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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sic Concepts and Mechanisms 
 

Examples of Contaminant Transport 

 - Effect of wastewater discharge to a river on downstream water quality 

- Effect of an incinerator on downwind air pollutant levels 

 - Overall efficiency of a waste treatment technologies is influenced by the 

contaminant transport within the control facility 

 - Performance of monitoring and measurement devices depends on the 

effective transport of contaminants from the sampling point to the detector 

 

Physical Scale of Concern for Contaminant Transport 

 - Molecular dimension: transport of a contaminant into the pore of an 

adsorbent 

 - Global distance: transport of air and waterborne contaminants 

 

Transport phenomena are subdivided into (1) Fluid mechanics, (2) Heat transfer, 

and (3) Mass transfer. Conductivities are analogous to each other. 

 

1.1 Role of Simulation 

Limitations: Complexity 

Difficulty and Time consuming 

Assumptions and Uncertainty 

However, still modeling and simulation is the most realistic and feasible approach to 

reach (1) quantitative answer, and (2) meaningful conclusions. 

 

“All things are numbers”     - Pythagoras (philosopher, mathematician) 

 

1.2 Law of Conservation of Mass and Energy 

 - The most important laws of environmental modeling 

 

In an environmental system without any reaction (e.g., no-interest bank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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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ount of Accumulation = Amount of Input – Amount of Output 

 Rate of Accumulation = Rate of Input – Rate of Output 

 

Assumptions 

 Completely mixed systems 

 

   



m

1j

jout,jout,

n

1i

iin,iin,sys CQCQCV
dt

d
 

where V = volume of a system [L3]; 

  Csys = concentration of a contaminant in the system [M/ L3]; 

  T = elapsed time [T];  

  i = number of incoming paths of the contaminant into the system; 

  Qin,i = flowrate of the ith incoming path [L3/T]; 

  Cin,i = concentration of the contaminant in the ith incoming path [M/ L3]; 

  j = number of outgoing paths of the contaminant from the system; 

  Qout,j = flowrate of the jth outgoing path [L3/T]; and 

  Cout,j = concentration of the contaminant in the jth outgoing path [M/ L3]; 

 

If the volume of the system is constant, 

 



m

1j

jout,jout,

n

1i

iin,iin,

sys
CQ

V

1
CQ

V

1

dt

dC
 

 

At steady state the rate of accumulation is zero, i.e., dCsys/dt = 0  

 



m

1j

jout,jout,

n

1i

iin,iin, CQCQ  

 

If there is any sink or gain term (i.e., conversion or transformation) ? 

 Rate of Accumulation  

= Rate of Input – Rate of Output +/- Rate of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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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k

k

m

1j

jout,jout,

n

1i

iin,iin,sys rVCQCQCV
dt

d
 

where k = number of reactions that cause sink or gain of the contaminant; and 

  rk = reaction rate of kth reaction [M/L3,T]. 

 

1.3 Contaminant Flux 

- “Flux (symbol: J)” is a vector quantity, comprising both a magnitude and a 

direction  

 Direction of a flux vector: direction of contaminant transport, normal to the frame 

 Magnitude of a flux vector: net rate of contaminant transport per unit area of the 

frame (e.g., mass or moles per area per time) 

 

1.4 Advection 

- Whenever a fluid is in motion, all contaminants in the fluid including both 

molecules and suspended particles are “advected” along with the fluid. 

 

 

  a

Mass C  L  A 
J  =  =  = C U

(Cross Sectional Area) (Time Interval) A  ( L/U)

  


  
 

  aJ (x, y, z) = C(x, y, z)  U(x, y, z)
ur 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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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Molecular Diffusion (Brownian Motion) 

- The botanist Robert Brown, who in 1827 reported observing, through a 

microscope, the wiggling motion of pollen grains suspended in water. The 

Brownian motion results from the random collisions of particles suspended in a 

fluid with surrounding molecules. 

- Although the molecular-scale motion seems hopelessly disordered, the 

macroscopic effects are well understood and predictable. Qualitatively, the 

random motion of fluid molecules causes a net movement of species from high 

concentration region to low concentration one. 

- The rate of mass movement due to molecular diffusion is greater with larger 

concentration difference, shorter distance, less molecular size, and higher 

temperature. 

 

1.5.1 Fick’s Law 

 

 

 

The escape rate of a volatile substance from the tube varies (1) in inverse proportion 

to the tube length, (2) in proportion to the cross-sectional area of the tube, and (3) in 

proportion to the partial pressure of the substance in the bu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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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M A C C
  -  and J   -

T x x

  
 

  
 

 d

C
J  =  -D

x





 

where D = diffusion coefficient (or diffusivity) 

 

as the distance ∆x becomes infinitesimally small,  

 d

dC
J  =  -D

dx
  and 

 d

C C C
J (x, y, z) =  -D ( , , )

x y z

  


  

ur
 

 

1.5.2 Significance of Diffusion 

Diffusion is a slow transport process. Albert Einstein showed that characteristic 

distance a molecule (or a particle) will travel by diffusion in time t is given by 

 x  2 D t    

For example, a gas molecule with a diffusivity of 0.1 cm2/sec is expected to move in 

1 second a characteristic distance, 
2x = 2  0.1cm / sec   1sec  = 0.45cm   

 

Diffus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at interfaces (or boundary layer) because there is 

no fluid advection at an interface in the direction normal to the surface. 

 

Diffusivity of molecules in air (Dair) 

 = 0.05 (Naphthalene) – 0.6 (Helium) cm2/sec 

Diffusivity of molecules in water (Dwater) 

 = 0.8 (Methanol) x 10-5 – 4.5 (Hydrogen) x 10-5 cm2/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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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Application of Diffus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aminant Transport Analysis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7 

 

1.6 Dispersion 

Dispersion is caused by nonuniform advection and influenced by diffusion.  

For example, (1) air quality engineering, (2) the impact of wastewater discharges on 

rivers, lakes, or oceans, (3) movement of contaminants in groundwater, etc. 

 

1.6.1 Shear-Flow Dispersion 

 

 

 

The velocity profile of the fluid flow is parabolic because of wall friction. Those 

molecules that lie close to the centerline of the tube are advected at a higher velocity 

than those near the wall.  

 

However, the contaminant profile of a pulse input is not a parabolic line but a 

parabolic range. Contaminant molecules positioned near the leading edge of the 

pulse and near the center of the tube tend to diffuse toward the walls. Conversely, 

contaminant molecules located near the tailing edge of the pulse tend to diffuse 

toward the center.  

In this case, the net effect of molecular diffusion is to slow the rate of disp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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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laminar flow condition, the flux due to shear-flow dispersion is described by 

an equation analogous to Fick’s law. 

 s s

dC
J  = -

dx
   

where s = shear-flow dispersivity 

 

1.6.2 Turbulent Diffusion 

 

 

 

The flux due to turbulent dispersion is described by an equation analogous to Fick’s 

law. 

 t t

dC
J  = -

dx
   

 t t, x t, y t, z

C C C
J  = - ,  , 

x y z
  
   
 

   
 

where tt,xt,yt,z= turbulent diffusion coefficients (or eddy diffusivities) 

It is often assumed that t,xt,y. 

 

Turbulent diffusivities in rivers are one order magnitude smaller than shear-flow 

dispersion coefficient. In the atmosphere, turbulent diffusion is especially important 

in the vertical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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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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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2) 

 

 

(At the 4,000m point, not the clean water but the contaminated water is pumped at 

the flow rate of 1 m3/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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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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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For t   and 1/t >>> w0, derive the expression of C. Next derive the 

expression of C for t   and 1/t <<< w0. Explain why these two 

solutions make sense (i.e., explain the effect of lake volume on the 

concentration of organic matter leaving the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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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rticle Motion 

 

Many environmental mass transport processes are connected with the transport of 

small particles, both of particle itself and compound adsorbed or partitioned into the 

particle. 

 

- Gravitational settling 

- Brown motion (diffusive-type process) 

 

The transport of particles within fluids is very strongly influenced by their size and 

mass. For larger particles, transport mechanisms depend on mass and predominate 

over diffusive motion. 

 

2.1 Drag on Particle 

For a settling particle in a fluid, there are three forces acting on the particle. The 

drag force is the driving force for the acceleration of the particle. If the forces are 

balanced each other, the settling speed of the particle is constant. The drag force 

increases as the particle velocity relative to the fluid increases. 

 

  G p pF  = ρ g V   

  B f pF  ρ g V    

  
2

D D p fF  = C A ρ
2

v
    

       

where FG = gravitational force; 

 FB = buoyancy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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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 = drag force; 

 p = density of a particle; 

 f = density of a fluid; 

 g = acceleration due to gravity; 

 Vp = volume of the particle; 

 CD = drag coefficient; 

 Ap = cross sectional area of the particle; and 

 v = speed of the particle relative to the fluid.  

 

The drag force on a spherical particle (FD) is computed by the following expression, 

 
2 2

D D p f

π 1
F  = C d ρ v

4 2

   
       
   

 

where dp = particle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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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fd v d ρ v

R =  = 
 

  
 

 D

24
C  =  (R < 0.3)

R
 or D

24
C  =  (0  R  2)

R
   

   0.7

D

24
C  = 1 + 0.14 R   (0.3 < R < 1,000)

R
    or D 0.6

18.5
C  =   (2  R < 500)

R
  

 DC  = 0.445 (1,000 < R < 350,000)    or DC  = 0.44  (500  R  20,000)   

 

where = kinematic viscosity; and 

 = dynamic viscosity 

 

 D pF  = 3 π μ d v     (R < 0.3) 

 
2 2

D f pF  = 0.173 ρ d v    (1,000 < R < 350,000) 

  

One important correction is made in considering the drag force on small particle (dp 

< 1m) in air because the air is made up of molecules rather than a continuously 

smooth fluid. The drag force on very small particles (i.e., very small R) in air is 

computed by introducing the Cunningham slip correction factor, Cc, 

  D p

c

1
F  = 3 π μ d v  = f v

C
       (R < 0.3) 

where f = friction coefficient 

Cc decreases as the particle diameter increases, and reach 1 for particles of which 

diameter is greater than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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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Gravitational Settling 

G D B p

d v(t)
F  - F  - F  m

dt
   

 

Terminal Settling Velocity (or Terminal Floating Velocity) 

 

 FG = FB + FD 

 
3

G p p p

π
F  m g = ρ d g

6
      

 
3

B f p

π
F = ρ d g

6
    

 
2

2 22

D D p f D p f

π 1 π v
F  = C d ρ v  = C d ρ

4 2 4 2

   
           
   

 

 
p p f

D f

4 g d ρ  - ρ
 v = 

3 C ρ

   
  

  
 

 

If the density of the settling particle is less than that of the fluid, the terminal floating 

ing velocity is,  

p f p

D f

4 g d ρ  - ρ
v = 

3 C ρ

   
 

  
 

 

The particle flux caused by gravitational settling is analogous to the contaminant flux 

caused by advection as follows: 

 Jg = C∙v 

 

The vector form of this relationship is, 

 gJ (x, y, z) = C(x, y, z) v
u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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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 Force on Nonspherical Particle 

 

Examples of nonsperical particles: fibers, clay particles, bacteria, soot, etc.  

Also many of the “particles” in the environment is aggregates of small particles. 

 

   D eF  = 3 μ d v χ      

where  = shape factor (or dynamic shape factor); 

  de = equivalent-volume diameter 

 

 

 = 1 for a 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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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Brownian Diffusion 

A transport mechanism caused by the random motion of fluid molecules, so called 

“Brownian motion” is molecular diffusion. An analogous phenomenon applies to 

particles suspended in a fluid. 

  

The Brownian diffusivity of particles in air is determined by an equation known as 

the Stokes-Einstein relation, 

 
k T

D = 
f


 

where k = Boltzmann’s constant (1.38 x 10-16 erg/K); 

 T = temperature (K); and 

 f = friction coefficient.  p

c

1
f = 3 π μ d

C
     

 

Figure 4.B.6 Brownian diffusivity for particles in air and water. 

 

 

The rate of Brownian diffusion is much slower than the rate of molecular diffusion 

because particles are much larger and much more massive than molec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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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size of the particle that is heavier than a fluid increases, settling is 

predominant to Brownian diffusion in its transport. Example: Figure 4.B.7 Comparing 

particle transport by settling and 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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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Double Layer and Colloidal Stability 

 

What is “Colloids”? 

- aggregates of atoms, molecules, or mixed materials 

- considered larger than individual atoms or molecules 

- enough small to possess properties greatly different from coarse particles 

dispersion behavior 

- normally range in size from about 1 to 100 m 

 

 

 

 

Concentration Curve 

For the conterions, the concentration curve is a decaying exponential type. 

Similarity to gravity (e.g., atmosphere distribution on the earth) 

 a

0

g m zP
 = exp

P 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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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P0 = gas pressure at the surface 

 ma = molar mass of the gas 

 

At the enough far from the particle, 
ji

i j[counterions] [coions]   because of the 

“law of principle of solution electroneutrality”. However, it is not true near the 

charged particle. 

counterion concetration curve - coion concetration curve   = surface excess of the 

particle charge 

 

Fundamental equation for electrical potential to charge in the diffuse ion distribution 

→ Poisson equation 

 
2 2 2

2

2 2 2

0

ρ
 =  +  +  = -

x y z ε ε

  


  


   
 

where  = electro field potential (V, volts); 

  = charge density (coulomb/cm3); 

 0 = permittivity in a vacuum (= 8.854x10-12 C/Vm or 8.854x10-12 C2/Jm) 

  = relative permittivity of the medium (dimensionless) (e.g., 78.5 for water at 

25oC). 

Under the assumption, i.e., the thickness of the concentration atmosphere << 

diameter of the particle, the particle surface can be considered as a flat and the 3-D 

expression can be approximated to 1-D as follows 

2

2

0

 = -
x

 

 



 
 

 

On the other hand, 

 i i

i

 = z e n    

and 

 i i

i,0

n z e
 = exp

n k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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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zi = valence of the ith-type ion; 

 ni = number of the ith-type ion per cubic concentration (#/cm3);  

 ni,0 = number of the ith-type ion per cubic concentration at an infinite distance 

(#/cm3); 

 e = electron charge (= 4.80x10-10 esu or 1.602x10-19 C); 

 k = Boltzmann’s constant (=1.38x10-23 J/K). 

  

then, 

 
2

i
i i,o2

i0

1 z e
 = - z e n exp

x k T

 

 

     
      

    
  

 

Since 
2 3

x x x
e  = 1 + x +  +  + 

2! 3!
  

If the electro filed potential,  is low, iz e
 << 1

k T

 


 and 

 

2 22
i i,o

i i,o2
i0

z e n1
 = - z e n  - 

x k T



 

     
   

    
  

Since  i i,o

i

z e n  = 0   for the condition of solution electroneutrality 

  
2 2

2

i i,o2
i0

e
 = z n

x k T

 

 

 
 

   
  

 B.C 0 =  at x = 0   

 
d

 = 0 at x = 
dx


  

The solution is,  

  0 = exp κ x      

where 
 22

i i,o
2 i

0

e z n

κ  = 
k T 

 

  


 

23

i,o i,o3 3 3

# 6.02 10 # L mol
n  =  M

cm mol 10 c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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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

2 2

i i,o i i,o3 3 3 3
i i

2 6.02 10 # 1 2 6.02 10 #
z n  =  z M  = I

10 cm 2 10 cm

   
      

 

where MI,0 = molar concentration of the ith-type ion at an infinite distance (moles/L).  

 I = ionic strength of the solution. 

 

Then, 

   
2

-19 23

2

32
12 23 3 3

2

2 1.602 10 C 6.02 10
κ  = I 

C J m
78.5 8.854 10 1.38 10 298K 10 cm

J m K 10 cm

 

   


     
          

     

 

 = 3.29109I1/2 (1/m) 

 

1/ has dimension of [L].  

1/ = Double layer thickness (or Thickness of double layer) 

- the center of the gravity of the diffuse charge 

- The distance from the colloid particle surface at which the potential has decayed 

to 37% of the surface potential 

 

The assumption of low potential can be released in an analysis known as the Gouy-

Chapman theory. The final results are (Hienmenz, 1977) 

 

   

0

0

z ez e
exp 1exp 1

2 k T2 k T
 = exp κ x  

z e z e
exp 1 exp 1

2 k T 2 k T



 

     
   

        
      

    
      

 

or   0γ = γ exp -κ x     

where 

z e
exp 1

2 k T
γ = 

z e
exp 1

2 k T





  
 

  
  

 
  

 

The two relationships are only for symmetrical electrolytes (i.e., magnitude of the 

valences of cations and anions are identical, e.g., 1:1 NaCl, 2:2 MgSO4,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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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surface charge density, p (C/m2, or surface excess) 

  p
0

σ  = ρ dx


  

since 
2

2

0

ρ
 = -

x ε ε



 
 

  

2

p 0 020
0

d d
σ  = -ε ε  dx = -ε ε  

dx dx

 




   

  p 0

0

d d
σ  =  -ε ε  (put "-" because 0)

dx dxx

 



    

  0

0

d
 = -κ

dx x






  

  p 0 0 σ  =  ε ε κ      

The surface charge density (p) is simply related to (1) the electric field potential () 

and (2) double layer thickness (1/). 

Approximation of 1/ of a clay particle in water and solvent (e.g., non-aqueous 

phase liquid) is as follows: 

  

1/ 2

2 2

0

1 D k T
 = 

κ 8 π n e ν

  
 

    
 

where D = dielectric constant of the solvent, e.g., water=80, ethylalcohol=24.3); 

   = counterion (i.e., cation) valence. 

 

Overlapping Double Layers and Interparticle Repulsion 

Under the assumption of flat surface of a particle for symmetrical electrolytes 

(Hiemenz, 1977) 

   2

R 0 0F   64 n k T γ exp κl      ;  

where FR = repulsion force; 

  l = separation distance; 

  

0

0

0

z e
exp 1

2 k T
γ  = 

z e
exp 1

2 k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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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 der Waals Force and the DLVO Theory 

 

Van der Waals force: the attraction force by the interaction of induced and 

permanent dipole moments in the consistent molecules of two approaching particles 

 

DLVO (Derjaguin, Landau, Vervey, and Overbeek) 

  2

A

A
 = -

12 π
l 


 

where A = attractive energy 

  A = Hamaker constant 

  

2

A

a

ρ L π
= β

m

  
 

 
 

where  = particle density; 

  LA = Avogadro’s number; 

  ma = molar mass of the particle material; 

   = composite Van der Waals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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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 0
net R A

64 n k T γ A
  =  +  = exp κ  - 

κ 12 π
l l      

    


 

 

 

 

- There is an energy barrier (i.e., the peak in positive net interaction energy) to 

particle contact.  

- The largest  which means the smallest thickness of double layer, showed 

always negative net interaction energy. It means “Attraction” 

- As I (ionic strength) increases, 1/ decreases, and finally the stability of colloids 

de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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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1) Calculate the double-layer thickness around colloids in 10-3 M and 10-2 

M solution of sodium chloride at 25oC using the Debye-Huckel approximation. How 

does the ionic strength of a solution affect the thickness of double-layer in the 

solution qualitatively? Also make a plot of the change of /0 versus distance from 

the particl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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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ss Transfer at Fluid Boundaries 

 

3.1 Introduction of Mass-Transfer Coefficient 

Case 1. 

 

Figure 4.C.1 A simple system in which a mass-transfer coefficient can be directly 

determined. 

 

 b iJ   C - C  

Put  b m iJ  = k C - C  

where Jb = net flux to the boundary (amount of species per area per time); 

 km = mass-transfer coefficient; and 

 C and Ci = concentration terms.  

 

The diffusive flux through the tube, Jd is given by Fick’s law as, 

 i
d

C  - C
J  = D

L
  

 

at a steady state, the net transport rate from the air to the liquid is equal to the 

negative of the diffusive flux and 

 m

D
k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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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Particles are suspended in a fluid above a horizontal boundary. All particles are 

assumed to have the same terminal velocity, vt. The gravitational flux from air to the 

fluid, Jg is 

 Jg = vt∙C 

 

The concentration of the particle at the boundary, Ci can be assigned to be 0 if no 

resuspension of particles is assumed (i.e., once particles strike the boundary, they 

are no longer suspended in the fluid). Then, the mass transfer coefficient is equal to 

the particle settling velocity. 

 

  b m i mJ  = k C - C  = k C   

km = vt 

 

Discussions on concentrations, i.e., Ci, C 

(1) The concentration at the boundary, Ci can be taken to be “0” when a 

transformation process that is fast and irreversible occurs at the boundary 

rather than surface-reaction kinetics is the rate-limiting step. In the other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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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can be determined by assuming local equilibrium at the interface. 

(2) When the fluid is well mixed outside of a thin boundary layer, the concentration 

in bulk fluid, C is easily defined. Only rough approximation of C can be possible 

for practical environmental engineering problem because C vary strongly with 

position and time. 

 

3.1.1 Film Theory 

 

 

Figure 4.C.3 Schematic of mass transfer to a surface according to film theory 

 

 b m iJ  = k C - C  

 i
d

f

C  - C
J  = -D

L
  and 

 m

f

D
k  = 

L
 

- Usually a higher diffusion coefficient, D results in a greater film thickness, Lf.  

 For example,  

 As Dair , Lf  and As Dair = 0, Lf = 0 (no diffusion in water) 

- The key weakness of film theory is its dependence on the film thickness, Lf 

because there is no practical way to measure Lf.  

- In this model, the diffusion in the water is not considered. Practically, f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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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 with enough high diffusivity in the water, Lf becomes constant. 

 

3.1.2 Penetration Theory 

- In some circumstances, the contact time between a boundary and a fluid is not 

long enough for the concentration profile to approach the constant slope 

condition in Figure 4.C.3 and for film theory to apply. 

 

 

Figure 4.C.4 Schematic of mass transfer to a surface according to penetration 

theory 

 

- The penetration theory is based on transient diffusion in one dimension (Figure 

4.C.4). Since the distance through which species must diffuse increase with time, 

km decreases as time increases. 

 

  m

D
k (t) = 

π t
 instantaneous mass transfer coefficient 

   
*

m m* *0

1 D
k  = k (t)  dt = 2

t π t

t

  time-averaged mass transfer coefficient 

where t* = time interval concerned. 

 

- The penetration theory predicts that the mass-transfer coefficient increas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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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rtional to the square root of diffusivity (power of 0.5). In contrast, the film 

theory predicts that the mass transfer coefficient is proportional to diffusivity 

(power of 1.0). In film theory, the film thickness is assumed to be constant and is 

independent of D. In penetration theory, the diffusion distance increases with 

time and the rate of growth depends on D. 

- In the view point of the Film theory, as time passes, Lf increases and km 

decreases. 

 

3.1.3 Boundary-layer Theory: Laminar Flow along a Flat Surface 

- For transport from moving fluids to boundaries (Figure. 4.C.5) 

 

 

Figure 4.C.5 Schematic of mass transfer to a surface according to boundary-layer 

theory for a case of a flat surface parallel to a uniform, laminar fluid flow. 

 

- The boundary-layer thickness grows and the rate of mass transfer 

correspondingly decreases with increasing distance downstream of the leading 

edge because species loss at the surface. 

 

  -1/6 2/3

m

U
k (x) = 0.323 D

x


 
  

 
  local  (Cussler, 1984; and Bejan, 1984) 

   
L

-1/6 2/3

m m
0

1 U
k  = k (x)  dx = 0.646 D

L L


 
  

 
   average  

where  = kinematic fluid visco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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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gration from the leading edge to a distance “L” downstream) 

 

- The mass transfer coefficient in the boundary-layer theory is proportional to 2/3 

power of D (between 0.5 for penetration theory and 1.0 for film theory) 

- In terms of the Film theory, the thick solid line in Figure 4.C.5 implies the 

boundary layer thickness, e.g., Lf. 

 

3.2 Two Film Model for Transport across the Air-Water Interface 

- Two resistance model for interfacial mass transfer 

 

 

 

Figure 4.C.6 Schematic of the two-film model for estimating mass transfer across an 

air-water interface. 

 

Applying Fick’s law, the gas-side flux (from air to the interface), Jgl can be written as 

 

 
 i

gl a

a

P - P / RT
J  = D

L
 

where Da = diffusivity of the species through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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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 thickness of the stagnant film layer in the air 

 P = partial pressure in the gas phase; and 

 Pi = partial pressure at the interface. 

 

Likewise, the liquid-side flux (from the interface into the water), Jwl is 

 

 
 i

wl w

w

C  - C
J  = D

L
 

where Dw = diffusivity of the species in water; 

 Lw = thickness of the stagnant film layer in the water 

 C = aqueous concentration; and 

 Ci = aqueous concentration at the interface. 

 

 Jgl = Jwl (conservation law without accumulation in the interface) 

and Ci = KH ∙Pi 

 

Then, we can solve 3 variables, i.e., Jgl, Ci, and Pi using the previous 3 equations. 

 

 s
i

α C  + C
C  = 

1 + α


  

where Cs = saturation concentration of species in the aquesous phase 

 a w

w a H

D L
α = 

D L K R T



   
  

and Cs = KH ∙P 

 

    w w
gl i s

w w

D D α
J  = C  - C  = C  - C

L L 1 + α
    and 

  gl gl sJ  = k C  - C  

Thus,  

 w
gl

w aw
H

w a

D α 1
k  =  = 

L LL 1 + α
 + K R T

D 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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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gl l g

1 1 K R T
 =  + 

k k k

 
 

where kgl = overall mass transfer coefficient; 

 kl = mass transfer coefficient through the liquid boundary layer (=Dw/Lw); and 

 kg = mass transfer coefficient through the gas boundary layer (=Da/La). 

 

For a species having small Henry’s law constant, i.e., high aqueous solubility, kgl 

approaches kl (see Figure 4.C.7). 

 

For natural bodies of water, the following expressions can be applied to estimate 

mass transfer coefficients, kg and kl. 

  
2/3

2

a
g 10

D  (cm /sec)
k  (m/hr) = 7 U  + 11

0.26 

 
  

 
 

for oceans, lakes, and other slowly flowing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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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

2
2w

l 10-5

D  (cm /sec)
k  (m/hr) = 0.0014 U  + 0.014

2.6  10  

 
  

 
    

for rivers, 

 

1/ 20.57
2

w w
l -5

w

D  (cm /sec) U
k  (m/hr) = 0.18

2.6  10  d

  
   

   
    

where U10 = mean wind speed measured at 10m above the water surface (m/sec) 

 Uw = mean velocity in the river (m/sec); and 

 dw = mean stream depth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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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actor Models 

 

<Reactors> 

- Reactors: Batch reactors vs. Continuous-flow reactors 

- Completely stirred tank reactor (CSTR or CMF, Completely mixed flow 

reactor, CFSTR, Continuous flow stirred tank reactor) and Plug-flow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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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Introduction on Reactor Models 

Batch reactor 

- no flow in or out (no transport across the boundary of the reactor) 

- Contents are mixed. 

- may contain a single or multiple fluids (e.g., air and water) 

- Species concentrations within the reactor change with time because of (1) 

transformation or (2) phase changes across a fluid interface. 

 

Completely stirred tank reactor 

- Generally constant flow in and out 

- Contents are thoroughly mixed (Perfect mixing assumption). 

- Concentration of a species in the effluent is equal to its concentration throughout 

the reactor. 

- The analysis of a CSTR is based on (1) a mass balance on species within the 

fluid in the reactor accounting for processes, as well as (2) mass transport into 

and (3) out of the reactor. 

 

Plug-flow reactor 

- A tube through which fluid flows 

- Assumptions: (1) The tube has constant cross-section at all axial positions, (2) 

the fluid velocity is uniform over the cross-section of the tube, and (3) no mixing 

in the axial direction of the tube (mass transport occurs only by advection). 

- The analysis of PFR involves (1) considering processes, and (2) advection along 

the axis of the tube. 

 

(1) Material Balance and (2) Residence Time (or characteristic times) are the most 

important key concepts for the reactor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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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Reactor Material Balances  

Material balance equation follows this general form 

 

Accumulation rate = Inflow rate – Outflow rate ± Net transformation rate  

Net transformation rate : gain “+” and loss (or sink) “-“ 

  

 Inflow rate = Qin∙Cin 

 Outflow rate = Qout∙Cout 

 
 d C V

Accumulation rate = 
dt


 

where Qin = flow rates of fluid in [L3/T]; 

 Qout = flow rate of fluid out [L3/T]; 

 Cin = concentration of species in the inflow [M/L3] or [moles/L3]; 

 Cout = concentration of the species in the outflow [M/L3] or [moles/L3]; 

 C = concentration of the species [M/L3] or [moles/L3]; 

  V = fluid volume [L3]; and 

  T = elapsed time [T]. 

 

For general chemical reactions, 

 Net transformation rate = r∙V 

where r = net rate of production of species concentration due to the reaction 

[M/T,L3] or [moles/T,L3]. 

 For examples,  r = -k0 (for zero order reaction); 

  r = -k1∙C (first order reaction); and  

  r = -k2∙C2 (second order reaction). 

 

For flux across fluid interface, 

  Net transformation rate = Jgl∙A 

where Jgl = the species flux across the interface area [M/L2] or [moles/L2]; and 

 A = interface area [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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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ce time, 

Mean residence time of fluid molecule (hydraulic retention time in the water-based 

system) 

 
V

θ = 
Q

 

 

Sometimes, more than one material balance equation is needed to describe a 

system. 

 

 

4.3 Reactor Models 

 

Batch Reactor 

 
 d C V

 = net transformation rate = r V
dt


  

 
dC

 = r
dt

 or 
 d C V

 = J A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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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TR 

 
 

in

d C V
 = Q C  - Q C + r V

dt


    

Since V = constant 

  in

dC 1
 = C  - C  + r

dt θ
   

where = V/Q 

  

If there is no reaction occurred in the reactor, 

 in

dC 1
 = (C  - C)

dt θ
  

 
C

0 0
in

dC 1
 = dt

C  - C θ

t

   

 -t/θ

inC =  C (1 - e )  

 

Under steady state conditions (dC/dt = 0), a time dependent solution, C(t) is not 

required. For example, a zero order reaction 

  in

dC 1
 = 0 = C  - C  + r 

dt θ
  

  in 0

1
C  - C  = k

θ
  

 C = Cin - k0∙ 

 

If k0 is sufficient large and Cin < k0∙, C becomes “0”. The failure is caused by the 

assumption that the reaction proceeds even when the species is completely 

consu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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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R 

 

 

Figure 5.A.12 Schematic of an idealized plug-flow reactor and the control volume 

used for writing a material balance 

 

 
 C V

 = U A C(x, t) - U A C(x+ x, t) + r V
t

 
     


 

Since ∆V = A ∙ ∆x 

 r
x

 t)x,C(x U- t)C(x,U

t

t)C(x,










 

 
C(x,t) C(x, t)

 = -U  + r
t x

 


 
 

Under a steady state condition, the concentration is solely a function of position, x. 

 
C(x,t) dC(x)

 = 0   and   U  = r
t 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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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between CSTR and P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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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iological Transformation Reactions 

 

Biodegradation: 

1. Primary biodegradation; 

2. Ultimate biodegradation (Complete biodegradation, mineralization, e.g., CO2, 

H2O, CH4, etc.); and 

3. Acceptable biodegradation. 

 

Xenobiotic organic compounds 

The organic compounds which is foreign to the microorganisms and biosphere, 

having been present for only an instant on the evolutionary time scale. May or may 

not be biodegradable. 

 

Enzyme 

Michaelis-Menten kinetics 

 

Microbial population 

Monod kinetics 

 

Biological transformation agents for the Xenobiotic organic compounds 

1. Plants (e.g., phyto-); 

2. Animals (e.g., vermin-); and 

3. Microorganisms (e.g., bacteria, protozoans, fungi, and microalgae, etc.). 

 

The types of microorganisms are environmental condition dependent.  However, 

many microorganisms exhibit similar biochemical pathways and capabilities.  The 

ultimate degradation of an organic compound may not be performed by a single 

microorganism. 

 

Important environmental factors for the types of microorganisms present are 

temperature, pH, strength, oxygen concentration, etc. (e.g., Fig.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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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chwarzenbach, R. P., Gschwend, P. M., and Imboden, D. M. (1993) 

Environmental Organic Chemistry, John Wiley & Sons 
 

 

 

 

Enzyme 

Special proteins, catalysts (to reduce the hill of free energy of rx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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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chwarzenbach, R. P., Gschwend, P. M., and Imboden, D. M. (1993) 

Environmental Organic Chemistry, John Wiley & Sons 
 

 

 

Enzyme inhibitions 

 

When E = enzyme; S = substrate; I = inhibitor, P = product; and  

ES = enzyme-substrate complex;  

 

Competitive inhibition; 

E + S  ES E + P 

E + I  EI 

 

Uncompetitive inhibition; 

E + S  ES E + P 

ES + I  ESI 

 

Noncompetitive in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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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S  ES E + P 

E + I  EI 

ES + I  ESI 

 

Substrate inhibition; 

E + S  ES E + P 

ES + S  SES 

 

Product inhibition; 

E + S  ES E + P 

ES + P  ESP 

 

 

Michaelis-Menten Kin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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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chwarzenbach, R. P., Gschwend, P. M., and Imboden, D. M. (1993) 

Environmental Organic Chemistry, John Wiley & Sons 

 

 v
V S

K SMM






max
   or   

1 1 1

v

K

V S V

MM  
max max

 

 

where v = rate of substrate removal (= - dS/dt); 

 Vmax = fastest possible substrate removal rate; and 

 KMM = concentration of substrate at v = Vma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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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chwarzenbach, R. P., Gschwend, P. M., and Imboden, D. M. (1993) 

Environmental Organic Chemistry, John Wiley & Sons 

 

 

Monod Kin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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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chwarzenbach, R. P., Gschwend, P. M., and Imboden, D. M. (1993) 

Environmental Organic Chemistry, John Wiley & Sons 

 

To quantify the microbial population dynamics in the system. 

 

 
dX

dt
X   or X X eo

t  
 

where X = cell concentration (or cell abundance); and 

  = specific growth rate [T-1]; 

 

 







max S

K SM

 

where max = maximum growth rate [T-1];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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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 = Monod constant. 

      (concentration of substrate at  = max/2) 

 

  
dX dt

dS dt
Y

/

/
 

where Y = yield of the biological process. 

 

New cell production rate, 

     








X Y

dS

dt
 

and 

 
dS

dt

X Y S

K SM

 
  



max

1

 

If S << KM, 

 
dS

dt

X Y S

K K Y
X S k X S

M M

bio 
  

 


    
 max max

1

 

If S >> KM, 

 
dS

dt

X Y S

S Y
X 

  
  

 max ma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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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chwarzenbach, R. P., Gschwend, P. M., and Imboden, D. M. (1993) 

Environmental Organic Chemistry, John Wiley & Sons 

 

 

The time for biodegradation to remove a xenobiotic compound: 

 X S Ycrit o   

 t
X

X
crit

crit

o










ln / max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aminant Transport Analysis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59 

 

6. Mass Transport 

6.1 Mass Transport of Contaminants in Subsurface 

6.1.1 Mechanisms of Mass Transport 

 

Principal mechanisms for mass transport 

- Advection 

- Dispersion/Diffusion 

- Reactions: degradation, precipitation, adsorption, partitioning, ion exchange, etc. 

 

 

 

 

where C = concentration of a contaminant [M/L3]; 

 vz = seepage velocity (or average linear velocity) [L/T]; 

 D = diffusion coefficient of the contaminant [L2/T]; and 

 z = travel distance [L]. 

 

 

 

where Dh = hydrodynamic dispersion coefficient; 

 Dm = molecular diffusion coefficient; and 

 D' = mechanical dispersion coefficient. 

 

 

where  = dispersivity [L]. 

 

6.1.2 Mass Transport Model 

 

Overall Mass Transport = Mass Transport due to Advection  

                       + Mass Transport due to Diffusion/Disp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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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Transport due to Advection  

 

 

 

z

y

x

V

VV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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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y

z

y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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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x
Vy

 

 

 

Fig. 5.1 Elemental control volume for mass transport 

 

 

where Mx,i = mass flux into the unit volume along x direction 

 

 

      

      

where  Mx,o = mass flux out from the unit volume along x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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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ne = effective porosity. 

 

 

or 

 

 

  

 

 

 

Mass Transport due to Dispersion/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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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Mass Transport 

 

 (  = Divergence of C) 

 

 for one-dimensional case 

 

 

6.1.3 Mitigation Mechanisms 

 

(1) Biodegradation 

 

(2) Ion Exchange 

 

(3) Precipitation 

 

6.1.4 Estimation of Mass Transport Parameters 

 

Seepage velocity 

 

 

where v = specific discharge [L/T]; 

 Q = flow rate [L3/T]; 

 A = cross-sectional area [L2]; 

 Kh = hydraulic conductivity or permeability [L/T]; 

 Δh = hydraulic head difference [L]; 

 Δl = distance along the fluid flowing direction [L]; and 

 i = hydraulic gra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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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porosity 

Total porosity (nt) is readily measurable.  

Relationship between effective porosity and total porosity is case-dependent.  

Typical compacted clay liner, ne = 90% of nt (Kim, et al., 2001).  

 

Using the olumn test with tracers, effective porosity can be estim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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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Breakthrough concentration data and mathematical breakthrough curve  

 

Partition Coefficient 

- Many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that the partition coefficients estimated from batch 

tests and column tes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 Partition coefficient estimation is also affefted by the water chemistry (e.g., pH, DOM, 

temperature, etc.)  

- The effect of solid:liquid ratio in batch test on the estimated parti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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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Effect of soil:solution ration on the observed partition coefficient of between soil and 

water (Kim, et al., 2003) 

 

6.1.5 Prdiction of Contaminant Movement 

 

 

 

Ogata and Banks (1961) 

 

Initial condition:  

  C(z,0) = 0      0 < z < ∞ 

Boundary conditions:  

    C(0,t) = Co        0 < t; and 

C(∞,t) = 0        0 < t. 

 

 

 

 

 

Where erfc = complementary error function; and 

 exp = exponential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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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  Sorption isotherm models and their corresponding retardation equations 

Isotherm Isotherm model Retardation equation 

Linear 

model 

 

where Cs = solid phase concentration; 

 Kp = partition coefficient (or  

  distribution coefficient); and 

 Cl = liquid phase concentration. 

 

where ρs = soil solid density. 

Freundlich 

model 

 

where Kf and nf = Freundlich constant. 
    

                   

Langmuir 

model 

 

where Qo = saturation constant; and 

 Kl = Langmuir constant. 

 

 

 

linear isotherm model (Vermeulen and Hiester, 1952).   

 

 

 

where Rf = Retardation factor (Hashimoto et al., 1964). 

 

Initial condition:  

  C(z,0) = 0      0 < z < ∞ 

Boundary conditions:  

    C(0,t) = Co        0 < t; and 

C(∞,t) = 0        0 < t. 

 

 

 

Lindstrom et al., 1967; Gershon and Nir, 1969; and van Genuchten and Alves,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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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condition:  

 

Boundary conditions: 

 ; 

 

 

 

 

 

 

 

 

 

 

 

 (Perkins, et al., 1963) 

 

where d = mean particle diameter. 

 

Peclet number > 6 : dispersion dominant zone; and 

Peclet number < 0.02 : diffusion dominant zone. 

 

 

Shackelford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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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Pc = column Peclet number; and 

 L = travel distance [L].  

 

Pc > 50 : advection dominant zone; and 

Pc < 1 : diffusion dominant zone. 

 

6.2 Mass Transport through Geomembranes 

6.2.1 Mechanisms of Mass Transport 

(i) Partitioning between leachate and geomembrane; 

(ii) Diffusion within the geomembrane; 

(iii) Partitioning between geomembrane and groundwater.  

 

Leachate

Partitioning

(desorption)

Diffusion

Soil liner

Geomembrane

Partitioning

(sorption)

Concentration profile of contaminant

Retardation

Dispersion

Leachate

Partitioning

(desorption)

Diffusion

Soil liner

Geomembrane

Partitioning

(sorption)

Concentration profile of contaminant

Retardation

Dispersion

 

 

Fig. 6.3 Contaminant transport mechanisms through a composite liner system consist of 

geomembrane and compacted soil liner 

 

 

(1) Partitioning 

 

 

 

where K = partition coefficient [dimensionless]; 

 ρGM = density of geomembrane [M/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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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M = concentration of a solute in geomembrane [M/M]; and 

 Cl = concentration of the solute in the solution [M/L]. 

 

 

(2) Diffusion 

Fick's law 

 

 

 

and 

 

 

 

where D = diffusion coefficient [L2/T]. 

 

Permeation 

 

 

 

where P = permeability coefficient. 

 

(3) Physical Damage on Geomembranes 

Giroud and Bonaparte (1989) 

- High QA/QC 1 hole/acre (= 247 holes/km2) 

- Low QA/QC 10 holes/acre.  

 

 

Pin holes (d << tg): Poiseuille's equation for flow through a capillary tube. 

 

 

 

where Q = leakage rate through a geomembrane hole [L3/T]; 

 ρw = density of wa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aminant Transport Analysis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69 

 

 hw = water height on the top of geomembrane; 

 d = diameter of hole; 

 ηw = dynamic viscosity of water; and 

 tg = thickness of geomembrane. 

 

Holes (d > tg): Bernoulli's equation for free flow through an orifice. 

 

 

where CB = dimensionless coefficient (= 0.6 for sharp edge); and 

 a = hole area. 

 

For composite liner system 

 

In the case of good contact; 

 

 

 

In the case of poor contact; 

 

 

where Q = (m3/sec); 

 hw = (m); 

 a = (m2); and 

 ks = hydraulic conductivity of underlying soil liner (m/sec) 

 

Assumptions: 

(i) i < 2; 

(ii) T = 20oC (or ); 

(iii) 1x10-10 m/sec < ks < 1x10-6 m/sec; and 

(iv) Hydraulic conductivity of soil layer on the top of the geomembrane > ks. 

 

6.2.2 Estimations for mass Transport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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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tch test 

 

 

 

where ρGM = density of geomembrane (g/cm3); 

 Cl,o = initial concentration of a solute in the solution (mg/L); 

 Cl,e = equilibrium concentration of the solute in the solution (mg/L); 

 Vl = volume of liquid contacting with geomembrane (mL); and 

 MGM = mass of geomembrane applied (g). 

 

Nitrile Gasket HDPE geomembrane

specimen
1
7
2
.0

 m
m

Magnetic Stirrer

Sampling Port

Magnetic Bar

Clamp

105.4 mm I.D.

Glass Batch

Reactor

 

 

Fig. 6.4 A batch test apparatus for measurement of partition and diffusion coefficients of 

geomembr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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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condition: 

       -l < x < l 

 

Boundary conditions: 

  or     x = ± l, t > 0 

 

where  

 

a 2•l      aa 2•l      a

 

 

Figure 6.5  Schematic diagram of diffusion model from a well mixed solution of limited 

volume. 

 

An analytical solution for small values of time (before solute reaches at the center of 

geomembrane): 

 

 

 

where Mt = amount of solute in geomembrane at time t [M]; 

 M∞ = amount of solute in geomembrane in the inifinite time (at equilibrium) [M]; 

 α = a / (K․ l) [dimensionless]; and 

 qn = non-zero positive roots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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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lternative solution, 

 

 

 

 

In terms of concentration in solution at time, t, (Reynolds et al., 1990) 

 

 

and 

 

where t1/2 = time for Cl,t/Cl,o = 0.5. 

 

 

Numerical Analysis 

 

 

Fig 6.6 An example of partition and diffusion coefficient estimation using mathematical 

model and observed data from batch test (Joo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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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7 Relationship between the octanol-water partition coefficients (KOW) and the HDPE-

water partition coefficients (KHDPE-W) of various organic compounds in dilute aqueous 

solutions (Joo,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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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8 Relationship between the diffusion coefficients (D) and molecular diameter (dm) of 

organic compounds for dilute aqueous organic comp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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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partmen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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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9 Example of schematic of confined double-compartment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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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0 An example of partition and diffusion coefficient estimation using mathematical 

model and observed data from compartment tes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aminant Transport Analysis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75 

 

7. Case Studies 

7.1 【사례연구 1】 지하수에서 비소의 거동 

7.1.1 연구배경 및 목적 

비소로 인한 지하수오염은 인도, 방글라데시 등의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북남미 지역, 

독일 등의 유럽지역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분포해 있다. 이러한 비소의 오염원은 광산지역의 

침출수, 화학공장에서의 침출수 등으로 인한 인위적인 오염과 지질학적인 원인으로 생기는 

자연발생적 오염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자연발

생적 오염으로, 비소를 함유하고 있는 철산화물의 환원작용 또는 비소를 함유하고 있는 황 

화합물의 산화작용 등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비소오염농도를 살펴보면, 오염되지 않은 일반적인 지하수에서 비소는<0.5~10 μg/L 범위로 

나타나지만 10~5,000 μg/L 의 수준으로 비소가 자연적으로 부화된 지역이 나타나기도 하며 

광산 활동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는 10,000 μg/L 까지 농도가 검출되기도 한다

(Smedley and Kinniburgh, 2002). 지하수 내 자연적 비소오염의 심각성은 대만 남서부 지역에

서 10~1,800 μg/L 의 높은 농도와 대표적인 비소질환인 피부 흑변(black foot disease 등) 및 

기타 인체 암 발병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Tseng et al., 1968; Kuo, 1968; Chen et 

al.,1994). 이 지역 지하수의 비소오염에 대한 지구화학적 연구는 다소 부족하여 그 기원이 

황철석 또는 흑색셰일 지질모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으나(Mandal and 

Suzuki, 2002), 인체 암 발생 사례는 음용수내 비소함량과 인체 위해성 평가를 위한 가장 타

당한 현장실증 자료로서 비소섭취를 통한 발암률 계산 및 WHO, USEPA 등의 음용수 내 비

소의 최대허용함량을 설정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서 많이 활용되어 왔다(Smith et al., 1992; 

Guo, 1997; NRC, 2001; Smithet al., 2002). 이후 미국(Welch et al., 2000), 멕시코(Del Razo et 

al., 1990), 칠레(Smith et al., 1998),아르헨티나(Bundschuh et al., 2004), 헝가리(Varsanyiet al., 

1991), 중국(Wang, 1984), 내몽고(Smedley etal., 2003), 베트남(Berg et al., 2001), 네팔

(http://nepal.ms.dk/articles/arsenic/default.htm), 캄보디아(JICA& MRD, 2002)등지에서 지하수

의 자연적 비소오염이 보고되고 특히 인도 서벵갈지역과 방글라데시(Ahmedet al., 2004)의 

오염양상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전에는 보고된 바 없던 스위스

(Pfeiferet al., 2004), 파키스탄(Nickson et al., 2005) 등지에서도 자연적인 비소오염 사례가 

최근에 보고되며 인위적인 산업활동과 광산활동에 의한 영향까지 고려하면 거의 세계 전 지

역에서 비소오염 양상이 이미 나타나거나 계속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수 비소오염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

지만 비소오염 유출이론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문헌연구를 통해 지

하수 내 비소의 거동 및 유출이론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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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 지하수 비소오염 분포도 

 

7.1.3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조사를 기본으로 진행되었다. 국내외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활용하

여 비소의 특성, 거동 등의 자료를 수집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기존문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문헌조사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문헌들을 바탕으로, 비소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고, 비소의 이동경로와 거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1) 비소의 정의 및 용도 

비소는 지구의 지각에 널리 분포하는 자연 발생 원소이다. 비소는 화학적으로 준금속

(metalloid)로 분류되며 금속과 비금속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흔히 금속으로 간주한

다. 비소는 환경 중에서 산소, 염소, 황 등과 화합물을 이룬 상태로 발견된다. 이 같은 원소

와 화합물을 이룬 비소를 무기비소(inorganic arsenic)라 부른다. 탄소 및 수소와 화합물을 이

룬 경우는 유기비소(organic arsenic)로 구분한다. 

대부분의 무기·유기비소 화합물은 흰색 또는 무색의 가루로서 증발성이 없다. 냄새나 맛

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음식이나 물, 대기 중에 비소가 존재한다고 해도 일반적

으로 알아채기 어렵다. 

무기비소는 토양 및 암석에 자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구리 또는 납을 포함한 광

석 및 미네랄에 많다. 이러한 광석을 용광로에서 가열하면 대부분의 비소는 미세한 먼지 형

태로 공기 중에 섞여 굴뚝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먼지를 모아 삼산화비소(arsenictrioxide)라

는 화합물을 추출할 수 있다. 현재 비소 화합물 중 약 90%가 목재 방부제로 사용된다. 방부

제명은 크롬화비산구리(copper chromated arsenate, 이하 CCA)이며, 이를 처리한 목재를 

CCA 방부목이라 부른다. 미국에서는 2003 년 목재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CCA 를 비소를 포함

하지 않는 다른 방부제로 전환하기 시작해 2003 년 말에는 이러한 전환이 완료되었다(ATSDR, 

2007).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고시에 의해 2007 년 10 월부터 CCA 방부목의 생산·수입·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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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 전면 금지되었다. 과거에는 무기비소 화합물을 주로 목화밭과 과수원용 살충제로 사용

했다. 무기비소 화합물은 더 이상 농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되었다. 그러나 카코딜산

(cacodylic acid), DSMA(disodium methylarasenate), MSMA(monosodium methylarsenate) 같은 

유기비소 화합물은 여전히 살충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 사용대상은 목화이다. 일부 유기비

소 화합물은 동물사료의 첨가물로 사용된다. 금속 혼합물 또는 합금의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량의금속 비소를 섞기도 한다. 합금용으로 비소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용 납축전지

(lead-acid battery) 비중이 가장 크다. 비소 화합물의 다른 중요한 용도로는 반도체 및 발광

다이오드(light-emittingdiode, 이하 LED) 등이 있다(ATSDR, 2007) 

 

(2) 비소의 물리화학적 특성 

Table 7.1 비소의 물리화학적 특성 

항목 내용 항목 내용 

물질명 Arsenic 원자량 74.9216 

IUPAC명 Arsenic 녹는점 / 끓는점 817℃ / 614℃ 

CAS No. 7440-38-2 밀도 5.778 g/cm
3
 (25℃) 

원소기호 As 증기압 7.5  10
-3 
mmHg (280℃) 

물리적 성상 무취, 은회색의 금속 광택성 결정체 

용해도 
 물에 녹지 않음 

 부식성 산 또는 비산화성 산에 녹지 않음. 

 

비소는 원소주기율표 15 족에 해당하는 원소로서, 화학적으로 준금속으로 분류되며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갖는다. 비소 원소는 금속 비소로도 불리며, (As(0))은 보통 회색의 부

서지기 쉬운 고체인 α-결정형을 지닌다. β-형은 짙은 회색의 무정형 고체이다. 이 밖에도 다

른 동소체가 존재할 수 있다. 비소는 화합물에서 보통 세 가지 산화 상태 중 한 가지로 존

재한다(-3, +3, +5). 비소화합물은 비소-탄소 결합의 유무에 따라 유기·무기 화합물로 구분

된다(ATSDR, 2009). 주요 비소 화합물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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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2 주요 비소 화합물의 종류 

 

                                                                <출처: ATSDR, 2007> 

 

(3) 비소의 독성 

비소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세월에 걸쳐 독약의 성분으로 쓰여 왔다. 현대에도 비소

의 독성을 인지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비소를 인체 발암

성에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는 1 급 발암물질로 분류하였다. 

비소의 독성은 생체 내 필수 영양분인 인과 비슷한 형태라는 데에서 기인한다. 생물체 내

에서 비소의 흡수는 인의 흡수 과정과 같아 생물학적 이용성이 매우 높고 흡수된 비소는 세

포 에너지 생성과 DNA 합성 같은 효소 활동을 직접적으로 저해한다. USEPA 에 의하면 인체 

내로 들어온 아비산염과 비산염은 소화기관에서 흡수되는 비율이 95%로 구리 57%, 카드뮴 

5%와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높은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농도의 무기 비소 (약 300-30,000 ㎍/L)를 함유한 물을 섭취하였을 경우, 위와 장에 자극

을 일으켜 위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적혈구와 백혈구의 생성량 저

하, 피로감 유발, 심장 맥박수의 저하 및 혈관의 손상이 나타난다. 장기간 무기 비소에 노출 

시 나타나는 가장 빈번히 발생되는 현상으로는 피부병이며(Fig. 2), 극심한 경우 비소 섭취로 

인해 간, 방광, 폐의 암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쥐의 비소에 대한 LD50 은 

각각의 비소종인 As(Ⅲ), As(Ⅴ)에 따라서 각각 14, 20mg/kg 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Benramdane et al, 1999). 비소로 오염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면 간, 콩팥, 폐, 피부암 

등의 발병 가능성이 높다(Wang et al., 2002). 국제 암 전문기관들 과 미국 환경청은 이미 무

기 비소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로 정의하고 있다(USEPA,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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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 비소로 오염된 지하수 음용으로 인한 질병 발생의 예 

 

7.1.4 연구결과 및 고찰 

(1) 비소의 자연계 분포특성 

대기 중의 비소는 화산폭발, 해양 에어로줄, 풍화침식, 제련, 화석연료 연소 등에 의해 대

기 중으로 이동되어 건성 및 습성 침강을 통해 지표로 도달된다.  

일반도시 외 지역의 비나 눈 중의 비소는 0.02µg/ℓ 인 것에 비하여 제련, 석탄연소, 화산방

출 등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훨씬 높다(Andreae, 1980). 도시지역에서는 

3~200µg/ℓ 로 도시 외 지역보다 높다(WHO, 200lb). 먼지입자 중의 비소는 주로 As2O3 라고 보

고되고 있다(Smedley et al. 2001). 

강물 중의 일반적인 비소농도는 0.1~0.8µg/ℓ 정도이다. 미국 남동부의 강물에서 비소농도는 

0.15~0.45µg/ℓ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온천수가 유입되거나 광산 폐석 및 광미 등의 영향

을 받은 강물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다.  

호소수의 경우 비소농도는 강물의 농도보다 낮거나 비슷하다. 그러나 광산활동이나 지열

수의 영향을 받는 곳은 1,000µg/ℓ 까지도 검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bernathy et al. 

2001) 

바닷물의 경우 비소의 평균 농도는 1.5µg/ℓ 이며,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철을 함유하는 광산 산성배출수 중에는 비소의 함유농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미국 Califonia Richmond 광산의 배출수의 비소농도는 850,000µg/ℓ 라고 발표되었다(Smedley 

et al. 2001). 

지하수에서 비소검출의 가장 큰 요인은 비소함유광물의 존재형태이다. 비소는 Au, Ag, Cu, 

Pb, Zn, U, 그리고 Co 등을 포함하는 광물에 수반된다(Koleini, 1994). 자연계에 비소를 함유

하는 광물은 200 종 이상이라고 보도되고 있으며, 자연계에서 가장 흔한 비소광물은 Table 

7.3 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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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3 자연계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광물들 

 

 

(2) 일반적인 비소의 거동 

비소의 일반적인 거동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비소오염 발생원을 보면 크게 자연발생적 

오염과 인위적 오염,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자연발생적 오염은 지질학적 원인으

로 비소가 포함되어 있는 지각 층에서 지하수로 많은 양의 비소들이 유출되어 오염되는 형

태이다. 이러한 유출은 몇 가지 추측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수층 내 철수산화물의 환원성 

용해 현상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자연발생적 오염은 대만, 인도, 방글라데시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피부 흑변, 암 발병과 같은 비소중독 사례들이 속출하였다. 

한편 인위적 오염의 경우는 점오염원으로 볼 수 있는 폐광산지역에서 발생하는 광산산성

배수 혹은 화학공장에서의 산업폐수가 있고 비점오염원으로 볼 수 있는 넓은 지역에 살포된 

살충제와 농약의 강우에 의한 유출과 제련소에서 비산된 비소에 의한 오염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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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로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면 오염원에서 발생한 비소는 직접적으로 하천이나 지하수

에 유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표수나 지하수로 유출된 비소는 토양에 흡착되

거나 물에 녹아 있는 상태로 이동 가능하다. 한편, 비산된 비소의 경우에는 강우를 만나 먼

저 토양으로 흡착된다. 토양에 흡착된 비소는 바람에 의해 다시 비산되어 넓은 지역에 거쳐 

낮은 농도로의 토양오염에 원인이 될 수 있고 강우로 인해 하천이나 지하수에 도달하여 오

염을 유발할 수 있다. 

비소가 토양 내부에서 이동할 때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생각해보면 준금속이므로 유기물

질과 같이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아닌 토양 안에 철 산화물과 같은 주요매질에 흡탈착을 고

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흡탈착은 토양 안에 주요 흡착매질의 양과 경쟁음이온(ex. 인산염, 

황산염)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비소의 존재형태에 영향을 주는 pH 와 Eh 에 영향을 받을 것

이다. 

예를 들어 표토는 산화환경이므로 표토에 오염된 비소는 주로 흡착이 잘 되는 +5 가로 존

재할 것이다. 강우 시 일부 비소가 토양 하부층으로 이동하겠지만 대부분 도달하기 전에 토

양 내 철산화물에 흡착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수 층으로 도달한 비소들은 

지하수 환경이 혐기 혹은 환원 환경에 가까우므로 환원된 형태인 +3 가로 존재하는 비소가 

많을 것이고 이 +3 가 비소는 +5 가 비소에 비해 흡착이 잘 되지 않으므로 이동성이 증가하

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이동 경로를 통하여 결론적으로 인간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는 비산된 비

소의 섭취와 지하수로 유출된 비소의 섭취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3) 수중 내 비소 거동 특성  

수중에서 비소는 다양한 산화상태로 (+5, +3, 0. -3)로서 존재하나 As
0
와 As 는 매우 드물

게 존재하고 arsenate(As
+5
)와 arsenite(As

+3
)의 메틴화 반응에 의해 MMA(mono methyl 

arsenate)와 DMA(dimethyl arsenate) 등의 유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중

에서의 비소는 유기형태보다는 oxyanions 의 무기비소로서 존재하며 무기비소의 산화상태는 

수용액의 pH 와 Eh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Fig. 3 에는 Eh 와 pH 비소(Ⅲ)와 비소(Ⅴ)로 산화

가 이루어지게 된다. 산화되는 반응속도는 느린 편이지만 망간산화물이나 철산화물 등과 같

은 산화제나 혹은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 반응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염도가 증가하는 조건

에서는 산화반응이 촉진되게 되며 식물성 플라크톤의 번식에 의한 생화학적인 반응에 의해 

비소(Ⅴ)가 비소(Ⅲ)로 환원되기도 한다. 산화조건이 지배적인 환경하에서는 비소(Ⅴ)가 

H2AsO4
-
, HAsO4

2-
와 AsO 의 형태로서 주로 존재를 하게 되면 환원조건이 지배적인 환경에서

는 비소(Ⅲ) H3AsO3, H2AsO3
-
의 형태로서 주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산화환원 전위

에 의존하는 결과로써 일반적으로 5 가 비소는 산화환경의 지배 하에서 3 가지 pKa 값

(pKa1=2.2 pKa2=6.9 pKa3=11.5)을 가지기 때문에 수용액에서는 pH 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음

이온 화학종으로 존재한다. 반면에 환원환경에서는 3 가 비소가 열역학적으로 안정하며 pKa1

값이 9.2 로 일반적인 pH 영역에서 중성형인 H3AsO3o 종이 존재한다. 3 가비소와 5 가비소의 

산해리상수 (pKa)값은 Table 1 에 나타내었고, 그에 따른 각 비소종의 상대적 비율은 Fig. 2

에 표현하였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aminant Transport Analysis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82 

 

pH 변화에 따라서는 비소(Ⅲ)의 경우 pH 0-9 에서 중성형의 H3AsO3 가 열역학적으로 가장 

안정하게 존재하며 pH 10-12 와 13, 14 에서 H2AsO3
-
, HAsO3

2-
, AsO3

3-
가 주로 존재하게 된다. 

비소(Ⅴ)의 경우에는 pH 0-2 에서는 가 주로 존재하며 pH 3-6 에서는 H2AsO4
-
, pH 7-11 에서

는 HAsO4
2-
, pH 12-14 에서는 AsO4

3-
가 각각 주된 화학종으로 존재하게 된다.  

비소는 산화-환원 환경의 변화와 유기물질과의 착화합물 형성, 금속 비산염 형태로 침전, 

점토광물 및 천, 알루미늄, 망간 등의 수산화물에 화학 및 생물학적인 작용 등과 같이 수리

지구화학적인 반응에 따라 매우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비소의 독

성과 유동성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이러한 반응에 관여하는 관계식을 예측하기 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혐기성 분위기의 지하수에서는 비소(Ⅲ)가 우세하게 존재하며 용해도 

및 이동도에 있어서 비소(Ⅲ)가 비소 (Ⅴ)보다 높으며 독성도 25-60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  

 

 

Fig. 7.3 Eh-pH에 따른 수중 내 비소 화학종 분포 

 

(4) 비소의 지구화학적 반응 

비소의 거동에 광물의 용해-침전, 흡착, 산화-환원, 공침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 중에 

광물의 흡착이나 공침, 탈착 등은 지하수 내에서 비소의 유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반응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구화학적 반응들을 이해하는 것은 지하수 내 비소 거동을 이해

하는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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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 함유 광물의 용해 및 침전 반응】 

비소를 함유하고 있는 광물로는 유비철석 (arsenopyrite, FeAsS), 웅황 (orpiment, As2S3), 

계관석 (realgar, As2S2) 등이 있으며, 이러한 광물들이 산화환경 하에 놓이게 되면 용해반응

이 일어나고 비소 음이온이 빠르게 지하수 내로 용출되어 오염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아래

의 식은 Breed et al. (1997)이 제안한 Fe3+를 이용한 유비철석의 산화반응 ((1)-(4))과 Lazaro 

et al. (1997)이 제안한 웅황과 계관석의 산화과정 ((5)-(7))을 나타낸 식이다. 

 

 
 

용출된 비소는 산화환경에서 철비산염과 같은 금속-비산염 형태로 침전되거나 유기물질과

의 착화합물 형성 또는 점토광물에 흡착되기도 하지만 철, 알루미늄, 망간 등의 이차 수산화

물에 흡착되는 비율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Smedley and Kinniburgh, 2002). 이렇게 이

차산물에 흡착되어 있는 비소는 알칼리성 환경에서 OH- 이온에 의해 탈착되어 다시 용출되

기도 한다. 

 

【비소의 흡착/공침】 

지하수 내 비소의 거동에 영향을 끼치는 작용으로는 흡착과 공침이 큰 역할을 하는데 철, 

망간, 알루미늄 산화물과 수산화물, 점토광물, 유기물 등이 비소를 흡착하거나 공침하는데 

주요한 기작으로 작용한다 (Mokand Wai, 1994). 지하수 내 비소의 흡착과 공침 과정은 지질 

환경에 따라서 그 형태나 정도가 좌우되는데 일반적으로 산화환경에서는 비소가 철이나 망

간 산화물에 흡착되어 이동성이 감소되며 이때 인산이 존재할 경우 흡착점 (adsorption site)

을 두고 비소와 경쟁하여 이 또한 물에 용해되는 비소의 농도와 유동성에 영향을 끼친다. 

환원환경에서는 황이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황이 존재

하는 혐기성 환경일 경우 비소가 유비철석 (arsenopyrite, FeAsS), 웅황(orpiment, As2S3), 계

관석 (realgar, As2S2) 등의 광물을 생성하거나 황철석 같은 광물과 공침하게 된다. 황이 존

재하지 않는 환원환경에서는 철산화물이나 망간산화물에 공침했던 비소가 산화물이 용해되

면서 철이나 망간과 함께 비소도 녹아 나온다. 따라서 지하수내의 비소는 일반적으로 산화

환경보다 환원환경에서 생성되고, 유동성도 커지며 용해되어 나오는 철의 농도와도 상관이 

있는 경우가 많다. Table 7.4 는 지하수에서 일어나는 비소의 주요 반응들을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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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4 비소의 주요 화학적 반응 

 

 

(5) 지하수 내 비소의 유출 이론 

천연수 중의 비소는 보통 비소를 함유하는 암석과 토양으로부터 용출되며, 흔히 금 · 은

광산, 석탄광산 등의 지역에서 검출된다. Pb2+, Cu2+, Ni2+, Cd2+, Co2+, Zn2+ 등의 독성성분

이 미량인 중금속류는 pH 가 증가됨에 따라 불용성 물질이 침전되기 때문에 지하수에서 농

도가 낮아진다. 이에 비하여, As, Se, Cr 등 Oxyanion 은 pH 가 증가할수록 흡수되지 않고 음

이온 상태를 유지하려는 특성이 강해진다. 따라서 Oxyanion 은 음이온적 거동을 하고 중금속

과 반대의 용출 특성을 갖기 때문에 지하수에서 문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Smedley et al. 

2001).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비소는 충적퇴적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강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비소가 물로 어떻게 용출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는 상태이다. 

지하수 내 유출 기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Pyrite 산화이론】 

양수 시 공기와 용존 산소는 지하 깊숙이 빨려 들어가게 된다. 지하 깊은 곳에서 산소는 

땅속에 존재하는 Arsenopyrite 광물로부터 비소가 용출된다는 것이다(Mallick 와 Rajagopal, 

1996; Ravenscroft et al. 2001; McArthur et al. 2001). 

 

Pyrite 산화 메커니즘은 산화환경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2 → Arsenopyrite → Dissolved As + SO4
2-
 

→ Well FeS2As (s) + 3.5O2 + H2O =Fe
2+
(aq) + 2SO4

2-
 + 2H

+
 + As(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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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몰의 arsenopyrite 로부터는 1 몰의 비소와 2 몰의 SO4
2-
 가 해리 되며, 지하수에서 비소

와 SO42-의 농도는 수질의 상관관계를 찾는데 활용된다. 비소와 비소와 SO4
2-
 는 대체로 음

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높고 낮은 경우는 SO4
2-
 가 지하수에서 침전되도록 하는 반응

이 많기 때문이며, 만약 SO4
2-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반응으로 석고(gypsum)을 만

들어 침전된다. 

 

Ca
2+
 + 2SO4

2- 
+ = CaSO4 · 2H2O 

 

그 외에 SO4
2- 를 침전토록 하는 것에는 melanterite와 jarosite가 있다. 또한 SO4

2- 의 환원

이 지하수에서 SO4
2- 농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SO4

2- 의 환원은 고등식물, algae, fungi 

그리고 bacteria를 포함한 여러 유기체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며, Desulfovirio, 

Desulfotomaculum 등 혐기성 bacteria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반응

식으로 설명된다. 

 

SO4
2-
+ 8e

-
 + 8H

+
 = H2S + 2H2O + 2OH

-
 

 

보통 유기탄소가 상기 반응의 전자를 제공하기 위해서 산화된다. 아래와 같은 반응식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2CH2O + SO4
2
 + 2H2O = H2S + 2HCO

3-
 

 

위에 설명된 이론은 사람들의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지하수를 개발함에 

따라 지하수에 산소가 용해되고, 이 산소에 의해서 비소가 수중에서 검출될 수 있게 한 것

으로 해석될 수 있다.  

 

【Oxyhydroxide 환원이론】 

퇴적물로 운반되고 퇴적된 비소함량이 높은 퇴적물 중의 유기물질에 의해 자연적으로 환

원된다는 이론이다 (Ravenscorft et al. 2001; McArthur et al. 2001). 

Oxyhydroxide 환원이론의 메카니즘은 환원환경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Organic matter degradation → Ferric coatings + adsorbed As 

→ Dissolved Fe + As → Well 

 

7.1.5 결론 

본 연구에서 비소의 거동과 유출이론 대하여 알아보았다. 산화이론은 대수층 내 비소함유 

황철석과 같은 비소가 풍부한 모재를 포함하는 층이 존재하고 지하수 채수량이 증가하면서 

산화반응으로 비소가 유출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황철석 산화반응을 위해서는 

용존산소 또는 질산염 등의 전자수용체가 필요하며 산성 pH 와 일정 농도 이상의 황산염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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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나타나야 하지만 벵갈만 지역의 대체적인 지하수에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

고 있다. 환원이론도 많은 지하수 시료에서 용존 비소, Fe 및 HCO3-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

이며 대수층 내 유기탄소가 풍부하므로 철수산화물의 용해와 비소유출 양상은 이탄층 내 유

기물의 미생물 분해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론이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더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이론과 실제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한 것으로 고려된다.  

 

7.2 【사례연구 2】 영흥석탄화력발전소의 수은배출로 인한 시화호 등 주변 지역에 

대한 다매체영향분석 

7.2.1 연구배경 및 목적 

수은은 1953 년 일본 미나마타현에서 발생한 메틸수은 중독을 기점으로 하여 현재까지 여

러 가지 경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환경 대기 중 수은의 농도는 다른 중금속에 비교하

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환경매체내의 수은의 거동원리는 매우 복잡하고 규칙

적이지 않다. 화학반응을 거쳐 생물농축(Bioaccumulation)과 생물증폭(Biomagnifcation) 현상을 

반복함으로써 신경장애 등의 보건학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밝혀졌다 (Wittmann, 1981). 

수은은 metallic(Hg
0
), mercurous(Hg2

2+
), mercuric(Hg

2+
)의 세 가지 산화상태를 가지며 환경 

내에서 이온결합보다는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무기 및 유기화합물을 형성하거

나 organomercurics 등으로 무기 혹은 유기수은의 여러 가지 화학적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Beckvaret et al., 1996). 해수, 토양, 퇴적물 및 생물 내 수은은 대부분 무기수은염과 유기수

은과의 결합형태로 존재하며 유기물질의 OH-이온과 무기화합물의 황을 포함한 기능기와 강

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astrup, 1991). 특히 퇴적물에 존재하는 수은

은 다른 중금속과 흡착하는 특성으로 알려진 oxyhydroxide 재침적층과 연관이 있다

(Barrowand, 2012). 수은은 해수 중에 ppt 수준의 매우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널리 

연구되고 있다. 수은이 해양 환경 내 유입되면 입자성물질에 흡착되고 침전되어 지속적으로 

환경과 생태에 악영향을 주며, 생물농축 즉, 먹이망을 통해 상위영양단계로 갈수록 축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나공태 등, 2012).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는 수중환경에서 무

기수은이 미생물에 의해 변환되거나 생물에 흡수되어 생성되는 메틸수은의 심각성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5 종의 특정 대기유해물질 중 하나로 관리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Clean Air Act Amendment 의 188 개의 유해대기오염물질(HAPs)에 포함되어 

있다. 

metallic(Hg
0
)은 용해도가 낮고 반응성이 거의 없는 불활성물질로서 대기 중 체류시간이 6

개월에서 2 년 정도까지 되어 장거리까지 확산하게 된다. 한편, 수용성인 HgCl2 는 반응성이 

크고, 높은 용해도를 가지므로 비가 올 경우 배출원 주변에 침적하게 된다. 비수용성인 Hg
0

도 오존과 같은 산화제와 접촉하면 수용성인 HgCl2 로 변하게 된다. 특히 주변대기가 산성일 

경우 이러한 변화는 더 촉진되며 이렇게 침적된 수은은 토양이나 수중미생물에 의해 무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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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보다 5∼20 배나 더 유독한 유기수은 즉 메틸수은으로 변이된다 (이수빈, 2006). 아래 그림

에서 보듯이 원소수은의 메틸수은으로의 전환은 수생태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Fig. 7.4 UNEP 생태계에서의 수은의 진화과정 

국내의 수은발생량은 연간 6,5 톤∼20.15 톤으로 조사되었으나 (국립환경과학원) 처리시설에

서 포집된 량을 제외한 대기배출량에 대한 조사이므로 발생한 수은의 총량의 위 배출량의 3

배인 19.5 톤∼60.4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를 통한 수은유통량 

조사에서는 국내 수은유통량이 연간 18.3 톤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환경부, 2010), 정확한 통

계가 시행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유통량이 집계될 것으로 보여진다.  

무기수은은 흡입 시 장애를 일으키나 안정적인 물질이므로 직업적 고농도 노출 시에 장애

를 일으키며 유기수은은 음식물 등의 섭취를 통해 유입되고 중추신경 장애, 신장, 간 등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홉 번째 수은배출국가로서 국민인체 내 중금속농도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05 ∼‘08 년 국민혈중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 농도조사결과 수은이 3.0 

∼ 4.34 ㎍/L 로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농도는 미국(0.82 ㎍/L), 독일(0.58 ㎍/L)등 

선진국에 비하여서도 높은 농도로서 국민건강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한 동기간 중 조사결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aminant Transport Analysis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88 

 

과에 의하면 미국 EPA 권고기준(5.8 ㎍/L) 초과자가 30%에 이르고 다른 기준1에 의하면 초과

자가 45.2%에 이르고 있다.  

 

 7.2.2 연구목적 및 범위 

수도권일원은 수도권대기관리특별법에 의거 고형연료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그럼에도 

영흥 지역은 유일하게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고형연료의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예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입지여건 상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이 이러한 예외를 인정받기

는 불가능해 보인다.  

영흥화력발전소는 수도권에 존재하는 유일한 석탄화력발전소로서 2004 년 1,2 호기, 2009

년에 3,4 호기, 2014 년 5 월 5 호기가 준공되었고 2014 년 11 월 6 호기가 준공될 예정이다. 또

한 6 차 전력수급계획에 의거 2011 년까지 7,8 호기가 준공예정이다. 영흥화력의 수도권 발전

시설 중 차지하는 비중은 수도권 사용량의 40%, 국내 총 수요량의 13%를 담당하게 될 것이

다. 설치되거나 설치예정인 설비의 제원은 아래 표와 같다.  

 

 Table 7.5 영흥화력 설비제원 

설비명 구분 내용 

보일러 

형식 석탄전소, 초임계압 관류형 

용량 

1,2호기 2,415 ton/hr  2기 

3,4호기 2,637 ton/hr  2기 

5,6호기 2,637 ton/hr  2기 

7,8호기 2,637 ton/hr  2기 

주증기압력 255 kg/cm
2
 

주증기온도 
1,2호기: 569℃ 

3,4,5,6,7,8호기: 596℃ 

터빈 

형식 직렬, 4류형, 재생, 재열, 복수식 

출력 1,2호기: 800MW  2기 

주증기압력 246 kg/cm
2
 

주증기온도 566℃ 

회전수 3,600 rpm 

 *출처: 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영흥화력민관공동조사단 2014년도 2분기 정례회의자료 

                                                           
1 EPA 5.8㎍/L, HBM(독일인체모니터링위원회 생물학적 노출 한도량.  

HBM 1: 일반인중 부작용의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농도 = 5.0 ㎍/L 

HBM 2: 민감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고기준 = 15.0 ㎍/L 

MRL(Minimum Risk Level): 마국 유독물 및 질병등록청에서 일반인에게 일생 동안 유해한 건강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노출

수준 = 13.6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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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영흥화력만을 대상으로 수은발생량을 추정하고 이를 대기확산모델에 의거 

시화호에 적용하였을 경우로 한정하여 추정하였다. 시화호의 특성상 해수가 유입되므로 영

흥화전에서 배출된 가스상수은(Gaseous Mercury)가 해수에 침강하여 다시 시화호로 유입되

는 경우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배출된 

수은중 대기 중으로 시화호 유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만 산정하였다. 조사기

간은 발생량의 경우 2008 년부터 2022 년까지로 하였고 시화호의 농도 및 다매체모델은 

2011-2012 년에 다른 지역에서 조사된 자료를 대상으로 동기간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Fugacity model 에 의한 계산은 소개하는데 그쳤으며 이를 통한 직접적인 계산은 수행하지 

못하였고 선향연구의 결과값만을 인용하여 추정하였다.  

 

7.2.3 전지구적 수은관리 현황 

UNEP 는 운영위원회 결의 (UNEP, 2008) 25/3 과 25/5 를 통하여 전세계적인 수은의 종합관

리대책을 수립하였다. 2010 년 기준 전세계에서 인위적발생 (Anthrophogenic Mercury 

Emissions)된 수은의 총량은 1960 톤으로 조사되었다 (UNEP, 2013). 연간 지구상에 발생하는 

수은의 총량은 약 6,500 톤으로 추정되며 인위적 발생량이 30%, 10%는 자연활동(지진, 화산, 

자연화재 등)으로 발생하며 대다수인 60%는 기 배출되어 농축된 수은으로부터 재생산(re-

emissions)되는 것이다 (UNEP et al., 2013).  

인위적인 배출량 중 금광채굴공정(ASGM:Artisanal and small-scalegold mining)과 석탄화력

(coal burning)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금광채굴로 발생하는 인위적 수은배출량은 연

간 727 톤으로 조사되었다. 이 발생량은 2005 년에 비하여 거의 두 배가 증가한 것이다. 증가

된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는 조사범위의 확대에 기인한다. 2005 년 당시에는 서아프리카 일대

의 금광에서 배출되는 수은의 양을 조사하기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2010 년에는 전세계적

인 관리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의 조사가 가능해졌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연소공정은 수은배출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이다. 연간배출량은 연간 

475 톤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중 35%가 아시아 신흥국에서 발생하였다. 대기환경기준의 강화

와 연소기술의 발달로 발전으로 인한 수은배출량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세계적으로 석탄화

력발전의 증가로 전체적인 양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UNEP, 2013).  

2010 년 전세계적인 수은배출통계 (Inventorysms 각국의 수은배출통계에 기초하고 있다. 그

러나 이 배출량은 방지시설로 흡착된 수은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저장되었는지가 명확치 않

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UNEP 2013). 아래 표에서 수은의 배출원별 발생량으로 정리하였다. 

아직까지 통계로 작성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2 이 부분이 보완될 경우 배출량은 증가

                                                           
2 UNEP Global Mercury Assessment 2013. 2013 : 9-10 

- biofuel and combustion 

- vinyl=chloride monomer produsction  

- industrial / some hazardous waste inceneration and disposal 

- sewage sludge incineration 

- preparation of dental amalgam fillings and disposal of removed filllings containing merc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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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고 표에서의 통계는 최소치만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7.6 Anthropogenic emissions the atmosphere (UNEP, 2013) 

 

 

연간 수용성으로 수생태계로 유입되는 인위적발생수은의 양은 최소 1,000 톤으로 보여진다. 

(UNEP 2013). 유입원(Sources)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량 185 톤/년, 오염된 광산 및 매립지 

등에서 8-33 톤/년, ASGM 이 가장 많은 양으로서 800 톤/년의 발생량을 보여준다. 삼림의 소

멸(화재, 벌채 등)로 인하여 유입되는 양은 260 톤/년 정도로 조사되었다. 수생태계계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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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수은의 농축은 지난 100 년간 수심 100m 까지 진행되었으며 원양해저에서의 증가량은 

10-25%에 그치고 있다.  

수은은 자연적인 발생과 인위적인 활동에 의하여 배출되고 있다. 일단 환경생태계에 유입

된 수은은 궁극적으로 심해해저에 가라앉거나 수은전용매립지에 매립되지 않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 메틸수은은 가장 독성이 심하며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한 농축으로 인체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전이되며 수생태계에서 유기수은으로의 전환이 일어난다. 

아래 그림은 전세계적인 수은의 이동 및 평형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Fig. 7.5 UNEP 2013 전지구적 수은의 물질수지 

 

7.2.4 방법론 

(1) 수은배출량 및 대기확산모델 

영흥화력은 일부 바이오매스(Wood pallet)의 혼소(3% 내외 사용예정)를 제외하고 모두 유

연탄(Bituminous coal)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오스트레일리아 46%, 인도네시아 43%, 

미국 8%, 러시아 3%를 수입하고 있다(영흥화력 et al 40).  

본 연구에서는 표준 열에너지 효율을 이용하여 사용연료의 양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

은의 총발생량과 처리량, 대기중 배출량을 구하였다. 배출계수의 산정은 국립환경연구원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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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을 기준으로 미국환경국의 배출시설별 표준제거효율표 4를 반영하여 배출계수를 구하였다. 

이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1∼4 호기가 준공 된 2008 년, 5∼6 호기까지 준공된 2014 년도, 7∼8

호기가 준공될 2012 년 3 단계로 추정하였다.  

시화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간 풍량분석5을 통하여 시화호에 미치는 양를 

구하였다. 대기확산모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우스 확산식을 이용하면 오염원으로부터 

풍하거리 X 에서의 농도 Cx(t)는 아래의 식으로 구해질 수 있다.  

 

 

 

이때 이므로 위의 식 (1)은 아래와 같다.  

 

 

 

H=0 일때 식은 아래와 같다.  

 

                                                           
3 국립환경과학원. 수은 사용∙ 배출시설 통합관리방안 연구(Ⅲ) 2012  
4 John H. Pavlish, Everett A. Sondreal, Michael D. Mann, Edwin S. Olsen, Kevin C. Galbreath, Dennis L. Laudal, Steven 

A. Benson Status review of mercury control options for coal-fired power plants. sources Fuel Processing Technology 

82(2003):89-165 
5 남동발전 7,8호기 환경영향평가보고서 2012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aminant Transport Analysis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93 

 

면 오염원의 배출량은 단위면적당 단위시간에 대한 배출량으로 나타내는데, 면 오염원 격

자의 한 쪽 변에서부터 착지점까지의 거리를 X2, 풍상방향으로 다른 변까지의 거리를 X1 이

라고 하면 면 오염원 격자로부터 착지점에 미치는 농도, CA 는 풍하거리 X 에 대하여 적분

하여 다음과 같이 구하여 진다. 

 

 

 

수직방향 확산계수 z = aX
b
 로서 아래의 식으로 쓸 수 있다. 

Ua 는 오염원에서의 풍속 

 

오염원으로부터 일정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의 격자크기 단위면적 △x 에서의 풍상방향 I 번

째 격자에서의 오염농도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6. 

 

풍상방향 첫 번째 격자에서 n 번째까지의 격자가 받은 오염농도의 합은 다음과 같다.7  

 

 

 

이 식에서 변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다.  

H = 340m (영흥화력 배출원 높이), Q = 2.8mil NM3/hr, U = 4.7m/sec  

                                                           
6 Texas air control board, 1979, 1980 

7 이수빈 et al, 2006 12-1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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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매체거동모형 

다매체거동모형으로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안동호를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
8
를 바탕으로 

매채별 Fugacity
9
를 구하였다. 이 계수가 국내의 일반현황을 반영한다고 가정하여 이 계수를 

기준으로 다매체거동모형을 작성하였다. 기초자료는 시화호 해양환경자료
10
를 이용하였다. 

수은의 전이와 관련된 기준모델로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아래 해양환경에서의 순환모델

(Mackay 2007 Global Ocean Mercury modeling with an ocean general circulation model –  

HIM OFFTRAC)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한 소개만으로 그치고 이를 활용한 분

석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Fig. 7.6 HIM model 2011-2013 

(Harvard http://people.seas.harvard.edu/~yxzhang/research.html) 

 

생물체(Biota)관련 자료는 해양환경자료와 관련논문들을 참고하여 상관관계의 적합성을 비

교 분석하였다. 

 

7.2.5 결과  

(1) 연료량의 계산 

사용되는 연료는 발열량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이게 되므로 표준발열량을 이용하여 연료

소요량을 역산하였다. 아래 Table 7.7 에서의 계산을 보면 실제 연료사용량 Table 7.8 과 유사

하지만 회분의 함량이 증가할 때 수은의 배출은 비약적으로 증가됨에 유념하여야 한다

(Keeler GJ, et. al., 2004.)  

                                                           
8 국립한경연구원. 다매체통합 수은거동연구(Ⅱ) 2010 
9 Donald Mackay Multimedia Environmental Models 0 The Fugacity Approach MEWIS PUBLISHERS 2001 
10 국토해양부(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화호환경개선사업(부록)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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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7 영흥화력 연료사용추정량 

No. of CPP 
사용량 

eff 
출력 가동일 

(예정) 톤/년 톤/일 kg/sec kWh 

#1 2,720,736 8,122 94.0 38.80% 801,335 Jul-04 

#2 2,720,736 8,122 94.0 38.80% 801,335 Nov-04 

#3 2,793,096 8,338 96.5 41.20% 873,533 Jun-08 

#4 2,793,096 8,338 96.5 41.20% 873,533 Dec-08 

#5 2,793,096 8,338 96.5 41.20% 873,533 Jun-14 

#6 2,793,096 8,338 96.5 41.20% 873,533 Nov-14 

#7 2,793,096 8,338 96.5 41.20% 873,533 Jun-21 

#8 2,793,096 8,338 96.5 41.20% 873,533 Nov-21 

소계(총계) 22,200,048 66,269 767.0 
 

6,843,869 
 

소계(2014년) 16,613,856 49,594 574.0 
 

5,096,803 
 

비고 발열량 5,250 kcal/kg = 21,971 kJ/kg (국내유연탄 표준열량 기준) 

 

Table 7.8 영흥화력 2011년도 연료사용량 (환경영향평가보고서) 

No. of CPP #1 #2 #3 #4 Total 

Coal 2,721,124 2,674,172 2,510,879 2,861,599 10,767,774 

 

(2) 수은 배출량 계산 

영흥화전은 인천시와의 환경협정에 의거 독자적인 배출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 협정기준

은 대기환경보전법 별표로서 제도화되었으며 수도권대기질관리법에 따른 배출량 총량규제를 

받고 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대기기준과 협정으로 체결된 특별기준에 따라 정부표준수은

배출계수(국립환경연구원 2012)와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은의 대기질 배

출량은 입자수은 Hg(p)의 경우 총입자물질(TSM)과의 상관관계가 높으므로 미국 수은인벤토

리산정지침에서는 방지지설별 수은의 배출계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John, H. Pavlish,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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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9 Emission Factor 보정 

Site No. PP Unit 
Emission standard Mercury 

Remarks 
SOx Nox TSM RR Emission 

DCPP(1) #1-#4 PPM 100 150 30 
72.1% 27.9% 

NIER  

2012 DCPP(1) #1-#4 PPM 60 60 20 

YCPP 

#1, #2 PPM 45 55 20 74.9% 25.1% 
Contract 

#3, #4 PPM 25 15 5 75.5% 24.5% 

Total ton/yr 6252 4473 1500 배출허용총량  

 

위 표에서 계산된 근거를 기준으로 산출된 수은배출량은 아래 표와 같다. 총 배출량

(Uncontrolled 은 보일러 후단에서 발생한 양이고 실 배출량은 방지시설을 거처 최종적으로 

대기 중으로 방출된 양이다.  

 

Table 7.10 수은 배출량 산출결과 

No. 

Coal Uncontrolled Controlled(Avg) Controlled(YCPP) 

Yon/year mg-Hg/ton kg/yr mg-Hg/ton kg/yr mg-Hg/ton kg/yr 

#1 2,720,736 63.37 172.41 17.66 48.05 15.89 43.24 

#2 2,720,736 63.37 172.41 17.66 48.05 15.89 43.24 

#3 2,793,096 63.37 177.00 17.66 49.33 15.54 43.41 

#4 2,793,096 63.37 177.00 17.66 49.33 15.54 43.41 

#5 2,793,096 63.37 177.00 17.66 49.33 15.54 43.41 

#6 2,793,096 63.37 177.00 17.66 49.33 15.54 43.41 

#7 2,793,096 63.37 177.00 17.66 49.33 15.54 43.41 

#8 2,793,096 63.37 177.00 17.66 49.33 15.54 43.41 

2022년 22,200,048 507 1,407 141.3 392.1 
 

346.9 

2014년 16,613,856 380 1,053 106.0 293.4 
 

260.1 

2008년 11,027,664 
 

699 
 

194.7 
 

173.3 

 

Controlled average 는 국립환경연구원의 표준배출계수를 적용한 것이고 이의 산정근거가 

된 발전소는 당진화력 1-4 호기로서 영흥화력과는 다른 배출계수를 보여주고 있어 이의 보

정을 위하여 Controlled(YCPP)를 재작성하여 적용하였다.  

영흥화력은 인천시와의 환경협정에 따라 우수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배출량이 많

은 관계로 현재까지 연간 약 170kg 의 수은이 대기 중에 배출되고 있으며 금년 말에는 약 

260kg 의 수은이 배출될 것으로 보여진다.  

배출되는 수은의 성상은 Hg(0)가 96%, Hg(P) 3%, Hg(Ⅱ) 1% 로 추정된다. 이는 대부분이 

가스상수은에 해당하여 물리적 처리시설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배출량을 줄이기 어렵고 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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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탑 등의 도입을 통하여 화학적 침전공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3) 다매체거동모형 

시화호방향으로의 풍향장미분포도에 의하면 약 30%정도의 풍향이 시화호 주변지역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남동발전, 2012). 영향배출량 중 20km 이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효영향비율은 66%내외로서 52kg/yr 로 추정되었다.  

 

시화호에 대한 개략적인 역사와 제원은 다음과 같다.  

 

 Brief History related Concentration 

1) Jan-1994: Installation (Fresh Water lake)  

2) Dec-2000: Change sea water lake  

3) Discharge waste water in 1998  

4) 1998-2008: Increase waste water treatment facility and others  

 

시화호는 1994 년에 담수호로 준공된 후 급격한 수질악화를 겪어 1998 년 초 BOD 농도가 

20ppm 을 초과하여 호소로서의 기능이 정지되었다. 사적으로 유명한 해양방류는 1998 년에 

있었으며 정부는 해수호로의 전환을 2000 년에 결정하게 되었다.  

 

 Lake Capacity  

1) Total Area : 43.8 ㎢ 

2) Nearby Area : 476.5 ㎢ Land) + 136 ㎢ Sea)  

3) Total Reserved Capacity : 332 mil ㎥ 

4) Height(Maximum) : 18m 

5) Influent : Fresh water 340 mil ㎥/yr, Sea Water 380 mil ㎥/yr, Total 720 mil ㎥/yr 

 

 

 

 

방류전 시화호 전경 방류시 해수와의 접속면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aminant Transport Analysis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98 

 

총 담수능력은 3 억 4 천만톤이고 여기에 연간 3 억 8 천만톤의 해수를 유입하여 해수호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염의 희석배출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다매체 분석을 위하여 먼저 앞에서 제시한 가우스 모델에 Dry Deposition 을 구하였다.  

 

굴뚝높이 H = 340 m 

평균풍속 Ua = 3.4 m/sec  

도달거리 X = 8 – 30 km  

 

이를 통하여 계산된 Dry deposition 값은 4.62kg/yr 이다. 위의 값은 시화호에 영향지역 전

체의 Dry deposition 을 계산하여 얻어진 값이다.  

 

국립환경연구원에서 2010-2011 년간 안동호를 대상으로 조사한 기록을 근거로 Fugacity 를 

계산하였다. 안동호는 인근에 아연제련공장이라는 수은배출원을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한 환

경영향을 다매체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이를 산식으로 정리하면 다음 Table 7.11 과 같다. wet deposition 은 아연제련소에서의 배

출량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대기 중에 농축된 가스상 수은이 강우 시 침강되는 것으

로 볼수 있다.  

 

 

Fig. 7.7 안동호에서의 수은이동에 관한 다매체거동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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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1 Mass Balance in Andong Lake 

Air 

Emission 

(Zinc 

smelter) 

Atmosphere 
Water(Andong Dam, kg/yr) 

Inflent Transport Con. Effluent 

kg/km2·yr 

River Others 

Air ⇔ Water 
BottomSoil 

 ⇔ Water 

DGM Outflow 

Dry Wet Wet Dry Evasion Sedimentation 
Diffu- 

sion 

2.7 0.18 0.02 16.9 27.3 0.42 0.24 0.51 43.1 0.636 1.28 1.9 

 

이 보고로부터 한국적 Fugacity 를 도출하였다.  

 

- Wet/dry = 175%  

- Deposition/evasion in air-water media = 129%  

- Sediment/diffusion in soil = 6,777 %  

- DGM/Diffusion = 201 %  

 

위에서 얻어진 Fugacity factor 를 시화호에 적용하기 위하여 시화호에 유입되는 다른 양들

을 구하였다. 먼저 Influent 양을 구하기 위하여 해양연구원자료를 이용하였다 (국토해양부, 

2012). 시화호에는 유입되는 하천은 총 9 개로서 연간 3 억톤 내외가 유입된다.  

 

Table 7.12 시화호 유입하천의 수은농도 

 
Canal#1 Canal#2 Canal#3 Canal#4 Shingil Hae An Ban Wol Dong Hwa Samhwa min max Avg 

2012.Oct 0.359 0.118 0.157 0.456 0.09 0.026 0.022 0.016 0.018 0.016 0.456 0.14 

2012.Nov 0.438 0.138 0.089 0.428 0.106 0.117 0.047 0.014 0.022 0.014 0.438 0.156 

Rainfall-Jun 0.332 0.008 0.095 0.979 0.378 0.092 0.028 0.013 0.016 0.008 0.979 0.216 

Rainfall-Aug 0.541 0.149 0.176 3.477 0.104 0.098 0.019 0.014 0.03 0.014 3.477 0.512 

 

아래 표에서 구해진 Hg 농도를 기준으로 총 담수량을 곱하여 시화호 전체의 용존가스상 

수은의 양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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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3 시화호에서의 DGM(Dissolved Gaseous Mercury) 측정값 

DGM 2012.May 2012.Jul 2012.Sep Total Hg (kg) 

내측 

표층㎍/L 0.75 0.93 0.82 272  

저층㎍/L 0.61 0.76 0.82 272  

평균㎍/L 0.68 0.845 0.82 272  

외측 표층㎍/L 0.73 0.78 0.8 266  

 

시화호 내에서의 수은의 농도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2005 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2010 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7.14 퇴적토에서의 수은농도 

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C(ng/M
3
) 0.55 0.83 5.5 2.73 1.12 0.97 1.08 1.02 0.61 0.83 

 

이를 종합하여 시화호의 수은의 물질수지를 계산하면 아래 Table 7.15 와 같다. 매년 호수

의 용존가스상 수은의 증가량은 32.3kg/yr 로서 총 담수 및 해수유입농도를 감안한 증가율은 

11.6%11로 추정된다. 그리고 해수에 의하여 희석되는 비율을 반영한 증가량은 5.47%12로 추

정된다.  

 

Table 7.15 영흥화력으로 인한 시화호 물질수지 

Air Emission 

(YCPP) 

Atmosphere 
Water(Shihwa Lake, kg/yr) 

Influent Transport Concentration Effluent 

kg/km2.yr 
River Sea 

Air⇔Water Bottom Soil⇔Water DGM 

(kg/yr) 
Outflow 

Dry Wet Wet Dry Evasion Sediment Diffusion 

 52.0  3.47  0.39  46.48 45.0  8.09  4.62  12.815 60.3 0.89  32.2 32 

 

7.2.5 결론 

영흥화력으로 인한 수은의 영향은 유의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화호내에서의 농

도증가량은 5.47% - 11.4%로 추정되며 유입되는 해수에도 DGM 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면 

11.4%의 증가량에 육박하게 될 것이다. 이 증가량은 생태계와 먹이사슬의 상위생물체의 농

축정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1 총 보유량 277kg에 증가량을 계산한 값 
12 총수량 7.2억톤대비 담수량 3,4억통으로 계산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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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되는 수은의 대부분이 가스상수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방지시설 중 가스상수은의 배

출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7.3 【사례연구 3】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염화물 이온의 거동 분석 

7.2.1 연구의 배경 

건축재료 중에서 고 내구성으로 알려진 콘크리트도 염화물 이온이나 이산화탄소, 외기온

의 저하 등의 영향에 의하여 그 성능은 급격히 저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 염화

물 이온에 의한 콘크리트 열화를 염해라고 하며, 3 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같은 경

우에는 그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많은 연구자 들은 침지실험, 해안가 폭로시험 등을 통한 연구를 다년간 실시하였으

나, 데이터의 축적에 많이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최근에는 전기영동에 의한 정상, 비정상 

방법을 이용한 염소이온 확산계수 산출 방법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 

 

7.2.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염화물 이온의 거동 특성 중 확산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기존 행하여

진 연구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의 콘크리트 내 염화물 이온 확산계수 식을 검토해보고 각 식

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7.2.3 염소이온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염소(Cl)는 주기율표 상에서 3 주기 17 족에 속하는 할로겐 원소로서 상온에서는 기체상태

(Cl2)로 존재하고 물이나 생체 내에서는 이온상태(Cl
-
)로 존재한다. 염화물 이온의 경우 인간

에게 미치는 독성은 현재까지 관찰된 바가 없으며(WHO), 자연환경 중 해양에 가장 많이 존

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콘크리트 내에서의 독성 

콘크리트 내부에 침입한 염화물 이온은 철근의 부식을 촉진시키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여러 가지 성능을 저하시키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염해라고 한다. 한편, 콘크리트 층의 철

근은 pH 12 이상의 높은 알칼리 환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표면에 부동태 피막이 형성되어 

존재한다. 이 부동태 피막은 염해 현상에 의한 철근의 부식을 보호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을 

안정한 상태로 유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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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8 콘크리트 내 염소이온 침투 도식화 

 

그러나 콘크리트 외부의 하중 또는 온도 등으로 인해 균열이 생겨 염화물 이온이 침투하

게 되면 철근표면의 부동태 피막이 파괴되어 철근의 산화가 시작된다. 부식과정에서 철근 

주변에서는 전지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Fig. 7.8 에서와 같이 양극에서는 , 

음극에서는 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게 되며 전체적으로는 

, 의 

반응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염화물 이온은 촉매로서 작용한다. 반응 과정에서 생기는 

Fe
2+
 와 H

+ 
에 의해 pH 는 낮아지게 되고 피막의 파괴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철근의 부식으로 인해 생성되는 철산화물은 일반 철에 비해 부피가 훨씬 크기 때

문에 콘크리트 내부에서부터 균열을 야기한다. 

 

7.2.4 콘크리트 내부 염화물 이온의 거동 

콘크리트 내부로 물질이 이동하는 메커니즘은 농도 차에 의한 확산, 압력차에 의한 침투 

및 모세관 장력에 의한 흡수 등으로 구분되며, 염화물 이온의 콘크리트 내부에서의 거동 메

커니즘은 주로 농도 차에 의한 확산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문한영 등, 2001) 

물질의 확산에 대한 식에는 대표적으로 Fick’s law 가 있는데 이는 다음 식 (1), (2)와 같이 

표현된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aminant Transport Analysis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103 

 

 

식 (1) 

 

식 (2) 

 

여기서,  

Jx : 입자의 확산유량의 x 축 방향 성분 

C: 입자의 농도 

D: 확산계수 

 

콘크리트 중 염화물 이온의 확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농도 차 확산 실험을 실시할 경우 일

반적으로 장기간의 실험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이온 확산계수를 단

시간에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 규준화된 시험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연구에 따라 상이한 시험조건과 방법으로 확산특성을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문한영 등, 2001).  

 

(1) 포화 상태의 콘크리트에 대한 염화물 이온 확산 모델 (Xi et al., 1999) 

Xi 등은 포화 상태의 콘크리트에서 여러 영향인자들에 대해서 각각의 확산계수를 산정하

였다. 주요한 인자들로 골재, 온도, 염화물 이온의 농도 등을 선정하였고 그에 따라 확산계

수를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식 (3) 

 

 

식 (4) 

  

   

      

 

식 (5) 

 

이때, 

Di, Dm : 각각 골재와 시멘트의 확산계수 

gi : 골재의 부피 비 

Deff : effective diffusivity 

T0, T : 각각 표준 온도와 현재 온도 

D0, DT : 각각 온도 T0, 온도 T 에서의 확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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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기체상수 

U : 확산 과정에서의 활동에너지 

k : 볼츠만 상수 

Zion : 이온의 valence 

e : electrical charge 

 

식(3), (4), (5)는 차례대로 골재, 온도, 염화물 이온의 농도에 대한 영향을 반영한 확산계수 

모델들이다. 위와 같은 모델에서는 염화물 이온 콘크리트 내에서 거동할 때에 영향을 받는 

여러가지 인자들을 고려하여 각각에 대해 확산계수를 산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콘크리트 내

에서 염화물 이온이 받는 요인들을 하나씩만 고려한 것이며 이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콘크리트 내에서 염화물 이온의 거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

게 된다. 또한, 콘크리트 내부 공극이 물로 가득 찬 포화상태라고 가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콘크리트의 공극은 불포화 상태로, 물과 공기가 공존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요인들을 통합

적으로 고려하여 한 식에 반영한 확산계수 모델이 요구된다. 

 

(2) 영향인자 간 간섭효과를 반영한 모델 (윤인석, 김은겸 등, 2007) 

윤인석, 김은겸 등은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확산계수 모델에서 각 요인의 간섭인자가 확

산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으로 고려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완하여 새로운 확

산계수 식을 도출하였다. 즉, 멀티인자에 기인한 확산계수 산정기법을 이용하되, 액체에서의 

염소이온 확산계수, 공극구조 등을 Fig. 7.9 와 같이 구분하여 이를 확산계수 식에 반영하였

다. 

 

 

Fig. 7.9 염화물 이온 확산계수 산정에 필요한 영향인자에 미치는 요인들 

 

이에 따라 산정된 확산계수는 식 (6)와 같이 각 함수들 간의 곱으로 표현된다. 

 

 
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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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항은 공극수 내에서 염소이온의 확산계수를 의미한다. 염화물 이온의 액체에서의 

확산계수는 식 (7)과 같다. 이는 완전 포화된 콘크리트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때 포화도 S

는 1 로 가정한다(Wilke 등, 1995). 

 

 

식 (7) 

 

여기서, 

Do : 액체 확산율 (m
2 
/ s), 

T : 절대 온도 (K), 

AF : 용제 계수 (물: 2.26), 

M : 용제의 분자무게 (물: 18.1 g/mol), 

 : 용제의 점성 (Pa s), 

Vm : 끓는 점에서 용제의 몰체적 (m
3
 / K mol), 

 : 시멘트 경화체의 총 공극량 

 

두 번째 항은 시멘트 경화체의 공극 구조 특성함수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aekawa 등, 1999).  

 

 

 
여기서,  

 Vp : 공극반경 r 을 변수로 한 공극구조, 

 B : 공극분포 함수의 매개변수 

  

세 번째 항은 침투물질의 경로에 대한 굴곡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총 공극량을 통해 표

현되며 식 (8)와 같이 나타난다. 

 

 

 

 

식 (8) 

 

식 (8)로부터 공극량이 감소할수록 굴곡특성 계수가 상승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공극량이 

감소되면 전체적인 공극 분포도 감소되며, 미세공극의 존재로 침투물질의 침투특성이 더욱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aminant Transport Analysis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106 

 

복잡한 형태의 침투경로를 갖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극량이 높으면 공극끼리 상호 연결될 

가능성이 커져서 침투경로가 단순화된다. 

마지막 항은 시멘트 경화체의 좁은 공극 통로에서 생길 수 있는 확산지연 효과를 의미한

다. 즉, 미세한 공극을 통한 분자형태의 물질의 확산작용은 공극벽과 공극의 존재에 의하여 

방해를 받게 되는데 이를 확산지연 효과라고 정의할 수 있다. F(H)는 부분 반영계수 f’과 f’’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반영할 수 있다(Welty 등, 2001). 

 

 
식 (9) 

 

이때,  

  이고 는 침투물질의 분자 직경, 은 공극직경이다. 

두 반영계수 f’ , f’’는 다음과 같으며 이론적으로 0 과 1 사이에 존재한다. 

 

 

식 (10) 

 

 
식 (11) 

 

이렇게 멀티요소 간 간섭인자의 영향을 반영한 모델은 각각의 인자 간 상호 작용과 이들

이 염화물 이온의 확산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염화물 이온

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극량, 공극 구조, 등의 요인을 적절히 반영하여 한 식으로 모델

링 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인 확산계수 추론이 가능하게 하였다. 

 

(3) 시간 의존적 특성을 반영한 모델 (최성, 이광명 등, 2008) 

최성, 이광명 등은 연구에서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확산계수와 시간의존성 계수 실험을 통

해 이에 대한 통계학적 분석을 수행하고 기초 자료를 축적하였다.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확

산계수에 대한 시간 변화특성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확산계수의 변화를 특정 재령(tref)의 확

산계수를 기준으로 지수형태로 표현하는 식 (12)의 모델을 사용하였다. 

 

 
식 (12) 

 

여기서,  

D(t) : 재령 t 의 확산계수,  

Dref : 기준일인 tref 에서의 확산계수, 

m : 시간 의존성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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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령에 따라 4 개씩 측정된 염소이온 확산계수를 조합하여, 각 조합에 대하여 식 (12)에 대

한 염소이온 확산계수의 시간 의존성 계수를 계산하였다. 기준 확산계수(Dref)의 시점(tref)은 

28 일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최소자승법에 의하여 최적 적합 곡선을 도출하여 시간 

의존성 계수를 산정하였다. Fig. 7.10 에는 계산 된 시간 의존성 계수의 분포를 막대그래프로 

나타내었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얻은 정규분포를 실선으로 나타내었다.  

 

 

Fig. 7.10 시간의존성 계수의 통계분포 

 

배합별 28 일 염소이온 확산계수와 시간 의존성 계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Table 7.16 에 

나타내었다. 시간 의존성 계수의 변동계수는 4∼8% 범위로 비교적 작은 변동성을 보였다. 

Fig. 7.10 에 따르면 SG50 과 TBC 는 확산계수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시간의존성계수는 2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는 재령 28 일의 확산계수는 SG50 에 비하여 TBC 가 높았지만, 91 일 측

정값은 TBC 의 확산계수가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TBC 의 확산계수 변화량이 SG50 보

다 커서 시간의존성계수가 높게 계산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모델은 위의 두 모델들과 달리 시간이라는 변수를 사용하여 염화물 이온의 

확산계수를 산정하였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시간에 따라 여러 가지 물성이 변하게 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적용하기에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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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6 배합별 시간 의존성 계수와 변동계수 

 

 

7.2.5 결론 

이상에서 콘크리트 내 염화물 이온의 거동에 대해 제시된 몇 가지 확산계수 모델을 살펴

보았다. 포화 상태의 콘크리트에 대한 염화물 이온 확산 모델은 각각의 영향인자들을 반영

하여 확산계수 식을 도출하였으나 각 요인들을 통합하지 못하였고 콘크리트 내 공극을 포화

상태라고 가정한 결점이 있었다. 영향인자 간 간섭효과를 반영한 모델은 위 모델에서의 결

점을 보완하여 각 영향인자들을 한 식에 반영하여 확산계수를 산정하였으며 각 인자들 간의 

간섭효과도 함께 고려하여 보다 실질적인 모델을 확립하였다. 시간 의존적 특성을 반영한 

모델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시간에 따라 물성 등이 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실질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콘크리트 내 염화물 이온의 거동해석은 지금까지도 규정화된 방법 없이 여러 가지 방법들

을 통해 연구되고 있지만 거동에 영향을 주는 많은 인자들을 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모

델은 확립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놓인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영향인자들을 한 식에 반영할 수 있는 확산계수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배합명 W/B(%) 

28 일 확산계수 

(D28) 
시간의존성계수 (m) 

평균 평균 표준편차 변동계수 

OPC 

32 

11.84 0.384 0.020 5% 

SG30 5.39 0.425 0.022 5% 

SG50 3.01 0.306 0.026 8% 

TBC 4.16 0.640 0.02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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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사례연구 4】 Biodegradation of Pharmaceutical Compounds under 

Anaerobic Treatment 

 

7.4.1 Introduction  

(1) Backgrounds 

The occurrence and fate of anthropogenic chemical species in our environment has been given 

great attention for several decades already. The main areas of research were however limited to 

solvents, detergents and agricultural chemicals. Only during the last two decades, the attention has 

shifted towards therapeutics (Halling-Sørensen, 1998; Kümmerer, 2004). Therapeutic or 

pharmaceutical chemicals are biologically active ingredients that are initially planned to increase or 

moderate the quality of human health. Recent studies however suggest that pharmaceuticals and their 

residues are refractory compounds persisting in the environment and affecting non-target species in 

aquatic and terrestrial ecosystems (Boxall, 2006; Heberer, 2002; Vieno, 2007; Quinn, 2008; 

Wollenberger, 2000). 

Pharmaceuticals and Personal Care Products (PPCPs) have been recognized as a potential 

environmental problem (Kümmerer, 2004). The research on the occurrence and on the fate of PPCPs 

in the environment has been active particularly in Europe and USA (Carballa Arcos, 2005; Lishman, 

2006).  

Recent studies provide knowledge on the PPCPs frequently used in developed countries 

(Kasprzyk-Horden, 2009; Gros, 2009; Ternes, 1998). However the use, occurrence, fate, biotic and 

abiotic degradation of therapeutics commonly used in developing countries has not been widely 

studied. In other words, the ecotoxicological knowledge on PPCPs such as antimalarials, 

antiretrovirals, antituberculotics and antiparasitics is incomplete. 

Furthermore, the pressure to develop innovative methods to improve the removal efficiencies of 

the anthropogenic pollutants from the hydrologic cycle is increasing (Sangave, 2007, Rosal; 2010, 

Badawy, 2009). Efficient removal of refractory compounds would make the recycling of industrial 

wastewater possible for irrigation (Badawy, 2009). Closing water loop is one of the options to sustain 

and minimize the water resource exploitation. Limited quantity of unpolluted water, especially for 

agricultural purposes in the future, is one of the major challenges of the world (Ternes, 2007). Mainly 

in sub-Saharan Africa, over-exploration of limited water sources is resulting in decreasing river flows, 

falling groundwater levels, increasing water pollution and wetland deterioration (Descheemaeker, 

2010). 

If conventional biological wastewater treatments have limited degradation efficacy, chemical 

oxidative treatment technologies such conventional (Mascolo et al., 1995; Lopez et al., 1997) and 

advanced ones as the advanced oxidation processes (AOPs) may be helpful for their known capacity 

of oxidising and partially mineralising many organic contaminants (Gogate and Pandit, 2004a,b; 

Parsons, 2004). However, AOPs have high operational costs that often hinders their commercial 

application, therefore their adoption is limited to those cases when more cost-effective systems are 

not su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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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cope  

From a large portfolio of pharmaceutical therapeutic groups used frequently in developing world, 

19 chemicals were selected for the biodegradability analysis. The main selection parameters were the 

therapeutic use, water solubility and the lacking knowledge of the occurrence, fate and behavior in 

the environment. 

 

(3) Objectives of the study  

The target of the herein presented work is to determine biodegradability of selected PPCPs. 

Biodegradation screening is included as a part of the work. Results of the screening are consecutively 

used to identify non-biodegradable compounds. These chemicals may include e.g. refractory 

compounds persistent in the environment, therapeutics affecting bacterial species in their natural 

ecosystems, or toxic and inhibitory chemicals reducing efficiency of biological processes in 

wastewater treatment plant. 

 

7.4.2 Pharmaceuticals in the environment  

During last two decades the interest in the occurrence and fate of pharmaceuticals and personal 

care products (PPCPs) in the environment has risen dramatically. The main reason of the concern has 

been rapidly increasing consumption of medical preparations as well as fast development of semi-

synthetic and synthetic derivate. Today there are over 100,000 chemical individuals on the market 

prescribed all over the world (Merck, 2006; Sweetman, 2007; Hardman, 2001).  

Another reason for the growing attention to medical substances is the intention of performing a 

biological effect. Chemical derivate of naturally occurring compounds are designed to be potent, 

species selective or with a broad spectrum of target organisms. The concern of the development is the 

change in physico-chemical properties for better membrane penetration, increased toxicity to either 

target or non-target organism, and possible persistence causing accumulation in the terrestrial and 

aquatic ecosystems. The constant exposure might cause development of resistant strains of bacteria, 

affect plant growth or animal and human health. 

 

(1) Pathways of exposure  

Fig. 7.11 presents the pathways possibly undertaken by human and veterinary pharmaceuticals in 

the environment starting from the sources, through the exposure routes to the receiving ecosystems. 

Parameters affecting the speed of the passage and severity of the impact in the receiving ecosystem 

can be found in the same figure. Such important parameters are physico-chemical properties, 

quantities prescribed, produced or excreted, and the spectrum of animal, plant and micro-organic 

species affected. The final severity of the PPCPs impact is given by the persistence in the 

environment influenced by the pharmaceutical degradation rate.  

For safe sustainable development, fresh water needs to be free of those persistent non-degradable 

PPCPs. So that closing water loop would not continue the pharmaceutical circulation in the 

environment causing constant re-exposure to xenobiotic 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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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1 Exposure pathways of PPCPs in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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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ported fate of PPCPs in the environment 

Most pharmaceuticals undergo metabolic changes after being digested and absorbed in the target 

organism. Many medical compounds are metabolized to Phase I or Phase II metabolites (Halling-

Sørensen, 1998, Kümmerer, 2004). Phase I reactions consist of reduction, oxidation, hydrolysis, 

alkylation or dealkylation giving often more reactive or more toxic compounds compared to the 

parent pharmaceutical. Phase II metabolites (e.g. hydroxylated compounds) are Phase I metabolites 

modified by glucuronation or sulfatation. 

Phase II compounds are often inactive but more water soluble conjugates for enhanced excretion.  

The active compound after it is excreted by the recipient via urine or feces can appear in the 

sewage system as a parent active compound or in the form of more water soluble metabolites 

(Heberer, 2002). The disposal of PPCPs and their residuals via municipal sewage systems seems of 

minor interest; however the metabolites can be transformed by sludge bacteria back into the potent 

parent compound. Furthermore, large number of the therapeutics is excreted unchanged conjugated to 

polar molecules, glucuronides. The conjugates can be during the wastewater treatment cleaved into 

the original parent compound and enter the natural aquatic and terrestrial ecosystems. 

Pharmaceuticals that are disposed incorrectly to the sewage system or dumpsite, or appear in the 

wastewater through the industrial production are present in active forms, dissolved or as suspended 

solids.  

Fate of individual pharmaceuticals in the environment can differ dramatically. The main fate 

processes in the environment is sorption and (bio) degradation, photodegradation and hydrolysis can 

be also significant (Kümmerer, 2004). Depending on the toxicity of the compound towards 

microorganisms, stability in the presence of air or light, PPCPs can persist for years in our 

surroundings. For example pentobarbital has been detected in 21 years old anaerobic ground water 

plume (Eckel, 1993); oxytetracycline, oxolinic acid, flumequine and sarafloxacine have been detected 

in sediments of fish farms several months after application to the water (Halling-Sørensen, 1998). 

Most current studies on the fate of PPCPs are performed on the WWTP influent and effluent 

concentrations. The detection from municipal sewage and comparison of WWTP influent and 

effluent concentrations gives the quantity of therapeutics entering natural ecosystems. Furthermore 

the efficiency of the WWTP and the possible removal of the pharmaceuticals can be drawn to 

evaluate pharmaceutical persistence. For example chloramphenicol removal has been measured 

(Kasprzyk-Horden, 2009) from 95 to 100%. 50% of erythromycin-H2O and 70% of 

sulphamethoxazole have been removed during wastewater treatment in Wales, UK. Carbamazepine, 

tramadol, and β-blockers (atenolol) however have not been removed during the same treatment 

process. Ibuprofene, paracetamol, salbutamol and mefenamic acid (Jones, 2007) have been studied on 

the removal in southern England. Even though all chemicals were removed by more than 90% 

compared to the influent concentration, residues of all compounds were found in the effluent. 

Large number of research studies on the fate of pharmaceuticals in the developed world uses the 

available detail knowledge of consumption patterns and amounts of PPCPs consumed (Winker, 2008, 

Lindqvist, 2005). The comparison of quantity consumed (and excreted via urine or feces to sewage 

system) to the quantity detected in the WWTP influent/effluent gives needed knowledge on the 

removal efficiency during the WWTP processes. A study conducted in Finland furthermore compares 

removal efficiencies of different WWTP that employ different sets of wastewater treatment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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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no, 2007). Correct selection of physical, biological and chemical treatments could increase the 

removal efficiency rapidly (Kreuzinger, 2004). In the Finnish study, the removal of atenolol ranged 

from 37% to 77% in different WWTP.  

The amount of pharmaceutical residues, that passes the WWTP barrier and enter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possibility to develop or improve the WWTP processes to increase the removal 

are another great positives of the detailed knowledge on the prescription. The same methods of 

monitoring can be hardly applied to the research in developing countries. Main reason is unknown or 

inaccurate quantities of PPCPs consumed and insufficient sanitation or centralized sewage system. 

 

(3) Reported occurrence of PPCPs in the environment  

The occurrence of the therapeutics in the environment has been already intensively investigated 

for more than 15 years. However research studies available provide knowledge mainly on 

pharmaceuticals and personal care products (PPCPs) used and detected in developed countries 

(Austria, Canada, USA, Germany, Denmark, Finland, Sweden, Norway, Spain and Netherlands).  

More than 80 PPCPs and several metabolites have been detected in μg/L in the sewage effluent 

and in surface waters downstream from the WWTP (Heberer, 2002). PPCPs have been detected also 

from groundwater contaminated by landfill leachates and manufacturing residues. The most studied 

substances and their reported environment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erapeutic groups 

(Halling-Sørensen, 1998; Heberer, 2002; Kasprzyk-Horden, 2009; Gros, 2009; Jones, 2007; Lindqvist, 

2005): 

 

 Analgetics and Anti-inflammatory drugs (Paracetamol, Aspirin, Diclophenac, Ibuprofen)  

 Antiepileptic drugs (Carbamazepine)  

 Stimulants (Caffeine)  

 β-blockers (Atenolol, Propranolol)  

 Antibacterials –ATB (Erythromycin, Tetracycline, Oxytetracycline, Sulphamethoxazole, 

Trimethoprim, Chloramphenicol)  

 Hormones (Oral contraceptives, Testosterone, Estrogen, Estradiol, Estrone, 17α-Ethinylestradiol)  

 Antineoplastics (Ifosfamide, Cyclophosphamide)  

 Lipid lowering agents (Clofibric acid, Bezafibrate)  

 

Substances have been detected (Halling-Sørensen, 1998) from ground water (sulfonamides, 

antineoplastics), river water (ATBs and hormones), ocean water (pharmaceutical dump-sites), 

sediments (ATBs) and soil (ATBs, growth promoters and hormones). Research shows that the 

problem is worldwide, similar results on the occurrence in the environment have been published in 

Finland, Sweden, Denmark, Germany, UK, China or USA. 

 

(4) Reported effects of PPCPs on non-target species  

A review by Halling-Sørensen et al. (1998) gives an overview of reported effects of PPCP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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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on non-target organisms. As an example, anti-inflammatory drug ibuprofen has a 

potential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Staphylococcus aureus inhibiting the growth at concentrations 

as low as 150μg/ml. ATB streptomycin is affecting the growth of several blue-green algae species; 

furazolidone is proven to be toxic to crustaceans and to mosquito larvae Culex pipiens.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excessive use of ATB in human and veterinary medicine causes 

the development of resistant bacterial strains. Growing resistant bacterial colonies have been 

observed on the medium containing ATB neomycin. Resistant strains of micro-organisms are known 

also for other therapeutic groups, antimalarials or antiretrovirals. (Hardman, 2001, Sweetman, 2007). 

Plant species and PPCPs are yet another large unknown area. Persistent compounds and 

pharmaceutical residues possessing biological activity present in irrigation water or in organic 

fertilizer might be accumulated and stored in the agricultural soils. Plants and crops could up-take 

these chemicals unchanged. This could cause adverse effects on the plant growth and development as 

well as causing animal and human re-exposure to these xenobiotics. Kumar et.al (2005) tested the 

plant uptake of chlortetracycline by green onion, cabbage and corn. All three plants fertilized by 

affected manure contained chlortetracycline. (Kumar, 2005). Oxytetracycline was found inhibitory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roots and shoots of alfalfa (Medicago sativa L.) (Kong, 2007). 

Fluoxetine HCl known better under trade name Prozac®  has been detected in all parts of cauliflower 

(Brassicaceae), however no statistically valuable negative effects were recognized (Radshaw, 2008). 

Decline in plant growth was observed by Boxall et al. (2006) for phenylbutazone, oxytetracycline and 

enrofloxacin when lettuce and carrot were exposed. Florfenicol and trimethoprim were uptaken by 

both plants and detected in leaves and roots, levamisol was present in the lettuce leaves, diazinon and 

enrofloxacin were found in the carrot root (Boxall, 2006). It has to be pointed out that the 

pharmaceutical concentration tested in mentioned studie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concentration detected in the natural water bodies and soils (Kümmerer, 2004). 

 

7.4.3 Materials and methods 

(1) Sewage sludge 

Most STPs employing AD use common tanks for the digestion of mixtures of primary and 

biological (secondary) sludge. Raw sewage sludge used in this work was collected from an STP 

located in Galicia (NW of Spain). A mixture (70:30, v/v) of primary and secondary sludge collected 

from the thickener and the flotator, respectively, was used as feeding of the AD pilot plant. Table 1 

show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primary, secondary and final sludge mixtur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feeding sludge contained high organic matter (30–110 g CODt/L) and suspended solids (30–

95 g TSS/L) concentrations. 

 

Table 7.17 Main characteristics of the raw sludge (g/L) 

 TS VS TSS VSS CODt CODs 

Primary sludge 50-145 25-85 50-125 25-70 45-120 1-8 

Biological sludge 15-40 10-35 10-35 10-30 10-50 1-7 

Mixture 35-110 25-65 30-95 20-60 30-110 1-8 

TS: total solids; VS: volatile solids; TSS: total suspended solids; VSS: volatile suspended solids; 

CODt: total chemical oxygen demand; CODs: soluble chemical oxygen dem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aminant Transport Analysis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115 

 

 

(2) PPCPs 

Two musks, Galaxolide (HHCB) and Tonalide (AHTN); one anti-epileptic, Carbamazepine 

(CBZ); one tranquilliser, Diazepam (DZP); three anti-phlogistics, Ibuprofen (IBP), Naproxen (NPX) 

and Diclofenac (DCF); one X-ray contrast medium, Iopromide (IPM); two antibiotics, 

Sulfamethoxazole (SMX) and Roxithromycin (ROX); and three oestrogens, Estrone (E1), 17b-

oestradiol (E2), and 17a-ethinyloestradiol (EE2) were selected in this work. Several spiking solutions 

containing the different substances were added to the sludge mixture before feeding the anaerobic 

digesters in order to ensure their presence in the raw sludge. The spiked concentrations of PPCPs 

ranged between 4 and 400 μg/L, which were selected for each substance according to the amounts 

associated to solids reported in literature (Balk and Ford, 1999; Ternes et al., 2002a; Khan and 

Ongerth, 2002; Artola-Garicano et al., 2003). In order to obtain a homogenous spike in the entire 

volume of sludge, the spiking procedure consisted of the following steps: (i) 2h sedimentation once 

prepared the mixture of feeding sludge; (ii) collection of the liquid supernatant; (iii) addition of the 

spikes to the supernatant under continuous stirring (500 rpm, 30min); and (iv) return of this liquid to 

the sludge feeding tank with vigorous shaking of the whole tank. 

 

(3) Anaerobic digesters 

Two lab-scale (10 L) continuously stirred (Heidolph, RZR2041) anaerobic digesters have been 

installed and started up. One of them was operated in the mesophilic range (37 ℃) and the other in 

the thermophilic one (55 ℃). The temperature was maintained by the recirculation of hot water 

through the external jacket of the digesters. The feeding, common for both reactors, was stored in a 

refrigerator (4 ℃) in order to prevent significant solids hydrolysis during storage, being pumped to 

each reactor using peristaltic pumps (Masterflex, 77200-52). In order to maintain the high SRT 

required for sludge digestion (10–30 d), both pumps were programmed to feed the digesters 3 times 

per day. Simultaneously, the digested sludge was pumped out and collected in tanks. Four parameters 

were measured online: temperature (Desin Instruments, SR-RZH), pH (Desin Instruments, EPH-M12-

FLAT), stirring speed and biogas production. 

Methanogenic sludge from an upflow anaerobic sludge bed reactor operated under mesophilic 

conditions with saccharose as substrate was used for inoculating the digesters, accounting for a 20% 

of the total volume. The initial concentration of total chemical oxygen demand (CODt) in each 

reactor was around 10 g/L, prepared as a mixture (1:1) of primary and secondary sludge, and the final 

volume was completed to 10 L. During the first period (22 d), the digesters were run under batch 

conditions until the elimination of this initial load was accomplished. Apart from the online 

measurements, the operation was monitored in terms of solids, CODt, alkalinity (partial and total), 

volatile fatty acids (VFA) and biogas composition twice or 3 times per week. At the next step, a 

continuous feeding at a very low OLR (SRT of 50 d) was applied during 1 month, approximately, and 

soluble COD and carbon and nitrogen content were also included in the monitoring routine. Finally, a 

gradual increase of the inlet OLR was applied in order to attain the operational conditions previously 

established, an SRT of 30 and 20 d for the mesophilic and thermophilic digester, respectively. 

The whole start-up period lasted around three months and from then onwards the digesters sta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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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fed with sludge previously spiked with PPCPs. Chronologically, the mesophilic digester was 

operated at an SRT of 30 d (for 5 months), 20 d (for 4 months) and 10 d (for 2 months); whereas the 

thermophilic reactor was operated at 20 d (for 6 months), 10 d (for 3 months) and 6 d (for 2 months). 

 

(4) Analytical techniques 

TS, VS, TSS, VSS, CODt, CODs, VFA and alkalinity were analyzed according to standard 

methods (APHA-AWWAWPCF, 1999). Biogas production was measured by liquid displacement 

(Veiga et al., 1990) and biogas composition was determined by gas chromatography (HP 5890,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 

 

Table 7.18 Selected PPCPs, recoveries (%) and limits of quantification (LOQ) in 

aqueous (ng/L) and sludge (ng/g) phase 

Name Application Aqueous phase Sludge phase 

  LOQ Recovery LOQ Recovery 

Galaxolide Fragrance 4 88a 250 52-76 a 

Tonalide Fragrance 6 90 a 250 54-94 a 

Diazepam Tranquilliser 63 99 a 20 38-58 b 

Carbamazepine Anti-epileptic 74 67 a 20 74-96 b 

Diclofenac Anti-phlogistic 50 105 b 20 63-89 b 

Ibuprofen Anti-phlogistic 20 90 b 20 64-86 b 

Naproxen Anti-phlogistic 20 88 b 20 95-97 b 

Roxithromycin Antibiotic 20 75-99 b 20 62-71 b 

Sulfamethoxazole Antibiotic 20 75-99 b 20 99-113 b 

Iopromide Contrast medium 20 75-105 b 50 108-132 b 

Estrone Oestrogen 1 84-96 b 2 117-119 b 

17b-oestradiol Oestrogen 1 80-95 b 2 83-117 b 

17a-ethinyloestradiol Oestrogen 1 82-92 b 4 94-113b 

a: Absolute recovery 
b: Relative recovery 

 

The concentration of PPCPs in the liquid phase was determined as described by Carballa et al. 

(2004). All compounds, except Diazepam, were also analysed in sludge samples (Ternes et al., 2002a, 

2005). The dried sludge was extracted successively at room temperature in an ultrasonic bath with 

methanol and acetone and the solvent fractions were combined. For oestrogens, a cleanup step was 

carried out with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and silica gel. The extracts were then derivatized 

and analysed by GC-ion trap-MS. For musks analysis, extracts were enriched by solid phase 

extraction using RP-C18 bulk sorbent and detected by GC/MS/MS, after silica gel cleanup. For acidic 

pharmaceuticals, antibiotics and Carbamazepine, and X-ray contrast media, the extracts were 

enriched using Oasis MCX 3 cc, Oasis HLB 6 cc and Isolute ENV cartridges, respectivel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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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ed by LC/MS/MS. Compensation of losses was carried out by the addition of surrogate 

standards (musk fragrances: AHTN-D3; acidic pharmaceuticals: fenotrop; Carbamazepine: dihydro-

carbamazepine; antibiotics: oleandomycin and sulfapyridine; oestrogens: 17β -oestradiol-17 β -acetate; 

X-ray contrast media: desmethoxy-iopromide) to the first slurry extraction mixture. The detailed list 

of all compounds with the limits of quantification and recoveries in water and sludge is shown in 

Table 7.12. 

 

(5) Calculations 

In order to determine the PPCPs mass balance during sludge AD, it is important to analyse the 

different factors which must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calculations. 

 

(5.1) Background concentration 

Most PPCPs considered in this work (HHCB, AHTN, IBP, NPX, IPM, SMX, E2 and EE2) have 

been detected in the STP studied (Carballa et al., 2004), and therefore they were already present in 

the primary and biological sludge used as feeding of the anaerobic digesters. Both types of sludge 

have a high water content (90–97%), thus the total PPCP concentration in the sludge being the sum of 

the liquid and the solid contributions: 

 
 

where  is P (primary sludge) or B (biological sludge),  is the total PPCP concentration (μg/L), 

 is the PPCP concentration in the sludge (μg/kg),  is the total suspended solids content (kg/L) 

and  is the PPCP concentration in the aqueous phase (μg/L). 

 The concentrations in the sludge ( ) were calculated from those in the aqueous phase ( ), using 

the solid–water distribution coefficient ( ), as defined in 

 

 
 

The concentrations in the effluent of the primary clarifier and the aeration tank were considered as 

SP and SB, respectively, and the  values were taken from Ternes et al. (2004). 

The total background concentration ( ) is the sum of the primary ( ) and the biological ( ) 

sludge contributions, as indicated in the following equation: 

 

 
 

where Craw is the total background concentration (μg/L), CP is the total primary concentration 

(μg/L), VP is the volume of primary sludge (L), CB is the total biological concentration (μg/L), VB is 

the volume of biological sludge (L) and VT is the total volume of raw sludg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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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Inlet concentration 

The total inlet concentration (Cin) of each PPCP (Table 3) is the sum of the background (Craw) and 

the spike (Cspike). 

 

Table 7.19 Spiked and background concentration of PPCPs in the sludge feeding and 

soluble (Sout) and sorbed (Xout) concentration in the digested sludge 

PPCP Inlet Mesophilic sludge Thermophilic sludge 

 Cspike (μg/L) Craw (μg/L) Sout (μg/L) Xout (μg/g) Sout (μg/L) Xout (μg/g) 

HHCB 400 1286 1.9 22.8 2.4 16.2 

AHTN 200 449 0.8 9.1 0.8 8.3 

CBZ 20 0.5 15.2 0.3 12.9 0.2 

DZP 20 n.d. 7.4 - 6.8 - 

IBP 10 12 6.4 0.2 6.8 0.2 

NPX 10 11 2.0 <0.1 1.1 <0.1 

DCF 10 n.d. 3.0 0.2 2.1 0.2 

IPM 40 10 29.5 0.2 21.1 <0.1 

SMX 40 9 0.2 <0.1 2.1 <0.1 

ROX 40 n.d. 0.5 1.0 0.4 0.3 

E1 4 0.12 0.4 <0.1 0.5 <0.1 

E2 8 1.20 0.1 <0.1 0.1 <0.1 

EE2 4 0.23 0.2 <0.1 0.4 <0.1 

Mean values and standard deviations (n= 5-9); n.d.: not detected. 

 

With the exception of musk fragrances, Cin for the other compounds ranged from 4 to 50 μg/L, the 

contribution of the background concentration being lower than 25%, except for Ibuprofen and 

Naproxen, which was 50%. The concentrations of Galaxolide and Tonalide in the raw sludge were 4 

and 2 times higher than the spike, respectively. 

 

(5.3) Outlet concentration 

Since the digesters were completely stirred, their outlet comprised of the digested sludge and the 

aqueous phase. This effluent was centrifuged (14,000 rpm, 20min) in order to simulate the usual 

solids separation step in STPs. Therefore, two streams were obtained: the liquid (supernatant), which 

is usually recycled to the primary treatment (water line) of the STP, and the digested sludge, which is 

finally disposed. Both must be considered in the calculation of the total outlet concentration (Cout) of 

each PPCP as indicated in 

 
 

where Cout is the total outlet concentration (μg/L), Xout is the PPCP concentration in the digested 

sludge (μg/kg), TSSout is the total suspended solids concentration in the digested sludge (kg/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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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 is the PPCP concentration in the supernatant (μg/L). 

PPCPs concentrations in the supernatant (Sout) have been measured in all samples (Table 7.19). 

Musks, anti-inflammatories (except Naproxen) and oestrogens have been determined in most sludge 

samples, while for the other PPCPs, except Diazepam, sludge measurements have been exceptionally 

performed in some samples. Therefore, in those samples for which there were no sludge 

measurements, the sludge concentration (Xout) was calculated from the Kd value for digested sludge 

(Carballa et al., 2007) and the concentration in the supernatant (Eq. (2)). 

 

(5.4) Removal efficiencies and standard deviations 

Removal efficiencies for all PPCPs were calculated taking into account the total inlet (min) and 

outlet (mout) load, as indicated in 

 

 
 

The error was calculated as the standard deviation when the number of data was higher than two 

or as the average error when only two values were available. 

 

(6) Data processing methodology 

Since the data obtained in this work could be seriously affected by analytical and operational 

factors, a data processing methodology for validating the values measured has been developed. This 

methodology allows selection of those data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alculations and, 

although it does not guarantee a total reliability, it gives more confidence in the results obtained.  

The methodology (Fig. 7.12) applies the following criteria: (i) consistency in the measurements of 

both liquid and solid phase, (ii) ratio between sludge and liquid concentrations comparable to Kd 

values and (iii) the data confirmation test. This test consists of calculating the outlet sludge 

concentration ( )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let (Cin) and the outlet liquid concentration (Sout), 

thus assuming that no degradation takes place. The same procedure was applied to calculate  

from Cin and Xout. Finally, the ratios /  (R1) and /  (R2) were determined and 

compared. In the case of obtaining values of the same order of magnitude, it would mean that 

degradation did not occur, and vice ve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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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2 Data processing methodology 

 

7.4.4 Results and discussion 

(1) Start-up and operation 

During the batch operation, higher elimination of solids (data not shown) was achieved in the 

thermophilic reactor (around 80%) compared to the mesophilic one (around 65%). The pH remained 

in the neutral range (6.0–7.0) in both digesters; however, due to the low total alkalinity 

concentrations observed in both reactors (around 1 g/L), it was decided to increase this value up to 3 

g/L by adding sodium bicarbonate. During the continuous operation, the elimination of solids and 

CODt was similar in both digesters, around 85% and 90%. At the end of the start-up period, in which 

the OLR was gradually increased to get the first operational conditions established, the operation of 

both reactors remained stable. 

Three stages of operation with increasing OLR were performed in the mesophilic and 

thermophilic digester. A summary of the operation of each digester is shown in Table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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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20 Effluent quality and performance of mesophilic and thermophilic digester 

 Mesophilic digester Thermophilic digester 

Operational conditions  

T (℃) 37.5 55.5 

SRT (d) 30 20 10 20 10 6 

OLRin (kg CODt/m3 d) 2.6 2.1 5.9 3.8 4.3 12.8 

OLRin (kg VS/m3 d) 1.8 1.7 4.1 2.6 3.4 9.2 

Reactor  

TS (g/L) 28.1 37.3 40.2 36.3 41.6 45.5 

VS (g/L) 15.6 12.6 20.4 16.4 13.2 21.2 

TSS (g/L) 26.9 33.4 36.5 31.2 41.5 39.7 

VSS (g/L) 15.3 12.3 19.9 14.3 12.0 19.5 

CODt (g/L) 21.6 16.4 30.5 23.6 15.0 31.3 

CODs (g/L) 1.9 1.8 3.2 6.4 3.0 8.5 

N-NH4
+ (g/L) 1.1 0.7 1.4 1.3 0.6 1.5 

pH 8.5 7.8 8.0 8.6 7.7 8.3 

TA (g/L) 7.2 4.1 6.2 7.6 4.3 6.2 

VFA/TA 0.23 0.33 0.30 0.35 0.48 0.39 

VFAa (mg acetic/L) 0-135 0-136 0-456 263-1483 115-763 506-1624 

Acetic 0-96 0-136 0-315 19-639 0-336 47-345 

Propionic 0-54 0-1 0-118 0-879 25-499 321-1101 

Biogas  

Daily production (L/d) 12.1 10.2 19.4 14.9 20.2 37.3 

GPR (m3/m3 d) 1.21 1.02 1.94 1.49 2.02 3.73 

Biogas composition  

%CH4 63.2 59.2 61.5 62.4 58.3 66.6 

%CO2 34.1 33.7 31.6 33.8 34.1 31.3 

SGP (m3 CH4/kg VSremoved) 0.67 0.54 0.58 0.80 0.65 0.54 

Removal efficiencies (%)  

VS 69.4 64.3 51.2 67.4 60.8 55.7 

CODt 73.0 62.2 51.0 69.0 64.8 55.9 

a: Minimum and maximum concentration. TS: total solids; VS: volatile solids; TSS: total suspended solids; 

VSS: volatile suspended solids; CODt, CODs: total and soluble chemical oxygen demand; TA: total alkalinity; 

VFA: volatile fatty acids; GPR: gas production rate; SGP: specific gas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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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feeding showed the normal fluctuations related to the STP operation, the VSS and 

CODt concentrations in the effluent remained constant in both digesters, around 10–20 and 20–30 g/L, 

respectively. These values are in the range of those reported for digested sludge (Zabranska  ́et al., 

2000; Song et al., 2004). However, the CODs values were more dependent on the feed characteristics 

and they were higher in the thermophilic process (6–10 g/L) than those of the mesophilic one (2–4 

g/L).  

The pH values remained basically constant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in both digesters. The 

VFA level in the thermophilic process was generally higher,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CODs data, 

with propionic acid as the main component in comparison with the mesophilic process, for which it 

was acetic. The VFA-to-alkalinity ratio of the mesophilic process was almost constant, around 0.15–

0.35. However, in the thermophilic digester, this ratio was slightly higher (0.20–0.50) as well as more 

unstable. 

The maximum values of ammonia nitrogen concentration in both mesophilic (1600 mg/L) and 

thermophilic (1800 mg/L) reactors exceeded the common threshold level (1000 mg/L) considered as 

inhibitory for methane production. However, it is also reported that methanogenic bacteria can 

acclimate to ammonia nitrogen concentrations up to 3100 mg/L (Koster and Lettinga, 1988). 

The gas production rate of the thermophilic process (1.5–3.7 m3/m3 d) was higher than that of the 

mesophilic one (1.0–1:9 m3/m3 d). However, the average methane content of the biogas was similar in 

both digesters (60–65%). 

At higher OLR, solids and COD removal efficiencies decreased in both digesters from 70% to 

50%, approximately. These values are slightly higher than those reported in literature (Cecchi et al., 

1992; Song et al., 2004) for mesophilic (27–62%) and thermophilic (44–56%) digesters, which can be 

explained by the high fraction of primary sludge present in the sludge mixture fed to the anaerobic 

digesters. When both reactors were operated at the same SRT, higher removal efficiencies were 

achieved under thermophilic conditions.  

Therefore, it seems possible to conclude that the thermophilic AD process can be advantageously 

applied to sewage sludge treatment, since the data obtained in this work confirm the stability of this 

process at low SRT, compatible with the achievement of a high degree of sludge sta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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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21 Data processing methodology for Carbamazepine and Naproxen 

SRT (d) TSSout CARBAMZEPINE NAPROXEN 

  Input data Calculated data Input date Calculated data 

  Cin Sout Xout Xout/Sout  
R1  

R2 Cin Sout Xout Xout/Sout  
R1  

R2 

Mesophilic digester  

30 20 20.49 15 0.28 18.7 0.3 18.6 15.0 18.7 20 3.3 0.02 6.1 0.8 257 19.6 1.0 

 27 20.49 16 0.28 17.5 0.2 10.4 12.9 21.7 20 2.0 0.02 10.0 0.7 333 19.5 1.0 

 27 20.49 15 0.28 18.7 0.2 13.6 13.0 21.6 20 2.2 0.02 9.1 0.7 301 19.5 1.0 

20 35 20.48 19 0.28 14.7 0.0 2.2 10.6 26.3 21 2.4 0.02 8.3 0.5 226 20.3 1.0 

 31 20.48 11 0.28 25.5 0.3 27.5 11.7 23.9 21 1.2 0.02 16.7 0.6 551 20.4 1.0 

 35 20.48 15 0.28 18.7 0.2 10.4 10.6 26.4 21 1.3 0.02 15.4 0.6 449 20.3 1.0 

10 37 20.50 8 0.28 35.0 0.3 43.7 10.3 27.3 21 1.9 0.02 10.5 0.5 282 20.3 1.0 

 37 20.50 23 0.28 12.2 -0.1 -3.0 10.3 27.3 21 1.9 0.02 10.5 0.5 282 20.3 1.0 

Mean  - - - - - 21 - 24 - - - - - 335 - 1 

Thermophilic 

digester 
 

20 24 20.48 13 0.18 13.8 0.3 24.0 16.2 11.1 20 0.5 0.03 60.0 0.8 1625 19.3 1.6 

 29 20.48 12 0.18 15.0 0.3 24.4 15.3 11.8 20 0.8 0.03 37.5 0.7 828 19.1 1.6 

 31 20.48 15 0.18 12.0 0.2 11.8 14.9 12.1 20 0.6 0.03 50.0 0.6 1043 19.1 1.6 

 30 20.48 12 0.18 15.0 0.3 23.3 15.0 12.0 20 1.1 0.03 27.3 0.6 567 19.1 1.6 

10 26 20.49 13 0.18 13.8 0.3 22.2 15.8 11.4 21 1.1 0.03 27.3 0.8 689 20.2 1.5 

 26 20.49 15 0.18 12.0 0.2 14.1 15.8 11.4 21 0.9 0.03 33.3 0.8 879 20.2 1.5 

 42 20.49 14 0.18 12.9 0.2 11.2 13.0 13.8 21 0.6 0.03 50.0 0.5 819 19.8 1.5 

6 40 20.50 9 0.18 20.0 0.3 32.6 13.3 13.5 21 2.4 0.03 12.5 0.5 192 19.8 1.5 

 40 20.50 29 0.18 6.2 -0.2 -7.3 13.3 13.5 21 2.0 0.03 15.0 0.5 238 19.8 1.5 

mean  - - - - - 20 - 12 - - - - - 657 - 2 

TSS (g/L); C (μg/L); S (μg/L); X (μg/g); R1; R2 and Kd (L/kg). Input data (Cin; Sout; Xout) from Table 3.  = (Cin - Sout) = TSSout; R1 =  / Sout;  = Cin - 

Xout TSSout; R2 = Xout / . Underlined values have been rej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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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ate of PPCPs during anaerobic treatment of sludge 

Table 7.21 shows the results obtained when applying the data processing methodology to two 

substances, Carbamazepine and Naproxen, representative of a non-degraded and degraded compound, 

respectively. For both substances, all measurements in liquid (Sout) and sludge (Xout) phase were 

consistent (except 1 for CBZ), as well as the ratio Xout=Sout. When applying the data confirmation test, 

the values of R1 and R2 were similar for CBZ, whereas in the case of Naproxen, they were completely 

different, thus indicating that Carbamazepine is not degraded during sludge AD, while Naproxen is 

degraded. 

 The same procedure was applied to the other compounds. Since E2 can be naturally oxidized to 

E1 (the reverse reaction could theoretically occur under anaerobic conditions), the combined 

concentrations of E1 and E2 were considered in the mass balance calculations. 

In general, PPCPs concentrations were quite reliable, since approximately 270 out of 400 values 

fitted the data processing methodology. Figs. 7.13 and 7.14 show the removal efficiencies of PPCPs 

during mesophilic and thermophilic AD, respectively, and Table 6 summarizes the results obtained. 

All PPCPs were affected to some extent by the AD process, except Carbamazepine, for which the 

elimination was absent or very low. This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btained by Ternes et al. 

(2002b), who observed that Carbamazepine passed through soil under anaerobic conditions into the 

groundwater. The compounds better removed were the antibiotics (Sulfamethoxazole and 

Roxithromycin) and Naproxen, with efficiencies around 80–99%. Musk fragrances and the natural 

oestrogens were the next substances with high elimination (around 50–95%) followed by Ibuprofen 

(30–60%). Joss et al. (2004) indicated that the degradation of natural oestrogens (E1 and E2) takes 

place under all redox conditions (aerobic, anoxic and anaerobic), but at significantly different rates. 

The reduction of E1 to E2 and the subsequent removal of E2 could be shown to take place under 

anaerobic conditions without nitrate. There are also some indications of AHTN and HHCB 

degradation (around 40%) during sludge digestion (Van de Plassche and Balk, 1997). In the case of 

Iopromide, a slight removal (around 25%) might occur but the high statistical errors make not possible 

a clear conclusion. Kalsch (1999) observed no degradation of diatrizoate (with a chemical structure 

quite similar to Iopromide) under anaerobic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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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1 PPCPs removal (%) during 

mesophilic anaerobic digestion of sludge 

(standard deviation of the analytical 

measurements below 10%). n.d.: no data; 

1): SRT 30 d; 2): SRT 20 d; 3): SRT 10 d. 

 

Fig. 7.14 PPCPs removal (%) during 

thermophilic anaerobic digestion of 

sludge (standard deviation of the 

analytical measurements below 10%). 

n.d.: no data; 1): SRT 20 d; 2): SRT 10 d; 

3): SRT 6 d. 

 

The removal of Diazepam, Diclofenac and 17a-ethinyloestradiol increased significantly over time 

up to 60%, 80% and 90%, respectively, which could be explained by the sludge acclimation (more 

biodiversity) to the elimination of these substances. Ternes et al. (2002b) did not detect Diclofenac in 

the bank-filtrated water, suggesting that this substance is eliminated during anaerobic bank filtration. 

However, whether Diclofenac exhibits special sorption properties or is alternatively biodegraded 

during anaerobic bank filtration was not elucidated, although the latter is more likely due to its high 

polarity at neutral pH. 

The general pattern of higher removal efficiencies of PPCPs at lower SRT can be explained by the 

sludge adaptation over time (more active microbial population be present); however, considering the 

analytical deviations of the results, this effect is significant for DZP, IBP, DCF and oestrogens. The 

opposite fate of Iopromide under mesophilic conditions could be related to the content of inorganic 

solids in the sludge. It has been reported in literature that the higher the inert fraction, the lower the 

removal efficiency (Joss et al., 2006). Similarly, no influence of temperature was observed on PPCPs 

elimination. 

 The background concentration in the sludge is crucial for the removal efficiency calculations, 

since it is the most difficult parameter to be quantified. A sensitivity analysis was carried out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aminant Transport Analysis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6 

 

determining the minimum and maximum background concentrations, according to the influencing 

factors (solids concentration, Kd values, soluble PPCP concentration), and their influence in the 

removal efficiencies calculated. It could be concluded that PPCP removal is not affected by the 

background concentration, except in the case of musks, for which the background concentration is 

much higher (3–4 and 2–3 times for HHCB and AHTN, respectively) than the spike. Therefore, any 

variation in this parameter will have an effect in the elimination of these substances. However,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extreme conditions (minimum and maximum) are occasional, an average value 

should be considered, which fits with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7.4.5 Conclusion 

A common sludge stabilization process such as AD has been applied to study the removal of 

selected PPCPs commonly present in sewage. Since the sorbed amount is not only dependent on the 

distribution coefficient but also on the solids concentration, which is quite high during sludge 

treatment, even substances with low Kd values must be considered during sludge stabilization. 

Therefore, in this case, the limit of relevance below which the sorption can be neglected is around Kd 

< 1 L/kg, much lower than that accepted for wastewater treatment (Kd < 500 L/kg). 

The operation of both digesters remained stable with volatile solids and organic matter removal 

efficiencies ranging from 50% to 70%. These values were higher than those usually reported in 

literature, which can be explained by the high fraction of primary sludge present in the sludge mixture 

fed to the anaerobic digesters. In general, sludge stabilization increased when operating at low OLR 

and at high temperature. 

 

 

Table 7.22 Summary of PPCPs removal during sludge anaerobic digestion 

PPCPs n (N=33) Removal (%) a 

Naproxen 29 88 

Sulfamethoxazole 30 99 

Roxithromycin 17 94 

Estrone þ 17b-oestradiol 16 88 

17a-ethinyloestradiol 11 86 

Galaxolide 31 69 

Tonalide 27 63 

Diclofenac 12 69 

Diazepam 19 50 

Ibuprofen 30 41 

Iopromide 21 22 

Carbamazepine 27 0 
 

aAverage removal efficiencies with the standard deviations of the analytical measurements calculated 

with a number of data indicated by ‘‘n’’. N is the total number of data available. SA: Sludge adaptation. 

 

Concerning PPCPs, the processing methodology developed to validate the data obtained in this 

work turned out to be a good tool for selecting those value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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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s and the confirmation test allowed verification of the results from the mass balance 

calculations: (i) very high removal (>85%) of Naproxen, Sulfamethoxazole, Roxithromycin and 

oestrogens; (ii) high removal (>60%) of Galaxolide, Tonalide and Diclofenac; (iii) medium removal 

(40–60%) of Diazepam and Ibuprofen; (iv) low elimination (~20%) of Iopromide and (v) no removal 

of Carbamazepine. The elimination of oestrogens, Diazepam and Diclofenac occurred after sludge 

adaptation. In general, no influence of SRT and temperature was observed on PPCPs removal. 

 

7.5 【사례연구 5】 인과 클로로필-a, BOD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7.5.1 서론  

우리나라 낙동강 유역은 인근 농장 및 축사에서 흘러나온 유기물질로 인한 부영양화와, 그 

부영양화로 기인된 녹조현상으로 인한 문제가 꾸준히 발생한 지역이었다. 특히 최근 4 대강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영양화, 녹조현상 등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더더욱 높아졌고, 이를 해

결하기 위한 연구 역시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중이다. 

 

 

Fig. 7.15 낙동강 지류 계성천의 녹조현상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제공) 

 

이러한 하천이나 호수의 부영양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소 중 하나가 인이다. 인은 생물

의 생장에 필수적인 원소이며 비료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원소이지만, 만일 하천

에 너무 많은 농도가 포함되어 있을 시엔 녹조류나 남조류의 수를 크게 증가시키는 녹조현

상의 원인이 되어 수질오염을 야기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선 이러한 인의 특성을 알아보고, 문헌조사를 통해 인이 수계의 수질, 특히 수계

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녹조류의 성장과 연관 지어 살펴보도

록 할 것이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aminant Transport Analysis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8 

 

7.5.2 이론적 배경  

(1) 인  

인은 주기율표 15 족 3 주기의 원소로 원자량은 30.974 이다. 또한 녹는점은 흰색 인이 

44.2℃, 검은 인 610℃, 끓는점은 흰색 인이 280.5℃로, 실온에서는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자

연에서는 홑원소 상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산화된 상태나 인회석에 포함된 형태로 존재한다
13

. 

인은 주로 인산염 비료를 제조할 때에 사용된다. 인은 세포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

인 원소로 이를 이용한 비료는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왔다. 특히 골분, 인분 등을 이용한 대

부분의 동식물성 비료는 이러한 인산염 비료의 일종이다. 최근에는 인회석 등의 원료를 이용

하여 화학적으로 합성된 과인산석회, 중과인산석회, 인산암모늄 등의 인조 인산비료 또한 많

이 쓰이고 있다
14

. 이외에도 인은 쥐약, 성냥, 가축 사료 첨가물 등에 사용되고 있다. 

비록 인산염은 비료에 사용되고 인이 생명체에 있어 필수적인 원소이긴 하지만, 그의 위해

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인 원자 네 개가 정사면체 형태로 결합한 형태의 백린의 경우, 

단기적으로 많은 양에 노출될 경우 위, 신장, 간, 심혈관계, 중추신경계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입 주변에 괴사를 일으키는 인산 괴사(phossy jaw)가 나

타날 수 있다. 때문에 EPA 에서는 백린의 독성참고치(Reference Dose, RfD)를 0.00002 

mg/kg/day 로 규정하고 있다
15

. 

이러한 인 자체의 독성 이외에도, 인산염은 수계에 있어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부영양화

의 주범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호소가 생성된 이후에는 자연적으로 유기염류가 호소에 쌓

이게 되는 자연적 부영양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자연적 부영양화의 경우 수 세기가 걸리

는 장기적 과정이다. 하지만 축산 및 생활폐수, 비료 등이 호소에 유입되면 이러한 장기적인 

과정이 불과 수십 년 안에 일어나는 단기적인 과정으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부영양화는 수계의 조류 발생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녹조현상의 원인이 된다. 녹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수계의 BOD 가 크게 올라가게 되고, 남조류 자체가 내뿜는 미소시스

틴(microcystin)이라는 독소는 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녹조현상으로 인한 높은 BOD

와 독소는 녹조현상이 발생한 수계의 수중생태계를 파괴하며, 이러한 물을 먹는 동물의 생명

까지 위협하게 된다. 

수계에서 인의 순환은 질소나 탄소의 순환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질소나 탄소의 경우, 

비생물적인 reservoir 가 N2 나 CO2 와 같은 기체 상태인 반면, 인의 경우 그 reservoir 가 인

회석과 같은 암석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의 순환은 질소나 탄소의 순환보다 그 범위가 비

교적 작은 지역적인 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인회석과 같은 암석에 포함된 인이 풍화, 침식 과정을 통해 용출되어 나오면 이들은 침전

물이 되기도 하고, 조류와 같은 생명체에 포함되기도 한다. 생명체에 포함된 인은 생명체의 

신진대사를 통해 나온 유기 폐기물이나 그 시체를 통해 침전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렇

                                                           
13 두산백과, 인 [Phosphorus, 燐] 
14 두산백과, 인산비료 [phosphate fertilizer, 燐酸肥料] 
15 EPA Hazard summary of phosphorus, http://www.epa.gov/ttn/atw/hlthef/whiteph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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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침전물에 포함된 인이 다짐 및 고화 현상을 거쳐 다시 암석이 되고, 이렇게 인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Fig. 7.16 자연적인 부영양화와 인위적인 부영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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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7 인의 순환 

 

한편, 농업에서의 비료 사용이나 산업 폐기물, 축산 하수 또한 인의 주요 공급원인데, 최근

에는 이런 하수를 통한 인의 유입이 수계에 흘러 들어오는 인의 주공급원으로 여겨지고 있

다. 가령, 네덜란드에서는 총 인 방출량의 75%가 이러한 생활하수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16

. 

 

(2) 녹조현상 

녹조현상이란 호소나 하천 등에 영양염류 양이 늘어, 그를 먹고 사는 녹조류와 남조류의 

개체가 크게 늘어나 물빛이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국내의 경우, 호소나 하천의 물

을 2 회 연속 채취하였을 때 클로로필-a(Chlorophyll-a)의 농도가 15mg/m3 이상이고 남조류의 

세포수가 500 개/mL 이상인 경우 조류 주의보를 발령하고, 2 회 연속 채취하였을 때 클로로

필-a 농도가 25mg/m3 이상이고 남조류의 세포수가 5,000 개/mL 이상인 경우 조류 경보를, 그

리고 2 회 연속 채취하였을 때 클로로필-a 농도가 100mg/m3 이상이고 남조류의 세포수가 

1,000,000 개/mL 이상인 경우 조류 대발생을 발령한다
17

. 

이러한 녹조현상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물속에 포함된 영양염류 농도 말고도 하천

의 유속, 일조량, 온도 등이 있다. 또한 영양염류 중에서는 주로 인이나 질소의 농도에 따르

는 경향을 보여주며, 담수에서는 특히 인이 생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단일 미생물의 경우 그 미생물의 성장률과 공급된 영양염류량과의 관계식은 

Monod(1950)가 제안한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18
. 

 

                                                           
16 Starkenburg W. van, Rijs G.B.J., Phosphate in sewage and seage treatment, Proc. of SCOPE Phosphorus Cycles 

Workshop, Ponan, 1988 
17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31 
18 이송희, 영양염 농도와 양적 비율이 식물플랑크톤 성장과 인흡수에 미치는 영향,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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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 성장률 

S = 수중 영양염류의 농도 

μMAX = 최대성장률 

Ks = 성장 반포화상수 

 

성장률 μ는 다음과 같이 구해지는 값이다. 

 

 
X = 미생물의 농도 

 

이 Monod 식에서, S 의 크기가 작은 구간에서는 위의 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또한 S 가 큰 구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Fig. 7.18 Monod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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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영양염류의 농도가 낮은 구간에서는 영양염류의 농도와 성장률 사이에 선형적인 관계

가 성립하게 되나, 영양염류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성장률은 점점 최대성장률에 가까워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성장률이 μMAX 의 절반이 되는 지점에서의 영양염류의 

농도가 성장 반포화상수 Ks 가 된다. 

이와 같이, 어떤 조류와 인과 같은 영양염류 사이의 성장 역학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하

지만 녹조현상과 같은 실제 현상에 관여하는 미생물은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녹조현상에서 이 식을 적용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일반적인 녹조현상

의 역학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위의 식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영양염류의 농도와 미생물(클

로로필-a)의 농도의 로그스케일을 취해서 둘 사이의 선형관계를 찾는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

고 있다. 

 

(3)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BOD)19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 줄여서 BOD 라고 하는 이 수치는 수질

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다. 이는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

질의 세기를 의미하는 수치로, 만일 물속에 어떠한 유기물질이 있으면 이 유기물질이 호기성 

세균에 의해서 산화되게 되고, 이 때 유기물질의 산화에 의해서 소모되는 용존산소 양을 측

정한 것이 BOD 이다. 즉, BOD 가 높을수록 물속에 포함된 유기물질의 농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온다. 

BOD 를 측정하기 위해선 미리 완충용액, 희석수, 식종세균, 시약 등을 준비 후 이를 알맞

게 혼합, 희석하고 희석된 시료와 희석수를 각각 20℃ 부란기에 넣어 5 일간 배양해야 한다. 

그 후 다음과 같은 식으로 BOD 를 구한다. 

 

 
 

D1 : 희석된 시료의 용존산소 

D2 : 5 일 배양 후 희석된 시료의 용존산소 

B1 : 배양 전 희석수의 용존산소 

B2 : 5 일 배양 후 희석수의 용존산수 

f : 희석수에 포함된 시료의 식종비 (  ) 

P : 시료량의 비율 

 

Fig. 7.19 BOD 측정 장치 

 

 

 

                                                           
19 두산백과,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biochemical oxygen demand, 生化學的酸素要求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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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인 – 클로로필-a 사이의 상관관계 

물속에 포함된 클로로필-a 의 농도는 물속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와 깊은 관련이 있어 이

에 대한 분석은 녹조현상에 대한 연구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해되어왔고, 인과 클로로필-a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 역시도 상당히 많다. 

John R. Jones 와 Roger W. Bachmann 은 7 월과 8 월 사이에 채취된 호숫물들에 포함된 인과 

클로로필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들은 1974 년 7 월부터 8 월 사이에 아이오와호의 16

개소의 표면 호숫물을 채취하여 그 안에 포함된 총 인과 클로로필-a 의 농도를 측정하였고, 

문헌조사를 통하여 총 143 개소 호수의 자료들을 수집, 이들을 통해 인과 클로로필-a 농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클로로필-a 농도와 총 인의 농도 각각에 로그를 취해준 값들 사이에서 강한 선형

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해 Jones 와 Bachmann 은 0.95 의 상관계수를 갖는, 비교적 좋은 인 – 클로로필-a 

간 관계식을 얻을 수 있었다 (Jones and Bachmann, 1976). 

 

 

Fig. 7.20 Jones and Bachmann, 하계에 측정된 143개소 호수의  

총인과 클로로필-a 농도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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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23 아이오와호의 16개소 호수에서 측정된 총 인과 클로로필-a의 농도, 그리고 각 호

수의 넓이, 깊이 등의 특성 

 
 

또한 P. J. Dillon 과 F. H. Rigler 는 캐나다 온타리오 남부의 호수 19 개소에서 봄철의 수중 

인 농도와 여름철의 클로로필-a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Dillon 과 Rigler 는 얼음이 녹기 

시작한 1972 년의 3 월 1 일부터 3 월 11 일까지 각 호수 당 2 회씩 호숫물 시료를 채취하였고, 

다시 5 월부터 9 월까지, 약 10 일에 한 번씩 각 호수에서 호숫물 시료를 채취하였다. 그 후 

봄철의 수중 인 농도와 질소 인 비율, 여름철의 클로로필-a 농도와 세키디스크 지수를 측정

하였고, 측정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Table 7.24 Dillon and Rigler, 온타리오 남부의 19개소 호수에서 측정한 봄철 수중 인 농도

와 클로로필-a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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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인 - 클로로필-a 간 관계식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때 자료와 관계식 사이의 상관계수는 0.95 로, 여기서도 측정치와 관계식이 상당히 잘 

들어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illon and Rigler, 1974). 

한편 G. Phillips, O. -P. Pietiläinen 외 연구진은 많은 유럽 국가들의 자료들을 한데 모은 

1000 개 이상의 자료들을 이용, 다양한 유형의 호수에서 클로로필과 영양염류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일반적으로 영양염류와 클로로필-a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선 알

칼리도, 깊이, 색깔 등이 있다. 깊이, 알칼리도가 감소할수록 클로로필-a 는 영양염류의 증가

에 대해 더 많은 양이 증가하게 되는데, 낮은 깊이에선 호수의 저층까지 빛의 도달이 쉽고, 

낮은 알칼리도에선 다른 조류들과의 경쟁이 심하지 않고 영양염류들이 침전하지 않기 때문

에 조류들이 더 살기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이런 조건에서 영양염류가 증가하면 

클로로필-a 의 농도 변화가 더 확실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색깔 또한 이와 비슷한데, 호

수의 색이 더 맑을수록 호수 내부까지 빛의 도달이 쉬워 영양염류 농도에 따른 클로로필-a 

농도의 변화가 더 잘 일어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Havens and Nurnberg, 2004). 이들은 각 

호수를 알칼리도, 깊이, 색깔의 세 기준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의 호수에서 클로로필과 영양

염류들 간 관계식을 얻어내었다. 

먼저, 각 기준에 따른 분류 없이, 모든 자료들을 한 데 모아 인 – 클로로필-a 사이의 관계

식을 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R
2
=0.78 (TP<100μg/l) 

 

Fig. 7.21 Phillips et al., 인 – 클로로필-a 간 관계식 

 

왼쪽 그림을 보면 인의 농도가 100μg/l 이상으로 높아지게 될 경우 선형 관계식의 기울기

가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 농도 부근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은 인 –  클로로필-

a 관계식에 있어서 널리 발견되는 현상이다 (Prairie et al., 1989).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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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100μg/l 미만 범위만을 분석해주면 비교적 좋은 상관계수의 인 –  클로로필-a 관계식

을 얻을 수 있다. 

각 유형의 호수에서 영양염류와 클로로필-a 사이의 관계식을 세우면 다음의 표와 같다. 여

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깊은 호수의 경우 각 항의 상수들이 얕거나 아주 얕은 호수의 경

우보다 확연히 작다는 사실이다. 중간 알칼리도의 깊은 호수의 경우 인 – 클로로필-a 관계식

에서 log[TP] 앞에 곱해진 계수가 0.822 이지만 얕은 호수나 매우 얕은 호수의 경우 각 계수

가 1.062, 1.081 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깊은 호수에서 클로로필-a 의 농도에 인

이 미치는 영향의 기작이 얕은 호수나 얕지 않은 호수랑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암시하는 바

이고, 이에 따라서 각 호수들을 깊은 호수/깊지 않고 높지 않은 알칼리도를 가진 호수/깊지 

않고 높은 알칼리도를 가진 호수 이 세 종류로 나누어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Table 7.25 각 유형의 호수에서 인, 질소와 클로로필-a 간의 관계식 

 
 

새로운 분류방식으로 다시 계산해보면, 각 유형에서의 인 – 클로로필-a 간 관계식은 다음

과 같이 계산된다. 

 

【깊지 않고(15m 미만), 중간 혹은 낮은 알칼리도를(1mEq/L 이하) 가진 호수】 

, R2=0.81 

【깊지 않고(15m 미만), 높은 알칼리도를(1mEq/L 초과) 가진 호수】 

, R2=0.52 

【깊은 호수(15m 이상)】 

, R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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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위의 표에서처럼 각각의 관계식을 구해준 것 보다 상관계수도 개선되고, 관계식 

기울기의 변동폭도 훨씬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호수의 색깔은 인 – 클로로필-a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나마 의미가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깊이가 깊고 (15m 이상) 알칼리도가 낮은(0.2mEq/l 

미만) 호수의 경우뿐이었는데, 이 때 부식토(humic) 색깔의 호수와 맑은 호수의 인 – 클로로

필-a 관계식을 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Humic 호수】 

, R
2
=0.75 

【맑은 호수】 

, R
2
=0.42 

 

그러나 이는 부식토 색깔의 호수에서 클로로필-a 의 농도가 인의 농도의 변화에 따라 더 

민감하게 변화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깊이에 따라 호수가 층이 지게(stratified)되

어 빛이 도달하게 되는 표면부에서는 조류의 생장이 어렵지 않기 때문일 수 있으며, 또 오히

려 빛을 받기 힘든 환경이 될수록 조류 내부의 클로로필-a 의 농도가 높아져 오히려 조류 숫

자가 많지 않아도 클로로필-a 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 

Erwin E. Van Nieuwenhuyse 와 John R. Jones 는 하천 유역지에서의 인 – 클로로필-a 사이

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다. 이들은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하천, 주로 북미 지역에 있

는 하천에서의 총 인 농도와 클로로필-a 농도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Fig. 7.22 Nieuwenhuyse and Jones, 하천에서의 인 – 클로로필-a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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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를 통해, 일반적으로 선형의 관계를 보여주었던 호수에서의 경우와는 달리, 하천에

서의 경우 인과 클로로필 사이의 관계는 2 차식의 형태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

천 유역의 면적 역시도 클로로필-a 의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고려

해서 새로운 관계식을 세우면 다음과 같다. 

 

, R
2
=0.73 

Ac = 유역 면적(catchment area) 

 

하천 유역의 면적이 클로로필-a 의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있어 가장 큰 요소는 아

마 hydraulic flushing rate 일 것이다. Hydraulic flushing rate 는 sestonic algae 의 씻김률에 

영향을 미치는데, 좁은 유역면적(≈ 100km
2
)를 지나는 하천의 경우 평균적인 hydraulic 

flushing rate 가 1.0d
-1

인 반면 넓은 유역면적(≈ 100,000km
2
)을 지나는 하천의 경우 hydraulic 

flushing rate 가 0.1d
-1 

이하로까지 떨어지게 된다. 때문에 씻겨나가는 조류의 양 역시도 감소

하여, 유역면적이 증가할수록 클로로필-a 의 양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Nieuwenhuyse and Jones, 1996). 

 

 

Fig. 7.23 하천과 호수의 인-클로로필-a 관계식 비교 

 

7.5.4 클로로필-a – BOD 사이의 상관관계 

부영양화된 하천의 경우 측정된 BOD 에는 하천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역할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호흡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속의 용존산

소를 소모하게 되며, 죽은 식물성 플랑크톤의 미생물에 의한 분해 역시도 용존산소를 소모하

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Straskrabova, 1975). 따라서 클로로필-a 의 농도로 대변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수와 BOD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부영양화된 하천의 수질을 연구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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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유선재 연구팀은 금강에서 채취한 시료를 이용하여 클로로필-a 와 BOD 사이의 상

관관계를 밝히려는 연구를 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지역은 금강 하구둑에서부터 대청

댐까지의 131km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은 대전과 공주, 부여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하폐수와 

주변의 축산시설, 농경지로부터 유입되는 축산폐수, 농업배수의 영향을 받는데다 상수원수 

등의 취수장이 있어 큰 관심을 받는 지역이다. 

 

Fig. 7.24 김종구, 유선재 연구의 조사지역 

 

이 연구팀은 위의 지도에 표시된 공주지역과 부여지역 두 군데에서 1997 년 7 월 22 일에 

채수한 시료를 11 일간 분해실험을 하는 방식을 통하여 클로로필-a 와 BOD, COD 의 변화를 

측정하였고, 이를 통해 클로로필-a 와 BOD 사이의 관계식을 얻어내었다. 

 

 

Fig. 7.25 분해실험에 따른 클로로필-a, BOD, COD의 변화 곡선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aminant Transport Analysis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0 

 

위의 그래프를 통해 클로로필-a 의 농도가 줄어듦에 따라 시료의 BOD 와 COD 역시도 함

께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클로로필-a 와 BOD 사이의 상관관계를 구하면 다음

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김종구와 유선재, 1997). 

 

 

 

Fig. 7.26 클로로필-a, BOD 사이의 상관관계. 위가 공주지역, 아래가 부여지역.  

 

공주지역 : Y=0.177X+0.513, R=0.887 

부여지역 : Y=0.099X+1.146, R=0.856 

Y = BOD (mg/l), X = 클로로필-a (μg/l) 

 

신성교, 박청길, 이수웅 연구팀 또한 비슷한 연구를 낙동강 유역에서 행하였다. 낙동강 역

시도 매년 부영양화로 인한 녹조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곳으로 이에 대한 문제가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곳이다. 

신성교, 박청길, 이수웅 연구팀은 현장조사와 배양실험, 분해실험 셋 다 실행하였는데, 왜

관, 고령, 적포, 남지, 물금 지점에서는 1994 년 4 월 28 일부터 9 월 8 일까지 월 2 회씩 총 10

회 시료를 채수하여 각각의 클로로필-a, BOD, COD 를 측정하였고, 1994 년 5 월 14 일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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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 물금에서 채수한 시수로는 배양실험을, 1994 년 6 월 26 일 물금, 남지에서 채수한 시료

로는 분해실험을 행하여 식물 플랑크톤 수의 변화에 따른 클로로필-a, BOD, COD 의 변화를 

각각 측정해주었다. 

 

 

Fig. 7.27 신성교, 박청길, 이수웅, 본 연구에서의 시료 채수 지역. 

 

각각의 실험 방법에 따른 클로로필-a 와 BOD 사이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조사 방식 

 

Fig. 7.28 현장조사 방식에서의 클로로필-a – BOD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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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양실험 

 

Fig. 7.29 배양실험에서의 클로로필-a – BOD간 상관관계 

고령 : Y=0.075X+0.87, R=0.892 

남지 : Y=0.071X+0.82, R=0.887 

물금 : Y=0.069X+2.50, R=0.849 

Y = BOD (mg/l), X = 클로로필-a (μg/l) 

 

3) 분해실험 

 

Fig. 7.30 분해실험에서의 클로로필-a – BOD간 상관관계 

남지 : Y=0.037X+0.92, R=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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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실험 결과, 표현된 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모든 실험 결과 클로로

필-a 와 BOD 사이에는 좋은 선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김종구, 유선

재 연구팀의 실험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다. 위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BOD 와 클

로로필-a 사이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클로로필-a 사이에 곱해져있는 상수 α는 전환계수로, 어떤 지역에서의 식물플랑크

톤의 활성도와 관여된 값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성교 외, 1996). 

 

7.5.5 고찰 

이상의 논문연구를 통하여 인과 클로로필-a, 클로로필-a 와 BOD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

해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관계식들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호수에서의 인 – 클로로필-a 사이의 상관관계 

 
 

2) 하천에서의 인 – 클로로필-a 사이의 상관관계 

 
 

3) 클로로필-a 와 BOD 사이의 상관관계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각각의 관계식들은 비교적 낮지 않은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었다. 따

라서 이러한 상관관계 식들을 간단하게 합쳐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식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앞의 연구에서 보았듯이, β 는 대부분 1 내외의 값으로, 클로로필-a 의 수치가 높아

져 BOD 의 수치 또한 높아진다면, 다소 거친 계산방식이지만 이에 대한 값을 무시해도 될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식은 아래와 같이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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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가 1 내외의 값이라 가정한다면 위의 식은 적어도 BOD 가 10mg/l 이상으로 높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위의 식에 따르면, 인의 농도를 알고 장기간의 계측을 통

해 각각의 전환계수와 상수들을 파악하게 되면, 위의 식을 통해 대략적인 BOD 수치를 예측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두 번째의 모델은 BOD 가 높은 조건에서 주로 성립하게 될 것이므

로,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계절인 여름철에 사용하기 적합한 모델일 것이다. 따라서 여름철의 

클로로필-a 와 인, BOD 사이의 관계식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최소 3 년 이상의 관측을 통

해 여름철의 전환계수를 얻는 것이 특히 중요할 것이다, 또한, 호수의 경우 Vollenweider 등

이 제안한 모델을 이용하여 호수로 유입되는 인의 양과 호수의 깊이, 침전률 등을 통해 호수 

내의 정상상태 인의 농도를 계산해낼 수도 있으므로 (Jones and Bachmann, 1976), 이를 통해

서도 BOD 의 변화를 추측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또한 녹조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인의 배

출 규제량을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7.6 【사례연구 6】Lead (Pb) Transport in Water and Sediments 

7.6.1 Introduction 

Lead (Pb, atomic number = 82) is commonly used in building construction, batteries, bullets, paint 

and so on. Since, then, the path of lead exposure includes, inhalation and ingestion, contaminated soil 

or water. Annual deposition of metallic lead of up to 6000 tons was reported for the Europe, North 

America, and Asia since 1980 (Manninen and Tanskanen, 1993; Scheuhammer and Norris, 1995). In 

various environmental media, the source of Pb from nature and anthropogenic was measured (Table 

7.26). Furthermore, Lead is in the 2 rank of the priority list of hazardous substances on the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ease Registry (ATSDR) and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EPA). Although the occurrence of the metallic lead in nature is rare, it is usually found in ore with 

zinc, silver and copper. Since metallic lead has longer half-life in body, Pb can be harmful to organs 

and physiological functions, such as the lifetime injury of nervous, blood, skeletal and so on (Zhao et 

al., 2011). Anthropogenic generated Pb in rivers is not only transported along hydrologic gradients 

and released in particulate form or adsorbed onto particles, but also the element settles and deposited 

in the bottom of river sediments (Barceló-Quintal et al.).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were to review 

characteristics of lead and to predict the transportation of lead in water column with sediment using 

mass transport equation.  

 

7.6.2 Characteristics of Lead 

(1) Lead and Lead compounds  

Lead is a metalloid found in water, soil, and air from natural and anthropogenic sources. Lead 

occurs in tow oxidation state, II and IV, and it usually exist in the II oxidation state. Pb can be 

occurred hydrolysis reaction through various pH values (Fig. 7.31). Also, solubility of lead can be 

predicted with Eh-pH stability field (Fig. 7.32). Carbonate content in soil controls the Pb solubility 

and formation depend on pH (Elkhatib et al., 1991). In non-calcareous soils, Pb solubility contro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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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b hydroxides and phosphate with low pH and various formation of Pb with higher pH value in 

calcareous soils. Adsorption of Pb onto Mn oxide was also studied that it has stronger adsorbing than 

other metals (McKenzie et al., 1980). The common Pb minerals are galena (PbS), cerussite (PbCO3), 

and anglesite (PbSO4). 

 

Table 7.26 Common values for Pb concentrations (ppm) in various environmental media 

Material Average Concentration Range 

Igneous rocks 15 2 - 30 

Sandstone 7 1 - 31 

Limestone 9 - 

Shale 20 16 - 50 

Coal 16 up to 60 

Fly ash 170 21 - 220 

Sewage sludges 1832 136 - 7627 

Soils (agriculture) - 2 - 300 

Freshwater (ug/L) 3 0.06 - 120 

Seawater (ug/L) 0.03 0.03 - 13 

 

(2) Toxicity of lead 

In general, Pb toxicity appears to be more poison for human and microorganism than plant. And 

livestock, fish, and wildlife, has not shown specific toxic of Pb which inhibits enzymatic activities 

(Miño et al.). Usual effects of Pb are effects on the hematological, central nervous system, and 

reproduction function. Especially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inorganic Pb enters the body is 

mainly inhaled and ingested without biological transformation, while organic Pb mainly enters by 

dermal contact and inhalation, and metabolized in the liver such as, tetraethyl Pb (Adriano et al., 

2001). When Pb enters in the blood, it is distributed mainly by blood, soft tissue, and mineralizing 

tissue (Zhao et al.). Also children under 6 years of age are affected by Pb poisoning and there has no 

safe level been found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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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2 Predicted Eh-pH-stability field for lead. The assumed activities of dissolved 

species are: Pb = 10-6, S = 10-3, C = 10-3 

 

 

 

 

 
Fig. 7.31 Species distribution diagrams for Pb2_ hydrolysis at two different total 

concentration 100 mgL-1 and 0.05 mg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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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mediation of Lead 

Variety methods of the remediation for contaminated soil and water are divided into physical 

methods, chemical method, and biological methods. Such techniques have been developed and 

selecting method of remediation has to account characteristic of contaminants, surrounding 

environmental condition, economical benefit and so on. For remediating Pb contaminated soil or 

(ground) water, one of the studies indicated that addition of natural zeolite is effective to immobilize 

Pb in soil since zeolite could increase soil pH, CEC, content of soil organic matter and promote 

aggregate formation (Li et al.). Moreover, electrokinetic remediation by using kaolinite had shown 

high removal efficiencies (Luo et al.). Since 60% of the metal present in aqueous systems are bound 

to sediments, the sorption properties of several semisynthetic materials have been evaluated for the 

selective removal of toxic metals in aqueous phase (Namasivayam and Periasamy, 1994 and Malik et 

al., 2002).   

 

(4) Regulation of Lead 

In 1990s, lead was recognized as a highly toxic chemical from the lead-based paint. Then, the lead 

based manufactures produced and using lead contain gasoline were drawing to public health concern. 

In 2008, USEPA reduced the water quality standard of lead from 1.5 mgL-1 to 0.15 mgL-1. Moreover, 

drinking water quality standard limit is 0.1 mgL-1 in Korea.  

 

(5) Transport of Lead 

According to USEPA, more than 16,000 industrial facilities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power 

plants, smelters and cement kilns, emit lead into the atmosphere every day. Since the large amount of 

the Lead particles form usually Trialkyl-lead and Dialkyl-lead in the atmosphere.  

 

 
Fig. 7.33 Total airborne Lead emissions by United States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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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4 Model regions for heavy metal transport in a lake  

After the lead compounds fall into the ground by rainfall, it is spread by surface water or into soil. 

Depend on the condition of the environment (pH and Eh), Lead dissolved, precipitate, or adsorbed on 

solid. Especially, Lead sorption to suspended or bed sediments or suspended organic matter typically 

increase with increasing pH, increasing amounts of iron or meanness; and with the polarity of 

particulate matter. At high pH, lead precipitate as Pb(OH)+ and PbHCO3+ into bed sediment (USEPA, 

2005). At low pH, lead is repelled from the adsorbed surface (USEPA, 2005). In natural condition in 

stream (pH 5 to pH 6), Pb usually precipitate or adsorbed on solid phase to settle on bed sediment.  

As many heavy metals transform to organic form due to microorganism in soil, Lead converted 

into tetramethylled (TML) in bed sediments. However, it was not reported that produced in abiotic or 

due to biotransformation. 

 

7.6.3 Lead transport modeling in Water and Sediment 

(1) Mathematical model 

The model predicts the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in the sediment and water of lake.  

 

 

 

The lake is divided into vertical elements, column of water and the top layer of sediment. Through 

The assumption is that the metals are distributed homogeneously throughout the lake. In both 

elements the metal concentration CT can exist as dissolved form CD or adsorbed to solid particles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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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solved fraction , is given by the distribution coefficient,  

 

 

 

 
 

Where m is the total concentration of the suspended particles.  

 

The rate of the sedimentation of suspended particles settling with velocity is given: 

 

 
 

Where l is column length and A is area of water-sediment interface. 

 

The particles in the top layer of sediment also settle until they reach a certain depth at which they 

are no longer influenced by the water column. Due to concentration differences between water 

column and top layer of the sediment, diffusion exchange occur. This exchange is defined by the 

proportionality constant . 

 

 
 

Water flow into the water column at a volumetric flow rate Q, with a total metal concentration Cin. 

It is assumed that the water flows through the water column at the same rate and maintain the 

concentration in the whole water column. Mass balance on the water column and top sediment layer 

are expressed.  

 

 

 
 

Where V1 is volumes of the water column and V2 is top layer of sediment. H1 and H2 are 

corresponding heights.  

 

 After substitutions and re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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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imulation 

The mass balance for heavy metals in the stream is connected to equations. The initial condition 

for simulation is described in Table 7.27. 

 
Table 7.27 Initial conditions for mathematical model solving 

Characteristic Value 

Height of water column, H1 (m) 10 

Depth of top sediment layer, H2 (m) 0.39 

Volume of water column, V1 (m3) 100 

Volume of sediment layer, V2 (m3) 3.9 

Distribution coefficient of metal in water, KD1 (g-1) 114 

Distribution coefficient of metal in sediment, KD2 (g-1) 18.8 

Diffusion exchange coefficient, KL (m day-1) 1 

Sediment velocity in water vs1 (m day-1) 0.1 

Settling velocity, vs2 (m day-1) 0.01 

Particle concentration, m (g m-3) 0.01 

 

  
The values of two parameters for solve the model were flow rate, Q, and inflow Pb concentration 

in Table 7.28.  

 

Table 7.28 Values of model variables Q and Cin 

Variable Values 

Influent water flow rate, Q (m3 day-1) 

1 

10 

100 

Inflow Pb concentration, Cin (g m-3) 

0.001 

0.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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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5 The dynamic profiles of Pb concentration in sediments and water 

column for an influent water flow rate. 

As a result, the analysis of the dissolved metal concentration and adsorbed concentration was 

remain constant after 120 days, respectively. However, the dissolved Pb concentration is less than the 

adsorbed concentration on solids dispersed in liquid phase. Thus, the Pb more likely to be adsorbed 

on solid surfaces than dissolved in water. The dissolved concentration and adsorbed concentration in 

bed sediment was almost the same.   

When the flow rate changes, the dissolved and adsorbed concentration of Pb shows similar trend 

with changes of Pb concentration. The difference was observed which the mean time to reach steady 

state. As the steady state required time was expected, the larger flow rate led faster to reach steady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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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Conclusion 

Lead mainly produced by industrial activities, is a hazardous chemical in present. The 

biogeochemistry of Pb in the environment is very complex and much has been elucidated in the last 

few decades about Pb speciation and the important parameters and processes that affect the speciation 

and mobility of Pb under different conditions. Speciation studies on As have been greatly affected by 

the evolution of analytical methods, which have increased differentiating power and lowered 

detection limits for Pb species. Lead mobility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concentration and nature of 

adsorbent surfaces and the adsorption process itself is affected by many factors including pH, Eh, and 

carbon content.  

The simulation of the heavy metals transport in water column and sediments was carried out for a 

lake with inflow and outflow water streams. The lake was considered as consisting of a number of 

vertical elements that comprise water columns and top layer sediments, where the metal is distributed 

homogeneously. The simulation was performed for only one such element, for the metal existing in 

either a dissolved form or as adsorbed to solid particles. The simulation demonstrated that the system 

is dynamic, and reach the steady-state depending on volumetric flow rates of water into water and, in 

a less extent, on the concentration of the metal in the inflow water stream. 

The concentration of the dissolved metal as well as that of the adsorbed to solid particles depends 

mainly on the concentration of the metal in the inflow water stream. The concentration of the 

dissolved metal as well as that of the adsorbed to solid particles depends mainly on the concentration 

of the metal in the inflow water stream. 

 

 

7.7 【사례연구 7】누출 불산의 환경매질을 통한 식물체로의 거동 특성 

7.7.1 서론 

(1) 연구배경 

2012 년 경북 구미시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로 불산의 위험성과 불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졌다. 당시 불산 누출은 누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5 명을 사망하게 

하였고 대기 중으로 확산되어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가축, 농작물, 차량, 건물 등에 피해를 

입혔다.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1987 년 미국 Texas 의 한 정유회사에서 18 톤 이상의 불산이 

누출되었던 사고의 경우 누출된 불산이 4.8km 이상 확산되었으며 누출 다음 날 누출 지점 반

경 3.2km 이내에서 식물 잎의 괴사, 차량 유리 손상, 페인트 칠 손상 등의 피해가 보고되었

다. 

불소는 치아 건강에 도움을 주는 물질로 유명하지만 그 불소가 수소와 반응하여 생성되는 

불화수소는 또 다른 용도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불화수소를 물에 녹인 불산은 유해화학물

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석유 정제, 알루미늄과 우라늄 등 광물의 제련, 

전자회로와 여러 화학물질 제조 등과 반도체 공정에서 금속의 녹이나 실리콘 웨이퍼의 불필

요한 부분을 제거할 때 등 공업용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기 중으로 확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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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수소는 사람이나 가축에게 호흡, 피부 접촉 등으로 피해를 입히고 식물체의 잎에 접촉할 

시 잎을 괴사시키게 된다. 불산은 이용가치가 높지만 유독하고 널리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누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누출 되었을 경우 거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

해 피해에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추가적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목적 

불산 누출로 인한 일차적 피해 외에 누출된 불산이 환경 매질에 남아 추후 이차적인 피해

를 유발할 수도 있다. 대기 중으로 누출된 불산은 물, 토양, 식물체 등에 불소 이온 형태로 

남아 매질 내의 불소 농도를 증가시킨다. 불소 농도가 증가한 토양, 물, 식물체 등은 이후 동

물이나 사람과 접촉하거나 섭취되어 불소를 이동시키게 되고 이차적인 피해를 일으키게 된

다. 이러한 이차적 노출은 불산 당시의 일차적 노출 때보다 경계심이 적고 노출 후에도 이를 

인식하기 힘들다는 점, 노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위험성이 높다.  

불산 누출로 인해 이차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매질로 특히 식물체에 주목하였다. 식물은 뿌

리를 통해 토양이나 지하수 내의 불소 이온을 흡수하거나 대기 중의 불산을 기공을 통해 흡

수하여 내부에 축적하고 대기 중의 불산이 잎에 침전되는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 매질의 불

산 농도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식물체는 고정되어 있고 불소를 계속해서 축적하

기 때문에 주변 환경매질에 비해 높은 불소농도를 갖게 된다. 이후 동물이나 사람에 접촉되

고 섭취되면서 내부에 축적한 불소를 다른 생물체에 이동시키기 때문에 이를 섭취한 생물을 

고농도 불산에 노출시킬 수 있어 이차적인 피해를 유발하기 쉽다.  

불산은 매질 내에서 다른 물질들과 반응하여 불소화합물을 잘 형성하기 때문에 불산 뿐만 

아니라 불소화합물로 거동하는 불소의 거동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불소

와 불산의 특성과 인체에 미치는 독성에 대해 조사하고 누출된 불산이 대기, 물, 토양의 환

경매질로 어떻게 확산되는 지와 환경매질을 통해 식물체에 불산이나 불소화합물이 이동, 축

적되는 과정을 조사하였다. 

 

7.7.2 불소와 불산의 특성 

불소(Fluorine)는 할로겐족 원소 중 가장 원자량이 작은 원소로 기본적인 형태는 F2 이며 

모든 화합물에서 F
-1
 이온으로 존재한다. 큰 전기음성도 때문에 반응성이 커 실온에서 대부

분의 원소와 반응하는데, 작은 크기로 인해 다른 많은 원자들과의 반응에 적합하다. 불소가 

수소와 반응할 경우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가 형성된다. 불화수소는 기체상태로 존재하

며 물에 잘 녹는데 약산이기 때문에 물에 녹아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물에 녹은 불화수소를 

불산(Hydrofluoric acid)이라 부르는데 불산은 큰 부식성을 갖는다. 불화수소는 19.5 도의 끓는

점을 가져 실온에서 기체상태로 존재한다. 불소와 불화수소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Table 7.29

과 Table 7.30 에 나타나 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aminant Transport Analysis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4 

 

Table 7.29 Chemical Identity of Fluorine, Hydrogen fluoride 

 

 

7.7.3 불소와 불산의 독성 

불화수소는 친수성과 부식성이 강한 자극성 물질로 피부나 눈에 접촉할 시 화상을 유발할 

수 있고 흡입할 경우, 기도 및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염산, 황산 등의 무기산에 비해 산

성도는 낮지만 침성이 강해 피부 접촉 후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일정 기간 후 심부 조직 

손상을 유발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인체의 모든 조직을 통해 침투할 수 

있는데 인체 점막의 수분과 결합할 시 자극 증상을 유발하므로 피부, 안구, 상부 호흡기 자

극이 가장 먼저 일어난다. 친수성이 강하고 인체의 생리적 산성도인 pKa 3.45 에서 반응성이 

강해 입이나 코로 유입될 경우 대부분 상부 호흡기에서 흡수되는데 대량 유입 시에는 하부

기도까지 침투하여 간질성 폐렴, 폐부종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모세기관지 이상의 부위에 축

적되면 섬모작용으로 인해 상부로 배출되면서 소화관으로 들어가 위장관에 흡수되고 이로 

인해 구토, 속쓰림 등 소화기 증상 또한 유발한다. 인체 조직 내에서는 수소이온과 불소 이

온으로 해리되어 수소 이온에 의한 직접적인 조직 손상을 일으키며 해리된 불소 이온이 세

포 내의 칼슘, 마그네슘 이온과 강하게 결합하여 세포의 기능 부전과 파괴를 초래한다. 이 

때 혈중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전해질 농도 변화로 인해 저칼슘혈증, 고칼륨현증 등의 전

해질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인체에 흡수된 불산은 혈액 내에서 2~9 시간의 반감기를 가지

며 24 시간 내에 60% 가량이 소변으로 배출된다. 배출되지 못한 불소화합물의 99%는 불화인

회석 형태로 뼈에 침작되고 장기 노출 시 골질환, 불소증 등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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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30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Fluorine, Hydrogen fluoride 

 

 

7.7.4 환경 매질 내로의 불산 거동 

(1) 대기 

불산을 담고 있는 탱크의 밸브가 열리는 등 용기 내부와 대기의 접촉이 있을 때 불산이 

누출된다. 이외에 불소를 함유한 석탄, 점토 등의 물질을 높은 온도로 가열할 때 불화수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이는 주로 화력발전소나 알루미늄 제련 공장, 황이 포함된 비료 공장, 

플라스틱 공장 등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하는 불화수소는 가스 혹은 작은 입자에 부착된 

형태로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큰 토양 입자에서는 불소화합물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런 입

자들은 땅으로 침전되거나 비에 의해 대기 중에서 씻겨 내려간다. 불소화합물들은 입자에 부

착되어 여러 날 동안 대기 중에 머무른다. 불화수소는 비, 구름, 안개 등에 흡수되고 녹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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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형태로 있다가 강수를 통해 땅을 떨어진다. 따라서 대기 중을 누출된 불산은 불화수소, 

불소화합물의 형태로 토양과 물, 식물 잎으로 이동한다. 

불산은 증기와 에어로졸 내에서 많은 물질들과 반응한다. 그 예로 불산이 실리카와 반응하

여 실리콘 테트라플로라이드를 생성하는 반응이 있다. 대기 중에서 무기 불소화합물의 분해

는 대부분 가수분해를 통해 일어난다. 불소 분자는 가수분해 되어 불산과 산소를 생성한다.  

대기 중에서 불산거동은 Gaussian flume model 을 이용하여 예측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오

염물질이 대기 흐름을 따라 확산된다고 가정하는데 흐름 방향으로는 이동에 의한 확산

(advection)을 고려하고 흐름에 수직한 두 방향으로는 확산(diffusion)을 고려한다. 이 때, 흐름

에 수직한 방향으로의 확산은 농도분포가 2 차원 정규분포에 근사한다고 보며 지표면 가스는 

완전 반사한다고 가정한다. 이 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기의 확산계수 , 를 추정해야 

하는데 연기의 확산은 상하방향 기온 차에 따른 부력과 풍속의 효과, 즉 대기안정도에 의해 

변화한다.  

연기의 확산계수를 구하는 방식으로는 Pasquill-Gifford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연구의 확

산계수를 확산실험을 통해 구하는 방식인데 지상 풍속, 일사량, 구름의 양에 관계시켜 환상

계수에 대응하는 대기의 안정도 계급을 A~F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정해진 계수로부

터 , 를 계산한다. 기상관측 자료를 통해 대기안정도를 구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비교적 

정확도가 높다. 

 

 

Fig. 7.36 대기 안정도 설명 

 

 

Table 7.31 각 요소에 따른 대기 안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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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도시 같은 건물 밀집지역은 건물의 풍하방향으로 

발생하는 와류로 인해 평탄지의 난류와 차이를 보인다는 점, 높은 연기 배출원에서 연기의 

확산계수는 지상 배출원의 확산계수와 다르다는 점, 대기난류를 직접 확산계수 추정에 넣지 

않기 때문에 지표면의 상태가 실험조건과 다른 장소나 다른 연기발생원에 대한 예측오차가 

크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구미 등 교외 공장지역은 건물이 비교적 낮고 주변이 농지라는 점

에서 이 방식을 적용하기 적합하다. 식은 다음과 같다. 

 

C : x,y,z 위치에서의 농도 (kg/m
3
) 

G : 누출속도 (kg/s) 

M : 분자량 (kg/kg-mole) 

H : 대지 높이 이상의 누출원 높이(m) 

, : y, z 방향 농도 분포의 표준편차 (m) 

u. : 누출원 높이에서의 풍속 (m/s) 

 

(2) 물 

물속에서 불소는 물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원소들과 결합하는데 알루미늄, 칼슘, 마그네슘

과 주로 결합한다. 이 불소화합물은 침전하는 입자에 부착되어 침전물로 쌓이게 된다. 칼슘

카보네이트 침전이 바다에서 불소화합물이 제거되는 가장 큰 기작이다. 토양에 있던 불소화

합물이 침출되어 지하수로 들어가거나 공장에서 불산이 포함된 폐수가 방출되어 불소가 물

로 유입되기도 한다. 물속에서 불소이온은 F-...H
+
-OH2 쌍을 형성하고 알루미늄과 강한 착물

을 형성한다. 이는 알루미늄 농도와 pH 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pH 5 이하에서는 알루미늄과 

대부분 결합하여 AlF
2+
를 형성한다. 알루미늄이 존재하지 않으면 중성에서 F-로 존재하며 pH

가 낮아지면 HF
2-
를 형성한다.  

 

(3) 토양 

대기 중의 불소화합물, 불산이 강수나 침전을 통해서 혹은 지하수에 존재하던 불소화합물

이 흡착되어 토양으로 유입된다. 또한, 황이 첨가된 비료나, 광산 채굴, 산업·생활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 토양에 직접 유입되기도 한다. 토양에서 불소는 토양 구성성분들과 강하게 결

합한 형태로 토양에 남는데, 알루미늄, 칼슘, 철 등과 착물을 형성하여 낮은 pH 에서는 AlF3, 

AlF2+, AlF2+ 등을 형성한다. 토양 내에서 강한 착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적은 양만이 침출된

다. 

 

(4) 환경 매질에서 식물체로의 불산 거동 

식물체는 기공을 통한 가스형태의 불소화합물 흡입, 불소화합물을 포함한 입자들의 잎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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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침전, 뿌리를 통한 토양 내 불소화합물 흡수 등을 통해 불소화합물에 노출된다. 기공을 

통한 흡입은 습도, 강수, 낮의 길이, 온도에 영향을 받으며 잎에 침전된 불소화합물 포함 입

자는 강수에 의해 씻어질 수 있다(Eva Vike, 2003). 차나무는 불소화합물을 축적한다고 알려

져 있는데 축적된 불소 중 97%가 잎에, 나머지 부위에는 3%가 축적된다. 식물 내에 축적된 

불소 농도는 토양 내 용해된 불소화합물 농도의 1000 배, 총 불소화합물 농도의 2~7 배가량 

인 것이 관찰된 바 있다(Fung et al. 1999). 식물이 토양에서 흡수하는 불소화합물 양은 토양 

유형, pH, 칼슘과 황화합물 농도, 불소화합물 농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 토양 내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알루미늄과 불소 복합화합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불소화합물 흡수량이 

증가하였다는 관찰도 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3).  

 

 

7.7.5 결론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불소화합물을 내부에 축적하기 때문에 식물체를 불산 누출로 인한 

이차피해를 일으키는 매질로 보고 불산 누출 후 다른 환경매질로의 불산 이동과 이후 식물

체 내로의 불소 축적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기체상태로 누출된 불산은 대기 중으로 확

산되어 증기나 에어로졸 내에 존재하거나 작은 입자들에 흡착되어 존재하다가 강수나 침전

을 통해 토양이나 물로 이동하였다. 대기 중에서 불산은 불산 그대로 존재하기도 하고 대기 

수분 내의 다른 물질들과 반응하여 불소화합물로 존재하기도 하였다. 물에 유입된 불산이나 

불소화합물은 물속에 포함된 알루미늄, 칼슘, 마그네슘 등의 이온과 결합하여 착물을 형성하

며 이 과정은 물의 pH 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토양에 유입된 불소화합물은 마찬가지로 알루

미늄 등 양이온들과 착물을 형성하였고 이 때문에 토양에 강하게 흡착되었다. 식물은 기공과 

뿌리를 통해 불산과 불소화합물을 흡수하였다. 기공을 통해서는 대기 중의 불산과 불소화합

물을 바로 흡입하고 뿌리를 통해서는 토양 내에 불소화합물로 존재하는 불소를 흡수하여 내

부에 축적하였다. 차나무의 사례에서는 축적한 불소 중 97%가 잎에, 3%가 나머지 다른 부분

들에 축적도어 있음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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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사례연구 8】 댐 저수지에서의 망간(Mn) 발현 및 이동특성 

7.8.1 서론 

(1) 연구배경 

망간은 지각의 천연 구성요소로 약 0.1%를 차지하고 있는 광물질로서 대부분 불용성으로 

존재하며 변성암과 퇴적암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토양이나 호소 저층에서 

환원반응을 통하여 불용성 망간이 용해성 망간형태로 수중에 용출되는 특성이 있다. 망간은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안되며 생물체에 축적되기 쉽다. 특히 망간 중독이 발생하게 되면 건망

증과 신경 손상, 환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음용수에서 망간은 맛과 

색을 유발하는 심미적 영향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0.1mg/L 를 초과시 불쾌한 맛을 유발하고 

흑수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상수원에 존재하는 용해성 망간은 일반적인 

정수처리공정에서 거의 제거되지 않으며 망간 제거를 위해 별도의 처리공정이 필요한 실정

이다. 특히 망간은 댐저수지 심층부에서 저산소상태가 유지되면 불용성 망간이 용해성으로 

용출되고 저수지 턴오버 현상발생에 의해 수체 전체로 농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저수지의 수문학적 조건에 따라 그 발현과 이동특성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Fig. 7.37 망간의 생성, 특성 및 수질영향 

 

(2) 연구목적 

본 보고서에서는 망간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싱을 살펴보고 충청북도 청주, 청원군 

일대에 위치한 대청호 저수지에서의 망간 발현 및 이동특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저

수지에서 망간 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통계학적 접근법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다. 충청도의 

주요 광역 상수원 및 상수도시설은 Table 7.32 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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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32 충정도 주요 광역상수원 및 상수도시설 현황 

 

 

7.8.2 망간의 주요특징 

망간은 원자번호 25, 원자량 54.9380g/mol 이며, 산화가에 따라 +2, +3, +4, +6, 및 +7 가로 

존재한다. 또한 산화가에 따라 연한핑크, 적자색, 흑갈색, 흑녹색 및 진자색을 나타낸다. 불용

성 망간산화물은 수중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산성도에 따라 2 가 망간으로 환원되어 물에 용

출되게 된다. 호흡기 독성은 염증반응이 보고되고 있다. 신경독성은 중증을 나타내며 불임과 

성욕감소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어린이에게 노출될 경우 발달독성

(Development toxicity)를 일의켜 주의력 결핍, 공격성등의 증상을 일으키게 된다. 발암성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 

 

Table 7.33 망간의 물리적 주요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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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망간 Speciation 

물에서 망간은 pH 와 Redox potential(Eh, ORP, pE)에 따라 다양한 분자형태로 존재하게 된

다. 용해성 망간은 주로 +2 가로 존재하며 pH 10.5 이하에서 주로 분포하고 있다. 그밖에는 

MnO2(s), Mn2O3(s), Mn3O4(s), MnO4(2-), Mn(OH)3(-) 등 불용성 형태로 존재한다. 

 

 

Fig. 7.38 Eh-pH diagram of the system Mn-O-H;  

Σ Mn=10-10mol dm-3, 298.15K, 105Pa 

 

7.8.4 망간 Reduction 및 영향인자 

망간의 환원반응은 주로 저수지 심층부(Hypolimnion)에서 발생하게 된다. 저수지 심층부는 

표층부와 달리 햇빛이 잘 전달되지 않으며 수심이 깊어 용존산소농도가 2~3mg/L 이하의 빈

산소(hypoxic condition) 또는 무산소(anoxic condition) 조건이 형성되게 된다. 이때 물속에 서

식하는 각종 미생물은 호흡(respiration)을 위해 불용성 망간에 존재하는 산소를 이용하고 이

러한 반응을 통해 용해성 망간이 수중으로 용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망간의 환원 반응은 Fig. 

7.39 처럼 황의 환원 및 철의 환원 이후에 발생하게 된다. 망간의 환원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크게 pH 와 용존산소이다. 일반적으로는 저 pH 및 용존산소 농도에서 2 가 형태의 용

해성 망간이 용출되며 반대로 높은 pH 및 용존산소에서는 3 가 또는 4 가 형태의 불용성 망

간으로 존재한다. 주목할 점은 불용성 망간산화물은 불균화반응(Disproportionation)을 통해 산

화 및 환원반응이 조건에 따라 동시에 발생하게 되어 2 개의 서로 상반된 물질을 생성하기도 

한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aminant Transport Analysis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2 

 

 

Fig. 7.39 저수지 심층부에서의 망간 환원 반응(상) 및 영향인자(하) 

 

7.8.5 대청호 저수지에서의 망간 발현 및 이동특성 

일반적으로 수심이 깊은 저수지에서는 계절에 따라 수온과 용존산소농도 분포에 큰 변화

가 발생하게 된다. 여름과 겨울에는 성층현상(stratification)이 발생하며 형태에 따라 용존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봄과 가을에는 저수지 턴오버 현상이 

발생하는 데 수심별로 전층에서 동일한 수온과 용존산소농도 분포를 나타낸다. 이시기에 심

층부의 각종 오염물질이 저수지 수체 전체로 확산되어 수질적 문제를 종종 야기시키며 대표

적으로 망간의 농도가 이시기에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수온과 용존산소농도변화는 

저수지의 지리적학 특성과 수문특성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생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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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40 댐 저수지에서의 계절별 수온 및 용존산소농도 변화  

 

Table 7.34 대청호 저수지 퇴적토내의 망간 함유량 측정자료 

 

 

대청호 저수지내 퇴적토에서의 망간 함유량은 1,532mg/kg 으로 국내 다른 댐 저수지의 함

유량보다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는 Table 7.34 에 정리하였다. 즉, 저수지내의 

pH, 용존산소농도의 변화가 발생하면 언젠든지 용해성 망간이 용출될 수 있는 풍부한 망간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최근 3 년간의 대청호 저수지에서의 용존산소 분

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Fig. 7.41 처럼 7~11 월에 저수지 심층부에 빈산소층이 장시간 

형성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도 저농도 용존산도 상태가 상당

히 길게 유지되는 특성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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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41 대청호 수심별 용존산소농도 분포 

 

실제로 저수지 심층부의 용존산소농도가 낮아지면 많은 양의 용해성 망간이 수중으로 용

출되고 있으며 턴오버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저수지 전체로 농도가 증가하게 되어진다. 그러

나 주목할만한 점은 그해의 강우량 및 댐 방류량에 따라 하류 취수장에서의 망간 검출농도

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과거 2011 년, 2012 년 하절기에 많은 양의 강우로 인해 

대규모 댐 방류가 있었던 해에는 동절기 저수지 턴오버 현상이 발생되어도 망간농도가 높게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규모 댐방류가 전혀 없었던 2013 년도 겨울에는 저수지 턴오버 

현상이 발생하자 큰 폭으로 망간 농도가 증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저수지 심층부에 존재하

는 퇴적토의 세척효과(Wash-out effect)와 충분한 용존산소가 저수지 깊은 수심에까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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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망간 환원반응이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 보다 면밀

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Fig. 7.42 대청호 하류 현도취수장에서의 망간농도 검출현황(상) 및  

댐 방류량과 망간농도와의 상관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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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망간 예측모형 

댐 저수지에서 용해성 망간의 용출을 예측할 수 있는 수학적 모형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

은 실정이다. 반면에 수질측정자료를 기반으로 통계학적인 접근을 통해 망간 농도를 예측하

는 연구가 호주 Queensland Hinze 댐에서 수행되었다. 사용된 수질인자는 Water Column 

Temperature differential, DO, pH, Mn concentration in the hypolimnion 등이다. 수체의 온도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R=0.82 의 우수한 상관성이 확인 되었다. 그밖에 DO, 망간농도와 pH 는 

음의 상관성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질측정자료와 통계학적 기반을 통해 완성된 예측모형

이 Hinze 댐에서의 망간 농도 예측에 잘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댐저수지 Vertical 

Profiling System(VPS)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청호 저수지에서의 망간 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 노력이 추후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Table 7.35 Hinze 댐의 통계학적 예측모형에 활용된 수질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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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43 통계학적 망간 예측모형 적용에 따른 적합도 

 

7.8.7 결론 

저수지에서의 망간 거동은 크게 미생물의 활성도와 용존산소(DO) 농도에 영향을 받게된다. 

미생물 활성도에 따라 크게 두 종류의 박테리아에 의한 망간 거동은 환원성(또는 혐기성) 박

테리아가 호홉을 위해 산소(O2) 대신 고형 MnO2 를 이용하고 환경 중에 용존 Mn(Ⅱ)을 배출

한다. 산화박테리아(예 : Metallogenium sp.)는 용존 Mn(Ⅱ)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환경 중

에 고형 MnO2 를 배출한다. 고형 MnO2 는 수체 바닥에 침전하며, 이런 식으로 망간 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용존산소(DO)에 의한 망간 순환은 이용 가능한 용존산소(DO)가 많은 경우, 

산화상태가 되어 MnO2 가 생성되고 수체 내에 침전된다. 혐기상태가 되면 Mn(Ⅱ)가 생성되어 

수체 내에 배출된다. DO 와 망간의 관계는 용존산소(DO) 농도에 따라 총 망간 농도와 성상

에 따른 망간비율(용존, 고형)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WWARF, 

2006 년). 용존산소(DO) 농도가 3 ㎎/L 이하이면, 용존 망간이 검출되고, 용존산소(DO) 농도가 

2 ㎎/L 이하이면, 총 망간 농도는 증가하게 된다. 호기성 신진대사 활동으로 용존산소가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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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망간이 저니층에서 수체내로 용출된다. 수체의 표층에는 고형 망간인 Mn(Ⅳ)이 존재하

는 반면, 중층과 저층에는 용존 망간인 Mn(Ⅱ)와 고형 망간인 Mn(Ⅳ)가 존재한다. 단, 성층현

상 발생 시에는 깊이별로 용존산소와 망간농도가 유사하게 분포하게 된다. 댐 저수지 수문특

성과 당해연도 기상에 따른 댐 방류유무에 따라 용해성 망간농도 용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수질측정자료와 통계학적 접근법을 활

용한 망간농도 예측이 유효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추후 국내 댐저수지에의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aminant Transport Analysis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9 

 

References 

 

ASTM. "Standard test method for permeability of granular soils (Constant head),“ Standard D 

2434-68. 

ASTM.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ement for hydraulic conductivity of saturated porous 

materials using a flexible wall permeameter," Standard D 5084-90. 

Crank, J. (1964). The mathematics of diffusion,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U.K. 

Giroud, J. P., and Bonaparte, R. (1989). "Leakage through constructed with geomembrnaes - 

Part I. geomembrane liners," Geotextile and Geomembranes, 8(1): 27-67. 

Giroud, J. P., Khatami, A., and Badu-Tweneboah, K. (1989). "Evaluation of the rate of leakage 

through composite liners," Geotextile and Geomembranes, 8(4): 377-340. 

Joo, J. C., Kim, J. Y., and Nam, K. (2004). "Mass transfer of organic compounds in dilute 

aqueous solutions into HDPE geomembranes," Journal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130(2): 175-183.  

Hashimoto, I., Deshpande, K. B., and Thomas, H. C. (1964). "Peclet numbers and retardation 

factors for ion exchange columns," Industrial & Engineering Chemistry Fundamentals, 3(3): 

213-218. 

Kim, J. Y. (1997). "Migrat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from landfill liner systems,"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2(4): 233-244. 

Kim, J. Y., Edil, T. B., and Park, J. K. (2001). "Volatile organic compound (VOC) transport through 

compacted clay," Journal of Geotechnical and Geoenvironmental Engineering,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127(2): 126-134. 

Kim, J. Y., Shin, M.-C., Park, J.-R., and Nam, K. (2003). "Effect of soil solids concentration in 

batch test on the partition coefficients of organic pollutants in landfill liner-soil materials," 

Journal of Material Cycles and Waste Management, 5(1): 55-62. 

Koerner, R. M. (1998). Designing with geosynthetics, 4th ed.,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J., U.S.A. 

Moon, H. S., Ahn, K.-H., and Lee, S., Nam, K., and Kim, J. Y. (2004). "Use of autotrophic sulfur-

oxidizers to remove nitrate from bank filtrate in permeable reactive barrier system," to appear 

in Environmental Pollution 

Nazaroff, W. W., and Alvarez-Cohen, L. (2001). Environmental Engineering Science, John Wile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aminant Transport Analysis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0 

 

& Sons, Inc., New York, U.S. 

Ogata, A., and Bank, R. B. (1961). "A solution of differential equation of longitudinal dispersion in 

porous media," U.S. Geological Survey Professional Paper 411-A,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Park, J. K., and Nibras, M. (1993). "Mass flux of organic chemicals through polyethylene 

geomembranes." Water Environment Research, 65(3), 227-237 

Park, J. K., Sakti, J. P., and Hoopes, J. A. (1996). "Transport of organic compounds in 

thermoplastic geomembrnaes. I: Mathematical model," Journal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ASCE, 122(9): 800-806. 

Perkins, T. K., and Johnston, O. C., (1963), "A review of diffusion and dispersion in porous 

media," Society of Petroleum Engineering Journal, Vol. 3, pp. 70-84 

Shackelford (1994). "Critical concepts for column testing," Journal of Geotechnical Engineering, 

ASCE, 120(10): 1804-1828. 

Vermeulen, T., Hiester, N. K. (1952). ""Ino exchange chromatography of tracer elements," 

Industrial & Engineering Chemistry Fundamentals, 44: 636-651. 

U.S.EPA, Sep. 1998. "Permeable Reactive Barrier Technologies for Contaminant  Remediation", 

EPA/600/R-98/125 

 

【사례연구 1】 

문정태 (2009) 만경강 충적층 지하수에서 비소 산출 특성 및 거동.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몬, 

p 11-13. 

이해훈 (2002) 화순 남부지역 지표수 및 지하수의 비소분포 특성.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97. 

ASTDR (2009) Toxicological profile for arseni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Public Health Service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Ravenscroft P, McArthur JM, Hoque B. A., (2001) Geochemical & palaeohydrological controls on 

pollution of groundwater by arsenic. In press: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senic 

Exposure and Health Effects  

Smedley, P.L. and Kinniburgh, D.G., (2002) A review ofthe source, behaviour and distribution of 

arsenic in natural waters. Appl. Geochem., v. 17, p. 517-568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aminant Transport Analysis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1 

 

Tseng, W.P., Chu, H.M., How, S.W., Fong, J.M., Lin, C.S. and Yeh, S. (1968) Prevalence of skin 

cancer in anendemic area of chronic arsenicism in Taiwan. J. Nat.Cancer Inst., v. 40., p. 453-

463. 

Mallick S. and Rajagopal N. R., (1996) Groundwater development in the arsenic-affected alluvial 

belt of West Bengal – Some Questios. Current Science, v.70, p. 956-958 

Mandal, B.K. and Suzuki, K.T., (2002) Arsenic around the world; a review. Talanta, v. 58, p. 201-

235. 

Smith, A.H., Hopenhayn-Rich, C., Bates, M.N., Goeden, H.M., Herts-Picciotto, I. Duggan, H.M., 

Wood, R., Kosnett, M.J. and Smith, M.T. (1992) Cancer risks from arsenic in drinking water. 

Environ. Health Persp., v. 97, p. 259-267. 

Smith, A.H., Lopipero, P.A., Bates, M.N. and Steinmaus, C.M. (2002) Arsenic epidemiology and 

drinking water standards. Science, v. 296. p. 2145-2146. 

Del Razo, L.M., Rellano, M.A. and Cebrian (1990) The oxidation states of arsenic in well-water 

from a chronic arsenicism area of northern Mexico. Environ. Pollut., v. 64, p. 143-153. 

Bundschuh, J., Farias, B., Martin, R., Storniolo, A., Bhattacharya, P., Cortes, J., Bonorino, G. and 

Albouy, R.(2004) Groundwater arsenic in the Chaco-Pampean plain, Argentina: case study 

from Robles county, Santiagodel Estero province. Appl. Geochem., v. 19, p. 231-243. 

 

【사례연구 2】 

환경부 (2005) 수은 함유 제품에 대한 적정관리 방안 마련 과제. 

환경부 (2006) 2005년도 국민 혈중 중금속 농도 조사 결과. 

환경부 (2012) 수은관리종합대책, 2012 11-1480000-001142-01` 

국립환경연구원 (2010) 다매체통합 수은거동연구(Ⅱ) 

국립환경연구원 (2008)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수은 배출량 조사 

국립환경연구원 (2011) 다매체통합 수은거동연구(Ⅲ) 

국립환경연구원 (2012) 수은 사용·배출시설 통합관리방안 연구(Ⅲ) 

한국남동발전(주) 영흥화력본부 민관공동조사단 분기별보고서 2010.1quater-2014.1quater. 

김문경, 조경덕 환경매체에서의 수은의 거동과 인체노출 sources KJPH 2013;50(1);15-26 

국토해양부(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2) 시화호 해양환경개선사업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aminant Transport Analysis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2 

 

박규식·이상협·이주형·김정훈·서용칠 (2008) 인위적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수은화합물 배

출특성 및 배출량 산정, 한국대기환경학회 2008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4C3 289-294 

김록호·김상균·김정훈·장기원·김형전·홍지형 (2013) 시멘트소성로 및 석탄 화력발전시

설의 수은배출량 및 물질수지, 한국대기환경학회 1B3 2013 

네오앤비즈(환경부) (2008) 어패류 등 생체 내 수은축적 조사(2차년도) 

나공태·김경태·김종근·김은수·조성록·이정무 (2012) 시화호 환경 내 수은의 생지구과학

적 거동 및 특성 연구.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315-2323 

이재학·박자양·이형곤·박흥식·김동성, 저서오염지수(BPI)를 이용한 시화호 환경평가 

sources Ocean and Polar Research vol 25(2):183-200  

이수빈 (2006)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수은의 통합해석 기법개발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석사논문 

By Mark E. Brigham, David P. Krabbenhoft, and Pixie A. Hamilton Mercury in Stream 

Ecosystems—New Studies Initiated by the U.S. Geological Survey 

http://infotrek.er.usgs.gov/mercury 

김정훈·유종익·서용칠 (2010) 무연탄 순환유동층 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수은을 포함한 중금

속 및 미세분진의 배출 특성. Korean Chem. Eng.Res., vol. 48, issue 2, 268-274  

Takahisa Yokoyama, Kazuo Asakura, Horomitsu Matsuda, Shigeo Ito, Naoki Noda (2000) 

Mercury emissions from a coal-fired power plant in Japan. sourcessci Total Environment 

259 :97-103 

Sung Jun Lee, Yong-Chil Seo, Ha0Na Jang, Kyu-Shik Park, Jeom0In Back, Hi-Soo An, Kwang-

Chul Song (2006) Speciation and mass distribution of mercury in a bituminous coal-fired 

power plant. sources sci Atmospheric Environment 40:2215-2224 

John H. Pavlish, Everett A. Sondreal, Michael D. Mann, Edwin S. Olsen, Kevin C. Galbreath, 

Dennis L. Laudal, Steven A. (2003) Benson Status review of mercury control options for coal-

fired power plants. sources Fuel Processing Technology 82:89-165 

Deepak Pudasainee, Jeong-Hun Kim, Yong-Chil Seo (2009) Mercury emission trend influenced 

by stringent air pollutants regulation for coal-fired power plants in kore. Atmospheric 

Environment 43:6254-6259 

Seung-Hee Kim, Young-Ji Han, Thomas M.Holsen, Seung-Muk Yi (2009) Characteristics of 

atmospheric speciated mercury concentrations(TGM, Hg(Ⅱ) and Hg(p)) in Seoul Korea. 

sources sci Atmospheric Environment 43;3267-3274  

Yee-Lin Wu, Dita Galih Rahmaningrun, Yi-Chieh Lai, Li-Kai Tu, Shin-Je Lee, Lin-Chi Wang, Guo-

http://infotrek.er.usgs.gov/mercu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aminant Transport Analysis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3 

 

Ping Chang-Chien (2012) Mercury Emissions from a Coal-Fired Power Plant and Their 

Impact on the Nearby Environment. Aerosol and Air Quality Research.12:643-650 

Seigneur C, Vijayaraghavan K, Lohman K, Karamchandani P, Scott C. (2004) Global source 

attribution for mercury deposition in the United States. Environ Sci Technol.;38:555-569.  

Keeler GJ, Hoyer ME, Lamborg CH. (1994) Integration and Synthesis, Mercury Pollution, Watras, 

CJ and Huckabee JW (Eds.), Lewis Publishers., Boca Raton, FL.: 231-241.  

간순영, 이승묵, 한영지 (2009) 춘천시 대기 중 가스상 수은 중 농도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

환경공학회지;31: 382-391.  

Pacyna EG, Pacyna JM, Sreenhuisen F, Wilson S. (2006) Global anthropogenic mercury 

emission inventory for 2000. Atmos Environ. Vol.40:4048-4063.  

Pacyna EG, Pacyna JM. (2002) Global emission of mercury from anthropogenic sources in 1995. 

Water Air Soil Pollut. Vlo.137:149-165.  

Ahn MC, Yi SM, Holsen TM, Han YJ. (2011) Mercury wet deposition in rural Korea: 

concentrations and fluxes. J Environ Monit. Vol.13: 2748-2754.  

Seo YS, Han YJ, Choi HD, Holsen TM, Yi SM. (2012) Characteristics of total mercury (TM) wet 

deposition: Scavenging of atmospheric mercury species. Atmos Environ. Vol.49:69-76.  

Oh S, Kim MK, Yi SK, KD. (2010) Distributions of total mercury and methylmercury in surface 

sediments and fishes in Lake Shihwa, Korea. Sci Total Environ. Vol.408:1059-1068.  

 

【사례연구 3】 

문한영, 김홍삼, 문재흠(2001) 전위차를 이용한 콘크리트 중의 염소이온 확산계수 추정방법,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 21, No. 3-A, pp.403-412 

윤인석, 김은겸, 이창수(2007) 중성화의 영향을 고려한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확산계수 산정에 

대한 해석적 기법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 27, No. 4-A, pp.617-625 

최성, 이광명, 신경준, 배수호(2008) 콘크리트 염소이온 확산계수의 시간 의존적 특성, 한국콘

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 2008, No. 5, pp.545-548 

Bentz, E. C. and Thomas, M.D.A., (2001) Life-365 Service Life Prediction Model, Silica Fume 

Association 

DuraCrete Final Report (2000) DuraCrete Probabilistic Performance based Durability Design of 

Concrete Structures 

Welty, J.R., Wicks, C.E., Wilson, R.E. and Rorrer, G. (2001) Fundamentals of Momentum, He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aminant Transport Analysis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4 

 

and Mass Transfer. 4th Edition, John Wiley & Sons. 

Xi, Y. and Bazant, Z.P. (1999) Modeling chloride penetration in saturated concrete. Journal of 

Materials in Civil Engineering, Vol. 11, No. 1, ASCE 

 

【사례연구 4】 

Badawy, M.I., Wahaab, R.A., El-Kalliny, A.S. 2009. Fenton-biological treatment processes for the 

removal of some pharmaceuticals from industrial wastewater. Giza, Egypt : Elsevier - Journal 

of Hazardous Metrials 167, pp. 567-574, 2009.  

Boxall, A.B.A., Johnson, P., Smith, E.J., Sinclair, C.J., Stutt., E., Levy, L. 2006. Uptake of 

Veterinary Medicines from Soils into Plants. York, UK : Americam Chemical Society - Journal 

of Agriculture and Food Chemistry 54, pp.2288-2297, 2006. 

Boxall, A.B.A., Johnson, P., Smith, E.J., Sinclair, C.J., Stutt., E., Levy, L. 2006. Uptake of 

Veterinary Medicines from Soils into Plants. York, UK : Americam Chemical Society - Journal 

of Agriculture and Food Chemistry 54, pp.2288-2297, 2006. 

Carballa Arcos, M. 2005. Fate of pharmaceuticals and Personal Care Products (PPCPs) in 

Sewege Treatment Plants focusing on the anaerobic digestion of sludge. Santiago de 

Compostela, Spain : Universidade de Santiago de Compostela, 2005. 

Descheemaeker, K., Amede, T., Haileslassie, A. 2010. Improving water productivity in mixed 

crop-livestock farming systems of sub-Saharan Africa. Addis Ababa, Ethiopia : Elsevier -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97, pp. 579-586, 2010. 

Eckel, W.P., Ross, B., Isensee, R. 1993. Pentobarbital Found in Ground Water. s.l. : Ground 

Water Vol.31, No.5, pp. 801-804, 1993. 

Gogate, P.R., Pandit, A.B., 2004a. A review of imperative technologies for wastewater treatment I: 

oxidation technologies at ambient conditions. Adv. Environ. Res. 8 (3–4), 501–551. 

Gogate, P.R., Pandit, A.B., 2004b. A review of imperative technologies for wastewater treatment 

II: hybrid methods. Adv. Environ. Res. 8 (3–4), 553–597. 

Gros, M., Petrovic M., Ginebreda, A., Barceló, D. 2009. Removal of pharmaceuticals during 

wastewater treatment and environemntal risk assessment using hazard indexes. Barcelona, 

Spain : Elsevier - Environement International (Article in Press), No.pp. 12, 2009 

Halling-Sørensen, B., Nielsen, S.N., Lanzky, P.F., Ingerslev, F., Lützhøft, H.C.H, Jørgensen, S.E. 

1998. Occurence, Fate and Effects of Pharmaceutical Substances in the Environment-A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aminant Transport Analysis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5 

 

Review. Copenagen, Denmark : Elsevier - Chemosphere 36, pp. 357-393, 1998. 

Hardman, J.G., Limbird, L.E., Gilman, A.G. 2001. Goodman and Gilman ś The Pharmac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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