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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impacts of waste dumping on inorganic nutrients in the dumping area of the Yellow Sea, and the 

effect of an governmental regulation of pollution in dumping areas. The environmental variables and parameters of the 
dumping and reference areas in the Yellow Sea were measured during July 2009 and analyzed. In addition, the analyzed data 
for inorganic nutrients over the last 10 years were obtained from the Korea Coast Guard (KCG) and the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NFRDI). The chemical environment of the study area revealed increases in 
concentrations of inorganic nutrients, Chemical Oxygen Demand (COD), and Volatile Suspended Solids (VSS) in the bottom 
layer. On the contrary, the pH level was decreased. Most notably, the time series data of inorganic nutrients showed gradual 
increase over time in the dumping area, and thus, the oligotrophic waters trend toward eutrophic waters. The increases appears 
to be due to the disposal of large amounts of organic waste . In recent times, the wastes disposed at the area were largely 
comprised of livestock wastewater, and food processing waste water. The liquefied waste, which contains an abundance of 
nutrients, causes a sharp increase in concentrations of inorganic nitrogen in the dumping area. On the one hand, the dumping 
sites have been deteriorated to such an extent that pollution has become a social problem. Consequentially, the government had 
a regulatory policy for improvement of marine environmental since 2007 in the dumping area. Hence, the quality of marine 
water in the dumping site has improved. 

Key words : Nutrients, Regulatory policy, Dumping area, Yellow Sea

1)

Received 16January, 2013; Revised 10 June, 2013; 
Accepted 20 June, 2013
*Corresponding author : Sung Eun Park, Subtropical Fisheries Research 
Center, Southwest Sea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NFRDI, Jeju 
690-192, Korea
Phone: +82-10-4568-0427
E-mail: separk04@korea.kr

ⓒ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390 고혁준․최영찬․박성은․차형기․장대수․윤한삼․이충일

1. 서 론

한국의 해양투기해역은 1988년 배출시행 이 후 

2009년 기준 누적량 1억 1274만 톤으로 세계 최고수

준의 산업 및 오니류 폐기물이 배출되었고(www. 
oceandumping.re.kr.), 투기해역의 퇴적층에는 오니류 

폐기물의 누적 및 저서생물의 중금속 오염(식품기준

치 2~10배), 그리고 적조와 같은 저질 및 수질상태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오염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

다(KBS, 2005). 이에 따라 해양투기 전면금지 정책의 

도입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단계적인 배출

물질의 금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의 눈부신 경제발전 과정에서 해양투기 

배출물질과 그 양이 증가되었고, 그러한 국가의 해역

상태에 오염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해양투기 규제

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은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최근 해양환경개선을 위해 

해양투기 규제가 심각하게 요구되는 이유는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해양생물이 섭취하고 먹이사슬을 

통해 한국과 주변국가의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중요한 식량자원의 가치

를 가진 해양생물의 보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투기 법제 개선 방안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양환경 오염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되면서, 대
부분의 선진국들은 투기해역의 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과 보호의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캐나

다, 영국 등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폐기물을 전면 금지

하고 있는 추세이다(Lee와 Lee, 2007). 
그러나 한국은 경제발전에 따른 폐기물의 대량 발

생의 처리대안을 과거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바다에

서 해결하고자 1988년에 해양투기제도를 시행하였다. 
해양투기를 시행한 초기에는 폐기물 배출총량은 선진

국 대비 20~30배 적었다. 반면, 해역의 오염상태를 악

화시키는 산업폐기물의 구성비는 선진국이 10%인 것

에 반해 한국은 95%이상으로 그 비중이 매우 컸다

(Park과 Choi, 1993). 이 후 인구유입과 산업구조의 변

화에 따라 투기해역에서는 분뇨 및 오니류, 음식물 폐

수의 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결국 투기제도 시

행 후 17년이 지난 2005년에 공중파 방송을 통해 보도

된 투기해역에서 어획된 수산물(패류 및 갑각류)의 유

독성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물질 중 Poly Chlorinated 
Biphenyl(PCB)의 농도가 인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

다는 실태 보고는 해양투기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

성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KBS, 2005). 뿐만 아니

라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환경의 다른 문제는 영양염

의 농축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배출물질이 투기해

역 내에서 자연적인 흡수 및 정화 가능한 용량을 초과

하였음을 의미하며, 영양요소의 불규칙한 분포와 먹이

구조의 변동은 매년 식물플랑크톤의 대증식을 발생시

키는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Park과 Choi, 1993; 
Song 등, 2007, Son 등, 2011). 특히 폐기물의 독성물

질에 의해 현존량이 감소하는 동물플랑크톤의 군집구

조 변화는 식물 플랑크톤의 대량번식의 2차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낮은 종다양성 지수를 가속화하여 불

안정한 해양생태계를 조성하게 된다(Park과 Choi, 
1993; MMAF, 1998). 따라서 투기해역에 안정된 생

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다양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방해요인 즉, 영양염의 농도 변화에 반응하는 

식물 플랑크톤의 번식 그리고 이러한 영양염의 농도 

변화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해양투기제도의 개선방향

에 대한 투기해역의 반응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폐기물 배출해역 중 황해 중앙

해역에 위치한 서해병 해역은 평균 수심이 약 50 m로 

얕고, 최소 5~6년의 긴 체류시간의 반폐쇄성 해역으

로 폐기물 배출총량 기준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

을 시에는 자정작용의 한계로 부영양화, 적조 및 어류

자원 감소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취약한 해역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황해-서해병 해역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2000년 이전에 투기해역의 저층에

서 영양염 농축 및 황해의 질소농도 증가 그리고 최근 

투기해역의 식물플랑크톤 대증식 현상에 관련한 연구

만 있을 뿐 장기간 투기로 인한 영양염의 농도변화와 

해양투기제도 규제 정책에 따른 변화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Park 등, 1998; Bashkin 등, 2002; 
Song 등, 2007; Son 등,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황해에 위치한 서해병 해역에

서 2009년 하계 수질인자에 대한 분포 특성을 파악하

고, 2000년 이 후 영양염 자료를 수집하여 시ㆍ공간적

으로 변화하는 영양염의 농도분포와 인위적ㆍ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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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Map of the study area with sampling station (a) and location of KCG(Korea Coast Guard) stations (b) at the ocean 
waste disposal site in the Yellow Sea. Cross, filled triangle, and filled circle indicate restoration site, reference sites, 
and dumping sites, respectively.

해양투기량 저감효과를 검토하여 수질관리에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조사는 여름철 황해 중앙해역에 위치한 서

해병 폐기물 투기해역 수질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2009년 7월 17일부터 7월 26일간에 걸쳐 제주대학교 

실습선 아라호를 이용하여 군산 서방 200 ㎞지점에 해

양투기해역(Disposal Site)과 휴식년 구역(Restoration 
Site), 그리고 대조해역(Reference Site)을 조사하였다. 
조사범위는 황해 중앙해역(124.05°-124.8°E, 35.28- 
36.33°N)에서 총 10개 정점을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Fig. 1). 투기해역과 대조해역까지의 거리는 약 20 ㎞, 
투기해역간의 거리는 약 15 ㎞ 지점이고, 배출해역 중 

오염 심화 우려구역들에 대해 2006년 6월부터 휴식년 

구역으로 설정하여 폐기물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있는 

지점이다.
수온과 염분의 수직분포는 CTD(Model 19, Sea-Bird 

Electronics Inc.)를 이용하였고, pH는 pH meter(YSI 
63)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획득하였다. 수층별 무기영

양염류 및 수질인자를 파악하고자 Niskin 채수기를 

이용하여 각 정점별로 표층(수심 약 1 m), 10 m, 30 m, 
50 m, 저층(해저에서 1-2 m 위)에서 채수 후 -20℃ 이

하에서 보관하여 실험실에 옮긴 후 분석하였다. 
무기영양염류의 분석은 MMAF(2005)에 따라 암

모니아 질소, 아질산 질소, 질산 질소, 인산 인는 각각 

Indophenol method, NED method, cadmium reduction 
method, Ascorbic acid method에 준하여 분석하였으

며, 규산 규소는 Molibdenum blue method를 이용하

여 분광광도계(DU730, Beckman)로 분석하였다. 화
학적산소요구량(COD, Chemical Oxygen Demand)은 

시료를 알칼리화하여 과망간산칼륨법으로 분석하였

고, 부유물질(SS, Suspended Solid)은 미리 무게를 잰 

여과지로 해수시료 2 L를 여과하고 110℃에서 항량으

로 건조한 후 무게를 측정하여 정량하였으며, 다시 이 

여과지를 550℃에서 15~20 분간 회화 후 중량차를 구

해 휘발성부유물질(VSS, Volatile Suspended Solids)
을 계산하였다. 클로로필-a(Chl-a, Chlorophyll-a)는 

해수시료 약 1 L를 GF/F 여과지로 여과한 후, 아세톤 

10 ㎖를 첨가하여 추출한 다음 원심분리기로 분리된 

상등액을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MMAF,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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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ertical profiles along the A line transect of Temperature (a), Salinity (b), Density (c), pH (d), COD (e), 
Chlorophyll-a (f), DIN (g), DIP (h) and Silicate (i) in the Yellow Sea in July 2009.

황해 투기해역에 영양염의 시공간적 분포를 파악

하기 위해 1997년부터 배출해역의 관리를 맡아온 해

양경찰청(KCG, Korea Coast Guard)에서 계절별로 투

기해역 및 대조해역의 수질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제공하는 자료 중 2000~2009년 사이에 영양염 분석자

료와 한국해양자료센터(KODC, Korea Oceanographic 
Data Cenetr)에서 제공하는 국립수산과학원(NFRDI,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정선자료 중 투기해역을 포함하는 서해 정점(307~312
선)에 2000~2009년 사이의 영양염 분석 자료들을 이

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2009년 하계 해양투기해역의 수질 단면적 분포 및 

조절 요인

연구해역에 7월의 표층 수온은 23.1~24.1℃(평균 

23.7±0.4℃)의 범위를 보이는 반면, 저층은 6.7~7.9℃
(평균 7.0±0.4℃)의 범위를 보여 표․저층은 15℃ 이

상의 차이를 나타냈다(Fig. 2(a)). 표층은 강한 태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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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Temp.
(℃)

Sal.
(psu) pH COD

(㎎/L)
SS

(㎎/L)
VSS

(㎎/L)
DIN
(μM)

DIP
(μM)

Silicate
(μM)

NP
ratio SiP ratio Chl-a

(㎍/L)

Reference 
site

Range 7.0-24.1 31.4-33.0 7.8-8.1 0.2-1.8 2.6-5.2 0.6-4.4 1.4-8.4 0.04-0.87 2.5-16.6 7.7-57.3 19.0-63.3 0.6-0.9

Mean
±S.D (14.6±7.4) (32.3±0.6) (8.0±0.1) (0.9±5.2) (3.7±0.8) (2.7±1.11) (5.1±2.23) (0.31±0.28) (9.2±4.27) (28.8±18.5) (40.5±17.4) (0.5±0.2)

Disposal 
site

Range 6.7-24.1 31.7-32.8 7.7-8.2 0.1-3.4 2.9-19.4 1.2-11.6 0.4-20.1 0.01-2.16 1.2-15.5 2.7-223.0 5.2-254.0 0.3-1.4

Mean
±S.D (14.1±7.9) (32.3±0.4) (7.9±0.2) (1.3±0.8) (7.4±5.0) (4.1±2.1) (5.6±5.4) (0.57±0.64) (6.3±4.4) (27.1±38.6) (38.9±48.6) (0.6±0.3)

Table 1. Water quality parameters in the study sites in July 2009

사에너지에 의해 높은 수온을 나타내고, 저층은 황해

저층냉수(Yellow Sea Bottom Cold Water)의 영향으

로 8℃ 이하의 수온을 보이며 수직공간분포는 성층이 

발달되어 수층간의 물질 공급이 제한될 수 있는 특징

을 나타냈다. 표층 염분은 31.4~32.1 psu(평균 31.8± 
0.2 psu), 저층은 32.6~32.8 psu(평균 32.7±0.1 psu)의 

범위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염분은 1.4 psu 이하로 미

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표층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Fig. 2(b)). 하계에 염분 수직변화는 남

동쪽 해역(RS2)으로 갈수록 활발하여 조류의 발달과 

큰 조석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표층 밀도는 20.9~ 
21.6 σt(평균 21.3±0.2 σt), 저층은 25.6~25.7 σt(평균 

25.6±0.1 σt)의 범위로(Fig. 2(c)), 밀도의 수직적 공간

변화는 수온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밀도성층 

기작은 염분보다는 수온의 변화가 크게 반영된 것으

로 해석된다. 수소이온농도(pH)는 표․저층에서 각각 

7.9~8.2(평균 8.13±0.12), 7.7~7.9(평균 7.80±0.04) 범
위로 저층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분포를 나타냈다(Fig. 
2(d)). 표층에 pH의 공간분포는 대조해역에서 낮고, 
투기해역(DS3~DS10)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Table 1). 저층에 pH는 7.8 이하로 표층에 비해 0.2~ 
0.5 정도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저층수의 낮은 pH 
특성은 퇴적층 내의 유기물이 분해되어 산소소모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Park 등(1998)
의 보고와도 일치하며, 이처럼 낮은 pH는 성층이 약

해지는 가을에 들어서면서 수직혼합 작용에 따라 표

층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OD는 표층 0.2~1.8 
㎎/L(평균 0.9±0.5 ㎎/L), 저층 0.4~3.4 ㎎/L(평균 

1.6±1.0 ㎎/L) 범위로 수층별 변화 폭이 크고, 저층으

로 갈수록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Fig. 2(e)). COD의 

공간분포는 첫째는 인위적인 유기물질 유입의 영향과 

둘째는 식물플랑크톤 증식과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연구해역의 저층에 식물플랑크톤의 밀도는 매우 

낮고, 1992년에 배출해역의 COD가 1 ㎎/L 내외인 관

측자료(Noh, 1993)를 고려해보면, 투기해역 저층에서 

고농도의 COD 분포는 인위적인 배출로 인한 퇴적층

의 오염이 저층경계면으로 유기물이 공급되면서 높아

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클로로필 a(Chlorophyll-a)의 

표․저층 분포는 0.3~1.4 ㎍/L(평균 0.48±0.12 ㎍/L)  
범위로 표․저층에서 낮고, 수심 30 m 인근에서 높게 

나타났다(Fig. 2(f)). 여름철 연구해역에 표층은 영양

염의 농도가 거의 고갈되고, 성층강화로 저층에서 표

층으로 영양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식물

플랑크톤은 먹이를 섭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영양염이 분포하는 성층 경계면으로 이동하여 30 m 
수심에서 밀집된 분포를 나타내고, 저층의 경우는 8℃
이하의 저수온으로 인한 생물활동 감소가 공간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용존무기질소(DIN, 
Dissolved Inorganic Nitrogen)의 표층 농도는 0.4~2.9 
μM(평균 1.7±0.8 μM), 저층은 3.6~18.0 μM(평균 

11.1±4.7 μM) 범위이며, 남동쪽 투기해역(DS6, 8, 10)
의 저층에서 농도가 높은 뚜렷한 공간분포를 보였다. 
표층은 하계에 식물플랑크톤의 증식에 의해 대부분 

소비되어 매우 낮은 농도를 보였다. 저층에서는 전반

적으로 대조해역에 비해 투기해역의 DIN의 농도가 

높았으며, 대조해역에 두 정점의 농도는 비슷한 반면 

투기해역의 DIN의 농도변화는 최대 5배정도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Fig. 2(g)). 용존무기인(DIP, Dissolved 
Inorganic Phosphate)의 농도는 표층 0~0.2 μM(평균 

0.05±0.04 μM), 저층 0.2~2.2 μM(평균 1.25±0.58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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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 Sal. pH COD SS VSS Chl-a DIN DIP Si N/P Si/P Depth
Temp. 1

Sal. -.945** 1
pH .928** -.929** 1

COD -.465** .515** -.554** 1
SS -.500** .552** -.596** .495** 1

VSS -.437** .485** -.538** .336* .835** 1
Chl-a -.154 .027 .163 -.168 -.171 -.215 1
DIN -.626** .690** -.736** .430** .598** .480** -.306 1
DIP -.713** .785** -.878** .612** .660** .573** -.356* .775** 1
Si -.692** .764** -.829** .537** .677** .626** -.423** .853** .827** 1

N/P .485** -.453** .511** -.268 -.302 -.287 -.102 -.243 -.399* -.352* 1
Si/P .607** -.586** .598** -.291 -.334* -.246 -.160 -.403* -.508** -.409** .888** 1

Depth -.864** .887** -.915** .620** .806** .629** -.086 .760** .868** .807** -.462** -.596** 1
*P<0.05, **P<0.01

Table 2. Correlation matrix between analytical parameters of disposal site in the study area

M) 범위로 표층에서는 거의 고갈된 DIP의 농도를 보

인 반면 저층은 비교적 높은 농도를 보이며, 질소의 경

우와 유사한 농도 분포를 나타냈다. 하계에 투기해역

의 DIP 농도는 대조해역에 비해 3~10배 높았으며, 
DIN과 마찬가지로 저층에서 정점 간의 농도변화는 

크게 나타났다(Fig. 2(h)). 규산염(Silicate)의 표․저

층 농도는 각각 2.2~8.1 μM(평균 3.65±1.83 μM), 
7.4~16.6 μM(평균 11.62±3.29 μM)의 범위로 여름철 

공간분포 특징이 잘 나타났다. 표층에 규산염 농도가 

낮은 반면, 저층에 농도는 높게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연구해역의 남동쪽에서 높은 농도를 보였다(Fig. 
2(i)). 

2009년 여름철 연구해역의 영양염 공간분포는 표

층에서 식물플랑크톤의 소비가 많아 매우 낮은 농도

를 보인 반면, 저층에서는 저수온의 영향으로 소비

가 낮아져 비교적 높은 농도를 보였다. 또한 전반적

으로 대조해역에 비해 투기해역의 저층에서 비교적 

높은 농도의 뚜렷한 공간분포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

포 특징은 육상기인 물질의 인위적인 배출행위에 따

른 저층에서의 유기물의 부패와 용출로 영양염 농도

의 증가와 하계에 성층형성의 강화로 수층간의 물질 

공급이 차단에 의해 과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

한 해석은 휘발성부유물질에 대한 유기물 및 영양염

의 농도 관계에서 설명된다(Table 2). 일반적으로 총

부유물질(TSS, Total Suspended Solids)은 구성성분

에 따라 휘발성부유물질과 무기성부유물질(FSS, Fixed 
Suspended Solids)로 나누어지며, 휘발성 부유물질 농

도가 높다는 것은 부유물질 중 유기성 물질 함유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기물이 부유물질에 많이 

함유되었다는 것은 부패가능 성분이 많다는 것을 뜻

하고 결과적으로 해수질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황해-서해병 해역에 배출되는 성상 대부분이 유기성 

오니류 및 액상류로 인근해역에 비해 투명도는 낮고, 
부유물질은 높은 해역이다(Sun, 2011). 연구해역에서 

부유물질 중 휘발성부유물질이 구성하는 비율은 

32~94%(평균 58±17%)로 하계에 제주연안 해역의 구

성비율인 23~61%(평균 34%), 낙동강 하구해역의 연

평균 구성비율인 35% 보다 높은 구성비를 나타냈다

(Youn과 Pyen, 1992; Park 등, 1985). 따라서 투기해

역에서 휘발성부유물질과 DIN, DIP 및 COD와의 양

의 상관성은 저층에 침적된 유기성 물질이 부패 및 용

출되어 영양염과 COD의 농도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해석된다(Table 2). 
본 조사정점 중 하계 투기해역에서 수질인자간의 

상호 관련성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상관행렬에 의

한 주성분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처리는 다변량 해석의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자료 중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고유값(eigen value)은 1이상인 것을 결정하

고, 결정된 요인의 의미를 뒷받침해주는 요인부하량



1395한국 서해 폐기물 투기해역의 하계 수질인자 분포특성과 장기 투기행위로 인한 영양염 농도 변화 

(loading value)을 각각 산출하였다. 또한, 변수와 요

인간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Varimax 법으로 

회전시켜 적용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요인과 고유값 

및 기여율은 Table 3에 나타냈다. 주성분분석 결과 추

출된 요인은 2개이며, 누적기여율은 74.2%를 차지하

였다. 여름철 투기해역에서 제 1주성분은 60.5%의 높

은 기여율로 수온은 염분 및 수심과 음의 상관성을 보

여 여름철 성층형성을 나타내며, 수심과 영양염 항목 

및 유기물 관련 인자(COD, VSS)는 양의 상관성을 보

여 저층에서의 물질교란과 유기물 및 영양염의 증가

와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해석된다. 제 2주성

분은 기여율이 13.7%로 식물플랑크톤 생물량이 N/P 
ratio 및 Si/P ratio와 음의 상관성을 보였고, 수온 및 

pH와는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어 여름철 식물플랑크

톤의 활동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영양염의 흡수 및 동

화 작용도 촉진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Table 3. Rotated factor matrix extracted and Eigenvalue, 
Proportion, Accumulative proportion by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PCA) of disposal 
site in the study area

Variable Factor 1 Factor 2
Temperature -0.622 0.671

Salinity 0.714 -0.582
pH -0.805 0.509

COD 0.619 -0.185
SS 0.798 -0.130

VSS 0.732 -0.056
Chl-a -0.515 -0.576
DIN 0.831 -0.164
DIP 0.884 -0.277
Si 0.920 -0.167

N/P -0.203 0.788
Si/P -0.274 0.852

Depth 0.843 -0.471
Eigenvalue 7.87 1.78

Proportion(%) 60.50 13.71
Accumulative 
proportion(%) 60.50 74.21

이와 같이 통계분석을 통한 하계 투기해역의 특성

은 전반적으로 2개의 요인으로 해석되었다. 주요인으

로는 저층에서 영양염 및 유기물의 증가와 물질교란

의 영향 가능성을 지시하고 있었으며, 다른 하나는 식

물플랑크톤의 생산활동에 의한 영양염의 이용되는 요

인으로 구분되었다. 

3.2. 하계 황해 중동부 해역에 영양염 분포 특성 

본 연구에서는 1회에 한정된 현장관측 자료에 대한 

해석의 한계점이 있어 투기해역을 포함하는 황해 중

앙역에서 연안역에 이르기까지 질소와 인의 광역적 분

포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본 조사결과와 함께 KODC에 

제시된 NFRDI 정선관측 자료 중 서해(2007~2009년)
의 여름 자료를 수집하였다(kodc.nfrdi.re.kr.). 질소계 

영양염은 자료의 한계로 대부분의 구성비율을 차지하

는 질산염을 이용하였으며, 2009년의 경우는 NFRDI 
정선관측 자료와 본 조사시기와는 일주일 이내의 차

이로, 영양염 분석과정의 경우도 동일한 분석법으로 

개인적 오차범위을 감안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

단되어 주변해역과 농도 분포를 비교해 보았다. 제시

된 자료에 의하면 황해 중동부 해역(2007~2009년)의 

여름철 질산염 농도는 표층 1~4 μM, 저층 1~18 μM 
범위로 표층은 연안역으로 갈수록 높은 반면, 저층은 

낮게 분포하였다. 특히 저층은 외해에 위치한 투기해

역이 연안역에 비해 최대 8배 높게 나타났다. 인산염

의 경우 표층 농도는 0.1~0.4 μM, 저층 0.2~1.8 μM 범
위로 표층의 연안역에서 증가한 반면, 저층에서는 감

소하며 질산염의 분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투기해역 저층의 농도는 연안역에 비해 최대 5배 높게 

나타났다(Fig. 3). 
여름철 황해 중동부 해역에서 질산염과 인산염의 

농도 분포 특징은 연안역과 외해역이 매우 다른 양상

을 보였다. 연안역은 군산에 인접한 금강을 비롯한 육

지로부터 담수 유입에 의해 영양염 공급이 이루어짐

으로서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고, 강한 조석작용의 영

향으로 수직혼합이 활발하였다. 연안역과 외해역 사

이에는 강한 조석전석이 형성되어 영양염 및 해수유

동을 제한하며 수평적 분포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조석전선대에서 외해역으로 가면 성

층이 강화되어 저층에서 표층으로 영양염의 공급이 

제한되면서 저층에서는 비교적 높은 영양염 분포를 

나타냈다(Lim 등, 2008). 이러한 해역에 절대적인 기

준이 되는 해역의 특성은 아니지만, 해양을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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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orizontal distributions of nitrate(μM) and phosphate(μM) at the surface and bottom waters in the Yellow Sea during 
summer 2007-2009(NFRDI; this study, 2009).

기본적 요소인 영양인자를 이용해 해역간의 분포특성 

차이를 비교해 보면, 연안역은 Wasmund 등(2001)의 

기준에 따라 질소와 인만을 고려할 때 중영양

(Mesotrophic, 2<DIN<10 μM; 0.2<DIP<0.8 μM) 상
태의 환경을 나타냈다. 특히 투기해역에 저층의 영양

상태는  부영양(Eutrophic, 10<DIN<60 μM; 0.8<DIP 
<3 μM) 상태를 나타냈다. 황해 중동부 해역에 여름철 

표층에서는 전반적으로 봄여름에 풍부한 태양복사 에

너지를 이용한 왕성한 생물활동으로 인해 연안역을 

제외한 모든 해역에서 빈영양(Oligotrophic) 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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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nthly composite images of the aqua MODIS for the months of May to June from 2007 to 2009.

환경을 나타냈다. 한편 저층은 투기해역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영양염을 보이며, 특히 2007년과 

2009년에 질산염은 공간적으로 투기해역을 벗어나 

인근해역까지 매우 넓게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영양염의 공간분포는 담수유입이 원활한 

육지로부터 인접한 해역에서 높고, 외해역으로 갈수

록 낮은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질산염과 인산염의 

농도분포는 이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질산

염의 경우는 배출해역과 그 인근해역에 고농도 분포

가 더욱 뚜렷히 나타났다. Park 등(1998)은 해양투기

제도 시행 이후의 영양염 축적현상이 나타나고 있으

며, 이에 따른 자정능력의 포화는 황해 저층 전역에 확

산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Fig. 
3에서도 강한 조석전선 형성이 연안과 외양을 구분하

는 경계역으로 작용하여 연안으로부터 영양염 공급이 

차단되는 상황에서 외양역에서의 지속적인 고영양염 

폐기물의 배출행위는 투기해역과 그 인근해역까지 확

산되는 주요인이 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Lim 
등, 2008). 뿐만 아니라 Park과 Choi(1993)는 영양염

의 자정능력 포화는 대규모 적조발생 확산에 대한 가

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해양의 물리적 및 

기상학적 요인의 영향으로 시기별로 비교적 높은 영

양염의 분포 규모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결국 투기해

역을 벗어난 인근해역까지 영양염 농도가 변화될 수 

있으며 이차적으로는 적조의 대규모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투기해역에 부영양화가 chlorophyll-a에 미치는 영향

부영양화로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문제는 빈산소 

수괴 형성, 식물 플랑크톤의 생물량 증가, 저서생물의 

종 천이 등이 있다(Herbert, 1999; Smith 등, 1999). 이 

중 식물 플랑크톤의 대증식 현상은 투기해역을 중심

으로 위성 관측을 통해 거의 매해 봄과 이른 여름기간

에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Son 등, 2011). 뿐만 아

니라 Song 등(2007)은 모의실험을 통해 투기해역에

서 하계에 저층에 머물던 고농도의 영양염이 동계에 

상층으로 공급되면서 식물플랑크톤의 증식 현상을 나

타내는 주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실제로 ocean color 
web(2009)에서 내려받은 Moderate-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MODIS) 센서의 2007~2009년 위

성영상(Fig. 4)은 높은 밀도를 나타내는 봄과 소멸되는 

여름에 투기해역을 비롯한 인접해역까지 chlorophyll-a
의 높은 밀도의 영상이 관측되었고, 이를 고려하면 투

기해역과 인접한 해역에도 부영양화 과정에 발생하는 

영향을 직ㆍ간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투기로 인해 증가된 영양염은 계절적ㆍ물리적 작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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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long-term variation of nutrients concentration in the 50 m layer in the disposal site and reference site during the 
last 10 years(KCG, 2000.02～2009.05; NFRDI, 2000.02~2009.07; this study, 2009.07).

로 재순환을 반복하며 해역의 생태계에 적극 반영되

어 그 결과 투기해역 인근에서는 식물플랑크톤의 대

증식 현상이 시기ㆍ규모별로 다르게 위성영상에서 나

타나 지속적인 요인임을 말해주고 있다. 대증식 현상

의 또 다른 원인으로 동물플랑크톤의 폐기물 독성에 

따른 활동저하를 들 수 있는데, 투기 이전에는 여름가

을에 동물플랑크톤의 높은 포식압으로 인해 식물플랑

크톤의 밀도가 낮았으나 투기 이후 포식압의 감소로 

식물플랑크톤이 높은 밀도를 나타낸다(MMAF, 1998)
고 보고되어 식물플랑크톤의 대증식 현상의 이차적 

요인으로 제시된다. 즉, 식물플랑크톤이 포식자에게 

충분히 소비가 되지 않아 과잉의 기초생산력이 유기

물로 저층에 침적되어 부영양화 환경을 조성하는 악

순환을 초래 할 수 있다.

3.4. 해역의 영양상태에 미치는 해양투기의 장기 영향 

해역의 영양염은 기초생산자 성장에 필수요소이며, 
인위적 유입에 따라 농도변동이 커지면서 영양상태 

환경과 생지화학적 순환을 변화시켜 생태계를 교란시

키게 된다(Harrison 등, 1990; Yamamoto, 2003). 본 연

구에서는 투기해역과 인접한 대조해역에서 질소와 인

의 농도변화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KCG에서 제공하는 

2000~2009년 자료를 이용하였다(rnd.kcg.go.kr.). 수집

한 자료는 계절별로 관측하는 정점(n=8~13)에 수심 

50 m의 값들을 평균하였다(Fig. 1(b)). 여기서 투기해

역의 평균 수심이 80 m인 점을 감안하면 50 m수층의 

농도와 비교하는게 무리일 수 있으나, 강한 조석과 조

류의 저층에 혼합작용으로 연구해역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에 의하면 투기해

역에서 DIN은 계절별로 농도차이가 뚜렷이 나타났으

며, 특히 2005과 2006년에 3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2000년 초반에는 봄가을에 약 5 μM이하로 매우 

낮고, 이에 비해 여름겨울은 7 μM로 다소 높았으며, 
2000년 중반 이후에는 봄가을 농도가 약 10 μM로 증

가가 뚜렷이 나타나 전반적으로 모든 계절에 농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DIN의 2000년과 2009년의 

평균농도는 각각 4.7 μM, 10.8 μM로 2.3배 높았다

(Fig. 5). 대조해역에서도 DIN의 농도는 투기해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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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cumulative amount of disposal waste and annual average concentration of nutrients into the Yellow Sea in Korea.

변화경향이 유사하였으며, 2000년 평균농도는 3.7 μ
M, 2009년 평균농도는 8.4 μM로 2.2배 높게 나타났

다. DIP의 농도는 투기해역에서 여름과 겨울에 높은 

경향을 보였고, 2000년과 2009년 평균농도는 각각 

0.5 μM, 0.6 μM로 약 1.3배 높게 나타났다. 대조해역

에서는 2006년 여름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를 나타내

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해역의 영양상태는 2000년 후

반으로 갈수록 빈영영과 중영양 상태의 환경에서 중영

양과 부영양 상태의 환경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뿐만 아니라 Fig. 3에서 NFRDI 관측 정점 중 투기

해역을 포함한 위치(309 line 09 station : 124.585°E, 
35.855°N)의 질산염과 인산염의 농도도 전반적으로 

KCG자료와 유사한 변화경향을 나타내었다. 비록 비

교정점의 수가 하나이고, 정량적 수치가 아닌 장기간

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빈영양에서 부영

양화로 변화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Fig. 5). 이러

한 영양상태의 변화는 중국 연안으로부터 유입되는 

인류기원 및 하천의 영향 등 복합적인 작용에 따라 증

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2003~2006년도의 황해 서남

해역의 수심 50 m에서 DIN과 DIP의 분포 특징은 전

반적으로 연안 및 양자강 입구와 인접한 해역에서 높

은 농도를 보이고, 중앙해역에서 낮은 특징을 나타내

어 황해 투기해역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된다. 게다가 황해 중앙해역에서는 서해병 투기해역

에서 주변해역으로 갈수록 영양염이 낮아지는 분포를 

나타냈다(NFRDI, 2009). 이를 고려해 볼 때, 질소의 

증가는 폐기물 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주된 원인이

며, 투기해역 뿐만 아니라 인접한 대조해역으로 확장

하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과잉의 영양염으로 인한 식

물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 영향 가능성을 시사한다.

3.5. 배출물질과 영양염의 농도 변화 관계 및 제도의 규제 

효과

배출되는 폐기물의 구성성분은 대체로 1990년 후

반까지 산업용 폐수가 차지하는 반면 2000년에 들어

서는 오니류 및 가축분뇨 그리고 음식물 폐수가 점차 

증가하였다. 투기해역에서 영양염의 농도는 배출량과 

전반적으로 변화경향이 유사하였다(Fig. 6). 즉 투기

해역에 배출물질 양이 증가함에 따라 DIN과 DIP의 

농도증가는 뚜렷이 나타났다. 한편 DIN의 경우는 

2005년에 이르면서 전년에 비해 농도가 3배정도 급격

히 증가하였다가 2007년에는 2006년에 비해 50%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DIN의 농도 변화에 

폐기물 성상별 배출량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배출물질 중 확산방식으로 배출되고, 질소와 인

의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또한 그 시기에 많은 양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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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comparison of the component waste amount and annual average concentration of DIN in the 50 
m layer of disposal site in the Yellow Sea.

출된 음폐수와 가축분뇨의 변화추이를 DIN의 농도변

화와 비교하여 보았다(Fig. 7). 그 결과 음폐수와 가축

분뇨의 배출량과 DIN의 농도 변화는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가축분뇨는 경제성장과 함께 

축산물 수요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질소 및 

인산 등 유기화합물이 다량 함유되어 오염부하량이 

높아 육상오염 문제의 발생원이기도 하다. 황해-서해

병 해역에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양은 1998년 5 만여 

톤에 불과하였으나,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은 

35만 6천 톤이었으며, 2005년 25만 6천 톤, 2006년 27
만 8천 톤, 2007년 20만 7천 톤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

로 감소하였다(www.oceandumping.re.kr.). 한편 음식

물류 폐기물 폐수는 인간의 식생활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써, 음폐수 160 만 톤이 황해-서해병 해역에 배

출된 후 공급되는 영양염과 유기물의 양은 질소부하량

이 60 × 109 g, 약 1.4 × 105 μmol 로 배경농도의 20% 
상승효과를 보여 결국 부영양화와 적조 발생을 유발

할 수 있다(Kim, 2007). 이러한 음폐수가 황해-서해병 

해역에 배출된 양은 2004년 24만 5 천 톤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50만 3천 톤, 2006년 48만 4천 톤, 2007
년 43만 8천 톤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농도의 영양염을 함유한 가축분뇨와 

음폐수는 2005년 이후에는 배출된 폐기물 비율 중 35 
%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이미 가입용

량을 초과한 투기해역에 다량의 가축분뇨와 음폐수가 

질소를 과부하시켜 내부물질순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의 농도는 주로 지질적 요인이나 분뇨, 산업폐수 

등의 혼입에 기인하며, 배출성상 중 오니류는 해역에 

배출되면 입자상과 액상으로 분리되어 확산 혹은 침

강한다. 투기해역에서 특이한 DIP의 농도 변화는 나

타나지 않았으나 배출된 누적량과 같이 점이적인 증

가경향은 나타나고 있었다(Fig. 6). 인의 저장소 역할

을 하는 퇴적층에서는 침강된 오니류가 유기인과 무

기인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들이 속성작용을 통해 

저층으로부터 용출은 인의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Ingall 등, 1990). 일반적으로 인의 용출은 생물학적 

또는 비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황해의 

경우 저층냉수대의 낮은 수온으로 인해 생물활동이 

저해되어 비생물학적인 영향인 pH와 DO등의 환경조

건이 인의 용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ho 등, 2011; 
Choen 등, 2012). 따라서 퇴적물과 수층의 경계면에 침

적된 폐기물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생지화학적 반응을 

통해 인의 농도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투기해역에서 질소와 인의 농도 증가는 총

투기량의 누적으로 인해 장기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나타난 질소

의 일시적인 고농도 현상은 수용 능력을 초과한 투기

해역에서 음폐수와 가축분뇨와 같은 고영양염의 폐수

가 공급된 후 일시적으로 과포화상태였던 것으로 해

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투기해역에서 제도 시행 이 후 

가장 대규모로 발생했던 2005년과 2006년의 봄에 나

타난 식물 플랑크톤의 증식 현상 결과가 이를 뒷받침

한다(Son 등, 2011). 
한편 해역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물질

의 성상과 배출량은 해양투기제도 시행 후의 국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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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전 및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 그리고 국제정세 등

을 고려하며 개정되어 왔다. 황해-서해병 해역에서 

2000년까지는 산업폐수와 분뇨의 해양배출량이 많고 

증가율도 높았으나, 육상의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

리장 설치가 확대되면서 산업폐수, 분뇨의 해양배출

이 2001년부터 감소되는 반면 이후부터는 축산폐수, 
하수처리오니,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의 해양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5년 폐기물 해양배출은 2,384
천㎥으로 이 중 축산폐수가 25만 6천 톤(11%), 하수

처리오니가 85만 6천 톤(36%), 음폐수 50만 3천 톤

(21%)로 3종의 폐기물이 161만 5천 톤으로 전체 배출

량 중 68%를 차지하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Lee 등, 
2006). 결국 이 시기에 투기해역에 서식하는 고둥과 

홍게 등 저서생물이 유해물질에 오염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인 규제 움직임이 시작되었

으며, 더불어 2006년 런던협약 의정서가 국제 발효되

면서 해양투기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부처간의 회의를 거쳐 마련된 ‘육상폐기물 해

양투기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2006년부터 총배출량

의 감축과 육상처리 우선원칙 확립 등 적극적인 관리

가 시행되었다. 그 결과 황해-서해병 해역은 최고에 

이르던 배출량이 2007년부터 200만 톤 이하로 감축하

며, 매년 10%씩 배출량 감축, 휴식년제 실시 등 단계

적인 해양배출 관리강화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저감 

및 개선정책은 결국 2006년 투기해역환경에 폐기물 

수용능력의 초과로 인한 수질환경 악화를 방지한 중

요한 계기로 판단된다. 하지만 여전히 투기해역의 영

양염은 증가 추세이며, 부영양화 상태의 환경 조성에 

대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

토해양부가 2013년도에는 분뇨 및 분뇨오니의 금지, 
2014년이 되면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후의 수질관리 및 수산자원생태의 

영향에 대해 계속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겠다.
 

4. 결 론

황해 폐기물 투기해역에서 2009년 하계 수질인자

에 대한 분포 특성을 파악하고, 해양경찰청과 국립수

산과학원의 지난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시ㆍ공간적으

로 변화하는 영양염의 분포 특성과 개선효과의 요인

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주성분분석을 통한 여름철 투

기해역에서 수질환경 특성은 주요인으로 저층에서 영

양염 및 유기물의 증가를 보였고, 특히 수온과 저층에

서 물질교란이 이들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

성을 지시했다. 다른 하나는 식물플랑크톤의 생산 활

동에 의한 영양염의 흡수 및 동화작용의 요인을 나타

냈다. 게다가 부패가능 성분의 간접적인 의미를 나타

내는 휘발성부유물질이 영양염 및 COD와 양의 상관

성을 나타내어 황해 폐기물 투기해역에서 영양염의 

경우는 계절 변화와 인위적인 배출행위가 투기해역 

저층에서 고농도 공간분포의 조절요인으로 사료된다. 
지난 2007~2009년 NFRDI 자료의 황해 중동부해역 

여름철 저층에서는 투기해역과 인접한 주변해역까지 

부영양화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물리적 및 기상학적 

요인이 황해 동부연안역의 저층까지 확산시켜, 수질

변동에 따른 적조 및 수산자원 감소 등 악영향의 가능

성을 나타낸다. 특히, 투기해역에서 부영양화는 해역

의 생태계에 적극 반영되어 식물플랑크톤의 대증식 

현상이 매해 시기․규모별로 다르게 발생되고 있으

며, 이러한 식물플랑크톤은 포식자의 현존량 감소로 

충분히 소비가 되지 않아 결국 유기물로 저층에 침적

되어 부영양화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순환을 반복

하게 된다. 연구해역에서 영양염의 장기변화(2000~ 
2009년)는 투기해역은 질소가 2.3배, 인이 1.3배 증가

로 빈영양 상태에서 부영양 상태의 환경으로 전이되

고 있었으며, 대조해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변화양상

을 보여 투기해역 주변 약 20~25 ㎞까지 해역의 영양

상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음식물 

폐기물 폐수 및 가축분뇨와 같은 고농도의 영양염을 

함유한 액상류의 유기성 폐기물은 일시적으로 해역에 

질소 과잉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더불어 국내

에서는 해양환경에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정부의 투기제도 규제 정책 시행은 투기해

역환경에 수용능력의 초과로 인한 수질환경 악화를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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