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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cean dumping manure was prohibited in Korea until the end of 2012. Undumped manure was treated by 

resourcification, purification, and public process in a facility. But poor storage of untreated manure and 

overproduced compost can pollute river water. In this study, linear regression, Mann-Kendall, Seasonal 

Mann-Kendall, LOWESS trend, and 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for investigating the 

changes in the water quality of Bukhan and Imjin river before and after the prohibition of ocean dumping. 

In 2017, the Imjin River basin had more than 5.7 times livestock breeding heads than the Bukhan River 

basin and more than 3.5 times livestock manure. The areas of land, farmland, and nutrient balance were also 

higher in the Imjin River basin. Since the two basins have different environments, it is expect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changes in water quality due to the increase in livestock manure generation and treatment 

methods will be different when comparing the water quality trends before and after the ban. The result of 

the trend analysis revealed a decrease in EC before the ban but an increase afterward. T-N and BOD of 

Imjin river increased slightly before the ban but demonstrated great enhancement thereafter. Other sites and 

T-P exhibited no trend. The correlation analysis result showed that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livestock 

rearing was correlated with the increase in T-P of Bukhan River and BOD of Imjin River. The increase in 

livestock manure production was not correlated with the Imjin River basin, while a correlation was observed 

with the Bukhan River with an increase in T-N and EC and the decrease in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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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신규축사 규제 강화, 구제역 발병, 한미 FTA 발효 등의 

향으로 축산농가 수는 감소하는 반면 규모화  집화로 

사육두수와 가축분뇨의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다(ME, 2020; 

NIER, 2012, 2017). 국내 한우, 젖소, 돼지, 가 류의 총 사

육두수는 2008년 17,196만 두에서 2017년 25,849만 두로 증

가하 고 이  분뇨발생량 원 단 가 가장 큰 돼지의 경우 

2008년 1,056만 두에서 2017년 1,103만 두로 증가하 다. 

한 총 가축분뇨 발생량은 2008년 1,687 백 톤에서 2017년 

1,764 백 톤으로 증가하 다(ME, 2020; Fig. 1(a)).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방법은 개별농가에서 정화처리  자

원화 처리를 하는 방법과 탁처리, 해양투기로 나뉜다. 이

 해양투기는 1997년 7월부터 가축분뇨 등 유기성 오니의 

직매립이 지됨에 따라 매립물량의 상당 부분을 처리하기 

해 선택한 방법이다(Shin, 2006). 그러나 런던 약 1996 의

정서에 따라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2012년 

말부터 해양투기가 면 지 되었다. 처리량이 가장 많은 자

원화 처리(resourcification)는 2008년 1,435 백 톤에서 2017

년 1,271 백 톤으로 감소하 으나 공공처리  탁처리

(public facilities) 양은 2011년 176 백 톤에서 2015년 463 백 

톤으로 해양투기가 지된 이후 격히 증가하고 이후 다시 

감소하 다(ME, 2020; Fig. 1(b)). 

개별 농가에서 자원화 처리된 가축분뇨는 퇴비나 액체 비

료 형태로 농경지 등에 사용하지만 시비 용이성, 악취 등의 

이유로 화학비료보다 선호도가 낮다. 따라서 해양투기로 처

리하지 못한 가축분뇨를 육상에서 처리하게 되면서 퇴비와 

액체 비료가 실제 수요량보다 많이 생산되었다. 잉여 퇴비와 

액체 비료는 농경지에 과잉 시비 되거나 노천에 부 정 보

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여기에서 생성된 침출수는 수계로 유

입되어 조류 발생 오염원이 되거나 생상의 문제를 일으킨

다(Jeong, Shin et al., 2013; KEPA, 2019). 경제 력개발기구

(OECD) 농업환경지표로 사용하는 양분수지의 경우 2017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가 질소수지 212 kg-N/ha로 1 , 인수지 

Fig. 1. Domestic status of livestock and livestock manure treatment (2008~2017). (a) Head of 

livestock and manure production and (b) Amount of the treatment (ME 2020).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전후 하천 수질 변동 경향성 분석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Environment, Vol. 37, No. 2, 2021

77

46 kg-P/ha로 2 를 차지하 다(OECD, 2020). 즉 우리나라

는 이미 농업  축산활동으로 인한 양분 유출이 문제가 되

는 상황이며 해양투기가 지된 이후 생산된 잉여 퇴비와 액

체 비료로 인한 추가 오염 우려가 있다.

가축분뇨의 효율 인 리를 통한 토양, 지하수, 하천 환경 

오염 연구는 꾸 히 이루어지고 있다. Jeong, Kim et al. 

(2013)는 가축분뇨 리 효율성을 높이기 한 통합환경정보

시스템 개발을 제안하 으며, 가축분뇨 개별처리 시설의 

황을 조사 결과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활성화하기 해 액체 

비료의 부숙도 기 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 다(Jeong, Kim 

et al., 2013; Jeong, Shin et al., 2013). 한 가축분뇨  퇴

비로 인한 하천, 지하수, 토양 오염을 조사하기 해 축산농

가 개별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과 비교한 결과 지하수와 토양

은 환경기  이내로, 일부 하천수에서만 잔류의약물이 소량 

검출된 바 있다(Jeong et al., 2014). 한 국립환경과학원에

서는 가축분뇨에 의한 농 지역의 오염 황을 조사하는 방

법론을 세우고 이를 장 검증하는 단계  연구가 진행 이

다(NIER, 2015, 2017, 2018; 2019a).

Mann-Kendall 분석과 LOWESS와 같은 표 인 경향성 

분석 방법을 이용한 장기 하천 수질 변동 연구 사례도 많다

(Ahn et al., 2018; Jung et al., 2018; Lee et al., 2020). 그러

나 해양투기 지 이후 육상에서 처리된 가축분뇨로 인한 하

천의 오염 향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투기 지 

후 수질 향 여부를 연구한 사례는 아직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투기가 지 이 과 이후 하천 수질이 어떻

게 변동되었는지 알아보기 해 선형회귀분석, 맨- 달

(Mann-Kendall), 계  맨- 달(Seasonal Mann-Kendall), 

LOWESS와 같은 다양한 경향성 분석, 상 분석을 수행하여 검

토하 다. 

2. Materials and Methods

2.1 연구지역  자료수집

연구지역은 북한강과 임진강 유역의 본류를 심으로 북한

강 4개 지 (BW-A, BW-B, BW-C, BW-D), 임진강 2개 지

(IW-A, IW-B)을 선정하 다(Fig. 2). 각 지 은 한강수계 수

질오염총량 리제도로 운 하는 총량측정망 지 에 해당하

며 각각 북한강과 임진강의 본류에 치한다. 북한강의 

BW-A는 북한강 발원지에서 화천 까지, BW-B는 화천 부

터 춘천 까지, BW-C는 춘천 에서 가평천 합류 까지, 

BW-D는 가평천 합류 에서 청평 까지, 임진강의 IW-A는 

임진강 발원지부터 한탄강 합류 , IW-B는 한탄강 합류 부

터 한강 합류 까지의 수질을 표한다. 연구지역에 해당하

는 국내 유역 면 은 북한강이 4,766.59 km2, 임진강 유역이 

2,986.70 km2다. 

북한강 유역과 임진강 유역의 도시화  산업화 정도를 

단할 수 있는 불투수 면 률, 토지이용 면 , 인구, 산업폐수 

방류량을 조사하여 비교하 다. 권역 평균 불투수 면 률

은 북한강 유역의 춘천 이 2.0%, 소양강이 2.0%, 의암 이 

6.5%, 청평 이 4.4%이며 임진강 유역의 한탄강이 7.0%, 임

진강 하류가 6.3%로 임진강 유역이 더 높다. 토지이용 면

은 북한강 유역이 산림 80.57%, 지 3.23%, 농지 8.26%, 임

진강은 산림 57.99%, 지 6.81%, 농지 22.22%로 임진강의 

Fig. 2. Location of station for long-term monitoring of water quality in the Bukhan and Imjin river bas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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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농지 이용 비율이 더 높다(NIER, 2019b). 지 면

은 북한강이 2008년 122 km2에서 2017년 154 km2로 32 km2 

증가하 고, 임진강은 2008년 160 km2에서 2017년 205 km2

로 45 km2 가했다(NIER, 2020). 

유역별 총인구는 북한강이 2008년 487,204명에서 2017년 

549,415명으로 62,211명 증가하 고, 임진강은 2008년 

603,102명에서 2017년 649,615명으로 46,513명 증가하 다. 

산업폐수 방류량의 경우 북한강은 2008년 8,183 m3/day에서 

2017년 6,315 m3/day로 1,868 m3/day 감소하 으나 임진강

은 2008년 157,484 m3/day에서 2017년 204,019 m3/day로 

46,535 m3/day 증가하 다(NIER, 2020). 

북한강 유역과 임진강 유역의 권역별 가축 사육두수 변

화량과 해당 유역 시⋅군의 가축분뇨 발생량을 조사하 다

(ME, 2020). 북한강 유역 총 사육두수는 2008년 118,373두

에서 2017년 119,844두로 총 1,471두가 증가하 다. 권역 

 가축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곳은 춘천  유역이며 2008

년 46,281두에서 2017년에는 52,126두로 증가하 다. 북한강 

유역에 해당하는 7개 시⋅군은 춘천, 가평, 화천, 인제, 남양

주, 양구, 양평이며 이 지역의 가축분뇨 발생량은 2008년 

3,789 m3/day에서 2017년 3,321 m3/day로 감소하 다. 임진

강 유역 권역  가축두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한탄강 유역

이며 2008년 410,206두에서 2010년 834,658두로 격히 증

가하 다가 이후 감소하 고 2017년에는 총 689,566두 다. 

임진강 유역 6개 시⋅군은 철원, 동두천, 주, 포천, 양주, 

연천이며 가축분뇨 발생량은 2008년 5,956 m3/day에서 2017

년 11,871 m3/day로 증가하 다(Fig. 3). 

북한강 유역과 임진강 유역에 해당하는 시⋅군 지역의 연

간 가축분뇨 발생량과 각 가축분뇨 처리 방법을 이용하는 농

Fig. 3. Status of heads of livestock and manure production (2008~2017) in (a) Bukhan river basin and (b) 

Imjin river basin (M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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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를 비교하 다(ME, 2020; Fig. 4). 북한강 유역의 체 

가축분뇨 처리 농가 수는 2008년에 1,890개소 으며 2011년

에는 11,062개소로 증가했고 이후 감소하여 2017년에는 

6,847개소 다. 가축분뇨 처리 방법은 개별 자원화 처리 방

법이 2008년 2,061개소, 2017년 6,760개소로 가장 많고 공공

처리  탁처리는 2008년 79개소에서 2017년 311개소로 

다음으로 많았다. 2017년 북한강 유역 총 가축분뇨 처리량은 

1,950.4 m3/day이며 자원화 처리 방법은 1,604.7 m3/day로 가

장 많고 공공처리  탁처리는 279.0 m3/day, 정화처리는 

66.7 m3/day 다(ME, 2020).

임진강 유역의 체 가축분뇨 처리 농가 수는 2008년 

1,983개소에서 이후 증가하 으나 2015년 규모 농장 증가

와 소규모 농가의 폐업 때문에 2,298개소로 감소하 다. 

2016년에는 수도권의 축사들이 주변 민원으로 경기 북부 지

역 등으로 이 하고 무허가축사 법화로 인한 무허가 농장들

이 포함됨에 따라 11,871개소로 증가하 다. 가축분뇨 처리 

방법은 개별 자원화 처리 방법이 2008년 1,610개소에서 2017

년 8,08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처리  탁처리는 2008

년 236개소에서 2017년 3,332개소로 다음으로 많았다. 임진

강 유역 2017년 총 가축분뇨 처리량은 11,558.9 m3/day이며 

자원화 처리 방법은 7,810.1 m3/day, 공공처리  탁처리가 

3,301.6 m3/day, 정화처리가 447.2 m3/day 다(ME, 2020).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산정한 2015년도 국 시군별 양분수

지 에서 연구지역 유역에 해당하는 시군의 양분수지를 표

로 정리하 다(NIER, 2018; Table 1). 북한강 유역 7개 시⋅

군의 질소수지는 168∼431 kg-N/ha, 인수지는 37∼86 

kg-P/ha 범 로 산정되었다. 임진강 유역 6개 시⋅군은 질소

수지가 304∼819 kg-N/ha, 인수지가 59∼165 kg-P/ha 범

Fig. 4. Status of manure production and livestock manure treatment (2008~2017) in (a) Bukhan river basin (7 

cities) and (b) Imjin river basin (6 cities) (M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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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산정되었으며 북한강 유역보다 각 양분수지가 높았다. 

국 154개 시군의 평균은 질소수지가 240 kg-N/ha, 인수지가 

38 kg-P/ha이며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2017년 양분수지

인 질소수지 212 kg-N/ha, 인수지 46 kg-P/ha와 비슷하다. 

 유역별 환경 황조사 결과 북한강 유역은 임진강 유역

보다 면 은 넓으나, 불투수 면 률, 지 면 , 인구, 산업폐

수 방류량이 으므로 임진강 유역보다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수질 향은 미미하다. 유역별 가축 사육두수 한 임

진강 유역이 북한강보다 2017년 기  5.7배 이상 많으며 가

축분뇨 발생량도 3.5배 이상 많다. 따라서 유역 환경이 다른 

두 유역 간의 해양투기 지 후 수질 경향성을 비교하면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와 처리 방법으로 인한 수질 변화의 유

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단하여 두 유역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 다. 

연구 상 수질항목은 표 인 장수질 항목  농업 비

오염원 항목인 EC( 기 도도), T-N(총질소), T-P(총인), 

BOD(생물화학  산소요구량)로 선정하 다. 각 지 의 수질 

자료는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 다. 자료수집 

기간은 해양투기가 지된 2012년 말을 기 으로 후 각각 

5년으로 하여 이 (2008∼2012년)과 이후(2013∼2018년)의 

수질 변동 경향성을 비교하 다. 수질 자료는 해당 지 에서 

평균 8일 간격으로 채수하여 수질 분석하 으며 모든 분석

에는 월평균 값을 사용하 다. 결측 자료의 경우 후 자료

의 평균값을 입하여 결측으로 인한 향을 최소화하 다. 

2.2 경향성 분석

먼  해양투기 지 이 과 이후의 각 수질 항목의 단조증

가 혹은 단조감소 경향성을 분석하 다.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은 표 인 모수  경향성 분석 방법으로서 자료

에 부합하는 직선식의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 회귀

직선과 자료와의 부합 정도는 결정계수(r2)로 단한다. 여기

에서 결정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직선식이 자료와 잘 부합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결측값과 이상값에 의한 향이 

크게 나타나는 방법이므로 분석을 시작하기 에 자료의 

한 검토  처리가 필요하다(Choi and Lee, 2009). 한 해

양투기 지 이 과 이후의 수질 항목별 평균값과 앙값을 

비교하여 그 변동을 검토하 다. 선형회귀직선의 기울기 값

은 음의 값(negative)의 경우 해당 수질 항목이 감소 경향성, 

양의 값(positive)의 경우 증가 경향성인 것으로 분석하 다.

비모수  경향성 분석 방법인 MK (Mann-Kendall)과 SMK 

(Seasonal Mann-Kendall) 경향성 분석을 이용하여 선형회귀

분석과 마찬가지로 해양투기 지 이 과 이후의 경향성을 

분석하여 비교하 다. MK과 SMK 경향성 분석은 선형회귀

분석과 달리 자료의 서열 혹은 변동 기울기를 이용하기 때문

에 결측값과 이상값의 향이 고 비정규분포를 따르는 자

료도 오차를 여 분석할 수 있다(Meals et al., 2011). SMK 

경향성 분석의 기본 분석 원리는 MK 경향성 분석법과 같으

나 자료의 계 성을 배제하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 의 

강수량과 기온  수온 변화가 뚜렷한 지역의 경우 계  변

동에 의한 변동오차를 여 추세 분석 능력을 높일 수 있다

(Choi and Lee, 2009; Hirsch et al., 1991; Kendall, 1975; 

Mann, 1945; Yu et al., 2010). MK과 SMK 경향성 분석에서

는 신뢰수 (confidence level)은 95%, 유의수 (p)은 0.05 미

만으로 기 을 설정하여 유의미한 경향성을 악하 다. 

한 증가와 감소 경향성은 Z값으로 단하며 Z가 음의 값

(negative)의 경우 감소 경향성, 양의 값(positive)의 경우 증

가 경향성으로 분석하 다. 

그러나 MK과 SMK 경향성 분석법 한 결과 으로 단조 

증가  감소 경향성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해 LOWESS (LOcally WEighted Scatter plot Smoother) 분

석을 용하 다. LOWESS 분석은 회귀선이 곡선으로 반

되는데 경향성 변동사항에 한 선형 경향을 하게 조

할 수 있다. 회귀곡선은 평활상수(f) 값이 커질수록 직선에 

가까워지고(과소 합), 평활상수(f) 값이 작으면 곡선의 휘는 

정도가 커져 과다 합 하게 된다(Cleveland, 1979). 따라서 

한 회귀곡선을 얻기 해 f값은 0.5로 설정하 다.

2.3 상 계 분석

유역별 수질 변동과 자연  원인(강수량)과 가축분뇨 발생

량, 가축분뇨 처리 방법의 변화와 어떠한 상 계가 있는지 

분석하기 해 비모수  상 분석 방법인 스피어만 상 분

석(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를 이용하 다. 지 별 강

수량 자료의 경우 북한강 유역은 춘천 기상 , 임진강 유역

은 주기상 의 자료를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수집하 다. 

분석에 이용한 자료들은 표 화 변수로 변환(정규화)하여 각 

자료의 단  차이 향을 최소화하 다. 상 분석 결과는 유

의수 (p)이 0.05 미만이며 상 계수가 ±0.5 이상인 값을 통

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하 다. 

Area City
Nitrogen

(kg-N/ha)

Phosphorus

(kg-P/ha)

Bukhan River

basin

Chuncheon 226 39

Gapyeong 431 86

Hwacheon 336 50

Inje 340 51

Namyangju 168 37

Yanggu 227 39

Yangpyeong 232 38

Imjin River

basin

Cheorwon 425 80

Dongducheon 541 97

Paju 304 59

Pocheon 553 110

Yangju 819 165

Yeoncheon 437 84

Domestic

(154 cities)

Maximum 819 225 

Minimum -37 -14

Average 240 38 

Table 1. Nutrient balance in the cities in the Bukhan River 

and Imjin river basins 2015 (NI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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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s and Discussion

3.1 선형회귀분석  평균값과 앙값 비교

해양투기 지 이 (2008∼2012년)과 이후(2013∼2017년)

에 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EC의 경우 BW-A, 

BW-B, BW-C, BW-D와 IW-A 지 이 해양투기 지 이 에 

음의 기울기(negative)에서 이후에 양의 기울기(positive)로 

변동하 다(Table 2; Fig. 5). 기울기 값 범 는 해양투기 

지 이 에 -3.E-03∼-1.E-03로 감소하 다가, 해양투기 지 

이후에는 1.E-02∼2.E-02로 EC가 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

타났다. IW-B의 EC 기울기 값은 이  4.E-02에서 이후 

3.E-02으로 감소하 지만 다른 지 과 비교했을 때 EC의 양

의 기울기 값이 크고 후 모두 양의 기울기 값을 갖고 있으

므로 해양투기 지 이후에도 EC가 꾸 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 다. 

T-N의 경우 해양투기 지 이 에는  지 이 양의 기울

기(2.E-05∼5.E-04) 으나 이후에는 BW-B, BW-D, IW-B은 

음의 기울기 값(-7.E-05∼-1.E-05), BW-A, BW-C, IW-A는 

양의 기울기 값(4.E-05∼2.E-04)으로 나타났다(Table 2; Fig. 

5). T-P는 해양투기 지 이 에  지 이 음의 기울기 값

에서 이후에는 음 는 양의 기울기 값으로 변동하 지만 모

두 소수  아래 4자리 미만이었다. BOD는 해양투기 지 이

에는 BW-A, BW-B, BW-C, BW-D가 음의 기울기, IW-A, 

IW-B가 양의 기울기 값이었으나 이후에는 BW-A, BW-B, 

BW-C가 양의 기울기, BW-D, IW-A, IW-B가 음의 기울기 

값으로 각각 변동하 다. 그러나 EC와 비교했을 때 T-N, 

T-P, BOD의 기울기 값과 변동 폭이 작아서 단순 기울기의 

증가⋅감소로 변동 경향을 분석하기는 어렵다.

각 지  수질 항목의 해양투기 지 이 과 이후 평균값과 

앙값을 산정하여 비교하 다(Table 3, 4). 각 지 의 평균

값과 앙값은 서로 비슷하고 이 과 이후의 증가감소 경향

도 BW-B의 BOD를 제외하고 모두 일치하 으며 각 지 의 

수질 농도는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증가하 다. EC의 경

우 평균값과 앙값 모두  지 이 이 에 평균값 84∼313 

µS/cm, 앙값 84∼292 µS/cm이었으나 이후 평균값 100∼

489 µS/cm, 앙값 96∼443 µS/cm로 증가하 다. T-N은 

BW-A, BW-B, BW-C, BW-D, IW-B가 이 에 평균값 1.156

∼2.758 µS/cm, 앙값 1.051∼2.650 µS/cm에서 이후 평균값 

1.279∼3.364 µS/cm, 앙값 1.173∼2.973 µS/cm로 증가하

고 IW-A는 반 로 이  평균값 1.051 µS/cm, 앙값 

0.992 µS/cm에서 이후 평균값 0.891 µS/cm, 앙값 0.868 

µS/cm로 감소하 다. 

T-P의 경우 BW-A, BW-B, BW-C, BW-D는 이  평균값 

0.015∼0.030 mg/L, 앙값 0.011∼0.026 mg/L에서 이후 평

균값 0.010∼0.017 mg/L, 앙값 0.008∼0.014 mg/L로 감소

하 으나 IW-A, IW-B는 이  평균값 0.020∼0.063 mg/L, 

앙값 0.015∼0.056 mg/L에서 이후 평균값 0.021∼0.079 

mg/L, 앙값 0.017∼0.070 mg/L로 증가하 다. BOD의 경

우 BW-A는 이 과 이후의 평균값과 앙값이 모두 0.5 

mg/L로 변동하지 않았다. BW-B는 평균값의 경우 이 과 이

후 0.6 mg/L로 변동이 없었으나 앙값은 이  0.6 mg/L에

서 이후 0.5 mg/L로 감소하 다. BW-C, BW-D는 이  평균

값 1.1 mg/L, 앙값 1.0∼1.1 mg/L에서 이후 평균값 0.9 

mg/L, 앙값 0.8∼0.9 mg/L로 감소하 으며 IW-A, IW-B는 

이  평균값 0.7∼1.5 mg/L, 앙값 0.7∼1.2 mg/L에서 이후 

평균값 0.9∼2.0 mg/L, 앙값 0.8∼1.9 mg/L로 증가하 다.

3.2 Mann-Kendall 경향성 분석

MK 분석 결과 각 지 의 변동 경향성은 선형회귀분석 결

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Table 5). EC의 Z값의 경우 해양투

기 지 이 에는 BW-A, BW-B, BW-C, BW-D와 IW-A가 

음의 값, IW-B이 양의 값, 이후에는  지 이 양의 값으로 

나타나 선형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하 다. 유의수 (p) 0.05 

미만에 해당하는 유의미한 경향성을 단한 결과 해양투기 

이 에는  지 이 유의미한 경향성이 없었으며 이후에는 

BW-A, BW-B, BW-C, BW-D와 IW-A에서 유의미한 증가 경

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경향성

이 나타난 분석 결과는 증가 경향성과 감소 경향성에 따라 

증가는 ‘U (upward)’, 감소는 ‘D (downward)’로 Table 5에 

표기하 고, 통계  유의미성이 없는 경우 ‘-’로 표시하 다. 

T-N의 Z값은 해양투기 지 이 에는  지 에서 양의 값

으로 나타나 선형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하 고 이후에는 

BW-A, BW-B는 음의 값, BW-C, BW-D, IW-A, IW-B가 양

의 값으로 나타나 선형회귀분석 결과와 일부 일치하 다. 유

의수 (p) 0.05 미만에 해당하는 지 은 해양투기 지 이

의 BW-A, BW-B, BW-C, BW-D, IW-A이며 모두 유의미한 

Site
EC T-N T-P BOD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W-A -1.E-03 1.E-02 3.E-04 4.E-05 -2.E-06 6.E-07 -3.E-05 1.E-05

BW-B -2.E-03 1.E-02 3.E-04 -1.E-05 -3.E-07 2.E-06 -3.E-05 5.E-05

BW-C -1.E-03 2.E-02 2.E-04 6.E-05 -8.E-06 -4.E-07 -3.E-05 4.E-06

BW-D -2.E-03 1.E-02 2.E-04 -2.E-06 -2.E-06 1.E-07 -1.E-04 -1.E-05

IW-A -3.E-03 1.E-02 2.E-05 2.E-04 -2.E-06 -4.E-06 6.E-05 -1.E-04

IW-B 4.E-02 3.E-02 5.E-04 -7.E-05 -1.E-05 -1.E-06 2.E-04 -4.E-05

Table 2. Linear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or water quality variables before (2008~2012) and after (2013~2017) the 

prohibition of ocean du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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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EC (µS/cm) T-N (mg/L) T-P (mg/L) BOD (mg/L)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W-A 96 110 1.156 1.279 0.015 0.010 0.5 0.5

BW-B 91 104 1.184 1.281 0.016 0.012 0.6 0.6

BW-C 84 100 1.616 1.764 0.030 0.017 1.1 0.9

BW-D 88 109 1.685 1.844 0.026 0.014 1.1 0.9

IW-A 117 144 1.051 0.891 0.020 0.021 0.7 0.9

IW-B 313 489 2.758 3.364 0.063 0.079 1.5 2.0

Table 3. Average of water quality before (2008~2012) and after (2013~2017) the prohibition of ocean dumping

Fig. 5. Linear regression results for EC and T-N (examples) at the sites (BW-D, IW-A, and IW-B) and 

monthly precipitation. (blue dotted line: before the prohibition of ocean dumping, red solid line: 

after the prohibition of ocean du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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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경향성이 나타났다. 반면 해양투기 지 이후에는  

지 이 유의미한 경향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P의 Z값은 해양투기 지 이 에는 BW-A, BW-B, 

IW-A가 양의 값, BW-C, BW-D, IW-B가 음의 값으로 나타

났고 이후에는 BW-A, BW-B, BW-C가 양의 값, BW-D, 

IW-A, IW-B가 음의 값으로 나타나 선형회귀분석 결과와 일

부 일치하 다. 유의수 (p) 0.05 미만에 해당한 지 은 해양

투기 지 이 의 BW-C가 유일하며 유의미한 감소 경향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모두 유의미한 경향성

이 없었다. BOD의 Z값은 해양투기 지 이 에는 BW-A, 

BW-B, BW-C, BW-D가 음의 값, IW-A, IW-B가 양의 값, 해

양투기 지 이후에는 BW-A, BW-B, BW-C가 양의 값, 

BW-D, IW-A, IW-B가 음의 값으로 나타나 선형회귀분석 결

과와 일치하 다. 그러나  지 이 유의수 (p) 0.05를 과

하여 모두 유의미한 경향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 다. 

3.3 Seasonal Mann-Kendall 경향성 분석

SMK 분석을 통해 계 의 향으로 발생하는 주기  수질 

변동 향을 최소화하여 주변 환경 변화에 의한 수질 변동 

경향성이 있는 지 을 악하 다(Table 6). EC의 경우 해양

투기 지 이후에 BW-A와 BW-C에서 유의수 (p) 0.05 미

만의 유의미한 증가 경향성이 있었으며 BW-A와 BW-C에서 

EC를 높이는 외부 환경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하 다. 

MK 분석에서는 해양투기 지 이후에 BW-A, BW-B, 

BW-C, BW-D와 IW-A에서 뚜렷한 증가 경향성이 나타났으

나 SMK 분석에서는 BW-B, BW-D, IW-A는 경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BW-B, BW-D, IW-A는 계  

향에 의하여 EC가 변동하는 것으로 분석하 다. 

T-N은 해양투기 지 이 에 BW-A, BW-B, BW-D, IW-B

에서 유의수 (p) 0.05 미만의 유의미한 증가 경향성이 있었

으며 이후에는 IW-A에서 유의미한 증가 경향성이 나타났다. 

즉 BW-A, BW-B, BW-D, IW-B는 해양투기 지 이 에 외

Site
EC (µS/cm) T-N (mg/L) T-P (mg/L) BOD (mg/L)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W-A 99 112 1.051 1.173 0.011 0.008 0.5 0.5

BW-B 94 105 1.126 1.277 0.013 0.010 0.6 0.5

BW-C 84 96 1.541 1.734 0.026 0.014 1.1 0.9

BW-D 89 107 1.617 1.802 0.022 0.011 1.0 0.8

IW-A 117 144 0.992 0.868 0.015 0.017 0.7 0.8

IW-B 292 443 2.650 2.973 0.056 0.070 1.2 1.9

Table 4. Median of water quality before (2008~2012) and after (2013~2017) the prohibition of ocean dumping

Site

EC T-N

Before After Before After

Z p Trend Z p Trend Z p Trend Z p Trend

BW-A -0.804 0.418 - 4.133 0.000 U 3.706 0.000 U -0.166 0.863 -

BW-B -0.478 0.628 - 3.234 0.001 U 4.943 0.000 U -0.287 0.769 -

BW-C -0.498 0.614 - 4.982 0.000 U 3.348 0.001 U 0.676 0.495 -

BW-D -0.676 0.495 - 4.006 0.000 U 3.910 0.000 U 0.070 0.939 -

IW-A -0.963 0.332 - 2.551 0.011 U 0.485 0.623 - 1.939 0.052 -

IW-B 0.261 0.789 - 0.899 0.365 - 2.137 0.032 U 0.108 0.909 -

Site

T-P BOD

Before After Before After

Z p Trend Z p Trend Z p Trend Z p Trend

BW-A 0.606 0.540 - 1.098 0.269 - -0.990 0.319 - 0.819 0.409 -

BW-B 0.842 0.396 - 1.724 0.084 - -0.754 0.447 - 1.119 0.260 -

BW-C -3.005 0.003 D 0.026 0.975 - -0.479 0.628 - 0.064 0.944 -

BW-D -1.372 0.168 - -1.404 0.158 - -1.187 0.233 - -0.070 0.939 -

IW-A 0.708 0.475 - -0.702 0.479 - 0.364 0.711 - -1.723 0.084 -

IW-B -1.116 0.262 - -0.689 0.487 - 1.627 0.102 - -0.523 0.596 -

- : No trend, U: Upward, D: Downward

Table 5. Mann-Kendall trend test results for water quality variables before (2008~2012) and after (2013~2017) the prohibition 

of ocean du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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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T-N의 유입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해양투기 지 이후

에는 경향성이 없어진 것으로 해석하 다. BW-C는 해양투

기 지 이 에 MK 분석에서 유의미한 증가 경향성이 있었

으나 SMK 분석에서는 경향성이 없으므로 주요 T-N 농도 변

동 원인이 계 인 향으로 변동한 것으로 해석하 다. 

IW-A는 해양투기 지 이후에 MK 분석에서 유의미한 경향

성이 없었으나 SMK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증가 경향성이 나

타났다. 따라서 IW-A는 주기 인 계  향이 아닌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하여 T-N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 다.

T-P는 BW-C에서 MK 분석과 SMK 분석 결과 모두 해양

투기 지 이 에 유의수 (p) 0.05 미만의 유의미한 감소 

경향성이 나타났고 나머지 지   해양투기 지 이후에는 

유의미한 경향성이 없었다. 즉 BW-C의 경우 해양투기 지 

이 에 외부 환경 변화 요인에 의하여 T-P가 감소하고 있었

으나 해양투기 지 이후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감소 경향

성이 없어진 것으로 해석하 다. BOD는 모든 지 에서 MK 

분석과 SMK 분석 모두 유의미한 경향성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계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한 변동 경향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 다.  

3.4 LOWESS 분석

선형회귀분석, MK 분석, SMK 분석 모두 결과 으로 단조

증가  단조감소로 결과가 나타나므로 이를 보완하기 해 

변동 경향성을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LOWESS 분석을 

수행하 다. LOWESS 분석 결과는 도표상에서 SMK 분석 

결과와 함께 도시하여 비교하 다. EC의 LOWESS 곡선은 6

개 지  모두 해양투기 지 이 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완만하게 감소하 고 북한강 유역인 BW-A, BW-B, BW-C, 

BW-D는 2012년 말부터, 임진강 유역인 IW-A, IW-B는 2012

년 부터 해양투기 지 이후인 2015년까지 격히 증가했

다가 다시 감소하 다(Fig. 6). T-N의 LOWESS 곡선은 북한

강 유역 BW-A, BW-B, BW-C, BW-D와 임진강 유역 IW-B

의 변동 경향성이 서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각 지 은 해양

투기 지 인 2008년부터 2012년 말까지 완만하게 증가하

고 해양투기가 지된 2013년 이후 경향성 없이 일정한 

직선으로 나타났다. 반면 IW-A의 경우 경향성이 없는 직선

을 이루다가 2012년 부터 2015년까지 감소한 뒤 2015년부

터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Fig. 7). 

T-P의 LOWESS 곡선은 부분 지 이 완만하게 감소하며 

변동 경향성이 없는 직선으로 나타났다. 반면 BW-C의 경우 

해양투기가 지되기 부터 2014년까지 감소 경향성이 나

타났고 이후에는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Fig. 8). BOD의 

LOWESS 곡선은 북한강 유역과 임진강 유역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북한강 유역의 BW-A, BW-B, BW-C, 

BW-D는 해양투기가 지되기 부터 2013년까지 감소하다

가 이후 2015년까지 상승하고 다시 감소하는 경향성이 나타

났다. 반면 임진강 유역의 IW-A, IW-B는 2012년 부터 해

양투기 지 이후인 2015년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다시 감소

하 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EC의 LOWESS 곡선과 변동 경

향이 같다(Fig. 9). 

3.5 상 계 분석

스피어만 상 분석을 이용하여 유역별 수질과 강수량, 가

축두수, 가축분뇨 발생량, 가축분뇨 처리 방법별 농가 수의 

Site

EC T-N

Before After Before After

Z p Trend Z p Trend Z p Trend Z p Trend

BW-A -0.990 0.345 - 2.127 0.030 U 2.030 0.038 U -0.672 0.464 -

BW-B -0.314 0.720 - 1.625 0.096 - 2.407 0.015 U 0.182 0.808 -

BW-C -0.961 0.307 - 1.975 0.044 U 1.616 0.097 - 0.556 0.537 -

BW-D -0.838 0.361 - 1.513 0.122 - 2.112 0.031 U 0.401 0.630 -

IW-A -0.763 0.420 - 0.992 0.302 - 1.247 0.189 - 2.014 0.040 U

IW-B 0.712 0.448 - 0.256 0.770 - 2.185 0.026 U 0.595 0.516 -

Site

T-P BOD

Before After Before After

Z p Trend Z p Trend Z p Trend Z p Trend

BW-A -0.189 0.813 - 0.415 0.636 - -1.133 0.225 - 0.105 0.874 -

BW-B -0.316 0.704 - 0.376 0.661 - 0.169 0.822 - 0.937 0.321 -

BW-C -2.569 0.009 D -1.309 0.175 - -0.792 0.379 - -0.373 0.678 -

BW-D -0.991 0.292 - -1.536 0.112 - -1.297 0.172 - -0.202 0.800 -

IW-A 0.056 0.912 - -0.920 0.322 - 1.203 0.209 - -0.689 0.460 -

IW-B -0.435 0.635 - -0.644 0.474 - 1.831 0.062 - 0.052 0.917 -

- : No trend, U: Upward, D: Downward

Table 6. Seasonal Mann-Kendall trend test results for water quality variables before (2008~2012) and after (2013~2017) the 

prohibition of ocean du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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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LOWESS curve of EC (black dotted line: SMK of before the prohibition of ocean 

dumping, black solid line: SMK of after the prohibition of ocean dumping).

Fig. 7. LOWESS curve of T-N (black dotted line: SMK of before the prohibition of ocean 

dumping, black solid line: SMK of after the prohibition of ocean du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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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OWESS curve of T-P (black dotted line: SMK of before the prohibition of ocean 

dumping, black solid line: SMK of after the prohibition of ocean dumping). 

Fig. 9. LOWESS curve of BOD (black dotted line: SMK of before the prohibition of 

ocean dumping, black solid line: SMK of after the prohibition of ocean du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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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어떠한 상 계가 있는지 분석하 으며, 상 계수가 

±0.5 이상, 유의확률이 0.05 미만인 결과에 해서 상 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Table 7). 강수량의 경우 북한강 유역

은 EC는 음의 상 계수, T-P는 양의 상 계수가 나타났다. 

강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강수의 유입으로 인한 희석효과로 

EC는 감소, T-P는 비 오염원 등의 원인으로 증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임진강 유역 한 EC는 음의 상 계수가 나타나 

강수량 증가로 인한 EC 감소로 해석하 다. 반면 IW-A는 

T-N이 양의 상 계수, BOD가 음의 상 계수, IW-B는 T-P

와 BOD가 음의 상 계수로 분석되었다. 이는 IW-A의 경우 

강수량 증가 시 T-N은 비 오염원 등의 향으로 증가하나, 

BOD는 강수로 인해 희석되어 감소하며, IW-B는 T-P와 

BOD 모두 감소한 것으로 해석하 다. 

가축 사육두수와 양의 상 계수가 나타난 수질 항목은 

BW-B의 T-P, BW-C의 T-P, BW-D의 T-P와 BOD, IW-A의 

EC, BOD, IW-B의 BOD 으며, 가축 사육두수 증가 시 북한

강은 주로 T-P가, 임진강은 BOD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분뇨 발생량의 경우 임진강 유역에서는 통계  유의미한 

상 계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북한강의 경우 BW-A는 T-P, 

BW-B는 T-N, T-P, BW-C는 T-N, T-P, BW-D는 EC, T-N, 

T-P가 통계  상 성이 있었으며 T-N과 EC는 양의 상 계

수, T-P는 음의 상 계수로 나타나 가축두수 증가 시 T-N과 

EC는 증가하나, T-P는 반 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 다. 

가축분뇨 처리 방법  개별 정화처리와 자원화 처리는 임

진강에서 상 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북한강의 경우 T-N이 

양의 상 계수로 나타났으며 이는 개별 정화처리와 자원화 

처리 방법을 이용하는 농가 수가 증가할수록 T-N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 다. 공공처리  탁처리 방법의 경우 북한

강은 T-N, T-P, BOD는 양의 상 계수, EC는 음의 상 계수

가 나타났다. 이는 공공처리  탁처리 방법을 이용하는 

농가 수가 증가하는 경우 T-N, T-P, BOD는 증가하고 EC는 

감소한 것으로 해석하 다. 반면 임진강은 EC, T-N, BOD가 

음의 상 계수로 나타나 공공처리  탁처리 방법을 이용

하는 농가 수가 증가하는 경우 EC, T-N, BOD가 감소한 것

으로 분석하 다. 해양투기 방법은 BW-A 지 에서만 통계

 상 성이 있었으며 EC는 음의 상 계수, T-P는 양의 상

Site Parameter Precipitation
Heads of 

livestock

Excreta 

production
Purification Resourcification

Public 

treatment 

facility

Ocean 

dumping

BW-A

EC -0.830
** -0.055 -0.176 0.470 -0.115 0.018 -0.662

*

T-N -0.442 0.358 0.067 0.738
**

0.721
**

0.624
* -0.498

T-P 0.636
* 0.526 0.789

** -0.271 -0.037 -0.135 0.648
*

BOD -0.120 -0.150 -0.165 0.482 0.090 -0.165 -0.169

BW-B

EC -0.839
** -0.122 0.486 -0.122 0.006 -0.657

* 0.000

T-N -0.248 -0.176 0.750
**

0.806
**

0.661
* -0.526 0.055

T-P 0.582
*

0.749
**

-0.551
* -0.378 -0.396 0.809

** 0.520

BOD 0.038 -0.038 -0.344 -0.418 -0.494 0.514 -0.038

BW-C

EC -0.811
** -0.213 0.472 -0.134 0.006 -0.659

* -0.122

T-N -0.236 0.030 0.854
**

0.552
* 0.430 -0.396 0.309

T-P 0.699
*

0.608
*

-0.657
* -0.365 -0.401 0.849

** 0.195

BOD 0.187 0.375 -0.170 -0.172 -0.375 0.506 0.232

BW-D

EC -0.671
* -0.366 0.580

* -0.116 -0.006 -0.714
* -0.287

T-N -0.139 -0.055 0.683
*

0.661
*

0.636
* -0.437 0.212

T-P 0.665
*

0.640
*

-0.595
* -0.116 -0.134 0.845

** 0.360

BOD 0.305 0.573
* -0.411 -0.330 -0.386 0.681

* 0.368

IW-A

EC -0.964
**

0.564
* -0.182 0.248 0.261 -0.713

* 0.176

T-N 0.709
* -0.139 0.426 -0.030 0.067 0.370 -0.127

T-P -0.201 0.085 0.091 0.407 0.249 -0.234 -0.334

BOD -0.728
**

0.684
* -0.434 0.458 0.533 -0.830

** 0.370

IW-B

EC -0.709
* 0.479 -0.255 0.333 0.515 -0.679

* 0.139

T-N -0.539 0.442 -0.462 0.333 0.503 -0.672
* 0.091

T-P -0.754
** 0.122 -0.216 0.030 0.188 -0.450 -0.188

BOD -0.771
**

0.642
* -0.319 0.391 0.483 -0.813

** 0.294

* p<0.05, ** p<0.01

Table 7.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s (R) among the water quality parameters, precipitation, excreta production and 

excreta treatment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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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로 나타나 해양투기 방법이 증가하는 경우 EC는 감소

하고, T-P는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 다.

3.6 해양투기 지 이후 가축분뇨 처리 방안

북한강과 임진강 유역 수질의 경향성 분석 결과 각 지 의 

수질은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지 이후 심각한 오염이나 증

가추세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북한강과 임진강 유역

을 비롯하여 국의 가축두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은 매년 증

가하고 있으며, 해양투기가 지된 이후 개별농가에서의 자

원화처리와 공공처리하는 가축분뇨 처리량이 증가하 으므

로 이에 한 책이 필요하다. 가축두수와 가축분뇨 발생량

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가축분뇨의 처리 방법 문제 과 

책 방안은 크게 2가지다. 첫째, 가축분뇨의 발생량과 처리량

을 정확히 리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재 가장 보편 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 농장에서의 

퇴비화와 액비화 등의 자원화 처리 방법은 가축분뇨 발생량

이 증가하는 경우 퇴비와 액체비료가 실수요량보다 과다 생

산될 우려가 있다. 실제 사례로 과다하게 생산된 퇴비는 농

경지에 과잉 시비 되거나 노천에 치되었으며 이는 수계오

염으로 이어졌다(KEPA, 2019). 이러한 과잉 생산되는 퇴비

로 인한 수계오염을 방지하기 해서는 먼  농민들을 상

으로 하는 가축분뇨  퇴비 리 교육을 통하여 과잉 시비 

 부 정 보 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 정확한 가

축분뇨의 발생량과 처리량 황을 확인하여 잉여⋅방치되는 

가축분뇨 없이 모두 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을 해서는 가축분뇨 자인계 리시스템(www.lsns.or.kr)

이 극 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에 따른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

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재 자원화 처리 방법 다음으로 많

은 처리 비 을 차지하는 것이 공공처리  탁처리 방법이

다. 특히 임진강 유역의 경우 공공처리  탁처리로 처리

하고 있는 농가 수가 2007년 235개소에서 2017년 3,332개소

로 약 14배 증가하 으며 2017년 공공처리  탁처리량은 

3,301.6 m3/day에 달했다. 문제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분

뇨 수집과 운반의 어려움으로 공공처리 시설 이용률이 조

하고, 공공처리 시설에서 처리 가능한 양 이상으로 생산된 

가축분뇨는 마땅한 처리 방법이 없다는 이다(Jeong, Kim 

et al. 2013). 

재 북한강과 임진강 유역에서 운  인 가축분뇨 공공

처리 시설은 북한강이 3개소, 임진강이 6개소이며 시설별 제

원은 Table 8에 정리하 다(KEITI, 2021; ME, 2020; HRFCO, 

2021). 이  방류수를 하천으로 바로 방류하는 시설은 총 4

개소(GP, P1, CW, PC)이며 연평균 방류 유량과 방류수 수질

을 조사한 결과 공공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 인 BOD 

30 mg/L, T-N 60 mg/L, T-P 8 mg/L 이내를 만족하고 있다

(Table 9; Fig. 10). 

반면 방류량의 경우 부분의 처리시설이 기존 설계용량보

다 많은 양을 방류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방류량이 증가하

고 있다. 앞서 수행한 상 분석에서 공공처리와 탁처리를 

하는 농가 개소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북한강은 T-N, T-P, 

BOD가 증가하 다. 이는 도시화의 향이 미미하여 오염도

가 낮은 북한강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 을 만족하더라도 방

류수의 양이 증가한다면 수질 향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

다. 반면 임진강은 상 분석에서 공공처리와 탁처리를 하

는 농가 개소 수가 증가함에 따라 EC, T-N, BOD가 감소하

는 상 계가 나타났다. 이는 기존 공공처리의 이용이 어려

웠던 소규모 축산농가는 폐업하고 공공처리를 이용하는 

규모 농장이 증가하면서 가축분뇨의 처리가 원활해졌기 때

문으로 단하 다. 즉 가축분뇨의 공공처리 시설을 이용률

을 높이고 방류수의 유량과 수질을 제 로 리한다면 가축

분뇨 발생량이 증가하더라도 환경 오염 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Basin City
Constructed 

year

Capacity

(m3/day)
Treatment technology

Connected treatment 

plant

Discharge 

watershed

Bukhan river

Gapyeong GP 2003 140 Liquid phase corrosion -* Jojong stream

Namyangju
N1 1992 35

General liquid fertilizer
Hwado wastewater 

treatment plant

Mukhyeon 

streamN2 1993 85

Imjin river

Paju

P1 2006 200
BIOSUF

(bioreactor plus ultrafiltration)
-

Munsan stream

P2 2004 80 anaerobic digester
Paju public manure 

facility 

Cheorwon CW 1998 200 MBR+fenton oxidation - Munhye stream

Pocheon PC 2002 100
BCS 

(bio ceramic SBR)
-

Yeongpyeong 

stream

Yangju YJ 2015 150
BCS 

(bio ceramic SBR)

Shincheon wastewater 

treatment plant
Shin stream

Yeoncheon YC 1999 150
SBR 

(sequencing batch reactor)

Yeoncheon wastewater 

treatment plant
Hantan river

* - : single treatment facility (treated wastewater discharges into stream) 

Table 8. Public livestock manure treatment facilities in Bukhan river basin and Imjin river basin (HRFCO, 2021; KEITI, 

2021; M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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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지로 인한 하천 수

질의 변동 경향성을 악해보고자 하 다. 북한강과 임진강

의 수질 경향성 분석을 종합한 결과 북한강과 임진강  지

의 EC와 임진강의 T-N, BOD가 해양투기가 지된 이후 

격히 증가하 고 나머지 지   T-P는 변동 경향성이 없

었다. 북한강 유역의 BW-A, BW-B, BW-C, BW-D보다 임진

강 유역의 IW-A, IW-B가 수질 증감 변동 폭이 크고 수질 농

도가 높은 것은 임진강 유역의 지  농지 이용 비율과 양

Classification 2007 2015
2015 

(new facility)

2016 

(existing facility)

2019

(existing facility)
2023

Public treatment facilities & 

treatment facilities building 

livestock manure-treating persons

BOD 30 30 30 30 30 30

T-N 60 60 60 60 60 60

T-P 8 8 8 8 8 8

Effluent facilities 

of permission 

object

Special area

BOD 50 50 40 40 40 40

T-N 260 260 120 120 120 120

T-P 50 50 40 40 40 40

Others

BOD 150 150 120 120 120 120

T-N 850 850 250 500 250 250

T-P 200 200 100 100 100 100

Effluent facilities 

of registration 

object

Special area

BOD 150 150 120 120 120 120

T-N 850 850 250 500 250 250

T-P 200 200 100 100 100 100

Others

BOD 350 350 150 150 150 150

T-N -* - 400 600 400 400

T-P - - 100 100 100 100

* - : no standard

Table 9. Effluent water quality standards of livestock excreta treatment facilities in Korea (unit: mg/L) (NLIC 2021)

Fig. 10. Change of effluent discharge, T-N, T-P and BOD of public livestock manure treatment facilities in Bukhan and Imjin 

river basin (ME, 2020; HRFCO,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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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지가 북한강 유역보다 높은 것이 원인이다. 한 임진강 

유역과 달리 북한강 유역은 각 지  상류의 에서 오염물질

의 희석  자연 감이 이루어져 오염물질 농도가 감소하

을 것으로 단된다. 북한강과 임진강의 지 별 평균  

앙값은 유역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증가하 는데 이는 하

류로 갈수록 본류로 유입하는 지천으로부터 오염물질이 함

께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가축분뇨의 리  이용에 한 법률을 근거

로 가축분뇨의 처리  배출을 규제하며 가축분뇨 처리시설

의 방류수 수질기 은 일본, 독일, 만과 같은 외국보다 약 

2배 높다(Jeong, Shin et al. 2013). 그러나 높은 방류수 수질

기   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OECD에서 산정한 양분수

지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양분수지를 낮추기 해서는 농

지에 투입되는 퇴비의 양을 하게 조 하고 노천에 가축

분뇨가 야 되지 않도록 리해야 한다. 이를 하여 우선 

필요한 것은 가축분뇨 발생량의 증가추세와 한 처리를 

한 가축분뇨 발생량과 처리량의 정확한 자료수집과 리

⋅감독이 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가축분뇨 자

인계 리시스템을 극 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 국의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수집⋅운반 시스템을 확충하여 

소규모 농가에서 처리가 곤란했던 가축분뇨도 공공처리로 

처리하도록 조치하여 잉여로 생산되는 퇴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각 농가에서는 퇴비를 농지의 수요 공 에 

맞게 생산하고 과잉 시비를 억제하여 양분수지 감에 힘써

야 한다. 즉 해양투기 지와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로 육상

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의 양과 공공처리장 이용 비 이 증

가했으나, 처리시설 방류수의 수질을 안 하게 유지하고 가

축분뇨  퇴비 보  리를 철 히 한다면 이로 인한 하천 

 토양,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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