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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mmonia nitrogen concentration and
nitrogenous biochemical oxygen demand generation characteristics in river to determine the
effect of ammonia nitrogen on river water quality. Based on this, it was intended to
consider the cause of the rise of biochemical oxygen demand at the Haksan sit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mmonia nitrogen concentrations. Gwangju stream, Hwanglyong river,
and Pungyeongjeong stream were analyzed to have low NH3-N concentrations. Therefore,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concentration of NH3-N on the Yeongsangang River by
joining the river is expected to be small. The concentration of ammonia nitrogen in the
Haksan site was analyzed to 1.040 mg/L, and the concentration tended to increase
during the winter. This trend is inferred from the inflow of effluent from the first waste
water treatment plants. Haksan site is analyzed biochemical oxygen demand of 5.4 mg/L,
nitrogenous biochemical oxygen demand of 1.1 mg/L, and maximum of nitrogenous
biochemical oxygen demand/biochemical oxygen demand ratio (%) of 30.8%, which is
inferred to increase the biochemical oxygen demand concentration due to nitrogenous
biochemical oxygen dem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shows that the nitrogenous
biochemical oxygen demand has the highest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ammonia nitrogen
in downstream of the Yeongsan river. (Collateral number 0.849, p<0.01). This value is
estimated to be associated with ammonia nitrogen nitrifying and generating nitrogenous
biochemical oxygen demand. In conclusion, the cause of the rise in biochemical oxygen
demand at the Haksan site appears to have been influenced by nitrogenous biochemical
oxygen demand caused by Ammonia nitrogen. This study is expected to have a variety
of external influencing factors, including the inflow of non-point pollutants. Further
research will need to be conducted in the future to reduce this external impact.
Key words : ammonia nitrogen, biochemical oxygen demand, nitrogenous biochemical oxygen demand.

1. 서론

광주광역시에는 본류인 영산강 본류와
지천인 광주천, 풍영정천 그리고 황룡강이
흐른다. 광주광역시청을 비롯해 각 지자체
에서는 하천 고수부지에 자전거도로와 산
책로를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깨끗한 하천수질과 수변환
경을 위해 하수관 정비, 환경오염 업소 지
도점검,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지속적인 노

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수기 수질 악화, 악취, 녹조 발
생 등으로 광주광역시 내 영산강 하류지역
의 수질오염정도는 비교적 높은 상태이다.(1)
하천 수질평가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iochemical Oxygen Demand, BOD) 등으로
평가하는데(2) 광주광역시 환경백서 (2018)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내 영산강 하류 지점인 학
산교 (광주광역시와 나주시 경계의 영산강 본
류지점, Site R)의 BOD 평균 농도는

5.1mg/L로 광주광역시 내 영산강 상류인
용산교 (광주광역시와 담양군 경계의 영산강
본류지점, Site N)보다 약 2배 높게 측정되
어 광주권역을 지나면서 영산강의 BOD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되어 Min et al (2011)의 연구
에 의하면 NH3-N가 BOD를 증가시키는 요
인이라고 하였고(3), 영산강 종합 수질개선
대책 보고서 (2018)에도 영산강 BOD가 상
류보다 하류지역에서 높아지는 원인이 유기
물 유입 외에도 암모니아성질소 (NH3-N)의
영향이 예상된다고 보고하였다.(1)
NH3-N는 자연수계에서 대부분 암모늄이
온 (NH4+)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수계 유
입 후 7∼10일 뒤부터 화학적 및 생물학적
작용으로 인해 서서히 질산성 질소
(NO3-N)로 산화되며 완전 산화까지 20일
이상이 소요된다. 이 산화과정에서 1 mg의
NH3-N를 NO3-N로 산화시키는데 4.57 mg
의 산소가 소모되고 이는 수계 내 용존산
소량을 감소시킨다. 이때 감소된 용존산소량
을 질소성·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NBOD,
Nitrogenous Biochemical Oxygen Demand)
라고 한다.(4)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천은 수계 내 유기
물 산화균에 비해 질산화균 수가 적고 증
식속도 또한 느리기 때문에 BOD 측정시 5일
이내에는 질산화가 진행되지 않아 NBOD 영
향이 없는 탄소성·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CBOD,
Carbonaceous Biochemical Oxygen Demand)
만 측정된다. 하지만 Jang et al (2007) 등의
연구에 의하면 하수처리장 방류수 유입 등으
로 인해 NH3-N와 질산화균이 충분한 하천
은 BOD 측정시 5일 이내에 질산화를 통한
산소 소모로 NBOD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5) 따라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하천과 공공하수처리
장 방류수의 NH3-N 기준을 설정하여 BOD
농도에 대한 NH3-N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관리하고 있다.(6)
우리나라는 2011년도에 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을 개정하여 BOD 간섭물질로 NH3-N
의 질산화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을 뿐, 실
질적인 하천 및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의
NH3-N 규제기준 설정되어 있지 않다. 고도

산화처리공정 도입과 같은 하수처리기술 발
전 등으로 인해 총질소 (Total-Nitrogen,
T-N) 처리 효율이 증가했음에도 NH3-N에
대한 수질기준 및 관리방안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유입되는
하천의 NBOD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1, 5).
최근까지도 NH3-N에 의한 NBOD 발생과
관련된 연구는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NBOD
발생 특성을 위주로 진행되었고, 하수처리
장 방류수의 고농도 NH3-N가 유입되는 하
천에 대한 국내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3, 7, 8, 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내 영산
강 수질조사 지점 중 NH3-N의 농도가 높
은 학산교 지점을 중심으로 NBOD 발생
특성과 이에 따른 NH3-N가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
해 향후 영산강 수질개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방법
2.1 조사지점

광주광역시 권역 내 본류인 영산강으로 황
룡강, 광주천, 풍영정천이 합류되고, 광주 제
1·2하수처리장 방류수 (720,000 ton/day)가 유
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NH3-N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내
영산강 6개 지점, 하수처리장 2개 지점, 광주천
7개 지점, 황룡강 4개 지점, 풍영정천 2개 지점
을 선정하여 총 21개 지점을 대상으로 조사하
였고 지점 위치는 Fig. 1 및 Table 1과 같다.
광주천과 풍영정천은 주택과 상업시설을 관통
하는 도심하천으로 두 하천 모두 하천유지유량
이 부족하여 영산강 하천수와 1하수처리장 방
류수를 하천 상류에 방류하고 있다. 황룡강은
장성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하천으로 상류에는
농경지대가 있고 화장동 (Site Q)에서 영산강
과 합류된다. 영산강은 1하수처리장 방류수가
광신대교 (Site O)와 서창교 (Site P)사이에서
유입되며 광주 제1·2하수처리장은 고도산화처
리를 위해 A2O (Anaerobic-Anoxic-Oxic) 공
정을 운영하고 있다.

Name

Type

No. of
sampling site

Gwangju
stream

Tributary

7

Hwanglyong river
Pungyeongjeong
stream

Tributary

4

Tributary
Main stream
(Effluent effect X)
Yeongsan river
Main stream
(Effluent effect O)
Wastewater
WWTP(A2O)
treatment plant

2.2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2
2
4
2

본 연구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
지 월 1회 시료채수 하였고 항목 및 분석방
법은 Table 2와 같다. 강우시에는 강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우 종료 후 48시
간 이상 경과 후에 시료 채수하였다. 현장
측정 항목인 pH, 수온, DO, 전기전도도
(EC)는 다항목 현장측정기 (YSI 556 MPS,
USA)를 이용해 현장에서 즉시 측정하고, 유
기물 관련 항목 BOD, CBOD, NBOD, COD,
TOC와 질소 (Nitrogen) 및 인 (Phosphorus)
관련 항목 T-N, NO3-N, NH3-N, T-P,

Sampling site name
(Location of Fig. 1.)
Gyodong(A), Banghak(B), Yeongsan(C),
Gwangcheon(D), Gwangun(E),
Dongcheon(F), Pyeongchon(G)
Olyong(H), Jugsan(I), Hwanglyong(J),
Songjeong(K)
Dochon(L), Pungyeongjeong(M)
Yongsan(N), Gwangsin(O),
Seochang(P), Hwajang(Q), Haksan(R),
Seungchonbo(S)
Wastewater treatment plant(Ⅰ) (T),
Wastewater treatment plant(Ⅱ) (U)

PO4-P 및 클로로필a와 부유물질 (SS)는 실
험실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BOD 시험시 질
산화균 억제제로 Allythiourea (Sigma-aldich,
98%)를 사용하였고 억제제 주입후 식종하여
질산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CBOD 농도를
구하고 BOD농도에서 CBOD 농도를 제하여
질산화에 의한 산소요구량인 NBOD 농도를
산출했다.
항목별 농도는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등
의 기술통계량을 이용하여 각 농도의 변화추이를 알
아보았다. 또한 NH3-N와 항목별 상관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통계프로그램 (SPSS 21.0)을 사용하였다.

BOD

Item

Analytic method
5 days biochemical oxygen demand
5 days biochemical oxygen demand with
ATU

N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Carbonaceous
biochemical oxygen demand
Nitrogenous
biochemical oxygen demand

CODMn

Chemical oxygen demand

Titrimetric method using permaganate

CBOD

TOC
SS
T-N
NO3-N
T-P
PO4-P
NH3-N
Chl-a
pH
Temp.
DO
EC

Total organic carbon
Suspended solid
Total nitrogen
Nitrogen nitrate
Total phosphorus
Phosphorus-P
Ammonium nitrogen
Chlorophyll-a
Potential of hydrogen
Temperature
Dissolved oxygen
Electronic conductivity

ES 04305.1c

YSI 5000
(YSI, USA)

M-BY-1500
(Deahan, Korea)
TOC- V cph
High temperature combustion method
ES 04316.1
(Shimadzu, Japan)
AUW220D
Filtration using GF filters, drying at 110℃ ES 04303.1b
(And, Japan)
Continuous flow method
ES 04363.4c
Futura
UV/visible spectrometry using brucine
ES 04361.2b
Continuous flow method
ES 04362.2b (Alliance, France)
UV/visible spectrometry using ascorbic
ES 04360.2c
acid
UV/visible spectrometry
ES 04355.1c
UV-2550
UV/visible spectrometry
ES 04312.1a (Shimadzu, Japan)
Electrode method
ES 04306.1b
Temperature thermistor
ES 04307.1a YSI 556 MPS
Electrode method
ES 04308.2b
(YSI, USA)
Electrode method
ES 04310.1c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수질
오염공정시험기준 (ES 04000.d)에 따라 정
도관리를 실시하여 정밀도 (Precision), 정
확도 (Accuracy), 방법검출한계, 정량한계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분석 항목에 대한 정
확도는 94.6∼108.3 %, 정밀도는 0.4∼4.1 %
로 나타났으며, 측정값의 방법검출한계
(MDL, Method detection limit)는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의 정량한계 (MQL, Minimum
quantitation limit) 이하로 모든 항목에서 기
Accuracy (%)
94.6
108.3
99.4
100.0
98.5
101.0
99.6
95.4
100 ± 25

Analytical
instrument

Exclude CBOD value from BOD value

2.3 정도관리

Items
BOD
CODMn
TOC
T-N
NO3-N
NH3-N
T-P
PO4-P
Standard

Standard
methods

Precision (%)
4.1
1.0
0.4
1.1
0.9
1.9
2.5
0.9
± 25

ES 04315.1b

준 이내로 적합하였다. 그리고 현장 측정항
목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측정기
의 pH, 수온, DO, 전기전도도 (EC)는 시료
채취 전에 표준물질 등을 이용하여 교정하였
다. 또한 시료채취의 정확도 관리를 위해 납
(Pb)에 대하여 채취기구 바탕시료 채취 및
분석하였고, 정밀도를 위해 부유물질 (SS)
항목에 대한 바탕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
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목표 값을 만족하
였다.(10)

MQL
0.300
0.060
0.100
0.010
0.006
0.003
-

MDL
0.030
0.009
0.002
0.001
0.002
0.002
-

R2
1.0000
0.9998
0.9996
0.9997
0.9996
0.9999
0.9800

3. 결과 및 고찰
3.1 조사 하천별 수질특성

수처리장 방류수 (T-N 12.109 mg/L,
NO3-N 4.959 mg/L, NH3-N 3.215 mg/L)
수질의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클로로필-a, T-P, PO4-P는 영산강 평
균값이 다른 하천보다 각각 21∼28 mg/m3,
0.007∼ 0.067 mg/L, 0.030∼0.056 mg/L 높
게 측정되었고 이는 승촌보로 인해 광주광
역시 내 영산강 하류의 수계가 정체되어 조
류 번식 및 유기물 퇴적이 발생하기 때문으
로 보인다. 또한 TOC, COD, BOD의 경우
도 영산강이 다른 조사하천에 비해 1.1∼1.7
배 높게 측정되었다.

광주천 (Site A∼G), 황룡강 (Site H∼
K), 풍영정천 (Site L∼M), 영산강 (Site N
∼S)의 수질검사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
었다. 현장측정항목인 pH, 수온, DO, 전기
전도도와 부유물질 (SS)의 측정결과는 하천
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T-N, NO3-N,
NH3-N의 평균값은 황룡강, 풍영정천, 광주
천, 영산강 순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특히
영산강의 평균값이 높은 이유는 광주 제1하

Items

Gwangju stream

Hwanglyong river

Pungyeongjeong stream

Yeongsan river

±

Range

Mean
SD

±

Range

Mean
SD

±

Range

Mean
SD

±

Range

pH

6.6±0.44

5.7∼7.9

6.9±0.45

6.3∼8.1

6.9±0.42

6.2∼7.9

6.8±0.58

5.6∼8.4

Temp.(℃)

15.0±6.90

4.3∼29

15±7.89

3.5∼27

15.±7.93

4.2∼28

17.±7.29

3.6∼29

DO(㎎/L)

9.0±2.53

0∼16

10±2.80

6∼15

10.±2.43

6.8∼14

9.4±2.48

5.4∼16

EC(μS/㎝)

252±62.10

56∼450

227±52.6

137∼372

224±32.0

168∼295

308±56.6

148∼527

SS(㎎/L)

11±7.96

0.6∼87

11±5.42

2.5∼29

13±10.7

2.5∼44

14.±4.16

4.5∼38

Chl-a(mg/m3)

38±45.80

0.4∼235

31±24.2

5.4∼123

31±43.9

5.1∼232

59.±39.4

7.4∼219

T-P(㎎/L)

0.086±0.03

0.018∼0.273

0.065±0.02

0.014∼0.165

0.125±0.03

0.058∼0.221

0.132±0.08

0.033∼0.880

PO4-P(㎎/L)

0.073±0.03

0.013∼0.238

0.047±0.01

0.019∼0.120

0.107±0.02

0.066∼0.182

0.102±0.08

0.026∼1.006

TOC(㎎/L)

3.0±0.76

1.0∼5.0

3.1±0.96

1.4∼5.1

3.6±1.44

1.4∼5.9

4.1±1.08

1.7∼7.1

COD(㎎/L)

6.8±1.80

2.4∼16

6.3±1.33

4.0∼9.4

7.3±2.22

4.0∼11.0

8.8±1.54

4.4∼14.0

T-N(㎎/L)

3.784±1.55

0.888∼13.470

1.838±0.49

0.797∼3.500

2.609±0.53

1.845∼3.874

4.653±1.42

1.111∼11.490

NO3-N(㎎/L)

2.910±1.28

0.596∼11.710

1.392±0.58

0.398∼3.060

2.080±0.64

0.985∼3.432

2.902±1.63

0.293∼8.118

NH3-N(㎎/L)

0.324±0.28

0.000∼3.388

0.068±0.08

0.000∼0.407

0.093±0.09

0.000∼0.484

0.843±0.33

0.000∼2.804

BOD(㎎/L)

3.6±1.51

0.5∼9.8

2.8±0.87

1.2∼5.1

3.1±1.08

1.5∼6.3

4.8±0.86

1∼7.5

CBOD(㎎/L)

3.2±1.39

0.4∼9.6

2.6±0.81

1.1∼4.9

2.9±1.13

1.1∼6.1

4.0±0.73

1∼6.1

NBOD(㎎/L)

0.3±0.35

0.0∼2.9

0.1±0.20

0.0∼0.8

0.2±0.25

0.0∼1.1

0.8±0.26

0.0∼2.2

Mean
SD

3.2 하천 내 NH3-N 농도 특성

하천 내 NH3-N 농도 분포 및 특성을 파
악하고자 광주천 (Site A∼G), 황룡강 (Site
H∼K), 풍영정천 (Site L∼M), 하수처리장
방류수 영향을 받지 않는 광주광역시 내 영
산강 상류지점 (Up stream, Site N, O), 광
주 제1·2하수처리장 방류수 (Site T, U) 및
하수처리장 방류수 영향을 받는 광주광역시
내 영산강 하류지점 (Down stream, Site P
∼S)의 T-N 농도, NH3-N 농도와
NH3-N/T-N 비율 (%)을 Table 5에 나타내
었다. 연구기간 동안 광주천은 NH3-N 평

River

Site

T-N
(mg/L)
Mean±SD
Min

Gyodong(A) 1.186
BangHak(B) 7.478
Gwang
ju

Yeongsan(C) 2.138
Gwangcheon(D) 4.577
Gwangun(E) 3.556
Dongcheon(F) 3.783

Pyeongchon(G)
Olyong(H)
Jugsan(I)
Hwang
lyong Hwanglyong(J)
Songjeong(K)
Dochon(L)
Pung
yeong
Pungyeong
jeong
jeong(M)
Yeongsan Youngsan(N)
(up
stream) Gwangsin (O)
WWTP(Ⅰ) (T)
WWTP(Ⅱ) (U)
Seochang (P)
Yeongsan Hwajang (Q)
(down
stream) Haksan (R)
Seungchon (S)
WWTP

3.773
1.814
2.102
1.621
1.819
2.628
2.592
2.210
2.010
12.109
9.052
7.583
6.121
5.020
4.976

±0.237
±4.298
±0.672
±2.072
±1.458
±0.985
±1.187
±0.345
±0.601
±0.630
±0.400
±0.542
±0.523
±0.763
±0.692
±1.985
±2.700
±2.255
±1.839
±1.606
±1.406

균농도 0.324 mg/L, NH3-N/T-N 비율
(%) 0.5∼13.5 %로 영산강에 비해 낮게 측
정되었다. 하지만 방학교 (Site B)에서
T-N, NH3-N 농도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
는 광주천 유지용수로 이용되는 제1하수처
리장 방류수 (T-N 12.109 mg/L, NH3-N
3.215 mg/L)가 방학교(Site B)보다 상류에
서 방류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12)
황룡강, 풍영정천의 NH3-N 평균 농도는
0.068 mg/L, 0.093 mg/L로 측정되었고
NH3-N/T-N 비율 (%)은 2.7∼4.1%로 낮게
나타났다.

Max

NH3-N
NH3-N
(mg/L)
/T-N(%)
Mean±SD Min Max Mean±SD

0.888

1.507

0.023

1.728

13.473 1.244

1.303

3.631

0.049

1.965

7.428

0.280

1.795

6.901

0.215

2.045

5.742

0.233

2.311

5.700

0.230

1.383
1.546
0.797
1.356
1.845

2.430
3.500
3.255
2.835
3.818

0.076
0.080
0.066
0.051
0.069

2.088

3.874

0.117

1.111

3.682

0.045

1.145

3.595

0.091

8.135
3.576
3.058
3.311
2.862

14.095
13.495
11.498
8.882
8.639

3.215
1.104
1.768
1.200
1.040

2.936

7.797

0.915

±0.023
±1.066
±0.018
±0.318
±0.215
±0.141
±0.196
±0.114
±0.097
±0.096
±0.030
±0.054
±0.130
±0.039
±0.087
±0.694
±0.951
±0.619
±0.507
±0.393
±0.390

0.000 0.045
0.068 3.389
0.020 0.073
0.000 0.920
0.030 0.733
0.084 0.499
0.000 0.580

0.5±1.1

13.5±6.6
2.4±0.8
4.8±4.3
5.1±3.6
6.0±2.6
6.2±5.6

0.407
0.340
0.347
0.088
0.185

3.5±4.6
2.8±2.8
3.2±2.8
2.8±1.7
2.7±2.1

0.000 0.484

4.1±3.4

0.000 0.137

1.9±1.4

0.000
0.000
0.000
0.000
0.000

0.021 0.340

4.1±2.2

4.196
2.373
2.804
2.215
1.974

26.7±4.3
11.3±9.3
23.9±7.9
20.1±7.3
21.0±5.9

0.357 1.805

18.6±6.0

2.214
0.104
0.523
0.440
0.409

반면, 영산강의 T-N 농도는 광주천, 황룡
강, 풍영정천에 비해 1.2∼2.5배, NH3-N 농
도는 2.6∼12.4배 높게 측정되었다. 광주광
역시 내 영산강 상류는 NH3-N 농도 0.045∼
0.091 mg/L, NH3-N/T-N 비율은 1.9∼4.1 %
로 측정되었고 광주광역시 내 영산강 하류
지점은 0.915∼1.768 mg/L, 18.6∼23.8 %로
분석되어 상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창교 (Site P) NH3-N 농도는 광신대교
(Site O)에 비해 19.6배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제1하수처리장 방
류수 (NH3-N 3.215 mg/L)가 일일 60만톤
씩 방류되어 영산강 하류의 NH3-N 농도를
높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에 반해 제2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NH3-N 농도와 방류량
이 적어 1하수처리장 방류수 보다는 영향력
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산강 NH3-N 농도는 서창교
(Site P)에서 승촌보 하류 (Site S)로 유하
될수록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특히 영산강과 황룡강의 합류지점인 화
장동 (Site Q)에서 NH3-N 농도 감소 폭이
다른 하류지점에 비해 크게 나타났고, 이는
황룡강 (황룡강 하류 NH3-N 0.051 mg/L)

합류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광
주 제1하수처리장 및 영산강 하류지점의
NH3-N 농도는 봄·여름철 (4∼8월)에 낮고,
겨울철 (12월, 1월)에 높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하수처리장 방류수 NH3-N 농도와
광주광역시 내 영산강 하류 지점의 NH3-N
농도가 비슷한 경향 보이는 원인을 파악하
고자 Fig 2.에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온
구간별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제1하수처
리장 방류수 내 NH3-N 농도분포를 나타내
었다.
NH3-N 농도는 수온 10∼15℃에서 3.826
mg/L로 측정되었고 수온 25℃ 초과에서는
2.769 mg/L로 나타나 수온이 증가할수록
NH3-N 농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Song et a l(2003)에 의하면 이러한 추세는
미생물을 이용한 질산화 공정에서 주로 발
생하며, 호기조의 질산화 세균 활성도에 따
른 것으로 보고되었다.(11) 그럼으로 제1하
수처리장 및 영산강 하류지점의 NH3-N
농도 최대·최소값 경향이 유사한 이유는 제
1하수처리장 방류수 내 NH3-N가 하천으로
유입되며 영산강 하류에 영향을 주었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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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하천 내 BOD, NBOD 농도 특성

하천 내 BOD 농도와 NH3-N에 의해 생
성된 NBOD 특성을 알아보고자 조사지점
별로 BOD, NBOD 농도 및 NBOD/BOD 비
율 (%)을 분석하여 Table 6와 같이 나타내
었다. 광주천은 BOD 농도 3.6 mg/L,
NBOD 0.3 mg/L, NBOD/BOD 비율 (%)
1.3∼23.0 %로 측정되었고, Table 5의
NH3-N 분포 특성과 동일하게 방학교 (Site

River

Site

Gwang
ju

Gyodong(A)
BangHak(B)
Yeongsan(C)
Gwangcheon(D)
Gwangun(E)
Dongcheon(F)
Pyeongchon(G)

B)에서 NBOD가 많이 생성되었다. 풍영정
천은 BOD 농도 3.1 mg/L로 측정되었고
NBOD/BOD 비율 (%)은 3.3∼11.0 %로 영
산강 하류보다 낮게 분석되었다. 황룡강 하
류인 송정교 (Site K)는 BOD 농도는 3.4
mg/L, NBOD 농도는 0.1 mg/L로 낮게 분
석되어, 영산강과 합류할 때 영산강의
BOD 및 NBOD 농도 증가에 미치는 직접
적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BOD
NBOD
NBOD/BOD
(mg/L)
(mg/L)
(%)
Mean±SD Min Max Mean±SD Min Max Mean±SD
1.02 ±0.56 0.50 1.90 0.01 ±0.01 0.00 0.04
1.3±3.0
4.46 ±1.82 1.60 6.90 1.02 ±0.75 0.34 2.96
23.0±11.0
5.05 ±2.03 3.00 9.80 0.32 ±0.36 0.08 1.04
7.2±8.7
3.48 ±1.70 1.10 6.20 0.35 ±0.30 0.02 0.94
10.6±9.4
3.97 ±1.47 1.70 5.90 0.38 ±0.39 0.00 1.21
8.6±6.8
3.73 ±1.60 1.50 6.00 0.30 ±0.35 0.00 1.09
7.2±6.6
3.64 ±1.42 1.50 6.30 0.24 ±0.29 0.00 0.96
5.8±6.4

Dochon(L)

2.72

±0.59
±0.81
±1.02
±1.06
±0.72

Pungyeong
jeong(M)

3.53

±1.45

1.60

6.30

0.34

±0.43

0.00

1.10

11.0±15.3

Yeongsan Youngsan(N) 2.43
(up
stream) Gwangsin (O) 3.75

±0.84
±1.21
±0.69
±0.24
±0.83
±0.74
±0.68
±0.92

1.00

3.90

0.03

0.00

0.10

1.4±1.3

1.70

5.90

0.10

0.02

0.24

2.8±1.7

0.50

2.70

0.52

0.28

0.74

40.1±17.9

0.20

1.00

0.20

0.00

0.50

4.40

7.50

1.41

0.82

2.20

4.50

7.05

1.13

0.56

1.85

4.10

6.15

1.13

0.52

1.85

4.20

7.35

1.17

±0.03
±0.06
±0.13
±0.18
±0.38
±0.36
±0.36
±0.39

0.62

2.20

Hwang
lyong

Olyong(H)

2.54

Jugsan(I)

2.26

Hwanglyong(J) 3.08
Songjeong(K) 3.44

Pung
yeong
jeong

WWTP

WWTP(Ⅰ) (T) 1.56
WWTP(Ⅱ) (U) 0.67
Seochang (P) 6.26

Yeongsan Hwajang (Q) 5.86
(down
stream) Haksan (R) 5.44
Seungchon (S) 5.59

0.00

0.86

0.00

0.78

0.00

0.82

0.00

0.26

0.08

±0.27
±0.23
±0.24
±0.09
±0.09

0.00

0.30

3.3±3.8

1.40

3.10

0.16

1.20

4.00

0.12

1.30

4.40

0.19

1.40

5.10

0.10

1.50

3.80

5.6±8.9
4.3±6.5
5.9±6.1
2.4±2.0

25.8±20.0
22.1±3.3
18.9±4.3
20.5±5.5
21.0±5.9

영산강의 BOD 농도는 광주천, 황룡강, 풍
영정천에 비해 1.3∼1.7배, NBOD 농도는
2.7∼8배 높게 측정되었다. 광주광역시 내
영산강 상류 지점 BOD 농도는 2.43∼3.75
mg/L, 광주광역시 내 영산강 하류 지점은
BOD 농도 5.44∼6.26 mg/L으로 상류에 비
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제1·2하수처리장 방류수는 BOD 농도가
1.56 mg/L, 0.67 mg/L로 영산강 상·하류 지
점보다 낮게 측정되어, 방류수 유입을 통해
하천 내 BOD농도가 직접적으로 상승하지
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NBOD 농도는 광주광역시 내 영산강 상
류 지점이 0.03∼0.10 mg/L로 낮게 나타났
고 제1·2하수처리장 방류수는 0.52 mg/L,
0.20 mg/L, 광주광역시 내 영산강 하류 지
점이 1.13∼1.41 mg/L로 측정되었다.
NBOD 농도의 최대·최소값 경향은 겨울철
(12월)에는 최대값, 봄·여름철 (4∼8월)에는
최소값을 보여 Table 5의 NH3-N 농도 최
대·최소값 경향과 비슷하였다. 이는
NH3-N 농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NBOD를
생성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7) BOD 농도
중 NBOD가 차지하는 비율 (%)은 광주광
역시 내 영산강 상류지점에서 1.4∼2.8 %,
제1·2하수처리장 방류수는 40.1 %, 25.8 %,
광주광역시 내 영산강 하류 지점은 18.9∼
22.1 %로 상류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학산교 (Site R)는 BOD/NBOD 비율 (%)
이 최대 30.8 %로 분석되어 NBOD가 BOD
농도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결과를 살펴
보면 Min et al (2011)은 NBOD/BOD 비율
(%)의 경우 방류수의 영향 받지않는 하천
3 %, 방류수의 영향 받는 하천 23 %, 하수
처리장 방류수 45∼56 %로 본 연구와 유사
한 결과를 보였다.(2) 또한 Han et al.
(2015), Jang et al (2007)의 연구결과도 시
기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하수처리장 방류수 내 NH3-N가

하천에 유입에 따라 하천의 NBOD가 증가
하는 경향은 본 연구와 동일하였다. (4, 5)

3.4 수질항목별 상관성 분석

통계프로그램 IBM SPSS 21.0의 피어슨
상관분석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을 이용하여 광주천 (Site A∼G), 황룡강
(Site H∼K), 풍영정천 (Site L∼M), 하수
처리장 방류수 영향을 받지 않는 광주광역
시 내 영산강 상류지점 (Up stream, Site
N, O) 및 하수처리장 방류수 영향을 받는
광주광역시 내 영산강 하류지점 (Down
stream, Site P∼S) 내 NH3-N와 수질항목
별 상관분석한 결과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T-N, NO3-N, 전기전도도 (EC)는 광주천과
광주광역시 내 영산강 하류 지점에서 상관
계수가 높게 나타났고 이는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 내의 NH3-N, T-N, NO3-N가 광주
천 및 영산강 하류에 유입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부유물질 (SS), COD, TOC,
CBOD와의 상관계수는 모든 하천에서 낮게
측정되어 NH3-N가 이 항목들에 미치는 영
향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주광역시
내 영산강 하류의 수온은 NH3-N와 음(-)
의 상관계수 값인 –0.573 (p<0.01)을 나타
내었고, 이는 Song et al (2003)의 연구결과
와 같이 수온이 낮은 동절기에 질산화공정
효율 저하로 영산강 하류로 유입되는
NH3-N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11) NH3-N와 NBOD의 상관계수는 광
주광역시 내 영산강 상류를 제외하고 0.638
(p<0.01)∼0.849 (p<0.01)로 높게 측정되었
고 이를 통해 NH3-N가 질산화되며 NBOD
를 생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광
주천과 광주광역시 내 영산강 하류에서
NH3-N와 BOD의 상관계수가 높게 측정되
었는데 이는 하천으로 유입된 NH3-N가 질
산화되며 NBOD를 생성하여 BOD값에 영
향을 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Gwangju
Hwanglyong
Pungyeongjeong NH3-N
Yeongsan
(up stream)
Yeongsan
(down stream)
Gwangju
Hwanglyong
Pungyeongjeong NH3-N
Yeongsan
(up stream)
Yeongsan
(down stream)

Temp.

T-N

NO3-N

EC

SS

-0.012

0.892**

0.618**

0.586**

-0.445**

0.710**

0.618**

-0.122

0.091

-0.274

0.500**

0.291

-0.034

0.268

-0.498*

0.554*

0.498*

-0.025

-0.219

-0.573**

0.676**

0.589**

0.693*

-0.174

BOD

CBOD

COD

TOC

NBOD

0.520**

0.314*

0.215

0.398**

0.849**

0.228

0.053

-0.090

-0.001

0.810**

0.390

0.216

0.300

0.027

0.638**

0.244

0.225

-0.217

-0.188

0.473*

0.676**

0.379*

-0.059

0.151

0.849**

-0.095

*(p<0.05), **(p<0.01)

4. 결론

광주광역시 내 영산강 하류 학산교 지점
의 BOD 농도가 광주광역시 내 영산강 상
류에 비해 높게 측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자 2019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영산강 수계 내 NH3-N 농도와
NBOD 발생 특성 등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광주천, 황룡강, 풍영정천의 NH3-N 농
도는 영산강에 비해 8∼38 %, BOD 농도는
58∼75 %, NBOD 농도는 13∼38 % 수준으
로 낮게 측정되었고 각 하천의 합류 후 영
산강 NH3-N, BOD, NBOD 농도 증가 영향
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광주광역시 내 영산강 NH3-N 농도 및
NH3-N/T-N 비율(%)은 영산강 상류 (Site
N, O)에서 0.045∼0.091 mg/L, 1.9∼4.1 %
로 나타난 반면, 영산강 하류 (Site P∼S)에
서 0.915∼1.768 mg/L, 18.6∼23.9 %로 높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NH3-N 농도가 증가한
원인은 제1하수처리장의 방류수 내 고농도
의 NH3-N가 영산강으로 유입되기 때문으
로 조사되었다.

3. NH3-N 농도는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
(Site T)와 광주광역시 내 영산강 하류
(Site P∼S) 모두 봄·여름철 (4∼8월)에 최
소값을 나타내고 겨울철 (12월, 1월)에 최대
값을 가지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수
온이 증가할수록 제1하수처리장 호기조의 질
산화 세균 활성도가 높아져, 영산강 하류로
유입되는 방류수의 NH3-N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 광주광역시 내 영산강 수계 내 NBOD
농도는 영산강 상류 (Site N, O)에서 0.03∼
0.10 mg/L로 낮게 나타났고, 영산강 하류
(Site P∼S)에서 1.13∼1.41 mg/L로 측정되
었다. NBOD/BOD 비율 (%)은 영산강 상류
에서 2.1 %, 영산강 하류에서는 평균 20.6%
이었고, 조사지점 중 학산교 (Site R)는 최
대 30.8 %까지 조사되어 광주광역시 내 영
산강 하류지점에서 NBOD 발생을 확인하였다.
5. 광주광역시 내 영산강 하류에서
NH3-N와 BOD 상관계수는 0.676 (p<0.01),
NH3-N와 NBOD 상관계수는 0.849
(p<0.01)로 높게 분석되어, 영산강 하류지점
BOD 농도 상승에 NH3-N 질산화의 상관성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학산교 지점의 (Site
R) BOD 농도 상승에 NBOD의 영향이 있
음을 확인하였고 영산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계 내로 유입되는 유기물 뿐만
아니라 NH3-N 농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NH3-N 농
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비점오염원 유
입 및 강우 등 다양한 외부영향 인자들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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