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도에 기반한 화약류 토양기준 제안

3) 73% RDX, 23% aluminum powder, 4% wax
4) 91% RDX, 9% wax

토양환경센터 | 김용우 전임연구원

TNT와 RDX 모두 인체에 노출되면 인체에 악영향을 유발하는 유해물질로 알려
져

있으며,

미국

환경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EPA)에서는 이들 물질을 발암 가능성 물질(possible human carcinogen)로 분

Ⅰ. 개 요

류하고 있다(USEPA, 2016a; USEPA, 2016b). 따라서 미국이나 캐나다 등 토양환
경관리 선진국에서는 TNT와 RDX에 대한 토양환경기준을 제안하고 군사 부지나

화약류 물질은 군사용 등으로 사용되는 폭발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화약류

물질은

2,4,6-trinitrotoluene

(TNT)과

hexahydro-1,3,5-trinitro-1,3,5-triazine (RDX)이다(표 1).

화약류 제조소 등 화약류 취급부지의 토양관리에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부
에서도 토양․지하수 오염방지 기술개발사업(GAIA Project)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5년간 사격장 부지 화약류․중금속 처리기술개발 연구단(사격장연구단)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시행하였다. 사격장연구단에서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관리하지 않고

<표 1> 우리나라 사격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총포탄 종류 및 각 총포탄 충진제

있는 화약류 물질(TNT 및 RDX)에 대한 토양환경기준을 제안하고 이들 물질의 처

(자료제공: 풍산금속)

리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본지에서는 TNT와 RDX의 환경적․독성

총포탄 유형

곡사포탄

직사포탄

박격포탄

함포탄

대공탄

모델명
HE, KM107
HE-RAP, KM549A1
DP-ICM, K305
B/B DP-ICM, K310
B/B HE, K307
HE, KM106
HE, KM1
HEAT-MP-T, K277
HEAT-T, KM456A1
HEAT-T, KM431A2
HE, KM71
HEAT, KM371A1
HE, K242
HEAT, KM344A1
HE, KM49A4
HE, K207
HE, KM374
HE, K247
HE, KM329A1
HEIT-SD, K210
HEIT, K216
HEIT, K218
HE, K243, K244
PFF-HE, K246
HE, MK-51 MOD, 0
MPT-SD, K163
HEIT-SD, K154
HEIT-SD, K202KA1

충진제
TNT
TNT
COMP-A41)
COMP-A4
TNT
TNT
COMP-B2) / TNT
COMP-B
COMP-B
COMP-B
COMP-B
COMP-B
TNT
COMP-B
COMP-B
COMP-B
COMP-B
COMP-B
TNT
TNT + H761
Hexal3)
COMP-A34)
COMP-A3
COMP-A3
COMP-A3
COMP-A4
Hexal
Hexal

학적 특성을 소개하고, 외국의 화약류 토양환경기준에 대해 살펴보며 사격장연구단
에서 수행한 화약류 토양환경기준 제안 연구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97% RDX, 3% wax
2) 60% RDX, 3% TNT, 1% wax

- 1 -

- 2 -

Ⅱ. TNT와 RDX의 환경적․독성학적 특성

<표 2> TNT의 물리화학적 특성(ATSDR, 1995; HSDB, 2012;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 2010a; USEPA, 2014a)

가. TNT
1) 기본적 특성
TNT는 노란색의 무취 고체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물질이다. TNT는 질
산과 황산 혼합물을 톨루엔과 혼합해 제조한다(Agency for Toxic Substances

특성
Chemical Abstracts Service (CAS) 번호
상온에서의 특성
분자량(g/mol)
20℃에서의 용해도(mg/L)
Log Kow
토양 유기물 흡착계수(soil organic carbon-water

값
118-96-7
노란색, 무취 고체
227.13
130
1.6
300

coefficient, Koc)
끓는점(℃)
녹는점(℃)
20℃에서의 증기압(mm Hg)
비중
20℃에서의 헨리상수(atm-m3/mol)

and Disease Control (ATSDR), 1995). TNT는 폭발성이 매우 크며, 단일 벤젠 고
리를 가진 질산계 방향족(nitroaromatic) 화합물(그림 1)로 상온에서 결정형 고체로
존재한다(United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 Cold Regions Research
and Engineering Laboratory (CRREL), 2006). 미국에서는 TNT 생산공장에서의

240
80.1
1.99E-04
1.654
4.57E-07

TNT 유출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주로 발생하며, 간헐적으로 무기생산공장
에서 지표수 및 퇴적토 오염이 발생하기도 한다(USEPA, 2005). TNT는 충격이나
마찰에 둔감하기 때문에 군사용 화약류로 가장 널리 사용되었다. TNT는 20세기
초반에 매우 많이 생산되었으며, 군사용 폭탄, 수류탄 및 폭약으로 사용되었다
(ATSDR, 1995; Californi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CalEPA), 2008).
TNT는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RDX 혹은 HMX와 혼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ATSDR, 1995; Gibbs와 Popolato, 1980). TNT는 심층수 관정 착정 혹은 수중폭
발 등의 목적으로 산업용 화약류로도 사용된다. TNT는 염료나 인화물질의 중간체
로도

사용된다(Hazardous

Substances

Data

Blank

(HSDB),

2012;

Massachusetts Military Reservation (MMR), 2001). TNT는 수류탄 투척장, 전차
포 사격장, 곡사포 사격장, 폭탄 훈련장, 무기 시험장 및 폐탄처리장에서 주로 발견
된다(Hewitt 등, 2007; USACE CRREL, 2006; USEPA, 2012).
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TNT의 물리화학

2) 환경적 특성
TNT는 누출, 사격훈련, 무기류 폐기, 폐탄처리 및 부적합하게 봉인된 시설 내
TNT의 용출에 의해 환경으로 유입된다. TNT 생산공장에서도 TNT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ATSDR, 1995). TNT의 흡착계수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TNT는 토양에
빠르게 흡착된다. 혐기성 상황에서 흡착되지 않은 TNT는 빠르게 분해되어 부산물
이 형성된다(USEPA CRREL 2006; Price 등, 1997; USACE, 1997). 환경에 유입
된 대부분의 TNT는 오염원의 표토에서 분해되나 소량의 잔류 TNT는 지하수로 유
입될 수 있다(USACE CRREL, 2006). TNT가 일단 지표수로 유입되면, TNT는 빠
르게 광분해되며 주로 TNB로 변환된다(ATSDR, 1995; USEPA CRREL, 2006;
USEPA, 2012). TNT의 광분해산물은 TNT 입자의 표면에 코팅된다(USACE
CRREL, 2007). 일반적으로 용해된 TNT는 수중에서 생분해되나 생분해 속도는 광

CH3
O2N

분해 속도에 비해 많이 느리다(ATSDR, 1995; USACE CRREL 2006). 토양, 물 및

NO2

퇴적토에서의 생분해산물은 2-ADNT, 2,6-diamino-4-nitrotoluene (2,6-DANT),
4-ADNT,

2,4-diamino-6-nitrotoluene

(2,4-DANT)

등이다(USEPA,

1999).

TNT는 동물의 체내에 축적되지는 않지만 수생식물이나 습지식물 등에 의해 흡수
될 수 있다(USACE CRREL 2006; USEPA, 2005; HSDB, 2012). 그러나 TNT의
옥탄올

NO2

분배계수(octanol-water

partition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ATSDR, 1995; HSDB, 2012).

<그림 1> TNT의 화학적 구조

3) 독성학적 특성

- 3 -

coefficient,

Kow)와

생축적도

(bioconcentration factor)가 낮기 때문에 TNT는 수생물 조직에 고농도로는 축적

- 4 -

TNT의 인체영향은 20세기에 널리 연구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중 TNT 생산

(USDoD, 2011). RDX는 폭발성이 강한 흰색 결정형 고체로 기름이나 왁스 등의

공장에서 17,000 건 이상의 TNT 중독사례 및 475건의 사망사례가 보고되었다

물질과 혼합되어 군수품에 사용된다(USDoD, 2011). RDX는 플라스틱 화약류의 첨

(ATSDR, 1995; Bodeau, 1993). TNT 생산공장에서 TNT의 주된 노출경로는

가제로 사용되며, 대부분 군수품의 충진제로 사용되고 있다(USDoD, 2011; MMR,

TNT 입자의 흡입, 섭취 및 피부접촉이며, 주된 건강영향에는 간세포 괴사 및 재생

2001). RDX는 단독으로 기폭제로 사용되기도 하며, TNT 등의 다른 화약류와 혼

불량성 빈혈 등이다(ATSDR, 1995; HSDB, 2012). TNT가 가장 많이 노출되는 구

합되어 Cyclotol을 형성한 후, 공중 폭탄, 지뢰 및 어뢰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역은 TNT 생산, 포장, 적하 구역이다(ATSDR, 1995). TNT 오염토양의 흡입 및

(ATSDR, 2012; Lewis, 2000). RDX는 수류탄 투척장, 전차포 사격장, 곡사포 사

피부접촉 등에 의해서도 노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침투율이 높은 부지에서는 오염

격장, 폭탄 훈련장, 무기 시험장 및 폐탄처리장에서 주로 발견된다(USACE CRREL,

된 지하수에 의한 노출도 발생할 수 있다(ATSDR, 1995; HSDB, 2012). TNT가

2006; 2007; USEPA, 2005; 2012). RDX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고 확인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NO2

Cancer, IARC)에서는 TNT를 발암성이 없는 물질(IARC Group C)로 규정한다
(IARC, 1996). 그러나 암컷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 TNT 노출로 인해 방광암

N

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USEPA Integrated Risk Information

H2C

System (IRIS), 2016a; CalEPA,. 2008), USEPA에서는 TNT를 발암가능성물질

CH2

N

(weight-of-evidence Group C)로 규정하였다(USEPA IRIS 2016a). 동물실험 결

N

O2N

NO2

향을 미칠 수 있다(USEPA, 2005; MMR, 2001). TNT가 간에 도달하면 TNT는

C
H2

다수의 물질로 분해되지만, 분해산물 중 일부만이 확인되었다. 인간의 소변에서 확

<그림 2> RDX의 화학적 구조

과 TNT는 과량으로 섭취하거나 흡입하면 간, 혈액, 면역 체계 및 생식기관에 악영

인된

분해산물에는

4-ADNT,

2-ADNT,

2,4-DANT,

4-hydroxyamino-2,6-dinitrotoluene 및 aminonitrocresol protein 등이 있다.
TNT 및 TNT 분해산물은 활성산소를 형성해 안구의 수정체를 손상시켜 백내장을
유발하거나 간의 지방질의 과산화를 유발할 수 있다(US Army, 1986; ATSDR,

<표 3> RDX의 물리화학적 특성(ATSDR, 1995; HSDB, 2013; Major 등, 2007;
USEPA, 2014b)

1995; Liu 등, 1992). 공기 중 TNT 농도가 높은 공장의 근로자들은 빈혈 및 간기
능 손상을 호소하였다. 피부와 눈이 장기간 노출된 경우, 피부염증 및 백내장이 발
생한 사람들도 있었다(ATSDR, 1995; MMR, 2001). 한편, TNT 노출로 인한 생식
독성이 사람에게 유발되었다는 자료는 없으나, 과량의 TNT에 노출된 수컷 쥐에게
심각한 생식독성이 발현되었다(ATSDR, 1995; HSDB, 2012).

특성
Chemical Abstracts Service (CAS) 번호
상온에서의 특성
분자량(g/mol)
20℃에서의 용해도(mg/L)
Log Kow
토양 유기물 흡착계수(soil organic carbon-water

나. RDX

coefficient, Koc)
끓는점(℃)
녹는점(℃)

1) 기본적 특성
RDX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물질로 폭발성 질산계 아민(nitramine) 계열
이다(그림 2) (ATSDR, 2012; USACE CRREL, 2006). 미국에서 RDX 생산은 엄격
히 규제되며, 한 개 공장에서만 RDX가 생산되고 있다(ATSDR, 2012; HSDB,
2013; US Army Environmental Hygiene Agency (AEHA), 1985). RDX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용 가능한 가장 강력한 화약류였다. 현재 RDX는 대형 폭탄으로

20℃에서의 증기압(mm Hg)
비중
20℃에서의 헨리상수(atm-m3/mol)

2) 환경적 특성

부터 매우 조그만 점화기에 이르기까지 약 4,000여 종의 군수품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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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121-82-4
흰색, 결정형 고체
222.26
59.7
0.87
1.80
끓기 전에 분해됨
204~206
1.0E-09 (ATSDR, 2012)
4.0E-09 (HSDB, 2013)
1.82
2.0E-11

Ⅲ. 동향 분석

RDX는 누출, 사격훈련, 무기류 폐기, 폐탄처리 및 부적합하게 봉인된 시설 내
RDX의 용출에 의해 환경으로 유입된다(ATSDR, 2012). 대기 중에서 RDX는 입자
상으로 존재하며 건식 혹은 습식침강에 의해 지면으로 낙하할 수 있다(ATSDR,
2012; HSDB, 2013). RDX의 흡착계수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RDX는 토양에 잘 흡
착되지 않고 지하수로 이동한다. 그러나 지하수로의 이동속도는 토양특성에 따라
다르다(ATSDR, 2012; USEPA, 2005). RDX는 불포화대를 통과해 대수층 오염을

1. 해외 동향
가. 미국 환경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지하수층이 얕고 비가 많이 내리는 투수성 토양에서 이동
성이 매우 높다(USACE CRREL, 2006; USEPA, 2012). RDX의 용해속도는 느리

미국

환경청에서는

국가적으로

달성하여야

할

토양환경기준(preliminary

며, 증기압도 낮아 거의 휘발되지 않는다(USACE CRREL, 2006; USEPA, 2005).

remediation goal, PRG)으로 적용되는 Regional Screening Level과 즉각적인 제

토양에서 RDX는 잘 광분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물에서는 광분해가 RDX의 주요한

거가 필요한 수준의 토양기준으로 적용되는 Regional Removal Management

물리적 분해기작이다. 따라서 RDX는 지표수 내에서 거의 잔류하지 않는다(ATSDR,

Level (RML)을 제공한다.

2012;

USACE

CRREL,

2006;

HSDB,

2013).

RDX의

옥탄올

분배계수

(octanol-water partition coefficient, Kow)와 생축적도(bioconcentration factor)가

1) Regional Screening Level (RSL)

낮기 때문에 RDX는 수생물 조직에 고농도로는 축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RSL은 국가적으로 달성하여야 할 토양환경기준으로 인체위해도에 기반하여 도출

(ATSDR, 1995; USEPA, 2005). 그러나 RDX는 식물에 축적되어 초식동물에게까

되었다. 토양오염도가 RSL 이하이면 정밀조사나 정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USACE CRREL, 2006; USEPA, 2005; Harvey 등,

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RSL은 주거지역과 비주거지역으로 구분되어 제공되며, 미국

1991).

환경청에서 제시한 TNT와 RDX의 RSL은 <표 4>와 같다. 만약 토양 내 TNT나
RDX 농도가 <표 4>의 기준을 초과하면 정밀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
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독성학적 특성
RDX는 흡입이나 피부접촉을 통해 인체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RDX 오염토양
에서 가장 주된 노출경로는 오염된 물 섭취 혹은 오염된 물로 재배한 작물 섭취이
다(ATSDR, 2012). RDX가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 4> TNT와 RDX의 RSL (USEPA, 2016a)
화약류 물질
TNT
RDX

주거지역 RSL (mg/kg)
21
6.1

비주거지역 RSL (mg/kg)
96
28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에서는
RDX를 발암성이 없는 물질(Group A4)로 규정한다(ACGIH, 2011). 그러나 RDX에

2) Removal Regional Management Level (RML)

노출된 암컷 쥐에게서 간암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USEPA에서는

RML은 즉각적인 제거가 필요한 수준의 매우 높은 수준의 오염도로 토양에서 넘

RDX를 발암가능성물질(weight-of-evidence Group C)로 규정하였다(USEPA IRIS

어서는 안 될 토양오염도(not-to-exceed level)의 일종이다. 이 기준이 넘는 구역

2016b). RDX는 신경계 손상을 유발하며, 과량을 섭취하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발작

의 토양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밀조사나 평가 절차 없이 바로 제거조치를 실시한다.

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RDX를 섭취한 사람들은 어지러움이나 구토 증상이 발생

RML 역시 주거지역과 비주거지역으로 구분되어 <표 5>와 같이 제공된다.

하기도 하였다(USEPA, 2005; HSDB, 2013, Ketel과 Hughes, 1972). RDX에 과
량 노출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상에는 눈과 피부 염증, 두통, 과민, 피곤, 떨
림, 어지러움, 현기증, 구토, 불면증 및 발작 등이 있다(HSDB, 2013; NIOSH,
2010b). 또한, 3개월 이상 RDX에 노출된 쥐에게서는 체중 감소, 경미한 간과 신장
손상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ATSDR, 2012).

- 7 -

<표 5> TNT와 RDX의 RML (USEPA, 2016b)
화약류 물질
TNT
RDX

주거지역 RSL (mg/kg)
110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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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지역 RSL (mg/kg)
1,500
2,800

나. 미국 국방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거지역 거주자들에게 노출되어도 인체위해가 목표위해도 이하인 수준(목표발암위해
도: 10-5, 목표비발암위해도: 1)의 오염도이며(환경부, 2015), 2지역과 3지역 토양

미국 국방부에서는 군사부지의 환경관리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화약류의 토

오염허용농도는 비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하였다고

양기준(Munitions Response Site Prioritization Protocol (MRSPP) Comparison

가정하였을 때 이들 지역 근로자들에게 노출되어도 인체위해가 목표위해도 이하인

Value)을 설정해 사용하고 있다(표 6). 부지에서 검출된 오염물질의 최고농도를

수준 수준의 오염도이다.

Comparison Value로 나눈 값을 오염물질 유해 지수(contaminant hazard factor,
CHF)라 하며, 각 오염물질 CHF의 합이 100을 초과하면 높은 오염도로 판정한다.
각 오염물질 CHF의 합이 2 이상 100 이하이면 중간 정도의 오염도로 판정하며,
합이 2 미만이면 낮은 오염도로 판정한다(USDoD, 2007).

<표 8> 사격장연구단에서 제안한 TNT와 RDX의 토양오염허용농도
화약류 물질
TNT
RDX

1지역 (mg/kg)
25
48

<표 6> TNT와 RDX의 MRSPP Comparison Value (USDoD, 2007)
화약류 물질
TNT
RDX

MRSPP Comparison Value (mg/kg)
31
180

다. 캐나다 국방부(Canada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캐나다 국방부에서는 친환경적 군사부지 운영을 위해 인체위해도 기반 화약류 토
양기준과

생태독성

기반

화약류

토양기준(Soil

Concentrations

for

Military

Training Sustainability)을 <표 7>과 같이 도출하였다(Lachance 등, 2008). 현재
까지 캐나다에서 화약류 물질은 법적으로 규제되는 오염물질은 아니나 군사부지 내
화약류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화약류 기준 도출 및 군사부지 환경관리 시범사업 등
이 이루어졌다.
<표 7> TNT와 RDX의 SCMTS (Lachance 등, 2008)
화약류 물질
TNT
RDX

인체위해도 기반 SCMTS (mg/kg)
41
250

생태독성 기반 SCMTS (mg/kg)
9.6
10.8

2. 국내 동향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군 사격장 등에서 화약류 물질이 주변 수계로 유입되어 지
역주민에게 건강영향을 미치는 우려가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고,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환경부에서는 2011년부터 5년간 사격장 부지 화약류ㆍ중
금속 처리기술개발 연구단(사격장연구단)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사격장연구단에
서는 최종연구성과물로 TNT와 RDX의 토양오염허용농도를 <표 8>과 같이 제안하
였다. [표 4]에 명시된 토양오염허용농도는 인체위해도에 기반하여 도출되었다. 1
지역 토양오염허용농도는 주거지역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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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지역 (mg/kg)
460
260

Ⅳ. 향후 전망
우리나라에서 화약류 물질은 군 사격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체유해물질이
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화약류 물질이 환경오염물질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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