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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영산강은 광주광역시의 농업 및 생활용수의 주요 

원천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수변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자원이다. 그러나 영산강은 유역면적이 작

고 유하거리는 짧으며 하상계수가 크기 때문에 영산

강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 충분한 수자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광주광역시에서는 영산강의 유량 

확보를 위하여 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하천 유

지용수로 이용하고 있으며, 갈수기에는 제1하수처리

장 방류수가 영산강 본류 유량의 60∼70%를 차지한

다 (Lee, 2018).
하천 수질은 크게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유입 

등의 점오염원과 산업 및 농업 폐수 등의 비점오염원

에 영향을 받으며, 환경부가 고시한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에 따라 유기물 오염 지표인 생물화학적산

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 BOD) 등으로 평

가된다 (Han et al., 2014). 광주광역시 시정백서(2020년)
에 의하면 광주지역 영산강 하류 광산 지점(광주광역

시와 나주시 경계의 영산강 본류지점, Fig.1의 Site L)의 

BOD 평균 농도는 5.4 mg/L로 광주지역 영산강 상류 

용산교 지점(광주광역시와 담양군 경계의 영산강 본

류지점)의 평균 농도 2.3 mg/L보다 약 2배 높게 측정

되었고, 광산의 BOD 농도는 광주광역시 개발사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광산 지점의 BOD 농도 상승 

원인에 대한 지자체와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실정이

다 (Lee, 2020).
Min et al. (2011)은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통해 

방류된 암모니아성질소 (NH3-N)가 하천의 유기물 지

표인 BOD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Min et al., 2011). NH3-N는 수계에서 주로 암모늄이온

(NH4
+)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수계 유입 후 8∼10일 

후부터 질산화 미생물에 의해 서서히 질산성질소

(NO3-N)로 산화된다 (Ge et al., 2015). 질산화 미생물의 

세대기간(Generation time)은 8∼24시간으로 길기 때문에 

NH3-N가 완전히 산화될 때까지 20일 이상이 소요된다 

(Watson et al., 1981). 1.0 mg의 NH3-N를 NO3-N로 산화시

키는데 4.57 mg의 산소가 소모되며, 이때 소모된 용
존산소량을 질소성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Nitrogenous 
Biochemical Oxygen Demand, NBOD)라고 한다 (Grund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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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1; Paredes et al., 2007). 
자연 하천은 수계 내 질산화 미생물의 양이 상대적

으로 적고 증식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BOD 측정시 5
일 이내에는 NH3-N 질산화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NBOD 영향이 없는 탄소성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Carbonaceous Biochemical Oxygen Demand, CBOD)만 

측정된다 (Swayer and Mecarty, 1967). 그러나 공공하수

처리장 방류수 유입 등으로 인하여 NH3-N와 질산화 

미생물의 양이 충분한 하천은 5일 이내에 NBOD 발생

으로 실제 유기물 양에 비해 BOD 농도가 높게 분석

될 가능성이 있으며 BOD 농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Young, 1973).

BOD = CBOD + NBOD

국내 하천의 NBOD 발생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공

공하수처리장 방류수 및 방류수가 유입된 하천의 수

질항목 모니터링 위주로 보고되었고, 하천 NBOD 발
생에 대한 NH3-N 영향 및 질산화 미생물 분포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Han et al., 2015; Jang et al., 2007; 
Kim et al., 2021a; Kim et al., 2021b; Min et al., 2011; Nam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 

유입 전･후 영산강 본류 지점을 중심으로 수질 특성

을 파악하고 NH3-N 농도에 따른 연구지점별 NBOD 
발생특성과 질산화 미생물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광주지역 영산강 하류의 NH3-N와 BOD 농도 상

승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여 향후 영산강 수질개선 및 

BOD 농도 저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지점

광주지역 본류인 영산강은 황룡강, 광주천, 풍영정

천이 합류되고, 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일일 60
만톤 유입된다. 본 연구에서는 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

류수의 NH3-N가 하천 수질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기 위하여 방류수 유입 전･후 부근을 집중적으로 

연구지점을 선정하였다. 광주지역 영산강 10개 지점, 
제1하수처리장 방류구 1개 지점, 광주천 1개 지점, 황
룡강 1개 지점을 포함한 총 13개 지점을 연구지점으

로 선정하였으며 각 지점의 위치는 Fig. 1과 같다.
A, B 지점은 광주지역 영산강 상류로 분류되며 광

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유입되기 전이고 그 중 B 
지점은 풍영정천이 영산강 본류에 합류된 지점이다. 
C 지점은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 배출구 반대편 천변

에 위치하며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고, G 지점은 C 지점으

로부터 하류로 100 m 유하된 지점이다. D 지점은 광

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 배출구이며 제1하수처리장

은 유기물과 질소 등을 제거하기 위한 고도산화처리

인 Anaerobic-Anoxic-Oxic(A2O)공정을 운영하고 있고, 
E, F 지점은 D 지점으로부터 각각 100 m, 200 m 유하

된 지점이다. H 지점은 영산강 본류, 광주 제1하수처

리장 방류수 그리고 광주천이 모두 합류되는 지점이

고, I 지점은 H 지점으로부터 하류로 500 m 유하된 지

점이다. 
광주천은 하천 유지용수량 확보를 위하여 영산강 

물과 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를 광주천 상류로 보

내 이용하고 있으며, J 지점은 광주천의 하류 지점이

다. M 지점은 황룡강 하류지점으로 K 지점에서 영산

강 본류와 합류되며, L 지점은 광산이라 칭하며 광주

광역시와 나주시의 경계지점으로 광주지역 영산강 하

류로 분류되는 지점이다.

2.2 하천 수질특성 및 통계분석

본 연구는 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 유입 전･후 

하천의 수질특성 파악을 위하여 하천 모니터링을 진

행하였으며 2021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월 1∼2 
회 시료 채수를 진행하였다. 시료 분석항목은 BOD, 
NH3-N 등 총 17항목이고 각 분석은 수질오염공정시

험기준(NIER, 2021)에 따라 수행하였다. 현장측정 항

목인 수소이온농도 (pH), 수온, 용존산소량(Dissolved 
oxygen, DO), 전기전도도 (EC)는 다항목 현장측정기

(YSI 556 MPS, Yellow Springs, OH, USA)를 이용하여 시

료 채수 후 즉시 측정하였고, 유기물 관련 항목인 

BOD,  CBOD,  NBOD,  화학적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COD), 총유기탄소(Total organic carbon, TOC)와 
질소(Nitrogen) 및 인(Phosphorus) 관련 항목인 총질소

(Total-Nitrogen, T-N), 질산성질소(NO3-N), 아질산성질

소(NO2-N), 암모니아성질소(NH3-N), 총인(Total-phosphorus, 
T-P), 인산염인(PO4-P) 그리고 클로로필a(Chlorophy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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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물질(Suspended solids, SS)은 실험실에서 분석하였

다. 특히 BOD 시험 시 질산화균 억제제로서 Allythiourea 
(98%, Sigma-aldrich,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여 

질산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CBOD 농도를 구하고 

BOD 농도에서 CBOD 농도를 제하여 질산화에 의한 

산소요구량인 NBOD 농도를 산출하였다. 하천 모니터

링 관련 항목별 농도는 평균, 최소값, 최대값 등의 기

술통계량을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또한 연구지점들의 연관성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하천모니터링 13개 지점 및 COD, T-N, TOC 등 

수질특성 17항목의 평균값을 변수로 선정하여 군집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통계프로그램(SPSS 21.0) 
및 R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결과 값은 히트맵

(Heatmap) 으로 나타내었다. 군집분석은 데이터에 있

는 감춰진 패턴이나 그룹을 찾기 위해 군집화 알고리

즘을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 군집일 경우 특성이 유사

한 것으로 해석되며, 히트맵은 데이터 값을 색상으로 변

환시켜 유사한 값의 클러스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이다. 

2.3 NBOD 발생 특성 및 경향 조사

NH3-N 농도 변화에 따른 각 연구지점의 NBOD 발
생 특성을 조사하고자 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 유

입 전･후 지점(Site B, I)과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 지

점(Site D) 및 영산강 하류 지점(Site L)의 시료에 

NH3-N 농도를 0.0 mg/L, 2.0 mg/L, 5.0 mg/L씩 증가하

도록 NH3-N 표준용액(1000 mg/L,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을 주입하여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다. 
BOD 농도는 5일 배양 후 소모하는 용존산소량에서 

산출되므로 연구지점 4개소(Site B, D, I, L)의 NBOD5(5
일 배양한 질소성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발생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NBOD를 포함하여 BOD, CBOD, 
및 NH3-N, NO2-N, NO3-N 항목을 7일 동안 일별로 분

석해 시간경과에 따른 항목별 변화 경향까지 관찰하

고자 하였다.

2.4 질산화 미생물 군집 분석

NBOD 발생과 질산화 미생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차세대염기서열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을 이용하여 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 유입 

전･후 지점(Site B, I)과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 지점

(Site D)의 미생물 군집 분석을 CJ Bioscience 사(Korea)
에 의뢰해 수행하였다. 연구지점의 하천수를 원심분

리 후 FastDNATM SPIN Kit for soil (MP biomedicals, 
Irvine, CA, USA)을 이용하여 총 유전자를 추출하였

Fig. 1. Map of major rivers and streams in Gwangju. Letters A to M indicate the locations of the sampling sites in this study.
Site D is the effluent site from Gwangju-1-public sewage treatment plant (G-1-PS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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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세균 16S rDNA의 V3-V4 region의 염기서열을 기

반으로 NGS 분석을 수행하였다. PCR은 primer 341F 
(CCTACGGGNGGCWGCAG) 및 805R (GACTACHVG 
GGTATCTAATCC)을 사용하여 95℃에서 3분 동안 initial 
denaturation 진행 후, 95℃에서 30초간 denaturation, 5
5℃에서 30초간 annealing, 72℃에서 30초간 extension
을 25회 반복하고, 72℃에서 5분간 final extension을 진

행하였다. 증폭된 PCR 생성물의 염기서열 분석은 

Illumina Miseq (Illumina, San diego, CA, U.S.A.) 시스템

을 이용하였고 각 지점마다 2개의 fastq 파일을 얻었

다. VSEARCH(v2.13.4)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2개의 

fastq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합친 후,  chimera를 포함하는 

염기서열 등을  제거하였다. 분석결과는  Ezbiocloud 프
로그램(CJ Bioscience, Seoul, public of Korea)을 이용하였

고 Ezbiocloud database와 비교해 97% 이상의 유사도

를 나타내는 operational taxonomic units를 분류하여 지

점별 미생물 군집으로 나타냈다.

3. 결과 및 고찰

3.1 하천 수질특성 및 통계분석

3.1.1 하천 수질 특성

광주지역 영산강 본류는 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

수가 유입되므로 영산강 10개 지점(Site A∼C, E∼I, K, 
L), 황룡강 1개 지점(Site M), 광주천 1개 지점(Site J), 
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 1개 지점(Site D)의 유기물 

및 질소 계열 수질항목을 조사하여 방류수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Table 1). 
영산강 10개 지점의 평균 BOD 농도는 4.1 mg/L으

로 황룡강 3.5 mg/L, 광주천 3.5 mg/L, 광주 제1하수처

리장 방류수 1.5 mg/L보다 높았으며, 다른 유기물 지

표인 TOC, COD 농도도 영산강이 광주천, 황룡강에 비

해 높게 분석되었다. 또한 영산강의 질소화합물 항목

(T-N, NH3-N, NO2-N)들이 다른 하천에 비해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유입 영향

으로 판단되었다. 
영산강 지점 중 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 유입 

전 B 지점과 유입 후 I 지점의 수질분석 값을 비교하

면 B 지점에서 I 지점으로 유하되면서 BOD 농도는 

3.9 mg/L에서 5.3 mg/L로 증가하였고, NBOD/BOD 비
율(%)은 7%에서 36%로 증가하였다. 

연구지점의 위치를 고려할 때 (Fig. 1), 강물이 B 지
점 (BOD 3.9 mg/L, 조사시기 평균유량 11만 m3/일)에
서 D 지점 (BOD 1.4 mg/L, 조사시기 평균유량 53만 

m3/일)으로 흐르고 합류되어, I 지점으로 유하되기 때

문에 I 지점의 BOD 농도는 B 지점의 농도보다 낮아

지는 희석효과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I 지점의 BOD 
농도는 B 지점의 BOD 농도보다 높아지는 경향을 보

였으며, 이는 NBOD 농도가 B 지점 0.3 mg/L에서 I 지
점 1.9 mg/L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NBOD는 NH3-N가 질산화(NH3-N → NO2-N → 
NO3-N)되며 용존산소를 소모하여 발생한다. NBOD 
발생 관련 질소화합물 항목(T-N, NH3-N, NO2-N, 
NO3-N)의 경우, B 지점에서 I 지점으로 유하될 때 D 
지점의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유입되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NH3-N 농도가 0.079 mg/L에서 

1.798 mg/L로 22.6배 증가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에 포함된 NH3-N가 영산강 본

류로 유입 후 질산화를 일으켜 I 지점의 NBOD 농도

를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하였다. COD와 TOC는 물

리･화학적인 방식을 통해 수계 내 유기물을 각각 30
∼60%, 90% 이상 측정하는 분석 지표이며 NH3-N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B와 I 지점의 COD, TOC 
농도는 지점 간 0.1∼0.2 mg/L의 적은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두 지점의 유기물 양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

다 (Han and Choi, 2011). 
E와 F 지점은 D 지점의 방류수가 하천으로 유입 후 

100 m, 200 m 유하된 하천지점으로 D 지점과 유사한 

수질항목 값을 나타내었으며, T-N 값이 각각 9.419 
mg/L, 8.856 mg/L로 다른 하천지점(Site A∼C, G∼M)
들에 비해 2∼9배 높은 값이 측정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가 D 지점에서 F 
지점까지는 큰 변화 없이 유하됨을 알 수 있었다. J 
지점은 영산강과 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유지

용수로 공급되는 광주천의 하류 지점으로 방류수가 

유입되지 않는 A, B, C 지점보다 높은 T-N 농도 값

(2.863 mg/L)을 나타내었다.
A와 M 지점은 광주지역 영산강 상류 및 황룡강 지

점으로서, 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유입되지 않

기 때문에 낮은 NH3-N 농도(0.066∼0.091 mg/L)로 분

석되었고, NBOD/BOD 비율(%)도 각각 3%, 2%로 다

른 하천지점(Site B, C, G∼L)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

내었다. C 지점과 B 지점의 유사한 수질항목 값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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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B 지점의 강물이 C 지점까지 그대로 유하됨을 

확인하였고, C 지점에서 G 지점을 거쳐 H 지점으로 

갈수록 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의 하천 합류로 인

해 CBOD 농도는 감소하고, NBOD 및 질소화합물 항

목들의 농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H 지점은 영산강 상류, 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 

광주천 하류가 모두 합류되는 지점으로 합류 전인 C 
지점과 200 m의 멀지 않은 거리에도 불구하고 (Fig. 
1), NBOD 농도와 T-N 농도가 각각 3.7배, 2.6배 증가

하는 수질변화 값을 나타내었다. NBOD 발생 거동을 

보았을 때 H 지점부터 NBOD/BOD 비율(%)은 20 이
상이고, I, K, L 지점까지 모두 10 이상 나타내었다. 
이를 근거로 H 지점에서 시작된 수질특성 변화가 광

주지역 영산강 하류 L 지점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으

로 추정하였다. 

I 지점에서 K 지점을 거쳐 L 지점으로 갈수록 지류 

유입으로 인해 NBOD 및 질소계열 수질항목 농도가 

점진적으로 희석되며, 특히 I 지점과 K 지점 사이에서

는 황룡강(Site M)의 합류 때문에 수질항목 변동이 나

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지역 영산강 하류 L 지점

은 NBOD 및 질소계열 수질항목 분석결과가 광주지

역 영산강 상류 지점인 A, B 지점에 비해 높게 나타

났다. L 지점의 NBOD 농도는 0.3∼1.6 mg/L로 분석

되었고 NBOD/BOD 비율(%)은 7∼22%로 BOD 농도

에 NBOD 농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되어 Min et al. (2011)은 하수처리장 방류

수, 방류수의 영향 받지 않는 하천, 방류수의 영향 받

는 하천의 NBOD/BOD 비율(%)은 각각 45∼56%, 3%, 
23%로 분석하였다 (Min et al., 2011). 마찬가지로, Kim 
et al. (2021)의 연구에서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영향을 

Table 1. Monitoring data of concentration of nitrogen and organic matters from the sampling sites

Site BOD CBOD NBOD TOC COD
NBOD/BOD

(%)
T-N NH3-N NO2-N NO3-N

NH3-N/T-N
(%)

A
3.7 4.0 0.2 4.1 9.3 3 1.323 0.091 0.198 0.755 7

(1.2∼5.5) (2.4∼5.0) (0.0∼0.6) (2.4∼5.5) (5.0∼12.0) (0∼13) (0.855∼2.091) (0.015∼0.220) (0.097∼0.314) (0.373∼1.361) (1∼21)

B
3.9 3.6 0.3 4.2 9.6 7 1.243 0.079 0.201 0.766 7

(1.8∼5.8) (1.5∼5.1) (0.0∼0.7) (2.4∼6.3) (5.6∼14.0) (0∼20) (0.680∼1.964) (0.000∼0.181) (0.098∼0.324) (0.425∼1.346) (0∼20)

C
4.5 4.2 0.3 4.5 10.1 6 1.763 0.241 0.247 1.035 12

(1.6∼6.6) (1.3∼5.8) (0.0∼1.0) (3.2∼6.4) (4.4∼13.6) (0∼19) (1.017∼4.759) (0.000∼1.125) (0.112∼0.553) (0.403∼2.927) (0∼32)

D
1.4 0.9 0.5 4.3 8.1 35 8.791 3.907 0.453 2.903 43

(0.7∼2.9) (0.2∼1.5) (0.0∼1.4) (3.5∼5.1) (3.8∼11.2) (0∼87) (5.348∼10.89) (0.870∼5.500) (0.320∼0.648) (0.936∼4.295) (16∼69)

E
1.6 0.8 0.8 4.3 8.3 47 9.419 4.744 0.447 3.184 50

(0.7∼2.7) (0.3∼1.3) (0.1∼1.6) (3.6∼5.1) (7.2∼10.5) (8∼78) (7.239∼10.847) (3.648∼5.981) (0.305∼0.647) (2.31∼4.294) (42∼60)

F
1.8 1.1 0.7 4.3 8.0 36 8.856 4.448 0.436 3.071 50

(0.9∼3.2) (0.6∼2.2) (0.2∼1.1) (3.6∼4.9) (6.4∼9.5) (16∼65) (6.717∼10.362) (3.263∼5.486) (0.313∼0.631) (2.238∼4.145) (41∼59)

G
4.3 3.9 0.4 4.4 10.7 9 3.163 0.909 0.268 1.401 23

(3.0∼5.5) (2.7∼5.1) (0.0∼0.7) (3.5∼6.6) (6.2∼14.0) (0∼20) (1.194∼5.776) (0.000∼1.914) (0.121∼0.552) (0.512∼3.254) (0∼48)

H
4.4 3.3 1.1 4.4 10.4 24 4.633 1.887 0.328 1.934 40

(2.8∼5.9) (2.3∼4.9) (0.2∼1.9) (3.4∼5.6) (6.6∼16.4) (6∼38) (3.284∼7.019) (0.994∼2.876) (0.173∼0.543) (1.124∼3.183) (25∼53)

I
5.3 3.4 1.9 4.3 9.8 36 4.555 1.789 0.394 1.689 38

(2.8∼8.1) (2.1∼6.2) (0.5∼3.7) (2.5∼6.4) (5.8∼14.6) (9∼49) (2.367∼6.981) (0.593∼2.821) (0.233∼0.567) (0.585∼2.853) (22∼68)

J 
3.5 3.7 0.5 3.5 8.0 6 2.863 0.184 0.284 2.013 7

(1.4∼5.3) (2.4∼4.8) (0.0∼1.1) (2.1∼4.2) (4.2∼10.2) (0∼20) (1.710∼3.805) (0.023∼0.671) (0.204∼0.402) (0.735∼3.097) (1∼26)

K
6.1 5.2 0.9 4.8 10.4 16 3.375 0.766 0.369 1.486 21

(2.9∼10.2) (2.3∼8.8) (0.4∼1.4) (3.3∼6.7) (5.6∼14.0) (5∼32) (1.672∼6.264) (0.139∼2.119) (0.218∼0.536) (0.475∼2.579) (7∼40)

L
5.8 5.1 0.7 4.8 11.7 13 3.270 0.624 0.342 1.668 18

(3.1∼10.8) (2.7∼9.8) (0.3∼1.6) (2.9∼6.6) (6.0∼19.2) (7∼22) (2.096∼5.005) (0.130∼1.532) (0.215∼0.536) (0.552∼3.120) (6∼31)

M
3.5 3.6 0.2 3.7 9.8 2 1.071 0.066 0.190 0.705 6

(1.4∼5.1) (2.4∼5.1) (0.0∼0.8) (2.6∼5.1) (5.6∼17.2) (0∼17) (0.558∼1.574) (0.012∼0.145) (0.088∼0.308) (0.370∼1.328)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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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3개의 하천 모두 NBOD/BOD 비율(%)이 21∼
30%로 분석되었고, 이는 Table. 1의 연구 결과와 유사

하였다 (Kim et al., 2021a). 또한 다른 연구논문에서도 

시기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NBOD 발생의 차이를 보

였지만,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통해 하천에 방류된 

NH3-N가 하천의 NBOD를 증가시키는 경향은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Han et al., 2015; Jang et al., 2007; 
Nam et al., 2017). 

3.1.2 하천 수질항목 통계분석

연구 지점들의 연관성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하천모니터링 13개 지점 및 COD, T-N, TOC 등 17항
목의 평균값을 변수로 이용하여 통계프로그램(SPSS 
21.0, R)을 통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히트맵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하였다 (Fig. 2).
군집분석 결과, 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가 하천

에 유입되지 않는 하천인 A, B, C, M 지점이 Group 1,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가 하천에 유입되어 방류수의 

영향을 받는 하천지점인 H, I, J, L, K, G 지점이 

Group 2로 나뉘었다 (Table 2). Group 2는 제1하수처리

장 방류수와 영산강 본류가 합류된 직후 지점인 H, I 
지점이 Group 2-1, 방류수가 유입된 후 여러 지류가 

합류된 지점인 J, L, K, G 지점이 Group 2-2로 각각 통

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광주 제1하수처리

장 방류구 D 지점과 방류구에서 100 m, 200 m 유하된 

하천지점인 E, F 지점이 Group 3으로 나뉘었다. 
군집분석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지점들의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확인하였고(Fig. 2), 동일 군집

은 유사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Group 1의 B 지점 

강물이 C 지점까지, Group 3의 D 지점 강물이 E, F 지
점까지 각각 유하되며, Group 2의 H 지점 강물이 I, K 
지점을 거쳐 L 지점까지 유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 이 결과를 통해 광주지역 영산강 하류 L 지
점의 경우 H, I 지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각 군집의 수질항목의 평균값을 바탕으로 군

집별 수질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 대부분

의 수질항목에서 Group 2의 평균값이 Group 1의 값보

다 높게 분석되었는데, 이는 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

수의 유입 영향으로 추정된다. 질소화합물 항목(T-N, 
NH3-N, NO2-N, NO3-N)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Group 3, 
Group 2-1, Group 2-2, Group 1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각 지점의 합류 및 희석효과 때문으로 

추측된다. 상대적으로 질소화합물 항목 값이 높은 

Group 3(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이 Group 1, 
Group 2-1의 지점들에 합류되어 유하되고, 황룡강 등 

지류 합류로 인해 희석되어 Group 2-2의 지점들은 낮은 

Table 2. Water quality properties of clustered sampling sites

Group Group 1
Group 2

Group 3
2-1 2-2

Site A, B, C, M H, I J, L, K, G D, E, F
Group description River only River with effluent Effluent only

Number of samples 48 24 48 36
T-N (mg/L) 1.350 4.594 3.168 9.022 

NH3-N (mg/L) 0.119 1.838 0.621 4.366 
NO2-N (mg/L) 0.209 0.361 0.316 0.445 
NO3-N (mg/L) 0.816 1.812 1.642 3.053 
EC (μS/cm) 233 363 307 512 
TOC (mg/L) 4.1 4.4 4.4 4.3 
BOD (mg/L) 3.9 4.9 4.9 1.6 

CBOD (mg/L) 3.8 3.4 4.3 0.9 
NBOD (mg/L) 0.2 1.5 0.6 0.7 
COD (mg/L) 9.7 10.1 10.2 8.1 
T-P (mg/L) 0.089 0.103 0.116 0.120 

PO4-P (mg/L) 0.060 0.064 0.071 0.073 
Chlorophyll-a (mg/m3) 72.0 53.9 94.5 1.8 

SS (mg/L) 18.8 12.4 17.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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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eatmap of cluster analysis of water quality properties 
from the sampling sites.

질소화합물 항목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 군집의 전기전도도 (EC) 값의 감소 경향이 질

소화합물 항목들의 감소 경향과 유사하여 각 지점의 

합류 및 희석효과를 설명해준다.  
반면 Group 1, Group 2, Group 3의 TOC 평균 농도

는 각각 4.1 mg/L, 4.4 mg/L, 4.3 mg/L로 비슷하였다 

(Table 2). 즉, 유기물의 90% 이상을 CO2로 산화시켜 

측정하는 유기물 지표인 TOC 농도의 차이가 없으므

로 군집 간 유기물의 양은 큰 차이가 없고, 각 지점의 

합류 및 희석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Group 1과 Group 2의 BOD 평균 농도는 각각 3.9 
mg/L, 4.9 mg/L로 강물이 유하하면서 BOD 농도가 증

가하였다 (Table 2). 이는 NBOD 발생이 BOD 농도 값

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Table 1의 B와 I 지점의 

TOC, BOD 농도를 비교하였을 때와 유사한 경향을 나

타냈다.
히트맵 분석결과, 군집별 질소화합물 항목들의 차

이가 뚜렷하게 드러났고, H, I 지점의 NBOD, 
NH3-N 및 NO3-N가 짙은 파란색으로 Group 1 (Site 
A, B, C, M), Group 2-2 (J, L, K, G)보다 높게 분석

되었다. 특히, D, E, F 지점의 색상은 명확히 구분되

어 나머지 군집들과는 수질특성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2). 

3.2 NBOD 발생 특성 및 경향 조사

3.2.1 NH3-N 농도 변화에 따른 NBOD5 발생 특성

하천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통해 NH3-N와 NBOD 
농도는 유사한 경향으로 측정됨을 확인하였다 (Table 
1). NH3-N 농도에 따른 NBOD5 발생 특성 시험은 연

구지점 4개소(Site B, D, I, L)를 선정하여 수행하였으

며, 분석결과는 Fig. 3과 같다.
I 지점의 샘플에 NH3-N를 0.0, 2.0, 5.0 mg/L 농도로 

증가하여 주입하였을 때, CBOD5 농도는 1.6, 1.6, 1.5 
mg/L로 측정되었으며, NBOD5 농도는 각각 2.3, 2.4, 
2.6 mg/L로 분석되었다 (Fig. 3). NH3-N 주입 농도 변

화에 관계없이 CBOD5 농도는 유사하게 측정되었는

데, 이는 CBOD5는 NH3-N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반면 NBOD5 농도는 NH3-N의 영향을 받

기 때문에 NH3-N 주입 농도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주입한 NH3-N의 농도 증가 폭

(2∼5배)에 비해 I 지점 시료 간 NBOD5 발생 농도는 

1.1 배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B, D, L 지점

에서도 주입한 NH3-N의 농도 증가와 NBOD5 값은 비

례하지 않았다.  
NH3-N 주입 농도와 NBOD5 발생 농도가 비례하지 

않는 경향은 Kim et al. (200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

였다. Kim et al. (2006)은 생물학적 질산화 공정에서 

NH3-N 농도 및 질산화 미생물 농도 변화에 따른 

NH3-N 질산화 변화 경향을 조사하였고, 질산화 미생물

Fig. 3. Concentration of CBOD5 and NBOD5 in the samples 
of sites B, D, I, L after the addition of NH3-N. Black 
circles indicate the amount of spiked NH3-N (0.0, 2.0, 
5.0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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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NH3-N 농도를 증가시키더라

도 NH3-N의 질산화 속도는 유사하다고 보고하였다 

(Kim et al., 2006). 이를 바탕으로 NH3-N 농도는 NBOD 
발생에 제한인자(Limiting factor)로 작용하지 않았으

며, 질신화 미생물 등 다른 요인이 NBOD 발생에 더 

큰 영향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2.2 일별 BOD, CBOD, NBOD 농도 발생 경향

연구지점 4개소 (Site B, D, I, L)에 NH3-N 주입 농

도 (0.0, 2.0, 5.0 mg/L)를 달리하여 7일간 분석한 BOD, 
CBOD, NBOD 발생 경향은 Fig. 4와 같다. 각 연구지

점 내 NH3-N의 주입 농도 증가(0.0, 2.0, 5.0 mg/L)에 

따른 BOD, CBOD 및 NBOD 농도 증가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Fig. 3의 CBOD5, NBOD5 분석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연구지점끼리 NH3-N의 주

입에 따른 일별 BOD, CBOD, NBOD 농도 발생을 비

교한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 유입 전 B 지점과 유입 

후 I 지점의 CBOD 발생 경향은 유사하였지만, NBOD 
발생 경향은 상이하였다 (Fig. 4 [a], [c]). B지점의 NBOD 
농도는 6∼7일째부터 증가한 반면, I 지점의 NBOD 농
도는 3∼4일째부터 증가하였고, 5일째부터는 CBOD 농
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인 자연 하천의 NH3-N 질
산화는 7∼10일부터 시작되어 20일 이상 진행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 I 지점의 경우 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 유입 영향으로 3∼4일부터 NH3-N 질산화가 시

작되어 용존산소 소모로 NBOD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

는 것으로 추정된다 (Ge et al., 2015; Grunditz et al., 2001; 
Paredes et al., 2007). 하지만 B 지점의 경우, NH3-N 농도

가 5 mg/L으로 충분했음에도, NBOD 농도가 낮았다. 특
히 5.0 mg/L의 NH3-N를 주입한 동일 조건에서 B 지점의 

NBOD5 농도는 0.11 mg/L이었으나, I 지점에서는 23.6배 

높은 2.60 mg/L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지점간 

NBOD 발생에 NH3-N 농도 외 다른 요인이 작용할 수 

있음을 예상하였다.  

Fig. 4. Change of concentration of BOD, CBOD, NBOD in the samples of sites B, D, I, L after the addition of NH3-N
for 7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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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본류인 B, I, L 지점과 달리 D 지점은 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로 하수처리공정을 통해 생분해

가 가능한 유기물을 대부분 산화시킨 후 방류되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하천 지점에 비해 낮은 BOD 
농도를 나타내었고, 7일째 NBOD가 발생함을 확인하

였다 (Fig. 4 [b]). NBOD/BOD 비율(%)이 높을수록, 유
기물 지표인 BOD 농도가 NH3-N 질산화에 의해 높게 

분석된다고 유추할 수 있다 (Han et al., 2015). 
B, D, I, L 지점의 NH3-N 농도별 평균 NBOD5/BOD5 

비율 (%)은 각각 14.2%, 20.7%, 60.1%, 36%로 나타났

으며, I 지점은 CBOD5 보다 NBOD5가 더 높게 분석되

었다. L(영산강 하류 광산) 지점은 I 지점보다 낮은 

NBOD 농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황룡강(Site M)의 합

류 때문으로 생각된다 (Table 1). 그러나 NH3-N 주입

에 따른 NBOD 발생 경향은 L 지점과 I 지점이 유사

한 증가 경향을 보였고, B 지점에 비해 NBOD/BOD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Fig. 4 [c], [d]). 그러므로 

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 유입이 I 지점 뿐만 아니

라 하류로 11 km 떨어진 L 지점까지 NBOD 농도 증

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1). 

3.2.3 일별 NH3-N, NO2-N, NO3-N 농도 발생 경향

연구지점 4개소(Site B, D, I, L)의 NH3-N 주입 농도

(0.0, 2.0, 5.0 mg/L)에 따른 7일간의 질소화합물

(NH3-N, NO2-N, NO3-N) 항목 및 NBOD의 농도 경향

은 Fig. 5와 같다. NH3-N를 추가적으로 주입하기 전 

B, D, I, L 지점의 초기 NH3-N 농도는 각각 0.174 
mg/L, 5.773 mg/L, 2.283 mg/L, 1.608 mg/L이었으며, 
이 시료에 NH3-N를 0.0 mg/L, 2.0 mg/L, 5.0 mg/L 씩 

증가하도록 주입하여 7일 동안 질소화합물 항목 및 

NBOD의 농도를 분석하였다. NH3-N 농도는 모든 지

점에서 전반적으로 3일째부터 감소하였고, 특히 I 지
점의 5일 경과 후 평균 NH3-N 농도는 초기 대비 

65.4%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Fig. 5. Change of concentration of NH3-N, NO2-N and NO3-N in the samples of sites B, D, I, L after the addition of NH3-N
for 7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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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점의 NO2-N, NO3-N 발생 경향은 NH3-N 주
입 농도(0.0, 2.0, 5.0 mg/L) 증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고 이는 Fig. 3의 NBOD 농도 발생 경향과 

유사했다. 예를 들면 NH3-N 주입 농도가 0.0 mg/L, 5.0 
mg/L인 I 지점 시료의 5일 후 NO2-N 농도는 각각 

0.883 mg/L, 0.896 mg/L, NO3-N 농도는 각각 1.850 mg/L, 
1.827 mg/L로 분석되어 NH3-N 주입 농도에 상관없이 

유사하였다. 
NH3-N를 추가적으로 주입하기 전 B, D, I, L 지점의 

초기 NO2-N 평균 농도는 각각 0.227 mg/L, 0.392 
mg/L, 0.380 mg/L, 0.327 mg/L로 분석되었고, NH3-N를 

추가적으로 주입한 후 각 지점의 NO2-N 농도 발생 경

향은 상이하였다. B 지점의 평균 NO2-N 농도는 초기 

대비 5일 경과 후 86.4%로 감소한 반면, D, I, L 지점

은 5일 경과 후 각각 106.1%, 239.7%, 139.5%로 증가

하였고, 특히 I 지점의 평균 NO2-N 농도는 초기 0.380 
mg/L에서 5일 경과 후 0.910 mg/L로 가장 크게 증가

하였다. 또한 I 지점의 일일 평균 NO2-N 발생 속도

(NO2-N mg/L･day)는 1일차 0.021 mg/L･day에서 7일 

차 0.426 mg/L･day로 증가하여 반응 시간에 따라 

NO2-N 발생 속도가 빨라짐을 확인하였다.
NH3-N를 추가적으로 주입하기 전 B, D, I, L 지점의 

초기 NO3-N 평균 농도는 각각 0.862 mg/L, 2.006 
mg/L, 1.687 mg/L, 1.334 mg/L로 지점별 차이를 나타

내었다. 하지만 NH3-N를 추가적으로 주입하고 5일 경

과 후 NO3-N 평균 농도는 초기 농도와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B, D, L 지점의 NO3-N 평균 농도 변화

량은 5일 경과 후 각각 96.7%, 102.8%, 100.1%로 초기 

농도 값과 유사하게 분석되었고, I 지점만 109.2%로 

약간 증가하였다. 그러나 I 지점의 NO3-N의 변화량은 

NH3-N, NO2-N 변화 경향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NH3-N의 질산화는 NH3-N, NO2-N의 연속적인 산화 

과정을 거쳐 NO3-N로 전환되고, NBOD는 이 질산화 

과정 중 소모된 용존산소량을 나타낸다 (Ge et al., 
2015; Grunditz et al., 2001; Paredes et al., 2007). Fig. 5 분
석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연구지점에서 질산화 단계 

중 주로 NH3-N가 NO2-N로 산화되고, 이때 소모되는 

용존산소량으로 인해 NBOD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5). NO2-N 농도가 증가할수록 NBOD 
농도가 높게 분석되었고, 특히 I 지점과 L지점에서 이

러한 증가 경향은 뚜렷하였다 (Fig. 5 [c], [d]). 반면 B 

지점은 NO2-N 농도 변화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NBOD가 적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5 [a]). 그
리고 Fig. 5에서 NH3-N 산화에 의해 NO2-N가 주로 발

생하고 NO3-N 농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는 

질산화 과정에 미생물 등 다른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

으로 사료된다. 

3.3 하수처리장 방류수 유입 전･후 지점 질산화 미생물 

군집 분석

NH3-N 농도에 따른 NBOD 발생 특성 분석 결과

(Fig. 3, Fig. 4, Fig. 5), NH3-N 농도 증가는 NBOD5 발
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NH3-N 농도가 충분

히 높은 동일한 조건(5.0 mg/L)에서 연구지점에 따라 

NBOD 발생 차이를 보였고, NH3-N에서 NO2-N로 산화

되는 과정에서 주로 NBOD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NBOD 발생 과정에서 NH3-N 
외의 다른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

문에 NH3-N 질산화 미생물 군집 분석을 수행하였다. 
NH3-N 질산화 미생물은 독립영양미생물로 NH3-N 

산화균인 Nitrospira, Nitrosomonas, Nitrosococcus, 
Nitrosololbus, Nitrosocyctis 등과 NO2-N 산화균인 

Nitrobactor, Nitrotoga, Nitrocystis 등으로 분류되며

(Kowalchuk et al., 1999; Wagner et al., 1996), 광주 제1하
수처리장 방류수 유입 전･후 지점(Site B, I)과 제1하수

처리장 방류수 지점(Site D)의 질산화 미생물 분포 특

성을 차세대염기서열(NGS)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지점(Site B, D, I)의 NGS 분석결과, 1078 속

(Genus)의 미생물이 검출되었으며 그 중 NH3-N의 질

산화에 관여하는 미생물로 Nitrosomonas, Nitrotoga, 
Nitrospira 속(genus)이 검출되었다 (Fig. 6). Nitrosomonas
는 대표적인 NH3-N 산화균(Ammonia oxidizing bacteria)
이며, Nitrotoga는 NO2-N 산화균(Nitrite oxidizing bacteria)
으로 알려져 있다. (Arp et al., 2002, 2003; Alawi et al., 
2007). Nitrospira는 NO2-N 산화균이지만 Damis et al. 
(2015)의 연구에 의하면 NH3-N 산화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Damis et al., 2015; Pester et al., 2014; Spieck 
et al., 2021; Van Kessel et al., 2015).

Fig. 6에 연구지점 시료에 포함된 전체 미생물 중 3 
속의 질산화 미생물(Nitrospira, Nitrosomonas, Nitrotoga)
이 차지하는 각 비율(%)을 누적 그래프로 나타내었으

며, x축 하단 데이터는 지점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표

준화된 미생물 비율(%)이다. B, D, I 지점의 3 속(ge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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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oportion (%) of nitrifying bacteria from NGS data 
of the sampling site B, D, I. 

질산화 미생물 비율(%)은 0.180%, 0.564%, 2.330% 순
으로 증가하였다 (Fig. 6). D 지점(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질산화 미생물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I 지점

의 질산화 미생물 비율(%)을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되어 Merbt et al. (2015)은 하수처리장 방류

수가 유입되는 5개의 도심 하천을 조사하였고, 모든 

하천에서 방류수 유입 전보다 방류수 유입 후의 하천 

내 NH3-N 산화균이 높게 검출됨을 확인하였다 (Merbt 
et al., 2015). 

3.4 NBOD 발생 특성과 질산화 미생물 군집 상관관계

본 연구의 NH3-N 농도에 따른 NBOD 발생 특성 시

험 결과 (Fig. 3), NH3-N 농도 증가에 따라 NBOD 농
도가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원인은 질산화 미생

물이 제한인자(Limiting factor)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

각된다. NH3-N 농도를 증가시켰을 지라도, 동일 시료 

내 질산화 미생물의 양은 일정하기 때문에 질산화에 

소모하는 용존산소량도 일정하여, NBOD 농도가 비슷

하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NH3-N 농도가 높은 동일한 조건에서 광주 제1하수처

리장 방류수가 합류되는 I 지점이 방류수가 합류되지 

않는 B 지점보다 NBOD 농도가 높게 측정된 이유는 질

산화 미생물의 양적･질적 차이 때문으로 추정된다 (Fig. 

4). I 지점의 질산화 미생물은 2.330%로 B 지점의 질산

화 미생물 0.180%보다 양적으로 12.9배 많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Fig. 6). 또한 질적으로도 I 지점의 미생물에

는 하수처리장에서 인위적으로 키운 D 지점의 질산화 

미생물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I 지점의 미생물의 질산

화 효율 및 활동성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연구지점에서 질산화 단계 중 주로 NH3-N가 

NO2-N로 산화되고, NO3-N의 농도는 증가하지 않았는

데(Fig. 5), 이는 NH3-N 산화균인 Nitrosomonas 비율

(%)이 NO2-N 산화균인 Nitrotoga 비율보다 더 크기 때

문으로 보인다 (Fig. 6). 즉, I 지점의 NH3-N 산화균 비

율(%)은 1.495%로 NO2-N 산화균 0.799%에 비해 1.9배 

높았고, 주로 NH3-N 산화균을 통해 NH3-N의 산화가 

일어나 NBOD 농도가 높아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NO2-N 산화균의 경우 해당 수계 환경

에서 NH3-N 산화균보다 활성이 저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NH3-N 산화균과 NO2-N 산화균은 수계에 있는 

Free Ammonia(FA)와 Free nitrous acid(FNA)에 의해 저

해를 받는데, Baquerizo et al. (2005)의 연구에 의하면 

동일한 FA 및 FNA 농도에서 NO2-N 산화균이 NH3-N 
산화균보다 더 선택적으로 저해되기 때문이다 (Balmelle 
et al., 1992; Baquerizo et al., 2005; Blackburne et al., 
2007; Chang et al., 2002; Turk et al., 1989; Vadivelu et 
al., 2006a; Vadivelu et al., 2006b). 그 결과 NO2-N 산화

균의 상대적인 저해로 NO2-N의 농도가 축적되고 

NO3-N 농도는 증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Fig. 5). 
본 연구의 NH3-N 농도에 따른 NBOD 발생 특성 분

석 결과와 질산화 미생물 군집 분석 결과를 통해 

NBOD 발생에는 NH3-N 뿐만 아니라 질산화 미생물이 

주요 인자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수계 

질산화 미생물 제어시 NBOD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광주지역 영산강 하류 지점의 높은 

BOD 농도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광주 제1하수처

리장 방류수 유입 전･후 영산강 본류 지점을 중심으

로 수질 특성을 파악하고 NH3-N 농도에 따른 연구지

점별 NBOD 발생특성과 질산화 미생물 영향을 조사

하였다. 이를 통해 광주지역 영산강 하류의 NH3-N와 

BOD 농도 상승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고,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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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향후 영산강 수질개선 및 BOD 농도 저감 정

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21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광주 제1하수

처리장 방류수 유입 전･후 하천의 모니터링 분

석결과를 토대로 NH3-N가 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통해 영산강 본류로 유입된 후 하천에

서의 질산화 과정에서 용존산소를 소모하여 H 
지점부터 I, K, L 지점까지 NBOD 농도를 높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방류수 유입 전･후인 B, I 
지점의 NBOD/BOD 비율(%)은 각각 7%, 36%로 

5.1배 차이를 보였고, 특히 광주지역 영산강 하

류인 L(광산) 지점의 NBOD/BOD 비율(%)은 7
∼22%로 분석되어 NH3-N로 인해 BOD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군집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연구지점의 수

질항목들의 연관성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고, 
하천의 유하 및 합류 경향도 파악하였다. 특히 

L(광산) 지점의 경우 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

수 유입 후 지점인 H, I 지점과 동일 군집으로 

나뉘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3) NH3-N 주입 농도(0.0, 2.0, 5.0 mg/L) 증가에 따

른 NBOD5 농도의 비례적인 증가 경향은 모든 

연구지점(Fig. 3의 Site B, D, I, L)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지점의 NH3-N 농도를 인위적으로 

증가시켜도 질산화 미생물이 소모하는 용존산

소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NBOD5 농도가 유사하

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를 통해 

NBOD5 농도 증가의 영향인자로서 NH3-N 보다

는 질산화 미생물과 같은 다른 요인이 있을 것

으로 판단하였다. 
(4) 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 유입 전･후 지점인 

B와 I 지점의 NBOD 발생 경향은 상이하였고

(Fig. 4), I 지점은 방류수 유입 영향으로 3∼4일
부터 NBOD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NH3-N 주입 농도가 높은 동일한 조건 (5.0 
mg/L)에서, I 지점이 방류수가 합류되지 않는 B 
지점보다 NBOD5 농도가 23.6배 높게 측정된 이

유는 두 지점 간 질산화 미생물의 양적･질적 차

이 때문으로 추정하였다.
(5) 차세대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NH3-N의 질산화

에 관여하는 미생물로 Nitrosomonas, Nitrotoga, 

Nitrospira 속(genus)이 검출되었다. 연구지점별 

질산화 미생물 분포 차이를 토대로 광주 제1하
수처리장 방류수를 통한 질산화 미생물의 하천 

유입을 추정하였다.
(6) NBOD는 주로 NH3-N가 NO2-N로 산화되며 발

생하였고(Fig. 5), 이는 NH3-N 산화균 (AOB)인 

Nitrosomonas 비율(%)이 NO2-N 산화균 (NOB)인 

Nitrotoga 비율보다 더 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Fig. 6).

본 연구에서는 하천의 NBOD 농도를 증가시키는 

발생인자에 대해 NH3-N 농도뿐만 아니라 질산화 미

생물의 영향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하수처리장 질

산화 공정 효율 증진을 통한 방류수의 NH3-N 농도 저

감을 주로 제시하였던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NH3-N가 NBOD 발생과 관련된 

유일한 제한인자가 아님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광주지

역 영산강 하류의 BOD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하천

으로 방류되는 NH3-N 농도 저감과 더불어 질산화 미

생물 등 다른 인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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