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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intends to evaluate the ecological risk of lead (Pb), arsenic (As), and their compounds

according to the 2010 action plan on inventory and management for national priority chemicals and provide

calculations of risks to the environment. By doing so, we aim to inform risk management measures for the target

chemicals.

Methods: We conducted species sensitivity distribution (SSD) analysis using the collected ecotoxicity data and

obtained predicted no effect concentrations (PNECs) for the in-water environment using a hazardous

concentration of 5% (HC5) protective of most species (95%) in the environment. Based on the calculated PNECs

for aquatic organisms, PNEC values for soil and sediment were calculated using the partition coefficient. We also

calculated predicted exposure concentration (PEC) from nation-wide environmental monitoring data and then the

hazard quotient (HQ) was calculated using PNEC for environmental media.

Results: Ecological toxicity data was categorized into five groups and five species for Pb and four groups and

four species for As. Based on the HC5 values from SSD analysis, the PNEC value for aquatic organisms was

calculated as 0.40 µg/L for Pb and 0.13 µg/L for As. PNEC values for soil and sediment calculated using a

partition coefficient were 77.36 and 350.50 mg/kg for Pb and 24.20 and 112.75 mg/kg for As. The analysis of

national environmental monitoring data showed that PEC values in water were 0.284 µg/L for Pb and 0.024 µg/L for

As, while those in soil and sediment were respectively 45.9 and 44 mg/kg for Pb, and 11.40 and 19.80 mg/kg

for As.

Conclusions: HQs of Pb and As were 0.70 and 0.18 in water, while those in soil and sediment were 0.59 and

0.13 for Pb and 0.47 and 0.18 for As. With HQs <1 of lead and arsenic in the environment, their ecological risk

levels are found to be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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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사회가 산업화 및 도시화됨에 따라 다양한 중

금속들로 인한 인위적인 환경오염이 늘어나고 있으

며, 일부 지역에서는 심각한 위험성 문제를 유발시

키기도 한다. 중금속(As, Pb, Cd, Cu, Cr, Hg, Zn

등)은 물, 대기, 토양 등 다양한 이동 매체를 통해

생태계에 축적되거나 잠재적으로는 인간 및 환경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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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1) 이와 같

은 이유로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인체건강 및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짐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해

결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적

인 차원에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우선 환

경보건 기반구축을 마련하고 신규 유해인자의 중장

기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보건종합계획(2011-

2020)과,2)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태

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건법(2009년부터

시행)3)이 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환경유해인자

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을 마련하였다. 위해성평가는 발생원 중심의 환경오

염 관리에서 수용체 중심의 환경오염 관리로의 개념

적 변환이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로 활용

된다4). 즉 인체와 생태계에 화학물질로 인한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관련노출 및 독성정보를 체계적

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환경문제

는 최종적으로 인체영향과 연결되기 때문에 과학적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한 환경문제와 인체영향

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규명하고, 그 결과를 토

대로 위해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3)

본 연구에서 활용되어진 납과 비소는 중금속 물질

로 미국 환경청(US EPA)의 IRIS (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나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인체 발암 가능성 물

질로 분류하고 있다.5-7) 일반적으로 두 물질은 공기

흡입이나 먼지 등 다매체를 통해 피부 접촉, 식품

섭취 및 음용수 등 다양한 노출경로를 통해 인체에

축적되고, 많은 국가에서는 수질 및 토양에 대한 환

경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8-9) 화학물질등록

평가법에 따라 납(CAS 7439-92-1)은 제한물질로 지

정되어 있으며, 비소(CAS 7440-38-2)는 유독물질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의 유해화

학물질 분류표시에 따라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하고

(H400), 장기적 영향에 의한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

한 물질(H410)로 분류되어있다.10)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 국가우선관리대상 물질

목록 마련 및 관리방안 추진계획에 따라 선정된 화

합물질의 납과 비소를 대상으로 수용체 중심의 생태

위해성을 평가하고, 나아가 환경에 미치는 실질적인

위해도를 산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즉 전국규모의

환경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한 납(Pb)과 비소(As)에 대

해 환경 매체별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농

도인 예측무영향농도(PNEC, Predicted no effect

concentration) 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실제 환경 중

존재하는 유해물질의 예측환경농도(PEC, Predicted

exposure concentration) 값을 산출함으로써, 환경위

해도를 도출하고 노출수준의 예측 및 평가를 통해

상세위해성평가를 위한 초기 위해성평가로서의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생태독성자료 수집3)

납과 비소에 대한 생태독성자료 수집은 국제적으

로 인정되고 통용되는 생태독성 데이터베이스인

ECOTOXknowledgebase11)에 명령어를 각각 Lead (납)

와 Arsenic (비소)로 하여 수집하였으며, 해당물질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해 분류하였다.

첫째 담수와 해수로 구분되어지는 매체는 담수에만

해당되는 자료만 수집하였으며, 둘째 급성과 만성으

로 구분되는 독성에서는 만성 자료만 적용하였다. 셋

째 독성영향은 Population (군집), Growth (성장),

Physiology (생리), Reproduction (생식) 및 Survival

(치사) 등 확실한 영향이 보이는 자료를 선택하였으

며, 마지막으로 동일한 생물종 중에서 가장 민감한

값을 선택하였으며, 원문자료를 확인한 후, 독성값,

기간, 독성종말점, 독성영향 등 독성 시험관련 정보

가 없는 자료 또는 불확실한 자료는 모두 제외하였다.

2. 환경매체별 예측무영향농도(PNEC) 산정 방법

2.1. 수생태에 서식하는 시험생물종에 대한 PNEC

수집 분류된 생태독성자료는 ETX 2.0 program

(RIVM)을 활용하여 종민감도분포(SSD, Species

sensitivity distribution)를 분석하였으며, 생태계 내

95% 이상의 생물종을 보호할 수 있는 HC5 (Hazardous

concentration 5%)를 산출하였다. PNEC 값은 SSD

평가를 통해 산출한 HC5 값을 활용하여 도출하였으

며, 평가결과의 정규성 확인 및 HC5 의 불확실성을

보정하기 위해 평가계수(AF, Assessment factor)를

사용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지침(2017)’을 근거로 수집된 생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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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료 중 국내 서식종에 대한 독성자료와 국외 서

식종에 대한 독성자료를 구분하여 PNEC 값을 도출

하고 도출된 값의 민감도 차이를 확인한 후, 민감도

차이가 없을 경우 국내외 생태독성 자료를 활용한

SSD를 통해 PNEC 값을 도출하였다(식 (1)).

PNECwater =
 Lowest LC50 or NOAEL 

(1)
                    AF

2.2. 토양에 서식하는 시험생물종에 대한 PNEC

ECOTOXknowledgebase에서 토양에 대한 생태독

성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

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지침(2017)’을 근거

로 수생생물에 대한 독성자료만 가용한 경우에 적용

하는 평형분배방법을 통해 수생태 PNEC 값으로부

터 토양의 PNEC 값을 도출하였다(식 (2)).

PNECsoil =(0.1176+0.01764×Koc)×PNECwater (2)

2.3. 퇴적물에 서식하는 시험생물종에 대한 PNEC

ECOTOXknowledgebase에서의 퇴적물에 대한 생

태독성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지침(2017)’을

근거로 수생생물에 대한 독성자료만 가용한 경우에

적용하는 평형분배방법을 통해 수생태 PNEC 값으

로부터 잠정적인 퇴적물 PNEC 값을 추정하였다(식

(3)).

PNECsediment =(0.783+0.0217×Koc)×PNECwater (3)

2.4. 이차독성(Secondary poisoning)의 PNEC

오염물질이 축적된 먹이를 섭취함으로써 영양단계

의 상위포식자들이 영향을 받을 개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차독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12). 유해화

학물질의 경우 주요 노출경로가 먹이를 통한 섭취이

기 때문에 상위 포식자(조(鳥)류, 포유류)의 먹이 생

물에 대한 PNECoral, 즉 이차독성 PNEC 값을 설정

할 필요가 있다13).

TGD-Part II14)를 바탕으로 아래의 식을 사용하여

PNECoral을 추정하였다(식 (4)).

PNECoral=TOXoral/AForal (4)

3. 환경매체별 예측환경농도(PEC) 산정 방법

환경매체별 PEC 값을 산출하기 위해서 수질은 국

립환경과학원 물환경정보시스템의 수질측정망 결과

(2016)15-18)를 활용하여 전국규모의 하천수, 호소수,

산단하천, 도시관류 등 총 1,000개 지점의 모니터링

측정값으로부터 PEC 값을 산출하였다. 지점별 환경

모니터링 측정값은 대부분 불검출로 확인되었으며,

보수적인 가정을 통한 최대노출수준에서의 평가를

위해 불검출 지점은 해당 자료의 검출한계(MDL) 값

인 0.068 μg/L (Pb) 및 0.024 μg/L (As)로 적용하였

다. 토양은 국립환경과학원 2015년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를 활용한 총 1000개 지점 그

리고 퇴적물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정보시스템의

퇴적물측정망 결과(2015)19)를 활용한 총 258개 지점

등 각각 전국규모의 지점별 연평균 값을 계산한 후,

상위 90분위수를 사용하여 환경농도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차독성의 PEC 값은 참고문헌을 활용한

BCFfish (Bioconcentration factor) 또는 BMF

(Biomagnification factor) 값을 TGD-Part II14)에 제

시되어 있는 아래의 식을 대입하여 추정하였다(식 (5)).

PECoral,predator=PECwater×BCFfish×BMF (5)

III. 결 과

수집된 생태독성자료는 앞서 수집방법에 언급한

바와 같이 원문자료 확인 후 불확실성 자료를 제외

한 결과, 납에서는 5개 분류군 5종, 비소에서는 4개

분류군 6종으로 정리되었다. ‘위해성평가의 대상물

질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에는 SSD

평가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생태독성 자료가

최소 4개 분류군 이상, 총 5종 이상의 자료가 충족

되어져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침을 근

거로 납과 비소의 분류군 및 종에 대해서 SSD 평

가에 최소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여 실행하였다

(Table 1). 생물종에 대한 데이터가 선형식 적합분포

선에 가까이 분포할 경우, 이는 정규성 가정에 만족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SSD 평가 결과

그래프(Fig. 1)를 살펴보면 생물종(Fig. 1A)과 히스

토그램(Fig. 1B)이 적합분포선에 가까이 분포하고 있

으며, 이는 생물종에 대한 데이터 분포가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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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침에는 SSD 평가에 사용

되는 생태독성자료가 최소요건을 충족할 경우 불확

실성 계수(AF)를 적용할 수 있으며, 만성독성 자료

들로부터 SSD 평가를 활용할 경우 AF는 1에서 5

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즉 독성자료

가 충분할 경우 AF=1, 대표성이 부족하거나 충실하

지 않는 자료의 경우 AF=5, 일반적으로는 AF=3이

적용가능하다.13) 이에 납과 비소에 대해 독성자료에

대한 최소요건을 충족하였지만, 대표성을 가질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AF=3을 적용하였다. 납과 비소의 수생태종에

대한 PNEC 값은 Table 2에 제시한 HC5 값으로부

터 (Pb 1.21 μg/L, As 0.38 μg/L) AF를 적용한 결과,

납은 0.40 μg/L, 비소은 0.13 μg/L로 각각 산출되었다.

SSD 평가에 의해 산출된 HC5 값이 정규분포를 따

르는 모집단에서 취해졌는지에 대해 Anderson-Daring

test를 통해 정규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모

든 유의수준에서 정규성 수용이라는 결과를 보였다

(Table 3).

생태자료가 부족한 납과 비소에 대한 토양 및 퇴

적물은 앞서 산정 방법에 언급한 바와 같이 평행분

배방법을 사용하여 PNEC 값을 도출하였다. 우선

EPI SuiteTM V4.11 (US EPA)을 활용하여 각 물질

에 대한 Koc (Pb 4.297, As 3.888) 값을 도출하였는

데, 앞서 도출한 PNECwater 값과 Koc 값을 식 (2)와

식 (3)에 대입하여 토양 및 퇴적물의 PNEC 값을 산

출하였다. 그 결과 납에서의 토양 PNECsoil은 77.36

mg/kg, 퇴적물 PNECsediment는 350.5 mg/kg, 비소에서

의 토양 PNECsoil은 24.2 mg/kg, 퇴적물 PNECsediment

는 112.75 mg/kg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환경매체별

PEC 값을 산출하기 위해 환경측정망을 자료를 활용

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납과 비

소에 대한 각 매체별 PEC 값은 수질에서, 납의 경

우 0.284 μg/L, 비소의 경우 0.024 μg/L였다. 그리고

토양 및 퇴적물에서 납의 경우 45.9 및 44.0 mg/kg,

비소의 경우 11.40 및 19.80 mg/kg인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1. Chronic toxicity data on aquatic ecology of Pb and As

Taxon Species
Endpoint

(Duration)

Toxicity Value

(µg/L)
Effect References

Pb

Algae Scenedesmus acutus var. acutus
NOEC

(4 d)
1,090 Pop Butler. 201220)

Amphibians Rana catesbeiana
NOEC

(7 d)
776 Pop Rice et al. 199921)

Plant Eichhornia crassipes
NOEC

(42 d)
250 Gro Kay et al., 198422)

Invertebrate Hyalella azteca
NOEC

(42 d)
6.3 Mor Besser et al. 200523)

Fish Oncorhynchus mykiss
NOEC

(30 d)
8 Gro Erickson et al. 201024)

As

Algae Scenedes obliqus
NOEC 

(5 d)
5 Pop Chen et al. 199425)

Diatom Stichococcus bacillaris
NOEC 

(4 d)
20,789 Pop Pawlik et al. 200426)

Invertebrate

Unionidae
NOEC 

(273 d)
1.7 Rep Klusek et al. 199327)

Lemna minor
NOEC 

(14 d)
540 Rep Jenner and Janssen. 199328)

Fish

Pimephales promelas
NOEC 

(30 d)
530 Gro De Foe. 198229)

Oncorhynchus mykiss
NOEC 

(84 d)
329 Gro Cockell et al. 199230)

Gro: Growth, Mor: Mortality, Pop: Population, Rep:Re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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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과 비소에 대한 이차독성은 실측자료가 없기 때

문에 문헌을 통해 살펴보았다. 납과 비소에 관한 문

헌을 확인한 결과 납은 조(鳥)류 및 포유류에 이차

독성을 가지며, 비소는 조류에 대한 이차독성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납에 대한 이차독성은

포유류의 경우 만성 NOECoral은 64 mg/kg,31) 조(鳥)

류의 경우 NOECoral은 100 mg/kg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32) 그리고 비소에 대한 이차독성은 조(鳥)류에

Fig. 1. Species sensitivity distribution for Pb and As.

Table 2. Result of HC5 on chronic toxicity of Pb and As

Description
Pb As

Value log10 (value) Value log10 (value)

Lower estimate of the HC5 0.003 -2.54 0.0004 -3.36

Median estimate of the HC5 1.21 0.08 0.38 -0.43

Upper estimate of the HC5 12.24 1.12 7.76 0.89

Spread of the HC5 estimate 4548.32 3.69 17960.98 4.25

Table 3. Normality test for SSD based on chronic

toxicity data

Anderson-Darling test for normality

Sign. level Critical Normality

0.1 0.631 Accepted

0.05 0.752 Accepted

0.025 0.873 Accepted

0.01 1.035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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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93 mg/kg NOECoral인 것으로 확인되었다.33) TGD-

Part II14)를 참고하여 노출기간이 만성일 경우 평가

계수 30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식 (4)에 대입

한 결과, 납의 포유류 PNECoral은 2.1 mg/kg, 조(鳥)

류의 PNECoral은 3.3 mg/kg으로 산출되었으며, 비소

의 조(鳥)류 PNECoral 값은 3.1 mg/kg으로 산출되었다.

이차독성의 PEC 값은 실측자료가 없기 때문에 문

헌에서 발췌한 관련계수로부터 추정하여 산출하였다.

납의 BCFfish 값은 15534)이며, 납의 log(Kow) 값은

0.73이었다. 그리고 비소의 BCFfish 값은 435)이며, 비

소의 log(Kow) 값은 0.68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Table

5를 참고하면 납과 비소의 생물확대계수(BMF) 값은

1이 된다. 따라서 식 (5)에 대입하면 납의 PECoral 값

은 44.02 μg/kg, 비소의 PECoral 값은 0.096 μg/kg인

것으로 산정되었다.

산출된 PNEC 값과 PEC 값을 비교하여 납과 비

소에 대한 유해지수(HQ)를 도출하여 위해도를 산정

하였다. 유해지수는 1을 기준으로 ≥1.0인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해 생태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며,

≤1.0 경우 위해가능성은 낮지만 생태위해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유해지수 산정

결과, 납에 대한 수질의 유해지수는 0.70으로 위해

가능성은 낮으나 주의할 필요성이 있으며, 토양 및

퇴적물의 유해지수는 각각 0.59 및 0.13으로 수질과

마찬가지로 생태위해도는 미미하나 주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비소의 경우 수질의 유해

지수는 0.18, 토양 및 퇴적물에서의 유해지수는 각

각 0.47 및 0.18로 납과 비슷한 유해지수를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납과 비소의 이차독성에 대한 유해

지수는 조(鳥)류의 경우 0.013 및 3.1E-05이며, 포유

류의 경우 납에서 0.021로 역시 마찬가지로 미미한

수준의 생태위해도를 보였다(Table 6).

IV. 고 찰

환경유해인자 및 환경성질환 발생에 대한 지속적

인 증가로 인해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

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

해서는 위해성평가에 기반한 환경정책수립이 필요하

다. 최근 화학물질과 관련한 환경정책은 사후관리 중

심적인 관점이 아닌 사전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

으로 선회하였으며, 또한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서 국

민건강 보호와 생태계 보전이라는 가치에 중심에 두

고 있다.36) 캐나다, 네덜란드 등 선진외국에서 생태

Table 4. PEC by Environment media of Pb and As

Media
Number of 

location

Geometric mean Minimum value Maximum value PEC

Pb As Pb As Pb As Pb As

Water (µg/L) 1,000 0.095 0.027 0.068 0.024 65.99 5.25 0.284 0.024

Soil (mg/kg) 1,000 18.4 5.33 0.2 1.06 489.4 64.82 45.9 11.40

Sediment (mg/kg) 258 30.6 9.33 10 2.95 131.3 99.30 44.0 19.80

Table 5. Default BMF values for organic substances13)

log Kow BCFfish BMF

<4.0 <2,000 1

4.0-5.0 2,000-5,000 2

5.0-8.0 >5,000 10

8.0-9.0 2,000-5,000 3

>9.0 <2,000 1

Table 6. Hazard Quotient Results by environmental media of Pb and As

Environmental media
PEC PNEC HQ

Pb As Pb As Pb As

Water (µg/L) 0.28 0.024 0.40 0.13 0.70 0.18

Soil (mg/kg) 45.9 11.40 77.36 24.20 0.59 0.47

Sediment (mg/kg) 44 19.80 350.50 112.75 0.13 0.18

Secondary toxicity (µg/kg)
Bird

44.02 0.096
3300 3100 0.013 3.1E-05

Mammalia 2100 - 0.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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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도와 위해성평가를 환경기준설정에 활용하고 관

리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캐나다의 환경 관

리 기준(EQG, Environmental quality guidelines)은

대기, 수계, 토양 생태계의 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과

학적 기준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EQG는 과학적으로 평가된 위해도에 근거한 값이며,

수계 및 토양 내 우선관리물질에 대한 위해도, 환경

관리 기준의 척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네덜란드의

생태독성학적 위해기준(ERL, Ecotoxicological risk

limit)은 과학적 위해성평가 절차에 의해 산출된 값

으로, 설정된 기준 이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 생태

계의 영향이 예측되어지는 값이다. ERL은 생태위해

수준과 인체위해수준, 최대허용농도, 무영향농도 등

다양한 수준에서 설정되어 있다.37)

본 연구에 활용되어진 납과 비소는 국가우선관리

대상 물질목록 마련 및 관리방안 추진계획에 따라

수용체 중심의 생태위해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에 따른 환경위해도를 도출하고 노출수준의 예측 및

평가를 통해 상세위해성평가를 위한 초기 위해성평

가로서의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유해인자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환

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 수행하였다. 생태

위해성평가는 수용체가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되었

을 경우 발생가능한 생태학적 영향의 개연성을 평가

하는 과정으로,38) 문제인식을 통해 노출평가 및 독

성평가 수행 후, 위해성을 결정하는 단계로 이루어

진다.12) 우선 생태위해성평가는 대표 생물종 한 종

의 독성값에 평가계수를 적용하여 PNEC을 산출하

는 보수적인 평가방법과 생물종의 다양한 민감도를

확률적인 분포로 나타내는 종민감도분포(SSD)를 이

용하는 평가방법이 있다. 다양한 생물종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SSD 평가가 제한된 자료로 인해 불확실성

이 높은 평가계수 방법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39) 하

지만 SSD 평가는 수집되는 생태독성자료가 양적·질

적으로 풍부해야 신뢰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진다. 따

라서 항목별 유해성평가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자료

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다음으로 자료를 검토

하여 적용 가능한 독성값 또는 평가계수를 선정하며,

최종적으로 독성값과 평가계수를 이용해 예측무영향

농도(PNEC)를 도출하여야 한다. SSD 평가는 생물

군집 안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다양한 범위의 민감도

들을 포괄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분류군을 대표할

수 있는 선택된 종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생

태독성영향의 평가자료 집합이다. SSD평가를 위한

최소자료 요건은 US EPA의 경우 6개 분류군에서 8

종 이상, OECD는 8종 이상, EU TGD는 8개 분류

군 10종 이상 등13) 국가, 기관별로 제시하고 있는

최소자료 요건이 다르며, 수집되는 정보의 양과 질

에 따라 HC5 도출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 예를 들

면 국내 기존 연구에서는 납과 비소는 4개 분류군

28종에서 3.8, 8.4이었으며,40-41) 국외 연구에서는 납

의 경우 31종에서 10.5, 비소는 14종 23.3이었다.42)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생태독성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으

며, 최소자료 요건에 관해 국내 관련지침에 구체적

인 적용안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수행한 결과,

납의 HC5 값은 5개 분류군 5종에서 1.21, 비소의

HC5 값은 4개 분류군 6종에서 0.38이 도출되었다.

이 결과로부터 SSD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확

보된 값을 활용하여 수 생태종의 PNEC 값을 산출하

였다. 한편 토양 및 퇴적물은 독성데이터가 충분하

지 않기 때문에, 수생생물에 대한 독성자료만 확보

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평행분배방법을 이용하여 도

출하였다. 평형분배방법에는 유기탄소분배계수(Koc)

값이 필요하지만, 화합물질의 납과 비소는 중금속 물

질로서 Koc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EPI SuiteTM

V4.11 (US EPA)에 각 물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옥탄올-물분배계수(Kow)로 산출되어진 값이 변

환된 Koc 값을 적용하여 PNEC 값을 도출하였다.

생태위해성평가의 위해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PNEC

값과 실제 환경 중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의 예측환경

농도(PEC) 값이 필요하다. 이에 전국규모의 환경모

니터링 자료로 이용하여, 환경매체별 PEC 값을 산

출하였다. 수질은 물환경정보시스템의 수질측정망,

토양은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그리고

퇴적물은 물환경정보시스템의 퇴적물측정망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는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위

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수행한

것이다. 지침에는 모니터링 결과의 대표값을 산정하

기 위해서는 시공간적 변이를 고려해야 되며, 조사

지역 내 환경노출농도는 동일지점 내 상위 90분위

수 간의 지역 평균값 또는 동일지점 내 연평균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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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사지역 내 90분위수로 사용하거나 추정이 어

려운 경우 활용가능한 자료 중 최대값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환경매체별 산출된 PNEC 값과 PEC 값을 비교하

여 납과 비소가 생태계 환경에 어느 정도의 유해지

수를 가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화학물질 배출

량 정보를 이용한 초기 위해성평가 해설서’에 따르

면 환경위해도는 용량-반응 평가의 결과 값과 노출

평가에서 추정한 노출량(농도)을 비교 평가하여, 추

정된 노출량(농도)이 용량-반응 평가 기준치보다 높

은지 낮은지를 도출한 후, 이를 통해 인체건강과 환

경에서의 위해성이 우려되는지를 결정한다.3) 생태위

해성평가의 유해지수는 1을 기준으로, 1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매체의 PEC 수준에서 위해성이 있음을 경

고하게 되며, 그에 따라 전국규모 또는 위해우려지

역에 대한 상세한 생태위해성평가를 실시할 필요성

이 있다. 한편 전국 규모의 유해지수가 1을 초과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의 유해지수가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위해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화합물질의 납과 비소에 대해 환경 매

체별 안전수준을 규명하고, 합리적인 위해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수 생태종의 만성독성 자료를 수집 분

류한 후 SSD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 값을 바탕으

로 매체별 PNEC 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전국규모

의 환경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하여 PEC 값을 산출

하였다. 납과 비소에 대한 위해도결정은 환경모니터

링 자료로부터 산출된 PEC 값에 환경매체별로부터

산출된 PNEC 값을 나누어 유해지수를 산정함으로

서 추정하였다. 위해도결정 판정방법은 유해지수 값

이 1 이상일 경우 위해우려가 높으며, 1 미만일 경

우 위해우려가 낮다고 판정한다. 따라서 전국규모의

환경모니터링 자료를 통해 납과 비소에 대한 유해지

수를 산정하였으며, 수질, 토양, 퇴적물 및 이차독성

모두 1 미만으로 생태위해가능성은 낮지만 주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전국규모에

서는 위해우려가 없었지만, 국지적인 위해우려지역

에서 위해우려가 높을 경우 보다 상세한 위해성평가

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차후 위해우려지역에

대해 상세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정량적 생태위해도

를 산정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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