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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처리 : 유럽 환경에 대한 압력

서론

본 보고서는 폐수의 최근 경향 및 폐수로 인한 환경 압력 정도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 유럽의 물순환 과정에서의 산업 폐수의 영향을
검토한다. 또한, 본 보고서는 산업 폐수 배출을 통제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규제 제도를 분석하고, 산업 폐수의 배출과 수용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및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보고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확고한 증거를 제시하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본 보고서의 주요 목표는 이러한 정보의 갭(gap)을 확인하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경제 활동을 한다. 본 보고서는 생산,
원자재로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

또는

준비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제조업으로 정의되는 산업에 초점을 맞춘다. 산업 폐수의 상당 부분이
하수도로 유입되어 도시 폐수 처리 시설(UWWTP, Urban waste water
treatment

plant)에서

처리된

후

환경으로

방류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비록 ‘산업’으로 정의되지는 않지만, UWWTP 역시 분석
범위에 포함한다.

산업은 양적인 측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나 수자원에 미치는 압력과의
관련성이 높다. 유럽 내에서 산업용 물 이용은 전체 인간 활동에서의 물
이용의 약 54%를 차지한다(FAO, 2016). 대부분의 경우, 폐수가 되면
물리 화학적 수질은 저하되고 환경으로 방류되기 전 처리가 필요하다.

EU 물관리 기본 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 2000/60/EC)의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산업 폐수 발생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규제된다. 가장 관련성이 높은 지침으로는 도시 폐수 처리
지침(Urban Waste Water Treatment Directive, 91/271/EEC), 환경질
기준(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Directive, 2009/105/EC)이
있다. 산업 배출 지침(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 2010/75/EU)은
산업의 환경으로의 직·간접적 오염 배출을 중점적으로 규제한다.

다음 장에서 이뤄질 분석을 위해 이러한 물질들은 무기질, 염소가 포함된
유기물질, 기타 인위적 물질, 중금속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뉜다.

2016년, 34,000개 이상의 산업 시설이 E-PRTR(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정보 시스템)에 데이터를 보고했다. 그러나, 3,600개(10%)의 산업 시설과
1,100개의 UWWTP만이 배출량에 대해 보고했다. E-PRTR 과정에
오염물질 보고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이 기준보다 낮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데이터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E-PRTR 데이터에 따르면, 2,200개의 산업 시설이 직접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E-PRTR, BREFs(최적 가용 기술 지침서), WISE(유럽 물
정보 시스템), UWWTD(도시 폐수 처리 지침)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산업이 유럽 수처리 인프라와 수역에 가하는 압력

국가 평가에 따르면, 대부분 국가에서 산업 점오염원이 환경에 가하는
압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분석

결과,

산업배출지침(IED, 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에 따라 규제받지
않는 산업 점오염원이 IED의 규제를 받는 대규모 산업 설비보다 수질에
더 큰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는 IED 규제 프로세스가 산업 오염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소규모 산업의 오염을 통제하는 데에는 덜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규모 활동을 포함하는 산업 분야가 폐수를 직접 방류하는 비율이 더
높다. 이는 제지(82%), 철강(81%), 에너지 공급(86%), 비철금속(76%),
화학(49%) 산업의 데이터와 일치한다. 이러한 산업에서는 방류 전 폐수
처리가 가능한 자체 처리 용량이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설비를 갖춘 산업 부문(기타 제조업 및 식음료 생산)은
하수도 시스템(간접 방류)을 거친 후 방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류수의 일부(식음료 생산)는 가정용 방류수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 분야에서는 off-site 처리 과정이 더 쉬운 선택지다.

E-PRTR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사업의 오염물질 직접
방류는 다소 감소했으며, 동기간 산업에서 UWWTP로의 이동은 소폭
증가했다(중금속 제외).

생태 독성(eco-toxicity)과 관련하여, 대규모 화력 발전소, 코크스로(coke
oven) 또는 화학 제조 공장에서 산업 폐수의 직접 방류로 발생하는
압력을 관찰할 수 있다.

2008~2016년 다른 오염원 그룹과 관련된 생태 독성 부하량(eco-toxic

loading)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생태 독성의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UWWTP가 각 오염물질
그룹의 직접 방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화학과 에너지 공급이 직접 방류와 UWWTP로의 간접 방류의 생태
독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 중금속(주로 금속 가공 활동으로 발생)의 경우, 산업의 직접 방류로
인한

생태

독성

부하량은

분명히

감소했으며,

염소가

포함된

유기물질과 기타 유기물질의 생태 독성 부하량도 감소했다.
-

간접

방류의

경우,

중금속의

UWWTP의

생태

독성

부하량은

감소했고, 기타 유기물질의 생태 독성 부하량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염소가

포함된

유기물질의

생태

독성

부하량에

관해서는 분명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 동기간, UWWTP의 직접 방류로 인한 독성 부하량은 중금속의 경우
증가했으며,

이는

IED에

따라

규제받지

않는

다른

오염원이

UWWTP의 중금속 배출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염소가
포함된 유기물질과 기타 유기물질의 경우, 독성 부하량이 감소했다.

정보 차이 및 한계
E-PRTR 규제는 2006년에 채택되어 첫 데이터 세트는 2007년에
보고되었다. 최근 E-PRTR 데이터 세트에는 10년간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으며, EEA(유럽환경청)의 데이터에 관한 지속적인 검토가 이뤄진다.
데이터 세트에는 한계가 있으며,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유럽에서
산업 오염에 대해 더욱 완전하고 대표적인 데이터 세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염물질 기준치를 적용한다는 것은 매년 보고하지 않는 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개별 시설의 방출량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기회가 제한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E-PRTR은

여전히 유럽 내 산업의 직·간접 방류와 폐수처리장에 대한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세트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과소 신고 혹은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EEA는 매년 대기오염 및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유럽 토픽 센터(European Topic Centre on Air Pollution and
Climate Change)와 내륙, 연안 및 해양수에 관한 유럽 토픽 센터(European
Topic Centre on Inland, Coastal and Marine waters)와 협력하여
각국이 E-PRTR에 제출한 데이터를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내린
주요 결론은 E-PRTR의 폐수 데이터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주요 관심 사안은 E-PRTR에 보고되는 규모가 100,000
population equivalent(p.e.) 이상인 도시 폐수처리장의 수와 총방류량에
대한 과소보고와 관련 있다.

BREF의 검토 주기는 IED의 규제를 받는 산업 시설에 산업 내 변화와
기술적 개선을 반영하여 배출량 수준을 포함하는 요건을 업데이트할 기회를
제공한다.

유럽 물 정보 시스템(WISE)의 수질 관련 정보는 EU 회원국 간 다른
데이터 수집 방식을 통해 수집된다. 상태 및 수역에 대한 압력에 관한
데이터는 다양한 매트릭스와 수집 방식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회원국 간,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른 결과 비교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UWWTD에 보고된 데이터의 주요 한계점은 UWWTP의 용량 및 부하와
이용된 구체적인 처리 기술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와 관련 있다. 이용
가능한 유입 부하 및 용량에 대한 정보는 전체 UWWTP의 약 80%
정도다(몇몇 회원국의 경우, 데이터가 빠졌다).

데이터 보고에 관한 권고 사항
UWWTD와 E-PRTR에 보고된 데이터 간 중복 데이터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보고 과정은 간소화될 수 있으며, UWWTD
보고가 E-PRTR로 통합될 수도 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 UWWTP의 경우, E-PRTR는 큰 규모의 처리장만 다루기
때문에 UWWTD에 비해 범위가 더 제한적이다. 따라서, 간소화 작업 시
이 두 가지의 범위의 절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 상태에
관한 데이터(WISE)와 배출량 데이터(E-PRTR, UWWTD)를 연관시키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1) E-PRTR 보고 메커니즘 개선 방법
l 개별 오염물질에 대한 보고 기준 검토하기
l EU 물관리 기본 지침(WFD)의 우선순위 물질과 같은 관련 오염물질
리스트를 기준으로 삼아 추가적인 관련 오염물질을 E-PRTR 범위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기(제외해도 되는 오염물질은 제외)
l E-PRTR에 보고된 활동의 범위를 IED에 따라 규제되는 활동과 일치
시켜 산업 배출의 적용 범위 확장하기
l UWWTP의 보고 기준을 낮춰 E-PRTR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설의 비
중 높이기
l 오염물질 배출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크로스 체킹을 위한 지침 또는 툴
을 제공하여 E-PRTR 데이터의 비보고(non-reporting)의 문제 해결
하기
l 간접 방류의 경우, 보고 시 UWWTP 유입 폐수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
면 산업 오염물질의 최초 배출 지점을 추적할 수 있음(유해 폐기물의
경우, E-PRTR 보고에서 배출 지점을 이미 요구하는 방식으로 시행되
고 있음)

(2) UWWTP에 관한 데이터 및 환경 보고서 개선 방법
l E-PRTR 보고 범위에 UWWTP 데이터 보고를 포함하기 위해 간소화
하기
l UWWTD 보고 데이터 흐름에 대한 개선된 품질 보장 확인(quality
assurance check)을 개발하여 모든 주요 데이터가 보고되도록 하기
l 회원국에 일관된 접근법을 적용하여 지표 수역의 필수 환경적, 화학적
상태에 대한 기준 결정하기

※ 동 보고서는 요약 및 번역본입니다.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조하십시오. 원문은
(https://www.eea.europa.eu/publications/industrial-waste-water-treatment-pressur
es/industrial-waste-water-treatment-pressures/)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