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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거리로서 ‘경제

를 발전시키면서 환경오염을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는 아직까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녹색성장(Green Growth)’으로서 이를 위하여 우리나

라는 2009년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통

하여 법적·행정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경제성장과 환경오염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는 주로 대기 오염분야를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수질 오염분야에 대한 연

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수질오염 측정이 비교적 최근에서야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 그 주요한 이유가 있으며, 수질오염을 고려할 때

수계 즉, 유입지역 등 지리적 정보에 대한 반영이 쉽지 않다는 제약 때문이

기도 하다.

본 연구는 그 간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경제성장과 수질오

염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첫째, 수질오염

측정대상을 한강으로 하였으며, 측정항목 또한 BOD, COD, SS, DO, 대장균

군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분석에 적용한 수질측정 자료(Data)를

1981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였고, 최대

한 많은 수의 자료(Data)확보를 통하여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선형, 2차곡선, 3차곡선 모형 등 기존 연구의 모형들을 반영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과 한강 수질오염과의 관계에 대한 통계적 실증분석을 시도

하였다.

위의 분석 특징들은 현재 경제성장 자료와 수질 오염자료의 관련성, 수질오

염 자료의 지리적·공학적 적용 한계성, 수질 오염측정 자료의 정확성 등 많

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목적인 녹색성장의 추진현황

관점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한강 수질오염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최

선의 방안이라 생각된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한강 수질오염

은 하류지점에서 연도가 진행됨에 따라 오염정도가 더욱 뚜렷하게 개선되는

패턴을 나타내었다. 둘째, 선형(1차) 모형에 따른 분석결과 7개 모든 분석지



점에서 1개 이상의 측정항목이 모두 경제성장에 따른 수질오염이 개선되는

통계적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하류로 갈수록 더욱 강하게 나

타났다. 셋째, 2차(환경 쿠즈네츠 곡선, 역U형) 및 3차(N형) 곡선 모형에 따

른 분석결과는 경제성장에 따른 한강 수질오염이 개선 또는 악화의 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남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경제성장장에

따른 한강 수질오염이 점차로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패턴은 2차(역U형)나 3차(N형) 곡선 보다는 1차 선형에 근접한 형태로 나타

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한강 수질오염이 개선되는 이유는 수질오염 방지기술의 발전,

규제 및 제도의 적정한 이행,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의 성숙 등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한강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서 금강, 영

산강, 낙동강 등 전국의 주요 하천 및 지천에도 유사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성과가 우수한 하천에 대하여는 적용된 개선정책 등이 확

대시행 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길 바라는 바이다.

주요어 : 녹색성장(Green Growth),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환

경 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 경제성장, 수질오염, 수질측정망,

1인당 GDP, BOD, COD, SS, DO, 대장균군, 회귀분석

학 번 : 2014-2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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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환경오염을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는가?’라는 명제에 대하여

는 논란이 분분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당위성을 의심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경제발전’과 ‘환경오염’의 문제는 우리의 제일 관심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녹색성장(Green Growth)’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8·15경축사에서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

하면서 녹색성장을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

과 청정에너지를 통해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정의하였다.(박순애, 2010) 이후 2009년 녹색성장위원회 설립하고 2010년 저탄소 녹

색성장기본법 제정하여 법적·행정적 기반을 조성하였다.(송호신, 2010)

이러한 배경을 통하여 녹색성장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용어로 다

가왔으나, 녹색성장(Green Growth)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1)는 학자나

인용한 단체 및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어떤 주장이든지 그들 모

두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

전세계 모든 정부와 국가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경제성장에 성공한 정부나 국가는 국민적 환영을 받으며 번영을 이룩하였으나 반면

실패한 정부나 국가는 불신과 퇴출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

룰 것인가?’는 모든 국가와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3

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서 2007년 1인당 국민소득 20,000달러 이상으로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세계은행에서도 ‘고도성장을 달성하고 경제기적

을 이룩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World Bank, 1993)하는 등 1950년대부터 지속적인

1) ‘녹색성장’의 정의와 관련하여 김정인(2009)는 ‘성장,기후,에너지 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이들이 상호 양립하여 윈-윈(win-win)의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에너지 효율 향상이 온실가

스 배출량을 줄이고 산업의 경쟁력을 개선하여 성장까지 촉진하는 패러다임’으로 정의하였

고, 박순애(2010) 등은 모든 사회주체들의 협력을 중시하여 정부부문에서의 정책 및 제도 제

시, 민간부문에서의 경제와 환경의 통합발전, 시민사회에서의 생태적 효율성의 패러다임 수

용 및 생활 적용을 강조하였으며, 윤순진(2009)은 경제성장(economic growth), 환경보호

(environmental protection), 사회정의(social justice)의 균형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 및

생태근대화론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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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을 달성하여왔다.

그러나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증대시키는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환경오염 심

화2)라는 숙제를 동시에 가져다 주었으며, 영국의 스모그(사망 : 12,000명), 일본의

수은 (사망 : 1,784명) 및 카드뮴 중독(사망 : 100여명), 우리나라 낙동강 폐놀오염

사건(추정 피해액 : 24.5억) (이명해, 1991)등은 경제성장을 줄여서라도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촉발시킨 사건들이다. 이제는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이라는 Trade-off관계에 있는 두 가지 화두를 모두 고려해야만 하는 시대이다.

어쩌면 이제는 경제성장보다는 환경오염 문제가 더 중요시 되기도 한다. 경제성장

은 더하고 덜하고의 문제인 반면 환경오염은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기에 적어도 환

경오염 문제가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광범위하게 고려되어

지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라는 의

문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연구 할 필요가 있다. 환경오염은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필

수불가결한 산물이라 주장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환경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대되면서 경제성장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선진국에서 오히려 여러 가지 환경

오염 측정수치들이 개선되는 현상을 보면서는 일정 단계 이상의 성장을 이룩한 선

진국에서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환경오염이 필수적인 부산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

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환경오염 방지기술의 발전, 환경에 대한 주민의식의 향상, 환경오염의 기회비용 증

가에 따른 집중적 투자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들이 결국은 ‘녹색

성장(Green Growth)'의 용어로 주창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경제성장 혹은 환경오염이 가지는 부의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등의 측면에서 경제학(Economy)의 연구 분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며

또한 환경오염과 관련된 대책들이 대부분 공공재적 성격을 가짐으로 인하여 규제

등 국가 정책에 크게 의존하는 점 등에 따른 정책학(Policy) 분야에서의 연구 대상

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저감’ 이라는 난제를 속시원하게 풀어줄 해답은 아쉽게도

현재까지 없는 듯하지만, 일단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실증적인 자료(Data)를 바

탕으로 확인해 보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꼭 필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학자들이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둘 간의 관계

를 입증,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2) 김종회외 6명(1994)은 ‘산업발전과 환경오염’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의 원인을 생

산제도 자체 또는 자본축척이 환경파괴의 원동력이라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표 개념

으로 Schnaiberg의 “사회-환경 변증법(social-environmental dialectic)”과 O'connor의 자본

주의 “제2모순(second contradiction)”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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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대기, 폐기물, 해양 등 환경과 관련된 많은 연구분야 가운데에서도 물환경 분

야는 우리 주변의 하천(강)이 중심이 되며, 음용수 공급이라는 주요 기능 외에도 식

수판매 등 물산업 및 국내·외 관광산업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경제성장과 대기환

경에 대한 연구에 치중하여 하천수와 관련된 물 환경과의 관련성 연구는 활발히 이

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이유로는 대기환경 분야에서의 연구자료들이 CO2배출량, CH4배출량 등 국가

전체적으로 측정되는 측정치와 달리, 물환경과 관련된 지표들은 환경공학이나 화학

적 지식 등에 크게 기초하고 있으면서도 지리적 특수성에 대한 사전 이해가 요구되

는 등 필요한 자료의 관련 분야가 광범위하고 연구방법이 난이하며 수질오염 측정

의 역사가 비교적 짧아 활용가능한 자료(Data)3)가 적다는 것이 그 원인 중 하나라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경제성장과 물환경 즉, 우리나라 주요 하천환경 오염

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실제로 어떠한 관계와 특성을 보이는 지를 연구

해 봄으로서 경제성장에 따른 오염정도의 패턴을 예측해 보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던 하천 수질 분야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발전(suststainable

development)4)의 측면에서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하천별로 구분된 지역

3)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발표자료(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질환경기준은 1977

년까지 공해방지법에 의하여 규제되었는데 이때까지는 하천과 호소에 대한 수질환경기준 조

차 제정되지 않았고, 환경보전법(1978)이 제정된 후에야 생활환경(수질) 하천 분야에 6개 항

목에 대하여 기준이 마련되었다. 또한 한강수계수질오염도 정밀조사보고서(환경청, 1980) 서

문을 보면 ‘한강수질보전 종합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강)수계의 세밀한 현재의 오염도를 조

사하여 효율적인 한강수질보전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장래의 오염도 변화

및 예측평가를 목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을 볼 때 한강 수질오염도 측정은 1980년 이후에나

주기적이고 정밀한(현재의 위치가 확정된) 조사가 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1981년 이후는

한국환경연감(환경청)을 통하여 한강의 수질오염 측정결과에 대한 통계 자료를 매년 발표하

고 있다.

4) 윤순진(2009)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제’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은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가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

이래 세계적으로 확산된 용어로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

회의(United Natio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UNCED)에서 의제21을

채택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 수립에 합의하였고, 같은 해 유엔은 지속가능발

전위원회(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 CSD)를 설치하여 각 국가에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체계 구축을 권고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식경제부(2008)의 지

식·혁신 주도형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발전전략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

요를 충족시키는 것(UNWCED, 1987)'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이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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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경제지표나 환경오염 지표 측면에서 앞선 지역과 뒤쳐진 지역을 선별하며,

앞선 지역에서 그 간의 오염 저감정책들이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켰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물 환경 오염 개선을 위한 예산 및 정책집행의

좋은 시사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녹색성장 추진현황에 대한 실증분석의 차원에서 경제성장

과 한강 수질오염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에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기환경 분야에서와 달리 물 환경 분야에서는 미흡했던 연구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하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강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4대강 등의 분석결과를 비교한다면, 가장 개선성과가 좋은 사례에 대한 하천

환경 오염 개선 정책들을 확대시행하기 위한 좋은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하천환경 오염 개선 측면에서 뒤쳐진 지역의 하천환경을 개선시키

는데 유용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나라 대표적 국가하천5)인 한강의 수질오염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환경 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 Kuznets Curve, EKC)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대상은 1)경제성장 지표로 적용가능한 경제성장 지

수 검토 2)한강의 수질오염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Data) 검토 3)경제성장과 한강

수질오염의 관계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다.

이들 연구대상들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않았으며, 더구나 최근의 한강

수질오염 자료(Data)를 분석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가 늘 주

변에 접하고 있으면서도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못하던 한강 수질오염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지속가능성‘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녹색성장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좀 더 중점

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5) 우리나라 하천은 그 중요도에 따라 크게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의 3가지로 분류된

다. 하천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 정

의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법에 따라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

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또한 소하천은 앞서 말한 2종류 하천 이외의 하천을 말하며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앞의 2개 하천과는 달리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된다. (하천관리지리정

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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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GDP, GNP, GNI 등은 경제성장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제지표로서 많은 연구

에서 이용되는 지표들이다. 본 연구에서도 한강 수질오염의 패턴을 알아보는 이론

인 환경 쿠즈네츠 곡선(EKC)과의 부합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기 경제지표들을 활

용할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수질오염 정도는 한강수계에 해당하는 지역 중 해당

하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접도시들을 검토하고, 연구적용 가능성을 확인

해 볼 것이다.

수질(자동)측정망에서 측정하는 항목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법 내에서 하천의

생활환경기준 측정항목으로 사용되는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유기 탄소량(TOC), 부유물질(SS)량, 용존산소

(DO)량, 총인, 대장균군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자료확보 가능여부, 통계적 분석을

위한 자료의 개수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표 1-1 > 한강수계내 행정구역 분류 (가양지점 상류지역)

수계

(권역명6))
국가하천

직접영향 행정구역

(측정지점에서 20km이내)

간접영향 행정구역

(측정지점에서 20km이상)

한강수계

(한강권역)

한강

(그외 : 경안천,

공릉천, 달천,

문산천, 복하천,

북한강, 섬강,

소양강, 안양천,

양구서천,

임진강, 중랑천,

청미천)

서울특별시,

과천시,

의왕시,

안양시,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일부)

하남시,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이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정선군,

평창군,

단양군,

괴산군,

충주시,

원주시,

횡성군,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의정부시

6) 권역은 편의상 여러 수계(동일 유역에 속하고 공통의 하구로 흘러들어 오는 모든 유로를

총칭)을 묶어서 만든 임의의 지역이며, 수계란 하구(바다와 만나는 본류 하천의 종점)를 기

준으로 하였을 때 본류 하천의 유역에 속하는 하천의 총칭을 말하며 그 명칭은 본류 하천의

명칭에 수계라는 말을 추가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유역이란 강물이 모여서 흘러드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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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경제성장과 한강의 수질오염이 어떠한 패턴을 보

이는지에 대하여 환경쿠즈네츠(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 가설을 중심

으로 실증연구를 시도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한강수계(남선경, 2005)7)에 포

함되는 지역을 선별하는 것이다. 하천 수질오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대기 오염

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하천은 수계라고 하는 유입지역이

명확히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천 수질오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일반화

하기 어렵고 특정 하천, 특정 지역에 국한된 연구일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낳는 중

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런 이유로 보다 정확한 연구가 되기 위하여는 원칙적

으로 하천 수질오염을 연구대상으로 할 경우 유입되는 지역 즉 수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또한 수질 오염을 측정하는 측정지점에 따라서도 수계내의 유

입지역이 다시 나누어지기 때문에 측정지점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대상

지역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강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강은 강원도 지역에서 발원하여 서해로 유입

되는 하천으로 연장 400km에 달하며, 광범위한 지역을 수계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

서 한강의 수질오염을 고려할 때 한강으로 유입되는 한강수계 전체 지역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강 수질오염 측정을 위한 측정지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먼

경우 자연정화(김형중, 2009)8)의 영향이 있으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천 수질오염

에 미치는 영향은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연구의 대상 지역을 직접 영

향지역(수질오염 측정 지점에서 20km이내)과 간접 영향지역(수질오염 측정 지점에

서 20km이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항목을 선정하는 것이다. Gene M

어느 한 지점을 동일한 유출점으로 갖는 지표면의 범위를 말하며, 집수구역이라고도 한다.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7) 남선경(2005)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기준유량 설정을 위한 유황분석에 관한 연

구’에서 한강수계의 잠실수중보 상류유역에 35개의 단위유역이 있으며, 잠실수중보에서 중랑

천합류점까지 확대하여 39개의 단위유역을 설정하여 설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

역 개념을 기반으로 수질측정망 측정지점의 최하류인 가양 지점에 대한 수리·수문학적 검토

및 지리적 검토를 통하여 전체 한강수계에서 가양동(일부), 상암동 및 그 상류지역을 검토대

상으로 하였다.

8) 김형중(2009)는 ‘자연정화방법을 이용한 수질개선 시설의 식물도입 방안’에서 기계적 정

화방법과 달리 식물자체가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잎이나 줄기의 부착성 향상으로 인한 미생

물 서식장소 제공, 접촉침전 등의 수질정화작용 등이 자연정화 원인임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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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mam and Alan B. Kruger의 연구에서는 용존산소(Dissolved oxygen), BOD,

COD, Nitrates, Fiscal coliform, Total coliform, 납, 카드뮴, 비소, 수은, 니켈을 사

용한 사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질측정망에서 측정하는 항목과 하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규정하는 항목을 검토하여 그 항목을 선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항목 선정에 있어서는 연구대상 항목 자체가 법적,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

는 항목이어야 하는 것을 물론이며, 통계적 분석을 고려하여 표본(Number of

Observations)의 개수가 충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집 가능한 수질오염 측정항목

가운데 표본의 수가 30개 이상이 되는 항목들을 선별하고자 한다.

세 번째 단계는 경제성장 지표와 이들 수질오염의 정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다. 이들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한강의 수질오염의 정도

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특정 패턴을 보인다면 이에 대하여 기존

이론과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이론적 배경

1. 녹색성장

‘녹색성장(Green Growth)’의 정의는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하

면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이보다

앞선 2008년 대통령 8·15경축사에서는 녹색성장을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통해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

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정의한 바 있다.(박순애, 2010) 또한 김정인(2009)은

‘성장과 기후, 에너지 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이들이 상호 양립하는 윈윈(win-win)

의 선순환을 만들고 나아가 에너지 효율 향상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산업의

경쟁력을 개선하여 성장까지 촉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의하였다.9)

9) 김정인(2009)는 녹색성장 정책에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1) 중장기계획, 2) 국민적 신뢰,

3) 미래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설산업, 4) 신규건설과 재건축에 대한 투자와

인력, 5) 자동차 분야, 6) 물 산업 분야에 투자, 7) 바이오소재, RFID, 재생에너지 사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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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념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2-1 > 녹색성장의 개념 발전과정

연도 학술지 및 단체 내 용

2000 Economist지 환경을 고려한 시장평가 지표

2005
유엔 아·태

경제사회이사회(ESCAP)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종전의

‘선 성장, 후 환경’관점에서 ‘녹색성장’

관점으로 개발전략 이행

2008 대통령 8·15경축사
새로운 국가비전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

2009 녹색성장위원회 경제, 환경의 조화, 균형성장

2010 녹색성장기본법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

자료 : 박순애, 윤순진, 김정인 논문 재구성

이러한 발전과정을 통하여 녹색성장의 개념은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비판

(윤순진, 2009)등을 포함하며 행정학, 법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되

었고, 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 및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4

∼2018)10)을 통하여 그 실행방안이 구체화 되었다.

2. 경제성장지표

경제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

나라 국경내에서 이루어진 생산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국내총생산

(GDP)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동

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로서 여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외국인)에게 지불되는 소득과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수취한 소득이 포함된다. 그리고 수계의 면

RFID의 다양한 적용, 9)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탄소제로주택을 들고 있다.

10)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세부내용은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www.greengrowth.go.kr)

를 공지된 자료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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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구 등의 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는 전체 국내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의 개념이 사용된다.

다음으로 국민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은 국민경제가 일정기간(보통

1년)에 생산한 최종 생산물(재화 및 서비스)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총액이다. 국내

총생산(GDP)은 국적의 여하를 막론하고 동일 정치적 영역 내부에 살고 있는 사람

이 생산·가득되는 최종 생산물의 가치액을 의미하는 반면 국민총생산(GNP)은 국

내·국외를 막론하고 그 나라 국적을 갖는 국민에 의해 생산·가득되는 최종생산물의

가치액을 의미하는데 차이가 있다. 또한 전체 국민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총생산(GNP per capita)의 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은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기간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로서, 실질적인 국민소득을 측정하

기 위하여 교역조건의 변화를 반영한 소득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지표 중 1980년부터 적용가능한 지표를 선별하여 적용하고자

하며, 녹색성장 추진현황에 대한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지

표로 활용할 할 것이다.

< 그림 2-1 > GDP와 GNP의 관계

3. 하천 수질오염지표

하천의 수질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많은 지표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 중 하천

의 오염정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환경정책기본법으로 이에 따

른 생활환경기준의 수질 등급분류 항목들은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 산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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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유기 탄소량(TOC), 부유물질량(SS), 용존

산소량(DO), 총인(T-P), 대장균군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소이온농도(pH)는 하천의 산성,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6.0

∼8.5사이에서 수질 등급이 결정된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Biochemical

Oxygen Demand)은 물의 유기오염지표의 한가지로서 어떤 물속의 미생물이 산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유기물을 분해, 안정시키는데 요구되는 산소량이다. 즉, 어느 정

도 오염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기준으로서 호기성(산소를 필요로 하는)박테리아가 일

정 시간내 (보통20도씨에서 5일간)에 물속의 유기물을 산화 분해시켜 정화하는데

소비되는 산소의 양을 ppm(Parts Per Million) 단위로서 나타낸 것이다. 하천의 경

우 1등급은 1ppm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Chemical

Oxygen Demand)은 오염된 물의 수질을 나타내는 지표(指標)로서 유기물질이 들어

있는 물에 산화제를 투입하여 산화시키는 데 소비된 산화제의 양에 상당하는 산소

의 양을 ppm단위로서 나타낸 것이다. 하천의 경우 1등급은 2ppm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총유기 탄소량(TOC, Total Organic Carbon)은 유기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지

표 중 하나로서 하천수 중에 존재하는 유기물질 중 탄소의 양을 ppm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하천의 경우 1등급은 2ppm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부유물질량(SS,

Suspended Solid)은 하천수 중 일정한 양에 존재하는 부유하고 있는 물질의 양을

ppm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하천의 경우 1등급은 25ppm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용존

산소량(DO, Dissolved Oxygen)은 하천수 1ℓ에 녹아있는 산소의 부피를 ppm단위

로 나타낸 것으로 하천의 경우 1등급은 7.5pp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총인(TP,

Total Phosphorus)은 하천수에 잔류하면서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무기 및 유기 인

화합물인 인의 총량을 ppm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하천의 경우 1등급은 0.02ppm이

하로 규정하고 있다. 대장균군은 주로 유당을 분해하여 가스와 산을 생성하는 간균

무리들로서 하천수 100㎖에 포함된 수로 측정한다. 하천의 경우 1등급은 50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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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 하천 생활환경기준

등급
상태

(캐릭터)

기 준

수소

이온

농도

(pH)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L)

화학적산

소

요구량

(C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

물질량

(SS)

(㎎/L)

용존

산소량

(DO)

(㎎/L)

총인

(T-P)

(㎎/L)

대장균군

(군수/100mL)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6.5∼8.5 1 이하 2 이하 2 이하 25 이하

7.5 

이상

0.02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2 이하 4 이하 3 이하 25 이하
5.0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5 이하 4 이하 25 이하

5.0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7 이하 5 이하 25 이하
5.0 

이상

0.2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9 이하 6 이하

100 

이하

2.0 

이상

0.3

이하

나쁨 V 6.0∼8.5 10 이하 11 이하 8 이하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않을 것

2.0 

이상

0.5

이하

매우 

나쁨
VI 10 초과 11 초과 8 초과

2.0 

미만

0.5

초과

자료 : 환경정책기본법

4. 환경 쿠즈네츠 곡선

환경 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은 국가의 선진화 즉 경

제발전에 따른 소득불평등 정도는 일정 수준까지는 경제발전에 따라 소득 불평등정

도 증가하나 일정 수준이 넘어서 선진국 단계에서는 경제발전에 따라 소득 불평등

정도가 완화된다는 쿠즈네츠 곡선(Kuznets Curve)이 환경분야에 적용된 이론으로

서 소득불평등이 환경오염으로 대체된 개념이다. 즉, 일정 수준까지는 경제발전에

따라 환경오염이 심화되다가 일정 주순이 넘어서는 선진국 단계에서는 경제가 발전

함에 따라 환경오염이 오히려 감소하는 역U자형 모양의 특징을 가진다는 것이다.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이 정(+)의 관계나 역(-)의 관계인 환경 쿠즈네츠 곡선의 형

태를 가진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환경오염이 정(+)의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환경

오염은 경제발전과 우등재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실질소득이 증

가할 때 수요량도 증가하는 재화와 같은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두 지

표가 역(-)의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는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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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등재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그림 2-2 > 환경 쿠즈네츠 곡선의 개념

5. 수질측정망

수질측정망이란 전국 하천 및 호수 등 수질보전대상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수질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이미 집행된 주요정책 사업의 효과

를 분석하여 장래 수질보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스템이다. 특히 한강 등 4대강에는 수질오염 정도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

동측정망을 총 40개소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한강에는 13개소를 설치·운영하

고 있다.

< 표 2-3 > 2014년 수질측정망 운영현황 (하천기준)

관리주체 합계 자동측정망 일반측정망 총량측정망 퇴적물측정망

합계 641 40 154 270 177

환경부

소계 150 40 110 - -

한강 43 13 30 - -

금강 42 12 30 - -

영산강 41 9 32 - -

낙동강 24 6 18 - -

물환경

연구소

소계 491 - 44 270 177

한강 115 - 12 62 41

금강 103 - 8 58 37

영산강 102 - 7 57 38

낙동강 171 - 17 93 61

자료 : 물환경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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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 항목은 자동측정망을 기준으로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

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용존산소(DO), 부유물질(SS), 총대장균군수, 분

원성대장균군수, 총질소(TN),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총인(TP), 총유기 탄

소량(TOC), 수온, 폐놀, 전기전도도, 카드뮴, 시안, 납, 6가크롬, 비소, 수은, 음이온

계면활성제 등으로 설치지점 및 운영기간 등에 따라 측정항목은 점차 증가시키고

있다.

추진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상시측정 및 수질·수생태계 조사),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질오염경보제)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등에 의

거 시행되고 있다.

< 그림 2-3 > 운영체계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대구, 원주, 전주

물환경연구소 지역본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

자료 : 물환경정보시스템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녹색성장 정책추진에 대한 선행연구

2008년 이후 녹색성장이 국가발전을 위한 성장전략으로서 경제, 사회, 생활 등 우

리 생활의 전분야로 확산되어감에 따라 녹색성장 정책추진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

가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행정학, 법학, 경제학, 공학 등 전 학문범위에서 연구

되었고 학자에 따라서는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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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윤경준,이희선(2010)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역량, 인적역량, 재정역량이 녹

색성장 정책추진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2009년 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정책 추진은 초기적인 단계이며, 환경 관점보

다 산업 관점에 더욱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광역자치단체에서 녹색성장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녹색

성장 정책추진에 있어서 조직역량이나 인적역량이 재정역량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윤순진(2009)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기존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환경보호, 경제성장, 사회정의의 차원을 포괄하지 못한

다는 점에서 우위에 있지 못하며, ‘생태근대화론’과 비교하여 환경운동 진영 등 다

양한 참여와 합의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또한 녹색성장 정

책에 대하여도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기

술개발과 시장확대가 중심이 되지 못하며 주요사업 또한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하

고 이전부터 추진하던 정책을 녹색 SOC로 사업명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

고 있다.

윤순진,원길연(2012)은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통한 기후변화정책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과 수용정도,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국가, 기업, 시민사회의 기후변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기후변화 대응정책 전반,

온실가스 감축정책, 기후변화 적응정책, 에너지 정책 분야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로 나타났고, 정권 교체를 앞둔 시점에서 연구 결과를 통해

정책계승과 전환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 간의 녹색성장 정책추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녹색성장 정책추진의 성

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학자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과 부

정적인 측면의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2. 경제성장과 대기 환경오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환경 쿠즈네츠 곡선 가설에 입각한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의 관계에 대하여는 그동

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Gene M. Grossman and Alan B. Krueger (1995)는

경제성장 지표로 1인당 GDP를, 환경오염 지표로는 대기환경이 SO2, Smoke,

Heavy Particles를 대상으로 하였고, 하천환경으로는 용존산소(DO), BOD, COD,

Nitrates, 대장균군, 납, 카드뮴, 비소, 수은, 니켈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GEMS(Global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의 자료를 이용하여 14

∼42개 국가의 대기 및 수질 평균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고, 대부분의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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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들에 있어서 1인당 국민소득 $8,000정도에서 전환점(Turning Point)이 나타났

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환경 쿠즈네츠 곡선(EKC) 가설에 대한 첫 번째 연구

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가간의 물가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특히 하천 수질오염 자료의 경우 특정 지역에 국한된 자료로서 국가별 대표성 등을

간과한 측면이 있었다.

황선영(2007)은 91개국을 소득별로 최빈국 그룹, 저소득국 그룹, 저중소득국 그룹,

고중소득국 그룹, OECD 그룹으로 나누어 1인당 GNI와 CO2배출량 및 산림면적의

변화를 연구하였고, 국가별 경제성장의 정도에 따른 그룹으로 나누어 그 대표되는

국가로서 베트남, 한국, 네덜란드를 선정, 1인당 GDP와 CO2배출량과의 관계를 연

구하였다.

배정환, 김미숙(2012)은 지역총생산과 온실가스 배출량과의 관계에 대하여 지자체

별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고, 특히 지역총생산을 노동, 자본, 에너지 투입량에

대한 생산함수에 의해 결정되는 연립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8개 광역지

자체별로 분석한 온실가스배출량과 지역총생산의 관계의 연구결과, 환경 쿠즈네츠

곡선(EKC)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찾지 못하였다.

장수관, 강상목(2013)은 우리나라의 1971년∼2009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및 에너지소비와 CO2배출량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과 CO2배출량

은 N자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CO2배출량과 에너지소비의 장,단기 탄력성은 양(+)의

값이며 장기 탄력성이 단기 탄력성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과 비교연구를

통하여 에너지소비가 소득보다 CO2배출량 예측에 중요한 변수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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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 >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구분 경제변수 환경변수 내용 비 고

Grossman and

Krueger

(1995)

1인당 GDP

SO2, Smoke, Heavy

Particles,

DO,BOD,COD,Nitrate

s, 대장균군, 납,

카드뮴, 비소, 수은,

니켈

경제성장과

대기,수질오염의 관계

황선영

(2007)

1인당 GNI,

1인당 GDP
CO2 배출량

국가별 경제성장 정도에

따른 대기오염의 관계

정수관,

강상목(2013)

1인당 GDP,

1인당

에너지소비량

CO2 배출량
경제성장과 대기오염의

관계 및 내생성 문제

배정환, 김미숙

(2012)

1인당

지역총생산
CO2 배출량

광역경제권별 경제성장과

대기오염의 관계

Jaekyu Lim

(1997)

1인당 GDP

(연도별 변화)

BOD, Deforestation,

Domestic Waste,

Industrial Waste,

SO2, NO2, TSP, CO2

경제성장과 환경의 질의

관계

3. 경제성장과 하천 수질오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환경 쿠즈네츠 가설에 입각한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의 연구에 있어서 대부분의 연

구가 대기환경의 오염지표를 사용한 연구인 반면, 하천환경 수질오염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첫째, CO2 배출량

등 대기환경 지표가 미치는 범위가 국가 전체를 포괄하는 측면이 많아 관련된 경제

성장 지표로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생산(GNP), 국민총소득(GNI) 등의 지표와 동

일한 대상범위를 가짐으로서 기존 자료의 적용이 가능한 반면 하천수질 오염의 경

우 하천 수계별로 유입되는 지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국가 전체의 통계자료를 적용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둘째, 하천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으로 유입되는 지리적 자료가 미흡하다는 점이

다. 하천 수질오염에 대한 연구는 특정 하천으로 강우가 유입되는 지역 즉, 수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지며 이는 행정구역 등 지리적 구분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하천

수질오염에 대한 연구는 이들 수계에 따라 관련된 경제성장 지표나 수질오염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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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만약 자료의 적용가능성 등을 이유로 국가 전체

의 지료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셋째, 하천

수질오염 자료의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81년부터 한강의 몇몇 지점에서 수질측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들 자료들을 모

두 적용한다 할지라도 연평균 자료는 30개를 조금 넘는 정도이다. 따라서 이들 자

료를 모두 이용할지라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데는 상당한 오차가 있을 수 밖에 없

을 것이다.

이러한 사유들로 인하여 경제성장과 수질오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되

어 연구되어진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와같은 이유로 경제성장과 하천환경 수질오염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으나,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Gene M.

Grossman and Alan B. Krueger (1995)는 경제성장 지표로 1인당 GDP를, 하천환경

으로는 용존산소(DO), BOD, COD, Nitrates, 대장균군, 납, 카드뮴, 비소, 수은, 니켈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경제지표인 1인당 GDP는 전체 국가 지표인 반

면, 수질오염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수계)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

었다.

Jaekyu Lim(1997)은 1981년부터 1994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1인당 GDP와 수

질오염 지표 중 BOD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1984년까지는 BOD가 증

가하다가 이후 줄어드는 패턴을 확인하였으나, 통계적 분석을 적용하지 못한 측면

이 있으며 수질측정지점들은 각 지점들마다 설치이유가 있는 것으로 모든 측정지점

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BOD이외의 다른 측정항목들인 COD, SS,

대장균수에 대한 분석도 수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측정 Data에 있어서

1981년에서 1994년에 대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본격적인 경제발전이 이루

어진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가 포함된 자료에 대한 분석은 진행되지 않았다.

제3장 연구방법론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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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환경 쿠즈네크 곡선(EKC) 가설11)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추진정책의 실증분석 차원에서 경제성장과 한강의 수질오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연구모형은 그림과 같다.

< 그림 3-1 > 분석틀

경제성장 지표

1인당 GDP

1인당 GNP

1인당GNI

환경 쿠즈네츠 곡선

환경오염 지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유기 탄소량(TOC),

부유물질량(SS),

용존산소량(DO),

총인(T-P),

대장균군

그리고, 통계적 분석을 위한 회귀식은

1) ln(오염지표) = α0 + α1ln(경제지표) + ε

2) ln(오염지표) = β0 + β1ln(경제지표) + β2(ln(경제지표))
2 + ε

3) ln(오염지표) = γ0 + γ1ln(오염지표) + γ2(ln(경제지표))
2 + γ3(ln(경제지표))

3 + ε

11) 이론적으로 환경 쿠즈네츠 곡선(EKC) 가설은 경제성장에 따라 환경오염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주장이나,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에 따라 환경오염 패턴이 어

떠한 형태를 나타내는지(증가, 감소, 증가하다가 감소, 감소하다가 증가 등)를 통칭하는 의미

로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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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ln(오염지표)는 연구대상 하천의 환경오염 정도를 ln(경제지표)는 경제성장의

정도를 나타낸다. 첫 번째 회귀식은 경제지표와 오염지표 사이의 관계를 1차 선형

회귀분석식을 통하여 통계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으로서 경제성장에 따른 하천환경

오염이 정(+)의 관계에 있으면 회귀계수 α1은 양이 값을 가질 것이고 반대로 경제

성장에 따른 하천환경 오염이 부(-)의 관계에 있으면 회귀계수 α1은 음의 값을 가

질 것이다. 두 번째 회귀식은 경제지표와 오염지표 사이의 관계를 2차 곡선 회귀분

석식을 통하여 통계적 분석을 시도해 보는 것으로서 경제성장과 하천환경 오염이

환경 쿠즈네츠 곡선 특성, 즉 역U자 형태를 띄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식으로 회귀계

수 β1이 양의 값을, 회귀계수 β2가 음의 값을 가질 경우가 역U자 형태를 가질 것이

다. 세 번째 회귀식은 경제지표와 오염지표 사이의 관계를 3차 곡선 회귀분석식을

통하여 통계적 분석을 시도해 보는 것으로서 경제성장과 하천환경 오염이 역U자

형태를 넘어서 N자형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식이다. 회귀계수 γ1이 양의 값,

γ2가 음의 값, γ3가 양의 값을 가질 때 경제성장과 하천환경 오염이 N자형의 특성

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 경제성장과 하천환경 오염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가설12)은 다음

과 같다.

1.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한강 수질오염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1) 1인당 GDP와 한강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2) 1인당 GDP와 한강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3) 1인당 GDP와 한강의 부유물질량(SS)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4) 1인당 GDP와 한강의 용존산소량(DO)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5) 1인당 GDP와 한강의 대장균군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2.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한강 수질오염은 환경 쿠즈네츠 가설(역U형)을 따를

것이다.

1) 1인당 GDP와 한강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는 환경 쿠즈네츠 가설

12) 김정인,오경희(2005)의 연구에서는 환경 쿠즈네츠 곡선을 역U자 형태를 포함하여 N자형

까지 확대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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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U형)을 따를 것이다.

2) 1인당 GDP와 한강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는 환경 쿠즈네츠 가설(역U

형)을 따를 것이다.

3) 1인당 GDP와 한강의 부유물질량(SS)는 환경 쿠즈네츠 가설(역U형)을 따를

것이다.

4) 1인당 GDP와 한강의 용존산소량(DO)는 환경 쿠즈네츠 가설(역U형)을 따를

것이다.

5) 1인당 GDP와 한강의 대장균군은 환경 쿠즈네츠 가설(역U형)을 따를 것이

다.

3.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한강 수질오염은 환경 쿠즈네츠 가설(N형)을 따를 것

이다.

1) 1인당 GDP와 한강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는 환경 쿠즈네츠 가설(N

형)을 따를 것이다.

2) 1인당 GDP와 한강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는 환경 쿠즈네츠 가설(N형)

을 따를 것이다.

3) 1인당 GDP와 한강의 부유물질량(SS)는 환경 쿠즈네츠 가설(N형)을 따를 것

이다.

4) 1인당 GDP와 한강의 용존산소량(DO)는 환경 쿠즈네츠 가설(N형)을 따를

것이다.

5) 1인당 GDP와 한강의 대장균군은 환경 쿠즈네츠 가설(N형)을 따를 것이다.

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경제성장 지표관련

경제성장과 한강 수질오염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경제성장

지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총생산(GDP) 및 1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 국민총생산(GNP) 및 1인당 국민총생산, 국민총소득(GNI) 등 국가전체적 지

표와 이에 대한 지역적 지표들이 있다. 이 중 한강수계로 유입되는 지리적 경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용되는 한강 수질오염 자료들은 한강수계 내의 국지

적 요인에 의한 자료이므로 이론적으로는 국가전체적 지표를 사용한다는 것은 정확

한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한강수계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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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타당한 국가전체적 지표를 적용하는 데는 큰 문

제점이 있다. 첫째, 한강수계 지역에 대하여 분석의 시점인 1981년부터 현재까지의

대표적 경제지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 한강수계의 상류지역인 강원도와

충청도 산간 및 경기도 동부 지역을 포함할 경우 오히려 경제성장이 저평가되어 왜

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한강 수질오염 자료는 구의, 잠

실, 뚝도, 보광, 노량진, 영등포, 가양의 7개 지점으로 가장 상류 지점인 구의 지점

을 보더라도 이 지점에 강원도 산간지역의 경제성장률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

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들 측정지점들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의

영향이 지배적이라 생각할 수 있고, 그러하다면 국가전체의 경제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대표성을 확보하는 좋은 대안적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경제성장 지표로서 우리나라 전체의 1인당 GDP(GDP per capita)를 적용하

고자 한다.

2. 하천 수질오염 지표관련

한강의 수질오염 측정은 우리나라 하천 중 가장 먼저 1981년 공식적으로 시행되었

다. 이 때 측정된 지점들은 구의, 뚝도, 보광, 노량진, 영등포, 가양 등이며 이 지점

들은 각기 개별적인 이유를 가지고 선정된 지점들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지점들은

(잠실지점이 추가되어) 1994년 이후 수질자동측정망의 지점으로 연계되어 한강의

수질오염이 측정되어져 왔다.

또한 한강의 수질오염 측정 초기인 1981년에 측정항목으로는 온도, 수소이온농도

(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용존

산소(DO), 대장균군이 측정되었다. 그리고 1994년 부터는 이러한 항목에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총유기탄소량(TOC), 총인(TP) 등이 추가되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표본 수를 최

대한 확보(30개 이상)하기 위하여 가능한 측정항목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용존산소(DO), 대장균군의 5가지를 한강의

수질오염 분석을 위한 변수로 적용하고 1981년부터 1993년까지는 환경부(당시 환경

처)에서 측정·발표한 환경통계연감의 자료(Data)를 사용하고 1994년부터 2014년까지

는 수질자동측정망 자료(Data)를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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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 수질측정망 명세

수계 측정지점 명칭 측정지점 위치 비 고

한강

구의 서울 성동구 광장동(천호대교)

잠실 - 1994년부터 추가

뚝도 서울 성동구 성수동(성수대교)

보광 서울 용산구 보광동(제3한강교)

노량진 서울 동작구 본동(제1한강교)

영등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

가양 서울 강서구 가양동(미원공장뒤)

자료 : 한국환경연감

제3절 조사설계

1. 1단계 : 한강수계 포함 지역 검토

경제성장과 한강 수질오염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서 조사설계를 위한 첫 번째 단계

는 한강을 수계로 하는 지역 즉, 한강수계 포함지역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자료(Data)의 활용가능성,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지표로서 우리나라 전체

의 1인당 GDP를 사용할 계획이나 한강수계 포함 지역을 명확히 분석하는 작업은

연구의 한계점을 명확히 하고 차후에 좀 더 정밀한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한강은 강원도 삼척에서 발원하는 남한강과 북한지역에서

발원하는 북한강이 양평군 두물머리에서 만나 서해로 흐르는 유로연장 400km이상,

유역면적 2만 6,018㎢(북한지역 포함 3만 4,473㎢)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

의 하천이다.

따라서 한강수계 지역은 하류부로부터 한강고양 지역, 한강서울 지역, 경안천 지

역, 남한강 하류 지역 등이 포함되어 진다.

이러한 한강수계 지역들은 다음단계인 수질오염 측정지점에서의 거리, 영향 범위

등을 고려하여 연구목적에 맞는 지역으로 제한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측정지점에서 먼 거리에 있는 강원도 산간 지역의 경우 자연정화 등의 이

유로 한강 수질오염 측정지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반면 경제지표에는 영향

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서 직접영향을 주는 지

역(측정지점에서 20km 이내)과 간접영향을 주는 지역(측정지점에서 20km 이상)을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이를 통하여 서울지역, 한강수계(직접

영향지역), 한강수계(간접영향지역)을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며, 적용가능한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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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지표를 고려하여 연구를 보다 정확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3-2 > 한강수계 직접영향지역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수계현황지도집,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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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 수질오염 측정지점 및 항목 선정

한강의 수질을 측정하는 수질오염 측정 지점은 목적, 측정방법, 측정항목 등에 따

라 일반측정망, 총량측정망, 자동측정망, 퇴적물측정망 등이 있다. 또한 관리추체별

로는 환경부(청), 4대강 물환경연구소, 시·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강지역의 수질오염측정자료, Data의 신뢰성, 연도별 Data활용 가

능성 등을 고려하여 한강에 설치된 수질측정망 중에서 환경부(청)이 관리추체인 수

질(자동)측정망 지점의 1981년부터 2014년의 자료(Data)를 분석자료로 활용할 것이

다. 이렇게 선정된 지점 중 연구의 목적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하류

에서부터 가양, 영등포, 노량진, 보광, 뚝도, 잠실, 구의의 7개소를 최종 대상으로 선

정할 것이다.

< 그림 3-3 > 한강 수질측정망 위치도

자료 : 물환경정보시스템

수질오염에 대한 연구검토 항목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명시하는 하천의 수질

기준 항목과 수질(자동)측정망에서 측정하는 자료(Data)를 검토하여 통계적 분석에

활용가능한 항목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

질(SS), 용존산소(DO), 대장균군의 5개 항목을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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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 경제성장과 한강 수질오염과의 관계 검토

마지막 단계에서는 경제성장 지표와 한강 수질오염 지표들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세가지 회귀분석식인

(1) ln(오염지표) = α0 + α1ln(경제지표) + ε (선형 관계),

(2) ln(오염지표) = β0 + β1ln(경제지표) + β2(ln(경제지표))
2 + ε (2차 곡선),

(3) ln(오염지표) = γ0 + γ1ln(오염지표) + γ2(ln(경제지표))
2 + γ3(ln(경제지표))

3 + ε (3차 곡선)

을 통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녹색성장 추진현황에 대한 실증분석 차원에서 경제성장과 한강 수질

오염과의 관계에 대하여 직관적인 수준을 넘어서 선형 관계, 역 U자형 관계, N자형

관계 등의 오염 패턴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경제성장과 한강 수질오염과의 관계분석

1. 측정 지점별 연도별 개별지표 분석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경제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고, 환경오염

은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로 개선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

든 분석에 있어 첫 번째로 이러한 기존의 의견들을 실제로 발표된 경제지표나 환경

지표의 수치들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경제지표인 1인당 GDP와 구의, 잠실, 뚝도, 보광, 노량진, 영등포, 가양

의 7개 지점들의 환경오염 지표 변화 추이는 아래와 같다.

(1) 구의

< 그림 4-1 > 연도별 개별지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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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지점의 경우 서울지역에서 비교적 상류에 위치한 측정지점으로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서울지역에서 광장동(일부), 암사동 등 극히 일부지역이라 할

수 있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SS), 대장균군은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는 오히려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잠실

< 그림 4-2 > 연도별 개별지표(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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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지점의 경우 상류인 구의 지점과 하류인 뚝도 지점의 중간에 위치한 지점으

로서 1993년까지는 수질오염이 측정되지 않는 지점이었으나, 1994년 이후 수질자동

측정망을 구축하면서 추가되어진 지점이다.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구의

동, 광장동, 신천동(일부) 및 그 상류지역이다. 이 지점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1990년대 이후로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화학적 산소요

구량(COD), 부유물질(SS), 용존산소(DO), 대장균군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뚝도

< 그림 4-3 > 연도별 개별지표(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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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도 지점의 경우 상류인 잠실 지점과 하류인 보광 지점의 중간에 위치한 지점으

로서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성수동(일부), 압구정동(일부)와 그 상류지

역이다. 이 지점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SS)가 2010년대 이후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용존산소(DO), 대장균군

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보광

< 그림 4-4 > 연도별 개별지표(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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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 지점의 경우 상류인 뚝도 지점과 하류인 노량진 지점의 중간에 위치한 지점

으로서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한남동(일부), 신사동 및 그 상류지역이

다. 이 지점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SS), 용존산조(DO)가 1990년

대 이후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대장균군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 노량진

< 그림 4-5 > 연도별 개별지표(노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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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지점의 경우 상류인 보광 지점과 하류인 영등포 지점의 중간에 위치한 지

점으로서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이촌동(일부), 본동(일부)와 그 상류지

역이다. 이 지점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SS), 용존산조(DO), 대

장균군이 1990년대 이후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6) 영등포

< 그림 4-6 > 연도별 개별지표(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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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지점의 경우 상류인 노량진 지점과 하류인 가양 지점의 중간에 위치한 지

점으로서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양화동(일부), 망원동 및 그 상류지역이

다. 이 지점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SS), 용존산조(DO), 대장균

군이 1990년대 이후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도

경미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 가양

< 그림 4-7 > 연도별 개별지표(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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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 지점의 경우 상류인 영등포 지점에 이어 본 연구에서 적용한 최하류에 위치

한 측정지점으로서 가양동(일부), 상암동 및 그 상류지역으로 암사동에 이르기까지

거의 서울 전체지역이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이다. 이 지점에 이르러서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SS), 용존산조(DO), 대장균군,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의 모든 수질오염 측정항목들이 1990년대 이후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8) 평균

< 그림 4-8 > 연도별 개별지표(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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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잠실, 뚝도, 보광, 노량진, 영등포, 가양의 7개 지점의 수질오염 자료(Data)들

을 산술평균한 결과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SS), 용존산조(DO),

대장균군은 개선되는 모습인 반면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거의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측정 지점별 회귀분석(1차 선형) 결과에 따른 관계분석

측정 지점별로 1인당 GDP와 환경오염 지표들의 관계에 대하여 회귀분석(1차 선

형)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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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의

< 표 4-1 > 회귀분석(1차 선형) 결과(구의)

구분
log BOD

(BOD)

log COD

(COD)

log 부유물질

(SS)

log 용존산소

(DO)

log 대장균군수

(CG)

No. of

observations
33 33 33 33 31

Adjusted R2 -0.029 0.466 0.010 0.304 0.179

α0
계수 0.300 -0.044 1.342 0.706 6.700

유의수준 0.063 0.691 0.001 0.000 0.000

α1
계수 -0.012 0.148 -0.102 0.077 -0.780

유의수준 0.759 0.000 0.257 0.001 0.010

한강에서 비교적 상류에 위치한 구의 지점의 경우 결정계수(R2)와 유의수준을 고

려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용존산소(DO) 항목으로서 회귀계수 α1이 0.077

로 분석되어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수질오염이 개선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

다.

(2) 잠실

< 표 4-2 > 회귀분석(1차 선형) 결과(잠실)

구분
log BOD

(BOD)

log COD

(COD)

log 부유물질

(SS)

log 용존산소

(DO)

log 대장균군수

(CG)

No. of

observations
20 20 20 20 20

Adjusted R2 0.500 -0.053 -0.054 0.406 0.059

α0
계수 2.238 0.517 0.782 0.108 -1.675

유의수준 0.000 0.048 0.204 0.666 0.631

α1
계수 -0.477 0.013 0.025 0.218 1.207

유의수준 0.000 0.823 0.864 0.002 0.156

잠실 지점의 회귀분석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의 회귀계수(α1)는 -0.477,

용존산소(DO)의 회귀계수(α1)는 0.218로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수질오염이

개선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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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뚝도

< 표 4-3 > 회귀분석(1차 선형) 결과(뚝도)

구분
log BOD

(BOD)

log COD

(COD)

log 부유물질

(SS)

log 용존산소

(DO)

log 대장균군수

(CG)

No. of

observations
33 33 33 33 31

Adjusted R2 0.005 0.142 0.375 0.139 0.204

α0
계수 0.629 0.352 2.130 0.752 7.596

유의수준 0.004 0.003 0.000 0.000 0.000

α1
계수 -0.054 0.068 -0.281 0.060 -0.796

유의수준 0.293 0.017 0.000 0.019 0.006

뚝도 지점의 회귀분석 결과 부유물질(SS)의 회귀계수(α1)는 -0.281이고, 대장균군

의 회귀계수(α1)는 -0.796으로서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수질오염이 개선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4) 보광

< 표 4-4 > 회귀분석(1차 선형) 결과(보광)

구분
log BOD

(BOD)

log COD

(COD)

log 부유물질

(SS)

log 용존산소

(DO)

log 대장균군수

(CG)

No. of

observations
33 33 33 33 31

Adjusted R2 0.260 -0.031 0.447 0.223 0.083

α0
계수 1.163 0.718 2.347 0.585 6.797

유의수준 0.000 0.000 0.000 0.000 0.000

α1
계수 -0.157 -0.006 -0.330 0.096 -0.550

유의수준 0.001 0.840 0.000 0.030 0.064

보광 지점의 회귀분석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의 회귀계수(α1)은 -0.157,

부유물질(SS)의 회귀계수(α1)은 -0.330, 용존산소(DO)의 회귀계수(α1)은 0.096으로 1

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수질오염이 개선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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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량진

< 표 4-5 > 회귀분석(1차 선형) 결과(노량진)

구분
log BOD

(BOD)

log COD

(COD)

log 부유물질

(SS)

log 용존산소

(DO)

log 대장균군수

(CG)

No. of

observations
33 33 33 33 31

Adjusted R2 0.527 -0.031 0.191 0.299 0.546

α0
계수 1.437 0.705 2.006 0.515 9.665

유의수준 0.000 0.000 0.000 0.000 0.000

α1
계수 -0.220 0.004 -0.235 0.108 -1.260

유의수준 0.000 0.858 0.006 0.001 0.000

노량진 지점의 회귀분석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의 회귀계수(α1)은

-0.220, 용존산소(DO)의 회귀계수(α1)은 0.108, 대장균군의 회귀계수(α1)은 -1.260으

로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수질오염이 개선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6) 영등포

< 표 4-6 > 회귀분석(1차 선형) 결과(영등포)

구분
log BOD

(BOD)

log COD

(COD)

log 부유물질

(SS)

log 용존산소

(DO)

log 대장균군수

(CG)

No. of

observations
33 33 33 33 31

Adjusted R2 0.742 0.369 0.555 0.537 0.348

α0
계수 2.273 1.233 2.745 0.120 12.340

유의수준 0.000 0.000 0.000 0.362 0.000

α1
계수 -0.428 -0.126 -0.414 0.202 -1.938

유의수준 0.000 0.000 0.000 0.000 0.000

영등포 지점의 회귀분석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의 회귀계수(α1)은

-0.428,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의 회귀계수(α1)은 -0.126, 부유물질(SS)의 회귀계

수(α1)은 -0.414, 대장균군의 회귀계수(α1)은 -1.938으로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

라 수질오염이 개선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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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양

< 표 4-7 > 회귀분석(1차 선형) 결과(가양)

구분
log BOD

(BOD)

log COD

(COD)

log 부유물질

(SS)

log 용존산소

(DO)

log 대장균군수

(CG)

No. of

observations
32 31 32 32 30

Adjusted R2 0.839 0.573 0.158 0.721 0.516

α0
계수 3.250 1.900 2.180 -0.749 13.649

유의수준 0.000 0.000 0.000 0.000 0.000

α1
계수 -0.648 -0.274 -0.250 0.405 -2.206

유의수준 0.000 0.000 0.014 0.000 0.000

가양 지점의 회귀분석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의 회귀계수(α1)은 -0.648,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의 회귀계수(α1)은 -0.274, 용존산소(DO)의 회귀계수(α1)은

0.405, 대장균군의 회귀계수(α1)은 -2.206으로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수질오염

이 개선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8) 평균

< 표 4-8 > 회귀분석(1차 선형) 결과(평균)

구분
log BOD

(BOD)

log COD

(COD)

log 부유물질

(SS)

log 용존산소

(DO)

log 대장균군수

(CG)

No. of

observations
33 33 33 33 31

Adjusted R2 0.727 0.150 0.352 0.546 0.498

α0
계수 1.889 0.932 2.239 0.397 13.212

유의수준 0.000 0.000 0.000 0.000 0.000

α1
계수 -0.346 -0.062 -0.297 0.142 -2.131

유의수준 0.000 0.015 0.000 0.000 0.000

7개 지점을 산술평균한 평균값의 회귀분석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의

회귀계수(α1)은 -0.346, 부유물질(SS)의 회귀계수(α1)은 -0.297, 용존산소(DO)의 회

귀계수(α1)은 0.142, 대장균군의 회귀계수(α1)은 -2.131으로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수질오염이 개선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3. 측정 지점별 회귀분석(2차 곡선) 결과에 따른 관계분석

측정 지점별로 1인당 GDP와 환경오염 지표들의 관계에 대하여 회귀분석(2차 곡

선)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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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의

< 표 4-9 > 회귀분석(2차 곡선) 결과(구의)

구분
log BOD

(BOD)

log COD

(COD)

log 부유물질

(SS)

log 용존산소

(DO)

log 대장균군수

(CG)

No. of

observations
33 33 33 33 31

Adjusted R2 -0.042 0.523 0.329 0.376 0.155

β0
계수 -1.174 2.661 15.107 2.629 12.522

유의수준 0.538 0.041 0.000 0.007 0.382

β1
계수 0.759 -1.266 -7.300 -0.929 -3.788

유의수준 0.446 0.061 0.000 0.057 0.606

β2
계수 -0.100 0.183 0.933 0.130 0.386

유의수준 0.439 0.038 0.000 0.040 0.682

전환점(TP,달러) 2,878 8,168 3,742

구의 지점의 회귀분석 결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의 회귀계수(β2)은 0.183, 부

유물질(SS)의 회귀계수(β2)은 0.933으로 이는 통계적으로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수질오염이 U자 형태를 보이며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용존

산소(DO)의 회귀계수(β2)은 0.130으로 이는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수질오염

이 개선되는 역U자형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환경 쿠즈네츠 가설에 따른 전환점

(TP)은 용존산조(DO)의 경우 3,742달러에서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2) 잠실

< 표 4-10 > 회귀분석(2차 곡선) 결과(잠실)

구분
log BOD

(BOD)

log COD

(COD)

log 부유물질

(SS)

log 용존산소

(DO)

log 대장균군수

(CG)

No. of

observations
20 20 20 20 20

Adjusted R2 0.502 0.101 -0.103 0.508 0.014

β0
계수 -12.966 -14.226 9.475 15.844 45.562

유의수준 0.383 0.068 0.636 0.043 0.693

β1
계수 6.793 7.062 -4.131 -7.305 -21.377

유의수준 0.340 0.059 0.666 0.050 0.699

β2
계수 -0.868 -0.841 0.496 0.898 2.696

유의수준 0.308 0.060 0.664 0.044 0.683

전환점(TP,달러) 1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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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지점의 회귀분석 결과 용존산소(DO)의 회귀계수(β2)은 0.898으로 이는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수질오염이 개선되는 역U자형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환

경 쿠즈네츠 가설에 따른 전환점(TP)은 용존산조(DO)의 경우 11,678달러에서 형성

된 것으로 분석된다.

(3) 뚝도

< 표 4-11 > 회귀분석(2차 곡선) 결과(뚝도)

구분
log BOD

(BOD)

log COD

(COD)

log 부유물질

(SS)

log 용존산소

(DO)

log 대장균군수

(CG)

No. of

observations
33 33 33 33 31

Adjusted R2 0.112 0.272 0.517 0.172 0.179

β0
계수 -4.317 -2.677 10.469 2.462 12.282

유의수준 0.068 0.032 0.000 0.039 0.367

β1
계수 2.532 1.652 -4.641 -0.834 -3.216

유의수준 0.041 0.012 0.002 0.171 0.645

β2
계수 -0.335 -0.205 0.565 0.116 0.310

유의수준 0.037 0.016 0.003 0.142 0.728

전환점(TP,달러) 10,697 12,796

뚝도 지점의 회귀분석 결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의 회귀계수(β2)은 -0.205로 1

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수질오염이 개선되는 역U자형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부유물질(SS)의 회귀계수(β2)은 0.565로 이는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수질오

염이 오히려 악화되는 U자형 결과를 보이고 있어 두 환경오염 지표의 분석결과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환경 쿠즈네츠 가설에 따른 전환점(TP)은 화학

적 산소요구량(COD)의 경우 10,697달러에서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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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광

< 표 4-12 > 회귀분석(2차 곡선) 결과(보광)

구분
log BOD

(BOD)

log COD

(COD)

log 부유물질

(SS)

log 용존산소

(DO)

log 대장균군수

(CG)

No. of

observations
33 33 33 33 31

Adjusted R2 0.241 -0.059 0.637 0.210 0.062

β0
계수 2.178 0.081 12.544 1.612 15.309

유의수준 0.324 0.956 0.000 0.275 0.287

β1
계수 -0.687 0.327 -5.662 -0.441 -4.948

유의수준 0.548 0.673 0.000 0.563 0.502

β2
계수 0.069 -0.043 0.691 0.070 0.564

유의수준 0.642 0.667 0.000 0.482 0.550

전환점(TP,달러) 12,501

보광 지점의 회귀분석 결과 부유물질(SS)의 회귀계수(β2)은 0.691으로 이는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수질오염이 악화되는 U자형 결과를 보이고 있다.

(5) 노량진

< 표 4-13 > 회귀분석(2차 곡선) 결과(노량진)

구분
log BOD

(BOD)

log COD

(COD)

log 부유물질

(SS)

log 용존산소

(DO)

log 대장균군수

(CG)

No. of

observations
33 33 33 33 31

Adjusted R2 0.541 -0.048 0.538 0.282 0.563

β0
계수 3.805 1.516 16.305 1.199 24.192

유의수준 0.034 0.201 0.000 0.386 0.021

β1
계수 -1.458 -0.419 -7.712 -0.250 -8.766

유의수준 0.113 0.493 0.000 0.727 0.097

β2
계수 0.160 0.055 0.969 0.046 0.962

유의수준 0.175 0.488 0.000 0.618 0.153

전환점(TP,달러) 9,536

노량진 지점의 회귀분석 결과 부유물질(SS)의 회귀계수(β2)은 0.969으로 이는 1인

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수질오염이 악화되는 U자형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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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등포

< 표 4-14 > 회귀분석(2차 곡선) 결과(영등포)

구분
log BOD

(BOD)

log COD

(COD)

log 부유물질

(SS)

log 용존산소

(DO)

log 대장균군수

(CG)

No. of

observations
33 33 33 33 31

Adjusted R2 0.764 0.410 0.670 0.522 0.466

β0
계수 6.266 3.565 11.908 0.384 68.706

유의수준 0.004 0.011 0.000 0.811 0.003

β1
계수 -2.515 -1.346 -5.205 0.064 -31.058

유의수준 0.024 0.059 0.001 0.939 0.007

β2
계수 0.271 0.158 0.621 0.018 3.734

유의수준 0.058 0.085 0.002 0.869 0.011

전환점(TP,달러) 43,674 15,517 14,415

영등포 지점의 회귀분석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의 회귀계수(β2)은

0.271, 부유물질(SS)의 회귀계수(β2)은 0.621, 대장균군의 회귀계수(β2)은 3.734로 이

는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수질오염이 악화되는 U자형 결과를 보이고 있다.

(7) 가양

< 표 4-15 > 회귀분석(2차 곡선) 결과(가양)

구분
log BOD

(BOD)

log COD

(COD)

log 부유물질

(SS)

log 용존산소

(DO)

log 대장균군수

(CG)

No. of

observations
32 31 32 32 30

Adjusted R2 0.844 0.598 0.372 0.712 0.525

β0
계수 6.668 5.154 15.321 -1.121 36.965

유의수준 0.009 0.013 0.001 0.610 0.058

β1
계수 -2.426 -1.959 -7.089 0.599 -14.190

유의수준 0.059 0.061 0.002 0.600 0.150

β2
계수 0.230 0.217 0.883 -0.025 1.530

유의수준 0.160 0.103 0.002 0.865 0.221

전환점(TP,달러) 10,331

가양 지점의 회귀분석 결과 부유물질(SS)의 회귀계수(β2)은 0.883으로 이는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수질오염이 악화되는 U자형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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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평균

< 표 4-16 > 회귀분석(2차 곡선) 결과(평균)

구분
log BOD

(BOD)

log COD

(COD)

log 부유물질

(SS)

log 용존산소

(DO)

log 대장균군수

(CG)

No. of

observations
33 33 33 33 31

Adjusted R2 0.721 0.131 0.599 0.550 0.571

β0
계수 2.967 1.580 13.875 1.623 55.370

유의수준 0.111 0.183 0.000 0.141 0.004

β1
계수 -0.910 -0.401 -6.381 -0.500 -23.911

유의수준 0.341 0.512 0.000 0.380 0.012

β2
계수 0.073 0.044 0.789 0.083 2.793

유의수준 0.553 0.579 0.000 0.261 0.022

전환점(TP,달러) 11,059 19,078

7개 지점을 산술평균한 평균값의 회귀분석 결과 부유물질(SS)의 회귀계수(β2)은

0.789, 대장균군의 회귀계수(β2)은 2.793으로 이는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수질

오염이 악화되는 U자형 결과를 보이고 있다.

4. 측정 지점별 회귀분석(3차 곡선) 결과에 따른 관계분석

측정 지점별로 1인당 GDP와 환경오염 지표들의 관계에 대하여 회귀분석(3차 곡

선)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구의

< 표 4-17 > 회귀분석(3차 곡선) 결과(구의)

구분
log BOD

(BOD)

log COD

(COD)

log 부유물질

(SS)

log 용존산소

(DO)

log 대장균군수

(CG)

No. of

observations
33 33 33 33 31

Adjusted R2 -0.040 0.521 0.322 0.383 0.154

γ0
계수 -0.726 1.734 10.402 2.031 10.254

유의수준 0.568 0.046 0.000 0.002 0.287

γ1
계수 0.391 -0.550 -3.662 -0.444 -2.159

유의수준 0.433 0.102 0.000 0.067 0.559

γ2
계수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유의수준 0.096 0.250 0.059 0.000 0.076

γ3
계수 -0.009 0.016 0.079 0.012 0.030

유의수준 0.418 0.040 0.000 0.033 0.708

전환점(TP,달러) 8,528 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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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지점의 회귀분석 결과 부유물질(SS)의 회귀계수(γ3)은 0.079, 회귀계수(γ2)는

제외, 회귀계수(γ1)은 -3.662으로 이는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수질오염이 악

화되는 U자형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용존산소(DO)의 회귀계수(γ3)은 0.012, 회귀계

수(γ2)는 제외, 회귀계수(γ1)은 -0.444로 이는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수질오염

이 개선되는 역U자형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환경 쿠즈네츠 가설에 따른 전환점

(TP)은 용존산소(DO)의 경우 3,250달러에서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2) 잠실

< 표 4-18 > 회귀분석(3차 곡선) 결과(잠실)

구분
log BOD

(BOD)

log COD

(COD)

log 부유물질

(SS)

log 용존산소

(DO)

log 대장균군수

(CG)

No. of

observations
20 20 20 20 20

Adjusted R2 0.503 0.104 -0.104 0.504 0.013

γ0
계수 -8.059 -9.441 6.394 10.526 29.644

유의수준 0.418 0.071 0.635 0.046 0.702

γ1
계수 3.217 3.585 -1.988 -3.518 -10.026

유의수준 0.368 0.057 0.680 0.060 0.718

γ2
계수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유의수준 0.466 0.326 0.164 0.007 0.677

γ3
계수 -0.070 -0.068 0.038 0.071 0.213

유의수준 0.303 0.058 0.676 0.047 0.686

전환점(TP,달러) 11,589

잠실 지점의 회귀분석 결과 용존산소(DO)의 회귀계수(γ3)은 0.071, 회귀계수(γ2)는

제외, 회귀계수(γ1)은 -3.518로 이는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수질오염이 개선

되는 역U자형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환경 쿠즈네츠 가설에 따른 전환점(TP)은

용존산소(DO)의 경우 11,589달러에서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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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뚝도

< 표 4-19 > 회귀분석(3차 곡선) 결과(뚝도)

구분
log BOD

(BOD)

log COD

(COD)

log 부유물질

(SS)

log 용존산소

(DO)

log 대장균군수

(CG)

No. of

observations
33 33 33 33 31

Adjusted R2 0.114 0.273 0.512 0.178 0.180

γ0
계수 -2.690 -1.666 7.586 1.942 10.908

유의수준 0.087 0.045 0.000 0.016 0.234

γ1
계수 1.250 0.861 -2.424 -0.407 -2.081

유의수준 0.044 0.010 0.001 0.180 0.553

γ2
계수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유의수준 0.368 0.845 0.015 0.001 0.309

γ3
계수 -0.029 -0.018 0.048 0.010 0.028

유의수준 0.036 0.016 0.004 0.124 0.713

전환점(TP,달러) 12,672

뚝도 지점의 회귀분석 결과 부유물질(SS)의 회귀계수(γ3)은 0.048, 회귀계수(γ2)는

제외, 회귀계수(γ1)은 -2.424로 이는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수질오염이 악화

되는 U자형 결과를 보이고 있다.

(4) 보광

< 표 4-20 > 회귀분석(3차 곡선) 결과(보광)

구분
log BOD

(BOD)

log COD

(COD)

log 부유물질

(SS)

log 용존산소

(DO)

log 대장균군수

(CG)

No. of

observations
33 33 33 33 31

Adjusted R2 0.239 -0.057 0.630 0.213 0.062

γ0
계수 1.743 0.242 9.023 1.331 12.425

유의수준 0.239 0.807 0.000 0.178 0.200

γ1
계수 -0.384 0.181 -2.953 -0.197 -2.733

유의수준 0.504 0.641 0.000 0.605 0.461

γ2
계수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유의수준 0.001 0.010 0.002 0.001 0.778

γ3
계수 0.005 -0.004 0.058 0.007 0.048

유의수준 0.690 0.629 0.000 0.442 0.554

전환점(TP,달러) 1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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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 지점의 회귀분석 결과 부유물질(SS)의 회귀계수(γ3)은 0.058, 회귀계수(γ2)는

제외, 회귀계수(γ1)은 -2.953로 이는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수질오염이 악화

되는 U자형 결과를 보이고 있다.

(5) 노량진

< 표 4-21 > 회귀분석(3차 곡선) 결과(노량진)

구분
log BOD

(BOD)

log COD

(COD)

log 부유물질

(SS)

log 용존산소

(DO)

log 대장균군수

(CG)

No. of

observations
33 33 33 33 31

Adjusted R2 0.540 -0.050 0.530 0.283 0.564

γ0
계수 2.969 1.222 11.420 1.021 19.418

유의수준 0.015 0.125 0.000 0.270 0.007

γ1
계수 -0.822 -0.199 -3.933 -0.091 -5.044

유의수준 0.077 0.517 0.000 0.799 0.059

γ2
계수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유의수준 0.081 0.185 0.019 0.006 0.679

γ3
계수 0.013 0.005 0.082 0.004 0.083

유의수준 0.188 0.506 0.000 0.579 0.150

전환점(TP,달러) 9,965

노량진 지점의 회귀분석 결과 부유물질(SS)의 회귀계수(γ3)은 0.082, 회귀계수(γ2)

는 제외, 회귀계수(γ1)은 -3.933으로 이는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수질오염이

악화되는 U자형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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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등포

< 표 4-22 > 회귀분석(3차 곡선) 결과(영등포)

구분
log BOD

(BOD)

log COD

(COD)

log 부유물질

(SS)

log 용존산소

(DO)

log 대장균군수

(CG)

No. of

observations
33 33 33 33 31

Adjusted R2 0.763 0.407 0.666 0.522 0.466

γ0
계수 4.885 2.750 8.738 0.338 49.916

유의수준 0.001 0.004 0.000 0.753 0.001

γ1
계수 -1.454 -0.722 -2.768 0.117 -16.515

유의수준 0.010 0.045 0.000 0.781 0.005

γ2
계수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유의수준 0.138 0.065 0.006 0.061 0.857

γ3
계수 0.023 0.013 0.052 0.002 0.318

유의수준 0.062 0.093 0.002 0.838 0.011

전환점(TP,달러) 16,305

영등포 지점의 회귀분석 결과 부유물질(SS)의 회귀계수(γ3)은 0.052, 회귀계수(γ2)

는 제외, 회귀계수(γ1)은 -2.768으로 이는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수질오염이

악화되는 U자형 결과를 보이고 있다.

(7) 가양

< 표 4-23 > 회귀분석(3차 곡선) 결과(가양)

구분
log BOD

(BOD)

log COD

(COD)

log 부유물질

(SS)

log 용존산소

(DO)

log 대장균군수

(CG)

No. of

observations
32 31 32 32 30

Adjusted R2 0.844 0.597 0.364 0.712 0.526

γ0
계수 5.547 4.051 10.806 -1.009 29.530

유의수준 0.002 0.004 0.000 0.494 0.026

γ1
계수 -1.546 -1.111 -3.622 0.507 -8.334

유의수준 0.019 0.036 0.001 0.378 0.096

γ2
계수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유의수준 0.595 0.397 0.016 0.719 0.318

γ3
계수 0.020 0.018 0.075 -0.002 0.133

유의수준 0.157 0.108 0.003 0.858 0.213

전환점(TP,달러) 1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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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 지점의 회귀분석 결과 부유물질(SS)의 회귀계수(γ3)은 0.075, 회귀계수(γ2)는

제외, 회귀계수(γ1)은 -3.622으로 이는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수질오염이 악

화되는 U자형 결과를 보이고 있다.

(8) 평균

< 표 4-24 > 회귀분석(3차 곡선) 결과(평균)

구분
log BOD

(BOD)

log COD

(COD)

log 부유물질

(SS)

log 용존산소

(DO)

log 대장균군수

(CG)

No. of

observations
33 33 33 33 31

Adjusted R2 0.721 0.131 0.592 0.552 0.570

γ0
계수 2.588 1.353 9.886 1.250 41.314

유의수준 0.040 0.091 0.000 0.091 0.001

γ1
계수 -0.621 -0.227 -3.301 -0.194 -13.033

유의수준 0.198 0.459 0.000 0.495 0.007

γ2
계수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유의수준 0.500 0.526 0.013 0.012 0.863

γ3
계수 0.006 0.004 0.067 0.007 0.238

유의수준 0.563 0.588 0.000 0.239 0.022

전환점(TP,달러) 11,285

7개 지점을 산술평균한 평균값의 회귀분석 결과 부유물질(SS)의 회귀계수(γ3)은

0.067, 회귀계수(γ2)는 제외, 회귀계수(γ1)은 -3.301으로 이는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수질오염이 악화되는 U자형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제5장 분석결과

1. 측정 지점별 연도별 개별지표 분석결과

(1) 연도별 1인당 GDP의 경우 1997∼1998년(외환외기), 2008∼2009년(금융위기)을

제외하고는 측정시작년인 1981년의 1,969달러부터 2013년의 25,977달러까지 지속적

으로 상승하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지점별 한강 수질오염 측정수치는 상류인 구의, 잠실에서는 2010년까지도 수질

오염 개선의 모습이 명확치 않는 상태였으나, 영등포, 가양의 하류쪽으로 갈수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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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모든 측정항목 자료에서 수질오염이 개선되는 모습이 점차적으로 명확히 나타나

고 있었다. 이것은 한강 하류로 갈수록 서울지역의 수질오염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

하고 따라서 수질 개선을 위한 정책, 예산 등의 효과가 하류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

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2. 측정 지점별 회귀분석(1차 선형) 결과에 따른 관계 분석결과

(1) 경제성장에 따른 한강의 수질오염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통계적 분석을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서 1차 선형을 가정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모든 지점에서 회

귀계수가 유의미하게 음수(-)를 나타내었으며, 연도별 개별지표 분석에서와 동일하

게 구의 등 상류보다는 가양 등 하류에서 더 많은 측정지표의 회귀분석 결과가 유

의미하게 음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앞서와 같이 서울시 지역의 수질오염 원인요

인들이 상류보다는 하류에서 더욱 확실하게 수질오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일 것이

다.

< 표 4-25 > 회귀분석(1차 선형) 분석결과 요약

지점 유의미한 결과 수 오염상태 비 고

구의 1 개선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항목은 모두

수질오염이

개선되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남

잠실 2 개선

뚝도 2 개선

보광 3 개선

노량진 3 개선

영등포 4 개선

가양 4 개선

평균 4 개선

(2) 그러나 한강의 수질오염 측정항목별로 분석하였을 때 상류와 하류 사이의 특

정한 패턴을 찾아내지는 못하였다.

3. 측정 지점별 회귀분석(2차 곡선) 결과에 따른 관계 분석결과

(1) 경제성장에 따른 한강의 수질오염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통계적 분석을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서 2차 선형을 가정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구의 및 잠실의

용존산소(DO)와 뚝도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항목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수질오염이 개선되는 역U자의 형태를 나타내었으

나, 그 외 11개 항목에서는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수질오염이 오히려 악화

되는 U자형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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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6 > 회귀분석(2차 선형) 분석결과 요약

지점 유의미한 결과 수 오염상태 비 고

구의 3 혼재(개선 및 악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패턴이

불명확하며,

개선상태에 있어

개선과 악화가

혼재되어 나타남

잠실 1 개선

뚝도 2 혼재(개선 및 악화)

보광 1 악화

노량진 1 악화

영등포 3 악화

가양 1 악화

평균 2 악화

(2) 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한강의 수질오염과의 관계가 환경 쿠즈네츠(EKC)

가설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3) 환경 쿠즈네츠 가설에 따라 역U자형 형태를 보이는 지점과 항목을 기준으로

전환점(TP)은 구의의 용존산소(DO)가 3,742달러, 잠실의 용존산소(DO)가 11,678달

러, 뚝도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10,697달러로 나타났다.

4. 측정 지점별 회귀분석(3차 곡선) 결과에 따른 관계 분석결과

(1) 경제성장에 따른 한강의 수질오염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통계적 분석으로서 위

한 세 번째 방법으로서 3차 선형을 가정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상류 지점인

구의 및 잠실의 용존산소(DO)에서 항목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1인당 GDP

가 증가함에 따라 수질오염이 개선되는 역U자의 형태를 나타내었으나, 그 외 7개

항목에서는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수질오염이 오히려 악화되는 U자형의 결

과가 도출되었다.

< 표 4-27 > 회귀분석(3차 선형) 분석결과 요약

지점 유의미한 결과 수 오염상태 비 고

구의 2 혼재(개선 및 악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패턴이

불명확하며,

개선상태에 있어

주로 악화되어

나타남

잠실 1 개선

뚝도 1 악화

보광 1 악화

노량진 1 악화

영등포 1 악화

가양 1 악화

평균 1 악화

(2) 이는 2차 곡선을 가정한 회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에 따른 수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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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개선의 정도가 미미하거나, 자료(Data)의 수 부족에 따른 통계적 신뢰성 저하,

자료(Data)내적 타당성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3) 환경 쿠즈네츠 가설에 따라 역U자형13) 형태를 보이는 지점과 항목을 기준으로

전환점(TP)은 구의의 용존산소(DO)가 3,250달러, 잠실의 용존산소(DO)가 11,589달

러로 나타났다.

5. 소 결 (가설에 대한 분석결과)

(1) 첫 번째 가설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한강 수질오염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는 상류인 구의지점에서 하류인 가양지점까지 7개 지점 5개 측정항목

모두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채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러

한 가설은 하류로 갈수록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생물화화학적 산

소요구량(BOD)과 용존산소(DO)는 7개 지점 중 5개 지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분석되었다. 다만,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는 7개 지점 중 영등포, 가양의

2개 하류지점에서만 통계적으로 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2) 두 번째 가설인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한강 수질오염은 환경 쿠즈네츠 가설(역

U형)을 따를 것이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항목만을 고려해볼 때 채택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전체 14개의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 가운데 단 3개 항목만

이 환경 쿠즈네츠 가설(역U형)을 보이는 것으로 나머지는 개선 및 악화가 혼재되었

거나 오히려 수질오염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한강 수질오염이 환경 쿠즈네츠 가설을 따르지 않는 이유로는 첫 번째

한강에 대한 전환점(TP)이 이미 1981년 이전에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수질오염이

역U형을 보이면서 전환점(TP)를 나타내려면 경제성장과 수질오염이 상반되는 구간

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한강의 경우 1981년부터 현재까지 자료(Data)는 경제성장은

줄곧 좋아진 반면, 수질오염은 계속해서 개선되는 형태를 보여주었다. 두 번째는 환

경 쿠즈네츠 가설(EKC)이 항목에 따라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이다. 환경 쿠즈네츠 가설에서는 초기 경제성장에 따라 환경오염이 심화된다고 가

정하였으나, 경제성장과 동시에 이에 따른 환경오염 상쇄효과가 강력한 경우 환경

쿠즈네츠 가설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발전에 따라 급격한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빠르게 성장한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3) 3차 선형을 가정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수질오염이 N자형의 패턴을 보이는지를 알아

보기 위한 것이었으나, 통계분석 결과 전환점(TP)이 음수(-)와 양수(+)에서 각각 한 개씩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U자형의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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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 번째 가설인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한강 수질오염은 환경 쿠즈네츠 가설(N

형)을 따를 것이다’는 유의미한 통계적 결과의 수가 9개로서 2차 선형을 가정한 모

델보다 통계적으로 신뢰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수질오염에 대한

분석결과도 하나의 지점에서 측정 항목에 따라 개선 및 악화가 혼재되었거나, 측정

지점에 따라 개선 또는 악화가 상반되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제6장 시사점 및 결론

1. 한강 수질오염 분석을 통한 녹색성장 추진현황 시사점

녹색성장은 경제성장과 환경개선을 동시에 이루고자하는 개념이다. 녹색성장의 범

주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한강 수질오염과의 관계 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는 경제성장에 따라 한강 수질오염이 점차로 개선

되고 있는, 녹색성장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질오염방지기술의 발전, 규제 및 제도의 비교적 적정한 이행, 환경보

전에 대한 시민의식의 성숙을 그 원동력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강 수질오염이 개선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

다. 해외 많은 사례는 지금도 주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

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한강의 경우 경제발전에 따른

수질오염이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면 법·제도·행정적, 기술·공학적, 생활의식·규

범적 이유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강의 경우처럼 4대강 혹은 국내 수많은 지천으로 연구와 관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강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하천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예산과 관심이 집중되었기에 녹색성장의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

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천에 대한 이러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

지 않은 만큼 앞으로는 4대강과 지천에도 유사한 연구와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

다.

2. 요약 및 결론

(1) 2008년 이후 확산된 녹색성장의 이념은 이제 경제,문화,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고려대상이 되어있다. 이러한 녹색성장의 정책추진 현황에 대하여 한강 수질오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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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1980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한

강 수질오염은 개선되는 긍정적 결과를 낳았다. 이는 우리나라 녹색성장이 수질오

염 개선 측면에서도 충분이 가능함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간의 추진정

책 또한 전반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2) 다만, 한강의 경우 투자와 관리가 집중되어진 측면이 있는 만큼 한강을 제외한

4대강과 다른 지천에 대하여도 이러한 효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구체적 이유에 대하여도

행정적, 기술적, 규범적 연구가 더욱 면밀하게 진행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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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수질자료

1. 구의

번호 년 측정소명 1인당 GDP
국내총생산

(억불)

인구

(만명)

BOD

(㎎/L)

COD

(㎎/L)

부유물질

(㎎/L)

용존산소

(㎎/L)
총대장균군수

1 1981 구의 1,969 762 3872 1.5 3 17.7 9.4 　

2 1982 구의 2,076 816 3933 1.5 2.8 19.6 8.4 　

3 1983 구의 2,268 905 3991 2.7 3.7 17.3 8.5 84000

4 1984 구의 2,475 1000 4041 2.4 2.6 8.6 9.8 7400

5 1985 구의 2,542 1037 4081 1.7 2.8 9.4 10.2 37000

6 1986 구의 2,906 1198 4121 1.7 3.3 9.4 10.1 2400

7 1987 구의 3,628 1510 4162 1.4 3.2 8.1 10.3 1300

8 1988 구의 4,813 2023 4203 1.6 3.3 3.7 10.1 7000

9 1989 구의 5,860 2488 4245 1.6 2.7 8.4 11.1 15000

10 1990 구의 6,642 2848 4287 1.5 3 7.6 10.5 3600

11 1991 구의 7,676 3323 4330 1.9 2.9 4.8 10.3 910

12 1992 구의 8,140 3561 4375 1.8 2.5 5 10.2 1000

13 1993 구의 8,869 3920 4419 1.9 2.8 7.3 10.4 5400

14 1994 구의 10,275 4587 4464 1.9 3.4 6.5 8.8 12282

15 1995 구의 12,404 5593 4509 2.1 3.7 11.6 9.9 5325

16 1996 구의 13,255 6034 4552 2.1 3.8 11.1 9.5 8192

17 1997 구의 12,197 5605 4595 2.5 4.3 11.6 9.9 10167

18 1998 구의 8,134 3765 4629 2 3.7 10.2 10.1 4403

19 1999 구의 10,432 4863 4662 1.8 3.4 10 8.9 3617

20 2000 구의 11,948 5616 4701 1.5 3.4 5 8.7 697

21 2001 구의 11,256 5331 4736 1.8 3.8 6.5 9.6 3723

22 2002 구의 12,789 6090 4762 1.8 4 5.5 8.9 9730

23 2003 구의 14,219 6805 4786 1.8 3.6 6 9.8 6931

24 2004 구의 15,922 7649 4804 1.7 3.8 7.6 11.1 4095

25 2005 구의 18,658 8981 4814 1.3 3.8 7 10.8 257

26 2006 구의 20,917 10120 4837 1.7 3.5 8.2 11 513

27 2007 구의 23,101 11230 4860 1.6 3.9 10.1 10.9 477

28 2008 구의 20,475 10020 4895 2.1 4.3 7.6 11.5 2737

29 2009 구의 18,339 9019 4918 2.5 5 13.5 12.2 4005

30 2010 구의 22,151 10940 4941 1.7 4.5 7.5 12.4 5852

31 2011 구의 24,156 12020 4978 1.7 4.1 17.7 11.9 5831

32 2012 구의 24,454 12230 5000 1.6 4.4 13.2 12.4 2929

33 2013 구의 25,977 13050 5022 1.4 3.9 6.7 12 1346

34 2014 구의 　 　 　 1.8 4 5.8 11.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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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실

번호 년 측정소명 1인당 GDP
국내총생산

(억불)

인구

(만명)

BOD

(㎎/L)

COD

(㎎/L)

부유물질

(㎎/L)

용존산소

(㎎/L)
총대장균군수

1 1981 잠실 1,969 762 3872 　 　 　 　 　

2 1982 잠실 2,076 816 3933 　 　 　 　 　

3 1983 잠실 2,268 905 3991 　 　 　 　 　

4 1984 잠실 2,475 1000 4041 　 　 　 　 　

5 1985 잠실 2,542 1037 4081 　 　 　 　 　

6 1986 잠실 2,906 1198 4121 　 　 　 　 　

7 1987 잠실 3,628 1510 4162 　 　 　 　 　

8 1988 잠실 4,813 2023 4203 　 　 　 　 　

9 1989 잠실 5,860 2488 4245 　 　 　 　 　

10 1990 잠실 6,642 2848 4287 　 　 　 　 　

11 1991 잠실 7,676 3323 4330 　 　 　 　 　

12 1992 잠실 8,140 3561 4375 　 　 　 　 　

13 1993 잠실 8,869 3920 4419 　 　 　 　 　

14 1994 잠실 10,275 4587 4464 2.4 3.1 6.6 9.2 488

15 1995 잠실 12,404 5593 4509 2 3.7 8.8 9.8 1234

16 1996 잠실 13,255 6034 4552 2.3 4.2 10 10 3025

17 1997 잠실 12,197 5605 4595 2.6 4.5 8.8 10.6 1428

18 1998 잠실 8,134 3765 4629 2.2 3.6 9.1 11.8 3502

19 1999 잠실 10,432 4863 4662 1.9 3.6 9.5 8.6 867

20 2000 잠실 11,948 5616 4701 1.5 3.3 5.5 8.6 918

21 2001 잠실 11,256 5331 4736 1.8 3.8 6 9.6 2070

22 2002 잠실 12,789 6090 4762 1.8 4 6.3 9.4 1980

23 2003 잠실 14,219 6805 4786 1.8 3.6 5.3 9.9 6154

24 2004 잠실 15,922 7649 4804 1.7 3.9 8.1 11.3 3906

25 2005 잠실 18,658 8981 4814 1.4 3.8 6.7 10.7 488

26 2006 잠실 20,917 10120 4837 1.9 3.7 8.5 11.1 491

27 2007 잠실 23,101 11230 4860 1.6 3.8 9.9 10.8 758

28 2008 잠실 20,475 10020 4895 1.9 4.1 8.5 11.4 11178

29 2009 잠실 18,339 9019 4918 1.6 4.1 9.9 12.3 12917

30 2010 잠실 22,151 10940 4941 1.5 3.6 7.5 11.5 21800

31 2011 잠실 24,156 12020 4978 1.1 3.5 6.3 12 729

32 2012 잠실 24,454 12230 5000 1.2 3.5 8.9 12.1 14664

33 2013 잠실 25,977 13050 5022 1.3 3.6 6.4 12.1 12845

34 2014 잠실 　 　 　 1 3.6 4.7 11.4 3242



- 57 -

3. 뚝도

번호 년 측정소명 1인당 GDP
국내총생산

(억불)

인구

(만명)

BOD

(㎎/L)

COD

(㎎/L)

부유물질

(㎎/L)

용존산소

(㎎/L)
총대장균군수

1 1981 뚝도 1,969 762 3872 2.2 3.2 19.6 9.7 　

2 1982 뚝도 2,076 816 3933 1.8 3.2 21.6 8.2 　

3 1983 뚝도 2,268 905 3991 2.8 3.8 26.2 8.4 100000

4 1984 뚝도 2,475 1000 4041 4.5 4.3 15.6 8.5 5500

5 1985 뚝도 2,542 1037 4081 3.1 3.5 16.4 9.8 650000

6 1986 뚝도 2,906 1198 4121 2.5 4 13.6 9.9 92000

7 1987 뚝도 3,628 1510 4162 2.4 4.1 11.3 10.4 70000

8 1988 뚝도 4,813 2023 4203 3 4.7 7 9.8 52000

9 1989 뚝도 5,860 2488 4245 2.4 4.3 11.8 10.3 210000

10 1990 뚝도 6,642 2848 4287 2.6 4.2 11.7 9.9 56000

11 1991 뚝도 7,676 3323 4330 2.9 3.9 6.2 9.8 7300

12 1992 뚝도 8,140 3561 4375 2.8 3.5 4.9 9.8 26000

13 1993 뚝도 8,869 3920 4419 2.5 3.8 8.8 10 22000

14 1994 뚝도 10,275 4587 4464 2.5 4.3 8.4 8.5 8275

15 1995 뚝도 12,404 5593 4509 2.8 4.8 11.4 9.5 27553

16 1996 뚝도 13,255 6034 4552 2.9 4.5 13.4 8.8 32267

17 1997 뚝도 12,197 5605 4595 3.7 5.6 10.7 9.8 35342

18 1998 뚝도 8,134 3765 4629 3 4.2 11 10.7 19808

19 1999 뚝도 10,432 4863 4662 2.6 4.2 10 9 107000

20 2000 뚝도 11,948 5616 4701 2.3 4.3 6.6 9.9 10158

21 2001 뚝도 11,256 5331 4736 3.1 5.5 9.2 10.4 18309

22 2002 뚝도 12,789 6090 4762 2.6 4.7 12.5 7.8 12917

23 2003 뚝도 14,219 6805 4786 2.1 3.8 8.1 7.8 9833

24 2004 뚝도 15,922 7649 4804 2.8 4 9.8 8.5 13183

25 2005 뚝도 18,658 8981 4814 2.8 4.5 7.9 9.3 3883

26 2006 뚝도 20,917 10120 4837 3.7 4.4 9.6 10.3 3163

27 2007 뚝도 23,101 11230 4860 2.5 4.1 11.4 10.2 4617

28 2008 뚝도 20,475 10020 4895 2.8 4.8 8.8 12.1 25983

29 2009 뚝도 18,339 9019 4918 3.4 5.2 11.9 11 91967

30 2010 뚝도 22,151 10940 4941 1.8 3.6 8.8 12 28467

31 2011 뚝도 24,156 12020 4978 2 4.2 8.9 11.4 14192

32 2012 뚝도 24,454 12230 5000 1.6 3.9 7.9 11.8 41817

33 2013 뚝도 25,977 13050 5022 1.6 3.9 6.9 11.8 24473

34 2014 뚝도 　 　 　 1.4 4.3 5.3 10.5 3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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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광

번호 년 측정소명 1인당 GDP
국내총생산

(억불)

인구

(만명)

BOD

(㎎/L)

COD

(㎎/L)

부유물

질(㎎/L)

용존산

소(㎎/L)
총대장균군수

1 1981 보광 1,969 762 3872 4.8 5.3 25 8.4 　

2 1982 보광 2,076 816 3933 4.9 4.9 25.3 7.2 　

3 1983 보광 2,268 905 3991 5 5.6 27.3 7.9 320000

4 1984 보광 2,475 1000 4041 6.6 6.6 20.9 6.1 31000

5 1985 보광 2,542 1037 4081 3.8 3.9 16.1 9.3 500000

6 1986 보광 2,906 1198 4121 3 4.1 19.3 9.5 18000

7 1987 보광 3,628 1510 4162 3.2 4.4 10.9 9.8 23000

8 1988 보광 4,813 2023 4203 3.7 5.6 7.1 9.2 100000

9 1989 보광 5,860 2488 4245 3.1 4.5 10.6 9.7 340000

10 1990 보광 6,642 2848 4287 2.8 4.3 11.4 9.9 45000

11 1991 보광 7,676 3323 4330 3.4 4.6 5.8 9.8 12000

12 1992 보광 8,140 3561 4375 3.4 4.5 6.8 9.2 4500

13 1993 보광 8,869 3920 4419 3.5 4.8 8.6 9.1 47000

14 1994 보광 10,275 4587 4464 3.3 5.2 8.3 8.1 39775

15 1995 보광 12,404 5593 4509 3.3 5.1 12 9 65900

16 1996 보광 13,255 6034 4552 4.1 5.9 13.5 8.1 67500

17 1997 보광 12,197 5605 4595 4.5 6.7 12.4 9.5 165417

18 1998 보광 8,134 3765 4629 3.4 4.5 10.3 10.4 40500

19 1999 보광 10,432 4863 4662 3.3 4.7 10 8.6 66000

20 2000 보광 11,948 5616 4701 2.9 4.9 7.5 9.3 32417

21 2001 보광 11,256 5331 4736 3.8 6.2 8.7 9.9 23818

22 2002 보광 12,789 6090 4762 3.2 5.7 12.7 7.2 30917

23 2003 보광 14,219 6805 4786 3.2 4.7 8.9 7.1 23167

24 2004 보광 15,922 7649 4804 3.8 4.6 9.8 8.1 19458

25 2005 보광 18,658 8981 4814 3.5 4.6 9 9.4 3685

26 2006 보광 20,917 10120 4837 5.1 5.2 9.5 9.1 7218

27 2007 보광 23,101 11230 4860 3.2 4.6 11.3 9.8 8788

28 2008 보광 20,475 10020 4895 3.5 5.5 8.4 11.7 28783

29 2009 보광 18,339 9019 4918 3.8 5.7 11.1 10.8 132333

30 2010 보광 22,151 10940 4941 2.6 4.1 8.9 11.9 32417

31 2011 보광 24,156 12020 4978 2.4 4.6 10.3 11.2 14211

32 2012 보광 24,454 12230 5000 2.4 4.6 8.7 11.5 109525

33 2013 보광 25,977 13050 5022 2.1 4.3 6.7 11.5 92482

34 2014 보광 　 　 　 1.8 4.8 7.1 10 11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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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량진

번호 년 측정소명 1인당 GDP
국내총생산

(억불)

인구

(만명)

BOD

(㎎/L)

COD

(㎎/L)

부유물질

(㎎/L)

용존산소

(㎎/L)
총대장균군수

1 1981 노량진 1,969 762 3872 5.2 5.1 25 8.1 　

2 1982 노량진 2,076 816 3933 5.4 5.3 28.3 6.8 　

3 1983 노량진 2,268 905 3991 6.1 6 27.8 7.4 430000

4 1984 노량진 2,475 1000 4041 6.6 6.4 15.6 5.8 560000

5 1985 노량진 2,542 1037 4081 4.7 4.7 22.6 8.1 660000

6 1986 노량진 2,906 1198 4121 3.8 4.9 19.4 8.6 73000

7 1987 노량진 3,628 1510 4162 4.3 4.9 9.6 9.5 38000

8 1988 노량진 4,813 2023 4203 4.3 6 5.6 7.9 120000

9 1989 노량진 5,860 2488 4245 3.4 5 12.6 8.8 300000

10 1990 노량진 6,642 2848 4287 3.4 4.7 11.3 9.9 81000

11 1991 노량진 7,676 3323 4330 3.9 5 6.5 9.4 27000

12 1992 노량진 8,140 3561 4375 3.6 4.5 6.3 9.1 28000

13 1993 노량진 8,869 3920 4419 3.1 4.3 8.8 8.8 50000

14 1994 노량진 10,275 4587 4464 3.3 4.9 7.4 7.5 49567

15 1995 노량진 12,404 5593 4509 3.8 5.5 12.6 8.7 86727

16 1996 노량진 13,255 6034 4552 3.9 5.8 12.5 8.7 56500

17 1997 노량진 12,197 5605 4595 4.1 6.4 11.1 9.1 52850

18 1998 노량진 8,134 3765 4629 3.6 5 11.1 10 34417

19 1999 노량진 10,432 4863 4662 3.3 5.1 11.4 8.3 49250

20 2000 노량진 11,948 5616 4701 2.7 5.1 8 8 15633

21 2001 노량진 11,256 5331 4736 3.4 6.4 11.7 9.5 19683

22 2002 노량진 12,789 6090 4762 3.3 6.2 10.6 7.3 17167

23 2003 노량진 14,219 6805 4786 2.8 5 11.2 6.9 22025

24 2004 노량진 15,922 7649 4804 3.4 4.8 10.1 7.9 16094

25 2005 노량진 18,658 8981 4814 3.1 4.9 8.8 9.1 3337

26 2006 노량진 20,917 10120 4837 4 5.1 10.2 8.9 7363

27 2007 노량진 23,101 11230 4860 3.5 5.3 10.8 9 9716

28 2008 노량진 20,475 10020 4895 4.3 5.7 11.7 9.8 17512

29 2009 노량진 18,339 9019 4918 4.1 6.2 17 10.3 12557

30 2010 노량진 22,151 10940 4941 3.2 5.6 10.5 11.4 34495

31 2011 노량진 24,156 12020 4978 2.8 5.3 20.2 11.7 16065

32 2012 노량진 24,454 12230 5000 2.6 5.4 12.3 11.1 41420

33 2013 노량진 25,977 13050 5022 2.1 4.7 8.5 10.3 68290

34 2014 노량진 　 　 　 2.5 5.1 6.5 9 4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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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등포

번호 년 측정소명 1인당 GDP
국내총생산

(억불)

인구

(만명)

BOD

(㎎/L)

COD

(㎎/L)

부유물질

(㎎/L)

용존산소

(㎎/L)
총대장균군수

1 1981 영등포 1,969 762 3872 6.4 7.3 30.4 6.9 　

2 1982 영등포 2,076 816 3933 8.6 6.7 35.6 6.1 　

3 1983 영등포 2,268 905 3991 9.4 7.6 33.4 6.1 570000

4 1984 영등포 2,475 1000 4041 10.1 7.7 21.8 4.1 750000000

5 1985 영등포 2,542 1037 4081 7 5.9 29.1 6.8 1800000

6 1986 영등포 2,906 1198 4121 4.7 5.4 19.4 7.2 15000

7 1987 영등포 3,628 1510 4162 4.4 5.6 14.6 9 33000

8 1988 영등포 4,813 2023 4203 5.1 7 10.5 6.5 130000

9 1989 영등포 5,860 2488 4245 4.1 5.3 14.1 9.1 270000

10 1990 영등포 6,642 2848 4287 3.6 4.7 13.1 9.4 86000

11 1991 영등포 7,676 3323 4330 4.1 5 6.5 8.7 24000

12 1992 영등포 8,140 3561 4375 3.8 4.6 7.8 8.1 5800

13 1993 영등포 8,869 3920 4419 3 4.1 9.8 7.9 23000

14 1994 영등포 10,275 4587 4464 2.4 4.6 7.8 7.1 34558

15 1995 영등포 12,404 5593 4509 3.2 5 16.1 8.1 24875

16 1996 영등포 13,255 6034 4552 4 5.8 19 8.4 28500

17 1997 영등포 12,197 5605 4595 4.3 6.7 12.8 8.7 15483

18 1998 영등포 8,134 3765 4629 3.6 5 12.7 9.7 36467

19 1999 영등포 10,432 4863 4662 3.2 4.9 10.2 8.2 21500

20 2000 영등포 11,948 5616 4701 3.2 5.4 9.7 8.6 11717

21 2001 영등포 11,256 5331 4736 3.6 6.3 12.9 9.8 8727

22 2002 영등포 12,789 6090 4762 2.9 5.6 13.5 7.3 16083

23 2003 영등포 14,219 6805 4786 2.6 5 8.8 7.1 11333

24 2004 영등포 15,922 7649 4804 3.3 4.8 11.2 8.1 5675

25 2005 영등포 18,658 8981 4814 2.9 5 8.8 8.9 1882

26 2006 영등포 20,917 10120 4837 3.8 5.1 9 9.3 3108

27 2007 영등포 23,101 11230 4860 3.1 4.8 10.8 9.2 6285

28 2008 영등포 20,475 10020 4895 3.3 5.8 10.3 11.1 33259

29 2009 영등포 18,339 9019 4918 3.6 5.9 12.5 10.8 32167

30 2010 영등포 22,151 10940 4941 2.7 4.6 10.6 11.7 32983

31 2011 영등포 24,156 12020 4978 2.3 4.6 10.4 10.9 14680

32 2012 영등포 24,454 12230 5000 2.1 4.7 9.1 11.4 101083

33 2013 영등포 25,977 13050 5022 2.1 4.7 7.4 10.8 53364

34 2014 영등포 　 　 　 2 5 9.2 10 1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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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양

번호 년 측정소명 1인당 GDP
국내총생산

(억불)

인구

(만명)

BOD

(㎎/L)

COD

(㎎/L)

부유물질

(㎎/L)

용존산소

(㎎/L)
총대장균군

1 1981 가양 1,969 762 3872 10.4 8.5 37.1 5.9 　

2 1982 가양 2,076 816 3933 　 　 　 　 　

3 1983 가양 2,268 905 3991 10 　 38.6 4.7 630000

4 1984 가양 2,475 1000 4041 19.2 13.1 25.6 2.6 　

5 1985 가양 2,542 1037 4081 14.6 11.6 30.9 3.6 45000000

6 1986 가양 2,906 1198 4121 11.6 10.6 25.4 3.8 340000

7 1987 가양 3,628 1510 4162 7.4 7.4 13.2 4.7 280000

8 1988 가양 4,813 2023 4203 9.9 8.9 8.4 4.2 450000

9 1989 가양 5,860 2488 4245 6 5.8 17.9 7.6 2800000

10 1990 가양 6,642 2848 4287 4.7 5.3 13.6 8.8 220000

11 1991 가양 7,676 3323 4330 4.8 5.5 6.1 8.1 58000

12 1992 가양 8,140 3561 4375 4.3 5.3 7 7.5 9100

13 1993 가양 8,869 3920 4419 4 5.7 12.7 6.6 59000

14 1994 가양 10,275 4587 4464 4.3 5.8 10.8 6.4 41683

15 1995 가양 12,404 5593 4509 4.4 6.7 22.6 7.6 82000

16 1996 가양 13,255 6034 4552 5 7.6 17.4 7.6 119500

17 1997 가양 12,197 5605 4595 5.5 8.3 20 8.2 482258

18 1998 가양 8,134 3765 4629 4.6 6.3 17.2 9.3 79525

19 1999 가양 10,432 4863 4662 3.9 5.9 15.5 7.7 50775

20 2000 가양 11,948 5616 4701 3 5.4 9.5 7.8 10117

21 2001 가양 11,256 5331 4736 3.5 6.5 13.8 9.2 13158

22 2002 가양 12,789 6090 4762 3.4 6.2 13.2 7.1 13133

23 2003 가양 14,219 6805 4786 2.8 5.3 13.3 7 13908

24 2004 가양 15,922 7649 4804 3 5 12.5 7.8 5082

25 2005 가양 18,658 8981 4814 2.9 5.2 10.3 8.6 2084

26 2006 가양 20,917 10120 4837 3.2 5 11 8.5 3517

27 2007 가양 23,101 11230 4860 3 5.2 12.5 9.8 6187

28 2008 가양 20,475 10020 4895 3.6 5.9 18.7 11 26404

29 2009 가양 18,339 9019 4918 4.5 7.2 31.2 10.7 56198

30 2010 가양 22,151 10940 4941 3.1 5.3 16.1 11.2 24158

31 2011 가양 24,156 12020 4978 2.6 5.1 16.9 11.5 18637

32 2012 가양 24,454 12230 5000 2.5 5.2 14.2 11.6 63060

33 2013 가양 25,977 13050 5022 2.2 4.6 10.7 11 34461

34 2014 가양 　 　 　 2.6 5.6 13.2 10.1 20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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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water pollution

of Han River

(Empirical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Green

Growth : Focusing on water pollution of Han

River)

Noh-hong Park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 Pollution’ are the biggest concerns in our

lives, but we haven’t provided a clear answer to the question yet ; “Can we

continue to develop the economy while reducing environmental pollution?”.

‘Green Growth’ is the word that describes this problem best and we established

Committee on Green Growth in 2009 and the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was enacted in 2010. so it created a legal and administrative base then.

This kind of researches in terms of ’Green Growth’ has been mainly focused

on the areas of air pollution up to now, but the sector of water pollution studies

was not actively made. The primary reason is that water pollution

measurements were made recently and it is not easy to reflect geographical

information when considering the water pollution.

This study tried to complement the following points through th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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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economic growth and water quality pollution. First,

Han River is the target for water pollution measurement and measured items

were broken down by BOD, COD, SS, DO, coliform bacteria. Second, the water

quality measurement data (Data) from 1981 to 2014 which are comparatively

recent are applied to the analysis and I tried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analysis through acquiring as many data (Data) as possible. Third, this study

has attempted to demonstrate statistical and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and the river water

pollution through the existing research model – linear, quadratic, cubic.

The above analysis features are thought that they are the best way to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the river water pollution in

spite of such limitations as the lack of relevance between current economic

growth data and water pollution data, geographic and engineering limitations for

application, the inaccuracy of our water pollution data in consideration of our

purpose to research the relations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water

pollution in terms of green growth.

Results of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untry was

achieving continuous economic growth from 1981 to 2014 and improvement

patterns of river water pollution showed that it is clearer and clearer at the

downstream spots. Second, the results in linear regression model showed that

water pollution items of one or more points has been improved with the

economic growth at all seven points and this trend was even more strong

toward downstream. Third, the second (environmental Kuznets curve, an inverse

U-shaped) and the third (N-type) statistical analysis according to the curve

model appear as a mixture of the improvement and deterioration as the

economic growth.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is that water contamination of Han river has been

improved gradually as economic growth in terms of green growth. This pattern

has been shown surely in the form of the first-order linear model rather than

the one of the second (reverse U-shaped) and the third (N-type) curve model.

Also, that kind of river water pollution improvement can be due to the

development of improved water pollution prevention technologies, proper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or laws and maturation of the civic consciousness

about environmental conserv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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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this research is conducted in Han river as a target, and a similar study

should be conducted in major rivers such as Geum river, Yong-san River and

Nak-dong River, etc. So I want that based on this, the results of researches can

be used for the foundation to expand the policies for river pollution improvement

keywords : Green Growth,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conomic Growth, Water Pollution, Water Quality Monitoring System,

GDP per capita, BOD, COD, SS, DO, Coliforms, Regression Analysis

Student Number : 2014-2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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