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0권 제1호(2014)

J Environ Health Sci, 2014; 40(1): 47-54

47

http://dx.doi.org/10.5668/JEHS.2014.40.1.47

구제역 가축매몰지 인근 지하수 관측정 수질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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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leachate discharged from livestock
burial sites in Gangwondo resulting from foot-and-mouth disease by monitoring the water quality at the survey
tube-wells installed near livestock burial site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leachate on the quality of
nearby underground water and suggest a water pollution level in accordance with water quality evaluation
criteria. 

Methods: To minimize the secondary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caused by leachate at burial sites of
livestock killed by foot-and-mouth disease, this study analyzed the leachate directly discharged from burial sites
and installed survey tube-wells within 300 meters of livestock burial sites and investigated water quality as a
means to ascertain the environmental effect of the leachate from the burial sites. In accordance with
environmental management guidelines on livestock burial sites,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water quality in the
survey tube-wells in fifty five burial sites in Gangwondo. The elements investigated were NH3-N, Cl−, NO3-N,
conductivity, and E. coli. Water quality was monitored from 2011 to 2013. 

Results: The water quality from the drain pipe at the location of leachate from livestock burial sites showed
BOD 37,209 mg/L, COD 8,829 mg/L, NH3-N 3,633 mg/L, and Cl- 580 mg/L. According to the monitoring
results of water quality (Cl-, NH3-N, conductivity) at the survey tube-wells, there was suspicion that 13 out of
55 burial sites discharged leachate, five sites discharged highly concentrated leachate (13%): one in Gangneung,
one in Wonju, and three in Cheorwon. 

Conclusion: It was judged that out of thirteen observation wells which showed a possibility of discharged
leachate, three survey tube-wells have established the discharge effect of leachate at burial sites up to recently.
Therefore, it is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continue monitoring them and devise additional measures. 

Keywords: Foot-and-mouth disease, Leachate, Survey tube-well at carcass disposal site

I. 서 론

구제역이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

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

성이 매우 강하며 입술, 혀, 잇몸, 코, 발굽사이 등

에 물집(수포)이 생기고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

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되는 질병으로1)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으로 분류하며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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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는 질병이다.

피코나바이러스(Picornaviridae)과의 애프토바이러스

(Aphtho-virus) 속에 속하는 바이러스이며 우제류의

급성 전염병으로 구부, 제부 또는 유방의 피부나 점

막의 수포형성, 미란, 발열, 유연, 보행장애를 증상

으로 한다.2) 구제역의 전염경로는 감염동물의 물집

액이나 침, 유즙, 정액, 호흡공기 및 분변 등과의 접

촉이나 감염동물의 오염축산물 및 이를 함유한 식품

등에 의한 전파(직접전파)와 감염지역내 사람, 차량,

의복, 물, 사료, 기구 및 동물 등에 의한 전파(간접

접촉전파), 그리고 공기를 통한 전파(공기전파)이며

공기는 육지에서 50 km, 바다를 통해서는 250 km

이상까지 전파될 수 있다.

구제역의 잠복기간은 2~8일 정도로 매우 짧다. 구

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의 특징적인 증상은 체온

상승, 식욕부진, 침울, 우유생산량의 급격한 감소 등

이 나타난다. 감염된 소들은 1주 이상 거의 먹지 못

하며, 절뚝거리며 유방염, 산유량 격감 등의 경제적

피해와 특히 젖소에서는 착유량이 50% 정도 감소한

다. 특별한 치료방법은 없으므로 유사증상이 발견되

면 국가기관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구제역은 1911년 처음 발병된 것으로 보

고되었고 이후 1934년까지 꾸준히 발병되다가. 1935

년부터 1999년 까지 65년간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유

지하였다. 이후 2000년과 2002년 그리고 최근 2010

년 11월28일에는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하여 전국

적으로 확산되었고3) 강원도에서는 2010년 12월 21일

처음 발생되었다. 이후 전국적으로 2011년 3월 24일

까지 117일간 발생하여 347만 7,664마리(소 15만 871

마리, 돼지 331만 7664마리)가 살처분되어 75개 기초

단체를 포함한 11개 시·도에서 4,583여개의 매몰지

조성 보상금 1조8천억을 포함한 3조의 경제적 손실

이 발생하였다. 강원도는 14개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

생하여 소 19,393마리 돼지 392,740마리 기타 1,179

마리가 살처분, 470개의 매몰지 조성되어 지하수 및

토양오염, 악취, 주변 지표수의 오염 발생으로 지속적

인 모니터링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최근에는 구제역으

로 인한 친환경적 가축처리 방안도 발표되고 있다.4)

또한 구제역 살처분은 법과 제도로 표명되는 정부권

력의 편협한 인식과 편향된 가치관, 소수의 전문가들

의 집단사고와 생명 경시풍조, 그리고 한국사회가 강

조해온 경제 지상주의 등의 가치관에 의하여 빚어진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이라는 지적도 있어 살처분

이 유일한 대책인가에 대한 지적도 있다.5) 

본 연구는 구제역에 의하여 형성된 강원도내 가축

매몰지로부터 유출되는 침출수의 원수 특성을 평가

하였고 침출수가 인근 지하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매몰지 인근에 설치된 관측정의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수질평가지침에 따라 관측정의 수질오

염 수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구제역 가축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몰지에서 직접 유출되는

침출수를 분석하였고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10.11.

환경부)에 따라 가축 매몰지 주변 300 m 이내에 설

치된 관측공으로 부터 지하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매몰지 침출수의 환경영향여부를 확인하고자 수질조

사를 실시하였다. 유공관이라 함은 가축매몰지 사체

로 부터 직접 유출되는 침출수를 폄핑 수거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관으로서 유공관 침출수는 강원도내 9개

시·군 69개소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관측정이

라 함은 매몰지로부터 유출된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의 오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관정으로

현장 방문 결과 대부분 매몰지로부터 10-20 m떨어진

거리에 설치해 놓았다. 관측정의 수질조사는 시료가

주기적으로 의뢰된 강원도내 매몰지 중 강릉시 5개

소, 속초시 1개소, 양양군 1개소, 원주시 6개소, 철원

군 30개소, 홍천군 6개소, 화천군 3개소의 총 55개소

의 매몰지의 관측정의 수질을 조사하였다. 시료의 채

취는 시군 매립지 담당자가 지침에 따라 유공관과 관

측정으로 부터 주기적으로 채취하여 본 연구원으로

분석의뢰 하였다. 분석은 수질오염공정시험법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조사항목 및 분석방법은 암모니아성 질

소(Indophenol method), 염소이온(Ion chromatography

ICS 2000), 질산성 질소((Ion chromatography ICS

2000), 전기전도도(YSI 3200), 총대장균군(평판집락법

ES 04701.1 막여과법)이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

년간 수질 모니터링하였다. 

III. 결 과

1. 유공관 수질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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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관 수질이라 함은 가축매몰지 내에서 매몰된

사체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를 의미하며 매립연령과

주변지하수의 유입에 따라서 수질의 성상은 크게 달

라지기도 한다. 유공관에서 유출되는 침출수는 펌핑

후 수거하여 분뇨처리장 등 광역 처리장으로 이송하

여 처리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하

기도 한다.6) 유공관의 수질은 강원도내에서 구제역

이 발생한 9개 시군에 대하여 매립초기 2011년에는

BOD외 10개 항목을 조사하였으며 이후 2012~2013

년에는 환경부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에 따라 유

공관의 수질은 염소이온을 200개 매립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유공관 수질조사에 있어서 구제역 발생

후 수행된 조의 연구7)에 따르면 구제역바이러스를

접종시켜 매립하고 생석회층으로 도포 후 침출수와

바이러스 검출율을 조사한 결과 침출수는 매립후 3

주에서 처음 방출된 이래 8주까지 지속적으로 방출

되 침출수의 발생 시기를 알 수 있었으며 구제역바

이러스는 3주에서 8주까지 회수한 침출수 모두에서

석회 도포층에서는 음성이었고 석회를 도포하지 않

은 그룹에서는 모두 양성의 결과를 보였다고 하여

석회도포의 중요성이 제시되었다. 연구결과 매몰지

침출수는 8주까지 발생되었다고 하나 실제 매립현장

에서는 강우 및 지하수의 유입 등으로 인해 이보다

는 훨씬 긴 기간동안 발생되었다. 

분석결과 매립초기 가축사체로부터 유출되는 침출

수의 평균 수질은 BOD 37,209 mg/L로 매우 고농도

이었으며 T-N 3,967 mg/L, T-P 153 mg/L, 전기전도

도는 27,335 mg/L를 나타냈고 염소이온의 3년 평균

수질은 580 mg/L를 보여주었다(Table 1). 최의 연구

에8) 따르면 가축매몰지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침출

수 수질특성에서 매립후 5개월된 침출수의 NH3-N

은 301 mg/L로 조사되었으나 본 조사에서는 2011년

3월에서 11월까지 10개 시군 100회의 분석 자료를

평가한 결과 3,653 mg/L 였으며 지점별 기간별 매

우 큰 차이를 보여 주었다. 

2. 관측정 수질분포

관측정이라 함은 가축매몰지로부터 유출되는 침출

수가 인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시설로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조사에서는 검사 주기가 일정하여 기간 경과에

따른 수질 변화의 평가가 가능한 관측정을 선택하였

으며 수질조사지점은 총 55개소로 관측정 수질은

NH3-N과 Cl−, 전기전도도, 총대장균군, NO3-N에 대

하여 평가하였다. 평가는 관측정 결과 판정 지침에

서와 같이 침출수의 영향이 없는 지역(4단계)과 침

출수 유출의심지역(2-3단계), 그리고 침출수 유출 가

능성이 높은 지역(1단계)으로 구분하였다. 그림은 총

55개 중에서 지면 여건상 고농도의 영향지역만 계제

하였다. 그 결과 초기 매립 후부터 약 의심단계의 침

출수의 영향지역(NH3-N 2 mg/L 이하, Cl−25 mg/L 이

하)은 40개소로 8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단계인

의심단계(NH3-N 2 mg/L 이상, Cl−25 mg/L 이상)의

유출지역은 10개소로 18%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

로 1단계(NH3-N 10 mg/L 이상, Cl− 100 mg/L 이상)

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5개소로 그 지역은 강

릉4(주문진 교항리), 원주3(소초면 평장리), 철원9(갈

말읍 동막리), 철원12(갈말읍 문혜리), 철원26(동송

읍 오지리) 이었다(Fig. 1).

3. 관측정 안정성 평가

환경부 지침에9) 따르면 침출수의 모니터링 항목에

따른 상호관계와 농도에 따라서 1단계로부터 4단계

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계별 판정기

준과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침출수 유출 가능성 높은 단계는 1단계로 NH3-N의

농도가 10 mg/L 이상이면서 Cl−농도가 100 mg/L 이

상이거나 NH3-N와 Cl− 농도의 곱이 1,000 mg/L 이

상이며 이때 처리 매뉴얼로는 침출수 수거강화와 매

몰지 이설, 소각처리 등이다. 2단계는 침출수 의심

단계로 NH3-N 농도가 2.0 mg/L이고 Cl−농도가

25 mg/L인 것으로 조치는 1단계와 동일하다. 3단계

Table 1. Characteristic of leachate drain pipe

Item Concentration

BOD 37,209

COD 8,829

SS 7,845

T-P 153

T-N 3,967

NO3-N 49

NH3-N 3,653

Conductivity 27,335

Cl−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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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ater quality distribution of leachate survey tube-well.

Table 2. Water quality basis of each step on Survey Tube-Well

Step 1 Step 2 Step 3 Step 4
Continuation 

observation step

Characteristic
Outflow high 
possibility step

Suspicion step Non outflow step

Decision basis
NH3-N : 10 mg/L
Cl- : 100 mg/L

NH3-N : 2 mg/L
Cl- : 25 mg/L
Cond. : 800 us/cm

NH3-N, Cl-

(At the same time detection 
and Survey Tube-Well /
Drain pipe Cl- Ratio 0.05)
Cond.:800 us/cm↑

Not come under 
1~3 step

1step or
inflow leachate

Management 
matters

Intensification of Leachate withdrawal 
Moving of Carcass burial site
Incineration

1step 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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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NH3-N와 Cl−이 동반 검출되는 단계로 Cl−농도가

25 mg/L이고 Cl−(관측정/유공관)의 비가 0.05 이상이

며 이때는 1단계 조치 또는 월 1회 조사를 한다. 4

단계로는 이상 없는 단계로 1~3단계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로 정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

다(Table 2).

Fig. 2는 지역별 매몰지의 안정화 단계를 그래프

및 수치로 표현한 그림이다. 강릉시 모니터링 관측

정 5개소에 대하여 2010년 11월부터 2013년 8월까

지 15회에 걸쳐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지침에 따르

면 강릉 1, 2, 5번 지점의 수질은 모두 4단계의 침

출수 유출이 없는 단계로 평가되었으며 강릉 4지점

(주문진읍 교항리)의 경우 매립초기 2011년 3월 조

사시 침출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은 1단계의 수질

을 보여 주었다가 이후 의심단계인 2단계 수질과 안

정단계인 4단계의 수질상태를 반복하다가 마지막 조

Fig. 2. Evaluation of safety phase on leachate at the survey tube-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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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기인 2013년 5월 2단계의 의심단계의 수질상태

를 보여주었다. 매립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매몰지라

면 매립 후 인근 관측공의 지하수 수질 변화가 없

어야 하나 강릉 4지점의 경우 매립초기에 부패가 일

어나기 전 침출수 유출이 없다가 사체로부터 배출된

침출수의 일부가 훼손된 차수막을 통하여 유출이 되

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으며 이후 4단계에서 2단계

로 넘나드는 것은 강우 등에 의한 인근 지하수의 영

향이 아닌가 판단되며 본 논문에서는 강우 및 지하

수 거동 까지는 조사하지 못 하였다. 

삼척군과 양양군의 경우 2개 관측정의 수질조사를

하였으며 전체 조사기간에서 모두 4단계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수질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원주의 경우 8개 관측정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원

주 1, 5, 6, 7의 4개소에서 4단계의 수질을 보여주

었고 원주 2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침

출수 유출 의심단계를 보이다가 2013년 6월부터 4

단계의 안정상태를 보여주었다. 원주시 관측정 중에

서 가장 침출수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원주 3의

경우 1단계로부터 2단계를 걸쳐 최근 3단계의 수질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지침에 따를 침출수 수거

강화와 월 1회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철원군의 경우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가축이 매립

되었으며 관측정 역시 30개소로 다른 지자체에 비

해 많았다. 조사결과 관측정의 80%가 전체 조사 기

간 중 4단계의 유출이 없는 상태로 평가되었으며 나

머지 지점도 최근에는 모두 안정화 되어 4단계의 수

질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홍천군에는 6개 관측정이 설치되었으며 이중 홍천

3지점(신대리)을 제외하고는 4단계의 안정상태를 보

여주었다. 홍천 3지점의 경우 매립초기 4단계의 수

질을 보이다가 매립 1년 후부터 최근까지 2단계의

수질로 의심단계의 유출 특성을 보였다. 그리고 마

지막으로 화천군 3개 지점에서는 모두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Fig. 2).

배의 연구에10) 따르면 강우시 매립지로부터 침출

수의 농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매립 기간의 경과에 따라 차수막의 훼

Fig. 2. Evaluation of safety phase on leachate at the survey tube-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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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등에 의해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고, 이에 따라 매몰지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당시 현장관계자에 따르면 매립시 급속한 구

제역 전파로 침출수 유출방지에 적합한 차수막의 조

달이 당시상황으로 불가능하여 일반 비닐하우스용

비닐을 차수막으로 사용한 매립지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며 이는 매립시 가축사체 투기 충격에 의한 훼손

과 매립후 강우 등의 무게, 생석회의 발열에 의한

훼손 등으로 많은 차수막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관측정의 수질모니터링에서도 볼 수 있었다. 

매몰지 총 조사건수의 단계별 분포는 삼척, 양양,

화천의 경우 전체 조사 횟수에서 모두 안정상태인 4

단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매립지가 가장 많은 철원의

경우 총 612건의 수질조사에 대하여 1단계가 0.5%,

2단계가 4.5%, 4단계가 95%로 나타났으며 원주시의

경우 침출수의 영향이 있는 관측정이 25%로 시군별

평가에서 관측정 수질의 침출수 영향성이 가장 높았

다. 이로서 전체 896건의 조사회수에 대하여 92%가

4단계의 안정상태 수질을 보여주었으며, 8%가 영향

이 있는 1, 2, 3단계의 수질상태를 보여주었다(Table 3).

매립지로부터 발생된 침출수가 인근 지하수에 미

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현재까지 설치한

관측정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수질결과를 관

측정 안정성 평가의 지침에 의거해 평가해 보면 총

55개 지역별 관측정의 침출수 유출현황은 42개 관

측정이 전체 조사기간 내내 4단계의 안정 상태를 유

지하였으며 초기에 유출우려가 있었던 관측정은 13

개소 이었다. 그러나 이후 10개소는 안정화 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3개소는 최근까지 매몰

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의심단계를 유지하고 있

었다(Fig. 3).

IV. 고 찰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전국을 휩쓴 구

제역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약 5,000개소에 달하는

매몰지가 조성되었다. 당시의 일선에 있던 담당자에

따르면 빠른 전파율로 방역과 살처분 그리고 매립에

만도 모든 행정인력이 동원되어 초기에는 침출수의

오염 우려까지 행정력이 도달하지 못하였고 매립 매

뉴얼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매립이 이루어져 시간

의 경과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되기 시작하였다. 연

구에 따르면 가축매몰지 침출수는 강우나 지하수의

유입이 없는 조건에서 8주가 지나면 안정화된다고

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매몰 후 9개월이 지난 시

점까지 발생되었다. 

특히 매립된 가축의 사체로부터 발생하는 침출수

를 직접 펌핑 후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유

공관 수질은 매립초기부터 주기적으로 채수 모니터

링 해야 기간별 수질과 인근 지하수의 유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011년 발표된 구제역긴급행동지침

(SOP)에 따르면 질병발생시 최초의 발생지점에서 일

정거리 이상 가축사체를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의 분위기는 침출

수 분석의뢰를 위한 이송이 또 다른 전파경로가 될

까 하는 우려로 전염 상황이 종료된 후 분석의뢰가

시작되었으며 각 시군 별 유공관의 수질검사 기간

및 주기를 통일시키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유

공관에서 배출되는 침출수의 정확한 수질은 평가하

기 곤란한 면도 있었다. 

관측정의 수질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55개 관측정

중에서 13개소에서 침출수 유출이 의심되었고 이후

최근 2013년 하반기에는 3개소에서 유출이 의심되

Table 3. Distribution of each step at disposal site 

Number of survey 1 Step 2 Step 3 Step 4 Step

Gangnueng 66 1(1.5%) 7(10.6%) 58(88%)

Samcheok 17 17(100%)

Yangyang 9 9(100%)

Wonju 101 1(1%) 19(19%) 6(6%) 75(75%)

Cheorwon 612 3(0.5%) 27(4.5%) 582(95%)

Hongcheon 62 7(11%) 55(89%)

Hwacheon 30 30(100%)

Sum 896 57(0.6%) 60(6.7%) 6(0.7%) 8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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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립 당시 차수막의 재질

선정 및 시공상 문제로 인하여 매립시간이 진행되면

서 침하로 인한 압력의 증가 및 파손, 강우에 의한

지하수위의 변동 등에 의하여 침출수가 인근 지하수

의 수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수

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사체를 소각 처리하는

연구도 발표된 바 있으나 구제역은 질병의 특성상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어 현재로서는 매몰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매립 후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의 문제는 늘 안고 있어야 한다. 결국 언제 또

발병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관련 행정기관 및

연구기관은 평상시 가장 효과적인 가축사체의 처리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만일 매립이 가장 바람직

하다 생각되면 매립에 있어 시공방법, 차수막의 재

질에 따른 침출수의 유출 특성을 세부적으로 연구하

여 그 자료를 토대로 매뉴얼을 비치하여 대비하고

발병 시 침착하게 매뉴얼에 따라 처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1. 가축 매립지의 침출수가 유출되는 본 조사지점

에서의 유공관 수질은 BOD 37,209 mg/L, COD

8,829 mg/L, NH3-N 3,633 mg/L, Cl− 580 mg/L의 분

포를 보였다. 

2.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 지침에 따른 매몰지 주

변 55개 관측정(900여건)의 안정성 평가결과, 침출

수의 영향이 없는 4단계의 지역별 분포는 강릉시

88%, 삼척군 100%, 양양군 100%, 원주시 75%, 철

원군 95%, 홍천군 89%, 화천군 100%로 조사되었다.

3. 관측정 수질(Cl−, NH3-N, 전기전도도) 모니터링

결과, 55개 매립지 중에서 13개소에서 침출수 유출

이 의심되었다. 매립초기에 저농도 침출수의 영향이

있던 지점은 6개소(11%)이었으며 고농도의 침출수

가 유출된 지점은 5개소(13%)로 강릉 1개소, 원주

1개소, 철원 3개소로 조사되었다. 

4. 침출수 유출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13개의 관측

정 중에서 3개소(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원주시 소

초면 평장리, 홍천군 신대리)에서는 최근까지 매몰

지에서 침출수의 유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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