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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17 solid waste landfills in the upper drainage basin of

Lake Daechong, the landfill sites were surveyed, the leachate of these landfills were analyzed,

and the analysis results were assessed from standpoint of water contamination.

Sanitary landfills which are now being operated are relatively well equipped with facilities

such as leachate collection, daily soil cover and landfill gas treatment devices. But a few of

open-dumping landfills were leaking leachate apparently and were supervised improperly and

neglectfully by local governments.

Some of sanitary landfills exceeded the COD permission criteria of leachate effluent, and

some of open-dumping landfills exceeded SS, T-P, Pb, As, Fe, Mn permission criteria of leachate

effluent.

To improve the water quality of Lake Daechong which is utilized for supplying drinking

water, agricultural water, and industrial water to the great part of Chungchong area, the

adequate and prompt measures for preventing Daechong Lake water contamination from

landfills leachate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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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대청호는 충청권의 상수원, 농업용수, 공업용수

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대청호 유역에서

생활하수, 공장폐수, 농축산폐수, 매립지 침출수

등이 유입되어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생활하수,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은 환경기초시설

의 지속적인 보완으로 처리가 비교적 잘 이루어

지고 있으나, 매립지의 침출수는 적절히 처리되

지 않은 채로 고농도의 수질오염물질이 대청호로

유입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합한 관리대책이 요

구된다.

매립이 종료되어 사후관리중인 대부분의 매립

지는 수리지질학적 연구결과 보다는 행정기관의

자의적 편의성에 의해 환경적으로 민감한 습지,

계곡, 폐광, 자갈 및 모래 지층 지역 등에 무분별

하게 위치해 왔다. 1990년대 이전에 설치된 매립

지는 침출수 차수막 및 침출수 차집시설이 설치

되지 않아 침출수 누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침

출수는 폐기물 자체에 함유된 수분, 강수, 지표수

의 침투, 지하수 유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

이다. 침출수는 매립지내에 있는 수용성 오염물

질을 주변 환경으로 전달시킬 수 있는 매체로 볼

수 있다(T.H. Christensen, R.Cossu, R. Stegmann,

1994).

침출수의 성분은 매립지의 매립기간, 매립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침출수의 발생

량은 강수량, 증발산량, 지표면 유출율 등에 의해

결정된다(J.G. Henry, G.W. Heinke, 1996). 침출수

의 발생량은 복개물질의 투수도에도 향을 많이

받는다(Harry M. Freeman, 1989). 매립지 침출수

에는 유해화학물질, 중금속 등이 고농도로 존재

하여 지하수 및 지표수의 오염 원인이 될 수 있

다(Philip B. Bedient et al., 1999). 생활쓰레기 매립

지에도 건전지, 페인트, 유기용제 같은 유해성 폐

기물이 혼합되어 반입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오

염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Edward S. Rubin,

2001).

침출수는 BOD가 높기 때문에 지표수의 용존산

소를 급속히 고갈시켜 어류를 질식사시킬 수 있

으며, 매립지 바닥이 투수성이 높은 지질이면 지

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 과거의 비위생매립지

에는 가정의 생활폐기물과 산업체 유해페기물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중금속 슬러지, 페유, 농약

등이 존재할 수 있다(John T. Pfeffer,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청호 상류 유역에 위

치하여 현재 운 중인 위생매립지와 비위생매립

지 그리고 사용종료된 비위생매립지의 관리 실태

및 침출수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대청호 수질관리

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매립지의 침출수 발생

1. 침출수 발생 기작

매립지의 폐기물은 유기물(음식물쓰레기, 종이,

플라스틱 등)과 무기물(깡통, 철사 등)의 혼합물

로 산화-환원 및 분해가 이루어진다. 물은 폐기물

분해에 필수적인 것으로 폐기물 자체에 체적의

10-20% 정도 함유되어 있다. 물의 침투량이 총증

발량과 폐기물의 수분 보유량(retention capacity)

을 초과하게 되면, 물은 폐기물을 통과하며 생화

학적으로 분해된 용존물질과 부유물질을 이동시

키게 된다(Issa S. Oweis and Raj Khera, 1990).

매립지 침출수의 발생원은 쓰레기 자체에 함유

된 수분과 외부에서 공급되는 수분이다. 매립지

에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수분은 상부에서 스며드

는 강수, 측면에서 흘러드는 지표수, 하부에서 솟

아오르는 지하수가 있다. 습윤한 지역에서는 쓰

레기 자체의 수분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수분에

비해 무시할 정도이다. 따라서 외부 공급 수분이

장기적인 침출수 발생요건이 된다.

매립지로 침투하는 수분의 양은 매립지 표면의

물수지 함수이다. 수문학적인 물수지는 지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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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수, 대기로의 증발, 식물에 의한 증산, 토양의

강수 침투율에 따라 결정된다. 지표토양에 함유

된 수분은 모세관 작용에 의해 식물의 뿌리를 통

해 건기에는 증산되거나, 쓰레기를 관통하여 침

출수가 될 수도 있다.

강수의 침투가 발생하면 침출수의 양에 향을

끼치지만 통과시간은 추정하기가 어렵다. 폐지는

수분을 쉽게 흡수하지만, 플라스틱 및 유리 등은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립지는 수분에

대해 균질하지 못하다. 더욱이 매립지에는 수분

이 흘러나갈 수 있는 공극이나 통로가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분은 불균일하게 하부로

이동하게 된다. 특히 건설폐기물과 목재는 균일

한 압축을 저해하기 때문에 매립지내에 큰 공극

을 형성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침출수의 생성량

은 매립지 표면의 토양, 식생 정도, 지표면의 경

사, 기후 등의 복합적 작용으로 결정된다(E. A.

McBean et al., 1995).

매립지의 물은 지표수 유출, 증발산, 그리고 복

토의 포장용수량(field capacity)에 의해 향을 받

는다. 포장용수량은 중력장에서 토양 또는 폐기

물이 보유할 수 있는 물의 최대량이다(유순호, 박

선욱, 1990). 포장용수량은 미세모래가 토양 1m

당 물 125mm이고, 점토는 토양 1m당 물 460mm

이다. 포장용수량의 일부는 식물이 이용할 수 없

다.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함량의 최저한계

는 위조점(wilting point)이다. 식물이 이용가능한

수분은 포장용수량에서 위조점을 뺀 값이 된다

(Issa S. Oweis, Raj Khera, 1990).

2. 침출수의 특성

매립지 쓰레기의 분해에는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현상이 있는데 생물학적 현상이 가장

중요하다. 물리적 분해에는 수분과 쓰레기가 접

촉하면서 생기는 세척, 물리적 이동 등이 있다.

화학적 분해에는 산화, 환원, pH 변동, 용해, 침전,

착화합물화 등으로 생기는 화학적 변화가 있다.

물리적 및 화학적 분해는 물의 양과 속도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화학적 분해는 침투수 및

쓰레기의 화학적 성분에 향을 받게 된다.

매립지 쓰레기는 분해의 I단계에서는 호기적

상태이기 때문에 고농도의 CO2, 온도의 급격한

상승, pH의 저하, 고농도의 BOD 및 COD, 높은

전기전도도를 갖는다. 호기성 상태에서 분해성

쓰레기는 CO2, 물, 미생물, 부분적으로 분해된 유

기물(acetic acid 같은 유기산)로 전환된다. II단계

에서는 상당량의 유기물이 침투수에 용해되면서

침출수의 BOD 및 COD가 높아지게 된다. 유기산

과 용해된 CO2는 pH를 5-6 정도로 낮추어서 화

학적으로 반응성이 큰 침출수를 만들어 쓰레기에

있는 중금속 등의 무기물을 용해시키게 된다. 높

은 무기물 농도는 큰 전기전도도를 갖게 한다. 혐

기성 및 임의성 미생물은 셀룰로오스와 기타의

부패성 물질을 가수분해 및 발효시켜 휘발성 지

방산 같은 수용성 화합물 및 암모니아 등을 생성

시킨다. 분해의 III 단계에서, 메탄생성균은 유기

산과 수소를 CH4와 CO2로 전환시켜 pH를 7~8

사이로 높여 침출수의 화학적 반응능력은 감소하

게 되고 pH 의존적인 무기물의 농도도 저하하게

된다(E. A. McBean et al., 1995).

I 단계의 호기성 상태는 몇 주 정도로 끝나지

만 3m 이하의 얕은 매립층에서는 공기의 침투가

쉬워 상당 기간 동안에 걸쳐 CO2를 생성하게 된

다. II단계의 혐기성 상태의 분해는 몇 년에서 수

십년까지 걸릴 수 있으며 BOD가 일반적으로

10,000ppm을 초과하고 BOD/COD 비율이 0.7을 초

과하게 되며 수용성 유기물질의 비율이 높은 상

태이다. 또한 강한 악취, 고농도의 암모니아(500-

1,000ppm 정도)가 특성이다. 이 상태의 침출수는

폐기물의 다른 성분을 용해시켜 Fe, Mn, Zn, Ca,

Mg의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발생가스는 주로

CO2이며, CH4 및 H2는 소량이다. III 단계로 전환

되는 데는 수십년이 걸릴 수도 있으며 혐기성 미

/ 163



생물이 수용성 유기화합물을 CO2 및 CH4를 생산

한다. III단계에서는 생물학적으로는 매립지가 가

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이다. 초산 및 메탄 생성

세균간에 평형이 이루어져 폐기물의 활발한 분해

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렇게 활발한 가스 생

산은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 III단계에서 생성된

침출수는 BOD 값이 낮고 BOD/COD 비율도 낮

지만 침출수내의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는 높은

편이다(E. A. McBean et al., 1995).

침출수 성분에 향을 주는 요소로는 폐기물

성분, 매립년수, 매립지 운 형태, 기후, 매립지

주변의 수리지질학적 특성, 수분, 온도, pH, 미생

물 활동도 같은 매립지 내부의 조건 등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매립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침출

수 성분의 변동은 클 수 밖에 없다.

3. 침출수의 변화

매립지 침출수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질의 종

류, 양 및 생성속도는 폐기물 종류, 폐기물 압축

도, 매립순서, 폐기물층의 두께, 수분 농도, 온

도, 매립년수, 전처리 정도 등의 수많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갖는 향에 대

해서 정확히 정량화시키는 것은 매립지간의 이질

성으로 인하여 매우 어렵다(P. Rogoshewski and

H. Bryson, 1983). 그렇지만 시간변화에 따른 침출

수 농도에는 어느 정도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매립년수가 짧은 침출수는 COD가 30,000-

50,000ppm 사이이고, 매립년수가 긴 침출수는 대

체로 2,000ppm 이하이다(McGinley and Kmet,

1984). 그러나 개별 성분의 농도는 서로 다른 매

립지에서는 동일한 속도로 변화되지 않아 시간이

여러 요소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Paul N.

Cheremisinoff and Yeyn C. Wu, 1994). 독립변수로

수분 투입률을 분석하여 물수지 모형을 활용하면

오염물질의 농도 추정이 가능하다.

매립지 규모의 증대, 폐기물 압축기법의 향상,

복토에 의한 공기 투과 및 수분 침투 저감 등은

매립된 폐기물의 분해 형태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혐기성 조건으로 급격히 변하면 휘발

성 지방산 같은 BOD의 농도가 매우 높아지게 되

고, 이 것은 다량의 매립지 가스로 효율적으로 전

환될 수 있게 된다.

III. 대청호 상류유역 매립지 수질
분석 및 평가

1. 매립지 특성

1) 매립지 현황

대청호 상류 유역에 해당되는 충북의 옥천군,

동군, 보은군, 청원군, 충남의 금산군, 대전시,

전북의 무주군에 위치한 각종 매립지를 2002년 5

월과 10월에 현장조사하 다. 그림 1에서는 대청

호에 유입되는 각종 하천과 그 유역, 그리고 조사

대상 매립지를 나타내고 있다. 대청호에 유입되

는 유역에서 현재 운 중인 위생매립지에는 보은

군 용암리 매립지, 동군 설계리 매립지, 옥천군

추소리 매립지 등 3곳이 있고, 금산군과 무주군에

는 위생매립지를 건설 중이나 금산군은 지역주민

의 반대가 심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각 지방자

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비위생매립지는 14개소이

다. 대청호 상류 유역에는 대전시와 청원군에 위

치한 매립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 중인 위생매립지는 침출수 차집설비, 가스

처리시설, 침출수 이송시설 등 매립지 설비 규정

에 맞게 비교적 적합하게 갖추어져 있었다. 비위

생매립지의 경우에는 무주군의 무주읍 대차리 및

설천면 삼공리, 그리고 금산군 금산읍 양전리의

매립지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결과 침출수의 유출

이 확인되었다. 그 외의 비위생매립지는 면적이

200-500평 정도의 소규모 매립지로 침출수의 유

출 흔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수준으로 주변 하

천과의 이격거리, 복토 상태 등을 고려할 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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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 수질에 미치는 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추

정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위생매립지가 적절한

사후관리가 되지 않은 채로 거의 방치되고 있어

주변의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었다.

2) 대규모 매립지의 특성

조사대상 17개 매립지 중에서 매립면적

10,000m2 이상으로 상당량의 침출수가 발생될 것

으로 예상되는 매립지로는 보은군 용암리 매립

지, 옥천군 추소리 매립지, 동군 설계리 매립지,

금산군 양전리 매립지가 있는데,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은군 용암리 매립지는 1993년 5월에 매립을

시작하여 2003년 5월에 사용종료 예정인 곳으로

매립면적 13,193m2, 매립용량 130,036m3으로 발생

한 침출수는 차집관거에 의해 보은군 하수종말처

리장으로 이송처리되도록 되어 있으나 침출수 차

집시설의 효율성 저하로 인해 발생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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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청호 상류유역 매립지 17개소 위치도

1 - 보은군 보은읍 용암리 쓰레기 매립지 2 - 옥천군 군북면 폐기물 종합 처리장
3 -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쓰레기 매립지 4 - 옥천군 천산면 하서리 쓰레기 매립지
5 - 동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6 - 동군 황간면 우매리 쓰레기 매립지
7 -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쓰레기 매립지 8 - 금산군 복수면 다복리 쓰레기 매립지
9 - 금산군 군북면 두두리 쓰레기 매립지 10 - 금산군 금산읍 양전리 쓰레기 매립지
11 - 금산군 제원면 대산리 쓰레기 매립지 12 - 금산군 부리면 선원리 쓰레기 매립지
13 - 금산군 남일면 초현리 쓰레기 매립지 14 - 금산군 진산면 묵산리 쓰레기 매립지
15 -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쓰레기 매립지 16 -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쓰레기 매립지
17 -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쓰레기 매립지



상되는 침출수는 계곡형매립지의 특성으로 볼 때

에 하부에 위치한 인근 계곡으로 일부는 유입될

수도 있다. 계곡수는 중조천으로 유입되어 흐르

다가 항건천에 합류된다. 항건천은 보읍읍 삼산

리에서 보청천에 합류된다. 보청천은 옥천군 청

성면에서 금강 본류에 합류되어 대청호로 유입되

는데 총유하거리는 대청댐 본축을 기점으로 약

60km 정도에 이른다.

옥천군 추소리 매립지는 1998년 2월에 매립을

시작하여 2012년 2월에 사용종료 예정인 곳으로

매립면적 28,595m2, 매립용량 438,073m3으로 발생

한 침출수는 차집관거에 의해 옥천군 하수종말처

리장으로 이송처리되도록 되어 있으나 대청호와

직선거리로 3~4km 정도 이격되어 있어 조사대

상 매립지중에서 대청호에 가장 근접되어 있다.

현재 추소리 매립지가 위생매립지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향후에 침

출수 차집설비의 결함이 발생하거나 매립지 주변

의 수리지질학적 특성이 침출수가 대청호로 유입

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수질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군 동읍 설계리 매립지는 2001년 10월에

매립을 시작하여 2008년 9월에 사용종료 예정인

곳으로 매립면적 13,641m2, 매립용량 77,140m3으로

발생한 침출수는 차집관거에 의해 동군 하수종

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되도록 되어 있고 최근에

매립 종료된 매립지에 바로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다. 현재 운 중인 매립지는 위생매립지의 요

건을 갖추었으나 사용종료된 인접한 매립지의 침

출수는 제대로 차집이 안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매립지에서 발생된 침출수는 계곡을 흘러내려

동천에 합류된다. 동천은 15km 정도 유하하여

초강에 합류된다. 초강은 1km 정도 흘러 바로 금

강 본류에 합류되는데 총유하거리는 대청댐 본축

기점으로 100km 정도이다.

금산군 금산읍 양전리의 매립지는 1984년 1월

에 매립을 시작하여 2003년 10월에 사용종료 예정

인 곳으로 매립면적 24,865m2, 매립용량 74,504m3

으로 대청호 상류 유역 매립지중에서 가장 수질

오염의 우려가 높은 곳이다. 현장 조사 시에 외관

상으로도 상당량의 침출수가 적절히 차집되지 못

한 채 매립지 밖으로 유출되고 있었다. 유출된 침

출수는 기사천으로 유입되어 6km 정도 흐르다

봉황천에 합류된다. 봉황천은 2km 정도 흘러 내

려 금강 본류에 합류된다. 총유하거리는 대청댐

본축 기점으로 130km 정도에 이르고 있다.

2. 매립지 수질 분석 및 평가

1) 수질 분석 및 매립지 수질 평가기준

각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매립지 주

변 수계의 수질 분석용 시료를 여름철의 집중 강

우를 중심으로 1차로 봄철 갈수기인 2002년 5월

23일, 2차로 가을철 갈수기인 10월 17일에 각각

채수하여 환경부의 환경오염공정시험법으로 실험

분석하 다. 2차 시료 채취시에는 1차 현장조사시

에 매립지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 가능성이 경

미할 것으로 판단된 소규모 매립지는 제외시켰

다. 침출수 발생량이 많은 보은군 용암리, 옥천군

추소리, 동군 설계리 , 금산군 양전리 매립지의

경우에는 1차 및 2차 시료 분석을 실시하 다.

대청호 유역에 위치한 매립지의 침출수 및 주

변 수계의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1, 표 2와 같다.

보은군 용암리, 옥천군 추소리, 동군 설계리 매

립지의 침출수는 하수관거로 차집되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석결과를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5의 1

비고 2>에 근거하여“매립시설 침출수 배출허용

기준 나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평가하 다.

금산군 양전리 매립지를 비롯한 나머지 매립지는

침출수 차집이 안 되기 때문에“매립시설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청정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평

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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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립지 수질 평가

(1) 대규모 매립지

매립지 침출수 및 주변 수계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1차 분석시 보다는 2차 분석시에 전반적으

로 오염농도가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

름철 집중 호우에 침출수의 농도가 희석된 것으

로 추정된다.

대규모 매립지 중에서는 보은군 용암리 매립지

를 제외한 옥천군 추소리, 동군 설계리 및 금산

군 양전리의 모든 매립지에서 COD가 방류수 수

질기준을 1차 및 2차 분석 모두에서 초과하 다.

특히 금산군 양전리 매립지의 경우에는 SS, Pb,

As이 1차 분석시에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하 고, 2차분석시에는 Fe 가 초과하 다.

오염부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중금속

의 순위는 납, 크롬, 비소, 아연, 카드뮴, 구리 이

다. 중금속의 농도는 오염된 폐기물의 처분 방법,

토양 및 지하수의 화학적 특성, 현장의 오염물질

이동기작에 따라 달라진다(J. H. Lehr, 2000). 금산

군의 경우에도 납 성분이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2) 소규모 매립지

소규모 매립지는 무주군 삼공리 매립지를 제외

하고는 사용종료된 매립지이다. 무주군 삼공리

매립지는 계곡에 인접하여 설치된 매립지로 침출

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주 구천동 계곡의

하류 부근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무주군 삼공리

매립지는 COD, SS, T-P, Fe와 Mn이 침출수 배

출허용기준을 초과하 다.

무주군 대차리 매립지는 사용종료된 매립지이

나 매립지 옹벽 아래로 침출수가 누출되고 있었

는데 SS, Pb, Fe, Mn이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 다. 금산군 대산리 매립지에서는 SS가

초과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 소규모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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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규모 매립지 침출수 분석 결과

항목 배출허용기준 보은 용암리 옥천 추소리 동 설계리 금산 양전리
(나지역)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COD 150 140.0 127.5 300.0 318.0 192.0 244.5 1840.0 240.0

SS 70 48.00 0.37 60.50 0.33 66.70 0.17 343.30 0.73

T-N - 568.50 791.9 761.40 773.6 403.80 474.1 1308.0 894.4

T-P 8 6.19 0.62 1.23 1.90 2.70 1.11 1.66 1.44

As 0.5 0.021 0.012 0.075 0.039 0.034 0.025 0.360 0.046

Cu 3 0.032 ND 0.034 ND 0.053 ND 0.080 ND

Zn 5 0.176 ND 0.358 0.029 0.210 ND 0.310 ND

Fe 10 0.599 2.663 ND 9.125 9.982 4.449 0.759 6.603

Mn 10 0.784 0.139 1.050 0.458 1.867 1.203 0.943 0.148

Pb 1 0.374 0.008 0.008 0.014 0.186 0.001 1.34 0.001

Cd 0.1 ND ND ND ND ND ND ND ND

Cr 2 0.021 ND 0.038 0.020 0.169 0.043 0.433 0.019

TCE 0.3 0.002 ND 0.002 ND 0.007 ND 0.007 ND

PCE 0.1 ND ND ND ND ND ND ND ND

유기인 1 ND ND ND ND ND ND ND ND

시안 1 - ND - ND - ND - ND

페놀 3 ND 0.024 ND 0.084 ND 0.011 ND 0.010

항 목
배출허용기준 보은 용암리 옥천 추소리 동 설계리 금산 양전리

(나지역)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단위 : mg/L)



립지는 침출수 누출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웠고

주변 수계의 수질 분석에서도 침출수 배출허용기

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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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대청호 상류유역 매립지의 침출수(1차 시료) 분석 결과

위 치 As Cu Zn Fe Mn

무주군 삼공매립지 계곡하류 ND 0.006 0.177 0.338 0.017

무주군 삼공매립지 쌍방울 매립지 0.003 0.04 0.731 31.76 3.544

무주군 삼공매립지 계곡상류 ND 0.006 0.842 0.197 0.017

동군 설계리 매립종료 0.017 0.035 0.803 6.67 1.986

동군 설계리 우수관로 0.002 0.029 0.829 0.204 ND

동군 설계리 집수조 0.034 0.053 0.21 9.982 1.867

무주군 대차리 옹벽 밑 0.003 0.037 0.205 5.6 5.785

무주군 대차리 옆 도랑 0.001 0.025 0.033 ND 0.009

금산군 양전리 매립지 0.36 0.08 0.31 0.759 0.943

보은군 용암 매립지 0.021 0.032 0.176 0.599 0.784

금산군 군북면 두두리 야적장 앞 개울 ND 0.033 0.263 ND ND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집수조 0.075 0.034 0.358 ND 1.05

금산군 복수면 다복리 계곡상류 ND 0.035 1.019 ND 0.041

금산군 복수면 다복리 계곡하류 0.002 0.027 0.541 ND 0.029

금산군 제원면 대산리 ND 0.049 0.636 0.167 0.315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앞 우수관로 0.005 0.035 0.2 ND ND

위 치 As Cu Zn Fe Mn

(단위 : mg/L)

표 2-2.  대청호 상류유역 매립지의 침출수(1차 시료) 분석 결과

위 치 Pb Cd Cr TCE PCE 유기인

무주군 삼공매립지 계곡하류 0.047 ND ND 0.016 0.002 ND

무주군 삼공매립지 쌍방울 매립지 0.07 ND 0.015 0.003 ND ND

무주군 삼공매립지 계곡상류 0.031 ND ND 0.009 ND ND

동군 설계리 매립종료 0.921 ND 0.131 0.001 ND ND

동군 설계리 우수관로 0.233 ND 0.001 ND ND ND

동군 설계리 집수조 0.186 ND 0.169 0.007 ND ND

무주군 대차리 옹벽 밑 1.644 ND 0.002 0.009 ND ND

무주군 대차리 옆 도랑 0.136 ND ND ND ND ND

금산군 양전리 매립지 1.34 ND 0.433 0.007 ND ND

보은군 용암 매립지 0.374 ND 0.021 0.002 ND ND

금산군 군북면 두두리 야적장 앞 개울 0.174 ND ND 0.003 ND ND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집수조 0.008 ND 0.038 0.002 ND ND

금산군 복수면 다복리 계곡상류 0.026 ND ND 0.003 ND ND

금산군 복수면 다복리 계곡하류 0.008 ND ND 0.001 ND ND

금산군 제원면 대산리 0.075 ND ND 0.003 ND ND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앞 우수관로 0.059 ND ND 0.001 ND ND

위 치 Pb Cd Cr TCE PCE 유기인

(단위 : mg/L)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청호 상류 유역에 위치하여

현재 운 중인 위생매립지와 비위생매립지 그리

고 사용종료된 비위생매립지의 관리운 실태를

조사하고 침출수를 화학적으로 분석하고 수질오

염 측면에서 평가하 다. 운 중인 위생매립지는

침출수 차집설비, 가스처리시설, 침출수 이송시설

등 매립지 설비 규정에 맞게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었다. 비위생매립지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결과

일부 매립지에서 침출수의 유출이 외관상으로도

확인되어 시급한 대책이 요망된다. 위생매립지의

일부에서도 COD가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하 다. 비위생매립지의 일부에서는 SS, T-P, Pb,

As, Fe, Mn이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 다.

본 연구를 통해서 대청호 상류유역에 위치한

매립지의 일부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누출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청권 주민의 상수원 등

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청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류유역에 위치한 매립지에 대한 적절

한 관리대책이 요망된다. 향후에 추가적인 연구

를 심화시켜 매립지별 침출수량 발생량 및 침출

수의 오염물질 부하량이 대청호 수질 악화에 미

치는 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

여 매립지 정화에 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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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대청호 상류유역 매립지의 침출수(1차 시료) 분석결과

위 치 페놀 COD SS T-N T-P

무주군 삼공매립지 계곡하류 ND 1.6 1.2 1.764 0.006

무주군 삼공매립지 쌍방울 매립지 ND 780 550 640.8 10.86

무주군 삼공매립지 계곡상류 ND 2.2 0 0.792 0.005

동군 설계리 매립종료 ND 228 97.5 398.4 3.936

동군 설계리 우수관로 ND 15.1 3 2.556 0.013

동군 설계리 집수조 ND 192 66.7 403.8 2.79

무주군 대차리 옹벽 밑 ND 48 98 74.4 0.588

무주군 대차리 옆 도랑 ND 3 7 1.896 0.03

금산군 양전리 매립지 ND 1840 343.3 1308 1.656

보은군 용암 매립지 ND 140 48 568.5 6.192

금산군 군북면 두두리 야적장 앞 개울 ND 2.4 0.7 4.786 0.029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집수조 ND 300 60.5 10.397 1.243

금산군 복수면 다복리 계곡상류 ND 1.8 2.3 1.954 0.014

금산군 복수면 다복리 계곡하류 ND 9 58.3 2.808 0.072

금산군 제원면 대산리 ND 18 56.3 5.789 0.101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앞 우수관로 ND 5 2 3.744 0.062

위 치 페놀 COD SS T-N T-P

(단위 :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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