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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umho River flows through volcanic and sedimentary rocks at upstream and downstream regions and also

through industrial district including dyeing complex before it meets the Nakdong River, and as a result, many fac-

tors can influence the geochemistry of river water. The concentrations of dissolved ions generally increased as it

flows downstream. The concentrations of cations are in the order of Ca>Na>Mg>K, and those of anions are

HCO3>SO4>Cl>NO3. These results show that the weathering of sandstone and shale containing carbonate includ-

ing calcite caused the enrichment of Ca and HCO3. At first 4 sampling sites, Si contents are relatively high mainly

due to the weathering of silicate minerals of volcanic rocks. However, Na and SO4 contents are higher at down-

stream sites due to the industrial and municipal sewage. Piper diagram also shows that the geochemical patterns

changed from Ca-HCO3 to Ca-Cl/Ca-SO4 and Na-Cl/Na-SO4 type. When comparing the samples collected in May

and July, the concentrations of dissolved ions in July are generally lower than those in May, which indicates that

dilution by precipitatio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July the relative concentration of Ca increased, indicating that

Ca in soils probably from fertilizer were mixed into the river water by precipitation. The river waters are mainly

from precipitation. The dissolved ions are mainly from weathering of carbonate minerals and pollutants from

municipal sewage and discharged water from industrial complex. The composition of oxygen and deutrium isotope

in July showed higher values, which is contrary to the amount effect, maybe due to Youngchon Dam. The nitrogen

isotope showed lower values in July than those in May, which can be interpreted to indicate mixing of nitrate from

soils and fertilizer in the cultivated land by the heavy rain. The isotope composition of nitrate increased down-

stream, indicating that the influence of sewage and animal manure also increased down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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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의 하천수는 상류의 화산암 지대와 하류의 퇴적암 지대를 지나며 낙동강과 합류하기 전 대구의 염색공단과

같은 산업시설을 유하하여 지구화학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 금호강 하천수는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풍화와

오염물질의 유입에 의해 전반적인 용존 이온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하천수에 용해된 양이온은 Ca>Na>Mg>K

순으로, 그리고 음이온은 HCO3>SO4>Cl>NO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방해석과 같은 탄산염암을 함유하고 있

는 사암과 셰일의 풍화에 의하여 Ca와 HCO3가 다른 원소들보다 우세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류지역에

서는 공단 폐수와 생활 하수의 영향으로 Na와 SO4가 Ca와 HCO3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상류 시료 채취점 네 곳

에서는 Si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화산암 내의 규산염광물의 풍화의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천

수의 화학적 유형을 알기 위하여 파이퍼도에 도시해본 결과 금호강은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감에 따라 Ca-HCO3, Ca-

Cl/Ca-SO4, Na-Cl/Na-SO4 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5월 갈수기와 비교하였을 경우 7월 우기시 용존 이온의 농도가 전

반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강우에 의한 희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7월의 경우 Ca 함량이 상대

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토양내 Ca과 비료에서 유래된 Ca가 빗물에 의하여 강물에 섞인 결과로 해석된다. 금호강

하천수의 물은 주로 강수에서 직접 기인하며 용존 이온들은 탄산염 광물의 풍화와 생활 하수, 공장 폐수와 같은 오염

물질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산소와 수소 동위원소의 조성은 7월의 경우 5월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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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는데 이것은 아마도 상류에 있는 영천댐의 영향일 것으로 생각된다. 질소 동위원소의 경우 전제적으로 7월의

값들이 5월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월의 다량의 강수에 의하여 토양내의 질산염이나 경작지의 질산염

비료 등이 혼입되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하류로 가면서 질소 동위원소의 값은 증가함을 보여 오수

와 가축분뇨 등의 영향이 하류에서 증가함을 보인다.

주요어 : 금호강, 하천수, 풍화, 강수, 동위원소

1. 서 언

풍화물질의 이동을 포함한 지표에서의 원소순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중 하나가 하천의 흐름이다.

하천에 용존 되어 있는 물질들은 주로 물-암석 반응에

의하여 암석내의 원소들이 물에 용해된 풍화 기원의

원소들이 주성분을 이룬다. 따라서 주변의 암석의 풍

화산물 결과로서 각 하천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화학성

분 및 지구화학적 특성을 갖게 된다. 또한 하천의 지

구화학적 특징은 암석과 토양의 풍화 외에도 일부 대

기로부터 공급되기도 하고 또한 인간 활동에 의해 생

성된 오염물질의 유입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

다(Drever, 1997). 이외에 증발, 강수 등도 강물의 지

구화학적 성분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강물의 지구화

학적 특성 연구는 다양한 지질학적 및 수리지구화학적

과정,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의 활동과 연관된 과정

등을 폭 넓게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강물의 성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풍화이

며 실제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하천에 대하여 풍화

와 관련된 지구화학적 연구가 수행되었다(Stallard and

Edmond, 1987; Zhang et al., 1995, Huh et al., 1998a,

b and 1999; Gaillardet et al., 1999; Roy et al., 1999;

Chen et al., 2002). 이외에도 Sr과 같은 동위원소를

이용하거나 CO2 소비량을 이용하여 풍화 속도를 계산

하거나 풍화반응의 야기하는 기작에 관한 연구들도 주

로 수행되었다(Galy and France-Lanord, 1999; Dalai

et al., 2002; Millot et al., 2003). 하천의 지구화학적

성분 연구 외에도 동위원소 또한 하천의 성분에 영향

을 주는 요소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하천의 연구에 추가로 많이 사용되는 동위원

소로는 Sr, 수소와 산소, 질산염 내의 질소, 그리고 황

산염 내의 황 등이며 이러한 동위원소는 하천수의 기

원, 풍화과정, 인류의 활동에 의한 영향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Barth and Veizer, 2004; Rock and

Mayer, 2006; Ryu et al., 2007).

국내의 경우 한강에 대하여 지구화학적 연구 및 동

위원소 연구가 많이 이루어 졌으며 또한 일부 작은 하

천에 대하여 하천의 오염과 연관되어 일부 지구화학적

연구가 수행되었다(Seo and Kim, 1997; Kim et al.,

2000; Kim and Shim, 2001; Kim and Lee, 2002;

Kim et al., 2002; Ryu et al., 2007; Lee et al., 2007,

2008). 그러나 한강외의 주요 하천에 대하여는 지구화

학적 또는 동위원소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남한강

과 북한강의 두 개의 큰 수계로 이루어져 있는 한강은

화학성분이나 동위원소 성분이 두 수계에 있어서 차별

화됨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는 두 수

계를 이루고 있는 암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 퇴적암 지대인 남한강의 하천수에서는 Ca,

Mg, HCO3, SO4 이온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선캠브리

아기의 변성암류와 쥬라기 화강암질 암석이 분포하고

있는 북한강 유역의 하천수는 Ca-HCO3 형의 화학적

특성을 나타내지만, 퇴적암 지대보다는 용존 이온의 함

량이 낮고 Si 함량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

낙동강의 경우 국내의 주요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하

천수에 대한 지구화학적 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본

연구지역인 금호강은 낙동강의 주요지천으로서 화산암

지역에서 발원하여 영천댐을 지나오면서 퇴적암 지역

을 유하한다. 금호강은 또한 퇴적 분지로 이루어진 대

구 지역으로 흘러와서 염색공단의 공장 폐수와 주거지

역의 생활하수의 영향을 받은 후 낙동강과 만나게 된

다. 따라서 금호강의 경우 상류지역에서는 주거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통과하지만 하류지역의 경우

농경지 및 산업시설, 그리고 대단위의 거주시설을 통

해 유하하면서 이러한 지역들의 특성에 영향을 받고

또한 서로 지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따

라서 금호강 하천수의 경우 유하 거리는 짧지만 지질

및 산업시설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

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낙동강의 가장 중요한 지천

인 금호강의 하천수에 대하여 건기 및 우기의 하천수

시료에 대하여 수리지구화학적 연구 및 산소, 수소, 질

소에 대한 동위원소 연구를 수행하여 하천수의 성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 및 기원을 밝혀보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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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지역 

2.1. 연구지역의 위치 및 개요 

금호강은 동경 128o28'−129o23', 북위 35o42'−36o17'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북 포항시 죽장면 가사리

에서 발원하여 남서류 하다 영천댐에 유입되고 다시

남서류 하여 대구광역시를 지나고 달성군 다사읍에서

낙동강에 합류된다. 총연장은 약 114.6 km이며, 대구시

를 비롯하여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및 칠곡군이 위치

하고 있는 유역 면적은 2087.9 km2에 이른다. 대구를

중심으로 금호강 유역의 연간 강수량은 1020.6 mm로

전국 평균인 1267 mm보다 약 246.4 mm가 적은 편이

며, 이중 65%인 670 mm가 하절기인 6−9월 사이에

집중되어 풍수기와 갈수기의 유량 차이가 심한 편이다.

2.2. 지질 특성

본 연구지역은 중생대 백악기 지층인 경상 누층군에

속하며 퇴적암류인 하양층군과 화산암류인 유천층군이

부정합 관계를 이루고 있다(Koh et al., 1994). 본 연

구지역의 지질도는 Fig. 1에 표시하였다.

Koh et al. (1994)의 의하면 하양층군의 제일 하부

층인 칠곡층은 두께가 600 m 내외이며, 역암, 역질 사

암, 사암(수 m 두께)과 자색의 이암과 실트암이 교호

한다. 이 중 자색이암 및 사질셰일은 부분적으로 석회

질로 구성되어 있다. 신라역암층은 주로 사층리 및 평

탄층리로 된 역암 및 역질 사암으로 구성되었으나, 자

색 이암층들도 협재된다. 신라역암층 상부에는 현무암

및 화산기원 사질암의 호층으로 이뤄지는 렌즈상(층후

약 400 m, 연장 17 km)의 학봉화산암층이 협재된다.

함안층은 두께가 800 m 내외로 적색 셰일, 회색 셰일,

실트암이 주된 암상을 이루고, 여기에 응회질 사암, 이

회암 및 역암이 부수적으로 협재된다. 반야월층은 함

안층을 정합적으로 피복하며, 두께는 약 1,100 m이며,

주로 암회색 내지 흑색 셰일과 사암으로 구성되며, 이

회암이 협재된다. 유천층군은 주로 안산암, 유문암, 응

회암 및 용결 응회암으로 구성되며, 응회질의 사암과

역암, 그리고 흑색 셰일의 퇴적층 렌즈들이 협재되기

도 한다. 전체 퇴적층의 약 30% 정도를 점하는 사암

은 함안층에서는 장석질 아레나이트(feldspathic arenite)

로 우세하고, 그 외의 지층에서는 대부분이 세립질 내

지는 중립질인 장석질 와케(feldspathic wacke)에 속하

며, 대부분의 층준에서 화산쇄설성 암상을 나타내는 것

이 특징이다.

3. 연구방법 

3.1. 시료채취 

금호강은 발원지에서 시작하여 낙동강과 합류하기

Fig. 1. Sampling locations and geologic map of the Kumho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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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신령천, 오목천, 율하천, 방촌천, 신천, 팔거천, 달

서천 등 여러 개의 지천들이 합류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금호강 수계에 한정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 

시료 채취는 강우량 및 각 계절적 특징을 고려하여

2003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시행되었다. 채취

지점은 모두 24개 지점으로, 각각 화산암 지대 3곳,

영천댐 1곳, 퇴적암 지대 20곳이다(Fig. 1).

하천수의 온도, 수소이온농도(pH), 산화-환원전위

(Eh), 전기전도도(EC)는 Orion사의 290A pH 미터와

250A Eh 미터(백금전극 이용), 250A Trans Instruments

EC 미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채수 즉시 측정되었다.

하천수 시료는 시료채취 현장에서 수동 펌프를 이용

하여 0.45 µm 필터로 여과하여 부유 물질을 제거시킨

후, 양이온과 음이온 분석용으로 구분하여 100 ml 폴

리에틸렌 통에 담아 아이스박스를 이용하여 실험실까

지 운반하고, 분석 전까지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양이

온 분석용 시료는 농질산(HNO3)을 떨어뜨려 pH가 2

이하가 되도록 조정하여 양이온이 용기 벽면에 흡착

및 침전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3.2. 시료분석

양이온과 음이온은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구분소에

있는 ICP-AES (Perkin Elmer optima 4300DV)와

IC(Shimadzu LC-10AVP Series)와 경북대학교 지질학

과 내에 있는 IC(Dionex DX-80)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하천수 시료의 알칼리도는 시료에 0.05N HCl을 가

하여 변화된 pH 값을 Gran 법을 이용하여 구하였고,

계산에 의해서 HCO3
−와 CO3

2−농도값을 얻었다. 

하천수에 대한 수소와 산소의 동위원소(δD, δ18O)는

대전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분석하였으며 δ15N

은 서울대학교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에서 분석하였다.

4. 결과 및 토의

4.1. 하천수의 지구화학적 특성 

하천수의 현장 측정 결과와 양이온, 음이온 분석 결과

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5월 에는 pH가 7.05−9.61

사이의 범위(평균 8.4)의 약알칼리성을 나타내며, Eh는

366.1~541.7 mV(평균 431.8 mV)의 분포 범위 내에 있으

며 산화 환경임을 알 수 있다. 7월의 경우 pH는 6.51~

9.42(평균 7.43), Eh는 342~504.7 mV(평균 423.8 mV)

값을 각각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연수의

경우 보통 pH 값이 9를 넘지 않는데 금호강 하천수의

경우에 5월에 측정한 시료에서 7개 지점에서 pH가 9

를 넘어선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7월에 측정

된 데이터를 보면 한 지점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연수

범위내의 값을 나타내었다.

금호강 하천수에 용존되어 있는 화학 성분들의 농도

는 건기와 우기에 따른 영향과 더불어 거리에 따라 일

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Fig. 2, 3). 강수에

따른 영향으로는 5월의 평균 EC값이 339.2 µS/cm의

값을 갖는데 비하여 우기에 해당되는 7월의 경우 평균

202.6 µS/cm의 값을 가져 빗물에 의한 희석의 영향이

큼을 보여준다. 각 원소별 변화에 있어서는 5월을 예로

들면 Ca 농도가 7~75 mg/L, Na 농도가 5~250 mg/L,

Mg 농도가 2~15 mg/L, K 농도가 1~16 mg/L의 범

위에 존재하고 있으며, 발원지에서 14 번 시료 채취지

점까지(64.7 km)는 Ca>Na>Mg>K 순으로 높게 나

타났다(Fig. 2). 그러나 오염이 심한 지역인 시료채취지

점 21번과 24번 시료채취지점에서는 Na>Ca>K>Mg

순으로 나타났으며 Na의 함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산업 활동에 영향을 받는 하천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영향으로 하천수에서 Na가 Ca 보다 높게 나온다

(김강주 외, 2000; Kim et al., 2002). 7월에는 Na 농

도가 다른 지점의 Na 농도보다 10배 이상 높게 나타

난 21번 시료채취지점과 마지막 시료 채취장소인 24번

지점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Ca>Na>Mg>K 순으

로 나타났다. 

음이온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하류로 갈수록 용존 이온

의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5월의 경우 HCO3

농도가 15~115 mg/L, SO4 농도가 15~210 mg/L, Cl

농도가 4~152 mg/L, NO3 농도는 5~45 mg/L 범위를

가진다(Fig. 2). 시료채취지점 19번(83.9 km) 지점까지

는 HCO3>SO4>Cl>NO3 순으로 나타났으나, 21번

시료채취지점에서 24번 까지는 SO4와 Cl이 HCO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갑자기 2~3배 이상 증가된 경

향을 보였다. 이도 역시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염색공

단의 오수처리장 등 산업시설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Kim et al., 2000; Kim et al., 2002). 7월에도 역시

일반적으로 상류의 경우 HCO3>SO4>Cl>NO3 순으

로 나타났으나 21번 지점에서 SO4 이온이 급격히 높

아졌으며, 다른 음이온들도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월에 채수된 하천수의 경우에 있어 7월에 채수된

시료와 일부 다른 양상은 양이온과 음이온 모두 일부

영천댐 근처에서 갑자기 농도가 높게 나타낸다. 그러

나 이는 지구화학적인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고 5월

채수 당시 하천수 시료 채취 지점 상류에서 토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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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water samples collected at the Kumho River (First Table: May, Second Table: July)

Sample 

No.

Distance

(km)

Temperature

(oC)
pH

Eh

(mV)

EC

(µS/cm)

TDS

(mg/L)

HCO3

(mg/L)

Na

(mg/L)

K

(mg/L)

Mg

(mg/L)

Ca

(mg/L)

Si

(mg/L)

Cl

(mg/L)

SO4

(mg/L)

NO3

(mg/L)

F

(mg/L)

δD

(‰)

δ
18O

(‰)

δ
15N

(‰)

1 0 19.6 7.05 542 80 78 15 6.25 1.19 2.11 7.02 8.48 5.41 15.13 5.01 0.00 - - -

2 4.4 20.5 9.13 418 115 96 23 7.13 1.90 2.63 11.10 7.61 6.74 14.07 9.61 0.00 -58.4 -8.6 12

3 11.2 18.3 7.34 512 226 394 53 16.10 1.88 3.42 31.00 10.10 30.14 192.02 40.36 1.39 - - -

4 17.9 22.3 8.13 461 101 73 28 5.63 1.36 2.64 10.50 1.73 4.50 11.68 5.00 0.00 - - -

5 20.9 14.8 7.46 506 98 240 28 10.20 2.69 4.86 21.30 8.58 31.18 74.80 45.57 0.55 -59.2 -8.4 6.3

6 22.7 16.5 7.58 503 96 81 27 5.51 1.37 2.60 10.40 4.79 4.60 11.86 6.14 0.00 -60.6 -8.4 10

7 25.5 16.8 7.55 490 102 84 28 5.71 1.52 2.76 11.00 4.57 5.12 12.37 6.76 0.00 - - -

8 30.3 18.3 8.58 442 109 89 29 5.91 1.71 2.97 11.90 3.72 5.35 13.87 8.12 0.00 - - -

9 36.7 20.2 8.96 404 123 116 36 7.01 2.15 3.49 13.90 3.23 15.01 17.32 11.67 0.42 -57.4 -8.2 9.9

10 46.4 21.9 8.32 417 213 158 56 13.60 3.17 5.45 21.90 1.98 16.28 24.08 11.12 0.32 - - -

11 51.7 22.6 9.20 386 247 195 61 18.00 3.71 6.61 26.00 1.55 18.66 38.16 14.57 0.00 - - -

12 54.8 22.8 9.61 366 250 194 56 19.20 3.68 6.61 26.40 1.23 20.02 37.50 13.06 0.00 -55.4 -7.9 10.9

13 56.8 22.7 9.60 391 240 186 51 18.50 3.86 6.89 27.40 0.96 18.57 35.33 12.96 0.27 - - -

14 64.7 23.9 9.61 384 303 231 66 23.00 3.80 9.06 32.40 0.29 25.52 46.87 11.72 0.28 - - -

15 67.3 23.5 8.72 388 377 302 92 39.20 5.45 8.74 32.90 1.77 44.95 58.20 13.54 1.15 -52.8 -7.5 18.5

16 70.7 23.3 9.41 373 349 284 75 35.00 5.27 8.37 33.40 1.26 40.93 53.92 16.15 4.85 - - -

17 75.2 23.9 9.58 371 354 272 69 36.00 5.54 8.93 34.50 0.75 37.16 51.99 16.03 0.00 - - -

18 79.8 23.1 8.26 472 400 297 91 38.70 5.53 8.59 33.50 0.92 43.03 58.62 14.61 0.00 -55.2 -7.4 13.2

19 83.9 22.5 7.88 433 452 330 94 46.10 6.69 8.26 35.10 2.29 55.66 60.85 17.03 0.24 - - -

20 86.4 22.4 7.68 419 483 530 98 51.10 7.28 8.31 36.20 2.91 152.18 123.83 45.88 0.00 - - -

21 89.7 24.0 7.94 406 923 679 116 145.00 9.76 8.57 42.10 3.58 111.37 210.60 25.79 0.00 -60.1 -8.4 13.8

22 92.2 23.5 7.94 429 794 749 112 126.00 9.15 9.14 43.40 2.83 150.98 254.44 36.67 0.00 - - -

23 96.2 24.3 8.19 438 803 688 113 179.00 13.00 12.90 61.20 3.88 97.50 175.52 23.60 1.29 - - -

24 99.6 23.6 8.20 415 904 825 115 250.00 16.40 15.60 75.70 4.94 107.17 206.93 24.56 0.00 -57.1 -7.7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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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Sample

No.

Distance

(km)

Temperature

(oC)
pH

Eh

(mV)

EC

(µS/cm)

TDS

(mg/L)

HCO3

(mg/L)

Na

(mg/L)

K

(mg/L)

Mg

(mg/L)

Ca

(mg/L)

Si

(mg/L)

Cl

(mg/L)

SO4

(mg/L)

NO3

(mg/L)

F

(mg/L)

δD

(‰)

δ
18O

(‰)

δ
15N

(‰)

1 0 21.7 7.41 461 49 31 7 4.44 0.97 1.26 3.96 1.09 2.03 6.38 2.28 0.13 - - -

2 4.4 24.0 7.75 418 72 52 18 4.67 1.45 1.65 7.31 1.31 2.67 7.49 5.67 0.14 -49.0 -7.1 4.5

3 11.2 22.9 8.14 411 93 73 18 6.18 1.60 1.96 9.39 1.51 21.89 6.33 3.10 0.00 - - -

4 17.9 26.1 9.42 342 65 41 16 4.50 1.23 1.65 6.15 ND 2.06 5.45 2.13 0.09 - - -

5 20.9 20.5 6.62 386 67 64 19 4.54 1.21 1.75 6.78 ND 6.45 21.36 3.31 0.00 -52.7 -7.8 4.4

6 22.7 24.2 7.36 432 72 50 20 4.60 1.33 1.86 7.55 ND 2.86 7.57 4.23 0.04 -51.8 -7.5 4.9

7 25.5 23.7 7.15 411 84 57 22 4.92 1.62 2.18 8.49 ND 3.25 9.06 5.98 0.14 - - -

8 30.3 24.0 7.41 382 97 69 25 5.35 1.93 2.65 11.85 ND 3.61 10.52 7.68 0.10 - - -

9 36.7 24.3 7.48 403 122 86 33 6.09 2.24 3.31 14.77 ND 4.43 12.34 10.03 0.09 -51.2 -7.6 7.4

10 46.4 24.8 7.42 435 149 124 45 7.45 2.62 4.52 18.38 ND 8.43 26.28 10.68 0.00 - - -

11 51.7 25.7 7.45 453 188 140 49 11.83 3.62 4.97 21.98 1.85 7.84 21.89 14.21 0.21 - - -

12 54.8 25.5 7.59 505 173 124 47 9.80 3.11 4.76 20.78 0.58 6.76 17.26 12.70 0.00 -47.3 -6.8 8.7

13 56.8 25.0 7.32 492 162 235 44 8.51 2.91 4.73 19.75 ND 22.40 120.07 12.95 0.00 - - -

14 64.7 26.0 7.35 402 241 184 71 12.18 3.42 8.13 29.84 0.37 10.79 31.42 16.02 0.17 - - -

15 67.3 25.9 7.39 414 274 192 66 20.36 4.25 7.57 30.21 0.69 14.03 31.92 15.23 0.19 -44.8 -6.3 9.9

16 70.7 25.0 7.39 412 191 137 54 10.76 3.33 5.52 23.18 0.51 7.70 19.13 12.49 0.00 - - -

17 75.2 24.9 7.30 420 205 173 57 10.89 3.22 5.92 24.69 0.28 8.71 48.14 13.80 0.16 - - -

18 79.8 23.6 7.16 415 190 140 53 10.56 3.25 5.70 23.68 0.33 9.56 19.84 13.14 0.00 -47.8 -6.5 11.8

19 83.9 25.3 7.55 378 284 215 66 23.73 5.32 6.24 28.89 0.89 23.95 42.89 16.13 0.00 - - -

20 86.4 24.1 7.41 419 218 153 55 15.22 3.84 5.78 24.67 0.58 12.09 21.09 13.34 0.00 - - -

21 89.7 24.9 6.51 421 1220 913 128 248.40 12.61 7.18 48.08 0.78 100.90 333.83 31.81 0.00 -51.9 -7.2 13.2

22 92.2 24.7 7.20 437 175 130 57 9.59 2.68 5.46 21.90 0.00 8.35 14.77 9.37 0.00 - - -

23 96.2 24.0 7.20 457 220 175 55 17.06 3.53 5.42 23.22 0.28 33.52 24.18 12.61 0.00 - - -

24 99.6 24.4 7.22 469 255 186 59 25.46 3.96 5.49 24.21 0.52 18.37 35.23 13.29 0.00 -51.4 -7.1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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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행되던 상황이라 공사에 따른 오염물질의 유입과

더불어 하천 퇴적물 내의 용존이온이나 흡착된 형태로

존재하거나 퇴적물내 공극수에 포화되었던 이온들의 용

출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인 채수시기와 농도를 비교해보면 장마시기에

해당하는 7월의 이온들의 농도가 5월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4.2. 하천수의 지구화학적 유형

각 이온들의 상대적 변화 양상을 알기위하여 양이온

Ca, Na, K, Mg과 음이온 HCO3, SO4, Cl, NO3의

농도를 당량으로 계산하여 파이퍼도에 도시하여 보았

다(Fig. 4).

상류 지역과 하류 지역의 화학적 유형이 다소 차이

를 보인다. 상류 지역은 Ca-HCO3와 Ca-Cl 또는 Ca-

SO4유형을, 하류 지역은 Na-Cl 또는 Na-SO4유형을 타

나낸다. 그러나 본 지역의 암상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본 지역의 두암상 특히 금호강 하류 지점인

20번에서 24번까지의 시료 채취지점에서의 하천수는

뚜렷한 Na-Cl과 Na-SO4 유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5월과 7월의 그 변화는 특정한 경향을 갖

고 있지는 않는데 아마도 부분적인 점오염원들이 산재

되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5월에 채수된 시료와 7월에 채수된 시료의 화학적

유형을 비교해보면, 7월에 채수된 시료에서 Ca 함량이

다른 이온들의 함량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Fig. 4, 5).

4.3. 하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3.1. 하천수의 지구화학적 특성

하천의 pH는 풍화되는 암석에 따라 pH 값을 달리

할 수 있다(Drever, 1997). 특히 탄산염과 규산염 암

석에 따라서 pH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금호강의 경우 일부 지점에서 pH가 9 이상의 값을 보

이는 곳이 있다. 일부 오염물질의 유입에 의하여도 이

러한 높은 pH 값을 보일 수 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

분의 지표수는 대기와 충분히 접하고 있으므로 CO2의

용해에 의한 탄산의 형성으로 실제 그와 같이 높은

Fig. 3. The concentrations of anions at different sampling

stations at the Kumho River.
Fig. 2. The concentrations of cations at different sampling

stations at the Kumho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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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를 나타내지는 쉽지 않다. 금호강의 경우에는 대부

분 pH가 높게 측정된 곳은 오후에 측정되었고 금호강

대부분에 걸쳐서 NO3를 비롯한 영양염류가 과다하게

녹아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용존 이온의 변화 등

에 기인하기 보다는 낮 시간 동안 하천에 존재하는 조

류의 광합성 작용에 의해 CO2가 소비되어 pH가 9이

상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Kim et al., 2002). 즉 본

지역의 대부분이 퇴적암 지대임을 고려할 때 pH의 증

가는 일부 방해석의 용해에도 기인하겠지만, 암상의 변

화보다는 생물학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7월의 측정 시료는 우기에 측정된 시료로서 측

정 당시 일사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광합성이 많이 이

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5월에 비하여 pH 값이 상대

적으로 작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강 하천수의 경우 EC 값이 상류에서 하류로 갈

수록 증가하였으며, 특히 염색공단이 밀집해 있는 지

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인다. 24개 지점

의 EC값 평균은 340 µS/cm이나, 시료채취지점 21번에

서 낙동강 합류지점 전의 24번까지의 4개 지점의 EC

값 평균은 856 µS/cm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류에서

풍화에 의한 영향으로 서서히 증가하던 이온들의 양이

염색공단에서 흘러나오는 공단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장

의 영향으로 그 양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금호강 하류지점 4개(21, 22, 23, 24) 지점에서 주

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다른 지점의 이온 농도보다 2배

가량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물-암석 반응에 의한 이

온의 용출보다는 주변에 염색 공단이 인접해 있어서

산업 폐수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료번호 3

번과 시료번호 5번 지점에서는 상류임에도 불구하고

Ca와 SO4, Cl의 함량이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음이온

의 경우에 인접 지점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Fig. 5. The relationship of mole concentration of HCO3

versus those of Ca and Ca+Mg of the water samples at the

Kumho River. Straight line indicates 1:1 ratio.

Fig. 4. Plot of geochemistry of water samples collected at the Kumho River on a Piper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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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시료 채취 당시 인근에서 공사

를 하고 있어서 일부 하천 바닥을 파헤쳐 놓은 상태였

으므로 하천 퇴적물 및 퇴적물 공극수내의 이온들의

유출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으며, 공사로 인한 오염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천수를 구성하고 있는 물의 경우 Fig. 6의 경우처

럼 산소와 수소의 동위원소비가 봄과 여름 계절별로

명확하게 구별이 된다. 하천수에 영향을 미치는 물의

종류로서는 강수와 지하수를 들 수 있다. 만일 지하수

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이러한 뚜렷

한 구분을 없을 것이다(Lee and Lee, 1999). 그러나

우리나라의 강수의 경우 계절별로 그 동위원소 조성이

많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여

지는 다른 조성의 봄과 여름의 동위원소 차이는 지하

수의 영향보다는 강수의 영향이 본 하천수를 구성하는

데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Lee and Chang,

1994; Lee and Lee, 1999).

4.3.2. 용존 원소의 기원

지표수에 용존되어 있는 주요 이온들은 풍화반응, 대

기유입, 오염에 의해 생성된다. 본 연구 지역에서의 양

이온과 음이온 특히 Na와 SO4 농도가 염색공단이 밀

집해 있는 지역에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를 오염

의 영향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금호강 하천수가 대기로부터 유입되는 강우의 영향

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Cl에 대한 Na, K의 당량비를

해양성 에어로졸(marine aerosol)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본 연구 지역의 경우 K/Cl, Na/Cl 비가 각각

0.06, 1.63으로 해양성 에어로졸의 K/Cl, Na/Cl비

0.02, 0.85(Stallard and Edmond, 1983; Sarin et al.,

1989; Zhang et al., 1995)와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실제 해양과 거리가 먼 금호강 하천수의 용존 이온들

의 대기로부터의 영향이 아주 미미함을 보여준다. 그

리고 오염의 영향이 있는 6개 지점을 제외한 지역에서

도 K/Cl, Na/Cl 비가 5월의 경우 각각 0.09, 1.23으

로 나타났다. 

오염물의 유입이 없거나 적을 경우 지표수의 화학적

특성을 결정하는 것은 주로 풍화이다. 금호강 유역은

대부분이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암과 셰일에

는 방해석 또는 돌로마이트와 같은 탄산염광물이 풍부

하게 존재한다. 방해석과 돌로마이트가 탄산과의 반응

에 의하여 용해되는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CaCO3+H2CO3→Ca2++2HCO3
− (1)

CaMg(CO3)2+2H2CO3→Ca2++Mg2++4HCO3
− (2)

탄산염 중 방해석의 풍화로만 Ca와 HCO3가 공급될

때, Ca/HCO3 몰비는 반응식(1)에 의하면 약 0.5의 값

을 나타내야한다(Zhang et al., 1995). 만일 돌로마이트

가 추가로 용해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Ca+Mg)/HCO3

의 몰비도 역시 0.5의 값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금호

강 지표수는 5월의 경우 Ca/HCO3가 1:1 인 관계에서

조금 아래 점시되며 7월의 경우는 1:1의 관계보다 위

에 점시됨을 보여준다(Fig. 5). 이 값들은 5월의 경우

0.55에서 1.16 (평균 0.69), 그리고 7월의 경우는 1.09

에서 1.78 (평균 1.32) 사이였다. (Ca+Mg)/HCO3의

경우는 5월에 0.73에서 1.60 (평균 0.96), 7월에는

1.42에서 2.72 (평균 1.85)의 값을 보인다(Fig. 5). 이

러한 값은 Ca/HCO3의 경우 기존에 보고된 중국의 황

하강과 비교하였을 때 5월은 거의 비슷한 값을 보이나

(0.70) 7월의 경우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값을 보이며

있으며 (Ca+Mg)/HCO3의 경우 5월에는 황하강 보다

약간 높은 값을(1.29) 보이고 있으며 7월의 경우는 상

당히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Zhang et al., 1995). 따

라서 퇴적암 지대가 우세한 본 연구지역의 경우 Ca와

Mg의 경우 많은 부분이 사암이나 셰일에 존재하는 방

해석이나 돌로마이트의 풍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추가로 유입된 Ca와 Mg의 경우 SO4 와 Cl 등에 의

하여 전하 균형을 맞추고 있으며 일부는 규산염광물들

의 풍화에 의하여 추가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The δD and δ18O compositions of the water samples

at the Kumho River (GMWL: Global Meteoric Water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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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4는 일반적으로 황철석 산화, 증발암 용해, 강수, 섬

유산업과 펄프제조 공정에서의 공장폐수, 비료에서 공

급된다(Cortecci et al., 2002). 특히 Cortecci et al.

(2002)의 연구에 의하면 이탈리아의 아르노 강 하천수

의 경우 섬유산업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Na와 SO4의

농도가 높게 검출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금호강 하

천수의 경우 주로 퇴적암에 존재하는 황철석과 하류에

밀집해있는 염색 단지가 SO4의 공급원인 것으로 사료

된다. 특히 하류 염색 공단이 밀집한 곳에서의 SO4 농

도의 급격한 증가는 공장 폐수의 영향임을 지시한다.

본 연구지역의 상류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산업시설

이 적은 관계로 SO4의 많은 부분이 황철석이나 석고

와 같은 황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에서 기인하여 추가

의 Ca 등을 공급하였고 할 수 있으나 시료채취지점 9,

10에서 부터의 SO4와 Cl의 증가와 더불어 염색공단의

폐수처리장에서의 방류수가 합류되는 21번에서의 매우

급격한 증가는 하류지점에서 SO4의 경우 풍화보다는

산업활동에 의한 영향이 훨씬 더 큼을 지시하고 있다.

Na의 경우 광물의 풍화에 의하여 하천으로 유입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오염물질의 유입에 의하여 그 농도가

증가한다(Kim et al., 2002). 본 연구 지역의 경우 Na의

경우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지나면서 그 농도가 증가하

기 시작하여 모든 이온들의 농도가 높아지는 21번 시료

채취지점에서 역시 그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를 보여준

다. 우기인 7월의 경우는 다른 이온의 농도들이 전체

적으로 빗물의 희석에 의하여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

하고 5월에 비하여 약간 더 높은 농도를 보여주며 다

른 인근 시료채취 지점에 비하여도 거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농도를 보여주어 염색공단의 폐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의 영향이 매우 큼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지역은 최상류 지역은 화산암이 우세하고 하

류의 경우 퇴적암이 우세한 두 개의 대별되는 암상으

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풍화에 의한 영향도 암상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느 정도는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

상된다. 가장 눈에 띠게 보이는 차이는 화산암 지역(시

료채취지점 1−3)의 하천시료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점

에 비하여 높은 Si 함량을 보이고 있다. 상류에 일부

분포하는 유천층군은 주로 안산암, 유문암, 응회암 및

용결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Si가 풍부

한 규산염 광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결과로 Si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4.3.3. 수소, 산소 동위원소

본 지역의 하천수의 δD와 δ18O의 값은 국내의 경우

온도효과와 우량효과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Lee and Chang, 1994; Lee and Lee, 1999).

온도효과의 경우 기온이 올라가면서 동위원소의 값이

높아지나 우량효과는 여름 강우시 강우량에 의하여 다

시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하천의 경우도 강우

에 의하여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한강과 금강의 경우 여름에 우량효과에 의하여

동위원소 조성이 다소 낮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

(Lee and Lee, 1999). 전체적으로 상류와 하류사이의

동위원소 조성에는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한강의

경우는 강수에 비하여 수계가 크고 또한 댐들에 의하

여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강수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

만 그 영향이 적다고 보고되었다. 이에 비하여 하계의

크기가 매우 작은 금강의 지류의 경우 계절에 따른 동

위원소 조성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강의

경우도 5월과 7월의 경우 계절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Fig. 6). 5월의 경우 δ18O의 값은 −7.4

에서 −8.6 ‰의 비교적 좁은 범위에 점시되며 7월의

경우 δ18O의 값은 −6.3에서 −7.8 ‰ 사이에 점시되어

5월의 경우보다 동위원소 조성이 다소 높게 나타남을

보인다. δD의 값은 5월에는 −52.8부터 −60.6 ‰ 범

위에 점시되며 7월에는 −44.8에서부터 −52.7 ‰ 사이

에 존재하여 역시 이 경우도 5월에 비하여 약간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 한국에서 보고되었던 다른

강수의 경우 여름에 우량효과에 의하여 동위원소 조성

이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것과 비교할 때 본 연구 결과

는 이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강수와 다른

경향을 보여주는 원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지하수의 영향이 클 경우 실제 강수와

는 다른 동위원소 조성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금

호강의 수계의 크기로 보거나 5월과 7월의 다른 동위

원소 값을 고려할 때 지하수의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

라 생각된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로는 본

수계의 상류에 있는 영천댐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강수가 댐에 가두어져 실제 현재 내린 강수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후의 강수가 수계로 유입되어 7

월의 경우 우량효과를 보이기 전의 강수의 영향을 받

아 5월보다는 7월 하천수의 동위원소 조성이 좀 더 높

게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는 어떤

특정요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에는 쉽지 않다.

4.3.4. 질소 동위원소

하천의 오염물중 대표적인 하나는 NO3다. 본 연구

지역의 경우도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면서 NO3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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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Fig. 7). 전체

적으로는 NO3의 농도는 서서히 증가하다 21번 지점에

서 갑자기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5월의 경우 5번

시료채취 지점에서 상류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양

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변에 특정 오염원이 존재해

서라기보다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부근의 하천 공사

로 인하여 하천 바닥에 축적되었던 유기물들이 쉽게

하천으로 유입된 결과로 생각된다. 하류로 가면서 산

업시설 및 거주시설의 증가로 전체적으로 NO3가 증가

함을 보이고 있으면 이는 주변의 산업시설 및 거주시

설의 존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질산염이나 암모늄 이온의 질소 동위원소의 경우 질산

염의 기원을 추적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기법이다

(Mayer et al., 2002, Panno et al., 2006, Lee et al.,

2008). 5월의 경우 δ15N의 값은 6.3에서 18.5 ‰ 값을

보이나 그 증가양상은 일정치 않아 15번 시료채취지점

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인다. 7월의 경우 5월보다는

전체적으로 낮은 값을 보이는데 그 값은 4.4에서

13.2 ‰ 사이에 도시 된다. 그리고 δ15N 값의 증가경향

은 5월에 비하여 좀 더 완만하고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

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질소의 동위원소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질산염의 기원과 더불어서 탈질화작용에 의

하여도 이 값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Panno et al.,

2006). 탈질화 작용이 진행되게 되면 질소 동위원소의

값은 일반적으로 높아져서 질산염의 기원을 파악하는

데 추가로 질산염내 산소동위원소의 값을 분석해야 한

다. 그러나 본 하천의 경우 비교적 입도가 큰 퇴적물

로 구성된 작은 수계와 하류로 내려갈수록 급속히 증

가하는 하천수내의 질산염의 양 등을 고려할 때 질산

염의 환원화 작용에 의한 탈질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실제 국내 한강의 NO3내 질소와 산소 동위

원소의 연구결과는 탈질화에 의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Lee et al., 2008) 훨씬 유하거

리가 짧고 수계가 작으며 또한 유속이 큰 금호강의 경

우에 있어서는 그 영향이 더 작을 것으로 판단되며

(Kim et al., 2002) 질산염내 산소의 동위원소 분석 없

이도 대체적인 오염원의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다. 일반적으로 질산염 비료나 토양내의 질산염의 경우

0 ‰ 근처의 낮의 값을 갖고 오수나 가축 분뇨의 경우

대략 7 ‰ 이상의 높은 값을 갖는다(Mayer et al.,

2002, Panno et al., 2006, Lee et al., 2008). 본 연

구지역의 경우 5월에 전체적으로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시료채취지점 5번을 제외하고 대부분 거의

10 ‰ 이상의 값을 보여주고 있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수나 가축분뇨에 의한 오염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하류로 갈수록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시료채취지점 15의 경우 다른 지점보다 그 값이 높은

데 이는 근처의 안심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7월의 경우는 이와는 조금 다른 양

상을 보인다. 상류의 경우 값들이 4 근처의 값을 보여

비료나 토양내의 질산염에 의한 영향을 주로 받고 있

음을 보여주며 하류로 갈수록 그 값들은 증가하나 전

체적으로 21 시료채취지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값

들이 상당히 낮게 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강우에 의한 효과로 판단되며 강우에 의하여 지표에

있던 토양내의 질산염과 일부 농경지의 비료에 의한

질산염들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그 값을 낮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역시 하류로 가면서 오수나 가축의

분뇨의 영향이 현저하게 증가됨을 보여준다.

5. 결 론

연구결과 금호강 하천수의 지구화학적 특성은 다양

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적으로 탄산염 광물을 포함한 암석의 풍화가 주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상류의 화산암 지대에서는 규산염광

물의 풍화에 의하여 Si의 상대적 농도가 높게 나타나

기도 한다.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풍화와 오염물질

의 유입에 의해 전반적인 용존 이온의 증가를 보여주

고 있다. 상류지역의 하천수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탄

산염 광물의 풍화의 영향을 받아 Ca>Na>Mg>K,

HCO3>SO4>Cl>NO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Fig. 7. The δ15N values of the water samples at different

distances from the first sampling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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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류지역에서는 공단 폐수와 생활 하수의 영향으로 Na

와 SO4가 Ca와 HCO3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천수의

화학적 유형을 알기 위한 파이퍼도에서도 금호강이 상

류에서 하류로 흘러감에 따라 Ca-HCO3, Ca-Cl/Ca-

SO4, Na-Cl/Na-SO4 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

월의 경우는 희석 등의 영향으로 유형의 상대적 변화

는 5월 보다 적었으며 대부분 앞의 두 유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0월갈수기와 비교하였을 경우

7월 우기시 용존 이온의 농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

는데, 이는 강우에 의한 희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Ca 함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는데,

강우에 의해서 탄산염 광물의 용해가 활발히 진행되었

다기보다는 토양의 Ca나 Ca을 포함한 비료에서 유래

된 경작지의 Ca 유출에 의하여 상대적인 농도가 증가

한 것으로 생각된다. 금호강 하천수의 물은 주로 강수

에서 직접 기인하며 용존 이온들은 대기에서의 유입보

다는 탄산염 광물의 풍화와 생활하수, 공장 폐수와 같

은 오염 물질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수소

산소 동위원소의 경우 5월과 7월의 경우 뚜렷한 차이

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상류의 영천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된다. 질소의 경우는 하류로 갈

수록 분뇨 δ15N 값이 높아져서 하류에서 오수나 가축

분뇨의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에 비하여

7월의 값들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강우에 의하여 토

양이나 경작지의 질산염이 추가로 강수에 의하여 하천

에 유입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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