다.결과

으로 citrate를 이용하는 철의 환원과 암모니아를 이용하는 철의 환원은 서로 경쟁 계에 있는

반응이지만,암모니아의 산화가 보다 우 에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heterotrophiciron

reduction이 암모니아의 산화 부산물인 NO3
-나 NO2

-에 의해 해를 받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이와 련하여 Dichristina(1992)는 Shewanellaputrfaciens에 의한 iron reduction이

NO2
-
와 NO3

-
의 존재로 인해 심각하게 해를 받는 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결과 으로 암모

니아의 농도 증가는 반응 에 NO3
-
와 NO2

-
농도의 증가를 가져오고 결국 citrate를 이용하는

heterotrophicironreduction이 해를 받아 암모니아의 산화를 통한 철의 환원이 주반응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MCR의 경우는 정상상태에서 일정한 농도의 NO3
-와 NO2

-가 유지되

기 때문에 heterotrophicironreduction은 지속 으로 해를 받고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림 4-15.암모니아 농도별 기 최종 SCOD분석치 비교.

오차막 는 반복실험의 결과 값 범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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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기 암모니아 농도별 SCOD값의 변화와 heterotrophicironreduction과

autotrophicironreduction의 비교.오차막 는 반복실험의 결과 값 범 를 나타낸다.



- 77 -

다.결론

암모니아 산화-철 환원 균주의 확보를 해 축산폐수의 기성 슬러지를 이용하여 암모니

아와 철이 풍부한 환경에서 균주를 순화시킨 결과,암모니아를 효율 으로 산화하며 철을 환원

하는 혼합균주를 얻을 수 있었다.MCR운 결과에 따르면 환원된 철과 산화된 암모니아의

비율은 3.03molFe
3+
/molNH4

+
인 것으로 나타났고,이는 NO3

-
를 최종 산물로 할 때의 이론

인 값이 8에 비해 극히 낮은 값으로써,혼합균주인 반응기 내부에서 철의 환원 산화 기작이

존재함으로써 철의 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암모니아 산화균주 외에

citrate를 이용하는 철환원 반응도 찰되었지만,이는 반응기의 운 조건상 존재하는 NO3
-와

NO2
-
에 의해 해를 받기 때문에 실제 연속 으로 운 되는 반응기에서는 극히 제한 으로 일

어나는 반응으로 간주될 수 있다.

암모니아를 기성 상태에서 산화하는 균주로써 철을 환원하는 혼합 균주의 배양이 이루어

졌으므로,기존에 세운 가설과 같이 극에서 활성을 가진 electricigen의 유무를 검증하여야

한다.따라서 향후 확보된 균주를 이용한 미생물 연료 지를 디자인하여 운 하고,실제 극

에서 활성을 보이는 균주를 분석하여 library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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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이온교환과 생물학 반응을 이용한 축산폐수내 유기물

질소 동시제거 기술개발

1.개요

축산폐수는 고농도의 유기물과 암모니아성 질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수 허용 기

에 합한 수 으로의 처리를 해 막 한 비용과 처리시설의 규모를 필요로 한다.유기물의

경우 BOD로 50,000～100,000ppm,그리고 암모니아는 5,000～80,000ppm N정도의 함량을 보

이는 반면 방류수 기 은 BOD 30ppm 그리고 TN 120ppm이다.일반 으로 축산폐수는

기성 메탄발효를 통해 유기물을 제거하고,후폭기 과정을 거쳐 잔존 유기물의 제거와 암모니아

의 질산화를 유도한 후 반송을 통해 탈질을 유도하여 유기물과 질소 성분을 제거한다.하지만,

기성 반응기의 체류시간은 안 율이 고려되어 20～30일이며,폭기조의 경우 7～15일의 체류

시간을 필요로 한다.즉,유기물의 제거와 질산화만을 해 기본 으로 27～45일의 체류시간을

요구함으로써 처리에 필요한 랜트의 규모가 커지게 된다.이와 같은 문제 을 개선하기

해,기존 연구를 통해 양이온교환막을 이용하여 암모니아를 분리하여 질산화 시킴으로서 유기

물의 제거와 동시에 질산화 탈질을 유도하기 한 공정을 개발하 다.본 공정은 CESON

(CationExchangeSimultaneousOrganicsandNitrogenremoval)공정으로 명명하 고,이를

통해 처리시간 단축과 효율향상을 이루고자 하 다.하지만 CESON 공정은 700mgN/L의 암

모니아 농도에 해 안정 인 유기물 질소 제거 경향을 보 으나 장기간의 연속운 시 호

기조 내에 질산염이 축 되는 문제가 나타났다.호기조 내의 질산염의 축 은 양이온교환막에

의해 질산염의 확산이 제한된 결과이며,장기 인 에서 질산화 반응에 해를 나타낼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암모니아의 분리 질산화 그리고 질산화에 의해 생성된 질산염의 분리

탈질과 유기물 제거를 원활히 하기 해 음이온 교환막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CESON 공정에

서의 문제 을 해결하고자 하 다.CESON 공정의 문제 인 호기조 내 질산염의 축 은 음이

온 교환막을 이용하여 호기조로부터 질산염을 분리해 탈질조로 공 함으로써 해소하 다. 한

본 시스템은 이온교환에 의한 암모니아의 분리 속도가 체 인 반응의 율속 단계로 작용하기

때문에, 극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온교환을 가속하기 한 연구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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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온교환과 생물학 반응을 이용한 유기물 질소 동시제거 기술 개발

가.공정개요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공정은 IEBR(IonExcjangeBiologicalReactor)공정으로 명명하 으

며,그림 5-1은 IEBR공정의 모식도이다.공정은 ReactorA,ReactorB,ReactorC의 총 3개

의 반응기로 구성되며,각각 기조,호기조 그리고 탈질조이다. 기조와 탈질조에는 기성

발효 반응 탈질 반응을 유도하기 해 기성 슬러지를 식종하고,호기조에는 질산화 슬러

지를 식종한다. 기조와 호기조 사이에는 양이온교환막 (cationexchangemembrane;CEM)을

그리고 호기조와 탈질조 사이에는 음이온교환막 (anionexchangemembrane;AEM)을 각각

장착하 다.암모니아와 유기물을 함유한 폐수는 기조로 유입된 후 암모니아는 양이온교환막

을 통해 분리되어 호기조로 공 되어 생물학 질산화 반응에 의해 질산염으로 산화되며,유기

물은 기조에서 발효를 통해 분해 는 제거된다. 기조를 거친 폐수는 그림 5-1과 같이 탈

질조로 유입되고,이때 폐수에 함유된 유기물은 질산염의 생물학 탈질 반응을 한 탄소원으

로 이용되어 질산염과 함께 제거된다.탈질조의 질산염은 호기조에서 발생된 질산염을 음이온

교환막을 통해 분리하여 공 한 것이다.음이온교환막에 의해 질산염을 분리함으로써 기존

CESON 공정에서의 질산염 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수리학 에서 폐수는 기조와

탈질조만을 거쳐 최종 으로 배출되며,호기조의 경우 폐수의 유입이나 유출은 없고 이온의 이

동 생성에만 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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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IEBR공정의 구성 유기물 질소성분 제거 기작.ReactorA=

기조,ReactorB=호기조,ReactorC=탈질조,CEM =양이온교환막,

AEM =음이온교환막.

나.연구결과

1)회분식 반응에서 양이온교환막을 이용한 암모니아 분리 생물학 질산화

결과에서처럼 양이온교환과 생물학 질산화 반응을 이용한 암모니아의 제거는 충분히 효

율 임을 알 수 있었다.암모니아는 80시간 이내에 완 히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이 때

양이온교환막을 통한 암모니아의 최 flux는 0.98mgN/m2∙s 다 (그림 5-2a).실험 기에

호기조에서 암모니아 농도의 증가가 찰되었으나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0에 근 하 고, 기

조에서 암모니아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flux 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lux는 두 반응

조 간에 농도 구배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암모니아가 질산화 됨에 따라 농도구배가 갈수록

감소한 결과이다.호기조에서는 암모니아가 공 되는 즉시 질산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되

며,질산화의 결과로 질산염의 증가가 찰되었다 (그림 5-2b).아질산염의 경우 질산화 과정

의 간산물로써 축 될 경우 질산화에 해를 일으킬 수 있으나 본 실험에서는 10mgN/L이

하로 검출되어 질산화에 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림 5-2c).

이론 으로 양이온교환막은 양이온의 이동에만 여하고 음이온은 이동할 수 없다.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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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는 양이온교환막을 통해 일부 질산염이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5-2b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호기조에서 질산염의 농도가 100mgN/L를 넘는 순간 기조에서 질산염이

검출되었으며,최종 으로 기조의 질산염 농도는 100mgN/L로 유지되었다.결과 으로 질

산염의 농도구배가 높아지면 양이온교환막을 통한 질산염의 확산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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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양이온교환과 생물학 질산화 반응을 이용한 암모니아

분리 질산화 회분식 실험 결과.ReactorA= 기조,ReactorB=

호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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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분식 반응에서의 음이온교환막을 이용한 질산염의 분리 생물학 탈질

그림 5-3은 음이온교환과 생물학 탈질반응을 이용하여 질산염을 분리 후 탈질을 유도한

회분식 실험의 결과이다.ReactorB와 C는 IEBR공정에서 각각 탈질조와 호기조로 이용된다.

질산염의 경우 암모니아 보다 더 빨리 제거되었으며,최 flux는 3.4mgN/m
2
∙s로 높게 나

타났다 (그림 5-3a).질산염의 flux는 암모니아의 약 3.5배 다.따라서 암모니아 제거 시스템

과 질산염 제거 시스템을 조합한 IEBR공정에서는 양이온교환을 통한 암모니아의 분리 질

산화가 율속단계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에서는 탈질을 한 유기탄소원으로 아세트산을 주입하 고 이 때 C:N비는 5:1로

조 하 다.그림 5-3c는 실험 용존성 화학 산소요구량 (soluble chemicaloxygen

demand;SCOD)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그림 5-3a에서 질산염이 감소하는 경향과 더불어

유기물 한 감소함을 알 수 있다.즉,생물학 탈질이 진행됨에 따라 유기물이 탄소원으로

소모가 되고 이를 통해 질소와 유기물이 동시에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탈질반응기 (Reactor

C)에서 SCOD가 약 350mg/L부근에서 변화가 없는 것은 유기물이 과잉 공 된 상태로써 질

산염이 고갈된 후에는 더 이상 유기물의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타나낸다.아세트산의 경

우 기 조건에서 메탄생성균이 존재하지 않는 한 열역학 으로 제거가 용이하지 않은 물질

이기 때문에 탈질균이 우 종으로 구성된 조건에서는 분해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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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음이온교환과 생물학 탈질 반응을 이용한 질산염의

분리 탈질 회분식 실험 결과.ReactorB=호기조,

ReactorC=탈질조.

"'" a 

4← R.~’~" 
~R.‘’~C "'" 

"'" 
등 '"'' 
응 ''''' -z '"'' 

''''' 

:ω 

."" 
0 

b 

.'" 

.'" 
"" 응 120 

ι 

a 
z 

". 
'" 
'" 
'" 
'" 
0 

」ωo

-"ωu 

c 

"'"" 
2500 

2000 

S;;

; 

(5
]
%

"ρu 

1000 

5ρo 

.---------.-.• - . 
120 ."" s‘’ 00 

Tî",.,. hr " '" 
U 

o 

"'" a 

4 •. ,‘’w ’‘ 
~.，‘，~ C "'" 

"'" 
등 ,." 

을 "'" -z ..• " 
"'" 

:ω 

'"" 
0 

b 

"‘’ 
'''' 
1‘” m 
m 

넌
Z
ι:
-

。
z
 '" 

'" 
'" 
'" 
0 

4000 

,; ... 

c 

3000 

25(11) 

2000 

; 
g 
]

"씨 

lωo 

500 

'~ . •- . 
"‘’ l이} 

s‘’ 6“ 
T ’‘nc. hr 

" '" 
0 

” 

a "'" 
____ R eaclor Ll 

---6- R.，，，，cl‘~C 

"''' 
등 5‘" 

I= i 4{ll 

~ -~) 

"'" 
"" 

0 

b :ω 

,,. 

'''' 
1‘” 

똥 120 

‘= 100 

az ,. 

'" 
'" 
'" 
0 

c 
4‘'"' 
M 

3000 

t;s 
251‘‘’ 

g] 2000 

1500 

’"''' 
500 

i ’ -- ‘. -- ‘-~ ‘ - ‘. --* • 

” '" " 6“ s‘’ ' 00 "‘’ T ÎI1l<l. h r 

a "'" 
____ R"a"‘~ ，‘ 

---6- R" ",c lor C 

"" 
등 5‘~ 

g: J OU 

gw 

''''' 
''''' 

0 

b 200 

'''' 
'''' 
1‘” 

똥 120 

ι= 100 

az '" 
'" 
'" 
'" 
0 

c 
4‘'"' 
M 

300 0 

t얄s 25111.’ 
g] 200 0 

1500 

’"" 
500 

i ’ i. ‘. -- ‘-~ ‘ - ‘. --* • 

” '" " 6“ s‘’ ''''' "‘’ T ÎI1l<l. h r 

a "'" 
____ R"a"‘~ ，‘ 

---6- R" ",c lor C 

"" 
등 5‘'" 

g: J OU 

g ” 
''''' 
"'" 

0 

b 200 

'''' 
'''' 
1‘” 

똥 120 

ι= 100 

az '" 
‘。

'" 
'" 
0 

c 
4‘’"' 
M 

300 0 

t얄s 25111.’ 
g] 200 0 

1500 

100 0 

500 

i ’ i. ‘. -- ‘-~ ‘ - ‘. --* • 

” '" " 6“ s‘’ ''''' "‘’ T ÎI1l<l. h r 



- 85 -

3)IEBR공정의 연속식 운 을 통한 암모니아 유기물 제거

양이온교환 생물학 질산과 그리고 음이온교환 생물학 탈질 반응을 조합하여

IEBR 공정을 구성하여 유기물과 암모니아가 함유된 합성폐수로부터 유기물과 질소의 동시제

거를 한 실험을 수행하 다.유입수 조건은 암모니아 농도 700mgN/L,SCOD3500mg/L,

pH 7.4로 조 하 고,수리학 체류시간 (hydraulicretentiontime;HRT)는 10일로 고정시켜

운 하 다.탈질조의 유출수가 최종처리수이며,유출수 평균 암모니아 농도는 28.8mg

N/L 고 암모니아 제거율은 95.8%로 나타났고 flux는 0.22mgN/m
2
∙s 다.유출수 내 평균

질산염의 농도는 10.2mg N/L 다.암모니아와 질산염을 종합하여 총질소 (totalnitrogen;

TN)를 고려할 경우 TN 제거율은 94.5% 다.질소성분의 제거와 더불어 유기물의 제거 한

효율 으로 진행되었으며,유출수 내에 SCOD는 평균 20.0mg/L이었으며 99.5%의 높은 제거

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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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암모니아 부하 0.07kgN/m
3
∙d에 한 IEBR공정의

연속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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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결론 고찰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CESON 공정에서 호기조 내 질산염의 축 문제를 해결하기

해,음이온교환 탈질시스템을 도입하여 신개념의 IEBR공정을 고안하여 그 처리 성능을

검증하 다.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단할 때,IEBR 공정은 암모니아와 유기물의 동시제거를

해 효율 으로 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 연속운 에서 나타난 암모니아의

flux는 0.22mgN/m
2
∙s으로 회분식 실험에서 얻은 최 flux의 약 22% 수 이었다.이는 회

분식 실험과는 달리 연속운 에서는 반응기 간의 농두구배가 낮게 유지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

료된다.실제 축산폐수의 경우는 암모니아 농도가 수천 ppm에 이르기 때문에 실폐수를 처리하

기 해서는 본 공정의 처리능을 더욱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처리능 향상을 해서는 flux를

증가시키기 한 방안이 필요한데, 시스템에서 flux의 증가는 농도구배를 증가시키는 방법

뿐이다.하지만 농도구배가 증가될 경우 유출수 암모니아 농도 한 증가하는 악 향을 래하

게 된다.따라서,낮은 농도구배를 유지하면서 flux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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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생물 기화학 공정을 이용한 유기물과 질소 동시제거 기술 개발

가.연구개요

유기물과 암모니아가 함유된 폐수의 효율 인 처리를 해 CESON공정과 IEBR공정이 개

발되었다.두 공정을 이용한 연구로부터 실제 축산폐수의 처리를 해서는 공정 자체의 처리능

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으며,그를 해서는 낮은 농도구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암

모니아의 양이온교환막을 통한 flux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이러한 목 의 달성

을 해 극시스템을 용한 생물 기화학 공정을 구성하 으며,이 공정을 M-IEBR

(ModifiedIonExchangeBiologicalReactor)공정이라 명명하 다.그림 5-5는 M-IEBR공정

의 모식도이다.기존의 IEBR공정의 구성과 동일하며 반응기 내부에 4개의 극을 장착한 것

이 다른 이다. 기조와 탈질조에 각각 산화 극을 장착하고 두 산화 극에 상응하는 환원

극 두 개를 호기조 내부에 장착하 고,각각의 극들 사이에 직류 원장치를 이용해 를

걸어 으로써 기 인 힘에 의한 이온의 이동을 가속화하 다.

혐

양 환막

호

산수
폭

탈질

환막

PS PS

극

그림 5-5.M-IEBR공정의 모식도.

M-IEBR공정에서는 이온의 이동과 더불어 IEBR에서는 기 할 수 없는 부가 인 반응이

존재하며,그림 5-6과 같은 반응을 기 할 수 있다.암모니아 질산염의 이온교환에 의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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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생물학 질산화 탈질 반응은 IEBR공정과 동일하다.M-IEBR공정에서는 의 반

응들 외에 극반응을 기 할 수 있다.호기조에는 두 개의 환원 극이 존재하며 각각 산화

극에서 발생되는 자를 최종 으로 수용하여 화학물질의 환원에 필요한 자를 공 하는 역

할을 할 수 있다.미생물 에는 Shewanellasp.처럼 극으로 직 자를 달할 수 있는 종

도 있고,화학물질을 이용한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극으로 자를 공 할 수 있는 종도 있

다. 한 이들은 유기물을 분해할 때 산화 극과 환원 극간의 차를 유기물 분해를 한

기 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결국 외부 를 공 할 경우 산화 극에서는 생물 기화학 유

기물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이 때 발생되는 자는 산화 극을 충 한 후 최종 으로 환원

극으로 달되어 소모된다.따라서,환원 극에서는 이 때 발생된 자를 이용하여 질산염의

환원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질산염은 용존성 이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극과의 반응성이 뛰

어나기 때문에 쉽게 환원될 수 있다.M-IEBR공정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요약하면,유기물의

기성 분해,양이온교환,음이온교환,암모니아의 생물학 질산화,질산염의 환원과 이에 수

반되는 유기물의 생물학 제거, 극반응을 통한 질산염의 환원이며,이러한 반응의 속도를

종합 으로 제어하는 것이 외부 이다.

PS PS( + ( +(-) (-)

물

혐  효

NH4
+

NH4
+

CO2

NO3
-

N2, NO2
- 

등

NO3
-

N2

물

CO2

그림 5-6.M-IEBR공정에서 암모니아와 유기물의 제거를 해

유도되는 반응.PS=power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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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연구결과

1)M-IEBR공정을 이용한 실폐수로부터 암모니아 유기물 제거

M-IEBR공정을 실제 축산폐수의 처리에 용하 고 암모니아성 질소의 산화 탈질을 통

한 제거 결과를 그림 5-7에 나타내었다.유입수의 평균 인 성상은 pH 8.3,암모니아 농도

1,702mgN/L,질산염 220mgN/L,유기물 10,132mgCOD/L이었고,아질산성 질소는 10

mgN/L이하로 검출되었다.운 조건은 수리학 체류시간(HRT;hydraulicretentiontime)5

일,반응기의 용량은 각각 10L이었고,운 온도는 실온 (24～27oC)이었다.폭기는 호기조에서

만 진행되었고 용존산소(DO;dissolvedoxygen)는 4～8ppm으로 유지되었다.각 반응기 내부

에 장착된 극의 재질은 graphite 고,powersupply를 이용해 기조-호기조 그리고 탈질조

-호기조에 해 각각 를 용하 으며, 기조와 탈질조의 극이 산화 극 그리고 호기조

에 장착된 두 개의 극이 환원 극이 되도록 하 다.

그림 5-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운 후 39일까지는 극 간에 를 용하지 않은 IEBR

공정의 운 결과이다.IEBR공정은 유입수 암모니아 부하 증가로 인해 제거효율 면에서 부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극에 를 용하지 않았을 경우,유입수 비 암모니아 제거율

은 30% 정도로 나타났고 이 때 유출수 암모니아 농도는 1,200mgN/L정도로 높게 나타

났다.즉,순수한 이온교환과 생물학 반응만을 이용하 을 경우에 약 500mgN/L정도의 암

모니아만이 제거되었다.탈질조의 경우에는 기에 질산염의 증가가 찰되었으나 차츰 탈질

효율이 향상되어 최종 으로 유출수에서 질산염은 검출되지 않았다.호기조에서의 질산염 농도

는 600mgN/L부근으로 유지되었고 더 이상의 증가를 보이는 않았으며 이는 생성되는 질산

염이 이온교환을 통해 탈질조로 공 되어 제거됨으로써 질산염 농도의 평형에 이르 음을 의

미한다.

반면, 극에 를 용하여 기 인 이온의 이동을 유도하 을 경우 암모니아의 제거

효율이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그림 5-7에서 보면 1,000mV의 를 기조-호기조 그리고

탈질조-호기조에 각각 용해 주었을 경우에는,유출수내 암모니아 농도가 감소하 고,2,000

mV의 에 해서는 더욱 향상된 성능을 보 다.1,000과 2,000mV의 외부 에 해 암

모니아 제거효율은 53%와 64%로 기존의 IEBR공정과 비교할 때 탁월한 효율을 보 고,이는

를 용함으로써 이온교환 속도가 향상되었기 때문이다.고무 으로 이온교환 속도의 향상

으로 호기조에 한 암모니아 부하는 증가하 으나 호기조에서의 질산염의 농도는 600mg

N/L부근으로 유지되었다.결국 암모니아의 제거율이 향상된 만큼 탈질을 통한 질산염의 제거

효율 한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결론 으로 공정 체에 해 율속단계로 작용하는 것은 암

모니아의 이온교환 속도라 할 수 있으며,암모니아의 이온교환 속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처리성

능은 더욱 향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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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M-IEBR공정의 실폐수 용시 암모니아 질산염의 농도 변화.

2)M-IEBR공정을 이용한 실폐수로부터 암모니아 유기물 제거

M-IEBR공정을 이용한 실제 축산폐수로부터의 유기물 질소 제거 실험 결과 유기물

의 제거 경향을 그림 5-8에 나타내었다.외부 를 용하지 않은 운 기간 동안 유기물제거

효율은 55～60% 정도로 유출수에 4,500mgCOD/L이상의 유기물이 함유되어 있었다.이는

탈질조에 질산염의 부하가 낮아 유기물을 탈질을 통해 제거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한 축산

폐수에 함유되어 있는 난분해성 유기물로 인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그에 반해 극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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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용하 을 경우는 1,000과 2,000mV의 외부 에 해 각각 66%와 68%로 유기물

제거효율이 향상되었으며,유출수 내 유기물 함량은 3,000mgCOD/L로 부근으로 유지되었다.

이를 통해 용 가 증가 할수록 유기물 제거율을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유기물의 제거율이 향상된 원인으로는 이온교환 속도가 증가되어 암모니아의 분리

산화 속도가 증가하 고, 한 증가한 질산염을 이용한 음이온 교환으로 탈질조에 한 질산염

의 부하가 증가하여 원활한 유기물과 질소의 동시제거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 극에서의 생물 기화학 반응으로 인한 유기물의 산화반응도 기 할 수 있었다.결론

으로 기존의 IEBR공정에 해 외부 를 용한 M-IEBR공정은 보다 향상된 유기물과 질

소의 동시 제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공정의 효율 향상은 외부에서 용되는 의 크기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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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M-IEBR공정의 실폐수 용시 유기물 농도 변화.

다.결론 고찰

M-IEBR공정은 기존의 IEBR공정에 기화학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써,실제 폐수의

처리를 한 공정 향상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실제 폐수를 용한 연구결과,외부

를 용하여 이온교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고,부가 으로 생물 기화학 반응에 의해

유기물이 분해되는 결과를 얻었다.M-IEBR공정은 이온교환 반응,생물학 질산화 탈질

반응에 기화학 반응이 부가된 공정으로써, 극에서의 유기물 산화 반응 질산염의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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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축산폐수로부터 효율 으로 질소와 유기물의 동시에 제거할 수 있

는 융합기술이라 할 수 있다.하지만 그 가능성은 검증이 되었으나 공정 체를 제어하기 해

서는 이온교환 속도,생물학 반응 그리고 외부 의 상 계를 정립하여야 한다.이를

해 기화학 시스템에서의 양이온교환막과 음이온교환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 경향을 악하

고,이를 생물학 반응과 목시켰을 경우 발생되는 결과에 한 세부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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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산화환원 공정을 이용한 생물 기화학 유기물과 질소 동시제거 기술 개발

가.연구개요

축산폐수는 일반 하·폐수와 달리 고농도의 유기물과 양염류를 함유하고 있으며 고형물의

농도가 높고 액상의 성분이 낮아 처리하기 까다로운 표 인 폐수이다. 한, 국,인도,한

국 등 개발도생국의 육식에 한 수요에 발맞추어 세계 으로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

세이다.인도의 경우 2012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3 의 수출국이 될 것으로 망되며, 국의

경우 세계에서 생산되는 돼지의 반을 소비한다.이러한 국지 인 가축 소비 사육은 엄

청난 양의 고농도 축산폐수를 발생시키며,우리나라도 역시 이에 포함된다 (USDA,2011).일

반 으로 축산폐수는 고농도의 유기물과 암모니아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에 병원균 등이 함

유되어 있어 악취제거 병원균 사멸을 해 기성소화 퇴비화를 통해 처리되어 왔다.

한 축산폐수 내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nutrients를 액비로 사용하는 방안도 꾸 히 연구

되고 있으나 약 3000～5000mg/L의 암모니아가 함유되어 있는 축산폐수를 완벽하게 산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액비로 사용하는 경우 비료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 축산폐수처리

장에서 처리되거나 수계로 유입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고농도 산화공

정 없이 축산폐수처리장에서의 처리는 주로 호기성 공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장에

서 처리 후 부분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병합처리 하여 수계로 방류하고 있다.이에 따라 축

산폐수를 처리시스템에 한 고효율 process를 도입함으로써 축산폐수에 한 처리 체계시스

템을 보다 간소화시킬 필요성이 두 고 있으며 그 안 하나로 생물 기화학공정인 MFC

는 MEC공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실제로 MEC공정을 통해 축산폐수를 처리한 연구

가 있으며 SCOD88～92% 암모니아 83%의 제거효율을 보 다 (Minetal.,2005).

나.연구내용

1)산화환원 공정을 이용한 생물 기화학 유기물과 질소 동시제거 기술 개발

가)연구개요

축산폐수와 같이 고농도의 유기물과 양염류가 함유된 하폐수의 동시제거를 하여

CESON (Cation ExchangeSimultaneousOrganicsandNitrogen removal) IEBR (Ion

ExchangeBiologicalReactor)공정이 개발되었고 본 공정들에서 과제로 지 되었던 암모니아

의 flux에 의한 율속단계를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써 M-IEBR (Modified Ion Exchange

BiologicalReactor)공정이 개발되었다 (Parketal.2009a,2011).그러나 M-IEBR 공정에서

음이온교환막을 통한 질산염의 flux는 최 3.4mgN/m2∙s인에 반해 양이온교환막을 통한

암모니아의 이동은 0.98mgN/m
2
∙s으로 암모니아의 이동이 율속단계임이 재확인되면서 양이

온교환막에서 암모니아의 이동을 진할 수 있는 M-IEBR2공정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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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는 M-IEBR2공정의 모식도이다.그림 5-9와 같이 M-IEBR2공정은 chamberA에

환원 극을 설치하고 chamberB에 산화 극으로서 stainlesssteel 극을 설치한 후 chamber

B를 폭기하는 방식이며 M-IEBR과 달리 chamberB에 1개의 산화 극을 설치하고 chamberC

에 극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 1개의 외부 직류 원장치 (OPM-501T,

ODA,Korea)와 산화 환원 극을 이용하여 chamberB에서 암모늄 이온을 질산염으로 환

시킨 후 질산염의 농도구배를 이용하여 음이온교환막 통해 chamberB에서 chamberC로 질산

염의 이동을 진할 수 있게 하는 공정이다.각 chamber는 양이온교환막 (CEM,ASTOM Co.,

Tokyo,Japan)과 음이온교환막 (AEM,ASTOM Co.,Tokyo,Japan)으로 구분되어 chamberB

에서 공 되는 산소의 diffusion을 방지하고 각 이온교환막에서의 1가 이온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 다.chamberA에 환원 극으로써 carbongraphite(규격:80mm ×150mm

×100mm)를 설치하고 chamberB에 산화 극으로써 stainlesssteel(규격:3mm ×150mm

×100mm)을 설치하 으며 각각의 극은 chamber바닥으로부터 5cm의 간격을 두어 설치

하여 운 하 다.ChamberA와 chamberC는 magneticbar를 이용하여 450rpm으로 혼합하

여 완 혼합 상태를 유지하여 운 하 으며,chamberB는 미세기포를 30mL/min의 유량으로

공 하여 혼합시켰다.본 연구에서 이용된 CEM과 AEM은 1가 이온만 교환될 수 있는 이온교

환막으로써 암모늄 이온,아질산 질산염 이온의 이동에 합한 이온교환막이다.따라서 축

산폐수 내의 electrondonor는 부숙조인 chamberA에서 hydrolysis이 후 생성된 지방산과 단

분자물질이 chamberC로 이동되어 electronacceptor인 질산염을 통해 제거되는 기작으로 소

모된다.

본 공정에서 chamberA와 chamberB는 biocathode bioanode의 역할을 담당하 으며

각각의 극은 일반 인 cathode 는 anode와 달리 기 력을 높이는 특징을 보 다

(Jeremiasseetal.,2010;Rozendaletal.,2008).Catalyst로서 Ptcoatedcathode의 성능이 일

반 carbongraphite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 연구자들이 개발하고 사용되어 왔으나 경제성에

한계 보여 왔다.Bergeletal.(2005)은 biocathode를 이용하여 기 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 다.Rozendaletal.(2008)은 미생물을 이용하여 자를 산화시킬 수 있음을 보 으며

biocathode를 장착한 MFC를 이용하여 pH 7에서 -0.7V의 potential(0.28V overpotential)을

보고하 다.Loganetal.(2008)은 생물학 조건에서 cathode에서의 이론 potential은 0.14

V이라고 하 다.Jeremiasseetal.(2010)는 biocathode bioanode로 구성된 MEC를 이용하

여 0.5V에서 1.4A/m
2
의 currentdensity를 보고하 다.

본 공정에서 암모니아 flux의 기 력은 두 극 사이에 발생되는 차와 비례하여 증가한

다.ChamberA의 경우 biocathode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carbongraphite에서 미생물에

의해 재생이 가능하며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은 다음과 같다 (Clauwaertetal.,2007;Heand

Angenent,2006).

8H2O+8e
-->4H2+8OH

- E'=-420mV (1)

NO3
-+2e-+2H+->NO2+H2O E'=+433mV (2)

NO2
-
+e

-
+2H

+
->NO+H2O E'=+350mV (3)

NO+e
-
+H

+
->0.5N2O+0.5H2O E'=+1175mV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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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N2O+e
-
+H

+
->0.5N2+0.5H2O E'=+1355mV (5)

반응식 1～5는 수소 생성 없이 graphite에서 Geobactersp.에 의해 가능한 반응이다.그러나

반응식 1～5는 유입수 산화된 질소의 농도가 높을 경우 발생될 수 탈질식이다.따라서 상기

의 반응은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나 환원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물의 환원에 의한

수소 발생이며 이에 의한 pH 알칼리도 상승이다.그러나 일반 으로 chamberA를 통해 탈

질을 기 할 수 있는 반응은 hydrogenotrophic denitrification으로써 반응식 6～8과 같다

(Changetal.,1999;Ghafarietal.,2008;Lietal.,2009).

2NO３
-
+2H2->2NO2

-
+2H2O (6)

2NO2
-
+3H2+2H

+
->N2+4H2O (7)

2NO3
-
+5H2+2H

+
->N2+6H2O (8)

한 biocathode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산화환원 반응이 가능하다.

MnO2+4H
+
+　3e

-
->Mn

2+
+2H2O (9)

Fe3++e-->Fe2+ (10)

SO4
2-+4H2->S2

-+4H2O (11)

SO4
2-
+4H2O+8e

-
->S

2-
+8OH

-
(12)

CO2+8H
+
+8e

-
->CH4+2H2O (13)

Fumarate+2H
+
+2e

-
->Succinate (14)

ChamberB의 경우 stainlesssteel을 이용한 bioanode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

은 반응이 가능하다 (Anetal.,2009;Huangetal.,1998).

5H2O->2.5O2 +10H
++10e- (15)

Fe(0)->Fe2++2e- (16)

Fe
2+
->Fe

3+
+e

-
(17)

NO3
-
+4Fe(0)+10H

+
->4Fe

2+
+NH4

+
+13H2O (18)

5Fe(0)+2NO3
-
+6H2O->5Fe

2+
+N2+12OH

-
(19)

일반 인 기분해인 경우 질산화 이 후 cathode에서 반응식 6～8에 의해 탈질된다.그러나

IEBR2공정에서는 bioanode와 biocathode를 이용하고 zerovalentiron에 의한 질산염의 환원

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생물학 기산화환원공정이 이루어진다.

Bioanode에서 형 인 opencircuitpotential의 최 값은 -0.3V이다 (Loganetal.,2006).따

라서 CEM을 통해 축산폐수에 함유되어 있는 고농도의 암모늄 이온이 율속단계가 되지 않도록

3V의 외부 를 가하여 정 압하에서 공정을 운 하 으며,본 실험과 비교하기 해 외부

를 가하지 않은 0V의 조건에서의 결과를 비교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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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M-IEBR2공정의 구성 유기물 질소성분 제거 기작.

ChamberA= 기조,ChamberB=호기조,ChamberC=탈질조,

CEM =양이온교환막,AEM =음이온교환막.

나)연구결과

① 시료 채취 상 축산폐수의 특성

M-IEBR2공정의 평가를 해 공주축산폐수처리장에서 상 폐수를 채수하 으며 축산폐수

의 특성은 표 5-1과 같다.취수된 축산폐수는 4
o
C 이하 냉장고에 보 하 으며,반응기에

feeding하기 직 에 온도에 한 향을 최소화하기 해 실온으로 맞춘 후 균질화하여 반응기

에 feeding하 다.Feeding시 실내 온도에 의한 축산폐수의 향을 최소화하기 해 3일 이내

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feedingtank를 magneticstirrer로 혼합함으로써 균일한

유입수가 유입되도록 하 다.



- 98 -

표 5-1.M-IEBR2공정 평가에 이용된 축산폐수의 특성

Parameter Value (average)

pH 8.7

ORP (mV) -434.5

DO (mg/L) 1.4

Alkalinity (mg/L as CaCO3) 7685.7

Conductivity (μS/cm) 16.3

TCOD (mg/L) 9061

SCOD (mg/L) 6790

TS (mg/L) 10923.1

VS (mg/L) 5826.9

TS/VS 0.54

FS (mg/L) 5096.2

TSS (mg/L) 1721.2

VSS (mg/L) 1332.9

TSS/VSS 0.79

FSS (mg/L) 388.3

T-N (mg/L) 2044.9

NH3-N (mg/L) 1859

NO2-N (mg/L) 16.3

NO3-N (mg/L) 2.4

T-P (mg/L) 235.4

PO4-P (mg/L) 56.4

Carbohydrates (mg/L) 412.9

Soluble carbohydrates (mg/L) 293.6

Proteins (mg/L) 1409.5

Soluble proteins (mg/L) 1193.5

Lipids (mg/L) 3150.8

Soluble lipids (mg/L) 1739.2

Li+ (mg/L) 35.6

Na
+
 (mg/L) 16.2

K+ (mg/L) 1440.6

Mg
2+

 (mg/L) 10.7

Ca
2+

 (mg/L) 15.0

Fe2+ (mg/L) 3.7

Fe
3+

 (mg/L) 1.2

Cl- (mg/L) 694.1

SO4
2-(mg/L)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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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 폐수는 고농도의 유기물과 질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약

200mg/L의 인을 포함한 형 인 축산폐수이다.축산폐수는 유기물과 양염류를 제외하더라

도 다양한 macro-,micro-nutrients를 함유하기 때문에 비료로써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일반 인 하수 산업폐수와 달리 고농도의 고형분에 액상이 섞여 있는 형태로 존재

하는 경우가 일반 이며,본 상 폐수와 같이 TS농도가 10% 이상인 경우가 부분이기 때

문에 희석을 거치지 않은 경우 UASB와 같은 high-rateanaerobicdigester에서는 clogging에

의해 처리가 제한 이다.따라서 축산폐수의 처리는 교반을 이용한 CSTR 는 contact

stabilizer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 이다.

본 연구에서는 chamberA를 이용하여 고농도의 고형물 유기물의 hydrolysis를 유도하고

지방산을 생성시키며 폐수내의 고형물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질소 유기인이 용출됨에 따라

암모니아 는 인산염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한,축산폐수는 일반 으로 탄수화물에 비해

단백질 지질의 함량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기성 발효시 메탄가스의 함량이 매우 커지

게 된다.탄수화물의 경우 부분 단분자보다 cellulose 는 hemi-cellulose등으로 구성되어

단시간 내에 분해되기 어려운 형태로 존재하여 주요 electrondonor로 이용되기 어려운 특성을

보인다.

② 정 압에서 abiotic biotic암모늄 fluxbatchtest

정 압 (0V,1V,3V)에서 abiotic biotic의 조건하에 양이온교환막을 통한 암모니아의

이동을 알아보기 해 23도의 실험실에서 batchtest를 실시하 다. Batchreactor는 chamber

A와 chamberB를 양이온교환막으로 분리한 구조이며 각 chamber의 용량은 IEBR 반응조의

chamber와 동일하게 2L로 하 다.Chamber양쪽 끝에 carbongraphite(규격:80mm ×150

mm ×100mm)를 설치하여 양극과 음극으로 이용하 으며,DCPowersupply(OPM-501T,

ODA,Korea)를 설치하여 원을 공 하 다.Abiotic암모늄 이동은 암모늄이온의 농도구배와

각 주어진 압에 해 생성된 기장의 voltagepotential에 따른 암모늄 이온의 이동이

drivingforce가 되었으며 biotic조건에서는 abiotic조건에 biologicalnitrification이 추가되었

다.각 조건에서 암모늄과 buffer 는 medium을 혼합한 후 0,0.5,1,2,3,4,7,15,20,25,

45,67,80,122시간이 경과 된 시 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 다.본 연구에서의 batch

test조건은 표 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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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M-IEBR2batchtest조건

Parameter

NH4
+ migration

 w/o nitrification

NH4
+ migration

 w/ nitrification

Chamber A Chamber B Chamber A Chamber B

Volume (L) 2 2 2 2

Solution Buffer Buffer Medium Medium

Inoculum n.a. n.a. n.a.
Activated 

Sludge

Initial NH4
+

Concentation 

(mg/L)

1400 0 1400 0

Initial pH 7.0 7.0 7.0 7.2

Buffer
50mM 

phosphate

50mM 

phosphate

50mM 

phosphate

50mM 

phosphate

n.a.:notavailable

Abioticbatchtest의 경우 각각의 chamber에 50mM buffer(pH 7.0)2L을 채운 후

ammonium chloridestocksolution을 이용하여 경과시간 0시간에서 chamberA의 기농도를

1400mg/L로 조정하 다.Bioticbatchtest의 경우 abioticbatchtest의 조건과 비슷하 으나

chamberA에 medium과 NaHCO3(2.0g/L)를 추가하 고 chamberB에 활성슬러지를 넣어 생

물학 질산화를 도모하 다.ChamberB에 inoculation된 슬러지는 공주축산폐수처리장의 질

산화조에서 채취하 다.Inoculation후 chamberB의 MLSS농도는 3240±20mg/L이었다.본

연구에서 생물학 질산화를 해 이용된 medium 농도는 표 5-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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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M-IEBR2batchtestMedium concentration

Nutrient Concentration

CoCl2·6H2O(mg/L) 2.5

NaMoO4·2H2O(mg/L) 0.05

NiCl2·6H2O(mg/L) 0.25

MnCl2·4H2O(mg/L) 0.5

NaSeO4(mg/L) 0.25

H3BO4(mg/L) 0.25

NaVO3·4H2O(mg/L) 0.05

ZnCl2(mg/L) 0.25

CuCl2(mg/L) 0.15

CaCl2(mg/L) 150

MgCl2·6H2O(mg/L) 200

Na2SO4(mg/L) 150

기화학 질산화율 탈질율은 Coulomb의 법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  (20)

where,

N:질산화율 (kgN/m2/d)

I:Currentdensity(A/m
2
)

M:질소의 분자량 (14g/mol)

F:Faraday상수 (96485C/mol)

n:암모니아가 질산화 될 때 산화되는 자의 몰 수 (4moles/molNH3)

식 20은 생물 기화학 처리에 따른 질산화율 는 탈질율이 currentdensity에 비례함을

보여주며,system이 일정한 외부 항을 사용하는 경우 질산화율은 공 되는 외부 압의 차에

비례함을 보여 다.Abiotic조건에서 CEM을 통한 chamberA와 chamberB간 암모늄 이온

의 이동에 한 batchtest결과는 그림 5-10과 같다.그림 5-10서 보는 바와 같이 7시간까지

CEM을 통한 chamberA와 chamberB간의 암모늄 이온의 이동은 외부 원에 의해 발생되는

두 극 사이의 압 차에 비례하 으나,이 후 더 이상의 암모늄 이동이 발생되지 않았다.이

는 chamberB에서의 암모늄 이온의 농도구배가 더 높아졌음을 의미한다.M-IEBR공정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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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V 조건하에서 CEM을 통한 chamberA와 chamberB 간의 최 암모늄 flux는 0.83

mg/m
2
/sec이었다.이는 M-IEBR2공정에 기장을 형성해주었을 경우 외부 압에 비례하여 암

모늄 flux가 증가함을 짐작할 수 있다.그러므로 abiotic조건에서는 chamberB에서의 암모늄

이온의 농도구배와 외부 압에 따른 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그림 3은 abiotic

과 biotic조건에서 CEM을 통한 암모늄 flux의 차이를 보여 다.각각의 정 압 조건에서 생물

학 질산화가 포함된 biotic조건인 경우 abiotic조건일 때 보다 더 큰 암모늄 flux를 나타내

었다.이는 CEM의 암모늄 functionalgroup이 chamberB의 미생물에 의해 재생되는 효과와

CEM을 통해 chamberA에서 chamberB로 이동한 암모늄이 미생물에 의해 질산염으로 산화

되어 abiotic조건에 비해 더 큰 구동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단된다 (Miladinovicand

Weatherley,2008).

그림 5-10.Abiotic조건에서 CEM을 통한 chamberA와 chamberB간의

암모늄이온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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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Abiotic과 biotic조건에서 CEM을 통한 암모늄 flux의 차이.

③ M-IEBR2공정의 연속식 운 을 통한 유기물 질소의 동시 제거

ChamberA는 고농도의 축산폐수에 해 부숙조의 역할을 담당하고 산화된 이온 분자들

을 환원시킴으로서 분해를 유도할 수 있다. Chamber A 경우 biocathode가 장착된

biocatalyzedelectrolysissystem으로서 약 1～10A/m2의 currentdensity를 기 할 수 있다

(Rozendaletal.,2008).특히 biocathode의 경우 cathode와 metal-oxdizingbacteria사이의

redoxcycle을 통해 자를 이동시키며 electrochemicallyactivemicroorganism을 이용하여 직

자를 달할 수도 있다.이러한 자 달방식은 solublemediator를 이용한 산화환원 방

식보다 더욱 효율 인 자 달방식이며 자 흐름에 있어 energyloss를 최소화 할 수 있다

(Bergeletal.,2005;Rhoadsetal.,2005;TerHeijneetal.,2006;TerHeijneetal.,2007).그

러나 축산폐수에 함유되어 있는 고농도의 유기물 (유기탄소)은 환원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환

원 극을 이용하여 더 이상 환원될 수 없다.그러므로 chamberA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해

고농도의 유기물이 hydrolysis되어 지방산을 생성한 후 탈질에 이용된다.

⒜ M-IEBR2공정 연속운

축산폐수에 한 M-IEBR2공정의 유기물 양염류 처리 성능평가를 해 20-25도의

정 압 (0V 3V)조건에서 120일간 연속식으로 운 되었다.유량과 유입농도의 변화에 따

라 공정 유입부하가 변동되었으며 각 정 압의 운 조건에서 quasistate-state에 다다랐을 때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 다.M-IEBR2공정의 연속운 조건은 표 5-4와 같다.표 5-4에서와

같이 각 조건에서의 운 조건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3V 일 때에 비해 0V일 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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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한 hydraulic,organic, 는 nutrientloadingrate가 작게 운 되었다.

표 5-4.M-IEBR2공정 운 조건

Parameter 0V 3V

Temperature(
o
C) 23.01 26.33

Flow rate(L/day) 0.60 0.84

HRT(day) 4.00 3.36

OLR(kgTCOD/m3/day) 2.71 4.72

OLR(kgSCOD/m3/day) 2.33 2.47

NLR(kgT-N/m
3
/day) 0.62 1.04

NLR(kgNH3-N/m
3/day) 0.56 0.94

PLR(kgT-P/m3/day) 0.07 0.12

PLR(kgPO4-P/m
3
/day) 0.01 0.03

⒝ M-IEBR2공정 실험 측정방법

pH,ORP,DO,온도,유량은 주기 으로 측정하 으며 변동 여부를 기록하 다.pH와 ORP

는 pHprobe(Orion8157BNUMDpH/ATCTriodes,ThermoFisherScientificInc.,Beverly,

MA,USA) ORPprobe(Orion9179BNMD,ThermoFisherScientificInc.,Beverly,MA,

USA)가 장착된 pH/ORPmeter(Orion3Star,ThermoFisherScientificInc.,Beverly,MA,

USA)로 측정하 다.DO는 DO probe(Orion 081010MD,Thermo FisherScientificInc.,

Beverly,MA,USA)가 장착된 pH/DO meter(Orion4Star,ThermoFisherScientificInc.,

Beverly,MA,USA)로 측정하 다.COD,solids,질소 인은 일주일에 2회 측정하 다.모든

측정은 미국의 StandardMethodsfortheExaminationofWaterandWastewater(1998)법

에 따라 측정하 다.탄수화물은 Buboisetal.(1956),단백질은 Lowryetal.(1951),지질은

Bligh Dyer(1959)법에 의해 실시하 다.음이온 양이온 분석은 anion exchange

column(IonPacAS18Anion-ExcahngeColumn,DionexCo.,Sunnyvale,USA) cation

exchangecolumn(IonPacCS18Cation-ExcahngeColumn,DionexCo.,Sunnyvale,USA)이

장착된 ionchromatography(ICS-2000,Dionex Co.,Sunnyvale,USA)에 의해 실시하 다.

ChamberB의 원소분석을 해 VGmultilab2000spectrometer(ThermoVGscientific)을 이

용하여 XPS분석을 실시하 으며 bindingenergy의 정확도는 0.1eV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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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BR2공정 운 인자 변화

IEBR2공정에서의 pH와 알칼리도의 변화는 그림 5-13과 같다.pH의 경우 류 도가 증가

할수록 chamberA는 10.2～12.8로 염기성 상태를 보 으며 chamberB의 pH는 격하게 증가

하는 경향을 보 다.이러한 pH의 변화는 그림 5-14에서의 알칼리도 변화 경향과 매우 일치하

는 결과이다.이는 chamberB가 hydraulicallyclosedbatchreactor이므로 지속 인 질산화를

해서 당량의 알칼리도를 보충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며, 한 본 연구에 이용된 양이온교환막

과 음이온교환막은 1가의 이온만 교환될 수 있도록 고안된 이온교환막을 사용했기 때문에

chamberA와 chamberB 사이에 충분한 electrolyte를 충진하기 해 NaHCO3를 주기 으로

보충하 기 때문이다.ChamberB의 경우 chamberA에서 CEM을 통해 chamberB로 이동된

암모늄 이온이 질산염으로 환되는 양은 currentdensity에 비례하기 때문에 외부 압을 통

한 MEC공정에서 electrolyte의 농도는 공정의 performance를 결정짓는 인 운 인자이

다.한편 biocathode의 경우 pH와 마찬가지로 currentdensity에 계없이 10000～25000mg/L

의 안정 인 알칼리도를 생성하 다.이는 biocathode를 통해 수소가 안정 으로 생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며,chamberA에서 발생된 반응은 다음 반응식의 결과로 유추된다.반응식 2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chamberA에서의 pH와 수소발생량의 증가로 인해 아세테이트의 양도

증가하게 된다.이는 chamberC에서 탈질을 한 electrondonor로 이용되며 acetate는 탈질을

한 가장 효율 인 electrondonor로 알려져 있다.

2HCO3
-
+4H2+H

+
->CH3COO

-
+4H2O (21)

그림 5-13. 류 흐름의 변화에 따른 pH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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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류 흐름의 변화에 따른 알칼리도의 변화.

한편,외부 압을 가해주지 않았을 경우 chamberB에서의 알칼리도 감소속도는 그림

5-15와 같이 0.4g/L/day이다.그러나 약 3V의 외부 압을 가해줬을 경우 알칼리도 감소속

도는 0.1g/L/day로 격히 감소하 다.이는 bioanode로 이용된 stainlesssteel Fe(0)이

ferricion 는 ferrousion으로 으로 산화되는 경우 발생되는 proton과 CEM을 통해 이동된

암모늄 이온이 질산염으로 환될 때 발생되는 proton에 의한 것이다.ChamberB에서 생물학

질산화에 의해 생성된 질산염은 Fe(0)에 의해 암모늄이온으로 다시 환원되고 pH가 상승되

는 효과를 보이며 stainlesssteel 한 산소에 의해 부식되면서 자를 잃고 수산화기를 내어

pH를 상승시킨다.그러나 CEM을 통해 이동된 암모늄 이온의 양이 류 도에 비례하기 때문

에 체 pH는 생물학 질산화에 의해 결정되어지며,IEBR2공정에서 알칼리도의 소모율은

외부 압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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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IEBR2운 기간 알칼리도의 변화 (0V).

그림 5-16.IEBR2운 기간 알칼리도의 변화 (3V).

IEBR2운 기간 MLVSS농도 변화는 그림 5-17과 같다.그림에서와 같이 0V에서

chamberB의 기 MLVSS농도 3030mg/L에서 운 기간 동안 1200mg/L로 격히 감소는

한편,3V에서 chamberB에서의 MLVSS는 748-1023mg/L로 유지됨을 알 수 있다.이는

IEBR2공정에 외부 원을 가하는 경우 일반 MEC의 bioanode와 달리 chamberB의 bioanode

는 zerovalentiron을 이용하여 질산염의 환원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anode에 부착되는 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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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질산화 탈질이 동시에 진행되는 매우 복잡한 생물 기화학 산화 환원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한 chamberC의 경우 유입수의 VSS와 무 하게 일정 농도를 유지함을

알 수 있다.이는 부숙조인 chamberA에서 부분의 VSS를 효율 으로 가수분해함으로써

chamberC에 electrondonor를 공 하고 chamberC에서 일정량의 biomass를 형성됨을 알 수

있다.

그림 5-18.IEBR2운 기간 MLVSS의 변화 (0V).

그림 5-19.IEBR2운 기간 MLVSS의 변화 (3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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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도에 따른 MLVSS의 변화는 그림 5-20과 같다. 류 도가 증가함에 따라 chamber

A에서의 VSS농도는 다소 감소한 반면 chamberB의 VSS일정한 농도를 유지하 다.이는

chamberA의 biocathode와 달리 bioanode는 류 도에 따라 미생물이 부착되고 탈리되어 일

정량의 suspendedsolids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Bergeletal.,2005;HeandAngenent,2006).

그림 5-21은 류 도 차에 따른 bioanode에 부착된 미생물양의 차를 보여 다.일정 항

정 압을 통한 외부 원의 MEC인 경우 공정의 performance는 류 도에 비례한다.그러나

IEBR2공정과 같이 hydraulicallyclosedbatchprocess와 함께 CEM과 AEM을 통해 이온교환

으로 생물학 질산화를 추구하는 경우 anode cathode에서의 효율과 chamberB에서의 안

정 인 MLVSS가 우선 으로 요구된다.

그림 5-20.IEBR2운 기간 MLVSS의 변화 (3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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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ChamberBbioanode(stainlesssteel)에 부착된 미생물 (0.1268A).

그림 5-22.ChamberBbioanode(stainlesssteel)에 부착된 미생물 (0.025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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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BR2운 기간 VSS/TSS의 변화는 그림 5-23,24와 같다.VSS/TSS비는 외부 압

을 가해주지 않았을 경우 모든 chamber에서 약 0.65-0.85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 다.그러나

외부 압을 가해주었을 경우 chamberB의 VSS/TSS의 비가 약 0.2까지 격히 감소하 다.

이는 anode로 사용된 stainlesssteel Fe(0)이 ferrousion으로 산화되고 다시 ferricion으로

산화된 후 Fe2O3로 침 되었기 때문이다.본 결과는 XPS의 분석에 의해 분명하게 뒷받침된다.

그림 5-23.IEBR2운 기간 VSS/TSS의 변화 (0V).

그림 5-24.IEBR2운 기간 VSS/TSS의 변화 (3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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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27은 bioanode에서 부착된 biomass의 XPS분석결과를 보여 다.Anode에 부착

된 biomass의 양은 그림 5-20과 같이 류 도에 반비례하 으며 부착미생물의 내부와 외부에

따라 그 성상이 다르게 나타났다.Bioanode biomass의 내부는 Fe Cr성분이 biomass

외부에 비해 높게 검출되었으며,biomass외부의 경우 Na성분이 높게 검출되었다.이는

stainlesssteel을 이용한 anode의 특성과 NaHCO3의 주기 인 투입에 의한 것이다.

그림 5-25.Bioanode에 부착된 미생물의 건조 시료.

(1)부착미생물 내부 (2)부착미생물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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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Bioanode에 부착된 미생물 내부의 XPS분석 결과.

그림 5-27.Bioanode에 부착된 미생물 외부의 XPS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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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30은 bioanode 부식된 부분과 chamberB부유시료의 XPS분석결과를 보여

다.그림 19에서와 같이 bioanode의 부식부분은 부착미생물에 비해 C의 함량이 고 Cr,Na,

O의 함량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 부유시료의 경우에도 C의 함량이 고 Fe,Na,O의 함량

이 높았다.이는 산화된 ferricion이 Fe2O3로 침 되었음을 의미하며 stainlesssteel을 이용한

bioanode에서 Fe(0)는 효율 으로 산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5-28.Bioanode 부식된 부분과 chamberB부유시료의 XPS분석 결과.

(1)부식된 부분 (2)ChamberB 부유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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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9.Bioanode 부식된 부분의 XPS분석 결과.

그림 5-30.ChamberB 부유시료의 XPS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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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EBR2batchtest

M-IEBR2공정에서 양이온교환막과 음이온교환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 chamberB에서

의 유기물질 분해에 한 거동을 살펴보고자 batchtest를 실시하 다.batchtest에서 류 흐

름에 따른 하의 이동은 일정한 외부 항을 사용한 경우 압에 비례하기 때문에 정 압 하

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연속운 의 실험결과와 비교 검토하기 해 3V의 조건에서 batch

test를 수행하 으며 시간에 따른 류 흐름의 변화는 그림 5-31과 같다.본 batchtest에서

류 흐름은 경과시간에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이는 일정 chamber용 (2L)에서 시

간에 따라 시료채취에 의해 각 chamber내의 electrolyte가 어듦에 따라 음극과 양극이 차

공기에 노출되고 류가 흐를 수 있는 면 이 차 어들어 항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그림 5-31.Batchtest에서 시간에 따른 류 흐름의 변화.

SCOD의 경우 chamberA chamberB의 경우 향을 받지 않았으나,chamberC의 경우

경과시간에 따라 SCOD의 농도가 어들었다.이는 질산염 이온이 AEM을 통해 chamberC로

이동된 후 탈질되었을 때 electrondonor로 SCOD를 이용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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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2.Batchtest에서 류 흐름에 따른 SCOD의 변화.

류 흐름에 따른 암모늄 이온의 이동은 그림 5-33에 나타내었다.bioanode biocathode

를 이용하는 IEBR2공정에서 반응식 1 16-17은 기 력을 발생시키는 매우 요한 주요 산

화환원반응이다.본 공정에서 3V의 외부 원을 가했을 경우 Biocathode에 유발되는 voltage

potential은 -2.3V이며 bioanode인 경우 -0.77V이다.따라서 기존의 IEBR공정에서 율속단계

로 문제가 되었던 암모늄 이온의 이동을 IEBR2공정의 차를 이용하여 극복할 수 있다.그

림 23에서와 같이 chamberA와 chamberC에서의 암모늄 이온의 농도는 current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반면 chamberB에서는 격히 증가하 다.이는 그림 5-33에서의 abiotic

biotic에서의 암모늄 이온의 이동을 보다 명백하게 뒷받침해주는 실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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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3.Batchtest에서 류 흐름에 따른 암모늄 이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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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물 질소제거 성능

IEBR2공정의 유기물 제거 성능은 그림 5-34～37과 같다.그림 5-34,35에서와 같이 COD

제거효율은 류 도 는 OLR과 계없이 60% 이상 안정 인 처리가 가능하 다.특히 11

kgCOD/m3day에서도 IEBR2의 COD처리효율은 변동되지 않았다.이는 부숙조에서의 우수

한 hydrolysis성능과 biocathode에서 biofilm에 의한 흡착 분해에 기인한다.IEBR2공정의

SCOD처리효율은 그림 5-36,37과 같다.SCOD역시 유입수가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 60% 이

상의 처리효율을 보 다.따라서 IEBR2공정은 효율 으로 축산폐수의 유기물을 제거하고 질

산염 제거를 한 electrondonor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공정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34.Batchtest에서 류 흐름에 따른 암모늄 이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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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5.Batchtest에서 류 흐름에 따른 암모늄 이온의 변화.

그림 5-36.Batchtest에서 류 흐름에 따른 암모늄 이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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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7.Batchtest에서 류 흐름에 따른 암모늄 이온의 변화.

IEBR2공정에 유입된 질소 CEM을 통해 이동된 암모늄 이온은 그림 5-38,39에서와 같

이 완 히 산화되었으며 일부의 암모니아가 유출되었다.운 기간 T-N loss는 716-1587

mg/L이었으며 T-Nloss는 류 도의 함수로 표 될 수 있다. 한 그림 29와 같이 유입수의

암모니아 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 다.따라서 IEBR2의 경우 질소제거를 목 으로 하는 경우

상 폐수에 한 선택과 폐수에 한 류 도의 선택이 요한 운 인자가 된다.

그림 5-38. 류 도에 따른 질소의 거동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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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9. 류 도에 따른 질소 감소량 변화.

다)결론

IEBR2공정을 통해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CEM을 통한 암모늄 이온의 이동에 한 율속단

계를 해결하고 정 압에서 abiotic biotic 조건에서의 암모늄 flux batch test를 통해

chamberB에서의 biologicalnitrification의 요성 IEBR공정의 modification필요성을 인

지하 다. 한 각 chamber에서의 미생물 농도 분석과 bioanode biocathode에 한 분석을

통해 IEBR2공정 특성에 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SCOD,TCOD,nitrogen의 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 으로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었다.그러나 본 공정이 full-scale

로 용되기 해 pilot검증이 필요하며 독성물질에 한 평가 공정의 최 화에 한 평가

가 요구된다. 한 공정에 한 COD massbalance kinetics를 통한 보다 면 한 분석을

통해 IEBR2공정을 이해하고 다양한 폐수에 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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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방사선 융합 축산폐기물 퇴비화 기술개발

1.개 요

인구 증가 도시 집 화 상으로 인해 자원 에 지 소비는 증하 으며,이로 인한

자연의 자정능력을 넘어선 많은 양의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환경의 보 과 회복을

한 환경 리는 우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하는 것이며,발생된 폐기물은 자연

의 자정능력 이내의 안정한 물질로 환하고 감량화시켜 자연의 생태계에 환원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러나 육류 소비량의 증가로 가축사육두수가 격하게 증가 하고 있으며,특히 돼지와 소

의 경우 량사육시설에 의한 가축의 집단사육으로 환경오염이 지속 으로 발생되어지고 있다.

국내 축산업은 국민의 식생활 양상이 육류 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1970년 이후 양 ,질 인

면에서 속한 증가추세를 보 으며,1990년 에 들어서면서 개별농가의 문화, 규모화가

진행되어 각각의 개별농가가 다량의 유기성 오염물 취 주체가 되고 있다.국내 사육 농가는

2003년말 기 으로 41만 농가에서 소,돼지 등이 1억2천만두가 사육되고 있으며,축산의 업

화 기업화로 인해 사육농가는 격히 고 있으나,돼지는 1994년에 비하여 2004년 기 으

로 1.9배인 1,106만두 가량을 사육하고 있으며,소․말 165만두,이로 인한 축산폐수는 하루

169천톤,1년 발생량으로 환산하면 6,168.5만 톤에 이른다.

이처럼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폐수 폐기물의 양의 증가로 인하여 정한 폐수 폐기

물에 한 처리기술이 필요하다.일반 으로 유기성 축산폐기물은 퇴비화과정을 거쳐 농가의

유기질 퇴비로 재사용되어지고 있다.그러나 가축분뇨는 유용한 식물의 양원을 다량 함유하

고 있으나 병원균,기생충 알,병원성 곰팡이균 등을 포함하고 있다.따라서 미숙퇴비의 사용으

로 인한 작물의 병충해 피해 인체에 식 독 등의 병을 일으킬 수 있는 Escherichiacoli,

Salmonella,Enterococcussp.등이 보고되고 있다.

기존의 퇴비화기술에서는 퇴비화과정을 거치면서 발생되는 열에 의한 병원성미생물의 살균

유기물의 안정화를 통하여 유기성자원을 재사용하고 있으나,퇴비내에 사멸되지 않고 잔존

하는 병원성 미생물인 Salmonellasp.에 의하여 병원성 미생물의 재성장이 유도 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유기성 폐기물의 자원화에 한 연구가 국내외 으로 활발히 수행되어 지고

있으나 기존 기술 부분이 경제 인 비용과 처리의 효율성을 이유로 단순 매립이나,해양 투

기와 같은 방법등을 통한 처리나 건조 소각,복토재로의 활용과 같은 처리로 인하여 처리산

물의 2차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한 퇴비화와 같은 자연 처리방법을 통한 유기성

폐기물을 토지에 활용함으로 조 이나마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있으나,퇴비화 역시 항생제와

같은 난분해성 물질과 병원성 미생물의 완 한 멸균이 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퇴비화 과정을

거친 퇴비내에서도 재증식되는 상이 나타나고 있다.

감마선과 자선을 이용한 기술은 생물학 분해가 어려운 난분해성 물질이 산화되어 분해

가능한 물질로 환되어지며,유해성분인 합성세제,유기성 황화물 등의 분해와 물질의 개질반

응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미국,러시아,일본,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에

서는 물론 최근 국내에서도 그 응용분야가 확 되고 있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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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유기성 폐기물의 퇴비화에 방사선 조사기술을 목시켜 호기성 퇴비화

향인자의 변화와 이화학 특성변화에 한 방사선 처리 효과를 확인함에 있다.

2.실험재료 방법

가.퇴비화 실험장치의 구성

퇴비화 반응조는 퇴비화 반응에서 발생되는 열의 보존을 한 단열성과 배출가스의 정성

정량 측정을 한 연결부에서의 기 성이 필요하다. 한 공기주입구,온도 감지부,시료

채취 pH 측정을 한 근부 확보가 필요하다. 한 실험실 규모의 작은 용량이지만 반응

온도의 이 가능할 정도의 용량 확보가 필요하다.이를 고려하여 그림 4-1과 같이 제작하

다.퇴비화 장치는 아크릴 재질의 반응조를 지름 22cm,높이 33cm의 원통형으로 8set제작하

다(그림 6-1).반응열의 손실을 이기 하여 반응조의 외벽에 건축용 단열재를 여러 겹 부

착하고 실내에는 온도 조 용 에어콘트롤 시스템에 의하여 25℃를 유지하도록 하 다.Air

compressor로 공 된 공기는 압력계에 의해 1기압으로 조 하 으며 유량계를 통하여 소요 유

량을 반응조 하단에서 주입하 으며 주입된 공기는 반응조 내에 고르게 유입될 수 있도록 다

공의 지지 (support)을 설치하 다.

퇴비화 과정의 반응 온도는 온도센서(thermocouple)와 연결된 자동온도측정기(Barnant,

92800-15)를 설치하여 1시간 간격으로 측정하 다.배출 가스 CO2와 O2는 반응조 상부의

가스 배출구에 CaSO4로 충 된 수분 흡수 column을 연결하여 수분을 제거한 후 외선 CO2

측정기(Geotechnology,GA2000plus)로 측정 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그림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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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퇴비화 반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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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퇴비화 반응 장치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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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실험 방법 물리 화학 항목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퇴비화 상물질은 다음과 같다.축산 폐기물 돈분을 정읍시 Haccp인증

돈사 사육장에서 배출된 생분뇨를 수집해서,수분 조 을 하여 톱밥을 첨가하고 각 반응기에

동일한 조건의 시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톱밥과 분뇨를 C/N 비가 25가 되도록 비하여 각각

의 반응기에 동일하게 투입하 다.퇴비화 반응에 사용된 유기성폐기물 돈분,톱밥 그 혼합

물의 물리․화학 특성은 표 6-1에 나타냈다.

표 6-1.퇴비화 상 물질의 물리․화학 특성

항목

물질
혼합비

수분

(%)

고형물

함량

(%)

유기물함량

(%)
pH

원소조성(%,건조기 )

C H N

돈분 3.5kg 72.3 27.7 77.5 6.5 44.71 6.43 3.50

톱밥 1.0kg 36.0 64.0 99.4 5.1 47.21 5.96 0.12

다.퇴비화 실험방법

유기성 폐기물인 돈분을 톱밥과 혼합하여 수분함량을 60%정도로 맞춰 후에 그림6-1과

같은 반응기에 퇴비화 원료물질인 혼합물질을 4.5kg씩 충진한 아크릴반응기에 gammaray조

사선량을 1,5,10,20kGy(1kGy=1kJ/kg)로 각각 달리하여,gammaray변화에 따라서

퇴비화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다.먼 ,1)감마선의 조사선량의 변화에 의한 퇴비화의 향,

2)감마선 비조사 원료물질과 감마선 조사 시료의 혼합비율의 변화에 의한 향,3)원료물질의

감마선 조사선량 변화와 식종의 향,그리고,4)감마선 조사한 원료물질과 식종 퇴비의 혼합

비율에 의한 퇴비화 효율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 다.

Gammaray조사는 고
60
Cosource(MDSNordion,Canada)를 이용하여 상온(20℃)에

서 수행하 으며,이 때 60Cosource의 방사능은 300,000Ci이었다.퇴비화 과정 정 공기

주입량은 0.4～1.0ℓ/min․kg정도라는 보고가 있으며,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실험에 사용

된 공기공 량은 1ℓ/min․kg의 양으로 각각 반응기마다 연결된 flowmeter를 이용해서 주입

되도록 하 으며,배출되는 가스는 수분흡수 컬럼을 거쳐 바이오 가스 분석기(Geotechnology,

GA2000plus)를 이용하여 CO2,O2,H2S 등을 분석하 다.pH는 매일 일정량을 분취하여

1g/50mlD.W.에 혼합하여 원심분리후 측정하 으며,필요에 따라 수시로 측정하 다. 한 필

요에 따라 C/N비의 분석과 속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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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고찰

가.감마선의 조사선량의 변화에 따른 퇴비화 특성 변화

1)온도변화

감마선 조사선량을 1,5,10,20kGy달리하여 조사한 각각의 퇴비화 반응기의 온도변화를

살펴본 결과 감마선을 조사하지 않은 control의 경우 보다 1kGy는 일부 미생물의 살균으로

인하여 퇴비화가 조 늦게 진행이 되었고,5kGy의 경우 많은 미생물의 사멸로 반응온도가 많

이 지연되어 상승하 고,고온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 고온성 미생물들이 사멸한 것

으로 사료된다.10kGy이상에서는 미생물들의 완 한 사멸로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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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감마선 조사선량 변화에 따른 퇴비화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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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소호흡량 변화

그림 6-4와 같이 control의 경우 20%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나타나고 있으며 산소호흡량

의 경우와도 상 계를 나타내어 미생물의 다량호흡에 의한 많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알 수

있다. 한 조사선량이 높아짐에 따라 온도의 상승이 늦게 되는 경우처럼 이산화탄소배출량이

나 산소호흡량의 상호 상 계를 나타내는데 이는 감마선량의 증가로 인하여 미생물의 사멸

로 인한 호흡량의 감소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로 확인되어진다.

0 1 2 3 4 5 6 7 8

C
O

2
(%

)

0

5

10

15

20

0kGy
1kGy 
5kGy 
10kGy 
20kGy 

(a)

0 1 2 3 4 5 6 7 8

O
2
(%

)

0

5

10

15

20

25

0kGy
1kGy 

5kGy 
10kGy 
20kGy 

(b)

그림 6-4.감마선 선량변화에 따른 이산화탄소배출량(a) 산소호흡량(b)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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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0kGy감마선조사 원료물질과 비조사 원료물질 혼합비율 변화에 따른 퇴비화 특성

1)온도변화

20kGy로 감마선 처리한 원료물질과 감마선처리하지 않은 원료물질의 비를 0:100,25:75,

50:50,75:25,100:0%의 혼합비율로 변화하여 확인하 다.감마선을 20kGy조사한 원료물질의

혼합비율이 0:100% 반응기의 경우 약 70℃의 온도조건에서 2일이상의 지속조건을 보 으나,

혼합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고온의 온도 조건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

것은 원료물질 내에 남아있던 미생물의 비율이 어듦에 따른 미생물량의 감소로 인하여 퇴비

화과정에서의 온도의 상승효과가 어지고 한 늦어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원료물질 내에 남아있던 미생물 에 병원성 미생물뿐만 아니라 퇴비화 와 여되

는 미생물의 비율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감마선처리 원료물질과 비처리 원료물질의 혼합

에 의한 퇴비화는 하지 않은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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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조사 원료와 비조사 원료의 혼합비율 변화에 따른 퇴비화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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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소호흡량 변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산소의 소모량 온도의 변화 양상을 종합해서 볼 경우 조사시료

의 혼합비율이 높아질수록 산소호흡을 게 하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도 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역시 온도변화에서 나타난 것처럼 비조사 시료내의 미생물의 양이 감소함에 따른

산소소모의 감소와 이산화탄소의 배출변화 양상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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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조사 원료와 비조사 원료 혼합비율 변화에 이산화탄소 배출량(a) 산소호흡량(b)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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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응기내 20%식종 후 원료물질의 감마선 조사선량 변화

1)온도변화

반응기내의 원료물질의 20%를 완숙퇴비로 식종하고 원료물질을 각각 3,5,10,20kGy로 조

사선량을 변화하여 퇴비화 반응기의 온도변화를 확인한 결과 퇴비화 반응기의 원료물질에

20%의 식종을 한 control의 경우가 가장 빠른 온도 상승효과를 보 으나 기의 온도변화 양

상을 빼고는 조사한 시료들도 기 온도 상승하는 시 의 효과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온도 효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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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감마선 조사선량 변화 후 20%식종 퇴비화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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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소호흡량 변화

퇴비화 과정의 온도변화 상의 경우 control의 조건이 기 빠른 온도상승으로 퇴비화의

기 진행과정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었으나,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산소의 소모량의 변화 양

상과 비교해서 확인한 결과 10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경우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가장

게 배출하면서도 산소의 소모는 게 하 다. 한,감마선을 조사한 시료가 체 으로 이산

화탄소의 배출량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는데,이것은 감마선조사에 의하여 원료물질 유기물의

분해효과에 의하여 미생물들이 산소호흡을 게 하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게 하면서도 같

은 유기물의 효과 으로 분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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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원료물질의 감마선 조사선량 변화와 20% 완숙퇴비 식종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a) 산소호흡량(b)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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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원료물질 20kGy조사 후 식종물질 혼합비율 변화에 따른 향

1)온도변화

감마선을 20kGy로 원료물질을 처리한 후 식종되는 미생물의 종량을 변화하여 퇴비화 반

응의 온도변화를 확인하 다.확인 결과 퇴비화 미생물이 많은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조군인 control0kGy80%+20% seed의 경우가 역시 가장 빠른 온도상승효과를 보 고,감마

선을 20kGy조사 후 seed비율을 달리한 반응기들이 다소 늦게 반응이 시작된 을 제외하고

는 감마선을 조사한 반응기에서도 비슷한 퇴비화 온도변화를 보 다. 한 20kGy조사 원료물

질을 80% 포함하고 20%를 식종한 반응기의 경우 식종한 반응기 에서 가장 높은 온도 효과

를 보 고 고온단계를 지나 감소하던 온성 단계에서 고온성균의 활동이 다시 활발히 일어나

잠시 온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보 다.

Time (day)

0 2 4 6 8 10

T
e

m
p

e
ra

tu
re

(
)

℃

20

30

40

50

60

70

80

0kGy 80%+20%seed 
20kGy 95%+5%seed 
20kGy  90%+10%seed 
20kGy 100%+20%seed 

그림 6-9.식종 비율 변화에 따른 퇴비화 반응기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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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소호흡량 변화

감마선 20kGy조사 후 식종물질의 함량을 변화하여 이산화탄소 배출과 산소의 호흡량 변화

를 비교한 결과 20kGy의 조사한 원료물질 90%와 식종 완숙퇴비를 10% 종한 경우가 가장

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 고,산소 호흡량은 거의 비슷한 정도로 호흡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따라서 퇴비화 반응기의 온도 변화와 이산화탄소 배출과 산소 호흡량을 고려할 때 감마

선 조사선량은 10kGy의 조사선량과 10～20%의 종량이 당한 퇴비화 조건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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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식종비율 변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소호흡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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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As

(mg/kg)

Cr

(mg/kg)

Zn

(mg/kg)

Cd

(mg/kg)

Pb

(mg/kg)

Ni

(mg/kg)

Cu

(mg/kg)

Hg 

(ug/kg)
유기물/N

유기물 

함량

(%)

비료공정규격

퇴비농도 규제 함량
50 300 900 5 150 50 300 2mg/kg 50 하 25 상

80% 원료물질 

비조사+20% seed 

(control)

N.D 5.34 420.13 1.19 14.24 8.3 99.1 31.4 31.9 85.8

80% 원료물질 

3kGy+20% seed
N.D 4.3 457.2 0.62 1.22 7.98 114.77 33.2 27.2 77.4

80% 원료물질 

5kGy+20% seed
N.D 5.57 459.99 1.23 10.52 9.9 96.57 34 28.7 82.9

80% 원료물질 

10kGy+20% seed
N.D 5.58 526.63 1.24 10.54 10.54 101.1 27.2 28.1 78.4

95% 원료물질 

20kGy+5% seed
N.D 4.3 453.09 1.23 11.69 8.61 113.89 36 30.5 82.8

90% 원료물질 

20kGy+10% seed
N.D 5.06 438.54 1.27 8.85 8.85 99.84 32.1 30.3 81.4

85% 원료물질 

20kGy+15% seed
N.D 4.38 463.35 1.25 8.13 8.76 98.8 36.25 29.4 83.9

80% 원료물질 

20kGy+20% seed
N.D 4.32 451.07 0.62 7.42 8.04 100.1 284.84 34.6 83.4

3)비료공정 규격에 의한 규제 농도 함량 비교

표 6-2의 결과와 같이 원료물질의 20%를 식종하여 퇴비화 반응을 거쳐 최종 산물에 한

비료공정규격의 규제 함량의 농도의 확인을 하여 속 함량과 유기물/N,유기물 함량을

확인 한 결과 control뿐만 아니라,원료물질 조사선량변화와 20% 식종시,원료물질 20kGy조

사비율변화와 식종물질 변화시 모든 반응기에서 비료공정 규격을 만족하는 퇴비품질을 나타내

었다.

표 6-2.비료공정 규격에 의한 퇴비화 반응기내의 부숙 퇴비 분석결과

4.결 론

-감마선 조사선량을 1,5,10,20kGy로 달리하여 조사한 각각의 퇴비화 반응기의 온도변화를

살펴본 결과 감마선의 조사선량이 높아질수록 많은 미생물의 사멸로 퇴비화 반응온도가 많

이 지연되고,고온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 미생물들이 사멸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감마선만을 퇴비화 반응물질에 조사할 경우 미생물들의 사멸로 병원성 미생물의 사

멸뿐만 아니라 퇴비화 진행 미생물의 사멸도 동반하기 때문에 감마선의 원료물질에 한

단독 조사 후 추가 인 퇴비화 미생물의 종이 필요하다.따라서 비조사 원료물질과 조사

원료 물질의 혼합에 따른 원료물질내의 미생물에 의한 퇴비화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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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물질과 비조사 원료물질의 혼합비율 변화에 의한 퇴비화 향을 확인한 결과 원료물질내

에 남아있던 미생물 에 병원성 미생물뿐만 아니라 퇴비화와 여되는 미생물이 원료물질

의 혼합량이 감소함에 따라 퇴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따라서

원료물질과 비조사 원료물질의 혼합에 의한 퇴비화는 하지 않은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므로 감마선의 조사시료에 정한 퇴비화 미생물을 식종하 을 경우의 퇴비화

를 진행하 다.

-감마선을 조사하지 않은 control의 경우가 가장 빠른 온도 상승효과를 보 으나 기의 온도

변화 양상을 빼고는 조사한 시료들도 control의 기 온도 상승하는 시 의 효과만을 제외

하고는 거의 비슷한 온도 효과를 보 다.따라서 감마선 조사 시료에 완숙퇴비를 이용하여

정한 퇴비화미생물을 식종할 경우 일반 인 퇴비화 방법과 같은 온도효과를 얻을 수 있

으며,감마선을 조사한 시료들의 경우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감마선을 조사 하지 않은

control의 경우보다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리고 10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경우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가장 게 배출하면서도 산소의 소모는 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것은 동일한 미생물의 종상황에서 감마선을 조사한 반응기의 미생물들이 산소

호흡을 게 하고,이산화탄소는 게 배출하면서도 같은 유기물의 분해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따라서 퇴비화 반응기의 온도 변화와 이산화탄소 배출과 산소 호흡량을

고려할 때 감마선 조사선량은 10kGy의 조사선량과 10～20%의 seed 종량이 당한 퇴비

화 조건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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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축산폐기물 항생제내성균 모니터링 감마선조사 살균

연구

1.개요

항생제는 가축에서 세균성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 방 성장 진 목 으로 오랫

동안 사용되어왔다.국내에서 사용된 소,돼지,닭 수산 등 4가지 축종의 항생제 체 매실

은 2001년 1,602톤,2002년 1,550톤,2003년 1,460톤이었다.특히 육류 생산량 비 항생제 사

용량은 0.66으로 일본 0.35,미국 0.25, 국 0.17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실정이다. 한 수의사

처방제가 도입되지 않아 항생제를 어디서나 구입가능하며,수의사처방에 의한 사용은 체 사

용량의 10% 이내에 불과하 고,배합사료제조 자가 치료․ 방용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최근,국내의 한강,낙동강, 산강 등 주요 하천에서 항생제,소염진통제, 궤양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수차례 있었다.유입된 항생제는 높은 농도로 장시

간 잔존하게 되므로 수계에 존재하는 미생물들 일부는 이러한 항생제에 해서 내성을 나

타내는 요인이 된다.

수많은 환경오염원 가운데서도 특히 항생제는 자연환경내로 과도하게 유입됨으로써 단계

혹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문제 들을 야기시키고 있다.세균감염에 한 치료나 방을 한

축산목장,양어장,양계장 등에서 여러 가지 항균제들을 무분별하게 빈번히 사용함으로써 이들

항균제가 여러 경로와 단계를 통해서 자연환경내로 다양 유입되고 있으며,이들은 다시 수계나

토양생태계에서 서식하는 미생물들에게 막 한 환경스트 스(environmentalpressure)로 작용

하게 된다.따라서 수계 토양미생물들은 자연생태계에서 스스로 생성되어 작용하는 항생물

질의 자연 인 한계치 외에 인 인 유입에 의하여 증가되는 가 치에 해서도 극복하고

응해야만 생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농도의 항생제에 해서 내성을 획득하여야만 생존하

게 된다.그 결과,여러 가지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다제 내성균과 지 까지 개발된 항생

제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출 함에 따라 사람과 동물에서 질병치료에 어려움

이 많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항생제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균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

재하고 있다.농 인근의 하천에서 검출된 항생제는 농업․축산활동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데,Meyer등이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6개의 양돈축사에서 배출된 폐수를 상으로 잔류항

생제를 측정한 결과 모든 폐수에서 발견되었고,chlorotetracycline,sulfamethazine,lincomycin,

tetracycline,oxytetracycline의 순서로 빈번하게 검출되었다.이러한 항생제의 환경내 거동과

련하여 발생되어지는 항생제 내성미생물에 의한 사람에 한 감염상의 문제와 가축의 질병

치료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축산환경에서의 항생제 내성균의 분포를 모니터링하 고,특히 4종

이상의 항생제에 하여 내성을 보이는 다제 내성균의 발 특성에 하여 고찰하 으며,축산

농가에서 채취한 샘 의 내성균을 분리하고 이들 내성이 강한 균을 선별하 다. 한 선별

한 균주에 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 으며,항생제 내성율과 내성패턴 등 내성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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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실태를 조사하고,감마선 조사를 이용하여 내성균의 살균효능을 알아보았다.

2.실험방법 재료

가.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

1)연구방법

가)샘 채취 균주분리

우리나라 충남지역의 축사농가 5개 지 을 선택하여 돈분,우분,계분 시료를 채취하 으며,

시 인 돈분퇴비와 가축사육농가에서 퇴비화되어 만들어진 우분퇴비를 채취하여 냉장상태에

서 유지하면서 보 하 다.

채취된 시료는 냉장상태로 보 하여 실험실로 운반한 후,냉장보 후 24시간 안 에 시

험을 실시하 다.균 분리는 시료 채취 후 24시간 안에 처리하 고,호기성 종속 양세균을 분

리하기 하여,0.85% 생리 식염수에 희석하여 nutrientagar에 종 후 콜로니의 크기,색깔,

모양 등을 기 으로 하여 분리하여 여러 차례 계 배양하 다

분리된 균주들의 sequencing을 하여 nutrientagar에서 배양하여 순수 분리한 63종의 균

주를 (주)마크로젠에 분석 의뢰하여 균의 sequencing을 실시하 다.

sample

TC TC TC

100ml

MembraneFilter

(dia47mm,panesize0.45µm)

Inoculation

100ml

MembraneFilter

(dia47mm,panesize0.45µm)

Inoculation

100ml

MembraneFilter

(dia47mm,panesize0.45µm)

Inoculation

rnEndoagar rnFCagar MacConkeyagar

35±0.5℃

24±2hr

Incubation

44.5±0.2℃

24±2hr

Incubation

35±5℃

24~48hr

Incubation

Counting

그림 7-1.지표미생물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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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항생제 감수성 시험

항생제 14종(Amoxicilline, Ampicillin, Nalidixic acid, Gentamicin, Tetracycline,

Streptomycin, Vancomycin, Trimethoprim, Erythromycin, Lincomycin,

Sulfamethoxazole,Oxytetracycline,Sulfathiazole,Chlorotetracycline)을 상으로 분리된 균주

들의 항생제 감수성을 조사하 다. 이를 하여 Muller-Hinton agar에서

0.5Macfarland(1.175% barium chloridedithdrate+1% sulfuricacid)로 표 7-1과 같이 만든 후

분리된 63종의 균을 배양하여 도말 평 배양 후 Discdiffusion방법을 이용 하여 항생제

내성을 확인하 다.

Amoxicilline Ampicillin Ciprofloxacin Erythromycin-H2O

Gentamicin Sulfathiazole Vancomycin Tetracycline

Oxytetracycline Sulfamethizole Lincomycin NalidixicAcid Streptomycin

그림 7-2.항생제 내성의 확인에 사용된 항생제 구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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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Mcfarlandnephelometerstandard

McfarlandstandardNo. 0.5

1% Barium chloride(㎖) 0.05

1% Sulfuricacid(㎖) 9.95

Approx.celldensity(1*10
8
CFU/㎖) 1.5

% Transmittance 74.3

Absorbance* 0.132

*atwavelengthof600nm

나.감마선 조사 항생제 내성균 살균연구

1)연구 재료

가)사용균주 시약

항생제 내성균 내성이 강한 두 가지 균을 선별하여 분리․동정하여 사용하

다.(Macrogen)9가지의 내성을 가진 EscherichiacolistrainWD01와 7가지의 내성을 가진

Brevibacterium sp.DA01를 선별하여 실험하 다.

항생제내성에 한 감수성 조사를 하기 하여 ampicillin,vancomycin,tetracycline,

oxytetracycline,ciprofloxacin,streptomycin,gentamicin,erythromycin-H2O,sulfathiazole,

sulfamethizole,lincomycin,nalidixicacid amoxicilline/clabulanicacid(BBL Sensi-Disc,

BectonDickinson,USA)을 구입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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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검사 상 항생제

Antimicrobialagents Concentration(㎍/disc)

1 Tetracycline 30

2 Gentamicin 10

3 Sulfamethizole 0.25

4 Streptomycin 10

5 Erythromycin-H2O 15

6 Ampicillin 10

7 Amoxicilline/Clabulanicacid 30

8 Ciprofloxacin 5

9 Lincomycin 2

10 Oxytetracycline 30

11 Nalidixicacid 30

12 Vancomycin 30

13 Sulfathiazole 0.25

2)연구방법

가)감마선 조사 미생물 분석

항생제 내성균에 한 살균효능을 조사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감마선 조사시설(point

sourceAECL,IR-79,MDS,NordionInternationalCo.Ltd.,Ottawa,Canada)을 이용하여 계

배양 해놓은 E.coli,Brevibacterium sp.를 nutrientbroth에 종하여 37℃,170rpm으로 하

루 동안 키운 다음 선량별로 50㎖ conicaltube에 균을 넣고 실온에서 0.1,0.2,0.3,0.4,0.5,

0.6,0.7,0.8,0.9,1,2kGy의 총 흡수 선량을 얻도록 하 다.

감마선 조사한 균을 nutrientbroth에 배양시킨 후 멸균수(0.85% NaCl)를 이용하여 시험에

사용하 다.Nutrientagar(Difco)를 사용하여 37℃에서 하루 동안 배양하 고 생성된 colony의

수를 육안으로 계수하여 시료 1g당 logcolonyformingunit(logCFU/g)로 나타내었다.

나)항생제 감수성 시험방법

항생제 감수성시험 상균주 E.coli,Brevibacterium sp.를 MullerHintonAgar(Difco)

표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평 을 3～5분간 말리고 15분 이내에 dispenser를 이용하여

항생제 디스크를 배지 에 종하 다.이때 사용되는 항생제 디스크 ampicillin,vancomy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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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racycline,oxytetracycline,ciprofloxacin, streptomycin,gentamycin,erythromycin-H2O,

sulfathiazole,sulfamethizole, lincomycin,nalidixicacid amoxicilline/clabulanicacid

는 냉동 보 하 으며,35℃ 배양기에서 16～18시간 배양 후 균 억제 (inhibitionzone)의 크기

를 기록하여 내성 여부를 정하 다.

감수성 범 는 NCCLS의 기 에 따라 정하 다.결과 독은 BBL Sensi-Disc Zone

InterpretationSet을 참고하고,균 억제 (mm)을 기록하 다.

다)ScanningElectronMicroscope(SEM)

E-tube(1.5㎖)에 배양액을 넣고 원심 분리하 다.원심 분리된 균을 2.5% glutaraldehyde용

액에 담가놓고 실온에서 1시간 방치한 다음 0.1M phosphate buffer로 2번 세척하 다.

1% osmium tetroxide용액에 30분간 방치시켜놓고 EtOH(40,50,60,70,80,90,100%)

을 사용하여 단계별로 탈수시켰다.Isoamyl acetate:100% EtOH(0.5:1.5,1:1,1.5:0.5)를

각각의 비율로 섞어 담가놓고 마지막으로 100% isoamylacetate용액에 방치시켰다.Cell을 백

으로 입힌 후 주사 자 미경(JSM-6390,JEOL,Japan)으로 분석하 다.

3.결과 고찰

가.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

1)축산부산물내의 항생제 내성균 분리․동정

가)축산 부산물의 항생제 내성균 분리

축산부산물 즉,돈분,우분,계분,돈분퇴비,우분퇴비로부터 총 63종의 균들을 분리하 다.

이들 종들의 각 축산부산물 시료에 따른 분리 균종 수는 아래의 그림 7-3과 같다.각각의 축산

부산물에서 골고루 분리되었으며,특히 우분 우분퇴비에서 각각 15종,16종의 균이 분리되

었다.표 7-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분리 균들을 동정한 결과 주로 Esherichiacoli,

Bacillussubtilis,Brevibacterium,Arthrobacter,Acinetobacter종들로 구성됨을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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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tle manure
compost, 16

chicken
manure, 14

pig manure,
11

pig manure
compost, 12

cattle manure,
15

축산부산물 분리균 수

돈분 11

돈분퇴비 12

우분 15

우분퇴비 16

계분 14

total 63

그림 7-3.축산 폐기물 순수 분리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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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항생제 내성균의 sequence결과

Name No. sequence

돈분

1 Bacillussp.MO9

2 EscherichiacolistrainWD01

3 BacilluslicheniformisstrainMS5-14

4 EscherichiacoliIAI1

5 Bacillussp.BM2

6 Bacillussubtilissubsp.

돈분퇴비

1 Corynebacterium sp.BBDP55

2 Brevibacterium sp.DA01

3 Corynebacterium efficiensYS-314DNA

4 Unculturedbacterium

5 Rhodococcussp.ARG-BN062

우분

1 Unculturedbacterium cloneRB-5G1

2 Bacillussp.L164

3 Acinetobactersp.4077

4 Arthrobactersp.EP04

5 Bacillussp.L164

6 Escherichiacoli0127:H6E2348/69

7 Bacillusmegaterium

우분퇴비

1 BacillusamyloliquefaciensstrainPEBA0801

2 Bacillussp.41KBZ

3 BacilluspumilusstrainB402

4 Bacillussilvestris

5 Bacillussp.GJ24

6 Bacillussp.R-27341

7 Bacillussp.B309(A)Ydz-hh

8 Acinetobactersp.4087

9 BacilluslicheniformisstrainIMAUB1012

10 Bacillussubtilissubsp.

11 Bacillussp.L164

계분

1 Unculturedbacterium cloneaab28h04

2 Bacillussp.41KBZ

3 Unculturedbacterium cloneaab37a07

4 Unculturedbacterium cloneaab28h04

5 Unculturedbacterium cloneaab27b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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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생제 감수성 결과

분리 동정이 확인된 후 냉동 보 되어 있던 균을 활성화 시킨 후 항생제 감수성 시험을

실시한 후 감수성 경향이 동일하여 1개를 항생제 내성 결과로 이용하 다.항생제 감수성 검사

는 디스크 확산법(discdiffusionmethod)으로 실시하 다.채취 지역 특징에 한 내성 항생제

수에 한 다제 내성균은 표 7-4와 같이 돈분에서는 9가지의 내성이 나타났으며,돈분퇴비에서

는 8가지,우분에서는 6가지,우분퇴비에서는 3가지와 계분에서는 7가지의 내성균이 나타났다.

63종의 분리균 에서 어느 항생제에 해서도 내성을 나타내지 않는 균은 12.07%에 불과

하 고,나머지 88%는 항생제에 한 내성을 나타내었다. 4종 이상의 항생제에 한 내성을

나타내는 다제 내성균도 32.76%에 해당하여 축산부산물 의 상당한 항생제 내성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항생제별로는 Tetracycline,Sultamethiazole,Streptomycin,Lincomycin,

Oxytetracycline,Nalidixicacid에 한 내성이 모든 축산부산물에서 골고루 나타났고,특히,

Tetracycline,Streptomycin,Erythronmycin-H2O,Lincomycin,Oxytetracycline에 해서는 다

제 내성균의 출 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7-4).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내성세균의 증가는 그 수 인 증가 외에 다양한 항생제에 내성을 가

지고 있는 다제 내성균을 출 시켰다.항생제 내성균에 있어서 다제 내성균에 한 통일된 규

정은 없으나,4가지 계열의 서로 다른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균주에 해서 다제 내성균

(multi-drugresistant)으로 정하 다.축산환경에서 분리한 여러 균들의 항생제 내성률이 높다

는 결과와 더불어 본 실험에서는 분리한 많은 수의 균들이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항생제에

해 다제 내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7-4.분리균 다제 내성균의 항생제 내성여부

TE3 GM10 TH25 S10 E15 AM10AMC30 CIP5 L2 T30 NA30 VA30 ST25 total

돈분 O - O O O O - - O O - O O 9

돈분퇴비 O - O O O - - - O O O - O 8

우분 O - - O O - - - O O O - - 6

우분퇴비 - - - O - - - - O - - - O 3

계분 O - - O O - - O O O O - - 7

TE3:Tetracycline,GM10:Gentamicin,TH25:Sulfamethoxazole,S10:Streptomycin,E15:Erythromycin-

H2O,AM10:Ampicillin,AMC30:Amoxicilline,CIP5:Ciprofloxacin,L2:Lincomycin,T30:Oxytetracyclin

e,NA30:Nalidixicacid,VA30:Vancomycin,ST25:Sulfathiaz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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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계분>

그림 7-4.다제 내성균의 항생제 분포율.

나.감마선 조사 항생제 내성균 살균연구

1)감마선 조사 후 항생제 내성균의 미생물 분석

감마선 조사된 E.coli,Brevibacterium의 미생물 변화는 표 7-5와 그림 7-5에서 나타내었

다.돈분에서 분리된 E.coli의 경우 비조사구에서 9.34logCFU/g,조사구에서는 8.56(0.1kGy),

6.67(0.5kGy),5.29(1kGy),4.14(2kGy)logCFU/g로 나타나 비조사구와 조사구간의 뚜렷한 차

이를 나타내었다.돈분퇴비에서 분리된 Brevibacterium의 경우 그림 5-6에서 같이 비조사구에

서 8.11logCFU/g,조사구에서는 7.97(0.1kGy),7.51(0.5kGy),6.71(1kGy),5.68(2kGy)logCFU

/g로 나타나 E.coli와에 비해 살균효과가 낮았으나 비조사구와 조사구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 조사선량별로 살균효율을 비교해 본 결과 그림 7-6과 같이 감마선 조사한 것과 조사

하지 않은 균주를 비교하 을 때 E.coli의 경우 0.1kGy에서 83.24% 살균된 것으로 나타냈으며

0.6kGy에서는 99.9%로 조사선량이 높을수록 살균효율이 높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Brevibacterium에서 한 0.1kGy에서 32.48%로 E.coli에 비해 살균효율이 낮았으나 2kGy에

서 99.8%로 2kGy이내에 거의 살균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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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선량별 항생제 내성균의 변화

E.coli(kGy)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2

Mean 238.33x10
7
133x10

6
40.3x10

6
109.67x10

5
58.67x10

5
191x10

4
137.33x10

4
89.67x10

4
190.67x10

3
177x10

3
153x10

3
4.67x10

2

Std.Dev 6.43 27.62 3.79 24.01 3.06 9.00 13.05 7.02 6.11 4.58 18.68 0.58

95%

Conf
15.94 68.47 9.39 59.51 7.57 22.31 32.35 17.41 15.15 11.36 46.31 1.43

99%

Conf
36.31 155.98 21.38 135.57 17.25 50.82 73.70 39.66 34.50 25.88 105.49 3.26

Brevibacterium

(kGy)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2

Mean 43x10
7
105.33x10

6
110x10

6
69.33x10

6
257.33x10

5
41.66x10

5
219x10

4
119.66x10

4
107.33x10

4
49.66x10

4
120x10

3
65x10

3

Std.Dev 6.43 27.62 3.79 24.01 3.06 9.00 13.05 7.02 6.11 4.58 18.68 0.58

95% Conf 15.94 68.47 9.39 59.51 7.57 22.31 32.35 17.41 15.15 11.36 46.31 1.43

99% Conf 36.31 155.98 21.38 135.57 17.25 50.82 73.70 39.66 34.50 25.88 105.49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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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감마선 조사 후 균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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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항생제 내성균의 살균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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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감마선 조사 후 항생제 감수성 변화

돈분과 돈분퇴비에서 분리된 E.coli와 Brevibacterium에 하여 항생제 검사를 실시한 결

과는 표 7-6과 표 7-7과 같다.E.coli와 Brevibacterium의 각각에 해서 실험에 사용한 항생

제는 모두 12가지 으며 여기에서 E.coli의 경우 12가지의 항생제 3가지에서 항생제에 감

수성을 나타내었고,Brevibacterium에서는 12가지의 항생제 5가지에서 항생제 감수성,나머

지 7가지에서는 항생제에 내성을 보 다.

항생제별로는 Gentamicin, Amoxicillin/Clabulanic acid, Ciprofloxacin, Ampicillin,

Vancomycin,Sulfathiazole의 6종류의 항생제가 분리균주에 감수성을 나타내었다. 한 감마선

조사 후의 항생제의 내성의 변화는 없었으며,그림 7-7,7-8을 보는 바와 같이 항생제 억제

크기 변화를 살펴본 결과 흡수선량과 무 하게 변화양상을 나타내지 않았다.이는 항생제 감수

성에 한 감마선 살균의 향이 미치지 않음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7-6.E.coli의 선량별 항생제 감수성 변화

항생제목록

0kGy 0.1kGy 0.2kGy 0.3kGy 0.4kGy 0.5kGy 0.6kGy 0.7kGy 0.8kGy 0.9kGy 1kGy 2kGy

억제
환

(mm)

내성

여부

억제
환

(m
m)

내성

여부

억제
환

(mm)

내성

여부

억제
환

(mm)

내성

여부

억제
환

(mm)

내성

여부

억제
환

(mm)

내성

여부

억제
환

(mm)

내성

여부

억제
환

(mm)

내성

여부

억제
환

(mm)

내성

여부

억제
환

(mm)

내성

여부

억제
환

(mm)

내성

여부

측정

불가

E

.

c

o

l

i

Te30 O O O O O O O O O O O

GM10 2 1.8 2.4 2.73 2.4 2.2 2.15 2.15 2.15 2.15 2.15

TH.25 O O O O O O O O O O O

S10 O O O O O O O O O O O

E15 O O O O O O O O O O O

AM10 O O O O O O O O O O O

AMC30 1.7 1.9 1.98 2.05 1.95 1.68 1.9 1.9 1.9 1.9 1.9

CIP5 3.3 1.5 3.15 3.03 3.38 3.38 3.32 3.32 3.32 2.75 3.55

L2 O O O O O O O O O O O

T30 O O O O O O O O O O O

VA30 O O O O O O O O O O O

ST.25 O O O O O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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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목록

0kGy 0.1kGy 0.2kGy 0.3kGy 0.4kGy 0.5kGy 0.6kGy 0.7kGy 0.8kGy 0.9kGy 1kGy 2kGy

억제
환

(mm)

내성

여부

억제
환

(mm)

내성

여부

억제
환

(mm)

내성

여부

억제
환

(mm)

내성

여부

억제
환

(mm)

내성

여부

억제
환

(mm)

내성

여부

억제
환

(mm)

내성

여부

억제
환

(mm)

내성

여부

억제
환

(mm)

내성

여부

억제
환

(mm)

내성

여부

억제
환

(mm)

내성

여부

억제
환

(mm)

내성

여부

B

r

e

v

I

b

a

ct

e

r

i

u

m

Te30 O O O O O O O O O O O O

GM10 1.8 1.89 1.8 1.9 1.8 1.83 1.9 1.9 2.03 1.75 1.55 1.9

TH.25 O O O O O O O O O O O O

S10 O O O O O O O O O O O O

E15 O O O O O O O O O O O O

AM10 3.3 3.4 1.9 2.9 2.33 2.23 4.18 3.55 4.25 3.3 3.25 4.1

AMC30 3.9 3.4 2.6 3.75 3.75 4.28 4.3 3.65 3.5 4.0 3.85 4.08

CIP5 O O O O O O O O O O O O

L2 O O O O O O O O O O O O

T30 O O O O O O O O O O O O

VA30 2.25 1.7 2.1 2.1 2.3 2.38 2.3 2.33 2.3 2.2 2.1 2.35

ST.25 1.6 1.7 1.83 1.65 1.7 1.85 1.8 1.7 2.0 1.4 1.5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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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E.coli의 항생제 억제 크기 변화.

표 7-7.Brevibacterium의 선량별 항생제 감수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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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Brevibacterium의 항생제 억제 크기 변화.

3)살균작용에 한 균주의 형태 변화

감마선 조사한 조사구와 비조사구의 균주변화를 찰하기 해 SEM을 통해 변화양상을 살

펴 본 결과는 그림 7-9와 같다.그림 7-9에서 control을 보면 감마선 조사 의 조군의 표면

은 매끄러우나,처리구의 0.5kGy,1kGy,2kGy의 균체 표면은 손상되었거나 형태가 이상을 일

으킨 모습을 볼 수 있다.이는 미생물의 세포막이 괴 되어 이와 같은 상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한 흡수선량이 높을수록 그 변화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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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Gy>

<2kGy>

그림 7-9.SEM을 이용한 균주의 변화 찰.

4.결 론

축산부산물내의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과 감마선 조사를 통한 항생제 내성균의 살균실험

을 실시하 다.축산부산물내의 항생제 내성균 분포와 분리된 균의 내성균 감을 한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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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

돈분,우분,계분,돈분퇴비,우분퇴비 등의 추간부산물 에 존재하는 미생물 균 주들의

항생제 내성 발 여부와 함께 다제 내성 특성을 조사하 다.이를 하여 이들을 상으로 이

들 에 존재하는 균주들을 분리,동정하 고,이들에 하여주요 14종의 항생제들에 한 내

성발 특성을 조사한 결과 63종의 순수균이 분리되었으며,이들 체 균주 32%에 하여

4종 이상의 항생제들에 해 내성을 나타내는 다제 내성율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나.감마선 조사 항생제 내성균 살균연구

감마선 살균에 의한 항생제 내성균의 살균효능을 알아보기 한 연구의 일환으로 내성

균에 0.1～2kGy로 감마선 조사를 실시하여 내성균의 변화양상을 조사하 다.감마선 조사균의

변화량은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미생물 증가를 억제시킴을 알 수 있었다. 한 살균효

능에서도 조사량이 높음에 따라 살균효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항생제 감수성은 감마

선 조사에 의한 향이 나타내지 않았다.SEM을 이용한 변화양상에서는 비 조사균과 비교하

여 미생물의 표면이 손상되었거나 형태 이상으로 나타나 조사선량이 높을수록 세포벽의 비정

상 인 형태를 자 미경을 통하여 찰할 수 있었다.따라서 감마선 조사는 내성균의 살균효

능에는 향을 끼치지만 항생제 감수성에는 향을 주지 않으므로 미생물학 안정성면에서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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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 .축산폐수내 의약물질 모니터링 방사선기술에 의한 처리

연구

1.개요

가.연구조사 배경

1)환경 오염물질로서 의약물질에 한 인식

국제 환경 연구의 은 폴리염소화비페닐(PCBs,polychlorinatedbiphenyls),다이옥신

(dioxins) 살충제와 같은 고 인 환경 오염물질들로부터 가정에서 사용되어 환경으로 유

입되는 의약물질(pharmaceuticals),개인 치료 는 리 물질(personalcareproducts) 내

분비계 장애물질(EDCs)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의약물질은 여러 질병의 치료를 목 으로 개발된 것으로써 인체 동물,농산물 생산,그

리고 수산물 양식 등 매우 범 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재 3,000여 이상의 화학종이 의약물

질로 승인을 받았으며(Fenta,2006)각 국의 연간 소비량이 수 킬로그램(kg)에서 수천 톤(ton)

에 이르고 있다(Jones,2002;Hansen2004;Khan,2004).

량으로 생산되는 의약물질 일부는 원료 생산 공장에서 폐기 부산물의 폐수로 유입,

가정에서 사용 폐기로 인한 배출,개인 치료를 통한 배설물들에 의한 배출,양심 없는 제약

회사의 무분별한 폐기,병·의원 약국 등에서 유통기한을 넘겨 허가없이 무단으로 폐기,동

물의 사료에 포함된 후 축산 폐기물에 의한 배설물에 의한 배출, 상용 어항에 사용되는 의약

물질이 함유된 물의 방류,어류의 양식이나 횟집 등에서 수조를 청소할 때 버리는 폐수 등 다

양한 경로(그림 8-1,Ellis,2006)를 통해 일반하수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거나

직 지하수나 하천으로 유입되어 환경오염에 큰 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의약물질이 환경에 존재함으로써 인체나 동물들에게서 비정상 인 생리학 과정이

일어나고 생식 는 번식기 의 손상,발암성 험증가는 물론 내성 항생 박테리아의 발달 등

인간과 생태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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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의약물질의 환경 주요 오염경로.

2)환경 의약물질의 재순환

환경에 유입된 의약물질들은 개 사과정 는 분해과정을 거치면서 그 활성이 감소

는 증가하게 된다.지 까지 처리시설이 의약물질 정화라는 특수한 목 으로 제조되지 않은

을 고려해볼 때 생활하수,축산폐수와 같은 일반 인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하수처리시설

(SewageTreatmentPlant,STP) 폐수처리시설(WastewaterTreatmentPlant,WWTP)에서

는 유입된 모든 의약물질의 정화가 효율 이지 않을 수 있다.처리시설에서 여과 는 분해되

지 않은 상태로 수계로 흘러들어간 의약물질은 퇴 물이나 토양에 축 됨으로써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오염된 토양으로 인해 의약물질이 식물의 조직으로 흡수되고 음식물 섭취

등을 통하여 인간의 체내로 되돌아오게 된다.결과 으로 반감기가 매우 길거나 축 성이 매우

높은 의약물질의 경우,철 하게 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을 통하여 제거해야만 한다.하

지만,의약물질에 한 하수/폐수처리 문제는 아직까지 하수/폐수처리의 우선순 가 되지 못하

고 있다.

3)생태계에 미치는 향

의약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향은 지속성 측면에서 체내에 흡수가 잘 되는 지용성 의약

물질보다 체외로 배설이 용이하고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의약물질이 환경에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앞에서도 언 했듯이 이런 수용성 의약물질이 환경으로 유입되면 하수처리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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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걸러지지 않고 수계로 흘러들어가 수질이나 토양을 오염시키게 된다.

생태계에는 다량,다수의 의약물질이 존재하지만 재까지 조사된 수는 수십 종에 불과하

다.비록 존재량이 다할 지라도 장기간에 걸쳐 노출된다면 인체 면역체계의 이상이나 속

과 같이 후 에 유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의약물질이 환경 에서 미량으로 존재한다

는 의미를 넘어 물 환경에 배출된 각종 의약물질 때문에 요한 생물종이 죽거나 번식을 못하

게 돼 결국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다.

나.연구개발 목 필요성

1)연구의 목

⦁ 축산폐수내 의약물질 모니터링

-항생제,소염진통제,내분비계장애물질,소독제 등 의약물질 모니터링

⦁ 기존 축산폐수처리 공법 조사 의약물질의 처리효율 조사

-생물학 처리공정에 의한 의약물질 처리효율 조사

-물리화학 처리공정에 의한 의약물질 처리효율 조사

2)연구의 필요성

가)연구개발의 과학기술,사회경제 요성

⦁ 기술 측면

-축산폐수는 매질이 매우 복잡하고 의약물질이 극미량(수 ng/mL혹은 pg/mL)존재하며,

이를 효과 으로 분석하는 방법 개발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아직도 국외에서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따라서 축산폐수 에 존재하는 의약물질을 분석하는 방법 개발은 고감도 분석 장

비와 숙련되고 과학 인 시료 처리 기술이 요구된다.확립된 분석방법은 기타 환경물질(일반

폐수처리수,하천수 등)에도 용될 수 있어서 환경 시료로부터 상시로 극미량(ppt농도)을 모

니터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방사선 기술로 처리후 발생하는 부가생성물(by-product)은 원래의 의약물질보다 생태계나

인간에게 더 유해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구조 확인 측정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기존의 폐수처리기술은 의약물질에 한 비효율 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기존의 처

리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폐수처리 기술이라고 생각되는 방사선을 이용한 축산/하수

폐수 처리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경제·산업 측면

-복잡한 매질인 축산폐수로부터 효과 으로 극미량의 의약물질을 검출하기 해서는 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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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장비와 숙련된 분석기술이 요구되므로 외국의 시험기 에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시료당

수십만원이 되며,시간도 많이 소요된다.따라서,확립된 분석기술은 비싼 분석료 지출로 인한

외화 유출을 막을 수 있어 경제 으로 크게 효과 이다.

-확립된 극미량 분석기술은 다른 시료(식품,의약품,공산품 등)등에 존재하는 유해한 의약

물질의 검출에 응용될 수 있으므로 FTA 경제·산업체제하에서 큰 부가가치가 있는 기술이 되

므로 이에 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폐수 의약물질을 효율 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외국에서 수입해 올 경우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이에 한 책으로써 방사선처리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 사회·문화 측면

-그동안 환경 련단체나 국가들에게 큰 심의 상이 된 환경유해물질은 내분비계장애물

질(EndocrineDisruptors),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다이옥신,PAHs,농약 등이 주류를 이

루어 왔는데 최근에서 의약물질(PharmaceuticalsandPersonalCareProducts,PPCPs)에 한

심이 고조되면서 이에 한 연구가 크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따라서,축산폐수 에 존

재하는 의약물질을 효과 으로 제거함으로써 자연생태계 보 이 필요하고,국민들의 건강보호

를 해서도 필요하다.

나) 재까지의 연구개발 실

⦁ 국내

-경기 학교 화학과 미량분석연구실에서는 2006년과 2007년에 환경부의 연구용역으로 환

경 의약물질 분석방법 연구 노출실태조사 사업을 통해서 의약물질 분석방법을 연구하여

수 ppb～ppt농도 수 의 의약물질 검출방법을 확립하여 4 강에서 의약물질을 모니터링하여

보고한 바 있다.그 결과에 의하면 4 강 유역 하천수에서 조사 상 의약물질 17종 설 메

톡사졸(동물용 항생제)과 린코마이신(인체용 항생제)등 13종의 물질이 검출되었고,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유입수에서 16종,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는 13종이 검출

되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용인 ,서울 의 공동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강 상류에서는 록시

스로마이신(70%),트리메소 림(61%)이 높은 빈도로 검출되었다.특히,고 농도로 검출된 의약

물질은 테트라사이클린(평균 0.191ppb),옥시테트라사이클린(0.100ppb),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0.080ppb)등으로 주로 동물용으로 사용되는 항생제 다.

⦁ 국외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에서 1969년에 국립환경정책조례(NEPA)에 의해서 의약품이 환경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 국민들에게 환경 분석의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한,환경보

호청(EPA)을 심으로 폐수나 하천수 의 의약물질 오염에 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각 주의 폐수처리장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처리기술에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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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에서는 의약품 평가기 (EMEA)에서 인체용 의약품에 한 환경 해도 정

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각 국에서는 환경 의약물질 오염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한

책을 연구하고 있다.

다) 기술상태의 취약성

⦁ 재 국내에서 폐수 에서 의약물질을 분석할 수 있다고 하는 기 은 2～3군데에 불과

하며,의약물질의 분석기술은 선진국에 비해서 80% 수 에 달하고 있다.

⦁ 폐수 에서 의약물질을 모니터링하기 해서는 고감도 장비인 LC/MS/MS가 주로 사용

되는데 장비의 가격이 고가이며 다루기가 까다로우므로 이를 보유하고 있는 기 도 소수일 뿐

만 아니라 제 로 분석장비를 가동하고 있는 곳도 드물다.

라)앞으로의 망

⦁ 폐수 의약물질 분석방법 개발,모니터링,폐수 처리기술의 발 은 다른 환경매체나 의

약품의 임상실험에서 의약물질을 효과 으로 검출함으로써 환경과 임상의약의 발 에 크게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개발된 방사선처리기술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기술을 수출하여 외화획득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 폐수 의약물질의 상시 모니터링은 자연생태계 보 과 인간의 건강에 크게 기여할 것

이다.

2.국내·외 연구 동향 검출사례

가.국외 연구 동향 검출사례

세계 각국에서는 환경 의약물질은 1990년 까지도 심 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재 PAHs,PCBs등과 함께 요한 환경오염물질로 분류하여 분석방법을 개발하고 노출실태를

조사하여 리방안에 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2007년 2월 백악 (theWhiteHouseonNationalDrugControlPolicy)에서

는 “처방약의 한 폐기(ProperDisposalofPrescriptionDrugs)"를 한 안내서를 발간하여

의약물질을 하게 폐기함으로써 환경 의약물질의 오염을 방지하도록 하 다. 한,EPA

를 심으로 1999년부터 의약물질의 오염원,환경 의 노출 양상 이동,사람과 생태계에

한 노출경로,분석방법 연구 노출실태조사,잠재 인 생태계 인간에 한 해성 평가,

리방안 등에 한 연구 분야를 선정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연구 로드맵이 설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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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그리고 최근 논문에 의하면 루이지애나주의 미시시피강에서 의약물질을 모니터링한

결과에 의하면 아세트아미노펜이 24.7～65.2ng/L등 10여종의 의약물질들이 검출되었음을 발

표하 다(Wang,2007).

독일의 경우는 ESWE연구소에서 하천수 음용수에서 클로피 릭산등 10종의 의약물질

을 모니터링한 결과 클로피 릭산은 30개 시료 에서 16개 시료에서 0.001～0.070μg/L농도

범 로 검출되었고 다른 의약물질도 다수 검출된 결과를 보고하 다. InstituteofLake

Research의 조사에 의하면 이부 로펜 등 64종을 모니터링하여 24종의 의약물질이 호수와 강

에서 검출된 것을 발표한바 있다.

Dortmund 학의 SebastianZuehlke등이 베를린 지역의 음용수로 사용되는 하천수에서 페

나존(phnazon)형태의 의약물질의 노출실태를 조사하 는데 1ng/L～1μg/L농도범 로 검출

됨을 보고한바 있다(Zuehlke,2007).

EU WaterFrameworkDirective(WDF)에서는 매 4년마다 33종의 우선 조사물질을 업데이

트하고 있는데 디클로페낙,이부 로펜,트리콜산,클로피 릭산이 추가될 것으로 측하고 있

다(EllisJ.B.,2006).

호주의 경우는 AndreSchafer등이 폐수 재활용 공장에서 의약물질을 검출함으로써 수처리

시설에서의 의약물질 제거정도를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Schafer,2007),일본은 동경

의 하수처리시설에서 24종 의약물질에 한 제거율을 조사하는 연구를 실시한바 있다(Takada,

2007).

나.국내 연구 동향 검출사례

2000년 에 들어서 국내에서도 의약물질을 환경 오염물질로 인식하고 이에 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 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약품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와 응

방안 연구』에서 환경 의약물질의 해성에 하여 문제를 제기하 으며,2006년 『의약물

질의 환경 해성 평가 체계 구축 방안』 과제를 통하여 물환경 환경 해성평가가 필요한

의약물질의 우선순 를 정하고,환경 해성 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을 추진하 다.

의약물질의 노출실태에 한 조사도 이루어지기 시작하 는데 2006년 본 연구 에서 수행

한 『환경 의약물질 노출 실태조사(1)』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4 강 유역의 하천수에서 국

내에서 생산·소비되는 의약물질 17종 13종의 성분이 검출되었고,이 설 메타진과 린코

마이신의 경우 평균 검출 농도가 0.5ppb정도로 검출되었다.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방

류수에서도 17종 12종의 의약물질이 검출되어 의약물질의 처리가 효율 이지 않음을 확인

하 다.그리고 2007년 본 연구 에서 수행한 『환경 의약물질 노출 실태조사(2)』 보고서

에 따르면 국내 하수처리장 유입수에서 의약물질 27종 15종의 의약물질이 검출되었고,축산

폐수처리장 유입수에서 18종의 의약물질이 검출되었다.특히 클로르테트라시클린 89.901

ng/mL,설 티아졸 24.333ng/mL,린코마이신 5.313ng/mL등 16종의 의약물질이 축산폐수처

리장 방류수에서 검출되어 의약물질의 처리가 역시 효율 이지 않음을 확인하 다.

2007년도 WaterResearch에 게재된 주과학기술연구원 김상돈박사의 논문에서도 X-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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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로 사용되는 이오 로마이드(1,170～4,030ng/L)외 16종의 의약물질이 방류수에서 검출

되었으며,하천수에서 이오 로마이드,카페인,아세트아미노펜 등 14종의 의약물질이 검출되었

다(Kim SD,2007).

조사 이외에도 2006년 5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발간한 “한강 물환경의 의약품 오염이

담수생태계에 미치는 향평가 보고서” 용인 학교 김 기교수의 “경안천 의약품·항생제 잔

류농도 분포조사”에서 12종의 의약물질에 해 검출빈도 농도,생태·생식독성평가 등을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팔당호에서 설 메타진,카바마제핀 등 7종의 의약물질이 검출되었다.

한강본류에서도 9종의 의약물질이 검출되었으며,검출된 의약물질은 수 생태계 괴 물고

기의 내분비계 교란 등 생식독성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Kim YH,2007).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아직 장기 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폐의약물질에

한 리 책이나 폐의약물질 배출·수거와 련한 법규도 무한 상태이다.다행히 2006년도

와 2007년도에 의약물질 련 연구 용역이 진행되었고,앞으로 이 결과를 토 로 더욱 효율

인 처리방법 개발이 마련될 것으로 기 된다.

3.연구개발 수행내용 결과

가.연구개발 수행내용

1)축산폐수내 의약물질 모니터링

(가)축산농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의약물질 폐수 의약물질 모니터링을 한 분

석방법 문헌조사

본 연구에서는 우선 으로 축산폐수내 의약물질을 분석한 국내·외 문헌들을 참고하여 하수/

축산폐수 처리시설 유입수 방류수로부터 잔류하는 의약물질의 검출 황 분석방법을 조

사하 다(표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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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조사 상물질의 국내·외 검출사례,독성 매·소비량 등

No.
항목

(용도)

국외 검출사례

(물),ng/L

국내 검출사례

(물),ng/L 매량,소비량 등

독성

1

트리메소 림

(Trimethoprim,

항생/항균제)

⋅미국 (유입수):440
5

(방류수):390
5

⋅독일 (지표수):20011

(방류수):320
11

⋅ 국

(강-상류):<10
13

(방류수):128
13

(강-하류):1213

유입수:

25-67
*

방류수:

10-188
1

2-61
*

지표수:

3.2-5.3
1

4-5*

-생산량

⋅한국:13.55톤(2007)
16

2

에리스로마이신-H2

O

(Erythromycin-H2O

,항생/항균제)

⋅미국 (유입수):3405

(방류수):270
5

⋅독일 (지표수):150
11

(방류수):2500
11

⋅ 국

(강-상류):<10
13

(방류수):109
13

(강-하류):159
13

유입수:

3
*

방류수:

8.9-294
1

지표수:

1.8-4.8
1

9-80
*

-국내순생산량

⋅6.70톤(2004)
*

-매량

⋅이탈리아:3.9톤(2001)

⋅미국:126톤(2000)

⋅한국:1.3톤(2005년9월)
15

⋅한국:1.3톤(2004)
15

-소비량

⋅ 국:26.4톤(2000)
10

LD50:쥐 5g/kg(경구)

3

린코마이신

(Lincomycin,

항생/항균제)

⋅미국

(유입수):360
5

(방류수):510
5

유입수:

86-1400*

방류수:

69-1175
*

지표수:

46-2657
*

-국내순생산량

⋅4.55톤(2004)*

-매량

⋅한국:1.0톤(2005년9월)
15

⋅한국:1.1톤(2004)
15

LD50:마우스 1g/kg(복강주사)

쥐 4g/kg(경구)

4

설 메톡사졸

(Sulfamethoxazole,

항생/항균제)

⋅미국

(유입수):300
5
,520

12

(방류수):2005

130-500
12

(강):50-120
12

(수지):50
12

(호수):6012

⋅오스트리아

(유입수):145-24
6

(방류수):75-18
6

⋅독일 (지표수):30
11

(방류수):40011

⋅ 국 (강-상류):<50
13

(방류수):<50
13

(강-하류):<50
13

유입수:

116-1009
*

방류수:

3.8-4071

123-393
*

지표수:

1.7-36
1

109-272*

-생산량

⋅한국:61.27톤(2007)
16

- 매량

⋅독일:58.4톤(1999)

⋅독일:57.7톤(2000)

⋅독일:53.6톤(2001)

⋅한국:10.9톤(2005년9월)
15

⋅한국:10.6톤(2004)
15

-소비량

⋅미국:309.1톤

LD50:마우스 5.513g/kg(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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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계 속

No.
항목

(용도)

국외 검출사례

(물),ng/L

국내 검출사례

(물),ng/L 매량,소비량 등

독성

5

옥시테트라시클린

(Oxytetracycline,

항생/항균제)

⋅미국

(유입수):47000
5
,330

12

(방류수):4200
5

100-340
12

(강):13012

(수지):80
12

(호수):90
12

유입수:

101
*

지표수:

239*

-소비량

⋅ 국:27.1톤(2000)10

-매량

⋅스웨덴:0.3톤(2002)
8

⋅한국:9.5톤(2005년9월)
15

⋅한국:16.1톤(2004)
15

⋅한국:0.7톤(2003)-돼지-배합사료

⋅한국:1.9톤(2004)-소-자가치료

⋅한국:0.4톤(2003)-소-배합사료

⋅한국:3.6톤(2004)-닭-자가치료

-2005년 매:18억(0.76%)

LD50:쥐 4.8g/kg(경구)

6

아세틸살리실산

(Acetylsalicylic

acid,

진통/해열/소염제

)

- -
-국내순생산량

⋅384.53톤(2004)
*

-소비량

⋅독일:836.26톤(2001)
9

⋅오스트리아:78.45톤(1997)
9

⋅덴마크:0.21톤(1997)
9

⋅호주:20.4톤(1998)
9

⋅스 스:43.8톤(2004)9

⋅ 국:18.1톤(2000)
10

LD50:쥐 0.2g/kg(경구)

토끼 1.01g/kg(경구)

개 0.7g/kg(경구)

기니피그 1.075g/kg(경구)

햄스터 3.500g/kg(경구)

포유류 1.750g/kg(경구)

마우스 0.25g/kg(경구)

7

아세트아미노펜

(Acetaminophen,

진통/해열/소염제

)

-

유입수:

70
2

317-12790
*

방류수:

1.8-191

60
2

지표수:

4.1-73
1

108-195
*

-국내순생산량

⋅888.78톤(2004)*

-생산량

⋅한국:1068.9톤(2007)
16

⋅독일:621.65톤(2001)
9

⋅오스트리아:35.8톤(1997)9

⋅덴마크:0.24톤(1997)
9

⋅호주:259.90톤(1998)
9

⋅ 국:390.9톤(2000)

⋅스 스:95.2톤(2004)
9

⋅스웨덴:418톤(2002)

-소비량 :

⋅미국 8,100톤(2000)

LD50:마우스 0.338g/kg(경구),

0.5g/kg(복강주사)

8

설 메타진

(Sulfamethazine,

성장 진제)

⋅미국

(유입수) : 160
5
,

680
12

(방류수):130-64012

(호수):220
12

지표수:

114-1546*

-소비량(sulfonamides로써)

⋅ EU:78톤(1999)

⋅스웨덴:2.2톤(1996)

⋅ 덴마크:13톤(1997)

⋅ 국:94톤(2000)

-매량

⋅한국:13.7톤(2005년9월)
15

⋅한국:26.7톤(2004)
15

⋅한국:0.3톤(2003)-소-배합사료

⋅한국:9.8톤(2004)-돼지-자가치료제

LD50:마우스 1.06g/kg(복강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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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항목

(용도)

국외 검출사례

(물),ng/L

국내 검출사례

(물),ng/L 매량,소비량 등

독성

9

설 티아졸

(Sulfathiazole,

성장 진제)

⋅미국 (유입수):300
5

(방류수):3505

유입수:

125-724
*

방류수:

131*

지표수:

117-944
*

-매량

⋅한국:90.4톤(2005년9월)
15

⋅한국:96.4톤(2004)
15

⋅한국:0.3톤(2004)-소-배합사료

⋅한국:1.4톤(2004)-소-자가치료

⋅한국:18.8톤(2004)-돼지-자가치료

⋅한국:2.8톤(2004)-닭-자가치료
LD50:마우스 1.45g/kg(피하주사)

10

클로르테트라시클

린

(Chlortetracycline,

성장 진제)

⋅미국

(유입수):310
5
,220

12

(방류수):4205,

50-280
12

(강):160
12

유입수:

12311*

⋅한국:0.4톤(2003)-소-배합사료

⋅한국:6.2톤(2004)-소-자가치료

⋅한국:74.7톤(2004)-돼지-치료제

⋅한국:21.8톤(2004)-닭-자가치료

-매량

⋅한국:3.5톤(2005년9월)
15

⋅한국:4.5톤(2004)
15

-2005년 매 :27억(1.15%)

LD50:쥐 10.3g/kg(경구)

11

타이로신

(Tylosin,

성장 진제)

⋅스페인

(방류수):128-886
4

(지표수):2-50
4

⋅미국

(유입수):1500
5

(방류수):7205

-
-매량

⋅한국:0.7톤(2005년9월)
15

⋅한국:1.0톤(2004)
15

⋅한국:9.0톤(2004)-돼지-자가치료

LD50:쥐 5g/kg(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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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역별

약물분류
의약물질

국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ng/L)국내 하수처리시설 방류수(ng/L)

농도 범 평균 참고문헌 농도 범 평균a

Antibiotics Trimethoprim 154 4,5
N.D.-61

*

N.D.-188
**

40(n=4)
*

58(n=5)
**

Sulfamethoxazole 128 6,9
N.D.-393

*

N.D.-407
**

490(n=9)
*

136(n=4)
**

Erythromycin 886 7,8 N.D.-294
**

130(n=11)
*

Roxytromycin 680 10 - -

Tylosin 128-886 - -

Trimethoprim 154 4,5 - -

Analgesics

and

antiinflammatorie

s

Diclofenac 273-2134 1276 1,2
N.D.-516

*

8.8-127
**

43(n=7)
*

40(n=7)
**

Ibuprofen 2134 3,5
N.D.-10840

*

N.D.-137
**

5919(n=2)
*

65(n=5)
*

Naproxen 1847 6
N.D.-410

*

20-483
**

124(n=9)
*

128(n=7)
*

Ketoprofen 733 11

Mefanamicacid

Lipidregulator

agents

Bezafibrate 2353 1,4

Fenofibrate 110-2353 110 2,3

Gemfibrocil 2366 11

Clofibricacid 361 11

β-blockers Propanolol 676 2,4

Betaxolol 190 12

Bisoprolol 190-777 11

Metroprolol 777 11

Antiepileptics Carbamazepine N.D.-729
**

226(n=6)
*

1625 3,4

1625 6

Steroid

hormones

17-α-Ethinyl

estradio
7 14 N.D.-1.3

**

Diethylstilbestrol 18-20 20 11

Diethylstilbestrol

acetate
18 11

표 8-2.국내·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의약물질 검출 황

a
의약물질이 검출된 시료들의 평균 농도임.

1.B.Ferrarietal.,2003.EnvirpharmaConference.

2.B.Ferrari,etal.,2003.Ecotoxicol.Environ.,55,359.

3.S.Ollers,2001.J.Chromatogr.A911,225.

4.C.G.Daughtonetal.,1999.Environ.Health.Perspect.107,

907.

5.D.Ashtonetal.,2004.Sci.TotalEnviron.333,167.

6.P.E.Stackelbergetal.,2004.Sci.TotalEnviron.329,99.

7.H.Nakataetal.,2005.Chemosphere58,759.

8.S.Yang,K.etal.,2004.WaterRes.38,3155.

9.R.Hirschetal.,1999.Sci.TotalEnviron.225,109.

10.J.E.Renew etal.,2004.J.Chromatogr.A 1042,

113.

11.HernandoM.D.etal.,2006.Talanta69,334.

12.B.Huggett,2003.Environ.Pollut.121,199.

13.F.Arieseetal.,2001.Environ.Toxicol.Pharmacol.

10,65.

14.J.Beausse,2004.TrendsAnal.Chem.23,10.
**Kim S.D.etal.,2007.WaterResearch,41,1013.
*국내 검출사례의 경우 경기 화학과의 2006년도“환경

의약물질 노출실태 건강 향조사”결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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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모니터링 상 의약물질 선정

① 조사 상물질

본 연구의 조사 상물질은 인체/동물용 항생제 5종,소염·진통제 2종과 동물용 성장 진제

4종,소독제 2종의 총 13종의 조사 상물질을 선정하 으며,이들의 목록을 표 8-3에 정리,표

8-4에 의약물질별 특성을 요약하 다.

표 8-3.조사 상물질 목록

구 분 조사 상 의약물질

인체/동물

항생/항균제(5개 항목)

Trimethoprim,Erythromycin-H2O,

Lincomycin,Sulfamethoxazole,

Oxytetracycline

진통/해열/소염제(2개

항목)
Acetylsalicylicacid,Acetaminophen

동물 성장 진제(4개 항목)
Sulfamethazine,Sulfathiazole,

Chlortetracycline,Tylosin

소독제(2개 항목) Formaldehyde,Glutaraldehyde

총 계 13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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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4. 의약물질별 특성

No 물질 물리적 형태 분자량 CAS NO. 녹는점 용해도 pKa 용도

1
아세트아미노펜

(Acetaminophen)

흰색 가루 

형태의 결정
151.1646 103-90-2 169℃ 22℃에서 0.1 -0.5 g/100 mL (H2O) 9.5

진통/

해열제

2
아세틸살리실산

(Acetyl salicylic acid)

흰색 가루 

형태
180.2 50-78-2 135℃

20℃에서 <0.1 g/100 mL 물, 알코올, 에테르,

클로로포름에 잘 녹는다.
3.5

소염

진통제

3
클로르테트라시클린

(Chlortetracycline)
황금색 결정 478.8853 57-62-5 168-169℃ 0.5-0.6 mg/mL

3.33/7.5

5/7.33

항생/

항균제

4
에리스로마이신-H2O

(Erythromycin-H2O)

흰색 또는 

노란색의 

결정성 가루

733.9352 114-07-8 135-140℃

2 mg/mL이하, 알코올, 아세톤,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에 잘 녹음, 에테르,

클로로에틸렌, 아밀아세테이트에 보통으로 

녹음

8.9 항생제

5
린코마이신

(Lincomycin)
406.5364 154-21-2 145-147℃

물에 약간 녹음, 메탄올, 알코올, 에틸아세테

이트, 아세톤, 클로로포름에 녹음
7.6 항생제

6
옥시테트라시클린

(Oxytetracycline)
460.4396 6153-64-6 물에 잘 녹음(1 g/mL)

3.22/7.4

6/8.94

항생/

항균제

7
트리메소프림

(Trimethoprim)

흰색 

조각형태의

결정성 가루

290.3212 738-70-5 199-203℃

용매 100 mL에 녹는 양(g): DMAC에 13.86,

벤질알코올에 7.29, 프로필렌 글리콜에 2.57,

클로로포름에 1.82, 메탄올에 1.21, 물에 0.04,

에테르에 0.003, 벤젠에 0.002

6.6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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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4. 계 속

No 물질 물리적 형태 분자량 CAS NO. 녹는점 용해도 pKa 용도

8
설파메타진

(Sulfamethazine)

노란색의 

결정성 고체
277.3404 57-68-1 176℃

29℃에서 50 mg/100mL(pH7.0), 37℃에서 192

mg/mL, pH증가하면 용해도 증가
7.4 항생제

9
설파메톡사졸

(Sulfamethoxazole)

흰색 또는 

노란색의 

결정성 고체

253.2752 723-46-6 167℃ 20℃에서 0.1 g/100 mL 6.0/6.9 항생제

10
설파티아졸

(Sulfathiazole)

흰색 가루 

형태
255.309 72-14-0 202℃ 1 g/2.5 mL, 알코올에 1 g/15 mL녹음 7.2 항생제

11
타이로신

(Tylosin)
1066.2 74610-55-2 128-132℃

25℃에서 5 mg/mL, 알코올, 에스터, 케톤, 염

화카본, 벤젠, 에테르에는 덜 녹음. pH 4-9에

서 안정적으로 녹음, pH 4 이하에서는 디스아

이코신(dismycosin)으로 변환

3.31/7.50

항생제/

성장촉

진제

12
포름알데하이드

(Formaldehyde)
30.03 50-00-0 -117℃ 20℃에서 >100 g/100 mL 물 소독제

13
글루타알데하이드

(Glutaraldehyde)
100.12 111-30-8 -14℃ 물, 알코올, 벤젠에 잘 녹음. 소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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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축산폐수 에 함유된 항생제,소염진통제,내분비계장애물질,소독제 등의 의약물질

모니터링

① 의약물질 분석

가.GroupⅠ

(1)GroupⅠ 의약물질의 실험 방법

가)분석원리 분석 상 물질

이 방법은 수질 의 설폰아마이드류,테트라시클린류,산성의약물질 등을 고체상 추출법

(SPE)을 사용하여 추출,정제,농축하여 LC/ESI-MS/MS로 정성 정량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설폰아마이드류 기타 의약물질은 C18컬럼을 사용하여 ESI(+,positivemode)에서 분

석(GroupⅠ-A)하고 클로르테트라시클린과 옥시테트라시클린은 C8 컬럼에서 분석(GroupⅠ

-B)을 실시한다.산성 의약물질인 아세틸 살리실산의 경우 ESI(-,negativemode)에서 C18컬

럼을 이용하여 분석(GroupⅠ-C)을 실시하 다.

나)시약 기구

1)시약

본 연구의 조사 상물질인 설 메톡사졸,설 메타진,설 티아졸,린코마이신,아세트 아미

노펜,클로르테트라시클린,옥시테트라시클린,아세틸 살리실산은 Sigma-Aldrich사(StLouis,

MO,USA)의 고순도 시약을 사용하 다.그리고 트리메소 림은 Fluka사(Seelze,Germany)의

고순도 시약을 사용하 고 정제용내부표 물질 (surrogate)은 Cambridgeisotopelaboratories

사 (Andover,MA,USA)의 13C로 치환된 3종(설 메타진-6-13C,시 로 록산삭신-3-13C,이부

로펜-6-13C)과 내부표 물질 2종(Terbutylazine,Fenoprop)은 Fluka사 (Seelze,Germany)의

고순도 시약을 사용하 다.

메탄올,아세토나이트릴,아세톤 등의 용매는 Burdick& Jackson사 (Muskegon,MI,USA)

의 HPLC등 시약을 사용하 고,Na2-EDTA와 H2SO4은 Junsei사 (Tokyo,Japan),HCl은

Wako사(Osaka,Japan),암모늄 포메이트는 Sigma-Aldrich사 (StLouis,MO,USA),암모늄

아세테이트는 Merck 사 (Darmstadt,Germany),개미산 (formicacid)은 Fluka 사(Seelze,

Germany),암모니아수는 Samchun사 (Kyungki-do,Korea)의 제품을 사용하 다.증류수는

Milli-Qsystem을 통과한 3차 증류수를 이용하 다.

본 실험에 사용된 11종의 표 시약과 내부표 물질은 메탄올을 이용하여 1000μg/mL의 표

용액으로 만든 후 이 장용액을 100μL씩 각각 취하여 섞은 다음 -20℃ 냉동고에 보 하

다.보 용 표 용액은 각각 농도비에 맞게 메탄올로 혼합·희석하여 사용하 다.정제용 내부

표 물질(surrogate)은 100μg/mL의 표 혼합용액상태의 앰풀로 구입하여 냉동보 후 사용

시에 개폐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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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코마이신 트리메소 림 설 메타진

설 티아졸 설 메톡사졸 아세트아미노펜

그림 8-2.GroupⅠ-A의약물질의 화학 구조.

NH2

OH

OH OH O O O

HO OH

H

N

OH

NH2

OH

OH O OH O O

OH

Cl
HO

N

Oxytetracycline Chlortetracycline옥시테트라시클린 클로르테트라시클린

그림 8-3.GroupⅠ-B의약물질의 화학 구조.

아세틸 살리실산

그림 8-4.GroupⅠ-C의약물질의 화학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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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구

실험에 사용한 시험 등 모든 유리 기구는 세척액과 3차 증류수로 세척 후 건조하여 사용

하 고,시료의 농축을 해 질소농축기는 CaliperLifescience사 (Seattle,WA,USA)의

TurboVapLV 농축기를 사용하 다.고체상 추출법에 사용한 카트리지는 OasisHLB(200mg,

6cc)와 OasisMCX(150mg,6cc)카트리지를 Waters사(Milford,Massachusetts,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고 한 진공감압장치(vacuum manifold)는 Supelco 사(Bellefonte,PA,

USA)의 제품을 사용하 다.

다)분석기기

본 연구에서 사용한 LC/MS에서는 시료 자동주입기 (Agilent 1200 series G1313A

Autosampler)가 장착된 Agilent사 (PaloAlto,CA,USA)의 Agilent1200seriesHPLC를사용

하 으며,분리된 각 물질의 분자량 확인을 해 Agilent6410Triple-quadrupole텐뎀 질량분

석기(AgilentTechnologies,PaloAlto,CA,USA)를 사용하 다.

라)시료 처리 방법 기기분석 조건

1)GroupⅠ-A,B,C시료 처리

거름장치에 의해 부유물등 입자들이 제거된 수용액 시료 500mL를 취하여 0.1 μg/mL

Na2-EDTA 0.5mL와 10μg/mL정제용내부표 물질 설 메타진-6-13C,시 로 록삭신-3-13C

과 이부 로펜-3-
13
C25μL를 첨가한 후,3.5M 황산을 사용해 pH를 3으로 조 한다.Oasis

HLB (200mg,6cc)와 OasisMCX (150mg,6cc)카트리지를 진공감압장치(vacuum

manifold)에 장착한 후 증류수 2mL와 메탄올 2mL를 흘려주고 다시 5% 암모니아수-메탄올

용액 2mL,증류수 2mL,pH3.0인 증류수 2mL를 차례로 통과시켜 컨디셔닝 하 다.그리고

HLB와 MCX 카트리지를 HLB가 에 치하도록 연결한 다음 시료를 10mL/min의 속도로

재하 다(그림 8-5).

시료가 통과된 카트리지를 분리하여 HLB는 증류수 1mL로 씻어 다음 메탄올 8mL로

용리시키고 MCX는 증류수 1mL로 씻어 후에 두 카트리지를 다시 연결하여 메탄올 2mL

을 재한 다음 계속해서 메탄올 6mL로 용리시킨다. 층의 HLB카트리지는 제거하고 MCX

카트리지는 5% 암모니아수-메탄올 용액 4mL로 다시 용리시킨다.이 용리액에 내부표 물질

인 10μg/mL터부틸라진 25μL(GroupⅠ-A,B),10μg/mL페노 로 25μL(GroupⅠ-C)

를 넣고 질소증발기를 사용하여 완 히 증발시킨 다음 20mM 암모늄아세테이트(pH 9)500μ

L로 잔사를 녹여 0.45 μm 여과지를 가지고 여과시킨 후 2 mL 갈색 바이알에 옮겨

LC/ESI-MS/MS로 분석한다(그림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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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원심분리 과정 후의 시료

여과지와 여과 장치

카트리지 활성화 시료 재

시료 재 용리과정

그림 8-5.시료 처리.

GF/C 
I 

Whatman 
‘’‘Ie~:h..'r. ‘ ’n에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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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500mL

pH3.0으로 조 (3.5M황산)

시료 재 :10mL/min

2mL메탄올 재 후,6mL메탄올로 용리

4mL5%수산화암모늄(메탄올)로 용리

질소로 20μL로 농축(40℃)

20mM암모늄아세테이트(pH9)500μL첨가

LC/ESI-MS/MS로 분석

▪0.1μg/mLNa2-EDTA 0.5mL첨가

▪10ug/mL정제용내부표 물질 25uL첨가

▪HLB,MCX카트리지 컨디셔닝

-2mL증류수 → 2mL메탄올 → 2mL5%수산화암모늄(메탄올)

→ 2mL증류수 → 2mL증류수(pH3.0으로 조 ,황산)

▪HLB카트리지 :1mL증류수로 세척 → 8mL메탄올로 용리

▪MCX카트리지 :1mL증류수로 세척

▪HLB카트리지 +MCX카트리지

▪HLB카트리지 +MCX카트리지

▪MCX카트리지

▪10μg/mL내부표 물질 25μL첨가

▪0.45μm여과지로 여과

그림 8-6.GroupⅠ-A,B,C의 시료 처리 과정.

2)GroupⅠ 기기분석 조건

시료 처리를 통해 얻은 용액을 표 6-5에 나타낸 GroupⅠ-A,B,C기기조건에 따라 9종

의 의약물질을 분석하 다.9종의 의약물질과 내부표 물질,정제용 내부표 물질에 해서 스

캔 모드(scan mode)에서 각 물질의 질량스펙트럼을 확인한 다음 각 물질별 구 이온

(precursorion)을 선택하여 생성이온(production)을 생성시킨 후 특성이온을 선택하여 MRM

(multiplereactionmonitoring)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표 8-5에 GroupⅠ 의약물질의

분석을 한 LC/ESI-MS/MS의 실험조건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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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5.GroupⅠ 분석을 한 LC/ESI-MS/MS실험 조건

Parameters GroupⅠ-A GroupⅠ-B GroupⅠ-C

Column
Eclipse Plus C18 column,
2.1mm i.d.,100mm length,
3.5μm particlesize

Luna C8 column, 3mm
i.d.,150mm length,

3μm particlesize

EclipsePlusC18,2.1mm

I.D.,100mm length

3μm particlesize

Mobilephase

A:20mM ammonium acetate

(pH6.5)

B:Acetonitrile

A: 20mM ammonium

formate(0.3%formicacid)

B:Acetonitrile

A:0.3%aceticacid

B: 0.3% acetic acid in

CH3CN

Gradient

Time(min)       0 3 10
12 15 15.1 25 

SolventB(%)   10  20   50
85 85 10 10

Time(min) 0 3

10 11 11.1 22

SolventB(%)20 20

80 80 20 20

Time(min) 0 1

5 16 20

SolventB(%)10 10 40

90 90

Columnflowrate 0.3mL/min 0.3mL/min 0.3mL/min

Injectionvolume 10μL 10μL 5μL

Columntemperature 25℃ 25℃ 25℃

Ionizationmode Positiveionelectrospray Positiveionelectrospray Negativeionelectrospray

Capillaryvoltage 3.50kV 3.50kV 3.50kV

Gastemperature 350℃ 350℃ 350℃

Gasflow 8L/min(질소) 8L/min(질소) 8L/min(질소)

Nebulizer 35psi 35psi 35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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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roupⅠ 의약물질의 실험 결과

가)GroupⅠ-A의약물질의 실험 결과

1)LC-MS/MS분석

GroupⅠ-A에서 분석되는 의약물질(표 8-6)은 이동상의 조성에 비해 강한 염기성 물질이

기 때문에 분자 구조에 양성자 1개가 붙은 [M+H]+가 이온화의 일반 인 경로가 된다.LC/MS

분석을 한 ESI양이온 모드에서 GroupⅠ의 선구 이온과 생성 이온,그리고 정량 이온을 표

8-7에 나타내었고 6종 의약물질의 선택이온크로마토그램(EIC)와 총이온크로마토그램(TIC)는

그림 8-7에 나타내었으며 질량 스펙트럼 생성이온 스펙트럼은 그림 8-8～19에 나타내었다.

표 8-6.GroupⅠ-A분석 상 의약물질의 물리·화학 성질

의약물질 MW CAS# pKa Watersolubility Use

아세트아미노펜 151.2 103-90-2 9.5 0.1-0.5g/100mL

at22℃

진통/해열제

린코마이신 406.5 154-21-2 7.79 물에 약간 녹음 항생제

설 메타진 277.3 57-68-1 7.4 50mg/100mL

at29℃ (pH7.0)

항생제

설 메톡사졸 253.3 723-46-6 5.8 1mg/mLat20℃ 항생제

설 티아졸 255.3 72-14-0 7.2 0.4g/mL 항생제

트리메소 림 290.3 738-70-5 6.6 4mg/mL 항생제

표 8-7.GroupⅠ-A의약물질 분석을 한 물질의 머무름 시간,선구이온 생성이온

의약물질
R.T.

(min)

Precursor

ion(m/z)
Confirm ion(m/z)

Quantitation

ion(m/z)

Collision

Energy(eV)

아세트아미노펜 2.29 152 152 93 110 15

설 티아졸 4.39 256 108 92 231 15

린코마이신 8.18 407 407 359 126 20

설 메톡사졸 4.20 254 108 99 156 15

트리메소 림 7.84 291 123 261 230 25

설 메타진 6.75 279 279 124 186 15

설 메타진-6-
13
C

(surrogatestandard)
6.75 285 124 285 186 20

터부틸라진(ISTD) 10.15 212 86 114 15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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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7.GroupⅠ-A의 ESI크로마토그램.

맨 윗부분은 아래 이온들의 합으로 얻어진 TIC이다(피이크 동정 :1=린코마이신;

2=트리메소 림;3=설 메타진-6-
13
C;4=설 메타진;5=설 티아졸;6=설 메톡사졸;

7=터부틸라진(ISTD);8=아세트아미노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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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아세트아미노펜 ESI질량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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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9.아세트아미노펜 생성이온 스펙트럼(선구이온 :m/z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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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0.린코마이신 ESI질량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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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1.린코마이신 생성이온 스펙트럼(선구이온 :m/z407).



- 185 -

4x10

0

0.25

0.5

0.75

1
1.25

1.5

1.75
2

2.25

2.5

2.75
3

3.25
3.5

3.75

4

4.25

4.5

Abundance vs. Mass-to-Charge (m/z)
150 155 160 165 170 175 180 185 190 195 200 205 210 215 220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335 340 345 350

279.10

165.00
230.30 301.00186.00 263.00156.00 217.00196.90 247.00 322.90 337.10291.20173.20

[M+H]+4x10

0

0.25

0.5

0.75

1
1.25

1.5

1.75
2

2.25

2.5

2.75
3

3.25
3.5

3.75

4

4.25

4.5

Abundance vs. Mass-to-Charge (m/z)
150 155 160 165 170 175 180 185 190 195 200 205 210 215 220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335 340 345 350

279.10

165.00
230.30 301.00186.00 263.00156.00 217.00196.90 247.00 322.90 337.10291.20173.20

[M+H]+

그림 8-12.설 메타진 ESI질량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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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3.설 메타진 생성이온 스펙트럼(선구이온 :m/z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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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4.설 메톡사졸 ESI질량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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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5.설 메톡사졸 생성이온 스펙트럼(선구이온 :m/z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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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6.설 티아졸 ESI질량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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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7.설 티아졸 생성이온 스펙트럼 (선구이온 :m/z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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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8.트리메소 림 ESI질량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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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9.트리메소 림 생성이온 스펙트럼(선구이온 :m/z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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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검정곡선,검정식 상 계수

GroupⅠ-A 의 6종 의약물질의 경우 시료 농도가 0.01～10ng/mL의 범 가 되도록 정

제수에 표 물질을 첨가하여 확립된 처리 과정을 마친후 LC/MS/MS로 분석하여 얻어진 결

과이다.얻어진 자료는 내부표 법을 사용하여 검정곡선을 작성하 고 검정식의 상 계수(r2)를

구하 다.직선의 범 는 낮은 농도에서 약 1×103배로 정하 을 때 0.999이상의 양호한 상

계수를 나타내었으며,구해진 검정식은 실제시료의 정량에 사용하 다.그림 8-20～25에 검정

곡선,검정식 상 계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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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0.린코마이신의 검정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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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1.트리메소 림의 검정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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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2.설 메타진의 검정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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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3.설 티아졸의 검정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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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4.설 메톡사졸의 검정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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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5.아세트아미노펜의 검정곡선.

3)검출한계,방법검출한계,회수율,정 도 정확도

검출한계,방법검출한계,회수율,정 도 정확도는 본 연구의 범 를 벗어난 내용으로써

실험 방법에 한 유효성 데이터이며,본 연구실에서 2007년도에 수행한 과제에서 설정된 값을

그 로 사용하 다(참고 :환경 의약물질 분석방법 연구 노출실태 조사(Ⅱ),2007.12,국

립환경과학원).

회수율 측정을 해 GroupⅠ-A의 6종 의약물질 표 용액을 정제수에 첨가시켜 농도

가 0.01,0.1,1.0ng/mL되도록 하 다.그 후 처리를 거친 값과 거치지 않은 표 물질 농도

의 치로써 측정하 다.세 가지 농도에서 측정한 회수율은 체 으로 62.1～95.8%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상 표 편차(RSD)가 11.8% 이하인 정 한 값을 나타내었다.

정확도 측정을 해 GroupⅠ-A의 6종 의약물질 표 용액을 정제수에 첨가시켜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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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ng/mL농도가 되도록 넣어 후 정확도를 측정하 다.정확도는 바이어스(Bias)로써

-7.2～8.2%를 나타내었다.

정제수와 하천수 표 물질의 농도를 차 으로 낮춰 기기분석 후 방법검출한계(method

detectionlimit,MDLs)와 검출한계(limitsofdetection,LODs)를 구하 고 이때 방법검출한계

(MDL)는 신호 잡음비가 10이면서 상 표 편차가 20%이하의 값을 만족했으며,검출한계

(LOD)는 신호 잡음비가 3이상인 값을 만족하 다.

표 8-8에 GroupⅠ-A 7종 의약물질의 하천수와 정제수 의 검출한계와 방법검출한계를

나타내었고,표 8-9에 회수율,정 도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표 8-8.GroupⅠ-A의약물질의 검출한계 방법검출한계

No 의약물질

정제수 하천수

검출한계
*

방법검출한계
**

검출한계
*

방법검출한계
**

농도(pg/mL) 농도(pg/mL)

1 아세트아미노펜 0.44 1.47 3.13 10.43

2 설 티아졸 0.05 0.17 1.66 5.52

3 린코마이신 0.02 0.09 8.29 27.62

4 설 메톡사졸 0.65 2.17 7.31 24.35

5 트리메소 림 0.18 0.60 9.48 31.59

6 설 메타진 0.006 0.02 11.65 38.82

*검출한계 :-S/N>3,**방법검출한계 :RSD<20%,S/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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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9.GroupⅠ-A의약물질의 회수율,정 도 정확도

No 의약물질
농도

(ng/mL)
회수율(%) RSD(%) Bias*(%)

1 아세트아미노펜

0.01 77.9 6.8

0.1 81.9 3.5 4.6

1 86.9 8.1 -0.2

2 설 티아졸

0.01 87.1 6.6

0.1 86.6 9.2 1.5

1 79.7 7.8 2.0

3 린코마이신
0.01 67.0 3.9
0.1 65.1 8.0 2.7

1 62.1 6.2 1.9

4 설 메톡사졸

0.01 92.7 11.8

0.1 94.1 5.3 8.2

1 81.5 5.4 -1.7

5 트리메소 림

0.01 95.2 10.3

0.1 95.8 8.4 -4.6

1 92.2 7.9 4.3

6 설 메타진
0.01 89.3 3.2
0.1 91.1 6.9 -6.9

1 83.9 7.3 4.7
*Bias=(참값-측정값)/참값*100

나)GroupⅠ-B의약물질의 실험 결과

1)LC-MS/MS분석

GroupⅠ-B의약물질(표 8-10)은 이동상의 조성에 비해 강한 염기성 물질이기 때문에 분자

구조에 양성자 1개가 붙은 [M+H]+가 이온화의 일반 인 경로가 된다.의약물질 분석을 한

양이온 모드에서 GroupⅠ-B의 선구 이온과 생성 이온,그리고 정량 이온을 표 8-11에 나타

내었고 4종 의약물질의 선택이온크로마토그램(EIC)와 총이온크로마토그램(TIC)는 그림 8-26에

나타내었으며 질량 스펙트럼은 그림 8-26～29에 나타내었다.

표 8-10.GroupⅠ-B분석 상 의약물질의 물리·화학 성질

의약물질 MW CAS# pKa Watersolubility Use

클로르테트라시클린 478.9 57-62-5
3.33/7.55

/9.33
0.5~0.6mg/mL

항생

/항균제

옥시테트라시클린 460.4 6153-64-6
3.22/7.46

/8.94

물에 잘녹음

(1g/mL)

항생

/항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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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1.GroupⅠ-B의약물질 분석을 한 물질의 머무름시간,선구이온 생성이온

의약물질
R.T.

(min)

Precursor

ion(m/z)
Confirm ion(m/z)

Quantitation

ion(m/z)

Collision

Energy(eV)

클로르테트라시클린 8.09 479 444 154 462 20

옥시테트라시클린 5.09 461 443 461 426 20

시 로 록삭신-3-
13
C

(surrogatestandard)
5.07 335 290 335 317 15

터부틸라진 (ISTD) 10.8 212 86 114 156 15

1

2

그림 8-26.GroupⅠ-B의 ESI크로마토그램.

맨 윗부분은 아래 이온들의 합으로 얻어진 TIC이다(피이크 동정 :1=클로르테트라시클린;

2=옥시테트라시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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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7.클로르테트라시클린 ESI질량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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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8.클로르테트라시클린 생성이온 스펙트럼(선구이온 :m/z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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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9.옥시테트라시클린 ESI질량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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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0.옥시테트라시클린 생성이온 스펙트럼(선구이온 :m/z461).

2)검정곡선,검정식 상 계수

GroupⅠ-B 의 클로르테트라시클린과 옥시테트라시클린의 경우 시료 농도가 0.01～10

ng/mL의 범 가 되도록 정제수에 표 물질을 첨가하여 확립된 처리 과정을 마친 후

LC/MS/MS로 분석하여 얻어진 결과이다.얻어진 자료는 내부표 법을 사용하여 검정곡선을

작성하 고 검정곡선의 상 계수(r
2
)를 구하 다.직선의 범 는 낮은 농도에서 약 1×10

3
배로

정하 을 때 0.999이상의 양호한 상 계수를 나타내었으며,구해진 검정식은 실제시료의 정량

에 사용하 다.그림 8-31～32에 검정곡선,검정식 상 계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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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1.클로르테트라시클린의 검정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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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2.옥시테트라시클린의 검정곡선.

3)검출한계,방법검출한계,회수율,정 도 정확도

검출한계,방법검출한계,회수율,정 도 정확도는 본 연구의 범 를 벗어난 내용으로써

실험 방법에 한 유효성 데이터이며,본 연구실에서 2007년도에 수행한 과제에서 설정된 값을

그 로 사용하 다(참고 :환경 의약물질 분석방법 연구 노출실태 조사(Ⅱ),2007.12,국

립환경과학원).

회수율 측정을 해 GroupⅠ-B의 2종 의약물질 표 용액을 정제수에 첨가시켜 농도

가 0.01,0.1,1.0ng/mL되도록 하 다.그 후 처리를 거친 값과 거치지 않은 표 물질 농도

의 치로써 측정하 다.세 가지 농도에서 측정한 회수율은 체 으로 72.8～125.4%의 값

을 나타내었으며 상 표 편차(RSD)가 14.6% 이하인 정 한 값을 나타내었다.

정확도 측정을 해 GroupⅠ-B의 2종 의약물질 표 용액을 정제수에 첨가시켜 농도가

0.1,1.0ng/mL농도가 되도록 넣어 후 정확도를 측정하 다.정확도는 바이어스(Bias)로써

-12.4-20.6%를 나타내었다.

정제수와 하천수 표 물질의 농도를 차 으로 낮춰 기기분석 후 방법검출한계method

detectionlimit,MDLs)와 검출한계(limitsofdetection,LODs)를 구하 고 이때 방법검출한계

(MDL)는 신호 잡음비가 10이상이면서 상 표 편차가 20%이하의 값을 만족했으며,검출한

계(LOD)는 신호 잡음비가 3이상인 값을 만족하 다.

표 8-12에 GroupⅠ-B2종 의약물질의 정제수와 하천수 의 검출한계와 방법검출한계를

나타내었고,표 8-13에 회수율,정 도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 198 -

표 8-12.GroupⅠ-B의약물질의 검출한계 방법검출한계

No 의약물질

정제수 하천수

검출한계
*

방법검출한계
**

검출한계
*

방법검출한계
**

농도 (pg/mL) 농도 (pg/mL)

1 클로르테트라시클린 0.05 0.17 12.61 42.02

2 옥시테트라시클린 0.12 0.40 45.05 150.15

*검출한계 :LimitsofDetection(atS/N>3),**방법검출한계 :LimitofQuantification(at20% <RSDand

S/N>10)

표 8-13.GroupⅠ-B의약물질의 회수율,정 도 정확도

No 의약물질
농도

(ng/mL)
회수율(%) RSD(%) Bias*(%)

1 클로르테트라시클린

0.01 93.1 12.3

0.1 77.1 11.7 2.8

1 75.5 11.2 -1.3

2 옥시테트라시클린

0.01 75.6 11.2

0.1 125.4 14.2 20.6

1 123.7 14.6 -6.1

*Bias=(참값-측정값)/참값*100

다)GroupⅠ-C의약물질의 실험 결과

1)LC-MS/MS분석

GroupⅠ-C에 해당하는 아세틸 살리실산(표 8-14)은 이동상의 조성에 비해 강한 산성 물질

이기 때문에 ESI의 음이온 모드로 분석하 으며,분자 구조에서 양성자 1개가 떨어지는

[M-H]
-
와 [M-CH3CO]

-
의 이온화 경로가 생긴다.의약물질 분석을 한 음이온 모드에서

GroupⅠ-C의 선구 이온과 생성 이온,그리고 정량 이온을 표 8-15에 나타내었고 아세틸 살

리실산의 선택이온크로마토그램(EIC)와 총이온크로마토그램(TIC)은 그림 8-33에 나타내었으며

질량 스펙트럼은 그림 8-34～3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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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물질 MW CAS# pKa Watersolubility Use

아세틸 살리실산 180.2 50-78-2 3.50

물 <0.1g/100mL at2

3℃, 부분의 유기용매

에 녹음

소염제

표 8-14.GroupⅠ-C분석 상 의약물질의 물리․화학 성질

표 8-15.GroupⅠ-C의약물질 분석을 한 물질의 머무름 시간,선구이온 생성이온

의약물질
R.T.

(min)

Precursor

ion(m/z)

Production

(m/z)

Quantitation

ion(m/z)

Collision

Energy(eV)

아세틸 살리실산 8.37 137 137 - 93 10

이부 로펜-3-
13
C

(surrogatestandard) 13.5 208 208 - 163 5

페노 로 (ISTD) 12.97 269 161 159 197 30

1

2

3

그림 8-33.GroupⅠ-C의 ESI크로마토그램.

맨 윗부분은 아래 이온들의 합으로 얻어진 TIC이다(피이크 동정 :

1=페노 로 (ISTD);2=이부 로펜-3-13C;3=아세틸 살리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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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4.아세틸 살리실산의 ESI질량 스펙트럼.

그림 8-35.아세틸 살리실산의 생성 이온 스펙트럼(선구이온 :m/z137).

2)검정곡선,검정식 상 계수

GroupⅠ-C의 아세틸 살리실산은 시료 농도가 0.01～10.0ng/mL의 범 가 되도록 표

물질을 첨가하여 확립된 처리 과정을 거친 후 LC-MS/MS로 분석하여 얻어진 결과이다.

얻어진 자료는 내부표 법을 사용하여 검정곡선을 작성하 고 검정곡선의 상 계수(r
2
)를 구

하 다.직선의 범 는 낮은 농도에서 약 1×10
3
배로 정하 을 때 0.999이상의 양호한 상 계

수를 나타내었으며,구해진 검정식은 실제시료 정량에 사용하 다.그림 8-36에 검정곡선,검정

식 상 계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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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6.아세틸 살리실산의 검정곡선.

3)검출한계,방법검출한계,회수율,정 도 정확도

검출한계,방법검출한계,회수율,정 도 정확도는 본 연구의 범 를 벗어난 내용으로써

실험 방법에 한 유효성 데이터이며,본 연구실에서 2007년도에 수행한 과제에서 설정된 값을

그 로 사용하 다(참고 :환경 의약물질 분석방법 연구 노출실태 조사(Ⅱ),2007.12,국

립환경과학원).

회수율 측정을 해 1종의 의약물질 표 용액을 정제수에 첨가시켜 농도가 0.01,0.1,0.5,

1.0ng/mL되도록 하 다.그런 다음 처리를 거친 값과 거치지 않은 표 물질 농도의

치를 비교함으로써 측정하 다.세 가지 농도에서 측정한 회수율은 체 으로 72.5～129.3%

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상 표 편차가 16.4% 이하인 정 한 값을 나타내었고 정확도는 바이

어스(Bias)로써 -11.9～31.3%의 값을 나타내었다.

정제수와 하천수 표 물질의 농도를 차 으로 낮춰 기기분석 후 방법검출한계(method

detectionlimit,MDLs)와 검출한계(limitsofdetection,LODs)를 구하 고 이때 방법검출한계

(MDL)는 신호 잡음비가 10이상이면서 상 표 편차가 20%이하의 값을 만족했으며,검출한

계는 신호 잡음비가 3이상인 값을 만족하 다.

표 8-16에 GroupⅠ-C1종 의약물질의 정제수와 하천수 의 검출한계와 방법검출한계를

나타내었고,표 6-17에 회수율,정 도 정확도를 나타내었다.이 아세틸 살리실산은

바탕이 되는 하천수에서 검출되어 검출한계와 방법검출한계를 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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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6.GroupⅠ-C의약물질의 검출한계 방법검출한계

No 의약물질

정제수 하천수

검출한계
*

방법검출한계
**

검출한계
*

방법검출한계
**

농도(pg/mL) 농도(pg/mL)

1 아세틸 살리실산 0.15 0.50 - -

*
검출한계 :LimitsofDetection(atS/N>3),

**
방법검출한계 :MethodDetectionLimit

(at20% <RSDandS/N>10)

표 8-17.GroupⅠ-C의약물질의 회수율,정 도 정확도

No 의약물질
농도

(ng/mL)
회수율(%) RSD(%) Bias

*
(%)

1 아세틸 살리실산

0.01 129.3 9.0

0.1 97.8 6.5 -11.9

0.5 102.3 1.3 7.3

*
Bias=(참값-측정값)/참값 x100

나.GroupⅡ

(1)GroupⅡ 의약물질의 실험 방법

가)분석원리 분석 상 물질

이 방법은 수질 의 에리스로마이신-H2O와 타이로신을 고체상 추출법(SPE)을 사용하여

추출,정제,농축하여 LC/ESI-MS/MS로 정성 정량 분석하는 방법이다.

나)시약 기구

1)시약

본 연구의 조사 상물질인 마크로라이드 2종, 에리스로마이신-H2O, 타이로신은

Sigma-Aldrich사 (StLouis,MO,USA)의 고순도 시약을 사용하 다.그리고 정제용 내부 표

물질(surrogate)은 Cambridgeisotopelaboratories사 (Andover,MA,USA)의
13
C로 치환된

1종(에리스로마이신-2-
13
C)과 내부표 물질 1종(터부틸라진)는 Fluka사(Seelze,Germany)의

고순도 시약을 사용하 다.

메탄올,아세토나이트릴,아세톤 등의 용매는 Burdick& Jackson사 (NJ,USA)의 HPLC

등 시약을 사용하 고,H2SO4은 Junsei사(Tokyo,Japan),암모늄아세테이트는 Merck사

(Darmstadt,Germany)를 사용하 다.증류수는 Milli-Qsystem을 통과한 3차 증류수를 이용하

다.

본 실험에 사용된 표 시약과 내부표 물질은 메탄올을 이용하여 1000μg/mL의 표 용액

으로 만든 후 이 장용액을 100μL씩 각각 취하여 묽힌 다음 -20℃ 냉동고에 보 하 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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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표 용액은 각각 농도비에 맞게 메탄올로 혼합ㆍ희석하여 사용하 다.정제용 내부표 물

질(surrogate)은 100μg/mL의 표 혼합용액상태의 앰 로 구입하여 냉동보 후 사용 시에 개

폐하여 사용하 다.

타이로신 에리스로마이신-H2O

그림 8-37.GroupⅡ의 화학 구조.

2)기구

실험에 사용한 시험 등 모든 유리 기구는 세척액과 3차 증류수로 세척 후 건조하여 사용

하 고,시료의 농축을 해 질소농축기로 CaliperLifescience사 (Seattle,WA,USA)의

TurboVapLVevaporator를 사용하 다.고체상 추출법에 사용한 SPE카트리지는 OasisHLB

(60mg,3cc)를 Waters사(Milford,Massachusetts,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고, 한

진공감압장치(vacuum manifold)는 Supelco사 (Bellefonte,PA,USA)의 제품을 사용하 다.

다)분석기기

본 연구에서 사용한 LC/MS는 시료 자동주입기 (Agilent 1200 series G1313A

Autosampler)가 장착된 Agilent사 (PaloAlto,CA,USA)의 Agilent1200seriesHPLC를 사용

하 으며,분리된 각 물질의 분자량 확인을 해 Agilent6410Triple-quadrupole텐덤질량분

석기(AgilentTechnologies,PaloAlto,CA,USA)을 사용하 다.

라)시료 처리 방법 기기분석 조건

1)GroupⅡ 시료 처리

정제 필터를 사용하여 부유물질들이 제거된 수용액 시료 500mL를 취하여 10μg/mL정제

용 내부표 물질(surrogate)에리스로마이신-2-
13
C25μL를 첨가한 후 3.5M 황산을 사용하여

pH를 6으로 조 한다.OasisHLB(60mg,3cc)카트리지를 진공감압장치(vacuum manifold)

에 장착한 후 아세토나이트릴 5mL와 증류수 5mL를 통과시켜 비하 다.그리고 HLB카

트리지에 시료를 10mL/min의 속도로 통과시켰다.시료를 통과시킨 카트리지를 증류수 10

mL를 흘려 후에 질소로 건조시키고 10mM 암모늄아세테이트(pH 6)/아세토나이트릴

(50:50,v/v)1mL로 용리시킨다.이 용리액에 내부표 물질인 10μg/mL터부틸라진 25μ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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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고 0.45μm 여과지에 여과시킨 후 2mL갈색 바이알에 옮겨 LC/ESI-MS/MS로 분석하 다

(그림 8-38).

시료 500mL

▪10μg/mL정제용내부표 물질 25μL첨가

pH6.0으로 조 (황산,수산화나트륨)

▪HLB카트리지 컨디셔닝

-5mL아세토나이트릴

-5mL증류수

시료 재 :10mL/min

▪10mL증류수로 세척

질소로 20분간 카트리지 건조

0.45μm여과지로 여과

LC/ESI-MS/MS로 분석(10μL주입)

▪10mM암모늄아세테이트(pH6):아세토나이트릴(50/50,v/v)1mL첨가

▪10μg/mL내부표 물질 25μL첨가

그림 8-38.GroupⅡ의 시료 처리 과정.

2)GroupⅡ 기기분석 조건

시료 처리를 통해 얻은 용액을 표 8-18에 나타낸 GroupⅡ 기기조건에 따라 2종의 의약

물질을 분석하 다.2종의 의약물질과 내부표 물질,정제용 내부표 물질은 스캔 모드(scan

mode)에서 각 물질의 질량스펙트럼을 확인한 다음 각 물질별 구 이온(precursorion)을 선택

하여 생성이온(product ion)을 만든 후 특성이온을 선택하여 MRM(multiple reaction

monitoring)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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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8.GroupⅡ 분석을 한 LC/ESI-MS/MS실험 조건

Parameters Conditions

Column

Mobilephase

Gradient

Columnflow rate

Injectionvolume

Columntemperature

Ionizationmode

Capillaryvoltage

Gastemperature

Gasflow

Nebulizer

EclipsePlusC18column,2.1mm i.d.,100mm length,

3.5μm particlesize

A:20mM ammonium acetate(pH 6.5)

B:Acetonitrile

Time(min)       0 3 10 12 15 15.1 25 

SolventB(%)   10  20   50 85 85 10 10

0.3mL/min

10μL

25℃

Positiveionelectrospray

3.50kV

350℃

8L/min(질소)

35psi

(2)GroupⅡ 의약물질의 실험 결과

가)GroupⅡ 의약물질의 실험 결과

1)LC-MS/MS분석

GroupⅡ 의약물질(표 8-19)은 이동상의 조성에 비해 강한 염기성 물질이기 때문에 ESI양

이온 모드에서 분자 구조에 양성자 1개가 붙은 [M+H]
+
가 이온화의 일반 인 경로가 된다.의

약물질 분석을 한 GroupⅡ의 선구 이온과 생성 이온,그리고 정량 이온을 표 8-20에 나타

내었고 에리스로마이신-H2O와 타이로신의 선택이온크로마토그램(EIC)와 총이온크로마토그램

(TIC)는 그림 8-39에 나타내었으며 질량 스펙트럼은 그림 8-40～43에 나타내었다.

표 8-19.GroupⅡ 분석 상 의약물질의 물리․화학 성질

의약물질 MW CAS# pKa Watersolubility Use

에리스로마이신-H2O 733.9 114-07-8 8.9 2mg/mL이하 항생제

타이로신 916.1 1401-69-0 3.31/7.50
5mg/mL

at25℃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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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0.GroupⅡ 의약물질 분석을 한 물질의 머무름시간,선구이온 생성이온

의약물질
R.T.

(min)

Precursor

ion(m/z)

Confirm ion

(m/z)

Quantitation

ion(m/z)

Collision

Energy(eV)

에리스로마이신-H2O 11.67 734.6 576 540 158 20

타이로신 13.04 917 772 917 174 30

에리스로마이신-2-
13
C

(surrogatestandard)
11.67 736.6 578 542 160 20

터부틸라진 10.07 212 86 114 156 20

1

2

3

4

그림 8-39.GroupⅡ의 ESI크로마토그램.

맨 윗부분은 아래 이온들의 합으로 얻어진 TIC이다(피이크 동정 :1=타이로신;

2=에리스로마이신-H2O;3=에리스로마이신-2-
13C;3=;4=터부틸라진(IS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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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0.에리스로마이신-H2OESI질량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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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1.에리스로마이신-H2O생성이온 스펙트럼(선구이온 :m/z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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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2.타이로신 ESI질량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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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3.타이로신 생성이온 스펙트럼(선구이온 :m/z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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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검정곡선,검정식 상 계수

GroupⅡ의 2종 의약물질의 경우 시료 농도가 0.01～10.0ng/mL의 범 가 되도록 정제

수에 표 물질을 첨가하여 확립된 처리 과정을 거친 후 LC/MS/MS로 분석하여 얻어진 결과

이다.얻어진 자료는 내부표 법을 사용하여 검정곡선을 작성하 고 검정곡선의 상 계수(r2)

를 구하 다.직선의 범 는 낮은 농도에서 약 1×103배로 정하 을 때 0.999이상의 양호한 상

계수를 나타내었으며,구해진 검정식은 실제 시료의 정량에 사용하 다.그림 8-44～45에 검

정곡선,검정식 상 계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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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4.타이로신의 검정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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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5.에리스로마이신-H2O의 검정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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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검출한계,방법검출한계,회수율,정 도 정확도

검출한계,방법검출한계,회수율,정 도 정확도는 본 연구의 범 를 벗어난 내용으로써

실험 방법에 한 유효성 데이터이며,본 연구실에서 2007년도에 수행한 과제에서 설정된 값을

그 로 사용하 다(환경 의약물질 분석방법 연구 노출실태 조사(Ⅱ),2007.12,국립환경

과학원).

회수율 측정을 해 2종 의약물질 표 용액을 정제수에 첨가시켜 농도가 0.01,0.1,1.0

ng/mL되도록 하 다.그 후 처리를 거친 값과 거치지 않은 표 물질 농도의 치로써 측

정하 다.세 가지 농도에서 측정한 회수율은 체 으로 64.2～103.5%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상 표 편차(RSD)가 11.47% 이하인 정 한 값을 나타내었다.

정확도 측정을 해 2종 의약물질 표 용액을 정제수에 첨가시켜 농도가 0.1,1.0ng/mL농

도가 되도록 넣어 후 정확도를 측정하 다.정확도는 바이어스(Bias)로써 -1.76～2.50%를 나

타내었다.

정제수와 하천수 표 물질의 농도를 차 으로 낮춰 기기분석 후 방법검출한계(method

detectionlimit,MDLs)와 검출한계(limitsofdetection,LODs)를 구하 고 이때 방법검출한계

(방법검출한계)는 신호 잡음비가 10이상이면서 상 표 편차(RSD)가 20%이하의 값을 만족

했으며,검출한계(LOD)는 신호 잡음비가 3이상인 값을 만족하 다.

표 8-21에 GroupⅡ 2종 의약물질의 정제수와 하천수 의 검출한계와 방법검출한계를 나

타내었고,표 8-22에 회수율,정 도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표 8-21.GroupⅡ 의약물질의 검출한계 방법검출한계

No 의약물질

정제수 하천수

검출한계
*

방법검출한계
**

검출한계
*

방법검출한계
**

농도(pg/mL) 농도(pg/mL)

1 에리스로마이신-H2O 0.13 0.44 7.95 26.50

2 타이로신 0.16 0.54 8.15 27.17

*검출한계 :LimitsofDetection(atS/N>3),**방법검출한계 :MethodDetectionLimit

(at20% <RSDandS/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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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GroupⅡ 의약물질의 회수율,정 도 정확도

No 의약물질
농도

(ng/mL)
회수율(%) RSD(%) Bias

*
(%)

1 에리스로마이신-H2O

0.01 103.5 4.48

0.1 84.6 2.55 0.76

1 93.1 3.03 -1.76

2 타이로신

0.01 64.2 2.77

0.1 68.2 11.47 2.50

1 86.7 9.01 -0.96

*
Bias=(참값-측정값)/참값*100

다.GroupⅢ

(1)GroupⅢ 의약물질의 실험 방법

가)분석원리 분석 상 물질

이 방법은 수질 의 포름알데하이드와 루타알데하이드를 고체상 추출법(SPE)을 사용하

여 추출,정제,농축하여 LC-UV로 정성 정량 분석하는 방법이다.

나)시약 기구

1)시약

본 연구의 조사 상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 루타알데하이드는 Sigma-Aldrich 사 (St

Louis,MO,USA)의 고순도 시약을 사용하 다.

메탄올,아세토나이트릴,아세톤 등의 용매는 Burdick& Jackson사 (Muskegon,MI,USA)

의 HPLC등 시약을 사용하 고,H2SO4은 Junsei사 (Tokyo,Japan),시트르산(Citricacid)

과 시트르산 나트륨(Sodium citrate)은 Sigma-Aldrich사 (StLouis,MO,USA)의 시약을 사

용하 고,염화나트륨은 Duksan 사,유도체화를 한 DNPH(2,4-Dinitrophenylhydrazine)는

Sigma-Aldrich사 (StLouis,MO,USA)의 제품을 사용하 다.증류수는 Milli-Qsystem을 통

과한 3차 증류수를 이용하 다.

본 실험에 사용된 2종의 구입한 표 시약은 물을 이용하여 1000μg/mL의 표 용액으로 만

든 후 이 장용액을 -20℃ 냉동고에 보 하 다.보 용 표 용액은 각각 농도비에 맞게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 다.

포름알데하이드 루타알데하이드

그림 8-46.GroupⅢ의 화학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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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구

실험에 사용한 시험 등 모든 유리 기구는 세척액과 3차 증류수로 세척 후 건조하여 사용

하 고,시료의 농축을 해 질소농축기로 CaliperLifescience사 (Seattle,WA,USA)의

TurboVap LV evaporator를 사용하 다.고체상 추출법에 사용한 SPE 카트리지는Oasis

HLB(60mg,3cc)를 Waters사(Milford,Massachusetts,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고,

한 진공감압장치(vacuum manifold)는 Supelco사 (Bellefonte,PA,USA)의 제품을 사용하

다.

다)분석기기

본 연구에서 사용한 LC-UV에서는 시료 자동주입기(Agilent1100seriesG1313A)가 장착된

Agilent사 (PaloAlto,CA,USA)의 Agilent1100seriesHPLC를 사용하 으며,분리된 각 물

질의 확인을 해 Detector(Agilent1100seriesG1315A)를 사용하 다.

라)시료 처리 기기분석 조건

1)GroupⅢ 시료 처리

정제 필터를 사용하여 부유물질들이 제거된 수용액 시료 100mL를 취하여 CitrateBuffer4

mL를 첨가한 후,3.5M 황산을 사용해 pH를 3으로 조 한다.여기에 유도체화를 해 1000μ

g/mLDNPH (메탄올에 녹임)5mL를 넣고 1시간 동안 방치한 후,30% 포화 염화나트륨 수

용액 10mL를 첨가한다.Oasis HLB (60 mg,3 cc) 카트리지를 진공감압장치(vacuum

manifold)에 장착한 후 메탄올 10mL와 아세토나이트릴 10mL,증류수 12mL를 통과시켜

비하 다.그리고 HLB카트리지에 시료를 10mL/min의 속도로 통과시켰다.시료를 통과시킨

카트리지를 증류수 3mL로 씻어 다음 아세토나이트릴 10mL로 용리시킨다.이 용리액은 질

소증발기를 사용하여 완 히 증발시킨 다음 증류수 /아세토나이트릴(50:50,v/v)500μL로 잔

사를 녹여 0.45μm 여과지를 가지고 여과시킨 후 2mL갈색 바이알에 옮겨 LC-UV로 분석한

다(그림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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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L증류수로 세척

시료 100mL

pH3.0으로 조 (황산,수산화나트륨)

시료 재 :10mL/min

0.45μm여과지로 여과

LC-UV로 분석(10μL주입)

질소로 완 히 농축(40℃)

▪증류수 /아세토나이트릴(50:50,v/v)500μL첨가

▪Citratebuffer4mL첨가

▪1000ppmDNPH5mL첨가(20℃에서 1시간 방치)

→ 30%포화 염화나트륨 수용액 10mL첨가

▪HLB3cc카트리지 컨디셔닝

-10mL메탄올 → 10mL아세토나이트릴 → 12mL증류수

그림 8-47.GroupⅢ의 시료 처리 과정.

2)GroupⅢ 기기분석 조건

시료 처리를 통해 얻은 용액을 표 8-24에 나타낸 GroupⅢ 기기조건에 따라 포름알데하

이드와 루타알데하이드를 분석하 다.2종의 의약물질에 해 360nm 장에서 각 물질의

크로마토그램을 확인한 다음 분석하 다.표 8-24에 Group Ⅲ 의약물질의 분석을 한

LC-UV의 실험조건을 나타내었다.

표 8-24.GroupⅢ 분석을 한 LC-UV실험 조건

Parameters Conditions

Column

Mobilephase

Gradient

Columnflow rate

Injectionvolume

Columntemperature

Wavelength

EclipsePlusC18column,2.1mm i.d.,100mm length,

3.5μm particlesize

A:1mM ammonium acetate

B:Acetonitrile

Time(min)       0 5 14 14.1 17 

SolventB(%)   50  50   90 50 50

0.3mL/min

10μL

35℃

36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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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roupⅢ 의약물질의 실험 결과

가)GroupⅢ 의약물질의 실험 결과

1)시료 처리

GroupⅢ의 분석물질은 알데하이드류 2종 (그림 8-46)이다.아래 표 8-25에서 보는 것과 같

이 분자량이 작고 간단한 구조로 되어있다.이들의 검출을 해서는 유도체화를 시켜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DNPH (2,4-Dinitrophenylhydrazine)를 사용하 다.물 시료를 3.5M 황산을 사

용해 pH를 3으로 조정하여 2가지 물질이 OasisHLB에 흡착되도록 하 다.추출 메커니즘은

비극성 상호작용을 이용하 다.시료의 pH가 3인 약한 산성 조건에서 추출할 경우 분석물질이

성 형태를 갖게 되므로 OasisHLB카트리지에 역상 상호작용으로 흡착된 후 완충용액과 유

기용매를 사용하여 용출시킬 수 있다. 한 이러한 조건에서 시료를 재할 경우 극성의 분석

방해물질을 제거시킬 수 있다.

표 8-25.GroupⅢ 분석 상 의약물질의 물리·화학 성질

의약물질 MW CAS# pKa Watersolubility Use

포름알데하이드 30.03 50-00-0
1g/mL이상

at20℃
소독제

루타알데하이드 100.12 111-30-8 잘 녹음 소독제

2)LC-UV분석

GroupⅢ에서 분석되는 의약물질에 한 머무름 시간을 표 6-26에 나타내었고,포름알데하

이드와 루타알데하이드의 크로마토그램은 그림 6-48에 나타내었다.

표 8-26.GroupⅢ 의약물질 분석을 한 물질의 머무름 시간

의약물질
R.T.

(min)

포름알데하이드 2.0

루타알데하이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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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사지 비 고

1차

유입수 11지

방류수 11지

연계 처리장 방류수 7지

2차

유입수 12지 2차 시료 채취시 의령 처리장 포함

방류수 11지
김제 처리장 공사로 인한 방류수

미채취

연계 처리장 방류수 8지

총 계
1차 :29지

2차 :31지

1

2

그림 8-48.GroupⅢ 2종 의약물질의 크로마토그램.

(피이크 동정 :1=포름알데하이드;2= 루타알데하이드).

② 축산폐수처리장 지 별 시료채취 모니터링 결과

가.조사 상

국의 축산폐수처리장 유입수,방류수 연계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2008년 6월 25일과 26

일에 걸쳐 1차 시료를 채수하 으며,7월 28일과 29일에 걸쳐 2차 시료를 채취하 다,조사 지

과 시료채취 당시 수온,pH, 도도 등은 표 6-30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 조사 상물질 13종의 측정분석을 한 시료 수는 1차에 유입수,방류수 11개씩이

며,연계 하수처리장 방류수 7개이다.그리고 2차 시료 수는 유입수 12개,방류수 11개이며,연

계 하수처리장 방류수 8개이다(표 8-27).

지 은 도별로 A(경기도),B(강원도),C(충청도),D( 라도),E(경상도)로 구분하 고,그 뒤

에 -1,-2,-3으로 시를 구분하 다.시 구분 표시 뒤에 오는 -1,-2에서 -1은 축산폐수처리장

이고,-2는 연계 하수처리장이다.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a(유입수),-b(방류수)를 표시하 다.

표 6-27.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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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시료 채취 보존방법

(1)시료 채취

P.P.재질의 4L무균 채수병에 시료를 채취하고,표 6-30～31과 같이 시료 채취표를 작성

하 다.

그림 8-49.축산폐수처리장 시료 채취 모습.

(2)시료 보존 보

채취된 시료는 분석하기 까지 4℃ 이하를 유지하며,유기용매의 오염이 없는 냉암소에 보

하여 가능한 채취일로부터 2주 이내에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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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8.1차 시료 채취 조사표

구분 조사지 조사지

1차 시료

채취일
수온

(℃)
pH

도도

(㎲)

채취

강우 여부

비고

(육안 측)

경

기

도

A

용인
A-1-1

유입수 08/06/26 31.9 7.42 58200 무 혼탁

방류수 08/06/26 35.0 7.72 3840 무 갈색

A-1-2 연계방류수 08/06/26 23.7 6.51 1120 무 맑음

양평
A-2-1

유입수 08/06/26 24.1 8.35 28500 무 혼탁

방류수 08/06/26 30.3 7.19 7400 무 연황색

A-2-2 연계방류수 08/06/26 24.5 7.06 840 무 맑음

강

원

도

B

횡성 B-1-1
유입수 08/06/26 23.9 7.46 32700 무 혼탁

방류수 08/06/26 23.2 6.07 5170 무 황색

원주
B-2-1

유입수 08/06/26 20.6 7.60 9640 무 혼탁

방류수 08/06/26 26.1 7.78 3910 무 갈색

B-2-2 연계방류수 08/06/26 23.0 6.98 610 무 맑음

충

청

도

C

청원 C-1-1
유입수 08/06/26 25.0 6.94 10520 무 혼탁

방류수 08/06/26 30.0 6.96 6400 무 갈색

아산
C-2-1

유입수 08/06/26 27.5 7.00 58800 무 혼탁

방류수 08/06/26 36.4 8.37 9800 무 연황색

C-2-2 연계방류수 08/06/26 26.5 6.75 859 무 맑음

공주 C-3-1

유입수 08/06/27 23.3 7.89 29200 무 혼탁

고/액 분리 08/06/27 25.1 7.92 33100 무 혼탁

기소화 08/06/27 36.9 8.35 11000 무 거품

질산화 08/06/27 34.7 6.85 9340 무 진갈색

SBR 08/06/27 37.1 8.38 8650 무 진갈색

화학응집 08/06/27 36.3 6.73 10600 무 연갈색

펜톤산화 08/06/27 25.3 7.68 12360 무 연갈색

오존산화 08/06/27 33.6 8.13 11760 무 연갈색

활성탄

(방류수)
08/06/27 29.5 7.15 6060 무 맑음

라

도

D

정읍
D-1-1

유입수 08/06/26 8.30 48900 무 혼탁

방류수 08/06/26 7.23 7150 무 갈색

D-1-2 연계방류수 08/06/26 7.08 830 무 맑음

김제 D-2-1
유입수 08/06/27 8.51 16060 무 혼탁

방류수 08/06/27 7.04 7200 무 맑음

순천
D-3-1

유입수 08/06/26 8.24 21280 무 혼탁

방류수 08/06/26 7.99 9450 무 진갈색

D-3-2 연계방류수 08/06/26 6.78 1320 무 맑음

경

상

도

E

의령 E-1-1

유입수

방류수

연계방류수

김해 E-2-1
유입수 08/06/25 8.41 19040 무 혼탁

방류수 08/06/25 6.48 630 무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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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9.2차 시료 채취 조사표

구분 조사지 조사지

2차 시료

채취일
수온

(℃)
pH

도도

(㎲)

채취

강우 여부

비고

(육안 측)

경

기

도

A

용인
A-1-1

유입수 08/07/28 27.9 6.99 9500 유 혼탁

방류수 08/07/28 34.9 7.85 3120 유 갈색

A-1-2 연계방류수 08/07/28 23.5 6.21 840 유 맑음

양평
A-2-1

유입수 08/07/28 26.3 8.09 18080 유 혼탁

방류수 08/07/28 37.0 7.70 6550 유 연황색

A-2-2 연계방류수 08/07/28 23.8 6.96 900 유 맑음

강

원

도

B

횡성 B-1-1
유입수 08/07/28 27.6 7.38 27900 유 혼탁

방류수 08/07/28 26.8 6.71 5240 유 연갈색

원주
B-2-1

유입수 08/07/28 23.4 7.54 2800 유 혼탁

방류수 08/07/28 26.5 7.67 1980 유 갈색

B-2-2 연계방류수 08/07/28 27.0 6.91 585 유 맑음

충

청

도

C

청원 C-1-1
유입수 08/07/28 28.1 6.54 8460 유 혼탁

방류수 08/07/28 28.8 7.22 4400 유 갈색

아산
C-2-1

유입수 08/07/28 29.6 6.97 44800 유 혼탁

방류수 08/07/28 26.2 6.79 799 유 연황색

C-2-2 연계방류수 08/07/28 37.2 8.54 10340 유 맑음

공주 C-3-1

유입수 08/07/29 27.0 7.79 27300 유 혼탁

고/액 분리 08/07/29 28.0 7.90 27300 유 혼탁

기소화 08/07/29 38.0 8.32 11180 유 거품

질산화 08/07/29 39.4 6.99 10440 유 진갈색

SBR 08/07/29 36.9 8.80 10100 유 진갈색

화학응집 08/07/29 38.2 6.40 12100 유 연갈색

펜톤산화 08/07/29 38.5 7.41 13840 유 연갈색

오존산화 08/07/29 36.9 8.05 12350 유 연갈색

활성탄

(방류수)
08/07/29 36.3 7.93 12000 유 맑음

라

도

D

정읍
D-1-1

유입수 08/07/28 8.54 18860 유 혼탁

방류수 08/07/28 8.26 10550 유 진갈색

D-1-2 연계방류수 08/07/28 7.35 990 유 맑음

김제 D-2-1
유입수 08/07/28 8.77 14880 유 혼탁

방류수 SamplingX

순천
D-3-1

유입수 08/07/28 7.80 19940 유 혼탁

방류수 08/07/28 7.27 8030 유 진갈색

D-3-2 연계방류수 08/07/28 6.94 620 유 맑음

경

상

도

E

의령 E-1-1

유입수 08/07/29 30.7 7.18 45000 유 혼탁

방류수 08/07/29 38.6 8.02 5860 유 진갈색

연계방류수 08/07/29 27.9 7.05 785 유 맑음

김해 E-2-1
유입수 08/07/29 31.4 7.73 12970 유 혼탁

방류수 08/07/29 37.6 5.28 423 유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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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 축산폐수처리장 의약물질 모니터링 결과

1)1차 시료 분석

확립된 고체상 추출법을 이용하여 시료에서 의약물질을 효과 으로 추출한 후

LC/ESI-MS/MS LC-UV방법으로 분석하 다.2008년 6월 25일～26일에 걸쳐 채취한 축산

폐수처리장내 유입수,방류수 연계 하수처리장 방류수(공주 축산폐수처리장의 경우,각 처

리 공정별로 시료를 채취하 다.)를 앞에서 선택된 처리 방법(그림 8-6,8-38,8-47)을 이용

해 추출 분석하 으며,시료 20개당 바탕시료 1개 반복 실험 1개를 실시하 다.그리고

검정곡선을 이용하여 정량한 결과 표 8-32와 같이 의약물질이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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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0.1차 시료 지 별 분석물질의 농도(ng/mL)

지  LIN TRISMA STI
SM
O

ACE CTC OTC ASA TYL ERY FRA GTA

용
인

유입수 16.09 N.D. N.D. 136.18.N.D. 217.15 70866.50 N.D. 61.36 N.D. N.D. 73.61 N.D.

방류수 6.10 N.D. N.D. N.D. N.D. N.D. 386.12 N.D. N.D. N.D. N.D. N.D. 2.87

연계방류수 N.D. N.D. N.D. N.D. N.D. N.D. 2.08 N.D. 0.08 N.D. 0.09 201.94 N.D.

양
평

유입수 511.46 N.D. N.D. N.D. N.D. 38.02 44865.68 1211.38 34.84 16.20 N.D. 73.99 N.D.

방류수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연계방류수 N.D. N.D. N.D. N.D. N.D. N.D. 0.50 N.D. 0.05 N.D. 0.12 N.D. N.D.

횡
성

유입수 76.46 N.D. N.D. N.D. N.D. N.D. 44472.16 1210.13 27.89 3.56 N.D. 115.15 N.D.

방류수 N.D. N.D. N.D. N.D. N.D. N.D. 0.03 N.D. 0.16 N.D. N.D. N.D. N.D.

원
주

유입수 79.99 N.D. N.D. N.D. N.D. 62.41 26782.29 728.84 32.79 2.98 N.D. 118.10 1.41

방류수 66.02 N.D. N.D. N.D. N.D. N.D. N.D. N.D. N.D. 0.59 N.D. 14.62 3.00

연계방류수 3.94 0.32 N.D. N.D. N.D. N.D. 20.76 N.D. 0.11 N.D. 0.12 N.D. N.D.

청
원

유입수 34.16 N.D. 58.68 105.22 N.D. 1352.90 17884.10 1763.34 71.31 3.42 N.D. 65.82 13.08

방류수 N.D. N.D. N.D. N.D. N.D. 2.39 549.99 N.D. 0.15 N.D. N.D. 195.67 6.91

아
산

유입수 N.D. N.D. 26.43 146.45 N.D. 183.09 21158.33 1764.52 294.02 N.D. N.D. 5.28 1.62

방류수 15.59 N.D. N.D. 10.45 N.D. N.D. 4516.54 N.D. N.D. N.D. N.D. 13.67 N.D.

연계방류수 N.D. N.D. N.D. N.D. N.D. N.D. 11.62 N.D. 0.10 N.D. N.D. N.D. N.D.

공
주

유입수 340.85 N.D. N.D. N.D. N.D. N.D. 41273.76 2856.67 43.47 1.91 N.D. 81.71 1.13

고/액 분리 309.16 N.D. N.D. N.D. N.D. N.D. 51367.10 3562.85 38.26 3.85 N.D. 69.77 13.24

기소화 135.61 N.D. N.D. N.D. N.D. N.D. 14444.57 1094.19 10.81 1.94 N.D. 12.40 8.79

질산화 N.D. N.D. N.D. N.D. N.D. N.D. 420.68 N.D. 0.21 0.48 N.D. 2.78 N.D.

SBR N.D. N.D. 1.23 N.D. N.D. N.D. N.D. N.D. N.D. N.D. N.D. 13.53 5.00

화학응집 N.D. N.D. 2.97 N.D. N.D. N.D. N.D. N.D. N.D. N.D. N.D. 257.36 N.D.

펜톤산화 N.D. N.D. N.D. N.D. N.D. N.D. N.D. N.D. 0.08 N.D. N.D. N.D. N.D.

오존산화 N.D. N.D. N.D. N.D. N.D. N.D. N.D. N.D. 0.07 N.D. N.D. 3.81 N.D.

활성탄
(방류수)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149.35 N.D.

정
읍

유입수 68.37 N.D. N.D. N.D. N.D. N.D. 28404.42 4075.16 117.40 N.D. N.D. 98.58 5.33

방류수 N.D. N.D. N.D. N.D. N.D. N.D. 233.32 N.D. 0.10 N.D. N.D. 199.58 16.73

연계방류수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0.09 7.66 N.D.

김
제

유입수 135.60 N.D. N.D. N.D. N.D. 236.03 19715.25 2209.71 165.30 2.22 N.D. 127.06 1.24

방류수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178.38 N.D.

순
천

유입수 166.28 N.D. N.D. N.D. N.D. N.D. 8351.87 7413.10 82.58 N.D. N.D. 91.01 1.86

방류수 41.65 N.D. 72.12 N.D. N.D. N.D. N.D. N.D. 0.20 N.D. N.D. 34.51 0.89

연계방류수 N.D. 0.26 N.D. N.D. N.D. 42.02 2.00 N.D. 14.11 N.D. N.D. N.D. N.D.

김
해

유입수 N.D. N.D. N.D. N.D. N.D. N.D. 24280.20 4420.42 155.20 9.10 N.D. 30.64 N.D.

방류수 N.D. N.D. 0.13 N.D. N.D. N.D. 0.85 N.D. N.D. N.D. N.D. 21.01 N.D.

Lincomycin(LIN);Trimethoprim(TRI);Sulfamethazine(SMA);Sulfathiazole(STI);Sulfamethoxazole(

SMO);Acetaminophen(ACE);Chlortetracycline(CTC);Oxytetracycline(OTC);Acetylsalicylicacid(

ASA);Tylosin(TYL);Erythromycin-H2O(ERY);Formaldehyde(FRA);Glutaraldehyde(G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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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1.1차 시료 물질별 유입/방류수내 검출농도 검출빈도

Compounds

유입수 방류수

검출 농도

(ng/mL)

간

농도

(ng/mL)

검출 빈도
검출 농도

(ng/mL)

간

농도

(ng/mL)

검출 빈도

Acetaminophen 62.41~1352.90 217.15 5/18(27.8%) 2.39~42.02 22.20 2/17(11.8%)

Sulfamethoxazole - - 0/18(0%) - - 0/17(0%)

Sulfathiazole 105.22~146.45 136.18 3/18(16.7%) 10.45 10.45 1/17(5.9%)

Sulfamethazine 1.23~58.68 14.70 4/18(22.2%) 0.13~72.12 36.13 2/17(11.8%)

Trimethoprim - - 0/18(0%) 0.26~0.32 0.27 3/17(17.6%)

Lincomycin 16.09~511.46 135.60 11/18(61.1%) 3.94~66.02 15.59 5/17(29.4%)

Oxytetracycline 728.84~7413.10 1987.12 12/18(66.7%) - - 0/17(0%)

Chlortetracycline 420.68~70866.50 25531.25 14/18(77.8%) 0.03~4516.54 11.62 11/17(64.7%)

Acetyl

salicylicacid
0.21~294.02 40.87 16/18(88.9%) 0.05~14.11 0.10 10/17(58.9%)

Erythromycin-H2O - - 0/18(0%) 0.09~0.12 0.10 4/17(23.5%)

Tylosin 0.48~16.20 3.20 10/18(55.6%) 0.59 - 1/17(5.9%)

Formaldehyde 2.78~257.36 73.61 17/18(94.4%) 7.66~201.94 91.93 10/17(58.9%)

Glutaraldehyde 1.13~13.24 3.43 10/18(55.6%) 0.89~16.73 3.00 5/17(29.4%)

2)2차 시료 분석

확립된 고체상 추출법을 이용하여 시료에서 의약물질을 효과 으로 추출한 후

LC/ESI-MS/MS LC-UV방법으로 분석하 다.2008년 6월 25일～26일에 걸쳐 채취한 축산

폐수처리장내 유입수,방류수 연계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앞에서 선택된 처리 방법(그림

8-6,8-38,8-47)을 이용해 추출 분석하 으며,시료 20개당 바탕시료 1개 반복 실험 1개

를 실시하 다.그리고 검정곡선을 이용하여 정량한 결과 표 8-34와 같이 의약물질이 검출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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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2.2차 시료 지 별 분석물질의 농도(ng/mL)

지  LIN TRISMA STI
SM
O
ACE CTC OTC ASA TYL ERY FRA GTA

용
인

유입수 93.93 0.43 N.D. N.D. N.D. N.D. 2503.86 N.D. 322.22 N.D. N.D. 107.11 1.57

방류수 N.D. N.D. N.D. N.D. N.D. N.D. 172.13 N.D. 0.09 0.20 N.D. 8.11 0.58

연계방류수 N.D. N.D. N.D. 0.55 N.D. N.D. 9.84 N.D. N.D. N.D. 0.01 2.94 1.40

양
평

유입수 333.77 N.D. N.D. 226.77 N.D. N.D. 33325.23 3023.73 19.90 7.85 N.D. 87.79 0.85

방류수 N.D. N.D. N.D. 0.18 N.D. N.D. 4.16 N.D. 0.20 N.D. N.D. 23.88 N.D.

연계방류수 N.D. N.D. N.D. 0.09 N.D. N.D. 0.60 N.D. 0.07 N.D. 0.06 0.44 N.D.

횡
성

유입수 161.56 N.D. N.D. 695.93 N.D. N.D. 31397.32 N.D. 17.80 3.46 N.D. 85.47 N.D.

방류수 N.D. N.D. N.D. N.D. N.D. N.D. 3.41 N.D. 0.09 N.D. N.D. 6.53 2.59

원
주

유입수 N.D. N.D. 67.54 226.88 N.D. 97.7 16949.91 N.D. 53.95 0.48 N.D. 56.46 2.78

방류수 N.D. 0.11 N.D. N.D. N.D. N.D. 6.34 N.D. 0.14 N.D. N.D. 8.46 N.D.

연계방류수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0.06 3.85 N.D.

청
원

유입수 0.50 N.D. N.D. 3.86 N.D. N.D. 3184.07 1713.16 94.54 8.03 N.D. 68.74 0.75

방류수 N.D. N.D. N.D. N.D. N.D. N.D. 485.38 N.D. 11.09 2.51 N.D. 309.13 1.48

아
산

유입수 17.79 N.D. 4.01 19.73 N.D. N.D. 34111.47 1909.91 61.73 3.69 N.D. 346.22 3.75

방류수 N.D. 0.41 N.D. 1.25 N.D. N.D. 32.02 N.D. 0.03 0.63 N.D. 2.43 N.D.

연계방류수 17.30 N.D. N.D. 5.18 N.D. N.D. 10110.44 N.D. N.D. N.D. 0.05 35.57 0.67

공
주

유입수 16.32 N.D. N.D. 13.56 N.D. N.D. 24209.69 1410.71 45.28 6.18 N.D. 71.94 N.D.

고/액 분리 18.81 N.D. 2.89 16.72 N.D. N.D. 32740.06 N.D. 69.99 6.63 N.D. 92.07 9.61

기소화 64.12 N.D. N.D. 13.29 N.D. N.D. 8722.63 515.36 25.56 3.49 N.D. 86.03 3.72

질산화 N.D. N.D. N.D. N.D. N.D. N.D. 458.60 N.D. 0.04 1.04 N.D. N.D. 9.07

SBR N.D. N.D. 0.40 N.D. N.D. N.D. 44.35 N.D. 0.27 N.D. N.D. 47.55 7.75

화학응집 N.D. N.D. 0.81 N.D. N.D. N.D. 2.78 N.D. 0.13 0.46 N.D. 80.66 4.86

펜톤산화 N.D. N.D. N.D. N.D. N.D. N.D. 0.77 N.D. 0.35 N.D. N.D. 17.73 3.57

오존산화 N.D. N.D. N.D. N.D. N.D. N.D. 0.12 N.D. N.D. N.D. N.D. 0.70 N.D.

활성탄
(방류수)

N.D. N.D. N.D. N.D. N.D. N.D. 0.12 N.D. 0.15 N.D. N.D. 50.99 N.D.

정
읍

유입수 273.68 N.D. 299.82 1082.60 N.D. N.D. 27025.69 2286.48 27.04 N.D. N.D. 75.59 N.D.

방류수 N.D. N.D. 5.25 5.46 N.D. N.D. 2215.81 N.D. 40.73 N.D. N.D. 25.82 3.95

연계방류수 N.D. N.D. N.D. 3.17 N.D. N.D. 2.48 N.D. 0.06 N.D. 0.02 3.70 N.D.

김
제

유입수 13.92 N.D. 8.73 28.84 N.D. N.D. 23722.37 N.D. 64.13 N.D. N.D. 69.34 0.88

방류수 N.D.N.D.N.D.N.D.N.D.N.D.N.D.N.D.N.D.N.D.N.D.N.D.

순
천

유입수 284.41 N.D. 81.11 71.87 N.D. N.D. 5855.94 12171.89 13.44 N.D. N.D. 77.23 0.79

방류수 24.96 N.D. N.D. N.D. N.D. N.D. 15.76 N.D. 0.20 N.D. 0.01 321.06 N.D.

연계방류수 N.D. N.D. N.D. N.D. N.D. N.D. 0.42 N.D. 25.09 N.D. 0.02 300.99 0.19

의
령

유입수 34.63 N.D. 89.75 78.66 N.D. 7.32 12488.53 11223.56 15.58 3.83 N.D. 85.76 6.39

방류수 N.D. N.D. N.D. N.D. N.D. N.D. 940.66 N.D. 12.54 0.82 N.D. 178.27 1.23

연계방류수 N.D. N.D. 0.71 0.87 N.D. N.D. 3.38 N.D. 0.23 N.D. N.D. 3.03 N.D.

김
해

유입수 58.90 N.D. N.D. 11.39 N.D. N.D. 22402.04 4802.19 690.43 3.35 N.D. 295.20 8.34

방류수 N.D. N.D. N.D. 0.57 N.D. N.D. 3.79 N.D. 0.44 N.D. N.D. N.D. N.D.

Lincomycin(LIN);Trimethoprim(TRI);Sulfamethazine(SMA);Sulfathiazole(STI);Sulfamethoxazole(

SMO);Acetaminophen(ACE);Chlortetracycline(CTC);Oxytetracycline(OTC);Acetylsalicylicacid(

ASA);Tylosin(TYL);Erythromycin-H2O(ERY);Formaldehyde(FRA);Glutaraldehyde(G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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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3.2차 시료 물질별 유입/방류수내 검출농도 검출빈도

Compounds

유입수 방류수

검출 농도

(ng/mL)

간

농도

(ng/mL)

검출 빈도
검출 농도

(ng/mL)

간

농도

(ng/mL)

검출 빈도

Acetaminophen 7.32~97.7 52.51 2/19(10.5%) - - 0/18(0%)

Sulfamethoxazole - - 0/19(0%) - - 0/18(0%)

Sulfathiazole 3.86~1082.60 28.84 13/19(68.4%) 0.09~5.46 0.76 10/18(55.6%)

Sulfamethazine 0.40~299.82 8.73 9/19(47.4%) 0.25~5.25 0.71 3/18(16.7%)

Trimethoprim 0.43 0.43 1/19(5.3%) 0.11~0.41 0.26 2/18(11.1%)

Lincomycin 0.50~333.77 58.90 13/19(68.4%) 17.30~24.96 21.13 2/18(11.1%)

Oxytetracycline 515.36~12171.89 2286.48 9/19(47.4%) - - 0/18(0%)

Chlortetracycline 0.12~34111.47 12488.53 19/19(100.0%) 0.42~10110.44 6.34 17/18(94.4%)

Acetyl

salicylicacid
0.04~690.43 26.30 18/19(94.7%) 0.03~40.73 0.20 15/18(83.3%)

Erythromycin-H2O - - 0/19(0%) 0.01~0.06 0.02 7/18(38.9%)

Tylosin 0.46~8.03 3.59 12/19(63.2%) 0.20~2.51 0.72 4/18(22.2%)

Formaldehyde 0.70~346.22 78.94 18/19(94.7%) 0.44~321.06 8.46 17/18(94.4%)

Glutaraldehyde 0.75~9.61 3.72 15/19(78.9%) 0.19~3.95 1.31 8/1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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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존 처리기술의 의약물질 처리 황조사

가)기존 처리기술 조사

가.물질별 처리기술 조사

재까지 의약물질 처리에 한 연구사례가 많지 않고 일부 물질에 집 되어 있다.조사

상 13개 물질 연구 논문을 통해 처리 기작 효율이 밝 진 물질은 아세트아미노펜,에리

스로마이신,린코마이신,설 메타진,설 메톡사졸,설 티아졸,트리메소 림 등 7개 물질이

다.

물질별 리가 이루어지기 해서는,물질 특성에 알맞은 처리공정이 개발되어야 한다.따

라서,처리기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6개 물질을 비롯해 처리기술 조사가 이루어지

지 않거나 조사가 부족한 주요 의약물질에 한 연구진행이 필요한 실정이다.처리기술이 조사

된 물질과 처리공법을 표 8-34와 같이 정리하 다.

표 8-34.의약물질의 처리 공정 조사

의약물질

처리공법

여과
생물

공정

막결합형

생물반응기
고도산화 흡착

하수처리장

사례
기타

아세트아미노펜 ○ ○ ○ ○ ○ 투석

에리스로마이신 ○ ○ ○ ○ ○ ○ 모래여과/투석

린코마이신 ○ ○ ○

설 메타진 ○ ○ 모래여과

설 메톡사졸 ○ ○ ○ ○ ○ ○ 모래여과/투석

설 티아졸 ○ ○ 모래여과

트리메소 림 ○ ○ ○ ○ ○ 모래여과/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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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세트아미노펜

아세트아미노펜의 처리 공정을 조사한 결과를 다음 표 8-35에 정리하 다.표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아세트아미노펜은 막여과기법을 통하여 효율 으로 제거될 수 있었다.하수처리장에의

사례를 통해 1ng/mL유입농도에서 완벽히 처리됨을 알 수 있다.

표 8-35.아세트아미노펜 처리효율

처리기술 규 모 유입농도(ng/L) 방류농도(ng/L) 처리효율(%)

MBR(P) pilot 11,500 <10 100

MBR(K) pilot 11,500 21 100

RO pilot 11,500 <1.0 100

NF pilot 11,500 <1.0 100

RO-UV pilot 11,500 <1.0 100

NF-UV pilot 11,500 <1.0 100

UF pilot 18 17 6

MBR pilot <10 <10 0

ROV pilot 284 <25 91

ROF pilot 247 <25 90

UF/RO pilot <20 <1.0 95

MBR/RO-1 full 21,950 <1.0 100

MBR/RO-2 full 119-392 <1.0 99-100

MF/RO/EDR pilot 14,200 <1.0 100

MFdouble-pass RO full 16 <1.0 94

GAC full 10,650 47 100

WWTP full 960 n.d. 100

1.Kim etal.,2007,　 2.Yuetal.,2006, 3.Snyderetal.,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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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리스로마이신

에리스로마이신의 처리 공정을 조사한 결과를 다음 표 8-36에 정리하 다.에리스로마이신

은 막여과기법이나 막여과기법과 고도산화기법(UV,AOP)이 결합된 형태의 복합기술이 좋은

처리효율을 보 다.그러나 활성오니공법(ActivatedSludge,ConventionalActivatedSludge)과

고정상 생물반응기(FixedBedReactor)과 같은 생물공정은 높은 효율을 보이지 못하 고,활성

탄을 사용한 흡착공정(GranularActivatedCarbon) 한 높은 처리효율을 나타내지 못했다.

표 8-36.에리스로마이신 처리효율

처리기술 규 모 유입농도(ng/L) 방류농도(ng/L) 처리효율(%)

MBR(P) pilot 44 40 9 

MBR(K) pilot 44 42 5 

RO pilot 44 <1.0 98 

NF pilot 44 <1.0 98 

RO-UV pilot 44 <1.0 98 

NF-UV pilot 44 <1.0 98 

AS full 150 91.8 39

SF full 150 103 12

OZ full 150 11.7 89

AS plant 　- -　 6

AS plant 　- -　 14

AS plant 　- -　 22

AS plant 　- - 6

AS plant 　- - 9

FBR plant 　- - 7

FBR plant 　- - 13

UF pilot 289 245 15

MBR pilot 800 34 96

UF/RO pilot 336 <1.0 100

MBR/RO full 479 <1.0 100

MBR/RO full 34 <1.0 97 

MF/RO/EDR pilot 79 <1.0 99

MF/RO/AOP full 191 <1.0 100

MF double-pass  RO full 312 <1.0 100 

GAC full 139 128 8

STP plant 830 620 25

WWTP full　 340 270 21 

1.Kim etal.,2007

2.Nakadaetal.,2007

3.Göbelaetal.,2007

4.Snyderetal.,2007

5.Ternesetal.,2007

6.KarthikeyanandMeyer,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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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린코마이신

린코마이신의 처리효율 조사결과를 표 8-37에 종합하 다.린코마이신은 실제 하수처리공정

에서의 처리효율이 보고된 바는 없으나,여과 가법이 효율 이고 여과와 고도처리 기법이 결합

된 형태나 생물막 공정 한 효율 이므로 처리가 용이한 물질로 단된다.

표 8-37.린코마이신 처리효율

처리기술 규 모 유입농도(ng/L) 방류농도(ng/L) 처리효율(%)

NF lab 500,000 0 100

MBR(P) pilot 5,320 52 99 

MBR(K) pilot 5,320 90 98 

RO pilot 5,320 <1.0 100 

NF pilot 5,320 <1.0 100 

RO-UV pilot 5,320 <1.0 100 

NF-UV pilot 5,320 <1.0 100 

1.Nghiem etal.,2005 2.Kim etal.,2007

(4)설 메타진

설 메타진의 처리 공정을 조사한 결과를 표 8-38에 정리하 다.설 메타진 처리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아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 한계가 있었다.설 메타진에 한 기

인 처리방안 연구가 시 한 실정이다.

표 8-38.설 메타진 처리효율

처리기술 규 모 유입농도(ng/L) 방류농도(ng/L) 처리효율(%)

AS full - 0.35 -

SF full - 0.05 -

OZ full - 0.21 -

WWTP full 160 n.d. 100 

1.Nakadaetal.,2007 2.KarthikeyanandMeyer,2006



- 228 -

(5)설 메톡사졸

설 메톡사졸의 처리에 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표 8-39에 정리하 다.설 메톡사졸의

처리는 막여과와 오존산화가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생물막 공정은 큰 처리효율을 보이

지 못했다. 통 인 하수처리공법은 70% 이하의 공정효율을 나타내어 처리공법의 고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9.설 메톡사졸 처리효율

처리기술 규 모 유입농도(ng/L) 방류농도(ng/L) 처리효율(%)

NF lab 500,000,000 0 100

OZ lab 200,000 400 99

MBR(P) pilot 194 70 64　

MBR(K) pilot 194 58 70

RO pilot 194 <1.0 100　

NF pilot 194 <1.0 　100

RO-UV pilot 194 <1.0 　100

NF-UV pilot 194 <1.0 　100

AS full 104 39.9 62

SF full 104 29.2 27

OZ full 104 3.66 87

AS plant -　 -　 60

FBR plant -　 　- -61

FBR plant - - 29 

UF pilot 66 63 5

MBR pilot 23 <10 57

UF/RO pilot 90 1.2 99 

MBR/RO-1 full 234 <1.0 100 

MBR/RO-2 full 883-1490 <1.0 99

MF/RO/EDR pilot 360 <1.0 100

MF/RO/AOP full 1050 <1.0 100

MF double-pass  RO full 341 <1.0 100 

GAC full 426 69 84

WWTP full 145 50 66

MBR pilot 145 56 61

WWTP full 24 91 -279

WWTP full 75 51 32

STP full 820 620 24 

WWTP full 300 200 33

1.Nghiem etal.,2005

2.Dantasetal.,2007

3.Kim etal.,2007

4.Nakadaetal.,2007

5.Göbelaetal.,2007

6.Snyderetal.,2006

7.Claraetal.,2005

8.Ternesetal.,2007

9.KarthikeyanandMeyer,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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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설 티아졸

설 티아졸의 경우 사례연구가 활발하지 않고,검색된 사례로 매우 낮은 유입농도에 해

연구되어 기 인 자료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8-40).

표 8-40.설 티아졸 처리효율

처리기술 규 모 유입농도(ng/L) 방류농도(ng/L) 처리효율(%)

AS full 0.66 0.50 24

SF full 0.66 0.46 30

OZ full 0.66 0.17 74

1.Nakadaetal.,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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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트리메소 림

트리메소 림의 처리에 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표 8-41과 같이 정리하 다.트리메소

림은 여과공법 고도처리공법이 결합된 막여과공법에서 우수한 처리효율을 보 으나 하수처

리공정상에서는 48%,69%의 낮은 처리효율을 보여 리정책 시행 시 고도처리공법의 도입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41.트리메소 림 처리효율

처리기술 규 모 유입농도(ng/L) 방류농도(ng/L) 처리효율(%)

MBR pilot 21 31 -48

MBR pilot 21 28 -33

RO pilot 21 <1.0 95

NF pilot 21 <1.0 95

RO-UV pilot 21 <1.0 95

NF-UV pilot 21 <1.0 95

AS full 53.5 16.3 69

SF full 53.5 5.51 66

OZ full 53.5 0.22 96

FBR plant - - 17

FBR plant - - 12

UF pilot 138 113 18

MBR pilot 42 <10 76

ROV pilot 265 <25 91

ROF pilot 278 <25 91

UF/RO pilot 186 <1 99

MBR/RO-1 full 669 <1.0 100

MBR/RO-2 full 92-199 <1.0 100

MF/RO/EDR pilot 213 <1.0 99

MF/RO/AOP full 248 <1.0 99

MF double-pass RO full 248 <1.0 100 

GAC full 135 48 64

WWTP full　 330 170 48

STP full 1,100 340 69

1.Kim etal.,2007

2.Nakadaetal.,2007

3.Göbelaetal.,2007

4.Snyderetal.,2007

5.KarthikeyanandMeyer,2006

6.Ternesetal.,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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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생물학 ,물리화학 처리공정에 의한 의약물질 처리효율 조사

축산폐수 처리장은 각기 다른 처리공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처리공정별 처리효율 비교가 가

능하 다(표 8-42～43).공주 축산폐수 처리장은 회분식 연속 반응기(Sequencing Batch

Reactor,SBR)를 활용한 생물학 처리공정을 주 공정으로 하고 물리·화학 처리를 최 으로

결합한 공법을 이용하고 있다.의약물질 처리효율 모니터링 결과,유입수에서 고농도로 검출된

클로르테트라시클린(1차 70866.50ng/mL;2차 34111.47ng/mL),옥시테트라시클린(1차 7413.10

ng/mL;2차 12171.89ng/mL),린코마이신(1차 511.46ng/mL;2차 333.77ng/mL),아세틸 살리

실산(1차 294.02ng/mL2차 690.43ng/mL),설 메타진(1차 58.68ng/mL;2차 299.82ng/mL),

설 티아졸(2차 1082.60ng/mL)등의 의약물질이 주 공정인 회분식 연속 반응기를 거치면서

거의 100%의 높은 처리효율을 보 다.

공주 축산폐수 처리장의 경우 처리 공정별로 시료를 채취하 는데,클로르테트라시클린의

경우 기소화 과정에서는 약 72%가 감소하 고,다음 단계인 질산화 공정을 거치면서 97.1%

가 감소하고 회분식 연속 반응기를 통과하면서 100%의 처리 효율을 나타내었다. 한 아세틸

살리실산의 경우에도 단계별로 클로르테트라시클린과 비슷한 처리 효율을 나타내고 있다(표

8-42～43).

김해 축산폐수 처리장 역시 회분식 연속 반응기를 활용한 생물학 처리공정을 주 공정으

로 하고 있는데, 상의약물질에 한 처리효율이 거의 100%로 매우 높은 처리효율을 보 다.

축산폐수처리장 방류수 최고 검출농도가 10ng/mL이상으로 히 높은 물질은 클로르테

트라시클린(1차 4516.54ng/mL;2차 10110.44ng/mL),설 티아졸(1차 10.45ng/mL),설 메타

진(1차 72.12ng/mL),린코마이신(1차 66.02ng/mL;2차 24.96ng/mL),아세틸 살리실산(1차

14.11ng/mL;2차 40.73ng/mL)등으로 이들 물질에 한 효율 인 처리공정 용이 필요한

실정이다.린코마이신의 처리 사례를 살펴보면 실험실 규모에서 막여과공정을 시험하 는데 유

입수에 존재하는 500ng/mL의 린코마이신이 모두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로트 랜트

(PilotPlant)단계의 연구들에서도 생물막반응기,막여과,막여과와 결합된 고도산화법들이 100

%에 가까운 우수한 처리효율들을 보 으므로 처리기술 마련시에 이와 련된 기술들을 발

시키고 용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클로르테트라시클린,설 티아졸,설 메타진,옥시테

트라시클린은 처리에 한 연구가 미진하므로 연구실단계에서부터 체계 인 처리공정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1차와 2차의 처리효율 조사 결과를 비교하 을 때,공정에 따른 의약물질별 분해되는 경향

성을 찰하기는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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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별

처리공법
LIN TRI SMA STISMO ACE CTC OTC ASA TYL ERY FRA GTA

용

인

기성
소화

62.1 100.0 100.0 99.5 100.0 100.0 Δ

양

평
BIOSUF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횡

성

액상+
산화

100.0 100.0 100.0 99.4 100.0 100.0

원

주
산화구 17.5 100.0 100.0 100.0 100.0 80.2 87.6 Δ

청

원

자연정화
(HBR)

100.0 100.0 100.0 99.8 96.9 100.0 99.8 100.0 Δ 47.2

아

산
PID산화구 Δ 92.9 100.0 78.7 100.0 100.0 Δ 100.0

정

읍
액상부식 100.0 100.0 99.2 100.0 99.9 Δ Δ

공

주

고/액 분리 9.3 Δ Δ 12.0 Δ 14.6 Δ

기소화 56.1 71.9 69.3 71.7 49.6 82.2 33.6

질산화 100.0 97.1 100.0 98.1 75.3 77.6 100.0

SBR 100.0 100.0 100.0 Δ Δ

화학응집 Δ Δ 100.0

펜톤산화 100.0 Δ 100.0

오존산화 12.5 Δ

활성탄
(방류수)

100.0 Δ

김

제
액상부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Δ 100.0

순

천
B3 75.0 Δ 100.0 100.0 99.8 62.1 52.2

김

해
BCR/SBR Δ 100.0 100.0 100.0 100.0 31.4

표 8-42.1차 시료의 처리 공법별 의약물질 처리 효율

Lincomycin(LIN);Trimethoprim(TRI);Sulfamethazine(SMA);Sulfathiazole(STI);Sulfamethoxazole(

SMO);Acetaminophen(ACE);Chlortetracycline(CTC);Oxytetracycline(OTC);Acetylsalicylicacid(

ASA);Tylosin(TYL);Erythromycin-H2O(ERY);Formaldehyde(FRA);Glutaraldehyde(GTA)

※ Δ :　의약물질의 농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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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별

처리공법
LIN TRISMA STI SMO ACE CTC OTC ASA TYL ERY FRA GTA

용

인

기성
소화

100.0 100.0 93.1 100.0 Δ 92.4 63.1

양

평
BIOSUF 100.0 99.9 100.0 100.0 99.0 100.0 72.8 100.0

횡

성

액상+
산화

100.0 100.0 100.0 99.5 100.0 92.4 Δ

원

주
산화구 Δ 100.0 100.0 100.0 100.0 99.7 100.0 85.0 100.0

청

원

자연정화
(HBR)

100.0 100.0 84.8 100.0 88.3 68.7 Δ Δ

아

산
PID산화구 100.0 Δ 100.0 93.7 99.9 100.0 100.0 82.9 99.3 100.0

정

읍
액상부식 100.0 98.2 99.5 91.8 100.0 Δ 65.8 Δ

공

주

고/액 분리 Δ Δ Δ Δ 100.0 Δ Δ Δ Δ

기소화 Δ 100.0 20.5 73.4 Δ 63.5 47.4 6.6 61.3

질산화 100.0 100.0 94.7 99.8 70.2 100.0 Δ

SBR Δ 90.3 Δ 100.0 Δ 14.6

화학응집 Δ 93.7 51.9 Δ Δ 37.3

펜톤산화 100.0 72.3 Δ 100.0 78.0 26.5

오존산화 84.4 100.0 96.1 100.0

활성탄
(방류수)

0.0 Δ Δ

순

천
B3 91.2 100.0 100.0 99.7 100.0 98.5 Δ Δ 100.0

의

령
고효율산화 100.0 100.0 100.0 100.0 92.5 19.5 78.6 Δ 80.8

김

해
BCR/SBR 100.0 95.0 100.0 100.0 99.9 100.0 100.0 100.0

표 8-43.2차 시료의 처리 공법별 의약물질 처리 효율

Lincomycin(LIN);Trimethoprim(TRI);Sulfamethazine(SMA);Sulfathiazole(STI);Sulfamethoxazole(

SMO);Acetaminophen(ACE);Chlortetracycline(CTC);Oxytetracycline(OTC);Acetylsalicylicacid(

ASA);Tylosin(TYL);Erythromycin-H2O(ERY);Formaldehyde(FRA);Glutaraldehyde(GTA)

※ Δ :　의약물질의 농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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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의약물질 비고

GroupⅠ

A
설 메타진,설 메톡사졸,설 티아졸,

아세트아미노펜,린코마이신,트리메소 림

설폰아미드류(3종)

기타(3종)

B 클로르테트라시클린,옥시테트라시클린 테트라시클린류(2종)

C 아세틸살리실산 산성의약물질(1종)

GroupⅡ 에리스로마이신-H2O,타이로신 마크로라이드류(2종)

GroupⅢ 포름알데하이드, 루타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류(2종)

4.결론 고찰

확립된 분석 방법을 통해,축산폐수처리장내 유입수,방류수 연계 하수처리장내 방류수

의약물질의 모니터링을 실시하 다.이를 바탕으로 의약물질에 한 기존 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조사하 고,향후 방사선처리 기술에 의한 처리 효율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반이 구

축되었고,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축산폐수내 의약물질 모니터링

1)축산폐수 의약물질 분석

2006년～2007년에 본 연구 에서 확립한 분석방법을 통해,13종의 의약물질을 분석하

다.이 13종의 의약물질은 다양한 화학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하나의 처리 방법으로는 처

리할 수 없기 때문에 총 3개의 처리 Group으로 나 어 제시하 다(표 8-44).

-GroupⅠ은 설폰아미드류,테트라시클린류,산성의약물질 등 9종의 의약물질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HLB와 MCX카트리지를 이용한 시료 처리를 거쳐 9종의 의약물질이 동시에 추출

이 가능하게 하 으며 효율 인 분석을 해 GroupⅠ-A,B,C로 나 어 각 Group에 맞는 기

기분석법을 선택하여 LC/ESI-MS/MS로 분석하 다.

-GroupⅡ는 마크로라이드류 2종의 의약물질을 동시분석하는 방법으로,HLB카트리지를

사용하여 시료를 정제,농축한 후 LC/ESI-MS/MS로 분석하 다.

-GroupⅢ는 알데하이드류 2종의 의약물질을 동시분석하는 방법으로,HLB카트리지를 사

용하여 시료를 정제,농축한 후 LC-UV로 분석하 다.

표 8-44.Group별 의약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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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석방법의 신뢰도

(가)유효성 검증

-분석방법의 유효성 검증과 련된 실험인 회수율,검출한계,방법검출한계,정 도,정확

도 등은 본 연구 에서 2007년도에 실험방법을 확립할 때 수행된 내용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결과를 그 로 인용하 다 :

a)13종의 의약물질에 하여 상, ,하의 세 농도에서 회수율을 구한 결과 33.

4%～131.0%의 범 로 나타났다.

b) 검출한계(LOD)와 방법검출한계(MDL)를 구한 결과 검출한계는 정제수의 경우

0.000006～0.02335ng/mL,하천수의 경우 0.00128～0.015ng/mL범 로 나타났으며,방법검출

한계는 정제수의 경우 0.00002～0.0778ng/mL,하천수의 경우 0.00426～0.350ng/mL범 로

나타났다.

c)정제수에 표 물질을 첨가하여 분석 정 도를 측정한 결과(0.61～24.02% (n=3)의 값

을 나타내었으며,각 방법별로 검출 이력이 있는 시료 1개씩 총 5개의 시료를 선정,3회 반복

실험하여 측정값의 정 도를 측정한 결과 1.08～12.50%의 값을 나타내었다.

-단,정량을 한 검정곡선은 본 연구에서 다시 수행하 는데 0.01～10.0μg/mL범 에서

검정곡선을 구한 결과 상 계수(r2)가 0.99이상으로 직선성이 매우 우수하 다.

3) 국 축산폐수처리장별 의약물질 모니터링

국내 축산폐수처리장의 유입수,방류수 연계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1차에는 29지 ,2차

에는 31지 에서 2회 시료를 채취하여 항생제 등 인체 동물용 의약물질 총 13개 항목의 환

경 의약물질의 노출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축산폐수처리장 유입수 조사결과

-1차 채취시 평균 농도는 클로르테트라시클린 25531.25ng/mL,옥시테트라시클린 1987.12

ng/mL등으로 10종의 의약물질이 검출되었으며,설 메톡사졸,트리메소 림,에리스로마이신

-H2O는 검출되지 않았다.

-2차 채취시 평균 농도는 클로르테트라시클린 12488.53ng/mL,옥시테트라시클린 2286.48

ng/mL,포름알데하이드 78.94ng/mL,설 티아졸 28.84ng/mL등으로 11종의 의약물질이 검

출되었으며,설 메톡사졸,에리스로마이신-H2O은 검출되지 않았다.

나)축산폐수처리장 방류수(연계 하수처리장 방류수 포함)조사결과

-1차 채취시 평균 농도는 포름알데하이드 91.93ng/mL,설 메타진 36.13ng/mL,린코마

이신 15.59ng/mL,아세트아미노펜 22.20ng/mL,클로르테트라시클린 11.62ng/mL등으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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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의약물질이 검출되었으며,설 메톡사졸,옥시테트라시클린은 검출되지 않았다.

-2차 채취시 평균 농도는 설 메타진 0.71ng/mL,린코마이신 21.13ng/mL,클로르테트라

시클린 6.34ng/mL,포름알데하이드 8.46ng/mL등으로 10종의 의약물질이 검출되었으며,아

세트아미노펜,설 메톡사졸,옥시테트라시클린은 검출되지 않았다.

나.기존 처리기술의 의약물질 처리 황 조사

기존 폐수처리기술은 여과,생물공정,막결합형 생물반응기,고도산화,흡착 방법 등이 있었

으며, 상의약물질들의 일반 인 처리 효율을 조사하 다.생물학 는 물리·화학 처리

공정에 따른 의약물질의 처리 효율을 유입수와 방류수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하

으며, 부분 처리 효율이 높았으며,일부를 제외하고는 처리 효율이 특이하게 낮은 의약물질

은 시 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1)기 성과 활용방안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방사선 처리 기술에 의한 처리까지 계속 으로 발 한다면,다음

과 같은 기 성과 활용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가)기술 측면

-축산폐수내 잔존하는 극미량의 의약물질을 효과 으로 분석하기 해 국외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확립된 분석방법은 기타 환경물질(일반 폐수 처리수,하천수 등)에도 용될 수

있어서 환경 시료로부터 상시로 극미량(ppb농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다.

-방사선 기술로 처리 후 발생하는 부가생성물(by-product)의 구조 확인 측정을 통한 유

해도 검증과 더 나아가 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수질 환경시료 에 존재하는 기타 화학 오염

물질 조사연구 기술의 기 가 될 수 있다.

-확립된 방사선처리 기술은 기존의 의약물질에 한 비효율 인 처리기술의 한계를 극복

하는 새로운 폐수처리 기술이 되어 국내·외 축산/하수 처리시설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경제·산업 측면

-복잡한 매질인 축산폐수로부터 효과 으로 극미량의 의약물질을 검출하기 해서는 고감

도의 장비와 숙련된 분석기술이 요구되므로 외국의 시험기 에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고가의

시료분석료와 시간 소요가 따른다.그러므로,확립된 분석기술로 비싼 분석료 지출로 인한 외

화 유출을 막을 수 있어 경제 으로 매우 효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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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된 극미량 분석기술은 다른 시료(식품,의약품,공산품 등)등에 존재하는 유해한 의약

물질의 검출에 응용될 수 있으므로 FTA 경제·산업체제하에서 큰 부가가치가 있는 기술이 된

다.

다)활용 방안

- 최근 환경 련단체나 국가들의 의약물질(pharmaceuticalsandpersonalcareproducts,

PPCPs)에 한 심이 고조되면서 이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따라서,축산폐

수 에 존재하는 의약물질 분석법 개발을 통해 자연 생태계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의약물질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농가나 국민들에게 의약물질 사용에 한 주의와 경각심을 일

으키게 하는 국민 홍보에 효과 일 수 있다.



- 238 -

제9 .화학응집에 의한 축산폐수 잔류 유기물질 인(P)의

처리

1.개요

인의 제거방식은 약품첨가방식과 생물학 방식으로 크게 나 어서 처리하고 있다.지구상에

서 인이 존재하는 형태는 질소와는 다르게 단두가지 물질형태인 액체와 고체의 형태만을 띄게

된다.폐수 내에 존재하는 질소나 COD의 최종 제거방식인 기체형태로의 제거하는 방식에 비

해 인의 물리 형태는 폐수와 구별 상 으로 어려워 인의 최종 인 처리․처분을 어렵게

하고 있다.이처럼 인을 처리하기 해서는 부분 액체 상태인 폐수와 분별하여 고체 형태로

가깝게 처리될 때 최종 처리와 더불어 처분이 훨씬 용이해진다.인의 생물학 처리에 의한 제

거 방법은 미생물의 사과정을 이용하여 인을 분리하는 방법으로써 미생물이 생명유지를

해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인을 체내에 유입하고,축척하거나 분리가 용이한 형태의 인을 배출

시키게 하여 그 최종 인 형태가 액체와 분별되는 슬러지 형태를 띄게 함으로써 제거를 용이

하게 하고 있다.그러나 생물학 인 제거메커니즘을 이용한 인의 제거 방법은 그 조건들이 까

다롭고 제거하고자 하는 다른 성분들에 비해 그 제거효율도 많이 떨어진다.

이러한 단 을 개선하기 해 사용되는 화학응집은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응집과 침 을 유

도함으로써 인의 제거효율과 인의 제거속도가 생물학 인 방법에 비해 상당히 우수하다.인의

화학 응집을 이용한 침 법은 최종 으로 생물반응조의 후단에 설치하는데 이는 살아있는

미생물 처리 시스템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다른 성분에 의한 화학응집의 방해

를 최소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화학 인 응집을 통한 인의 제거는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 인 운 비용을 발생시키고,폐수로의 화학물질 주입으로 속과 음이온 같은 다른 물

질의 유입을 발생시킨다.하지만 화학응집은 폐수처리공정에서 인을 제거하기에 빠르고 그 제

거효율도 높기 때문에 많은 폐수처리 공정에서 이용하고 있다.

2.실험재료 방법

인의 응집․침 을 실험하기 해서 간헐폭기조의 생물반응기를 통해 최종처리된 처리수를

이용하 고,응집제는 일반 으로 응집효율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Al계열의 Al2(SO4)3와 Fe

계열의 FeCl3그리고 고분자계의 PACl(Al2(OH)nCl6-n)m 을 이용하여 응집을 유도하 다.

간헐폭기조를 거쳐 처리된 처리수를 이용하여 응집 침 을 유도하기 해 처리수의 용량

비 반응 약품의 몰비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응집효율의 측정하고,응집효율은 일반

으로 pH 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응집효율이 좋은 몰비 조건에서 pH의 변화에 따른 응집

효율도 살펴보았다.실험에 사용될 시약들은 미리 건조기를 이용하여 건조를 마치고,간헐폭기

조를 거쳐 처리된 처리수에 응집유도하기 해 사용하 다.시약이 첨가된 폐수는 약 250rpm

에서 5분정도 교반하여 응집하고,30분정도 침 을 유도하 다.침 을 마친 상등수는 0.22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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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의 PVTF필터를 사용하여 여과하고,여액은 분석을 마칠 때까지 4℃에서 냉장 보 하

다.분석항목은 pH,탁도,NH4,NO3,T-N,PO4,COD등의 항목을 조사하 으며,HACH 5000

학분석기를 이용하고,HACH 용Ki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3.결과 고찰

Fe계열의 응집제인 FeCl3의 폐수 에 있는 PO4 비 Fe의 몰비 첨가량에 따른 응집효과를

표 9-1과 그림 9-1에 나타내었다.실험 결과 PO4 비 Fe의 몰비가 높아질수록 PO4의 농도는

확연히 낮아짐을 알 수 있었으며,실험 조건 PO4:Fe의 몰비가 가장 높은 조건인 1:4조건에

서 폐수 에 PO4-P는 1.3mg/l의 값을 보 고,T-P는 1.6mg/l의 값을 보여 가장 우수한 제

거효율을 보 다.NH4와 NO3,T-N,COD도 Fe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함께 낮아져 가장 우수

한 제거효율을 보 으며,이때 수 의 잔류하는 양은 NH4는 2.4mg/l,NO3는 3.7mg/l,T-N은

16mg/l,COD는 275mg/l로 나타났다.

몰비(Fe/PO4 wt.) NH4 PO4 NO3 TN TP COD 탁도 pH

원수 8.4 140.8 9.9 38 131 700 2.8 8.9

1 6.7 63.2 9.1 34 7.5 666 3.2 8.1

2 5.3 5.5 8.1 28 5.6 410 4.4 7.2

3 3.7 1.4 6.2 18 2.3 400 39 6.8

4 2.4 1.25 3.7 16 1.6 275 66 6.6

표 9-1.FeCl3를 이용하여 Fe:PO4의 몰비 조건에 따라 침 을 마친 상등수의 성분별 잔류

량 (mg/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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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FeCl3를 이용하여 Fe:PO4의 몰비 조건에 따라 침 을 마친

상등수의 성분별 잔류량 (mg/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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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Cl3의 Fe:PO4의 2:1몰비 조건에서 pH변화에 따른 P의 응집효율은 표 9-2와 그림 9-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부분의 측정항목이 가장 낮게 검출된 pH 5부근이 가장 우수한 응집효율

을 보 으며,이때의 수 에 남아있는 T-P는 5.4mg/l이었다.P의 측정항목인 T-P만을 가지

고 응집효율을 살펴보면 pH 6에서 가장 우수한 응집효율을 보 으며 이때의 값은 2.4mg/l이

었다.T-N과 NH4는 pH 4～5범 에서 각각 약 8mg/l,1.2mg/l의 값을 보 으며,COD는

pH가 낮을수록 응집효율도 높았으며,pH 3에서는 54mg/l가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나 후단에

COD를 처리하기 한 고도처리시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제거효율이 높았다.

pH변화별 NH4 NO3 TN TP COD

pH7 5.06 5.8 21 3.43 235

pH6 1.83 2.8 15 2.42 272

pH5 1.31 1.8 8 5.43 139

pH4 1.17 2.1 11 12.68 97

pH3 1.97 2.7 19 22.61 54

표 9-2.FeCl3를 이용하여 Fe:PO4의 2:1몰비 조건에서 pH변화에 따라 침 을 마

친 상등수의 성분별 잔류량 (mg/ℓ)

그림 9-2.FeCl3를 이용하여 Fe:PO4의 2:1몰비 조건에서 pH변화에

따라 침 을 마친 상등수의 잔류량 (mg/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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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계열의 응집제 Al2(SO4)3를 이용한 응집효과는 표 9-3과 그림 9-3에 나타낸 바와 같이

PO4 비 Al의 몰비가 높아질수록 PO4의 농도도 확연히 낮아짐을 알 수 있었으며,폐수 에

PO4량 비 Al의 몰비가 4일 때 약 5.3mg/l의 값을 나타내 가장 우수한 응집효율을 보 다.

NH4와 NO3,T-N,COD도 Al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수 에 남아있는 양도 함께 어들어 화학

응집에 의한 제거효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몰비

(Al/PO4wt.)
NH4 PO4 NO3 TN TP COD 탁도 pH

원수 8.4 140.8 9.9 38 131 700 2.8 8.9

1 7.47 86.48 9.5 46 89.41 760 2.49 8.2

2 6.84 42.36 7.9 40 47.42 700 3.12 7.6

3 5.71 15.5 8.3 36 16.92 729 12.3 7.3

4 5.01 5.25 6.6 35 6.39 513 34.6 7.1

표 9-3.Al2(SO4)3를 이용하여 Al:PO4의 몰비에 따라 침 을 마친 상등수의 성분

별 잔류량 (mg/ℓ)

그림 9-3.Al2(SO4)3를 이용하여 Al:PO4의 몰비에 따라 침 을 마친

상등수의 성분별 잔류량 (mg/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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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l3의 pH변화에 따른 P의 응집효율은 표 9-4와 그림 9-4에 나타낸 바와 같이 pH 5부근

에서 가장 효율 인 응집효율을 보 고,이때의 수 에 잔류하는 PO4의 양은 4.9mg/l이었다.

T-N과 NH4,COD도 pH4～5범 에서 각각 28mg,4.4mg/l,513mg/l의 값을 보여 가장 우

수한 응집효율을 보이는 범 로 나타났다.

pH변화별 NH4 PO3 TN TP COD

pH7 6.04 7.1 33 30.87 637

pH6 4.8 6.4 28 35.54 681

pH5 4.41 4.9 32 99.64 513

pH4 5.79 6.2 29 125.07 749

pH3 6.596 6.6 31 130.22 817

표 9-4.Al2(SO4)3를 이용하여 Al:PO4의 2:1몰비 조건에서 pH 변화에 따라 침

을 마친 상등수의 성분별 잔류량 (mg/ℓ)

그림 9-4.Al2(SO4)3를 이용하여 Al:PO4의 2:1몰비 조건에서 pH

변화에 따라 침 을 마친 상등수의 성분별 잔류량 (mg/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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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집에 의한 처리효율이 가장 우수한 응집제는 Al계열의 고분자응집제인

PACl(Al2(OH)nCl6-n)m이었다.PACl의 응집효율은 표 9-5와 그림 9-5에 나타낸 바와 같이 PO4

비 0.5몰 정도만 투입하여도 수 에 PO4가 약 0.6mg/l만 남을 정도로 그 효과가 뛰어났으며

이때의 pH는 모든 실험에서 반 으로 우수한 응집효율을 보인 범 pH 5부근임을 알 수

있었다.NH4와 COD,T-N의 제거량도 수 에 약 0.6mg/l,48mg/l,5.8mg/l만 검출되었고,

이를 원수 비 제거된 양으로 환산해보면 NH4는 평균 93%,COD는 95%,T-N은 85%로 우수

한 응집효율을 보여 다른 응집제에 비해 뛰어난 응집효율이 나타내었다.그림 9-6은 PACl을

Al:PO40.5:1몰비 조건에서 응집과 침 을 마친 폐수를 나타내었다.

몰비

(Al/PO4wt.)
NH4 PO4 NO3 TN TP COD 탁도 pH

0.25 1.02 0.23 2.2 39 5.46 186 1 6.2

0.5 0.58 0.58 0.9 5.8 0.38 48 1.89 5.35

0.75 1.27 34 2.3 38 51 328 33.2 4.38

1 1.56 42 2.5 6.3 44 229 12.8 4.35

2 2.15 45 2.5 7.4 58 439 7.29 4.09

3 2.33 43 2.8 9.4 63 173 8.54 3.99

표 9-5.PACl를 이용하여 Al:PO4의 몰비에 따라 침 을 마친 상등수의 성분별 잔

류량 (mg/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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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PACl를 이용하여 Al:PO4의 몰비에 따라 침 을 마친 상등수의 성분별

잔류량 (mg/ℓ).

그림 9-6.PACl를 이용하여 Al:PO4의 몰비에 따라 침 을 마친

상등수의 응집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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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론

Struvite결정화를 거쳐 일차 처리된 축산폐수의 화학응집에 의한 P의 응집처리효율은 수

에 존재하는 PO4 비 반응물의 몰비를 기 으로 Al계열의 고분자응집제인 PACl이 가장 높은

효율을 보 으며,다음으로 FeCl3>Al(SO4)3순으로 나타났다.PACl의 경우 PO4-P만의 응집효

율을 볼 때 Al:PO4몰비가 0.5몰 정도에서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으며,이때 PO4가 약 0.6mg/l

만 남을 정도로 그 효과가 뛰어났다.이 조건에서 pH는 모든 실험에서 반 으로 우수한 응

집효율을 보인 범 pH 5부근이었다.더불어 NH4와 COD도 약 0.6mg/l,48mg/l만이 각각 검

출되어 원수 비 평균 NH4-N는 93%,COD는 95%,T-N은 85%의 제거효율을 보 고,COD의

경우 후단에 COD를 처리하기 한 고도처리시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제거효율이 높았다.

PACl은 다른 화학응집제의 사용량에 비해 을 양을 쓰고도 가장 우수한 응집효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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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 .축산폐수의 방사선처리에 의한 생분해도 향상 연구

1.개요

우리나라는 농업부문의 속한 시장개방(한·미 FTA,DDA)으로 외국산 축산물의 수입이 본

격화됨에 따라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축산업 과정에서 필연 으로 발생하는 가축분뇨

의 해양배출 지에 비한 육상처리시설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축산폐수 발생량은 표 10-1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03년 기 으로 일일 약 14만

2천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허가․신고 농가는 약 81%이었으며,미규제 미신고

농가는 19% 정도로 나타났다.그러나 허가 신고 농가도 약 67% 정도가 각각의 농가에서

자체처리를 하고 실정이며,미신고 농가의 경우는 거의 부분(약 97%)이 자체처리를 하고 있

고 있었다. 체 으로 황을 볼 때 약 67% 정도의 농가에서 축산폐수를 자체 으로 처리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상황에서 부분의 축산폐수가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

될 경우 그 양에 비해 처리해야 할 양은 속도로 증가하게 되어 지 보다 약 3배 가까운 폐

수처리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단되었다.폐수처리 시설을 이는 방법은 폐수처리가 이루어

지는 공정에 따라 폐수의 처리효율이 나아진다면 단 면 당 처리량이 증가하게 되어 체

으로 소규모의 시설에서도 많은 양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인구에 비해 육지의 면 이

작은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에서는 경제 인 효과와 함께 부지의 효율 인 활용성 면에서도 이

로울 것이라 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물반응 메커니즘을 이용한 축산폐수의 처리공정에서 보다 처리효율

이 좋아질 수 있도록 폐수에 먼 방사선을 조사하여 시료 의 포함되어있는 난분해성 유기

물과 분자량이 높은 유기물을 생물분해가 일어나기 쉬운 상태로 변화하거나 분자화 되게 끔

유도하여 생분해율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특정유해물질과 난분해성물질도 함께 제거하고 축산

폐수의 생물학 질산화공정의 처리로 방사선처리를 채택하여 생분해도 향상 유해물질

처리 효과에 의한 후단 생물학 질산화효율의 향상 도모하고자 실험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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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별 항생제 매실 (kg)

2001년 2002년 2003년

항생제

소 68,274 96,200 91,075

돼지 630,050 669,306 632,652

닭 233,856 234,290 248,361

항균제

소 24,489 35,310 22,088

돼지 288,313 211,195 188,952

닭 131,230 118,153 108,457

축종별

항생제 분포

소 5.8% 8.5% 7.7%

돼지 57.3% 56.8% 56.1%

닭 22.8% 22.7% 24.4%

총 계 1,602,042 1,550,937 1,463,453

표 10-1.연도별 항생제 매실



- 249 -

2.축산폐수내 항생제 잔류농도 모니터링

가.항생제 종류

사용된 항생제의 종류는 표 10-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총 9종류로 설폰아마이드계열 5종류,

매크로라이드 계열 1종류,테트라싸이클라인계열 3종류이다.선정된 항생제의 종류는 축산용

의약품 사용 안내 지침서 (2010)에서 제공한 것에 따른 사용 가능한 항생제 종류를 참조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종류 Precursorion[M+H] Fragmention

Tetracycline-HCl 445 427

Chlortetracycline 479 462,444

Oxytetracycline 461 443,426

Sulfathiazole 256 156

Sulfamethazine 279 156,204

Sulfamethoxazole 254 156,188

Sulfamonomethazine 281 156

Sulfadimethozine 311 156,245

Erythromycin 735 522,558

Simetone(내부물질) 198 -

표 10-2.가축에 사용하고 항생제 목록

나.실험방법

총 9가지 항생제가 포함된 축산폐수를 자선형가속기를 이용하여 1,3,5,7,10kGy를 각

각 조사하고,이후 방사선이 조사된 시료를 0.22㎛크기의 PVFT필터를 통해 여과한 후 그 여

액을 따로 pyrix유리병에 담아 냉장보 하고 24시간 이내에 실험을 실시하 다.이후 시료는

시료 200ml에 하여 40% H2SO4를 사용하여 pH를 2.5∼3.0으로 조 한 후 5% Na2EDTA

500μl를 주입하 다.15분 동안 교반을 실시한 후 solidphaseextraction(SPE)법을 사용하여

5ml/min의 속도로 시료를 주입하고,시료 주입 후 메탄올을 이용하여 카트리지에 포집된 항생

물질을 추출한 후 농축기를 이용하여 50μL까지 농축한 후 Formicacid0.1%가 함유된 증류

수를 150μl첨가한 후 HPLC/MS/MS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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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실험결과

총 9종류 설폰아마이드계열 5종류의 결과를 보면 다음 표 10-3과 그림 10-1,그림 10-2

에서 제시한 값과 같이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료 내부에 존재하고 있던 항생제는

Sulfamethazine를 제외하고 그 종류에 계없이 부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Sulfamethazine을 제외한 나머지 설폰아마이트계열의 항생제는 자선 조사량의 경제성의 한

계로 분류되는 10kGy에서 약 80% 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나 자선 조사가 설폰아마이드

계열의 항생제 분해에 크게 효과 인 나타났다..

매크로라이트 계열의 Erythromycine은 표 10-3과 그림 10-3,그림 10-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자선의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내부의 항생제량은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3

kGy에서 약 61%정도 감소하다가 최종 조사량 10kGy에서 약 87% 정도 감소하는 값을 보

여주었다.매크로라이트 계열의 Erythromycine도 자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항생제 분해

가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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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자선 20kGy를 조사한 후 설폰아마이드계열의 잔류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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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자선 20kGy를 조사한 후 설폰아마이드계의 제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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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 자선 20kGy를 조사한 후 매크로라이드계의 잔류량과

제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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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종류
자선세기

(KGy)

잔류농도

(μg/L)

처리효율

(%)

Sulfonamide

Sulfathiazole

0.0 34.855 -

1.0 13.920 60

3.0 10.303 70

5.0 12.449 64

7.0 10.236 71

10.0 7.769 78

Sulfamethazine

0.0 5.815 -

1.0 2.743 53

3.0 3.145 46

5.0 3.162 46

7.0 4.294 26

10.0 3.169 46

Sulfamonomethaxine

0.0 2.573 -

1.0 0.500 81

3.0 0.275 89

5.0 0.154 94

7.0 0.115 96

10.0 0.119 95

Macrolide

Sulfamethoxazole

0.0 1.976 -

1.0 1.476 25

3.0 0.366 81

5.0 0.616 69

7.0 0.844 57

10.0 0.038 98

Sulfadimethoxine

0.0 0.389 -

1.0 0.330 15

3.0 0.246 37

5.0 0.250 36

7.0 0.131 66

10.0 0.000 100

Erythromycine

0.0 0.635 -

1.0 0.460 28

3.0 0.249 61

5.0 0.182 71

7.0 0.172 73

10.0 0.085 87

표 10-3. 자선 세기에 따른 설폰아마이드계와 매크로라이드계의 항생제 종류별 잔류농도와

처리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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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테트라싸이클라인 계열 3종류의 항생제는 자선량을 단계 별로 조사하 을 때

표 10-4와 그림 10-4,그림 10-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폐수 에 남

아있는 양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기농도에 비해 최종 으로 약 60%이하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설폰아마이드계열의 항생제와 매크로라이드 계열의 항생제에 비해서는 조

낮은 분해되는 수치 고 테트라싸이클라인계의 항생제 에서는 조사선량 10kGy에서 가장

많이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제거율은 약 76% 정도 다.

항생제 종류
감마세기

(KGy)

잔류농도

(μg/L)
처리효율 (%)

Tetracycline

Tetracycline-HCl

0.0 7.984 -

1.0 3.182 60

3.0 3.731 53

5.0 4.188 48

7.0 3.427 57

10.0 4.126 48

Oxytetracycline

0.0 2.272 -

1.0 1.892 17

3.0 1.689 26

5.0 1.661 27

7.0 1.122 51

10.0 0.995 56

Chlortetracycline

0.0 1.310 -

1.0 1.034 21

3.0 1.136 13

5.0 0.811 38

7.0 0.641 51

10.0 0.311 76

표 10-4. 자선 세기에 따른 테트라싸이클라인계의 항생제 종류별 잔류농도와 처리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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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 자선조사에 따른 테트라싸이클라인계의 항생제 종류별 잔류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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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5. 자선조사에 따른 테트라싸이클라인계의 항생제 종류별 제거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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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결론

가축의 사육을 해 투여되는 항생제 사용에 따른 축산폐수 의 항생제 처리를 해 자

선 조사선량에 따른 항생제 분해효율 평가에서 축산폐수는 자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내부의

항생제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최종 10kGy의 선량에서 설폰아마이드계열의 5종류의

항생제는 기농도에 비해 평균 약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단계별로 조사하여 매크로

라이트 계열의 Erythromycine은 평균 약 87%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테트라싸이클

라인계열 3종류의 항생제에서는 약 60%이하로 감소하기 하 으나 설폰아마이드계열의 항생

제와 매크로라이드 계열의 항생제에 비해서는 조 낮게 분해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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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방사선 조사에 따른 축산폐수의 성상변화

가.실험재료 방법

A시 축산폐수처리장에서 기소화를 마친 시료를 유리병과 스테인 스 시에 각각 담고,

실험 목 에 따라 감마선과 자선을 20kGy씩을 각각 조사한 후 폐수 의 포함되어 있는 주

요성분의 변화를 살펴보기 해 표에서 제시한 항목을 각각 분석하 다.T-N과 NO2
-
-N,

NO3
--N, 은 학분석기(HACH DR5000)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음이온분석기(Ion

Chromatograph)를 이용하여 다시 재검하 다.NH4
+-N의 경우 내부 간섭물질의 교란을 방지하

기 해 Nessler시약을 이용하여 학분석기(HACH DR5000)를 통해 분석하 으며 T-P와

CODCr의 분석도 학분석기(HACH DR5000)를 통해 분석하 다.SS는 기히터를 이용하여

105℃에서 8시간 이상 증발건고 시킨 후 칭량을 해 데스킬 이터에 보 한 후 질량을 측정

하 다.모든 액체시료는 T-N과 T-P,COD를 제외하고는 PVFT 0.22㎛ 규격의 필터를 사용

하여 여과한 후 여액만을 분리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수소이온지수인 pH는 ORION(5

STAR)고정형 계측기를 이용하여 계측하 다.

나.결과 고찰

부분의 축산폐수 처리장에서 채취한 시료는 유기물 함량이 높고,BOD함량에 비해 COD

함량이 높아 분해가 잘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표 10-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신탄진 개

별 양돈시설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상을 보면 T-N 5,700mg/l이고,NH4
+-N이 5,160mg/l로

T-N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에 비해 NO2
-
-N와 NO3

-
-N은 체질

소 의 약 1%미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탈질을 해 질산화 유도하기 한 공정의 시

설이 꼭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T-P는 250mg/l수 의 값을 보 으며 BOD는 2,700mg/l

로 COD에 비해 약 17배 낮은 수치의 값을 보 다.SS는 22,300mg/l그리고 pH는 7.8정도의

값을 보 다.이에 비해 공주축산폐수처리장 폐수의 T-N과 NH4
+-N,COD,BOD 값은 각각

2820,2880,20,6001,000mg/l로 신탄진에 비해 각각 약 50,44,44,37% 수 의 낮은 값을

보여 비가 되었다.NO2
-
-N와 NO3

-
-N은 비슷한 값을 보여주었고,T-N은 700mg/l로 약 3

배가 넘는 값을 보 고,pH는 8.3으로 약알칼리성을 나타내었다.

원수 의 유기물함량은 부분 농도가 높고 내부의 지방과 단백질,탄수화물 성분도 많아

서 방사선을 조사하여 실험에 사용할 시료로는 당하지 못하여 기소화를 거친 시료를 사용

하 다.특히 공주축산폐수처리장의 시료의 경우 T-P를 제외하고는 모든 값이 낮아 공주축산

폐수처리장에서 기소화를 마친 폐수를 채취하여 생분해도 실험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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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B시 개별

양돈시설

A시 축산폐수

처리장

A시 축산폐수처리장

( 기소화)*
일반하수

T-N 5,700 2,820 509 40

NH4
+
-N 5,160 2,880 465 25

NO2
-
-N 2.85 2.97 0.3 0

NO3
-
-N 50 50 13 0

T-P 250 700 57 8

CODCr 46,100 20,600 1,300 500

BOD 2,700 1,000 120 220

SS 22,300 6,933 1742 220

pH 7.8 8.3 8.6 6∼ 8

표 10-5.폐수처리장별 시료의 성상

그림 10-6에 나타낸 것과 같이 생분해도 실험결과 감마선과 자선을 사용하여 20kGy를

조사한 후 축산폐수 내부의 생분해도 변화를 살펴보기 해 BOD COD의 값을 측정한 결

과 그림10-6에 나타낸 바와 같이 CODMn 법으로 분석하 을 때 기농도 920mg/l에서 감마

선을 조사하 을 때 840mg/l로 감소하 고, 자선을 조사하 을 때는 900mg/l로 감소한 결

과값을 보 다.BOD의 경우는 원수에서 120mg/l의 값을 보 고,감마선을 조사하 을 때 210

mg/l로 원수에 비해 약 1.8배 증가하 으며, 자선을 조사한 시료에서는 188mg/l로 약 1.6배

증가하 다.생분해도의 효율성을 평가를 해 BOD/COD의 비율을 그림 7에 나타내었다.원수

에서의 비율은 13% 정도의 비율을 보이다가 감마선과 자선을 각각 조사하 을 때 그 비율

이 각각 25%,21%로 증가하여 원수에 비해서 약 1.9배와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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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6.방사선 종류에 따른 축산폐수의 성상변화(BOD,C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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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9.방사선 종류에 따른 축산폐수의 성상변화(BOD/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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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 T-N의 값을 이용하여 생분해도를 평가하기 한 T-N 값을 측정한 결과 그림

10-8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농도 510mg/l의 값을 보이다가 감마선을 조사하 을 때 524

mg/l로 증가하 다. 자선 조사한 후 축산폐수 에 잔류하는 농도를 살펴보면 515mg/l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OD의 경우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생분해도의 효율성을 평

가를 해 BOD/T-N의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원수에서는 24% 정도 던 비율이 감마선을 조

사하 을 때에는 40%까지 상승하 고 자선을 조사하 을 때에는 37%까지 상승하여 원수에

약 1.9배와 1.6배 증가한 값을 보 다.

T-N NH4-N NO2-N NO3-N T-P COD BOD SS pH

source 506 465 0.3 13 57 1,300 120 1,742 8.6

r-ray 524 520 0.6 48 63 1,200 210 1,689 8.4

EB 515 527 0.5 56 61 1,200 188 1,702 8.5

표 10-6.방사선 종류에 따른 축산폐수 내부의 성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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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0.방사선 종류에 따른 축산폐수 내부의 성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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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ay EB

NO3
-
-N 3.69 4.31

NO2
-
-N 2.00 1.67

BOD 1.75 1.57

NH4
+
-N 1.12 1.13

T-P 1.11 1.07

T-N 1.04 1.02

SS 0.97 0.98

COD 0.92 0.92

표 10-7.방사선월별 조사시료/원시료 비율 변화

공주축산폐수처리장의 기소화를 마친 시료를 이용하여 감마선과 자선을 20kGy조사하

을 때 폐수 내부의 주요성분의 변화는 표 10-6,그림 10-10에 나타낸 바와 같고,감마선과

자선을 조사하 을 종류에 계없이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 으며,원시료에 비해 성분의 비

율차이가 가장 많은 순서로 나열하면 표 10-7에 나타낸 바와 같이 NO3-N >NO2-N >BOD

> NH4-N > T-P> T-N > SS> COD 순이며 질산성질소와 아질산성 질소의 성분변화는

감마선을 조사하 을 때 원수에 비해 3.7배와 2배 정도 차이가 났으며 자선을 조사 하 을

때는 각각 약 4.3배와 1.7배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방사선 조사에

향으로 내부물질의 성분변화나 공기 의 질소유입에 기인한 것으로 단되었다.

다.결론

공주축산폐수처리장에서 기소화를 마친 폐수를 사용하여 생분해도 실험에 사용하여 감마선

과 자선을 20kGy를 조사하고 생분해도의 효율성을 평가를 해 BOD/COD의 비율을 살펴

보았을 때 원수 비 생분해율이 약 1.9배와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OD/T-N의 비

율이 감마선을 조사하 을 때는 24%에서 40%까지 상승하 고 자선을 조사하 을 때는 37%

까지 상승하여 원수 비 각각 약 1.9배와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방사선 효과에 의해 생

분해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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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 .방사선 처리에 의한 축산폐수의 간헐폭기 생물반응 효율

향상

1.개요

생물학 방식을 이용한 폐수의 처리 공법은 기성처리와 호기성처리로 크게 구별되며,

기성 처리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을 배양하여 폐수 내부에 존재하는 유기물을 처리하

는 방법으로써 주로 유기물의 농도가 높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시간당 분해효율은 낮으나,

고농도의 유기물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용량을 처리하기 해 용량의 탱크

등을 이용해서 폐수 처리에 이용하고 있다.한편 호기성처리법은 호기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방

법으로써 산소호흡을 하는 미생물의 빠른 사를 이용한 처리방법이다.유기물의 시간당 처리

효율은 기성 미생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나,폐수 유기물의 농도가 높을 경우 처리가

어려운 단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truvite합성법에 의해 일정범 까지 NH4농도를 떨어뜨린 축산폐수를 내부

에 잔존하는 나머지 NH4와 PO4등을 추가 으로 제거하고 T-N과 COD 등도 함께 처리하기

해서 생물학 반응의 호기조건과 기조건을 겸비한 간헐폭기조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처리

하 다.유기질소는 단백질과 아민노산 등으로 구성된 생체조직에서 기인된 물질로 알려져 있

고,이를 제거하기 해서는 질소의 순환 메커니즘을 이용한 방법을 써서 최종 으로 기 에

질소가스를 날려 보냄으로써 질소를 제거한다.단백질과 아미노산은 NH4형태로 폐수에 유입

되는데 이 암모니아성 질소는 생물독성이 강하므로 일반 호기미생물들은 이용하여서는 처리가

힘들다.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우선 struvite결정화 공법에 의해 NH4를 80%이상

제거하고,NH4의 농도가 낮아진 폐수를 호기조건의 생물반응기에 의해 NO2에서 NO3로 변화

시킨다.변화된 질소는 다시 간헐폭기조의 무산소상태를 유도하여 탈질균은 부족한 산소를 폐

수내부에서 공 받아 최종 으로 NO3-N을 N2가스상으로 날려보내게 된다.인의 침 을 유도

하기 해서는 폐수 에 O2를 가진 화학물질도 존재하지 말아야한다.간헐폭기조를 이용해

질소와 인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는 곤란하지만,질산성 질소가 충분히 탈질된다면 인의 처리도

일정부분 효과 일 것으로 단되어 인의 처리효율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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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간헐폭기조.

2.실험재료 방법

가.실험재료

Struvite결정화로 NH4가 80%이상 제거된 폐수의 처리를 하여 그림 11-1에 나타낸 폭기

조를 이용하여 폐수를 처리하고,질산성-질소의 처리효율을 높이기 해서 미생물 에 지원인

아세트산(6000mg/l)을 이용하여 유기물을 공 하 다.

나.실험방법

Struvite결정화 방법으로 제거된 폐수를 간헐폭기조에 의해 호기 : 기 비율을 2:2h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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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하고 스트러바이트 결정화 에 미리 방사선(감마선 20kGy)을 조사한 시료와 조사하지

않은 시료를 struvite결정화하고 난 뒤 각각의 상등수를 HCl을 이용하여 pH를 7정도로 화

하 다.생물학 분해효율을 비교평가하기 해 우선 HRT를 24시간,SRT는 F/M비를 고려하

여 F/M:SRT가 1:1비율인 20일을 기 으로 정하 다.2시간의 호기 조건(DO7mg/l이상)에

서 암모니아성 질소의 질산화를 유도하고,2시간 후 탈질을 유도하기 해 폭기는 멈추고 탈질

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부족한 BOD의 보충제로써 아세트산(6000mg/l)을 이용, 기 15분

간 분당 1.2ml/min를 첨가하 다.폐수의 처리를 연속식으로 하기 해서 폐수는 출구로의 직

유출되지 않도록 간에 막을 설치하고 하부로만 흐를 수 있도록 설계하 다.생물학 인

공정에 의해 처리된 폐수는 0.22um 크기의 PVTF필터를 사용하여 여과하고,여액은 분석을

마칠 때까지 4℃에서 냉장 보 하 다.분석항목은 pH,탁도,MLSS,NH4,NO3,T-N,PO4,

T-P,COD 등의 항목을 조사하 으며,pH와 MLSS를 제외하고는 HACH 5000 학분석기를

이용하고 HACH 용Ki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pH는 Orion5Star계측기를 이용하 다.

3.결과 고찰

가.방사선처리에 의한 생분해도 향상

생물반응기의 분해효율을 향상시키기 해 미리 방사선을 조사하고,생분해율을 높임으로써

생물반응기의 처리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되어 방사선의 종류에 따른 생분해효

율과 무처리 시료의 BOD5의 값을 평가함으로써 생물반응기의 분해가 비교 수월한 시료를

간 인 방법으로 평가해보았다.실험결과 그림 11-2에서 보는 것과 같이 900mg/l의 CODCr

값을 가지는 기소화를 마친 폐수의 BOD 값은 아무처리도 하지 않은 무처리 시료가

120mg/l,감마선을 20kGy를 조사한 시료에서 210mg/l의 값을 보 고,선형 자가속기를 이용

해 20kGy의 방사선을 조사한 시료에서는 약 180mg/l의 값을 나타내 감마선 조사시료는 무처

리시료에 비해 약 75% 정도 BOD 값이 높았고, 자가속기를 이용해 방사선을 조사할 경우

약 50% 더 높은 값의 BOD를 얻을 수 있었다.이와 같은 결과로 감마선을 시료에 미리조사하

고 struvite결정화를 마치고 얻은 처리수를 이용하여 생물반응조에 이용하면 더 나은 분해효

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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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방사선 종류에 따른 BOD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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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감마선을 조사하지 않은 폐수의 struvite결정화 후 상등수

감마선이 조사되지 않은 struvite결정화를 통해 NH4가 약 80% 이상이 제거된 상등수를 사

용하여 생물학 분해효율을 평가한 결과,그림 3-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처리수의 NH4의 농도

는 약 12mg/l로써 원수 비 약 85% 정도의 제거효율을 보여주었다.T-N은 약 30mg/l로 최

60% 정도의 제거효율을 넘어서지 못하 다.PO4의 제거량은 최 5% 미만의 값을 나타냄

으로써 감마선을 조사한 시료와 마찬가지로 그다지 높은 제거효율은 보여주지 못하 다.COD

는 원수 비 약 800mg/l이상에서 변화의 폭이 다소 있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림 11-3.감마선을 조사하지 않은 struvite처리수를 이용한 간헐폭기조의

분해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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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감마선을 조사한 폐수의 struvite상등수

20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시료를 사용하여 struvite결정화를 통하여 80% 정도의 NH4가

제거된 시료의 상등수를 가지고 생물학 분해효율을 평가한 결과,그림 1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NH4는 원수 비 최 90% 이상이 제거된 약 8mg/l이하의 값을 얻을 수 있었다.T-N

은 약 70%이상이 제거된 23mg/l이하의 값을 나타내었고,PO4의 제거량은 최 10% 미만의

값을 나타냄으로써 그다지 높은 제거효율은 보여주지 못하 다.COD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 높은 제거효율을 보 으며,12일 이후부터는 원수 900mg/l에 비해 약 20% 이상이 제거

된 약 720mg/l의 값을 나타내었다.이와 같이 은양이지만 NH4와 T-N,COD등이 감마선이

조사된 시료를 이용하 을 때 생물분해 효율이 높은 이유는 감마선 조사에 따른 생분해도가

높아진 것으로 단되었다.

그림 11-4.감마선을 조사한 struvite처리수를 이용한 간헐폭기조의 분해효율.

4.결론

생물반응기의 분해효율을 향상시키기 해 미리 방사선을 조사하고,생분해율을 높임으로써

생물반응기의 처리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되어 방사선 종류에 따라 방사선을

조산한 결과 900mg/l의 CODCr 값을 가지는 원시료가 감마선을 20 kGy를 조사한 결과

210mg/l의 값을 보여 무처리 시료에 비해 약 75% 높은 값을 보 다.이와 같은 결과로 감마선

을 시료에 미리 조사하고 struvite결정화를 마치고 얻은 처리수를 이용하여 생물반응조에 이

용하면 더 나은 분해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되어,무처리 상등수와 감마선을 조사한

상등수를 이용하여 생물학 분해효율을 평가한 결과,NH4의 농도는 방사선을 처리한 시료에

서 약 8mg/l의 값으로 약 12mg/l의 값을 보인 무처리 시료에 비해 50% 높은 수치를 나타내

었다.T-N은 약 23mg/l의 값과 30mg/l의 값을 각각 나타냄으로써 방사선 처리 시료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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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더 많은 제거효율을 보 다.PO4는 양쪽 모두에서 최 제거율 5% 미만을 넘지 못하

고,CODcr는 감마선을 조사한 시료가 약 720mg/l값을 보 고,무처리 시료가 800mg/l이하

에서 들쭉날쭉한 값을 보여주었다.이와 같이 은 양이지만 NH4와 T-N,COD등이 감마선이

조사된 시료를 이용하 을 때 측정 항목이 체 으로 감마선 조사에서 높은 값을 보인 이유

는 생분해도에 따른 생물분해율이 높아진 것으로 단된다.하지만 제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

은 인은 방류수의 기 을 만족할만한 수 이하의 처리를 해서 화학응집 등과 같은 방법을

추가로 이용해 처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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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 . 자선을 조사한 축산폐수의 생물반응 처리효율 향상

1. 자선 미처리 축산폐수의 생물반응에 의한 처리효율

가.실험재료 방법

방사선을 조사하 을 때 생분해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축산폐수를 이용하여 축산폐수

의 유기물을 좀 더 효과 인 방법으로 분해하기 해 그림 12-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질산화

조와 탈질조 순으로 배치하여 질산화 탈질반응의 최 조건을 연구하 다.질산화유도조에

투입된 시료 암모니아성질소는 질산성질소로 변화되어 후단의 처리조인 호기와 기가 번갈

아 가는 나타나는 환경으로 구성하여 질산화와 탈질을 동시에 이루고자 유도하 으며,이후

내부에 잔류하는 질산성질소는 무산소조를 후단에 더하여 탈질 효과를 더욱 더 높일 수 있도

록 설계하 다.

축산폐수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분해효율 평가를 해 공주시 축산폐수처리장에서 기소

화를 마친 시료를 채취하여 사용하 고,우선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시료를 이용하여 반응기

의 최 효율이 나타날 때까지 충분할 운 하고,이후 같은 시료를 사용하여 자선형가속기를

이용하여 20kGy의 자선을 축산폐수에 미리 조사하고 생물학 반응기를 이용하여 그 처리효

율을 평가하 다.공주시에서 채취한 축산폐수처리효율을 비교평가하기 한 생물학 반응기의

조건을 살펴보면 HRT는 90시간이며 SRT는 F/M비를 고려하여 20일을 기 으로 산정하 다.

기조에서 탈질의 유도와 탈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무산소 조건의 유도하기 해 조

내부를 폐시키고 폭 5cm의 로펠러로 이용하여 평균 60∼120RPM의 범 에서 교반시켰

다.질산화조인 호기조의 DO농도는 평균 5mg/l이상이 되도록 폭기시설을 설치하고 DO농도

의 균질화와 질산화균주의 처리효율의 향상을 해 기조건에 설치된 교반기와 동일한 구조

의 교반기를 통해 연속 운 하 다.이후 질산화와 탈질을 동시에 시키기 해 설치한 간헐폭

기조는 호기:기 조건의 시간비율을 1:1hr로 고정하고 연속운 시켰다.모든 생물학반응기의

공정은 실내온도 25℃ 조건에서 실시하 다.

최종 생물학 인 공정을 통해 처리된 처리수는 그 평가를 해 생물학반응기가 안정된 값

을 보인 30일 이후의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효율을 비교 평가하 으며 이온분석이 필요한 모든

시료는 0.22um 크기의 PVDF필터를 사용하여 여과하고,그 여액을 분석할 때까지 4℃에서 냉

장 보 하여 되도록 빠른 시간이내에 분석하 다.분석항목은 pH,탁도,MLSS,NH4,NO3,

T-N,PO4,T-P,COD등의 항목을 조사하 으며,pH와 MLSS를 제외하고는 HACH DR5000

학분석기를 이용하여 HACH 용Kit와 음이온 분석기 ICS-2000(Dionex Co.,Sunnyvale,

USA)통해 anion exchange column(IonPac CS18 Anion-Exchange Column,Dionex Co.,

Sonnyvale,USA)이용하여 분석하 다.pH는 Orion5Star계측기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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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생물반응기 처리 공정도.

나.실험결과

공주축산폐수처리장의 기소화를 마친 시료를 사용하여 자선 20kGy를 미리 시료에 조

사하고 생물학 반응조에서 처리할 때 내부 질소의 분해효율을 평가하기 해 먼 자선을

조사하지 않은 시료를 사용하여 생물학반응기에서 처리하 을 때의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입수의 성상은 NH3-N 511mg/l,NO2-N 0.3mg/l,NO3-N 12mg/l,T-P49mg/l,T-N

540mg/l,COD995mg/l,SS1570mg/l,pH8.6의 값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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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H3-N의 처리효율

생물학반응기를 통해 처리하 을 때 NH3-N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림 12-2에 보는 바

와 같이 최종처리효율은 처음 10일간 상승하다가 다시 감소한 후 차 둔화되어 85%의 처리

효율에서 맴도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문제는 호기조에서 질산화를 유도시킬 때 부족해

진 알칼리도 때문에 내부의 pH가 성에 있지 못하고 산성으로 치우쳤기 때문으로 단되어

33일째부터 무산소조(탈질)로부터 호기조로의 내부반송을 0.3～0.5Q(Q;유입수량)로 실시하

다.이후 다시 처리효율은 85%이상의 처리효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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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생물반응조를 이용하여 축산폐수(무처리)를 처리하 을때 각 공정의

단계별 처리수 의 NH3-N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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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P처리효율

T-P의 경우는 그림 1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 경과에 따른 특별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33일째부터 시작된 내부반송도 특별한 향을 주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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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생물반응조를 이용하여 축산폐수(무처리)를 처리하 을때 각 공정의

단계별 처리수 의 T-P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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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NO3의 처리효율

NO3의 경우 그림 12-4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 유입수에서 그 농도가 12mg/l로 매우 낮

았지만 호기조와 간헐폭기조를 거치면서 질산화균주에 의한 질산화가 진행됨에 따라 400mg/l

수 까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내부반송이 진행되면서 질산화 효율도 향상되었으며 최

종처리조인 탈질조의 유출수 의 농도는 30mg/l이하의 값으로 방류되는 것으로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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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4.생물반응조를 이용하여 축산폐수(무처리)를 처리하 을때 각 공정의

단계별 처리수 의 NO3-N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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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N의 처리효율

T-N의 경우 그림 12-5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에는 최종처리조(무산소조)에서 70～80%

이하의 처리효율을 보이다가 33일째부터 간헐폭기조의 T-N값이 하락하기 시작하 으며 이후

탈질조에서의 농도도 차츰 낮아지기 시작하 다.내부반송을 기 으로 처리효율이 조 씩 상승

하 고 기농도에 비하여 90% 가까운 처리효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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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5.생물반응조를 이용하여 축산폐수(무처리)를 처리하 을때 각 공정의

단계별 처리수 의 T-N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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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OD의 처리효율

COD의 경우는 그림 12-6에 표시한 바와 같이 생물반응조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나 마지막

데이터를 찰한 시 까지 T-P처럼 특별한 경향성을 띄지 못하 다.호기조보다는 간헐폭기조

에서의 값이 소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 지만 다시 탈질조에 이르면 COD 값이 상승하

다.이와 같은 이유는 무산소조인 탈질조에서 총질소의 처리효율을 나타내는 T-N의 처리 효

율성만을 극 화시키기 해 투입한 외부 탄소원(메탄올)의 향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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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6.생물반응조를 이용하여 축산폐수(무처리)를 처리하 을때 각 공정의

단계별 처리수 의 COD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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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H  변화

내부 수소농도를 알 수 있는 pH의 값은 그림 12-7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 호기조와 간헐

폭기조에서 8.5～8.6범 의 값을 보이다가 질산화가 진행됨에 따라 호기조에서는 그 값이 6.2

까지 떨어지고 간헐폭기조에서는 5.3까지 떨어져 질산화가 진행되면서 내부 수소농도가 증가

하여 pH가 하락하 다.이와 같은 향으로 질산화의 효율이 최 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단

되었다.33일째되는 날을 기 으로 호기조와 간헐폭기조 사이에 내부반송이 실시하면서 pH는

다시 성범 의 수 에서 질산화가 정상 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최종처리조인

무산조에서는 질산화가 진행됨에 따라 내부에서 생성된 질산성질소의 향으로 pH가 8.5범

에서 탈질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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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7.생물반응조를 이용하여 축산폐수(무처리)를 처리하 을때 각 공정의

단계별 처리수 의 pH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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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최종 NH3-N와 T-N의 처리효율

자선 미처리시료를 사용하여 생물반응기에서 처리하 을 때 질소의 최 성분인 암모니

아성 질소와 탈질을 마치고 내부질소의 제거율을 평가하기 해 그 지표로 사용되는 T-N의

최종 처리 효율을 그림 12-8에 나타내었다.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암모나성질소는 기농도

에 비해 약 85%의 제거율을 보 고,총질소의 경우는 기에 비해 80% 미만의 처리효율을

보이다가 무산조(탈질)와 호기조사이에 내부반송이 시작되면서 처리효율 차츰 상승하여 최종

으로 약 85%에 처리효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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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8.생물반응조를 이용한 축산폐수(무처리)의 최종처리 후 처리수 의

NH4-N농도와 T-N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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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선 10kGy가 조사된 축산폐수의 생물반응에 의한 처리효율

가.NH3-N의 처리효율

공주축산폐수처리장의 기소화를 마친 시료를 사용하여 자선 10kGy를 미리 시료에 조

사하고 생물학 반응조에서 처리했을 때 NH3-N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최종처리효율은 그림

12-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처음 10일간은 상승하기 시작하여 90%이상의 최종처리효율을 보이

다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30일째 85%이하까지 하락하 다.이후 호기조에서 질산화를 유

도시킬 때 부족해진 알칼리도 때문인 것으로 단하 으며 pH가 성에 이르지 못하 기 때문

에 최 의 질산화 처리효율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단하여 무처리시료와 시작 으로 일치하

는 33일째부터 무산소조부터 호기조로의 내부반송을 실시하 다.이때의 내부반송률은 0.3～

0.5Q로 실시하 으며,이후 다시 처리효율은 격히 상승하여 최종 97%에 이르는 처리효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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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9.생물반응조를 이용하여 축산폐수( 자선 조사)를 처리하 을때

각 공정의 단계별 처리수 의 NH3-N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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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T-P의 처리효율

T-P의 경우는 그림 1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처리 시료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33일째부터 시작된 내부반송으로 인한 향도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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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0.생물반응조를 이용하여 축산폐수( 자선 조사)를 처리하 을때

각 공정의 단계별 처리수 의 T-P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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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NO3의 처리효율

NO3의 경우는 그림 1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유입수에서의 그 농도가 12mg/l에 이를

정도로 낮았지만 호기조와 간헐폭기조를 거치면서 질산화가 진행되었고 간헐폭기조에서의 농

도가 400～500mg/l범 에 이를 정도로 그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 앞에

서 언 한 무처리시료와 마찬가지로 호기조와 간헐폭기조에서의 질산화가 진행됨에 따라 pH도

함께 낮아져서 내부반송이 필요하게 되었고 내부반송이 진행됨에 따라서 질소의 최종처리공정

인 탈질조에서는 기농도와 비슷한 수 의 값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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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1.생물반응조를 이용하여 축산폐수( 자선 조사)를 처리하 을때

각 공정의 단계별 처리수 의 NO3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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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T-N의 처리효율

T-N의 경우도 그림 1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의 호기조와 간헐폭기조에서의 총질소

의 농도는 500mg/l의 값을 과하는 경향을 보 으며 내부반송이 시작되면서 호기조와 간헐

폭기조의 내부 총질소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후 최종처리조(탈질조)에서 처리

효율은 기에는 65～80% 범 의 처리효율을 보이다가 내부반송을 기 으로 처리효율이

격히 상승하기 시작하 으며 기농도에 비해 그 처리효율이 약 90～93% 범 의 처리효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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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2.생물반응조를 이용하여 축산폐수( 자선 조사)를 처리하 을때

각 공정의 단계별 처리수 의T-N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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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COD의 처리효율

COD의 경우는 그림 12-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농도보다는 약간 낮은 값을 보 지만

생물반응조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나 마지막 데이터를 찰한 시 까지 T-P처럼 특별한 경향

성을 띄지 못하 으며 이와 같은 이유는 무산소조에서 탈질을 보다 효율 일 수 있도록 투입

한 외부 탄소원(메탄올)의 향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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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3.생물반응조를 이용하여 축산폐수( 자선 조사)를 처리하 을때 각

공정의 단계별 처리수 의 COD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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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pH의 변화

자선을 축산폐수에 미리 조사하여 생물반응조를 통해 처리하 을 때 각 처리 공정별 pH

값은 그림 12-14에 나타낸 바와 같다.반응을 시작된한 기의 호기조와 간헐폭기조에서 8.2～

8.6범 의 값을 보이다가 질산화가 진행됨에 따라 호기조에서는 그 값이 5.8까지 떨어지고

간헐폭기조에서는 5.2까지 하락하여 질산화가 진행되면서 내부 수소이온농도의 증가의 향으

로 pH 값이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질산화의 처리효율이 최 화할 수 있는 범 의 조건

을 벗어나 있었다.이후 탈질조(무산소조)와 호기조 사이에서 내부반송이 실시되었고 pH는 다

시 성범 까지 이르게 되었다.내부반송이 실시되면서 질산화는 정상 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최종처리조인 탈질조에서는 앞의 공정에서 질산화가 진행됨에 따라 내부에서

만들어진 질산성질소의 탈질이 진행되면서 pH는 8.5까지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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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4.생물반응조를 이용하여 축산폐수( 자선 조사)를 처리하 을때 각

공정의 단계별 처리수 의 pH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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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5.생물반응조를 이용한 축산폐수( 자선 조사)의 최종처리 후 처리수

의 NH4-N농도와 T-N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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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최종 NH3-N와 T-N의 처리효율

자선이 조사된 축산폐수를 생물반응기에서 처리할 때 암모니아성 질소와 총질소의 최종

처리 효율은 그림 12-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암모나성질소는 기농도에 비해 약 97～98%의

제거 효율을 보 고,총질소의 경우는 기 농도에 비해 최종 약 90% 정도의 부근에서 처리

효율을 보이다가 호기조와 간헐폭기조 사이의 내부반송을 기 으로 처리효율이 다시 92% 이

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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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6. 자선 조사 유무에 따른 생물반응조에서의 T-N의 처리효율.

아.결론

자선이 조사된 축산폐수를 생물반응기에서 처리할 때와 미처리 시료를 처리할 때 총질소

의 최종 처리효율은 그림 12-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미처리 시료의 경우는 내부반송을 실시하

기 에는 70～80% 범 에서 처리효율을 보이다가 내부반송을 시킴으로써 최종 87%까 처리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이에 반해 자선이 조사된 시료는 기농도에 비해 약 65～90%

의 제거 효율을 보이다가,내부반송을 기 으로 90% 이상의 처리효율을 보 다 최종 처리효율

은 약 94% 이르는 제거효율을 보여주었다.T-P와 COD의 처리효율은 유입수와 유출수 의

농도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질소의 제거효율 최 화하기 해 두가지 항목의 성

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축산폐수에 자선으로 미리 처리하여 생물반응기에 처리되

었을 때 생물반응기에 의한 생물학 처리효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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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 .방사선융합 축산폐수 고도처리공정 확립 스 일-업

실증 연구

1.개요

축산폐수는 유기물의 함량이 높고,질소와 인 등이 고농도로 함유되어있는 유기성폐수로써

발생량에 비해 오염부하량이 커서 한 처리를 거치지 않으면 하천의 수질 악화와 호소의

부 양화 등을 래하고,악취와 병원성미생물 등이 발생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재

우리나라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수는 농가 1,000호당 약 640만 마리에 달하며,매년 약 3% 정

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이에 따라 축산폐수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다.

생물학 방식을 이용한 폐수의 처리 공법은 기성처리와 호기성처리로 크게 구별되며,

기성 처리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을 배양하여 폐수 내부에 존재하는 유기물을 처리하

는 방법으로써 주로 유기물의 농도가 높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분해효율은 낮으나,극한의

조건에서도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일어난다.축산폐수와 같이 유기물의 함량이 높고 암모니성

질소 등이 높아 생물학처리에 방해가 될 때에도 기성처리는 가능한 처리 방법 한가지이

다.그러나 시간에 해 유기물 처리가 더딘 편이기 때문에 처리를 빠르게 하기 해서는 가능

한 비교 분해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고온성 미생물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온도조건

을 상온보다 높게 유지하고,한꺼번에 많은 용량을 처리하기 해서는 탱크의 용량도 용량으

로 설계하여 폐수처리에 이용하고 있다.한편 호기성처리법은 호기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방법

으로써 산소호흡을 하는 미생물의 빠른 사를 이용한 처리방법이다.유기물의 시간당 처리효

율은 기성 미생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그러나 기성 처리에 비해 수 의 유기물 농도

가 높을 경우 그 처리가 까다로운 단 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기성질소의 처리를 한 단계로 나 어 설명하면 기 처리와 호기 처리를 궁

극 으로 탈질반응과 질산화반응의 주 메커니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합을 이용하

여 폐수 질소를 제거하는데 처음으로 폐수처리 공정에 도입한 것은 1960년 의 Wuhrmann

과 Bringmann에 의해서가 최 의 시도 으며,특히 Wuhrmann의 경우 생물학 반응메커니

즘을 이용하여 자연 으로 일어나는 질소의 순환단계에 따라 각 공정을 배치하고,궁극 으로

종속 양탈질이 자연스럽고 효율 일 수 있도록 공정을 설계하 다.그러나 Wuhmann처리공

정은 몇 가지 문제 을 안고 있는데 그 의 한 가지가 암모니아성-질소에 의해 질산화가 유

도됨에 따라 내부의 알칼리도 부족으로 pH 제어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이를 해결하기 해

Ludzack-Ettingerprocess와 Bardenphoprocess같은 방법들이 안으로 등장하여 Wuhmann

process의 단 을 보안하 다.

본 연구에서는 축산폐수의 생물학반응기 처리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고 연구단계에서

semi-pilot규모로 확장하여 장 용성을 평가하기 해 실시한 실험으로 생물반응조는

Bardenphoprocess를 응용하여 자선을 축산폐수에 미리 조사하고 생물반응기에 투입하여 처

리효율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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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험재료 방법

본 연구는 그림 13-1～13-4에 나타낸 바와 같이 Bardenphoprocess를 응용하여 축산폐수

의 유기물을 좀 더 효과 으로 분해하기 해 질산화 탈질의 순의 호기, 기 순이 아닌

기,호기,무산소조 순으로 설계하고 각각의 반응기 설계용량은 100리터로 하 다.첫 번째 반

응조인 기조를 맨 처음으로 배치한 까닭은 질산화가 일어날 때 방해가 되는 BOD성분을 미

리 제거하기 함으로 이후 질산화 유도를 한 조를 후단에 설치하여 질산화가 원활하게 일

어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유기성질소의 분해단계인 암모니아성질소는 단백질과 아민노산 등으로 구성된 생체조직에

서 기인된 물질로 이를 제거하기 해서는 질소의 순환 메커니즘을 이용한 방법을 써서 최종

으로 기 에 질소가스를 날려 보내는 방법으로 질소를 제거하고 있다.미리 유기물이 제거

되고 질산화유도조에 투입된 시료는 질산성질소로 변화되어 다시 앞단의 처리조인 기조로

내부반송이 (3∼4Q;유입량)이루어진다.질산성질소의 반송으로 기조에서 탈질을 유도시키고,

이후 질산화조 후단에 무산소조를 더하여 설치하고 남아있는 질산성질소의 탈질을 보다 효과

으로 할 수 있도록 하 다.

폐수 의 인은 기체화하기 어려운 원소로써 인을 제거하기 해서는 폐수 의 생물학반응

의 산물이며 미생물의 세포조직 자체인 슬러지형태로만 유일하게 배출이 용이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물학반응기를 통한 인의 제거효율은 비교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본 연구에서는 인의 제거를 해 생물학반응기 이후에 화학 반응을 통하여 인을

제거하고자 하 다.이 반응기는 주로 인을 제거하는데 목 이 있고,잔류하는 내부 음이온물

질과 COD SS도 제거하고자 함에 있다.

축산폐수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분해효율 평가를 해 공주시 축산폐수처리장에서 기소

화를 마친 시료를 채취하여 사용하 고,우선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시료를 이용하여 반응기

의 최 효율이 나타날 때까지 충분할 운 하고,이후 같은 시료를 사용하여 이동형 가속기에

탑재된 자선형가속기를 이용하여 10kGy의 자선을 축산폐수에 미리 조사하고 생물학 반

응기를 이용하여 그 처리효율을 평가하 다.공주시에서 채취한 축산폐수처리효율을 비교평가

하기 한 생물학 반응기의 조건을 살펴보면 HRT는 91시간이고 SRT는 F/M비를 고려하여

F/M:SRT가 1:1비율인 20일을 기 으로 정하 다. 기조에서 탈질의 유도와 탈질의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도록 무산소 조건의 유도하 으며,이를 해 조 내부를 폐시키고 폭 30cm의

길이를 가진 로펠러로 평균 45RPM 속도로 10분을 주기로 20 씩만 교반시켰다.질산화조

의 호기조건은 폐수 의 DO농도가 평균 7mg/l이상이 되도록 폭기시설을 설치하고 DO농도

의 균질화와 질산화균주의 처리효율의 향상을 해 기조건에 설치된 교반기와 동일한 구조

의 교반기를 통해 연속 운 하 다.이후 탈질효율을 배가시키기 해 설치된 무산소조는 NO3

발생량에 비해 부족해진 BOD를 MeOH(20,000mg/l)을 이용,내부 NO3발생량에 따라 분당

0.3∼1.2ml/min범 에서 첨가하 다.폐수의 처리를 연속식으로 하기 해서 폐수는 출구로

직 유출이 되지 않도록 간에 막을 설치하여 ․하부로만 흐를 수 있도록 설계하 다.모

든 생물학반응기의 공정은 실내온도 25℃ 조건에서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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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처리를 해 생물학반응조를 거쳐 처리된 처리수에 PACl를 직 투입하는 방식으로

응집․침 실험을 실시하 으며,회분식으로 회당 약 20리터의 용량을 처리하 다.용량 비

반응 약품의 몰비는 이 실험실규모의 실험에서 가장 우수한 응집효율을 보인 Al:PO4
3-
0.5:1

몰비 조건으로 시행하 다.실험에 사용될 시약들은 4℃에서 냉장보 을 시켜 시험이 이용될

때에만 꺼내서 사용하 다.화학응집 실험을 해 폐수를 미리 250RPM 속도로 교반하면서

응집제를 서서히 투입시켰다.응집제의 투입을 마치고 약 5분정도 더 반응을 시킨 후 30분정도

20RPM 속도로 속 교반을 시켜 응집․침 을 유도하 다.

최종 생물학 인 공정과 화학 응집을 통해 처리된 처리수는 그 평가를 해 생물학반응기

가 안정된 값을 보인 30일 이후의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효율을 비교 평가하 다.이온분석이

필요한 모든 시료는 0.22um 크기의 PVDF필터를 사용하여 여과하고,그 여액을 분석할 때까

지 4℃에서 냉장 보 하 으며 24시간 이내에 분석하 다.분석항목은 pH,탁도,MLSS,NH4
+
,

NO3
-
,T-N,PO4

3-
,T-P,COD 등의 항목을 조사하 으며,pH와 MLSS를 제외하고는 HACH

DR5000 학분석기를 이용하여 HACH 용Kit와 음이온 분석기 ICS-2000(Dionex Co.,

Sunnyvale,USA)통해 anion exchange column(IonPac CS18 Anion-Excahnge Column,

DionexCo.,Sonnyvale,USA)이용하여 분석하 다.pH는 Orion5Star계측기를 이용하 다.

그림 13-1.축산폐수처리를 한 처리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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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 체 반응시스템 구성.

그림 13-3.생물학 처리 공정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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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4.화학응집 반응기와 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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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고찰

가.시료의 성상

공주축산폐수처리장에서 기소화를 마친 시료를 사용하여 생물학반응기를 통해 축산폐수

를 처리하 을 때 총 136일 동안 실험하 으며 그 약 85일간은 자선이 조사되지 않은 시

료를 사용하여 분해 실험을 실시하고 이후 51일간은 이동형 자선형가속기를 이용하여 시료에

미리 자선을 10kGy조사한 시료를 가지고 생물학반응기를 통해 축산폐수를 처리하 을 때

그 처리효율을 비교하여 효율을 평가하 다.

시료의 성상은 표 13-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무처리시료를 이용해 운 했을 때의 시료성상

과 자선이 조사되어 운 했을 때의 시료로 구분하여 그 성상을 표시하 다.무처리시료를 채

취하 을 때의 시기는 6월에서 9월 사이의 시기로써 T-N은 400～640mg/l의 범 의 값을 보

고,NH4
+-N는 350～510mg/l사이의 값을 나타내었다.NO2

--N의 값은 5mg/l의 값을 보

으며 NO3
-
-N의 값은 9～13mg/l 다.T-P의 값은 54～110mg/l의 값을 보 고,CODCr값은

730～1,300mg/l사이의 값을 보여주었다.BOD는 120정도의 값을 보 으며,SS는 1500～

1700mg/l범 의 값을 보여주었다.pH값은 8.4～ 8.6범 의 값을 보 다.

한편 자선형가속기를 이용하여 방사선으로 미리 처리한 시료는 시료의 채취 시기가 9

월에서 10월 사이로써 이때 시료의 성상은 T-N이 520～600mg/l의 범 의 값을 보 고,

NH4
+
-N는 500～520mg/l사이의 값을 나타내었다.NO2

-
-N의 값은 0.5mg/l의 값을 보 으며

NO3
-
-N의 값은 8～13mg/l 다.T-P의 값은 57～63mg/l의 값을 보 고,CODCr값은 106

0～1,130mg/l사이의 값을 보여주었다.BOD는 120정도의 값을 보 으며,SS는 1400～1800

mg/l범 의 값을 보여주었다.pH값은 8.4～8.6범 로 무처리 시료와 동일한 값을 보 다.

항목
공주축산폐수처리장 ( 기소화)*

무처리 시료 자선 조사시료

T-N 400～ 640 520～ 600

NH4
+-N 350～ 510 500～ 520

NO2
--N 0.1～ 5 0.3～ 0.5

NO3
-
-N 9～ 13 8～ 13

T-P 54～ 110 57～ 63

CODCr 730～ 1,300 1060～ 1130

BOD 120 120

SS 1500～ 1700 1400～ 1800

pH 8.4～ 8.6 8.4～ 8.6

표 13-1.공주축산폐수 처리장의 채취한 시료의 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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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효율 생물반응공정 효율

1)NH3-N의 처리효율

NH3-N의 처리효율은 그림 13-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시료가 약 30일 동안 안정기를 거친

후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 을 때 시료가 처음으로 처리되는 기처리조에서는 시간이 증

가함에 따라 그 양이 증가하여 200mg/l의 값을 상회하 다.이후 자선을 이용하여

처리 마친 시료를 사용하 을 때에는 증가된 값이 다시 안정을 되찾고 200mg/l이하의 값을

보 다.두 번째 처리조인 질산화조에서도 기처리조와 비슷한 경향을 보 으며 자선 조사

시료가 투입된 이후 안정기를 거친 후에는 50mg/l미만의 값을 보 다.시료의 마지막 처리

단계인 탈질조에서도 앞단의 두 처리조와 비슷한 경향을 보 으며 질산화 처리조와 비슷한 값

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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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5.생물반응기의 각 공정별 NH3-N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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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O2-N의 처리효율

NO2-N의 처리효율은 그림 13-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반응기가 안정하지 않은 때에는 200

mg/l에 이르는 값을 보이다가 반응기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데이터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차 안정된 값을 찾기 시작하 다. 기처리조에서는 한차례 50mg/l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이

후 다시 안정을 되찾고 1mg/l이하의 값을 나타내었다.한편 자선을 조사시료를 사용했을

때의 값은 1mg/l의 안정된 값을 계속 보여주었다.질산화조에서도 기처리조와 비슷한 경향

을 보 고 자선 조사시료가 투입된 이후에도 1mg/l미만의 값을 보 다.탈질조는 앞단의

두 처리조와 비슷한 경향을 보 으나 기처리조와 질산화처리조에 비해서는 조 더 낮거나

비슷한 값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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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생물반응기의 각 공정별 NO2-N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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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NO3-N의 처리효율

NO3-N의 처리효율은 그림 13-7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반 으로 반응기가 안정하지 않을

때에도 크게 높은 값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는 질산화가 잘 일어나지 않은 상으로 기처

리조와 질산화처리조에서의 값이 낮은 상은 결코 좋은 상이라 할 수 없다. 기처리조의

경우 질산화처리조에서 질산화가 진행되면서 내부반송(3～4Q)에 의해 기처리조로 이송되었

다.이때의 기처리조 내부 NO3-N의 농도는 50～100mg/l의 범 의 값을 유지하 다.한편

질산화처리조의 NO3-N농도는 기조에 비해 조 더 높은 값을 비슷한 경향으로 보여주었으

며 이는 내부반송으로 인해 NO3-N의 농도도 서로 비슷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기처리조에

서는 무처리 시료를 사용하 을 때에 약 30～50의 범 의 농도를 보이다가 자선조사 시료가

유입되었을 때에는 최종 13mg/l의 값을 넘어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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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7.생물반응기의 각 공정별 NO3-N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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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N의 처리효율

T-N의 처리효율은 그림 13-8과 13-9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생물반응기가 무처리시료를 사

용하는 기간동안 안정을 찾은 후부터 생물반응기의 각 단계별 값만 다를 뿐 계속 비슷한 값을

보여주었다. 기처리조의 농도는 200～250mg/l정도 범 의 값을 유지하 고 질산화처리조

는 200～300mg/l정도의 값을 유지하 고,이후 탈질조의 농도는 100mg/l부근의 값을 유지

하 다.한편 자선이 조사된 시료가 유입되면서 기조와 질산화처리조의 T-N의 농도가 갑

자기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이는 원수의 농도가 50～100mg/l정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단되었다.30일 이후 안정된 값을 되찾으며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 다.탈질조의 경우 기처

리조와 질산화조에 비해 내부의 T-N농도 증가폭이 조 더 낮은 값을 보여주었으며 처리 시

간이 진행됨에 따라 최종 40mg/l부근까지 값이 떨어졌다.처리효율은 무처리 시료를 사용하

여 생물반응기를 이용하여 처리하 을 때 약 75% 범 에서 T-N의 제거가 이루어졌으며

자선이 조사된 시료를 사용하 을 때에는 30일간의 안정기를 거친 후 최종 87% 이상 제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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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8.생물반응기의 각 공정별 T-N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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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9.생물반응기를 이용한 축산폐수의 최종처리 후 내부에 남아

있는 T-N의 잔류농도와 제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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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P의 처리효율

T-P의 경우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처리 시료를 사용하여 처리할 경우 내부에서

제거되는 양보다 되는 양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후 자선을 조사하여 처

리할 경우 내부에 되는 MLSS양이 평소보다 더 증가하여 인 으로 외부에 배출시켜야

했으며 하루 평균 약 300∼500ml의 슬러지를 추가로 제거해야만 했다.인하여 내부에 잔존하

는 T-P의 양도 슬러지를 통하여 배출됨으로써 미처리 시료에 비해 T-P가 약간 어든 것으

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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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0.생물반응기를 이용한 축산폐수의 최종처리 후 내부에

남아 있는 T-P의 잔류농도와 제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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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OD의 처리효율

COD의 경우는 그림 1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물반응조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나 마지막

데이터를 찰한 시 까지 특별한 경향성을 띄지는 못하 다.무처리 시료를 사용했을 때보다

자선이 조사된 시료를 사용했을 때에는 값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이

유는 무산소조인 탈질조에서 총질소의 처리효율을 나타내는 T-N의 처리 효율성만을 극 화시

키기 해 투입한 외부 탄소원(메탄올)의 향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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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1.생물반응기를 이용한 축산폐수의 최종처리 후 내부에 남아

있는 COD의 잔류농도와 제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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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MLSS의 변화

그림 13-12는 생물반응기를 이용하여 축산폐수가 처리될 때 내부의 미생물의 변화상을 간

음할 수 있는 MLSS농도를 나타낸 그래 이다.처리 효율이 높아짐에 따라 MLSS의 농도도

따라 증가하지만 조내의 처리효율이 최상이 될 수 있도록 C:N:P의 한 균형을 해 5,000

미만에서 운 하 다. 기조의 경우 기 T-N값이 높기 때문에 4,000정도의 값을 기 으로

하 으며 4500을 넘길 경우 인 으로 배출을 유도하여 그 값을 조 하 다.무처리 시료를

사용했을 때는 SRT 기 에 의해 MLSS가 조정되었다.그러나 자선 조사시료를 사용하 때

안정기를 지나면서 MLSS의 값은 쉽게 높아져서 평소의 1.1～1.2배 양이 추가 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여 MLSS를 인 으로 외부 배출을 유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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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2.생물반응기의 경과시간에 MLSS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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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pH의 변화

그림 13-13은 생물반응기를 운 하 을 때 내부 pH변화를 나타낸 값으로 질산화조의 안정

된 값은 성 부근인 pH7을 심으로 질산화가 원활히 일어나기 때문에 질산화조의 pH값은

요한 지표로 여긴다.무처리 시료를 사용하여 처리하 을 때의 질산화조에서는 pH 범 가 8

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처리효율이 최 화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인 으로 산

으로 화를 시켜보았지만 pH 값은 성의 값을 보 지만 처리효율만 더 악화되고 인 인

개입을 삼갔다.이후 자선 조사시료를 투입하 을 때는 질산화조의 pH 값이 안정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하락하 고 질소화를 해 조의 상태가 더 나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탈질조에서의 pH 상승은 탈질의 향으로 내부의 OH
-
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탈질조

의 유입수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탈질조의 pH는 더욱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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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3.생물반응기의 경과시간에 pH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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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분자 화학응집 효율

생물반응기를 이용하여 축산폐수를 처리를 마치고 내부에 잔류하는 물질을 완 히 제거하

기 해 PACl를 이용하여 화학응집하 을 때 그림 13-14에서 보는 바와 같은 침 물을 살펴

볼 수 있다.화학응집은 5분정도 교반하고 30분정도 응집․침 시킨후 하부의 슬러지를 제거

하고 상등수만을 배출하는 방식으로 실시하 다.화학응집의 최 화를 해 년도에 실시한

화학응집실험의 데이터에 기 을 두고 처리용량이 증가된 규모에서 실험을 실시하 다. 년도

의 화학응집실험에서 PACl의 최 효율을 나타내는 값은 PO4기 으로 Al:PO4=0.5:1의 비

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에 본 실험에서도 이를 기 으로 실험을 실시하 다.

그림 13-14.PACl을 사용하여 화학응집한 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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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응집제의 투입량 결정

그림 13-15는 화학응집제의 첨가량에 따른 pH변화율을 나타내는 값으로 필요 이상의 응집

제 투입을 방지하기 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 재실험과 년도의 실험에서 시료로 사용된

공주축산폐수처리장의 기소화를 마친 시료의 PO4농도를 기 으로 Al:PO4=0.5:1비율에 따

라 응집제를 첨가하게 되면 pH 값이 5부근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의 실험에서도 pH 5근

방을 기 으로 응집제투여량이 리터당 2ml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이후 이보다 더 많은 양

이 들어갈 경우 응집제의 투입량에 비해 pH 값이 하락하는 수 이 기하 수 으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13-2와 그림 13-16,13-17은 화학응집시 pH 값이 5보다 낮을 때의 응

집효율을 나타낸 값으로 경제성을 평가하는데 요한 자료이다.pH 값이 4.2까지 하락하여도

pH 5일 때 보다 처리효율이 나아진 항목이 한가지도 없으며 오히려 제거효율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한 시료를 pH 4.2정도까지 낮추기 해서는 pH 5수 의 15배에 달하는 양을

투입해야하기 때문에 결코 경제 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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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5.화학응집제 첨가량에 따른 pH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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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PACl

소 비 량

(ml)

NH3-N NO2-N NO3-N T-N PO4-P T-P COD

4.2 30 3.6 0.01 50 57 2 6.8 180

4.7 3 9 0.1 21 41 5 0 96

4.9 2.1 7.8 0.7 24 26 4 4 297

5 2 7 0.1 12 22 1.4 0.1 81

표 13-2.화학응집시 pH변화에 따라 축산폐수에 잔류하는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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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6.화학응집시 pH변화에 따라 축산폐수에 잔류하는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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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7.화학응집시 pH변화에 따라 축산폐수에 잔류하는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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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화학응집에 의한 T-N의 처리효율

그림 13-18은 각각의 기간 동안 생물반응기를 거쳐 최종 처리된 처리수를 수집하여 평균

일주일에 2회씩 주기 으로 화학응집실험 반복한 T-N 값의 실험 결과이다.실험결과 자선

이 비조사된 시료를 사용한 기간동안의 처리효율은 20～40mg/l의 농도값을 보 고 이때의 최

고 처리효율 약 80%의 값을 넘지 못하 다. 자선이 조사된 시료를 사용하여 안정된 처리가

이루어진 30일 이후의 값을 가지고 화학응집실험을 실시하 을때의 상등수 의 잔류하는

T-N의 값은 최 17mg/l이하의 값으로 이때의 제거효율은 최 약 70～90% 범 의 값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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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8.생물반응기 처리 후 T-N의 농도변화와 처리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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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학응집에 의한 T-P의 처리효율

그림 3-19는 생물반응기에 의해 처리된 처리수 의 T-P농도를 분석한 결과로써 무처리

시료를 사용한 기간 동안의 화학응집 처리효율은 80～90% 범 의 값을 보 고,화학응집이

끝난 상등수의 잔류량은 5～9mg/l의 농도값을 보 다. 자선이 조사된 시료를 사용한 생물

처리수는 화학응집처리를 하 을때의 처리효율 약 90～100%의 수 으로 내부에 잔류하는 값

은 0～6mg/l의 범 의 값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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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9.생물반응기 처리후 T-P의 농도변화와 처리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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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화학응집에 의한 COD의 처리효율

그림 13-20은 생물반응기에 의해 처리된 처리수 의 COD의 내부 변화량으로써 앞서 언

한 T-N과 T-P에서의 실험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실시된 실험 결과이다. 자선이 비조사된

시료를 사용한 기간 동안의 화학응집에 의한 처리효율은 60～75% 범 의 값을 보 고,이때

의 상등수 의 잔류량은 100～300mg/l수 의 농도값을 보 다. 자선이 조사된 시료를 사

용한 생물처리수의 경우 화학응집처리를 하 을때의 처리효율이 약 90% 수 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상등수 의 잔류하는 값은 30～140mg/l수 의 범 의 값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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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0.생물반응기 처리후 COD의 농도변화와 처리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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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출수 기 의 기타항목

표 13-3에 나타낸 값은 화학응집을 통해 최종 처리된 기타항목의 값으로써 장균의 경우

유출수뿐만 아니라 유입수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SS의 농도는 기시료에서

1400∼1700mg/l의 범 의 농도인 것으로 나타났고,최종화학 침 을 통해 처리되었을 때에

약 11∼15mg/l의 값을 보 다.그림 13-21은 생물반응기와 화학응집의 처리공정별로 시료를

채취한 상태의 사진이다.그림에서 보듯이 최종 인 화학응집을 마칠 경우 더욱 깨끗이 처리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균군수 BOD SS

생물반응기 유입수 0 120 1,400∼ 1,700

화학응집후 상등수 0 - 11∼ 15

표 13-3.기타 분석자료 (단 :mg/l)

그림 13-21.각 공정별로 처리를 마친 후 유출수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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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제성 평가

가.방사선융합 축산폐수처리 공정의 특징

본 사업을 통하여 기존의 9단계인 축산폐수처리공정을 5단계로 획기 으로 단축시키면서도

처리수 수질기 을 만족시키는 고효율의 처리공정을 개발하 다.그 공정은 아래의 그림 13-22

와 같다. 한 기존 축산폐수처리공정과 방사선융합 공정의 구성 특징 그리고,장·단 을

표 13-4에 나타내었다.

□ 기존 축산폐수처리 공정(공주 축산폐수처리장)

□ 방사선융합 축산폐수처리 공정

그림 13-22.기존 공정 방사선융합 처리공정의 처리공정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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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4.기존 축산폐수처리공정과 방사선융합 축산폐수처리공정의 특성 비교

기존 공정 방사선융합 공정

공정의

구성

․ 기/호기성 소화,응집,오존산화,

여과공정 등을 조합한 9～10단계의

복잡한 공정구성

․ 액상부식법,화학응집 등의 간단한

생물학 처리 이후 하수처리장으

로의 연계처리

․ 자선 처리 고효율 생물학

처리를 주요 공정으로 한 컴팩트

한 공정구성(5～6단계 구성)

공정의

특징

․ 각 단계별로 오염물질별(유기물질,

N,P등)처리

․ 자선 처리를 통한 생분해효율

향상으로 후단 생물학 처리 단계

에서 유기물질,N,P의 효과 처

리 가능

․ 항생제,소독제 성분 등의 다량

살포 사용시 방사선 처리를 통한

무독화,생분해도 향상으로 후단

생물학 처리공정의 원활한 운

지원

공정의

문제

․ 방류수 수질기 맞추기가 쉽지

않음

․ 항생제,내분비계장애물질,소독제

성분 등의 다량 살포 사용시 기존

생물학 처리공정에서의 효율감소

불가피

․ 생물학 처리,물리화학 처리 과

정 다량의 슬러지 발생

․ 기 투자비가 상 으로 높아

공공처리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의

규모 시설에 용시 성공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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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방사선융합 축산폐수처리 공정 경제성 평가

1)축산폐수 자선 처리 비용분석

축산폐수에 자선을 조사하기 해서는 자선가속기,차폐설비,이의 운 을 한 운 원

인건비 등이 소요된다.이들 항목에 한 비용을 아래의 표 13-5와 같다.

표 13-5. 자선 조사설비 비용분석

비용항목 비 용 비 고

기 시설비 1,430,000천원

○ 자빔가속기 시설비

․처리용량 :100m
3
/d

․기기비 :약 11억원 (1MeV,40kW)

․차폐설비비 :약 3억원

․설치비 :약 3천만원

․소요면 :약 200m
2

○ 자빔가속기 처리용량 (10kGy조사)

:40kW/10kGy=4kg/sec=345톤/d(24hr)

즉,40kW 자빔가속기로 10kGy조사조건시 345톤/d

까지 처리가능

운

비

인건비 32,500천원/년

-방사선 리감독자 1인

:2,500,000원/월×13월/년(퇴직 포함)

=32,500,000원/년

력비 20,220천원/년
40kW×57.7원/kw×24hr/d×365d/yr

=20,218,000원/년

약품비 없음

용수

사용비
없음

연료비 없음

슬러지

처리비
없음

운반비 없음

소수선비 2,500천원/년 유지보수비 :2,500,000원/년(일 계약)

합 계 55,220천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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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효율 생물반응 처리시스템의 비용분석

자선에 의하여 처리된 축산폐수에 하여 고효율 생물처리 반응시스템을 용하게 되는

데,이 단계에서는 pH조정을 한 알칼리시약(NaOH),생물학 탈질반응을 한 외부탄소원

(MeOH) 생물반응조에서 암모늄 형태의 질소(NH4
+-N)의 질산염(NO3

--N)형태로의 질산화

를 한 호기조건 유지를 한 폭기와 기타 폐수 이송을 한 펌 등에 기가 사용된다.이

들 비용항목들에 하여 단가와 실제 축산폐수 1톤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아래의 표 13-6과

같다.

3)고분자응집 후처리 시스템의 비용분석

고효율 생물학 처리이후에도 잔류하는 유기물 성분과 인(P)성분을 방류수 수 이하로 처

리하기 하여 화학응집 공정을 채택하 다.이를 하여 이미 잘 알려진 무기응집제인

Al2(SO4)3과 FeCl3,그리고 고분자응집제 PACl(PolyAluminum Chloride,Al2(OH)nCl6-n)m)에

하여 용성을 테스트하여 결론 으로 PACl고분자 응집제로 결정하 다.이 고분자 응집

제의 폐수 1톤 처리에 필요한 응집제 비용은 아래의 표 13-7과 같다.

처리공정 투입항목
단가

(원/kg,원/kW)

톤당 소모량

(g,kW/월)

톤당 처리

비용(원)
비고

자선

처리

자선

처리비용
- - 664 　

고효율

생물처리

시스템

MeOH 3,600 397 1,429 　

NaOH 2,750 24 66 　

기료 57.7 68 4,316

산업용(갑)

기

(부가세포함)

고분자

응집
PACl 200 2,000 400 　

합 계 6,875

표 13-6.방사선융합 축산폐수처리 공정의 운 에 필요한 비용 처리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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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존 축산폐수처리공정과 방사선융합 축산폐수처리공정의 경제성 비교

표 13-6 13-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방사선융합 축산폐수처리공정은 기존 9단계인 처

리공정을 5단계로 획기 으로 단축시켜,시설비(100톤/일 처리 기 )도 기존 90억원에서 55억

원으로 40% 감축시켰다. 한,1톤의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한 기존 처리공정의 처리단가가

20,000～48,000원/톤인데 반해,본 개발공정은 약 7,000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되어 기존 공정

비 약 15～35% 수 이었다.

즉,본 방사선융합 축산폐수처리 공정은 최 시설비도 기존 공정 비 60% 수 이고,처리단

가도 렴하여 그림 13-23에 나타난 바와 같이,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비용의 차이는

더 커지게 된다.10년 운 시에는 82억～184억원 가량 감이 가능하고,20년 운 시에는 129

억～333억원 정도 감이 가능한 것으로 측되었다.

표 13-7.기존 축산폐수처리 공정과 방사선융합 공정의 경제성 비교

기존 공정 방사선융합 공정

공정특성
○채택하는 처리공정에 따라 시설비

운 비,처리단가의 차이가 큼

○기존공정(9단계)을 5단계로 단축시킴

으로써 처리단가를 획기 으로 낮춤

시설비

(100톤/일,

단독처리)

○시설비 합계 :약 90억원(환경부)

․고액분리 공정

․ 기소화 공정

․생물학 질산화 공정

․SBR공정

․무기응집 공정

․펜톤산화 공정

․모래여과 공정

․오존산화 공정

․활성탄흡착 공정

○시설비 합계 :약 55억원

․고액분리 공정

․ 기소화 공정

․ 자빔 공정 :15억원(1MeV,40kW)

․고효율 생물반응 공정

․고분자응집 공정

운 비

○처리단가 :20,000～48,000원/톤

(환경부)

※ 무기응집제,펜톤시약,오존,활성탄

등 소모되는 화학약품비의 비 이

큼

○처리단가 :7,000원/톤

․ 자빔처리비용 :664원/톤

․생물처리공정 :5,811원/톤

․고분자응집제 :400원/톤

※ 소모성의 화학약품(무기응집제,펜톤

시약,오존,활성탄)의 비 이 크게

감소되고, 자빔조사 기사용료가

66,400원/일 정도로 렴하여 시간경

과에 따른 운 비 감효과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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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3.방사선융합 처리공정과 기존 처리공정의 시설비 운 비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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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자선이 10kGy조사된 축산폐수를 사용하여 Bardenphoprocess를 기본으로 하여 제작한

생물반응기에서 처리할 때와 무처리시료를 유입 시켰을 때 T-N의 처리효율은 그림 25에서 나

타낸 바와 같이 생물반응기가 무처리시료를 사용하는 기간동안 안정을 찾은 후 처리효율을 평

가하 을 때 약 75% 범 에서 T-N의 제거가 이루어졌으며 자선이 조사된 시료를 사용한

후에도 약 30일간의 안정기를 거친 최종 T-N의 제거효율은 8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T-P의 처리효율은 무처리 시료를 사용하 을 때에 유입수와 유출수의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자선이 조사된 시료가 투입되었을 때는 유입수에 비해 유출수의 농도가 약간 낮아졌

음을 알 수 있었다.

COD의 농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질소의 제거에 주안 을 둔 운 조건이기

때문에 최 화를 해 COD의 제거는 특별히 신경쓰지 않았기 때문이다.생물반응기를 이용하

여 축산폐수를 처리를 마치고 내부에 잔류하는 물질을 완 히 제거하기 해 PACl를 이용하

여 화학응집하 을 때 pH 5부근에서 응집효율이 최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의 첨가량은

2ml/l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조건으로 처리된 처리수 내부의 T-N 처리효율을 살펴보면 무처리 시료를 사용하

을 때는 약 80%의 값을 넘지 못하 고, 자선이 조사된 시료를 사용하 을 때에는 최 90

%의 제거효율 값을 보여주었다.COD의 경우는 무처리 시료 사용하 을때 60～75% 범 의

값을 보 고, 자선 조사시료에서는 약 90%(내부 잔류농도는 30～140mg/l)수 의 처리효율

을 나타내었다.T-P처리효율은 무처리시료를 사용했을 때에는 처리효율이 80～90% 범 의

값을 보 고, 자선조사시료를 사용했을 때에는 처리효율이 약 90～100%의 수 으로 나타났

다.

생물반응기에 의해 유기물이 일정량 제거된 처리수의 질소의 최 처리효율은 기농도에

비해 약 87% 정도의 제거효율을 보 으나,T-P와 COD등의 항목은 처리를 마친 후에도 다

량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나 화학응집을 통해 2차 처리를 하고 내부에 잔류하는 유기물을 거의

부분 제거하 다.

개발공정의 경제성은 시설비(100톤/일 처리 기 )는 기존 공정 비 40%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측되었고,처리비용은 기존 공정 비 약 65～85% 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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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다음과 같다.이를 기 으로 한 연도별 주요 연구개발 실 이의

달성도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하 다.

□ 최종목표

○ 방사선융합기술에 의한 축산폐기물의 유용자원 회수 기술개발

○ 방사선융합기술에 한 축산폐수의 고도처리 기술개발

1)1차년도 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 함유

양염류

처리기술개발

∙제올라이트흡착과 방사선 산화공정을 결

합한 축산폐수처리기술개발

∙ Struvite결정화 방사선기술의 융합에

의한 축산폐수내 유기물,암모니아성질

소,인산염 인 처리공정의 개발

∙ 양이온교환막을 이용한 생물학 기발

효와 질산화에 의한 질산화/탈질 동시 반

응공정의 개발

50 100/100

공공폐수처리

장 방류수기

충족 여부

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

퇴비화

요소기술개발

∙ 방사선처리에 의한 축산퇴비의 병원성미

생물 살균기술개발

∙ 방사선 처리에 의한 부숙기간이 단축된

고효율 퇴비화공정 개발

30 100/100

그린퇴비 1

기 충족여

부

축산폐기물내

유기독성물질

모니터링

∙ 국 11개 공공축산폐수처리장 유입/유

출수 13종 의약물질(항생제,소독제)

분포 모니터링

∙ 기존 축산폐수처리공정별 의약물질 처리

황 분석조사

20 100/100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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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년도 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방사선과

환경소재를

융합한

축산폐기물내

양염류처리

기술 개발

∙ 양이온교환막 이용 생물학

기발효와 질산화에 의한 질산화/

탈질 동시 반응공정의 개선 연

속운 연구

40 100/100

공공폐수처리장

방류수기 충족

여부

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

퇴비질

향상기술개발

∙방사선이용 퇴비내 항생제 내성

균 분포 모니터링 제어기술개

발

30 100/100
그린퇴비 1 기

충족여부

방사선기술에

의한

유기독성물질

처리 연구

∙방사선이용 퇴비내 유기독성 물

질(항생제)처리기술개발
30 100/100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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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차년도 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유기물질 양

염류 동시처리 일

체형 생물반응시스

템 개발

∙ 이온교환과 생물학 질산화/탈

질반응을 이용한 축산폐수내 유

기물 질소 동시제거 기술개발

∙ 생물 기화학 공정을 이용한

유기물과 질소 동시제거 기술개

발

30 100/100

축산폐수 유입원수

고농도 입자상

유기물질 처리기

술 개발

∙ 방사선 처리에 의한 struvite결

정화로 유기물 암모니아성 질

소 제거효율 향상 기술개발

∙ 화학 결정화시 기 알칼리 조

건(pH9～10) 조성을 하여

tourmaline을 채용한 경제 이면

서 효과 인 struvite결정화 공

정의 개발

30 100/100

고이온화에 지 이

용 잔류 미량 난분

해성 유기물질 고

도처리 기술개발

∙ 고분자응집제(PACl),무기응집제

(FeCl3,Al(SO4)3)를 이용한 축산

폐수 후처리 공정개발

∙ [방사선처리-stuvite결정화-간헐

폭기-화학응집]시스템에 의한

유기물질 양염류 동시제거

방류수수질 기 의 만족

40 100/100

공공폐수처리

시설 방류수

수질기 만

족 여부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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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차년도 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방사선에 의한 생물

학 폐수처리 효율

향상 난분해성물

질 향 연구

∙ 방사선의 강력한 OH라디칼 산화

반응에 의한 축산폐수 의 난분해

성물질(항생제,소독제 등)의 처

리에 의한 생분해도(BOD5/COD)

향상 후속 생물학 처리공정

효율의 향상

30 100/100

기존 처리시스템

비 30% 이상 공정단

축된 방사선융합 고

효율 축산폐수처리

시스템의 확립

∙ 기존 9단계인 축산폐수처리공정

을 [고/액분리]→[ 기소화]→[

자빔처리]→[고효율생물반응]→

[고분자응집]의 총 5단계로 기존

처리시스템 비 45% 공정단축

된 방사선융합 축산폐수처리 시

스템 확립

30 100/100

이동형가속기를 이용

한 스 일-업 실증

(유입원수 처리용

량 기 0.1 m
3
/일

이상)

∙ 처리용량 0.1m
3
/일의 스 일-

업 실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제

축산폐수를 상으로 총 6개월

간 실증 용성 연구

∙ 이동형 자빔가속기를 이용한

방사선융합 축산폐수처리공정

확립 안정 처리가능성 확인

40 100/100

공공폐수처

리시설 방류

수수질기

만족 여부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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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 청정처리기술개발 연구는 체 연구기간 1단계(2008년3월～2010

년2월)에서는 주로 기본 모니터링 요소기술의 개발 등에 을 두었으며,2단계(2010년

3월～2012년2월)에서는 이들 요소기술의 융합을 통한 공정을 개발․최 화시키고,더 나아

가 장에서 용성 연구를 진행하 음.

□ 국 으로 지자체에서 설치·운 하는 공공축산폐수처리장이 70여곳이 있으며, 규모 축산

농가에서 운 하고 있는 자체 축산폐수처리장을 포함하면 수백여 곳이 운 되고 있으나,

실 으로 안정 이고 효율 인 축산폐수처리 방법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로서,본 개발공정

을 극 으로 도입함으로써 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축산폐수의 확실한 처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됨.이를 하여,본 연구사업을 통하여 획득된 요소기술과 개발공정에

한 실증연구와 상용화를 하여 국내 굴지의 기업(P사,L사)들과 의를 진행 임.

□ 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 퇴비화기술은 독성유기화합물질 항생제내성균 등이 원천 으로

처리된 고부가가치의 축산퇴비 생산 기반기술을 마련하 다고 볼 수 있음.뿐만 아니라,난

분해성 유기화합물질을 고농도로 함유하는 화학폐수,산업폐수 등에 하여 방사선에 의한

효과 인 처리공정과 기존 생물학 처리공정을 결합함으로써 기존 유기화학 폐수처리기

술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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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세부연구분야 주요 연구개발 실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방사선융합

축산폐기물내 함유

양염류

처리기술개발

∙제올라이트흡착과 방사선 산화공정

을 결합한 축산폐수처리기술개발

∙ Struvite결정화 방사선기술의 융

합에 의한 축산폐수내 유기물,암모

니아성질소,인산염 인 처리공정의

개발

-질소,인 등의 양염류의 농도

가 고농도이면서 처리가 곤란한

유사한 성상을 가지는 폐수들의

처리기술개발에 응용 가능

- 처리후 남는 제올라이트

struvite결정 등을 활용하여

양분이 안정 으로 공 될 수

있는 고품질의 비료물질 생산

가능

축산폐기물내

유기독성물질

모니터링

∙ 국 11개 공공축산폐수처리장 유입

/유출수 13종 의약물질(항생제,소

독제)분포 모니터링

∙ 기존 축산폐수처리공정별 의약물질

처리 황 분석조사

∙ 기존 축산폐수처리공정 단계별 고형

폐기물 의약물질 분포 모니터링

-기존 축산폐수처리장의 공정별

효율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공

정진단 자료로 활용가능

-축산폐기물 완성퇴비제품내

잔류 의약물질의 처리를 통한

고 생 고품질 생퇴비화 기술

개발에 활용

방사선과

환경소재를 융합한

축산폐기물내

양염류처리기술

개발

∙ 양이온교환막을 이용한 생물학

기발효와 질산화에 의한 질산화/탈

질 동시 반응공정의 개발

∙ 이온교환막, 기화학반응,생물학

질산화/탈질반응이 결합된 생물

기화학반응 시스템에 의한 축산폐

수내 유기물질 고농도 암모니아

성질소 성분 동시제거 시스템 개발

-질소,인 등의 양염류와 유기

물 농도가 고농도로서 처리가

곤란한 유사한 성상을 가지는

폐수들의 처리기술개발에 응용

가능

방사선융합

축산 폐기물 고효

율 퇴비화기술개발

∙ 방사선처리에 의한 축산퇴비의 병원

성미생물 살균기술개발

∙ 방사선 처리에 의한 부숙기간이 단

축된 고효율 퇴비화 공정개발

∙ 방사선이용 퇴비내 유기독성 물질

(항생제)처리기술개발

- 축분 뿐만 아니라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폐기물의 퇴비화공정

을 개선하고 병원성미생물

잔류 의약물질의 처리기술로 활

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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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분야 주요 연구개발 실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방사선기술에 의한

유기독성물질 처리

생분해도 향상

연구

∙ 자빔처리에 의한 축산폐수내 표

인 난분해성물질인 항생제 물질의

효과 인 처리기술 개발

∙ 난분해성물질의 방사선 처리에 의

한 생분해도(BOD5/COD)향상

이에 따른 생물학 처리효율 향상

효과 획득

-의약폐수,산업폐수,매립지 침

출수 등 난분해성물질을 고농도

로 함유하여 기존 생물학 처

리 주의 공정으로 처리가 어려

운 폐수의 처리를 해 자빔

을 활용한 방사선융합 폐수처리

공정 안 제시

기존 처리시스템

비 공정단축된

방사선융합 고효율

축산폐수처리 시스

템의 확립

∙ 기존 9단계인 축산폐수처리공정을

[고/액분리]→[ 기소화]→[ 자빔처

리]→[고효율생물반응]→[고분자응

집]의 총 5단계로 기존 처리시스템

비 45% 공정단축된 방사선융합

축산폐수처리 시스템 확립

-기존 재래식 기술로 처리가 어

렵던 난분해성폐수에 하여 방

사선 처리 효과로 생분해도를

향상시킴으로써 후속 생물학

처리공정효율을 향상시키고,기

존 공정에서 채택하던 오존산

화,무기응집,펜톤산화 등 기존

공정을 폭 임으로써 효과

이면서도 경제 인 공정구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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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InternationalSymposium on Sanitary and EnvironmentalEngineering (김탁 ,

2008년 6월,이탈리아 Florence)

Modellingandautomationofwaterandwastewatertreatment분야에 한 정보 수집

과 ‘Sludgereductionanddisposal",“WaterandWastetreatment","NutrientRemoval’등

의 다양한 연구 경향을 악하 으며,특히 장운 사례들이 많이 발표되어 기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유익한 정보 습득.

□ InternationalConferenceonEnergy,Environment,SustainableDevelopment (김

탁 ,2009년 6월, 랑스 리)

에 지,환경 지속가능발 을 주제로 하는 학회로서 환경뿐만 아니라,에 지 혹은 지

속가능발 과 련된 매우 다양한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어 본인이 공하는 분야에 국한되

지 않고 인 학문에서 이루어지는 유사연구들도 함께 들여다 볼 수 있어서 나름 로 시야

를 넓히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

□ InternationalBiotechnologySymposium andExhibition (김탁 ,2010년 9월,이탈

리아 리미니)

“지속가능한 사회발 ”을 한 생명공학 응용기술에 련된 세계에서의 연구결과들이 소

개됨.환경생명공학 분야 뿐만 아니라,동물생명공학,식물생명공학,식품생명공학,의생명공학,

산업생명공학,바이오에 지,화학산업 련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최근 연구동향들

이 소개됨.특히, 세계 으로 부족해지는 석유자원의 체와 온실가스에 의한 환경문제의 해

결을 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오에 지 련 기술분야가 요하게 소개됨.

□ InternationalCongressonMembraneandMembraneProcesses (김탁 ,2011년 8

월,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환경,화학,생물 에 지 분야에서 활용되는 막(membrane)과 련된 학회로서,분리막의

제조(UF/MF,NF/RO,inorganicmembrane,hybridmembrane),membranecharacterization,

membranemodification,membranefouling등 다양한 주제에 하여 연구결과들이 발표됨.최

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응용분야 즉,CO2 capture를 비롯하여 gas/vaporseparation,

fuelcellmembrane,수처리용 분리막,membranebioreactor,해수담수화용 분리막,biorefinery

membrane,biomedicalmembrane등 다양한 응용분야가 소개되어 최근 련 연구동향을 악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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