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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배출해역의 퇴적물이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2016~2019년 3개 배출해역; 동해병, 서해

병, 동해정 해역의 9개 정점에서 채취한 퇴적물 시료들을 대상으로 국내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거하여 저서성단각류(Monocorophium 

acherusicum)와 발광박테리아(Vibrio fischeri)를 이용한 독성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결과, 상대평균생존율(저서성단각류)과 상대발광저해율

(발광박테리아)이 각각 30 % 이하로서 ‘독성없음’으로 판정되었으나, t검정을 이용한 독성 평가 결과에서는 총 12개(2016년 6개, 2017년 1개, 

2018년 1개, 2019년 4개)의 저서성단각류 시료에서 대조구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저서성단각류의 독성원인 탐색을 위해 퇴

적물 내 8종 중금속 함량(Cr, As, Ni, Cd, Cu, Pb, Zn, Hg)과 저서성단각류 상대평균생존율의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Cr의 저서성

단각류 독성 기여도가 가장 높았다(p=0.000, R2=0.355). 또한, 매년 독성영향이 가장 높은 정점(DB-85)의 시료에서 Cr이 여전히 가장 높은 농

도로 검출되었으며, 해양환경기준을 매년 초과하였다.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의 생태독성판정 기준 적용 시 ‘독성없음’으로 평가되는 퇴

적물 오염도가 대조구와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 독성원인확인 평가를 적용할 경우 독성영향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종민감도분포곡선을 활용한 정량적 위해성 평가를 통한 준거치를 도출하여 생태독성 영향 판단 기준의 재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핵심용어 : 폐기물 배출해역, 퇴적물 생태독성 평가, 저서성단각류, 발광박테리아, 독성원인확인 평가

Abstract : The effect of sediments in a waste dumping area on marine organisms was evaluated using sediment toxicity tests with a benthic amphipod 

(Monocorophium acherusicum) and bioluminescent bacterium (Vibrio fischeri)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Standard Method for Marine Wastes 

(KSMMW). Nine sites in the East Sea-Byeong, East Sea-Jeong, and Yellow Sea-Byeong areas were sampled from 2016 to 2019.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relative average survival rate (benthic amphipods) and relative luminescence inhibition rate (luminescent bacteria) were below 30%, which were 

judged to be “non-toxic.” However, in the t-test, a total of 12 benthic amphipod samples (6, 1, 1, and 4 in 2016, 2017, 2018, and 2019, respectively)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from the control samples. To identify the source of toxicity on benthic amphipods, a 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between the levels of eight heavy metals (Cr, As, Ni, Cd, Cu, Pb, Zn, and Hg) in sediments and the relative average survival rate. The results 

indicated that Cr had the highest contribution to the toxicity of benthic amphipods (p = 0.000, R2 = 0.355). In addition, Cr was detected at the highest 

concentration at the DB-85 station and exceeded the Marine Environment Standards every year. Although the sediments were determined as “not toxic” 

according to the ecotoxicity criteria of the KSMMW,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s and toxicity identification evaluation indicated that the 

toxic effect was not acceptable. Therefore, revising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toxic effect by deriving a reference value through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using species sensitivity distribution curves is necessary in the future. 

Key Words : Ocean Dumping Site, Sediment Ecotoxicity, Monocorophium acherusicum, Vibrio fischeri, Toxicity Identification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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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양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유하는 열린공간이며 

해양오염 문제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관

심과 대책을 요구하는 문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MOF, 

2015).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 발달과 인구의 도시집중화

에 따라 발생된 많은 양의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해왔으

며 이로 인한 배출해역의 저서환경 오염 및 생물 피해가 

확인됨에 따라 2016년 이후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해양배

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MOF, 2016; 2020).

과거에는 육상의 폐기물 처리기술 및 관련 제도의 부재

로 해양이 부득이하게 최종 처분장소로 이용되었으나 투기

물질에 포함된 각종 유해물질의 위해성과 지정 투기해역이 

일본과 중국의 공동어로수역에 속해 있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국제적 마찰 완화 방안도 강구되어야 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21일 “72 런던협약”에 가입하였으

며, 폐기물 해양배출로 발생되는 문제 해결과 해양환경 보

전을 위해 2006년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였고, 매년 해양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왔다. 이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2011년 12월 29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2012년부터 하수처리오니와 가축분

뇨, 2013년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에 대한 해양배출

도 전면 금지되었다. 특히, 2014년부터는 육상처리 불가함

의 증명 없이는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해양배출 정책이 도입

되었으며, 2016년 1월부터는 준설토, 수산가공잔재물, 윈료 

동식물폐기물을 제외한 하수·폐수오니, 음식물폐기물 등의 

모든 종류의 폐기물배출이 금지되었다(MOF, 2015; 2016).

또한, 배출해역 복원, 국제협약의 준수, 합리적이고 과학

적인 폐기물 배출해역 관리를 위하여 매년 각 배출해역을 

대상으로 물리·화학·생물학적 영향조사를 수행하도록 제도

화하였으며, 저서생물에 미치는 퇴적물 독성영향 조사도 

포함되어 있다. 해양 퇴적물의 저서생물 독성영향 평가에

는 국내외로 저서성단각류(Monocorophium acherusicum) 및 

발광박테리아(Vibrio fischeri)가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저서성단각류는 시험생물 공급, 배양, 유지 및 시험수행 

등의 편의성이 높고, 다양한 유해물질 및 오염퇴적물에 대

한 민감도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ASTM, 1999; Cho 

et al., 2004; ISO, 2007; Lee and Lee, 2005; Park et al., 2008; 

Prato et al., 2008; USEPA, 1994). 발광박테리아는 1965년 

국외에서 처음으로 독성시험에 활용되었고(Serat et al., 

1965), 1993년에 Kaiser와 Palabrica가 1,300여개의 화학물질

에 대한 독성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이후로 경제성

과 시험의 신속성 등의 이점이 있어 많은 연구자들에 의

해 현재도 생태독성시험 대표 시험종으로 이용되고 있다

(Lee et al., 2014; Martin et al., 1995).

국내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2020, 제7조 해양폐기물공정

시험기준)에는 해양 퇴적물의 독성영향 평가방법 및 해양

배출 폐기물의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되어 있고, 저서성단각

류 상대평균생존율 및 발광박테리아 상대발광저해율이 각

각 30 % 이하일 경우 ‘독성 없음’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오염물질의 

유해성과 대상 매체로의 오염물질 노출수준을 고려한 위해

성 평가를 통해 준거치를 설정한 후 사회, 경제적 영향 등

을 고려하여 설정되며, 이후 해당 기준의 적합성 및 타당

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기준치의 보완, 갱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배출해역 해저퇴적물을 대

상으로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근거한 저서성단각류 생

존율과 발광박테리아 발광량에 따른 독성영향을 파악하였

고, 퇴적물 독성영향의 원인 탐색 및 배출허용기준과의 연

관성을 고찰하여, 향후 배출허용기준 개정 검토 및 폐기물 

배출해역의 정화․복원 효과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조사지역 및 조사방법

폐기물 배출해역 퇴적물의 해양생물 독성영향을 평가하

기 위하여 2016년~2019년 동해병, 서해병, 동해정 해역에서 

퇴적물을 채취하였다. 시계열 변화 관찰을 위해 3개 배출

해역에서 4년간 연속적으로 조사된 9개 정점 자료를 선별

하였으며, 대조 구역(DJ-9)과 인위적인 정화·복원을 위해 준

설토를 피복한 피복 구역(DB-17, DJ-13, DJ-14), 폐기물 집중 

배출로 오염이 심화되어 2006년 이후 해양배출이 금지된 

휴식년 구역(DB-28, DB-92, DB-85, YB-53, YB-8)으로 구성되

어 있다(MOF, 2019)(Fig. 1). 시험에 사용된 퇴적물은 상자형 

채니기(Box corer, 0.08 m2)를 이용하여 채취하였다(약 3 kg). 

채취된 퇴적물은 즉시 밀봉한 후 냉동하여 암조건에서 보

관하였으며, 시험실로 운반 후 동결 보관하였고 시험 시 해

동 후 이용하였다. 

2.2 시료 전처리 및 시험생물

시료 전처리는 시험생물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였다. 발

광박테리아 시험의 경우, 시료를 여과해수와 1:10(W:V) 비

율로 혼합하여 6시간 연속 진탕한 후, 상등액만 분취하여 

GF/F filter (0.7 μm, WhatmanTM, Germany)로 여과 후 고속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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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Hanil, Smart R17, 9,000 rpm, 4℃, 15분)하여 상등액을 

시험에 이용하였다. 

저서성단각류 시험의 경우, 채취한 시료를 300 μm 표준

체에 통과시켜 굵은입자와 내서생물을 제거하여 통과시

킨 시료 1 L에 5 L의 여과해수(1 μm membraine filter, Chisso 

Filter, Japan)를 혼합한 뒤 24시간 동안 폭기 후 Ammonia 

Photometer(Hanna Instuments, HI96715, Italy)를 사용하여 암모

니아 농도가 1 mM 이하임을 확인하였다. 

독성시험종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2020)에 등재된 저서

성단각류와 발광박테리아를 이용하였다. 저서성단각류 시

험에 이용된 M. acherusicum은 국내 시화호, 온산만, 태안 

퇴적물의 독성평가, 준설물, 해양배출물질, 방오도료, 선박

평형수, 슬래그 등 다양한 시료에 활용된 바 있다. 발광발

테리아 시험에 이용된 V. fischeri는 수계 최상위 분해자로 

세계적으로 독성시험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시험 수행 전 

표준독성물질인 CdCl2 (저서성단각류)와 ZnSO4 (발광박테리

아)를 사용하여 시험생물의 민감도가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Table 1). 

2.3 발광박테리아 독성시험

발광박테리아를 이용한 폐기물 배출해역 퇴적물 독성시

험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 21항(2020)”에 따라 수행하

였다. 시험 시작 30분 전, 동결건조된 발광박테리아를 재활

성 시약에 첨가하여 N-tox(Neoenbiz, Kora) 기기 내에서 재활

성 하였다. 모든 대조구 및 시험구는 지수식으로 4개의 반복

구를 두었으며, 96 well plate의 각 well에 25 μL씩 재활성 된 

발광박테리아를 접종한 후 접종 직후의 발광량과 30분 후의 

발광량을 측정하였다.

시험용액의 pH 및 염분 농도는 pH․DO meter(Thermo Fisher 

Scientific, STAR A216, USA) 및 다항목수질측정기(TOA-DKK, 

WQC-22A,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4 저서성단각류 독성시험

저서성단각류를 이용한 폐기물 배출해역 퇴적물 독성시험

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 22항(2020)”에 따라 수행하였

다. 모든 대조구 및 시험구는 지수식으로 4개의 반복구를 두

었으며, 1,000 mL 유리비이커에 175 mL 퇴적물(시료)과 800 mL

여과해수를 분주하여 300 ~ 500 μm 크기의 저서성단각류 20

개체를 투입하였다. 시험온도와 조도는 각각 20±1℃, 500 ~

1,000 lux로 24시간 연속조명하에서 용존산소 포화도가 80 %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폭기하였다. 시험 시작 10일 후에 사망

개체를 확인하여 기록하였다. 생존개체가 퇴적물 안으로 재

잠입하지 못하거나 10초 이상 움직임이 없는 개체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시험용액의 수온, pH, DO, 염분농도 및 암모니아는 다항목

수질측정기(TOA-DKK, WQC-22A, Japan) 및 Ammonia Photometer 

(Hanna Instuments, HI96715, Ital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5 퇴적물 중금속 분석

퇴적물 내 중금속함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동결건조된 시

료를 분쇄기로 균일하게 간 후 건조기에서 105℃로 24시간 

건조시키고 시료 약 20 mg을 테프론 용기에 혼합산1(질산 :

과염소산= 6 : 1) 3.5 ml과 혼합산2(질산 : 불산= 3 : 2) 5 ml을 순차

로 이용하여 완전분해한 후 ICP-MS(iCAP-Q, Thermo Scientific 

Co., USA)로 측정하였다. 수은은 퇴적물 시료 약 20 mg을 

이용하여 아말감 가열기화 방식인 자동수은분석기(Hydra-C, 

Teledyne Leeman Labs.,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 중금속은 미국 국립기술

표준원(NIST)의 SRM 2702(n = 24)를 시료 전처리 과정에 함

께 처리하여 회수율을 검정하였고, 수은은 캐나다 국립연

구소(NRC-CNRC)의 표준물질인 MESS-3(n = 28)를 이용하여 

회수율을 측정하였다. 검정결과 회수율은 94 ~ 104 % 범위를 

Fig. 1. Sediment sampling stations in the ocean dumping sites, 

Korea. The abbreviations for DB, DJ and YB indicate 

the East Sea-Byeong, East Sea-Jeong and Yellow 

Sea-Byeong sit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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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Cr: 96 %, Ni: 94 %, Cu: 97 %, Zn: 96 %, As: 100

%, Cd: 104 %, Pb: 95 %, Hg: 101 %).

2.6 독성판단 기준 및 통계분석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해양폐기물편, 2020)에서 제시하고 

있는 독성 판정기준에 따라 상대평균생존율(저서성단각류) 

및 상대발광저해율(발광박테리아)이 각각 30 % 이하일 경우 

“독성없음”으로 판단하였다.

(가) 상대평균생존율(%) =

  대조구의 평균생존율(%) - 시료의 평균생존율(%)

(나) 상대발광저해율(%) =

(대조구의 평균발광량 - 시료의 평균발광량)

/대조구의 평균발광량 × 100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독성판정 기준에 따른 결과와 

시험군(대조구, 시험구) 간의 평균 검정을 통한 결과 차이

를 비교하기 위해 t검정(TOXCALC 5.0, Tidepool Scientific 

Software, U.S.)을 적용하였고 정규성 검정(Shapiro Wilk's test), 

분산의 동질성 평가(F-test) 후 유의수준 5 %에서 분석하였

다. 독성영향의 요인을 분석을 위해 단순선형회귀분석(SPSS 

for windows, ver. 17.0)을 수행하였으며 유의수준 1, 5 %에서 

분석하였다.

3. 결 과

3.1 발광박테리아 독성시험

발광박테리아의 상대발광저해율(%)은 2016년 -21.9 ~ 0.3 %, 

2017년 -9.6 ~ 0.5 %, 2018년 -19.0 ~ 1.5 %, 2019년 -4.60 ~ 0.6 %

로서, 전체기간 -21.9 ~ 1.5 %의 범위를 나타냈다. 2018년 

DB-85 정점에서 최대값(1.5 %), 2016년 DB-92 정점에서 최소

값 (-21.9 %)을 보였고, 2016년 DJ-14, 2017년 DJ-13, 2018년 

DB-85, 2019년 DB-17 정점을 제외한 모든 시료에서 대조구

보다 높은 평균발광량을 나타내었다. 해역별로는 동해병 

-21.9 ~ 1.5 %(평균 -8.4 %), 서해병 -18.9 ~ -1.8 (평균 -8.0 %), 

동해정 -19 ~ 0.5 %(평균 –7.6 %)로서, 해역별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p > 0.05)(Fig 2). 모든 정점의 시료에서 상대발광

저해율이 30 % 이하로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거하

여 “독성없음”으로 평가되었고, t검정에서도 대조구와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는 시료는 없었다(p > 0.05).

3.2 저서성단각류 독성시험

저서성단각류의 상대평균생존율(%)은 2016년 2.5 ~ 25 %, 

2017년 -1.2 ~ 10.0 %, 2018년 1.2 ~ 10.0 %, 2019년 3.8 ~ 12.5 %

로서 전체기간 -1.2 ~ 25 % 범위를 나타냈다. 최대값은 2016

년 DB-85에서 25 %였고, 최소값은 2017년 DJ-9 정점에서 

-1.2 %로 나타났다. 2017년 DJ-9 정점을 제외한 모든 시료에서 

대조구보다 낮은 평균생존율을 보였다. 해역별로는 동해병

에서 2.5 ~ 25.0 %(평균 8.0 %), 서해병 0.0 ~ 7.5 %(평균 4.0 %), 

동해정 -1.2 ~ 12.5 %(평균 6.5 %)로서 동해병 해역의 시료에서 

다른 두 해역 시료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Fig 3).

상대평균생존율 또한 모든 시료에서 30 % 이하로 ‘해양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독성없음”으로 평가되었으나, 

t검정 결과 2016년 6개 정점(DB-85, DB-92, YB-8, DJ-9, 

DJ-13, DJ-14), 2017 ~ 2018년 각각 1개 정점(DB-85), 2019년 4

개 정점(DB-85, YB-53, DJ-13, DJ-14)에서 대조구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05), DB-85는 매년 가장 높은 독성영

향을 나타내었다.

3.3 퇴적물 중금속 분석

2016 ~ 2019년 동해병, 서해병, 동해정 퇴적물 시료의 중

금속 8종(Cr, As, Ni, Cd, Cu, Pb, Zn, Hg) 함량을 해저퇴적물

의 해양환경기준(고시 제2018-10호)과 비교하였다. 관리기준

(PEL)을 초과한 시료는 2016 ~ 2019년 DB-85(Cr) 정점, 2018년 

DB-85와 2019년 DB-92(Zn) 정점이었다. 또한, 주의기준(TEL)

을 초과한 시료는 DB-28(As, Cu, Zn, Pb, Hg), DB-17(Cu), 

DB-85(Cr, Cu, Zn, As, Cd, Pb, Hg), DB-92(Cr, Cu, Zn, As, Cd, 

Pb, Hg), YB-53(Cu, Zn), DJ-14(Cu, Zn) 정점으로, 동해병해역 

Test organism End point

Reference toxicant test

Validation of criteria
Test substance

Recommend
range (mg/L)

Result
L(E)C50 (mg/L)

Monocorophium acherusicum Survival
Cadmium 
chloride

0.6~2.2 0.9~1.6
Survival of all organisms in the control:  
   ≥ 90 %

Vibrio fischeri Bioluminescent
Zinc sulfate 
heptahydrate

1~10 4.2~6.7
Bioluminescent ratio in the control: 
0.6∼1.8

Table 1. Validation criteria of the test and result of the reference toxicant test in this study



폐기물 배출해역 퇴적물의 생물학적 독성평가 연구

- 5 -

퇴적물의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Fig. 4). 특히, 2016년 

DB-85 정점의 Cr은 관리기준(PEL, 181 mg/kg)을 초과한 449.6

mg/kg이 검출되었다(Fig. 4). 

3.4 단순선형회귀분석

저서성단각류 독성영향의 원인 탐색을 위해 적용한 단순

선형회귀분석의 회귀식은 y0 = aX + b로서 y0는 종속변수인 

상대평균생존율, X는 독립변수인 중금속 농도로 나타내었

다. Cr, Cu, As의 농도에 따라 상대평균생존율을 추정하는

데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고(Fig. 5) Cr과 상대평균생존율

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으며 Cr의 주의기준 초과 시료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

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저서성단각류 독성영향을 나타내

었다(n = 5, R2 = 0.5349, p = 0.000).

Fig. 2. Results of toxic effect determination on the bioluminescent bacteria. Dashed line indicates the toxicity 

limit of relative luminescence inhibition rate (%) by law an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ontrol and samples (t-test, 1-tail, p > 0.05).

Fig. 3. Results of toxic effect determination on the benthic amphipod. Dashed line indicates the toxicity limit of 

relative average survival rate (%) by law and the asterisk (*) mean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ontrol and samples (t-test, 1-tail,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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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Cr, As, Ni, Cd, Cu, Pb, Zn and Hg) in sediment (2016~2019). The bold and dashed 

lines indicate threshold effects level and probable effect level,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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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 찰

동해병, 서해병 및 동해정 해역의 준설토 피복지역, 자연

적 회복지역(휴식년지역), 대조지역 표층퇴적물을 대상으로 

해양에 서식하며 분류학적으로 서로 다른 생물군에 속하는 

두 종의 생물, 저서성단각류(M. acherusicum)와 발광박테리아

(V. fischeri)에 미치는 독성영향을 t-test를 통해 평가한 결과 

발광박테리아 독성시험에서는 대조구와 유의한 차이가 없

었지만, 저서성단각류의 독성시험에서는 총 12개의 시료에

서 대조구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Kang et al.(2011)은 

도축, 식품, 분뇨, 하수 및 축분 등의 시료에 대한 V. fischeri

와 M. acherusicum의 비교독성시험 결과, V. fischeri 보다 M. 

acherusicum의 독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고, 시험

생물의 중금속 민감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M. acherusicum

의 4일간 급성독성시험 LC50이 0.7 mg/L(Cd), 0.25 mg/L(Cu), 

0.026 mg/L(Hg)이고, V. fischeri의 30분 발광저해시험 EC50이 

22 mg/L(Cd), 36.0 mg/L(Cu), 0.8 mg/L(Hg)로 나타나 M. acherusicum

의 민감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Cho et al., 2004; 

Lee et al., 2004; Lee et al., 2008). 발광박테리아 독성시험 결

과 대조구보다 시험구에서 더 높은 발광량을 나타내었는데, 

Jarque et al.(2016)의 연구에 의하면 퇴적물 용출시 입자결합 

독성물질의 부재와 비극성 화합물의 불충분한 추출로 인하

여 총퇴적물의 독성이 가려질 수 있으며, 용출액 속 다량의 

유기물, 이온화된 원소, 영양염 등이 용출되어 시험구의 발

광량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Kuwahar et 

al., 2018). 동해병·정 및 서해병 폐기물 배출해역에 투기된 

물질 중에도 분뇨, 하폐수슬러지, 수산화알루미늄 가공잔재

물(적토) 등이 전체 배출량에 있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었고, 이 물질들 내에 함유된 중금속 및 기타 유해물질들로 

인해 본 연구에서도 M. acherusicum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저서성단각류에서 나타난 독성영향의 원인 탐색을 위해 

퇴적물 내 중금속 함량(Cr, As, Ni, Cu, Zn, Cd, Pb, Hg)과 

비교분석 해 본 결과, 동해병 시료에서 다른 해역 시료에 

비해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 항목이 많았으며 

DB-85 정점의 Cr은 매년 관리기준(PEL: probable effect

levels)을 초과하였고, Ni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금속이 주의

기준(TEL: threshold effect levels)을 초과하였다. 주의기준과 

관리기준 사이의 농도는 부정적인 생태영향이 발현될 가능

성이 있는 범위, 관리기준 이상의 농도는 부정적인 생태영

향이 발현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범위를 나타낸다(Ra et 

al., 2013). 동해병 DB-85, DB-92 정점은 폐기물 집중 배출로 

Fig. 5. The linear regression equation between relative average survival rate of Monocorophium acherusicum and the concentration of 

heavy metal samples (2016~2019) and the asterisk (*) means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regress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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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이 심화되어 해양배출이 금지(휴식년시행)된 해역이며, 

DB-85는 과거 크롬 등의 중금속 함량이 높은 수산화알루미

늄 가공잔재물(적토)이 집중 투기된 지역으로 현재는 복원

우선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MOF, 2019). 반면 인

위적인 정화·복원을 위해 준설토를 피복한 DB-17 정점의 

경우 피복 전인 2009년과 비교하면 모든 중금속 항목이 해

양환경기준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자연적 회복을 유도하는 

다른 동해병 정점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어 피복으로 인한 오염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MOF, 2019). 중금속 항목들과 저서성단각류 독성영향의 

회귀분석 결과 Cr(R2 = 0.355, p = 0.000)에서 가장 큰 기여도

가 나타났고, Cr 주의기준을 초과한 시료만을 대상으로 분

석한 결과에서는 53 %의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n = 5, 

R2 = 0.534, p = 0.000). 옆새우과에 속하는 Gammarus sp.의 1일

생존시험 및 무척추동물인 Lecane quadridentata의 2일 생존

시험 자료에서도 LC50이 각 6, 5 mg/L로 Cr에 대한 높은 민

감도가 보고된 바 있고(Perez and Martinez, 2001; Rehwoldt et 

al., 1973), 퇴적물 및 수중에 포함된 Cr이 다모류의 생식력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Lee and Park, 2016; 

Oshida et al., 1981). 또한, Cd의 경우 0.3 mg/L 이상, Cu의 경

우 0.1 mg/L 이상만으로도 M. acherusicum의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05).

U.S. EPA의 폐수 및 배출수에 대한 독성원인확인평가

(TIE, Toxicity Identification Evaluation) 단계 중 최종 3단계

(TIE 3)인 독성 원인확증 단계에서는 독성원인물질 탐색

(TIE 1, 2)과정에서 판단한 독성원인 의심물질을 모두 제거

하고, 단일 의심물질을 재첨가하여 독성시험을 반복 수행 

후, 독성결과와 의심물질 농도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도록 권

고하고 있다(Mount, 1988; Mount, 1989; Norberg et al., 1991). 

하지만, 담수 및 해수의 경우 중금속을 EDTA 혹은 이온수

지교환을 통하여 대체로 제거가 가능하지만, 퇴적물의 경

우에는 중금속의 완전한 제거 및 첨가가 불가능하다(Lee et 

al., 2016; You et al., 2015; Choe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EPA 지침처럼 독성원인확증 시험을 통해 Cr이 독성원인물

질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입증하지는 못하였으나, 국·내외 

관리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Cr의 노출수준을 고려할 때, 

DB-85 정점의 경우 Cr의 높은 함량이 M. acherusicum의 독

성영향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원인추정을 위해 적용한 단순선형회귀분석에서 오염도가 

서로 다른 해역의 표본들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결정계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해역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모

니터링을 통한 표본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중금속 

외에 입도, 유기물질, 유기화합물질 함량의 영향도 추가하

여 독성원인을 추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해양폐기물편, 2020) 

상의 해양폐기물배출기준으로 저서성단각류의 독성을 평가

할 경우 ‘독성없음’으로 판정되는 퇴적물 상태가, 대조구와

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 중금속 독성 민감도 및 독성원인

추정을 통해 평가할 경우에는 독성영향이 수용 가능한 수

준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양

한 노출경로(총 퇴적물, 부유퇴적물, 용출수, 상층수 등), 다

양한 서식생물(단각류, 저서성 조류, 이매패류), 노출기간

(급·만성)을 고려한 종민감도분포 곡선을 활용하여 정량적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근거한 준거치가 도출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배출허용기준의 개정 검토도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향후 폐기물 배출해역의 정화 

및 복원사업 수행 시 사업 효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해역 퇴적물의 이화학적 모니터링과 함께 생물학적 독

성 모니터링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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