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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업장폐기물에는 많은 종류의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폐

기물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였을 때는 인간과 환경에 치명적인 피해

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유해 폐기물은 정책적으로 강화된 처리 기준에 따

라 관리토록 하고 있다.

유해 폐기물은 유해 특성을 가진 폐기물로 정의되며, 유해 특성의 세부

구분과 이를 평가하는 방법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폐기물에 대한 유해

성 평가는 크게 유해 물질의 함량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방식과 유해 물

질이 용출되는 수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는 용출 기반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유해 폐기물에 관한 국제 협약인

바젤 협약에서는 화학 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 방법을 폐기물에 적용하

여 함량을 기초로 평가하는 것을 권고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유해성 평가

를 수행하여 현행 유행성 평가의 제한점을 확인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법률상 유해성 평가가 필요한 폐기물 중 오니, 광재 등 7종의 폐기물에

대하여 니켈, 카드뮴 등 15종의 유해 물질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두 가

지 평가를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함량 기반 평가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

분류 방법인 UN(United Nations)의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에 따랐으며 용출량 기반 평가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랐다. 함량 기반 평가 결과 전체의

69%가 유해 폐기물이었으나 용출량 기반 평가는 22%의 폐기물만이 유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분석 결과 유해물질의 함량과 용출량 사이에

강한 상관성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p<0.01), 두 가지 평가의 일반 일치율

은 48.3%, Kappa 계수는 0.145로 평가 일치도는 미약하였다. 평가 결과

불일치의 대부분은 함량 평가에서는 유해하나 용출량 평가에서 비유해로

판정한 경우이었다.

따라서 국내의 용출량 기반 유해성 평가로는 바젤 협약에서는 유해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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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로 평가되는 폐기물이 국내에서는 비유해 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되

고 있으며, 폐기물의 재활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장폐

기물의 위해 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을 평가할 때는 그 폐기물이 재활용될 경우 유해 물질의 함

량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

다.

주요어 : 사업장폐기물, 유해성 평가, 함량, 용출량

학 번 : 2010-2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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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폐기물의 유해성

산업 활동의 잔재물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에는 많은 종류의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매년 약 611천톤의 유해 화학물질이

사업장폐기물에 포함되어 환경으로 배출되고 있다[1]. 미국의 경우 주로

유해 폐기물 매립지인 우선관리대상(NPL, National Priority Lists) 지역에

약 2천여 개의 유해물질이 존재하고 이 중 700여개의 물질이 환경매체에

서 검출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 또한 이러한 지역에서 출현빈도, 독

성, 노출 등의 기준으로 계량화하여 법적으로 관리되는 유해물질만도 비

소, 납,  수은 등 275개에 달한다[2].

이러한 폐기물 중의 유해물질은 운반, 재활용, 매립 등 그 처리과정 중

에 토양, 대기, 지하수/지표수로 배출되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사람의 건

강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의 러브 캐널(Love Canal) 사건

은 대표적인 유해 폐기물 피해 사례로 방치된 유해 폐기물 매립 지역에

서 유출된 유해물질로 인근 주민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였다[3]. 미국

ATSDR(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은 NPL Site 절

반에 달하는 지역(46%, 92~96년 기준)이 주변 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

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2]. 유해 폐기물 배출 및 처리장 인근 지역민이

받는 건강 영향 종류로는 생식체계 이상, 발암, 면역체계 이상, 신장기능

이상, 간기능 이상, 호흡기계 이상 및 신경계 이상 등으로 다양하다[3].

따라서 폐기물로 인한 사람 및 환경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해 폐기물 여부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또는 처분시

그 관리 기준을 달리 하고 있다[4]. 유해 폐기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강화된 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지방 환경청에 폐기물처리계획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고, 유

해 폐기물 운반 차량은 지정된 색으로 도색하고 적재함에는 별도 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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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보관 기일도 비유해 폐기물 보다 짧다[4]. 또한 재활용이 상당히 제

약되며 처분 방법도 고온소각 또는 유해 폐기물 매립장에 매립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4].

1.2. 유해 폐기물의 정의 및 분류

그런데, 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처리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폐기

물이 유해 폐기물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유해 폐기물

(Hazardous Waste)은 국제적으로 하나 이상의 유해 특성(Hazardous 

Characteristics)을 가지고 있는 폐기물로 정의한다[5].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 협약인 바젤 협약(Basel Co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에서는 폐기물이 14가지로 구분된 유해 특성 중 하나라도 보이면 유해

폐기물로 분류한다[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도 유해 폐기물을 바젤 협약과 동

일하게 정의하고 있다[6]. 국가별로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유

해 특성을 15가지로 구분하고 이 중 하나 이상의 특성을 보이는 폐기물

을 유해 폐기물로 정의하고[7], 미국은 4가지로 구분된 유해 특성에 해당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를 유해한 폐기물로 분류한다[8]. 일본의 경우도

폭발성, 독성, 감염성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성상을 가진 폐기물로 정의하여 개념적으로 유해 특성을

함유한 폐기물로 이해하고 있다[9]. 국내에서는 유해 폐기물은 주변 환경

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

정의 하여 유해 특성에 대한 구분이 법률적으로는 명확하지 않다[10]. 하

지만 폐기물 종류를 독성, 부식성, 감염성 등 유해 특성에 따라 일정 수

준 분류할 수는 있다. 이와 같이 폐기물의 유해 판단에 있어서는 세부적

인 유해 특성의 구분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본질적으로 폐기물이 갖

는 유해성에 대한 평가가 핵심적인 절차이다.

이러한 정의와 별도로 폐기물은 효율적인 행정과 유해 여부 분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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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자의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그 종류를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바젤 협약 부속서의 A 목록(List A)에 속하는 폐기물은 유

해 폐기물로 B 목록(List B)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비유해로 간주되어 관

리된다[5]. 그러나 어떠한 폐기물이 유해한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특정

목록에 포함된다는 사실 자체가 유해 폐기물의 정의에 우선하여 적용되

지는 않는다[5]. 따라서 유해 폐기물 목록의 개정 및 나노 폐기물 등 새

로운 형태의 폐기물은 유해성 평가를 통하여 유해 폐기물로 분류하고 관

리된다.

1.3. 함량 평가와 용출량 평가

어떠한 폐기물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유해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국가별로 다양하나, 크게 함량 평가와 용출량 평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폐기물은 그 유해 구성 성분의 양 또는 농도로 인하여

인간과 환경에 위해한 물체 또는 물질이 될 수 있다[11]. 폐기물이 이러

한 유해 특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평가는 위험 물질(dangerous substances)

에 대한 평가 방법 즉, 화학물질 유해성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유럽연

합은 전통적으로 이와 같은 접근으로 폐기물의 유해성을 평가하여 왔으

며[12], 이에 따라 폐기물 중 유해 구성 성분의 함량을 기초로 평가하고

있다[7,13]. 즉, 유해 성분의 함유량이 일정 이상 이면 폐기물은 그 성분

의 유해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한다. 한편, 폐기물은 부적절하게 관리되었

을 경우 주변 지하수의 오염을 초래한다. 매립되었을 경우 이러한 지하수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을 유해 폐기물로 관리하기 위한 시도가 용

출시험에 의한 폐기물 유해성 평가이다[8,14]. 미국은 TCLP(Toxicity 

Characteristic Leaching Procedure)라는 절차에 따라 유해 성분에 대한 용출

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폐기물은

독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하고 유해 폐기물로 분류한다[8]. 우리나라의 경

우도 미국의 방식과 같이 폐기물공정시험법에 따라 폐기물 중 유해 물질

이 용출되는 양을 기초로 폐기물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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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성분의 함량에 따른 유해성 평가의 근거는 폐기물도 화학물질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은 화학적 혼합물

로 간주된다. 따라서 폐기물의 유해성에 대한 평가는 혼합물에 대한 화학

물질 평가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화학물질의 유해 평가에서 혼합물의 경

우 독성 평가 방법은 혼합물을 그 자체로 시험하여 평가하는 것이 이상

적이다[15,16]. 그런데, 고형의 폐기물인 경우 지렁이를 이용한 독성평가

를 수행해 볼 수는 있으나[17],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

경에 대한 다양한 유해성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그 구성 성분의 유해성을 상가 모형(additive model)

으로 조합하는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16].

폐기물 유해성을 함량으로 평가하는 데 이용되는 방법인 화학물질 유

해 분류 체계는 국가별로 다양하였으나 현재는 점차적으로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로 이행하

고 있다. GHS는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으로 범세

계적으로 통일되게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정보전달 관리를 실현하기 위하

여 UN(United Nations)에서 도입하였다[18]. 이는 화학물질의 국제 교역이

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이들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 운송, 폐기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19]. GHS에서는 혼합물을 구성성분

들의 유해성에 근거하여 분류하는 경우에는 성분에 대한 농도한계

(concentration limits)를 사용한다. 즉, 혼합물 중 유해성분의 상대독성을

고려한 총 함유량이 농도한계 이상일 경우 해당 유해 특성을 갖는 것으

로 평가한다[18].

용출시험은 매립된 폐기물로부터 지하수로 유출될 수 있는 유해 성분

의 잠재적인 양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험방법이다[8,20]. 용출 특성

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은 폐기물을 일정시간 용액에 담가 둔 후 용액 중

의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용출 특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는 용액의 pH, 용출시간, 온도, 용매 등이 있으며 이 중 pH에 따라 용출

정도가 크게 지배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1,22]. 이에 따라 용출시험

의 종류는 용출조작법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며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폐기물이 매립 처분되는 환경에 따라 적정한 용출시험 방법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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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된다[8]. 실제 매립 폐기물 중 유해물질이 어느 정도 용출될 것인가를

실험실적인 용출시험에 의해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각 나라마다 해

당 용출시험법이 매립 환경에서 실제 용출 조건을 제대로 모사하고 있는

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고 이에 따른 개선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23].

유해 폐기물 판단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용출시험 방법으로는 미국의

TCLP가 있다. TCLP는 유해폐기물 판정을 위한 기존의 EP(Extraction 

Procedure) 독성 시험을 대체하고 매립제한지침(Land Disposal Restrictions)

과 같은 강화된 매립 규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1986년 미국 연방환경청

(US EPA)에 의하여 도입된 시험방법이다[14,24]. TCLP는 매립장 조건에

서 유해물질이 지하수로 용출되는 상황을 모사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지하수 이외의 노출경로로의 유해물질 유출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20]. 

이 시험방법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용출 농도를 평가

하는데 이용되어 왔다[24]. 매립 환경 및 폐기물 특성에 따라 TCLP가 유

해 폐기물 판정에 부적절한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주 정부와

협의하여 적합한 용출시험법을 결정하고 있다[20].

그런데 미국의 폐기물 유해성 평가 현황을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이 있다. 미국에서 폐기물의 유해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 이다. 하

나는 폐기물이 4 가지로 구분된 유해 특성(characteristics)을 가지고 있는

지를 고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EPA가 유해하다고 판단한 폐기물 목

록(list)에 포함되는지 검토하는 방법이다[8]. 전자에 의한 폐기물은 유해

특성 폐기물(characteristic hazardous waste)이라 하고 후자는 유해 목록 폐

기물(listed hazardous waste)라고 칭한다. 유해 특성 폐기물은 인화성

(ignitability), 부식성(corrosivity), 반응성(reactivity), 독성(toxicity) 4 종류가

있으며, 유해 목록 폐기물은 F-list, K-list, P-list, U-list 4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EPA는 어떠한 폐기물이 유해 목록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

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3 가지 기준(listing criteria)을 적용하였다[8,25]. 첫

번째는 앞서 설명한 4 가지 유해 특성 중 하나를 보이는가 이고, 두 번째

는 저용량에서도 인간에게 치명적인 물질을 함유하는가 이며 이러한 폐

기물은 급성 유해 폐기물(acute hazardous waste)라 하고 있다. 마지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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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유해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부적절하게 관리되었을 경우 인간과 환

경에 위협이 될 수 있는가 이며 이러한 폐기물은 통상 독성 폐기물(toxic 

waste)라고 한다. 이 때 독성 폐기물(toxic waste)은 유해 성분의 유해 특성

(nature of toxicity)과 함량 등을 고려하여 평가된다[25,26]. 따라서 유해 특

성 폐기물(characteristic hazardous waste)의 독성 폐기물 즉, toxicity 

characteristic waste와 유해 목록 폐기물(listed hazardous waste)의 독성 폐기

물 즉 toxic waste는 다르다[8,25,26]. 전자는 TCLP에 따른 유해 평가에 의

한 것이고 후자는 유해 성분의 함량에 기반을 두어 구분된 유해 폐기물

이다[8,25,26]. 유해 목록 폐기물(listed hazardous waste)의 지정 기준(listing 

criteria)은 폐기물 취급자가 유해성 평가를 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고 오

직 EPA가 유해 폐기물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다[8,26]. 

따라서 통상적으로 미국의 폐기물 유해성 평가는 TCLP 라는 용출시험법

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유해 폐기물 목록을 작

성할 경우에는 유해 성분의 함량이 인간과 환경에 유해한 수준인지를 평

가하고 있으므로 함량 평가방법 또한 적용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

다.

국내의 유해 폐기물에 대한 평가는 관계 법령 제정 당시부터 납, 시안

및 구리 등 유해 물질의 용출량을 기초로 실시하였다[27]. 국내의 경우도

용출시험은 대상 폐기물이 일반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다[28]. 용출시험의 세부 조건은 일본에서 채택한

방법을 참고로 제정되었다[29-31]. 한편, 당시 법률에서는 유해 폐기물에

대한 정의는 단지 그 종류만을 열거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유해 폐기물의

용출량 기준 수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동일하다

[27]. 따라서 용출시험에 따른 폐기물 유해성 평가는 폐기물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유해성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폐기물을 매립 처분하였을 경우

폐기물로부터 유해 물질이 용출되는 양이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수준

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의 경우는 미국과 같

은 기 목록화된 유해 폐기물은 없다. 폐기물관리법에서 폐농약 등 일부

유해 폐기물의 종류가 열거되고 있지만 그 체계가 미국의 유해 목록 폐

기물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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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에 대한 평가 방법은 폐기물을 화학

물질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유해 성분의 함량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방법

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바젤협약에서는 폐기물의 유해 특성에 대한

번호 체계를 UN의 위험물 분류 숫자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기술적인 유

해성 평가는 국제적인 조화를 위하여 GHS를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32]. OECD는 유해 폐기물 관련 규정은 바젤협약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33], EU의 경우도 폐기물 유해성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방법을 GHS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34].

1.4. 연구 목적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구성 유해 물질 함량과 용출 특

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폐기물 종류별 실태와 국내

시험방법이 TCLP 등 외국의 용출시험법과 비교하여 갖는 문제점에 집중

되어 폐기물이 갖는 유해성에 대한 평가는 드물다[23,29-31,35-37]. 유해

물질의 용출은 처분 환경에 따라 용출량에 차이가 나며[20], 용출량만을

기반으로 폐기물을 평가할 경우 폐기물이 재활용되는 경우에는 위해 관

리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38]. 따라서 유해 폐기물로부터 사람의 건

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화학 물질의 평가 사례에서와 같이 유해

성분의 함량을 기반으로 폐기물의 잠재적 건강 및 환경 유해성을 확인하

고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

로 유해 성분의 함량을 기반으로 한 유해성 평가와 용출량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를 수행하여, 현행 국내 폐기물 유해성 평가 방법이 갖는 유해

판단의 제한점을 확인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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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자료

연구를 위한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내 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구한 ‘유해폐기물 목록화 및 배출특성’ 결과를 사용하였다

[39-42]. 이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간 국내 제조 업종별 대표 사

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함량과 용출량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에서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대부분의

폐기물이 분석되었으나 폐내화물, 안정화처리물 등 일부 폐기물은 조사되

지 않았다. 또한 분석 대상 유해물질은 현행 국내법의 규제 물질 12종

(Hg·Pb·Cd· As·Cu·Cr(VI)·CN·기름성분·TCE·PCE·유기인·PCBs) 뿐만 아니라

미규제 대상 물질 11종(Sb·Ni·F·V·Ba·Zn·Be·Se·PAHs·HCHO·PCDD/PCDFs)

을 포함하여 총 23종 이었다. 이 중 무기물질류에 대한 함량 및 용출 시

험방법은 표 1과 같다[39-42].

이 연구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 중 현행 법률에서 폐기물의 구

성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폐기물 종류

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성분 분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의료폐기물, 폐

산 및 폐알칼리 등은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연구 대상 폐기물의

종류는 오니, 광재, 분진, 폐주물사, 소각재, 폐촉매, 폐흡착제 등 총 7종

이었다. 또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자료 중 함량과 용출량이 동시에 분석

된 유해 물질만을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즉, 함량만 측정한 다이옥신류와

용출량만을 측정한 TCE 등은 고려 대상 유해 물질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유해성 평가에 사용된 유해 물질은 니켈(Ni), 아연(Zn), 불소(F), 안

티몬(Sb), 바륨(Ba), 셀레늄(Se), 베릴륨(Be), 바나듐(V), 6가크롬(Cr(VI)), 카

드뮴(Cd), 구리(Cu), 납(Pb), 수은(Hg), 비소(As), 시안(CN) 총 15종이다. 이

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자료 중에서 폐기물 종류와 유해물질 분

석 조건을 만족하는 연구 대상 폐기물 시료는 총 321개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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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무기금속물질류 용출 및 함량 시험방법

구분
대상

항목
분석방법[전처리] 분 석 기 기

검출한계

(mg/L)

용

출

미
규
제
항
목

Ba,Be
Ni

Sb,Se
V,Zn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제2장 제3항
  - 질산(HNO3), 
질산(HNO3)-염산(HCl)분해

•질산(HNO3)-과염소산(HCl04) 분해
•질산(HNO3)-과산화수소산(H202) 분해

FAAS [Ni, Zn]
ICP-AES
 [Ba, Be, Cr, Ni, 

Sb, Se, V, Zn]

0.005~0.04*
0.0008~0.05˝

F •증류법 - 란탄-알리자닌콤플렉손법 UV-VIS 0.003～0.02

기
존
항
목

Cd,Cu
Pb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제2장 제3항
  - 질산(HNO3) 분해
  - 질산(HNO3)-과염소산(HCl04) 분해

FAAS
ICP-AES
ICP-MS

0.008~0.04
0.007~0.04

-

CN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제4장 제5항
  - 증류법(피리딘-피라졸론법) UV-VIS 0.01

Cr6+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제7장 제7항
  - 질산(HNO3)-황산(H2SO4) 분해

UV-VIS
FAAS
ICP-AES

0.002
0.01
0.007

Hg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제2장 제3항-   
환원기화

CVAAS
ICP-AES

0.0005
0.001

As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제2장 제5항 FAAS
ICP-AES

0.005
0.05

함

량

미
규
제
항
목

Ba,Be
Ni

Sb,V
Zn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제2장 제3항
  - 질산(HNO3) 분해
  - 질산(HNO3)-염산(HCl) 분해
•질산(HNO3)-불산(HF)-염산(HCl) 분해
•질산-과산화수소산(H202)-염산 분해

FAAS [Cr, Ni, Zn]
ICP-AES
 [Ba,Be,Cr,Ni,Sb,V, 

Zn]
ICP-MS
 [Be, Cr, Zn]

0.005~0.05*
0.0008~0.021˝

-

Se •질산(HNO3)-염산(HCl) 분해 ICP-AES 0.02~0.05˝

F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 제2장 제3항
  - 지르코늄-스팬드스법
•증류법 - 란탄-알리자닌콤플렉손법

UV-VIS 0.003～0.02
0.02～1.4

기
존
항
목

Cd,Cu
Pb

•질산(HNO3)-불산(HF)-염산(HCl) 분해
•질산(HNO3)-과산화수소산(H202)-염산
  (HCl)분해

FAAS
ICP-AES
ICP-MS

0.005~0.1*
0.0023~0.028˝

-
CN •증류[EPA9013A]  - 25 g 이하 UV-VIS 0.2

Cr6+

•알칼리분해[EPA3060]
  - 2.5 g 이하
  - 알칼리분해액(NaOH 20 

g/L+탄산나트륨 30g/L)

UV-VIS 0.5

Hg

•가압분해[EPA7471a]
  - 초음파분해법(HNO3:HF 또는 HNO3)
  - 알칼리분해액
  (H2SO4:HNO3:KMnO4=5mL:2mL:5mL)

CVAAS 0.0002*

As •질산(HNO3)-염산(HCl) 분해 ICP-AES 0.02~0.05˝

* IDL : instrument detection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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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함량 기반 평가

폐기물이 유해 구성성분을 특정 농도한계 이상 함유하여 해당 유해 특

성을 갖게 될 때 그 폐기물은 유해한 것으로 평가한다. 유해 특성의 종류

와 유해 특성별 농도 한계는 UN의 GHS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GHS에서는 물질의 유해성을 물리적 위험성(Physical hazards), 건강 유

해성(Health hazards), 환경 유해성(Environmental hazards)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물리적 위험성은 혼합물의 경우는 그 자체로 평가하고 유해 구성성

분의 함량을 기반으로 평가하지 않으므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와 유사하게 건강 유해성 중 흡인 유해성(Aspiration Toxicity)의 경우 해당

특성을 갖는 구성 성분의 함량뿐만 아니라 혼합물의 동적 점성도

(Kinematic viscosity)를 고려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유해성 평가는 실시하

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구 대상 유해 특성은 건강 유해성 중 급성독성

(Acute toxicity), 피부 부식성/자극성(Skin corrosion/irritation), 심한 눈 손상/

눈 자극성(Serious eye damage/eye irriation),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Respiratory or skin sensitization), 생식세포 변이원성(Germ cell 

mutagenicity), 발암성(Carcinogenicity), 생식독성(Reproductive toxicity), 특정

표적장기전신독성-1회노출(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single exposure), 특

정표적장기전신독성-반복노출(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repeated 

exposure)과 환경 유해성의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Acute(short-term) aquatic 

hazard) 및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Long-term aquatic hazard)이다. 이 11가지

유해 특성별 농도 한계와 세부 적용 방법은 부록에 나타내었다.

함량 기반 유해성 평가를 위해서 먼저 폐기물 구성성분의 유해성을 확

인한다. 연구 대상 자료에서 분석 물질은 총 15종으로 이들 물질 각각에

대한 유해성은 GHS에 따라 분류되어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로는 유독물 GHS 지원시스템(환경부), K-CIC(안전보

건공단), eChemPortal(OECD), ECHA C&L Inventory database(EU)이 있으

며, 이 중 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43-46].

구성성분의 유해성이 확인되면 연구 대상 폐기물 시료별로 11가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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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특성을 모두 평가한다. 이는 평가하고자 하는 유해 특성을 갖는 구성

성분을 확인하고, 이들의 상대 독성을 고려하여 함량을 합한 뒤 이를 유

해 특성의 한계 농도와 비교한다. 그 결과 함량 합이 한계 농도 이상일

경우 그 폐기물은 유해 특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유해하

다고 판단한다.

2.3.  용출량 기반 평가

폐기물의 유해 판단을 폐기물 중 유해 구성 성분의 용출량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방법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절차를 따른다. 즉, 폐기물을

폐기물 공정시험 방법에 따라 처리하고 유해물질의 용출양을 분석한 결

과와 해당 유해 물질별 용출 기준값을 비교하여 기준 이상이면 그 폐기

물은 유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현행 국내 법에서는 유해 특성의 종류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어떠한

유해 특성을 갖는 지에 대하여는 분류하지 않고 유해 여부에 대한 판단

만을 수행하였다. 용출량을 기반 평가에서 15종의 연구 대상 유해물질의

용출량 기준은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크롬, 시안 등 7개 물질

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정한 수치를 적용하였고, 여타 8개 물질은 현재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구 대상 자료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안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유해 물질별로 유해성 평가에 적용한 용출량

기준 수치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2.4. 평가 결과 비교분석

연구 대상 자료에 대하여 함량과 용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유

해성 평가 결과에 대하여 함량 기반 평가와 용출량 기반 평가의 일치도

를 비교하였다. 폐기물의 함량과 용출량간의 상관성은 유해 물질별로 분

석하고, 폐기물 종류별로도 구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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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많은 폐기물인 오니, 광재 및 분진만 분석하였다. 하나의 폐기물의

유해성에 대한 함량 기반 평가 방법과 용출량 기반 평가 결과의 일치도

는 일반 일치율(Percent Agreement)과 Kappa 계수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전산 처리는 R 2.13.1, SPSS 12.0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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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연구 대상 자료의 특성

연구 대상 자료의 폐기물 분석 결과를 폐기물 종류별로 표 2와 표 3에

나타내었다. 시료는 총 321개 이며, 폐기물 종류별로는 오니 193개, 광재

40개, 분진 67개, 폐주물사 3개, 소각재 16개, 폐촉매 1개, 폐흡착제 1개로

오니, 광재, 분진이 93%이며 여타 폐기물 시료는 일부에 불과하였다. 대

상 폐기물 시료는 폐기물관리법상 분류인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모

두 포함하고 있으나 법률상 건설공사로 발생되는 폐기물인 건설폐기물은

제외하고 있다. 국내에서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폐기물의 총 발생

량은 2010년을 기준으로 53,675천톤이다[47,48]. 폐기물 종류별로는 오니

11,252천톤(21.0%), 광재 14,601천톤(27.2%), 분진 1,787천톤(3.3%), 폐주물

사 1,807천톤(3.4%), 소각재 1,729천톤(3.2%), 폐촉매 56천톤(0.1%), 폐흡착

제 125천톤(0.2%)로 대상 자료의 폐기물 종류는 전체 발생량의 58.4%에

해당한다[47,78]. 특히, 연구 대상 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니, 광재

및 분진의 발생량은 사업장폐기물 총 발생량의 과반이 넘는 51.5%에 달

한다.

폐기물 중 15개 유해 성분의 함량 특성은 아연, 납 및 구리가 평균 1% 

이상, 니켈은 0.1% 이상이며 여타 성분은 0.1% 미만 미량 함유하고 있었

다. 폐기물 종류별로는 오니의 경우 평균 1% 이상 함유 물질은 없었으며

구리, 아연, 니켈, 납 및 불소가 0.1% 이상 이었고 여타 물질의 함유량은

미량이었다. 광재의 경우는 전체 폐기물 시료의 유해 성분 함량 분포와

유사하였다. 분진은 아연과 납이 1% 이상이었고, 0.1% 이상 성분은 구리

와 니켈이었다. 기타 폐기물 종류는 시료 수가 많지 않아서 비교 판단이

어려웠으나 1% 이상 함유한 성분은 폐주물사에서는 니켈이었고 소각재

의 경우는 납이었다. 폐촉매와 폐흡착제의 경우 6가크롬 함량은 총 크롬

함량이 기준 이하여서 분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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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중 유해 성분 용출 특성은 1 mg/L 이상 용출되는 성분은 함량

특성과 유사하게 아연, 납, 불소, 니켈 및 구리였으며 이중 불소가 다소

특징적이었다. 폐기물 종류별로는 오니의 경우 아연, 구리, 불소가 1 mg/L 

이상 용출되었으며, 광재의 경우 아연 용출량이 10 mg/L 이상이었고 납, 

바나듐 및 불소가 1mg/L 이상 용출되었다. 분진에서는 아연, 납 및 니켈이

10 mg/L 이상 용출되었고 불소, 바나듐, 카드뮴, 시안의 용출량은 1 mg/L 

이상으로 여타 폐기물 종류에 비해 구성 성분의 용출량이 많았다. 소각재

의 경우 납이 평균 10 mg/L 이상 용출되었으나, 이는 2개 시료에서 100 

mg/L 이상 용출된 결과로 대부분 시료는 1 mg/L 이하였다. 폐촉매와 폐흡

착제의 경우 6가크롬의 용출량은 함량과 마찬가지로 분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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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폐기물 중 유해 구성성분 함량

폐기물 n Ni Zn F Sb Ba Se Be V Cr6+ Cd Cu Pb Hg As CN

전체 321 1823.01
(76809.4)

20480.61
(78979.6)

851.82
(2136.2)

81.90
(444.8)

534.12
(2515.2)

22.36
(102.8)

1.18
(8.1)

275.94
(2243.5)

137.03
(1121.4)

88.47
(882.2)

10104.69
(55603.0)

16907.40
(110905.7)

2.04
(19.2)

7.32
(33.5)

112.59
(715.9)

오니 193 2117.75
(9148.5)

6757.71
(21452.8)

1055.29
(2324.13)

39.38
(150.4)

681.54
(3171.6)

16.16
(77.8)

1.18
(9.9)

350.07
(2838.3)

177.83
(1413.3)

90.84
(1120.3)

8142.04
(36466.1)

1453.24
(8523.3)

2.49
(24.4)

7.09
(41.2)

32.09
(103.3)

광재 40 1002.14
(3051.3)

45217.21
(137906.7)

471.41
(1102.69)

41.64
(153.6)

369.25
(1192.2)

35.62
(110.2)

1.57
(5.0)

136.96
(683.0)

0.00
(0.0)

11.99
(49.6)

37325.91
(135555.5)

60399.13
(252951.5)

0.01
(0.0)

3.64
(12.0)

50.67
(89.2)

분진 67 1157.80
(2734.2)

50549.18
(125420.1)

655.00
(2298.09)

194.71
(896.0)

138.67
(288.2)

20.38
(73.1)

1.21
(4.4)

226.71
(800.7)

149.72
(619.0)

144.65
(31.3)

3033.02
(14542.9)

34587.99
(135047.3)

2.43
(6.9)

10.21
(18.8)

348.47
(1518.9)

폐

주물사
3 15395.69

(25370.4)
387.36
(670.9)

19.67
(14.31)

133.77
(208.0)

0.00
(0.0)

397.15
(687.9)

0.15
(0.3)

0.04
(0.1)

0.00
(0.0)

0.54
(0.67)

0.57
(1.0)

140.64
(138.5)

0.01
(0.01)

2.31
(1.40)

914.26
(869.5)

소각재 16 788.50
1026.2)

4578.89
(4719.1)

291.09
(479.85)

233.51
(472.9)

969.05
(899.9)

4.79
(12.3)

0.28
(0.5)

21.54
(30.9)

2.06
(5.1)

42.41
(114.3)

1896.77
(3225.3)

25813.57
(71928.8)

0.74
(1.6)

9.14
(13.5)

109.40
(133.9)

폐촉매 1 0.00
(NA)

71.79
(NA)

1238.11
(NA)

0.00
(NA)

0.00
(NA)

0.00
(NA)

0.00
(NA)

0.00
(NA)

-
(NA)

15.07
(NA)

0.00
(NA)

0.00
(NA)

0.01
(NA)

0.00
(NA)

0.00
(NA)

폐

흡착제
1 0.00

(NA)
59.01
(NA)

1068.36
(NA)

0.00
(NA)

349.48
(NA)

0.00
(NA)

0.00
(NA)

0.00
(NA)

-
(NA)

0.00
(NA)

37.48
(NA)

0.00
(NA)

0.02
(NA)

0.00
(NA)

0.00
(NA)

* 평균(표준편차)
* 단위 :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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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폐기물 중 유해 구성성분 용출량

폐기물 n Ni Zn F Sb Ba Se Be V Cr6+ Cd Cu Pb Hg As CN

전체 321 3.23
(35.4)

11.31
(56.3)

3.34
(26.4)

0.11
(0.9)

0.41
(1.9)

0.05
(0.2)

0.00
(0.1)

2.09
(16.5)

0.21
(1.7)

0.48
(4.1)

1.35
(1.1)

8.05
(64.7)

0.05
(0.4)

0.07
(0.5)

0.60
(6.2)

오니 193 0.48
(2.1)

6.67
(43.3)

1.71
(3.1)

0.03
(0.1)

0.23
(0.5)

0.02
(0.1)

0.00
(0.1)

0.96
(10.1)

0.00
(0.0)

0.01
(0.1)

2.04
(14.6)

0.61
(7.1)

0.00
(0.1)

0.06
(0.5)

0.10
(0.4)

광재 40
0.10
(0.2)

11.95
(62.2)

1.77
(6.7)

0.08
(0.2)

0.82
(2.8)

0.08
(0.2)

0.00
(0.0)

2.25
(14.2)

0.00
(0.0)

0.00
(0.0)

0.07
(0.2)

3.11
(11.9)

0.0
(0.0)

0.10
(0.4)

0.14
(0.2)

분진 67
13.8

(77.0)
27.39
(85.2)

9.98
(57.1)

0.35
(1.9)

0.31
(1.2)

0.12
(0.4)

0.01
(0.1)

5.88
(29.7)

0.79
(3.2)

2.27
(8.8)

0.43
(1.4)

13.99
(74.2)

0.22
(0.8)

0.11
(0.6)

2.14
(13.3)

폐

주물사
3 0.68

(0.4)
0.35
(0.6)

0.05
(0.0)

0.05
(0.0)

0.00
(0.0)

0.03
(0.1)

0.00
(0.0)

0.01
(0.0)

0.00
(0.0)

0.00
(0.0)

0.00
(0.0)

0.08
(0.1)

0.00
(0.0)

0.00
(0.0)

2.29
(2.1)

소각재 16 0.81
(1.4)

1.73
(2.9)

0.09
(0.1)

0.10
(0.1)

2.21
(6.4)

0.07
(0.2)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26
(0.7)

87.87
(237.1)

0.00
(0.0)

0.01
(0.0)

0.73
(1.2)

폐촉매 1
0.00

(NA)
0.00

(NA)
0.00

(NA)
0.00

(NA)
0.00

(NA)
0.00

(NA)
0.00

(NA)
0.00

(NA)
-

(NA)
0.00

(NA)
0.00

(NA)
0.00

(NA)
0.00

(NA)
0.00

(NA)
0.00

(NA)

폐

흡착제
1

0.00
(NA)

0.32
(NA)

0.26
(NA)

0.00
(NA)

0.00
(NA)

0.00
(NA)

0.00
(NA)

0.00
(NA)

-
(NA)

0.00
(NA)

0.03
(NA)

0.00
(NA)

0.00
(NA)

0.00
(NA)

0.00
(NA)

* 평균(표준편차)
* 단위 : mg/L



17

 3.2. 함량기반 평가

표 4 는 15 개 구성 성분에 대하여 GHS에 따른 11 가지 연구 대상 유

해 특성을 분류한 결과이다. 기술된 유해 특성 중 구분은 유해 정도에 관

한 것으로 구분 1이 가장 높은 유해성을 의미한다. 모든 구성 성분은 하

나 이상의 건강 유해성을 갖고 있었으며, 환경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 성

분은 아연, 바륨, 셀레늄, 베릴륨, 바나듐, 6가크롬, 카드뮴, 구리, 수은, 비

소, 시안 등 총 11종 이었다. 15개 성분의 평균적으로 5개 정도의 유해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6가크롬, 카드뮴, 수은 및 바륨이 6 종류 이상의

많은 유해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폐기물 중 유해 구성 성분의 함량에 기반하여 GHS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폐기물의 유해성을 평가한 결과는 표 5 와 같다. 함량 기반 유해성

평가 결과 전체 321개 시료 중 69%인 220개의 시료가 유해한 것으로 판

단되었으며 31% 시료는 비유해로 평가되었다. 오니와 광재의 경우 평가

결과 유해 시료의 비율이 이와 유사하였으며, 분진의 경우는 유해 판단

비율이 79%였고 21%가 비유해 폐기물로 평가되었다. 여타 폐기물 종류

의 경우 대상 시료에서 대부분 유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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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구성 성분별 유해특성

구성 성분 유해 특성

Ni

- 호흡기 과민성 : 구분1
- 피부 과민성 : 구분1
- 발암성 : 구분2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1
-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1

Zn
- 급성 독성(경구) : 구분4
-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F

- 급성 독성(흡입: 가스) : 구분1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2
- 생식독성 : 구분2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1
-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1

Sb -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2

Ba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2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2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3(호흡기계 자극)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3

Se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1
-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1
-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Be

- 호흡기 과민성 : 구분1
- 피부 과민성 : 구분1
- 발암성 : 구분1A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1
-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1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4

V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2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2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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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구성 성분별 유해특성 (계속)

구성 성분 유해 특성

Cr(Ⅵ)1)

- 급성 독성(경구) : 구분3
- 급성 독성(경피) : 구분4
- 급성 독성(흡입: 분진/미스트) : 구분2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1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1
- 호흡기 과민성 : 구분1
- 피부 과민성 : 구분1
- 발암성 : 구분1A
- 생식세포 변이원성 : 구분1B
- 생식독성 : 구분1B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1
-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1
-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Cd

- 급성 독성(경구) : 구분4
- 급성 독성(흡입: 분진/미스트) : 구분1
- 발암성 : 구분1A
- 생식세포 변이원성 : 구분2
- 생식독성 : 구분2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1
-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1
-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Cu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3(호흡기계 자극)
-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1
-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Pb

- 발암성 : 구분2
- 생식세포 변이원성 : 구분2
- 생식독성 : 구분1A
-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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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구성 성분별 유해특성 (계속)

구성 성분 유해 특성

Hg

- 피부 과민성 : 구분1
- 생식세포 변이원성 : 구분2
- 생식독성 : 구분1A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1
-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1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4

As

- 급성 독성(경구) : 구분4
- 발암성 : 구분1A
- 생식독성 : 구분1A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4

CN2)

- 급성 독성(경구) : 구분1
- 급성 독성(경피) : 구분1
- 급성 독성(흡입: 증기) : 구분1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2
- 생식독성 : 구분2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1
-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1
-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1) 중크롬산칼륨(Cr2K2O7), 크롬산아연(ZnCrO4)
2) 시안화수소(HCN), 시안화나트륨(NaCN), 시안화칼륨(K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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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함량 기반 유해성 평가 결과

폐기물 n (%) 유해 비유해

전체 321 (100) 220  (69) 101 (31)

오니 193 (100) 121  (63) 72 (37)

광재 40 (100) 26  (65) 14 (35)

분진 67 (100) 53  (79) 14 (21)

폐주물사 3 (100)  3 (100) 0  (0)

소각재 16 (100) 15  (94) 1  (6)

폐촉매 1 (100) 1 (100) 0  (0)

폐흡착재 1 (100) 1 (1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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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용출량 기반 평가

폐기물의 유해성에 대한 용출량 기반 평가 방법은 폐기물 중 유해 성

분의 용출량을 정해진 기준 수치와 비교하여 판단한다. 표 6 은 연구 대

상 폐기물 시료에 대한 용출량 기반 유해성 평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용출량 기반 평가는 함량 기반 평가 결과와는 상반되게 비유해 판단의

경우가 더 많았다. 전체 321개 시료 중 22%인 70개가 유해하였으며, 78%

인 251개 시료는 비유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오니의 경우는 유해 판단

비율은 12%로 나타났다. 광재는 이와 유사하였으며, 분진은 이보다는 다

소 높은 49%가 유해한 폐기물로 평가되었다. 여타 폐기물의 경우 폐주물

사를 제외하고는 유해보다는 비유해로 평가된 경우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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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용출량 기반 유해성 평가 결과

폐기물 n (%) 유해 비유해

전체 321 (100) 70  (22) 251  (78)

오니 193 (100) 24  (12) 169  (88)

광재 40 (100) 35  (13) 5  (88)

분진 67 (100) 33  (49) 34  (51)

폐주물사 3 (100)  3 (100) 0   (0)

소각재 16 (100) 5  (31) 11  (69)

폐촉매 1 (100) 0   (0) 1 (100)

폐흡착재 1 (100) 0   (0)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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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함량과 용출량의 상관관계

폐기물의 유해 구성 성분별로 그 함량과 용출량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

과 표 7 에서와 같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15종의 성분 중 시안

(r=0.922, p<0.001), 셀레늄(r=0.908, p<0.001) 및 안티몬(r=0.752, p<0.001)은

강한 양의 상관성을 나타냈고, 구리(r=0.264, p<0.001)와 베릴륨(r=0.167, 

p=0.003)은 약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여타 니켈(r=0.555, p<0.001), 

아연(r=0.386, p<0.001) 등 10종의 구성 성분은 보통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유해 성분에 대하여 폐기물 종류별로 구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도 폐기물 전체의 상관성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분진에서 불소의 함량

과 용출량은 상관관계(r=0.866, p<0.001)가 보다 높았으며, 광재에 함유된

비소의 함량과 그 용출량 또한 높은 상관성(r=0.912, p<0.001)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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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폐기물 구성 성분 함량과 용출량 사이의 Spearman 상관계수

구성 성분 폐기물 n 상관계수 r p-value

Ni 321 0.555 < 0.001

오니 193 0.552 < 0.001
광재 40 0.633 < 0.001
분진 67 0.541 < 0.001

Zn 321 0.386 < 0.001

오니 193 0.319 < 0.001
광재 40 0.282 0.078
분진 67 0.485 < 0.001

F 321 0.301 < 0.001

오니 193 0.070 0.336
광재 40 0.362 0.022
분진 67 0.866 < 0.001

Sb 321 0.752 < 0.001

오니 193 0.744 < 0.001
광재 40 0.850 < 0.001
분진 67 0.623 < 0.001

Ba 321 0.625 < 0.001

오니 193 0.657 < 0.001
광재 40 0.575 < 0.001
분진 67 0.554 < 0.001

Se 321 0.908 < 0.001

오니 193 0.880 < 0.001
광재 40 0.931 < 0.001
분진 67 0.909 < 0.001

Be 321 0.167 0.003

오니 193 0.169 0.019
광재 40 NA NA
분진 67 0.230 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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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폐기물 구성 성분 함량과 용출량 사이의 Spearman 상관계수 (계속)

구성 성분 폐기물 n 상관계수 r p-value

V 321 0.471 < 0.001
오니 193 0.544 < 0.001
광재 40 0.255 0.113
분진 67 0.398 < 0.001

Cr(Ⅵ) 202 0.652 < 0.001
오니 106 0.553 < 0.001
광재 28 NA NA
분진 55 0.666 < 0.001

Cd 321 0.426 < 0.001
오니 193 0.388 < 0.001
광재 40 0.180 0.265
분진 63 0.603 < 0.001

Cu 319 0.264 < 0.001
오니 193 0.316 < 0.001
광재 38 0.136 0.415
분진 67 0.197 0.109

Pb 321 0.658 < 0.001
오니 193 0.528 < 0.001
광재 40 0.714 < 0.001
분진 67 0.744 < 0.001

Hg 321 0.313 < 0.001
오니 193 0.259 < 0.001
광재 40 0.144 0.374
분진 67 0.450 < 0.001

As 321 0.482 < 0.001
오니 193 0.635 < 0.001
광재 40 0.912 < 0.001
분진 67 0.082 0.509

CN 311 0.922 < 0.001
오니 183 0.875 < 0.001
광재 40 0.986 < 0.001
분진 67 0.953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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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평가 방법의 일치도

총 321개 폐기물 중 함량 기반 평가에 의한 유해 폐기물은 220개로

68.5%이나 용출량 기반 평가의 유해 폐기물은 70개로 21.8%이었다. 두

가지 평가 방법 모두 ‘유해’로 평가된 시료는 62개로 19.3%였으며, 모두

‘비유해’로 판단된 경우는 29.0%인 93개 이었다. 이에 따라 함량 평가와

용출량 평가 결과가 모두 일치한 시료는 155개로 총 312개 시료에 대한

두 가지 평가의 일반 일치율(percent agreement)는 48.3%였다. Kappa계수는

0.145로 미약한 일치도를 보였다. Kappa 계수는 일반적으로 구간별로 해

석된다. Kappa 계수가 0 미만인 경우 ‘poor agreement’이며, 0.0 – 0.20 은

‘slight agreement’, 0.21 - 0.40 은 ‘fair agreement’, 0.41 – 0.60 은 ‘moderate 

agreement’, 0.61 – 0.80 은 ‘substantial agreement’, 0.81 – 1.00 은 ‘almost 

perfect agreement’ 로 이해된다[49]. Kappa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가설

검정을 통하여 계산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현실 상황에서 두 가지 평가의

일치도는 우연에 의한 것보다는 높으므로 Kappa 계수가 0 이라는 귀무가

설은 의미가 없다[50]. 따라서 Kappa 계수의 p값은 표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50].

표 8 에 폐기물 종류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함께 나타내었다. 오

니에 대하여 평가 방법별로 결과가 동일한 시료는 총 193개 중 86개로

일반 일치율은 44.6%였다. 세부적으로 두 가지 평가 방법 모두 ‘유해’로

평가된 시료는 19개로 9.8%, 모두 ‘비유해’로 평가된 시료는 67개로

34.7%였다. Kappa 계수는 0.069 이었다. 광재의 경우 일반 일치율은

42.5%를 보였다. 분진은 평가 결과 모두 ‘유해’한 경우가 31개로 총 67개

중 46.3%였고, 모두 ‘비유해’한 시료는 12개로 17.9%였다. 이에 따라 일

반 일치도는 광재와 오니에 비하여 높은 64.2% 이었고, Kappa 계수도

0.290로 나타났다. 소각재는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제일 낮아서 일반 일치

율이 37.5%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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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함량 기반 평가와 용출량 기반 평가간의 일치도

폐기물 n 용출량

평가(%)

함량 평가(%)
계

일반

일치율

,%

Kappa 계수
(95% CI)유해 비유해

전체 321

유해 62(19.3) 8(2.5) 70(21.8)

48.3 0.145
(0.084,0.206)비유해 158(49.2) 93(29.0) 251(78.2)

계 220(68.5) 101(31.5) 321(100)

오니 193

유해 19(9.8) 5(2.6) 24(12.4)

44.6 0.069
(-0.002,0.140)비유해 102(52.8) 67(34.7) 169(87.6)

계 121(62.7) 72(37.3) 193(100)

광재 40

유해 4(10.0) 1(2.5) 5(12.5)

42.5 0.061
(-0.086,0.208)비유해 22(55.0) 13(32.5) 35(87.5)

계 26(65.0) 14(35.0) 40(100)

분진 67

유해 31(46.3) 2(3.0) 33(49.3)

64.2 0.290
(0.106,0.474)비유해 22(32.8) 12(17.9) 34(50.7)

계 53(79.1) 14(20.9) 67(100)

소각재 16

유해 5(31.3) 0(0.0) 5(31.3)

37.5 0.059
(-0.063,0.181)비유해 10(62.5) 1(6.3) 11(68.8)

계 15(93.8) 1(6.3) 1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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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국내 사업장폐기물 중 유해물질의 함량과 용출량 사이에 상관성이 관

찰되었다(p<0.01). 용출 정도의 차이는 폐기물에 존재하는 유해 성분의 결

합형태 및 pH에 따른 용해도 차이로 나타난다[51-54]. 현행 폐기물공정시

험기준은 TCLP와 비교하였을 경우 함량 대비 용출량의 비율인 용출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3,29,31,34-37]. 이러한 차이로 함량과 용출량의

상관성이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 된다. 물질의 용출량은 함

량과 선형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정도는 유해 물질별로 달리 나타

난다. 시안, 셀레늄, 안티몬은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현행 법률

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를 토대로 물질의 함량을 추정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으나, 구리와 베릴륨의 경우 상관관계가 낮으므로 함량과 용출량의

단순 비율인 용출율을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폐기물의 유해 판단에 관하여 함량을 기반으로 한 평가와 용출량을 기

반으로 한 평가의 일치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두 가지 유해성 평

가의 일반 일치율은 48.3%로 평가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

고, Kappa 계수의 경우는 0.145로 일치도가 미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

치도의 의미 있는 비교와 해석을 위해서는 일반 일치율과 Kappa 계수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데, 두 가지 유해성 평가의 일반 일치율은 중간 정

도임에 비해 Kappa 계수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Kappa 계

수는 우연에 의한 일치를 배제한 두 관찰 또는 두 검사 간의 일치도를

나타낸다[55]. 따라서 일반 일치율 48.3% 에는 우연한 일치의 경우도 상

당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폐기물 종류별로는 분진의 경우가 여타 폐기물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 일치율인 64.2%로 나타났으며 Kappa 계수

도 0.290 이었다. 분진의 경우 오니 또는 광재에 비해 중금속 등의 용출

이 잘 되며 본 연구에서도 많은 경우 상관계수가 더 높았다. 따라서 용출

량 기반의 평가에서 여타 폐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해 판단의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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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평가 결과가 일치하지 경우는 함량 기반 평가에서는 유해이나 용

출량 기반 평가에서는 비유해로 판단한 경우와 반대로 함량 평가에서는

비유해하다고 평가하였으나 용출량 평가로는 유해한 결과가 나온 경우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전자의 경우가 전체 대비 49.2%이고 후자의

경우는 2.5%로 폐기물에 대하여 유해 물질의 함량 관점에서는 유해 특성

을 가지고 있는 폐기물이나 용출량이 기준 이하여서 유해 폐기물로 분류

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즉, 국내의 용출량 기반

유해성 평가로는 바젤 협약 및 EU에서는 유해 폐기물로 평가되는 폐기

물이 국내에서는 비유해 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한편, 유해 물질의 함량 관점에서는 유해하다 할 수 없으

나 용출 특성이 높아 유해 폐기물이 되는 경우는 전체 321개 시료 중 8

개 였는데, 용출 기준을 초과한 물질이 수은 4개, 바나듐 2개, 구리와 시

안이 각각 1개로 수은이 문제가 된 사례가 많았다. 이를 통하여 유해물질

의 함량을 기반으로 유해성을 평가할 때는 수은이 함유 되었을 경우 용

출 특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유해물질 용출량에 따라 폐기물의 유해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현행 국

내 폐기물관리법에서 채택하고 있다. 유해 물질의 용출량은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 특별히 중요한 특성이다. 현재 국내에서 폐기물의 최종 처분은

매립과 해역 배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10], 최종 처분장에서의

폐기물 중 유해 물질의 거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해 물질의 용출 특

성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유해 물질의 용출 정도만으로는

폐기물이 재활용이 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충분한 정보가 되지

않는다. 2010년 한 해 국내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발생량은 건설폐기물을

포함하여 115,338천톤이다[47]. 발생된 폐기물은 매립, 소각, 재활용 및 해

역 배출되는데, 매립량은 9,310천톤, 소각량은 3,249천톤, 재활용은

100,239천톤, 해역배출은 2,538천톤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 재활용되는 비

율은 87%에 달한다[47]. 유해 폐기물인 지정 폐기물 경우도 발생량은 총

3,463천톤이 발생하여 매립되는 양은 668천톤 인데 반해 재활용되는 폐기

물은 1,944천톤으로 발생량 대비 56%의 유해 폐기물이 재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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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따라서 폐기물에 대한 용출 평가는 국내의 폐기물 처리 실태를 고

려할 때 위해 관리 측면에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유해 물질의 함유량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폐기물임에도 현행 용출량 기준은 만족하여 특별한

조치 없이 단순 재활용되는 사례가 매우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이 처리되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유해 물질의 용

출량뿐만 아니라 함량을 기반으로 한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리 방

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국내 폐기물 분석 대상 물질은 총 11 가지이다[4]. 이 중 기름

성분은 함량으로 관리하고 여타 10가지 물질은 용출량을 분석한다. 이러

한 항목은 1991년 처음 제정된 이후에 변화가 없이 시행되고 있다[4]. 반

면 미국은 용출 분석 대상 물질이 40 가지이고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25 가지이다[8,9]. 이처럼 국내의 용출 분석 대상 물질의 확대가 미진하였

던 이유는 국내 용출 시험법에 문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 사례가 그 동안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물질 항목의 추가가 가져올

사회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21-23,29-31,35-37]. 즉, 국내의 용

출량 기반 평가는 정책 결정 구조상 연구 발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분

석 물질 반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내 여건 하에서 현

재의 용출 기반 유해성 평가는 나노 폐기물 등 산업 발전에 따라 발생

하는 신규 폐기물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 관리 측면에서 시의 적

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반면, 함량을 기반으로 하로 하는

유해성 평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 폐기물이

어떠한 유해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분석된 유해 구성

성분은 모두 고려하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성 성분에 대한 분석

가능 여부만 제약되지 않는 다면 이론적으로 모든 종류의 폐기물에 대하

여 유해 여부 판단이 가능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함량 기반 유해성 평가는 모든 종류의 처리 형태에

대응하고 새로운 형태의 폐기물 출현에 대하여도 유연하고 적절하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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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할 수 있는 체계이며, 이러한 함량 기반 평가의 장점이 용출량 기반 평

가에서는 단점이 된다. 그런데 현행 용출량 기반 평가의 결과가 이러한

함량 평가 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면 이러한 단점이 크게 문제가 되

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두 가지 평가 방법

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훨씬 많으며, 유해 판정 측면에서 용

출 평가는 함량 평가를 대신할 수 없다. 이는 현행 용출 시험법이 함량과

용출량의 상관관계를 강하게 나타낼 정도가 되지 않는 점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유해성 평가를 위해 고려한 물질이 15종이라

는 점이다. 바젤 협약에서는 유해 폐기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구성 성분으로 27가지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5]. 이 중 중

금속류는 상당 부분 본 연구의 유해성 평가에서 사용되었으나 유기 화학

물질은 분석 자료가 미비하여 고려하지 못하였다. 특히, 폐기물 중의 휘

발성 유기 화학물질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노출 경로가 중금속류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물질은 위해 관리 측면에서 유해성 평가에 포함

되는 것이 필요하다[20].

또한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유해성 평가에 대하여 오니, 광재, 분진, 소

각재에 대하여만 일치도를 수행하였다. 이 4가지 폐기물은 제조 사업장에

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56.8%를 차지할 정도이지만 산업 현장에서 발생되

는 폐기물 종류 매우 다양하여 현행 법률에서도 20여 가지 이상으로 구

분하고 있다[10,47]. 따라서 폐기물 종류별로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유

해성 평가 결과의 차이는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국내 사업장 폐기물 발

생 건수 중 4가지 폐기물의 발생 건수는 관련 통계가 없어 확인할 수 없

었다. 따라서 유해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 중 본 연구의 대상 자료가 대표

하는 정도는 더욱 판단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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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유해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을 가

진 폐기물이다. 폐기물은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

활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폐기물의 위해 관리를 위해서는 폐기물

이 어느 정도의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폐기물의 유해성에 대하여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해물질의

용출량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와 바젤 협약에서 권고하고 있는 유해물질

함량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를 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폐기물 중 유해물질의 함량과 용출량 사이에는 강한 상관성이 존재하

지는 않으며 유해 물질별로 상관관계에 차이가 있다(p<0.01). 폐기물의 유

해성에 대한 용출량 기반 평가와 함량 기반 평가 결과의 일치도는 미약

하며(Kappa 계수=0.145), 결과 불일치의 대부분은 함량 평가에서는 유해

하나 용출량 평가에서 비유해로 판정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국내의 용출

량 기반 유해성 평가는 바젤 협약에서는 유해 폐기물로 평가는 폐기물을

비유해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재활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장폐기물의 위해 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 국내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평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가는 폐기물의 유해 특성을 기

준으로 유해 폐기물 목록을 제시하고, 목록에 없거나 기타 사유로 유해성

평가가 필요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폐기물을 재활용할 경우 유해 물질

의 함량을 기반으로 유해성에 대한 평가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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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유해 특성별 농도 한계

1. 건강유해성

1.1. 급성독성

분류된 성분 혼합물 분류 농도한계

급성 구분1/2 0.1%

급성 구분3 3%

급성 구분4 25%

* 급성 독성 예측 산식을 통해 독성값을 추정해야 하나 모르는 구성성분

의 비율이 99%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인 폐기물에는 부적합하다. 따라

서, 유럽연합의 유해폐기물 분류 사례를 적용하여 해당 구분별로 성분

합이 제시된 농도한계 이상인 경우 급성독성 유해성이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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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피부부식성/자극성

분류된 성분의 합

혼합물의 분류 등급에 대한 농도

피부부식성 피부자극성

구분1 구분2 구분3

피부 구분1 ≥5% ≥1%, <5%

피부 구분2 ≥10% ≥1%, <10%

피부 구분3 ≥10%

(10 × 피부 구분1) + 피부
구분2 ≥10% ≥1%, <10%

(10 × 피부 구분1) + 피부
구분2 + 피부 구분3 ≥10%

1.3. 심한 눈 손상/자극성

구성 성분 합계에 대한 분류

혼합물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농도

비가역적 눈 영향 가역적 눈 영향

구분1 구분2

눈 또는 피부 구분1 ≥3% ≥1%, <3%

눈 구분2/2A ≥10%

(10 × 눈 구분1) + 눈
구분2/2A ≥10%

피부 구분1 + 눈 구분1 ≥3% ≥1%, <3%

10 × (피부 구분1 + 눈
구분1) + 눈 구분 2A/2B)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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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성분의 분류
혼합물 분류 농도한계

피부 과민성 물질 호흡기 과민성 물질

피부 과민성 물질 ≥0.1%

호흡기 과민성 물질 ≥0.1%

1.5. 생식세포 변이원성

구성성분의 분류
혼합물 분류에 기여하는 농도한계

변이원성 구분 1 변이원성 구분 2

변이원성 구분 1 ≥0.1%

변이원성 구분 2 ≥1.0%

1.6. 발암성

분류된 구성성분
혼합물 분류에 기여하는 농도한계

발암성 구분 1 발암성 구분 2

발암성 구분 1 ≥0.1%

발암성 구분 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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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생식독성

분류된 구성성분
혼합물 분류 농도한계

생식독성 구분1 생식독성 구분2

생식독성 구분1 ≥0.1%

생식독성 구분2 ≥0.1%

1.8. 특정표적장기전신독성 -1회노출

분류된 구성성분

혼합물 분류 농도한계

표적장기전신독성

물질 구분1
표적장기전신독성

물질 구분2

표적장기전신독성물질 구분1 ≥1.0%

표적장기전신독성물질 구분2 ≥1.0%

1.9. 특정표적장기전신독성 -반복노출

분류된 구성성분

혼합물 분류 농도한계

표적장기전신독성

물질 구분1
표적장기전신독성

물질 구분2

표적장기전신독성물질 구분1 ≥1.0%

표적장기전신독성물질 구분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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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유해성

2.1. 급성유해성

분류된 성분의 합계
혼합물의

분류

급성1 × M*   >25% 급성1

(M* × 10 × 급성1) + 급성2   >25% 급성2

(M* × 100 × 급성1) + (10 × 급성2) + 급성3  >25% 급성3

  * 곱셈계수(M factor) : L(E)C50이 1 mg/L이하인 급성1 성분에 대한 가중치

2.2. 만성유해성

분류된 성분의 합계
혼합물의

분류

만성1 × M*   >25% 만성1

(M* × 10 × 만성1) + 만성2   >25% 만성2

(M* × 100 × 만성1) + (10 × 만성2) + 만성3  >25% 만성3

만성1 + 만성2 + 만성3 + 만성4   >25% 만성4

  * 곱셈계수(M factor) : L(E)C50이 1 mg/L이하인 급성1 성분에 대한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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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유해 특성별 해당 구성 성분(15개 성분 기준)

유해 특성 해당 구성물질(구분 등급)

급성독성

Zn(경구:4), F(흡입:1), Cr6+(경구:3, 
경피:4, 흡입:2), Cd(경구:4, 흡입:1), 
As(경구:4), CN-(경구:1, 경피:1, 흡입:1)

피부 부식성/자극성 Ba(2), V(2), Cr6+(1)
심한 눈 손상/자극성 F(2), Ba(2), V(2), Cr6+(1), CN-(2)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Ni(1), Be(1), Cr6+(1), Hg(1)
생식세포 변이원성 Cr6+(1), Cd(2), Pb(2), Hg(2)

발암성
Ni(2), Be(1), Cr6+(1), Cd(1), Pb(2), 
As(1)

생식독성
F(2), Cr6+(1), Cd(2), Pb(1), Hg(1), As(1), 
CN-(2)

특정표적장기전신독성

 - 1회노출
Ni(1), F(1), Ba(3), Se(1), Be(1), Cr6+(1), 
Cd(1), Cu(3), Hg(1), CN-(1)

특정표적장기전신독성

 - 반복노출
Ni(1), F(1), Sb(2), Se(1), Be(1), Cr6+(1), 
Cd(1), Cu(1), Pb(1), Hg(1), CN-(1)

환경 급성유해성
Zn(1), Se(1), Cr6+(1), Cd(1), Cu(1), 
CN-(1)

환경 만성유해성
Zn(1), Ba(3), Se(1), Be(4), V(4), Cr6+(1), 
Cd(1), Cu(1), Hg(4), As(4), CN(1)

환경유해성 구분1 물질별 곱셈계수

 

물질 생태독성값* M factor
Zn 0.106 1
Se 1 1

Cr6+ 0.066 10
Cd 0.00295 100
Cu 0.0318 10
CN 0.028 10

  * 최소값을 사용(단위 :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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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유해 판단 용출량 기준

물질 기준치

Ni 501)

Zn 1001)

F 1501)

Sb 51)

Ba 1001)

Se 51)

Be 1.31)

V 201)

Cr6+ 1.52)

Cd 0.32)

Cu 32)

Pb 32)

Hg 0.0052)

As 1.52)

CN 12)

  * 단위 : mg/L
  1) 국립환경과학원 제안기준
  2)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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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health and environmental 

hazard assessment of industrial wastes 

in Korea

Kim, Do Hyeo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Healt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are many kinds of hazardous materials in the industrial wastes. In case 

of improper disposals, it can be a serious threat to the human and 

environment. Hence the government has the hazardous wastes regulated by 

strict standards of treatment and disposal.   

The hazardous wastes are defined as waste possessing one of hazardous 

characteristics, and each country has varied methods for the classification and 

assessment of hazardous characteristics. The assessment of wastes can be 

categorized into two different ways. One is the assesment based on the 

content of hazardous constituents and the other is that on the leaching of the 

constituents. Korea makes the assessment to the waste based on the leaching, 

but the Basel Convention on hazardous wastes recommends the assessment 

on the content which is the application of assessment methodology for the 

chemicals. In this study, the both types of assessments are conducted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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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dustrial wastes. The assessment improvement and the limits of the 

assessment in Korea will be discussed further in this study.

This study compares the two types of assessment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for 15 materials of Nickel, Cadmium, etc and the 7 items of slag, 

sludge, etc, on which the hazard assessment should be done by Korean law. 

The assessment based on the content was processed complying with United 

Nation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GHS), and the assessment based on the leaching was carried out 

abiding by the procedure of Korea waste management act. The result of the 

content-based assessment says that 69% of the given samples are classified 

to be hazardous, but the leaching-based assessment shows that only 22% of 

the samples was hazardous wastes. The statistical analysis says that there is 

no strong correlation between the content and the leaching of the hazardous 

constituents (p<0.01), and the agreement of two types of assessments was 

slight since the percent agreement was 48.3% and Kappa coefficient was 

0.145. The most disagreement cases shows that the waste was hazard in the 

content-based assessment but not in leaching-based assessment.

According to Basel Convention, some considerable amount of the wastes 

are classified as hazardous, whereas the same wastes as non-hazardous in 

Korea. Therefore, it can be problematic in terms of risk management of 

waste in view of present domestic  circumstances of the increasing recycling. 

It is more appropriate that there should be a movement toward the methods 

considering the content of hazardous constituents in Korea waste hazardous 

assessment.

Keywords : industrial waste, hazard assessment, content, leaching content.

Student Number : 2010-23788


	1. 서론
	1.1. 폐기물의 유해성
	1.2. 유해 폐기물의 정의 및 분류
	1.3. 함량 평가와 용출량 평가
	1.4. 연구 목적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자료
	2.2. 함량 기반 평가
	2.3. 용출량 기반 평가
	2.4. 평가 결과 비교분석

	3.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 자료의 특성
	3.2. 함량기반 평가
	3.3. 용출량 기반 평가
	3.4. 함량과 용출량의 상관관계
	3.5. 평가 방법의 일치도

	4. 고찰
	5. 결론
	참고문헌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