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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경상남도 산청군 홍계 계곡에 설치한 맞춤형 테트라블럭을 이용한 야계사방구조물의 설치 전·

후의 계류수질 변화를 밝힘으로써 산림내 계류수질 보전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맞춤형 테트라블록(Tetrapod)을 이용한 야계사방구조물을 시공한 후에도 계류수의 pH는 하

천수질환경기준 상수원수 1급수의 범위 내였다. 맞춤형 테트라블록을 이용한 야계사방구조물의 시공 후 계류수의

용존산소량(Dissolved Oxygen)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으며, 전기전도도(Electrical Conductivity)는 오염원이 없는 맑

고 깨끗한 일반적인 계류수에서의 전기전도도의 범위 내에 포함되었다. 맞춤형 테트라블록을 이용한 야계사방구

조물을 설치한 후 계류수 하류의 평균 음이온량(Average of total amount of anion)은 약 3.07/2.30~3.60 mg/L로

맞춤형 테트라블록을 이용한 야계사방구조물을 설치하기 전과의 차이는 약 0.24 mg/L로 그 양도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맞춤형 테트라블록을 이용한 야계사방구조물을 설치한 계류수는 오염되지 않은 일반적인 계

류수에서의 수질과 유사하여, 이러한 야계사방구조물 설치에 따른 계류수질 오염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effect of a torrent control structure using customized

tetrapods on the forest water qualit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The study was conducted in the Honggye

valley located in Sanchung-gun, Gyungsangnam-do, and stream water quality was compared before and after

construction of torrent control structure. After construction of the torrent control structure using customized

tetrapods, pH of stream water didn't get out of the range of River water quality standard class I. After

construction of the torrent control structure using customized tetrapods, Dissolved Oxygen concentration didn't

change, and Electrical Conductivity measurements agreed well within the range of normal clean stream water

quality. After construction of the torrent control structure using customized tetrapods, average of total amount

of anion was 3.07/2.30~3.60 mg/L, being slightly greater than before construction. Stream water quality after

construction of the torrent control structure was similar to before construction. Therefore, it was find out that

the torrent control structure didn't affect stream water quality.

Key words : Dam use of Tetrapod, stream water quality, electrical conductivity, disolved oxygen, the torrent contro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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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반적으로 계곡 내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될 야계사방

구조물이라 하면 각종 기슭막이, 바닥막이, 사방댐, 각종

낙차공 등이다. 이러한 야계사방구조물은 수로의 안정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며, 이 가운데 계곡 내에 설치

되는 야계사방공작물은 계곡의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영

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계곡 내에 설치된 야계사

방공작물은 계곡 내 수량·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계곡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

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계곡 내에 설치되는 야계사

방공작물의 적정한 관리는 최근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는

계곡 그리고 계곡생태계 보전과 연계하여 매우 시급한 문

제라 할 수 있다(박재현, 2002a; 2002b).

수중과 수변생태계를 포함하는 계곡생태계는 동·식물

서식에 필요한 다양한 미소환경을 가지고 있어 타 지역보

다 종 다양성이 매우 높고, 생물다양성 보존 및 유지에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계곡 생태

계는 탐방객의 급증으로 인한 계류수질오염 등으로 계곡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생태적인 전문관

리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국립공원관리

공단 북한산관리소, 1997;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동부

관리사무소, 1998). 이러한 측면에서 청정지역의 계류수

질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현상적인 조사가 대부분인데

洪思渙(1985)은 청정지역 산림내 계류수의 용존산소는 대

부분 과포화상태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洪淳佑와 張鎔錫

(1984)은 설악산국립공원내 계류의 수질환경은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오염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黃鍾瑞와 鄭

眞姬(1998)는 청정지역인 오대산국립공원의 계류생태계

를 파악함으로써 자연자원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보전대

책의 학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田祥麟과 黃

鍾瑞(1992; 1995a)는 발왕산 계류와 방태산 북사면 일대

의 계류수에서 전기전도도로 산림내 계류수질을 평가하

였고, 田祥麟과 黃鍾瑞(1993; 1995b), 양홍준과 이용호

(1999) 등은 지리산과 소백산국립공원내 계류수에 서식하

는 특징적인 어종과 전기전도도로 수질을 평가하였다. 뿐

만 아니라 계류수로 이어지는 임내우에 대하여 이헌호와

박재철(1998)이 소나무와 상수리나무림에서의 물수지 특

성을 분석하였고, 박재현(2001)은 북한산국립공원 북동사

면 일대에서 봄기간 동안에 동결융해침식 및 토사유출이 계

류수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이를 기초로 북한산국

립공원의 계류수질 보전전략을 수립 제시하였다(박재현,

2002a).

아울러 사방댐, 기슭막이, 바닥막이 등 각종 계곡 내에

설치된 야계사방구조물은 계곡 생태계의 안전성을 고려

한 친환경적 시설물이기보다는 계곡 내 자연재해 예방, 이

수·치수기능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

러나 계곡 내 인공구조물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어 현장에서 적정관리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계곡 내 인공구조물의 현황 파악과 아

울러 생태계 교란 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자연친화적 적정관리

방안과 개선방안 수립 및 적용이 필요한 실정이다(박재현,

2002c).

계곡 내 인공구조물이 계류의 수질변화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에 있으며, 이에 대한 연

구도 국립공원에 설치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영향에 대한

연구(박재현, 2002a; 박재현, 2003) 및 황폐계류의 시공에

따른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상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 한

정되어 있어(이도형 등, 2009), 일반 산지계곡에서의 인공

구조물에 의한 계류수의 영향 등 계곡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즉, 우리나라

의 자연생태계를 대표하는 계곡의 훼손실태를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요소는 계류수질 오염이고, 대부분의 탐

방로, 등산로가 계류를 끼고 형성되어 있어 탐방객의 무

분별한 교란에 의한 수질악화가 우려된다(박재현, 1999;

2000). 뿐만 아니라 계곡 내에 설치된 각종 인공구조물 즉,

사방댐, 바닥막이, 낙차공, 기슭막이 등이 대부분 콘크리

트로 시공되어 있어 계류수질 및 계곡생태계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박재현, 2001). 즉, 산림내 계류

수질 오염의 근원은 산림에서의 인간활동에 의한 결과가

크며(Fredriksen, 1970), 계절적으로도 차이가 나타난다

(Skreslet et al., 1976; Rosengvist, 1978). 이와 같이 청정

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산림지역의 계류수질은 탐방객의

증가 및 각종 개발에 따라 점차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청

정한 산림내 계류수의 수질보전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

여도 산림내 계곡에 설치된 야계사방구조물의 설치에 따

른 영향을 고려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상남도 산청군 홍계 계곡에 설치한

맞춤형 테트라블럭을 이용한 야계사방구조물의 설치 전·

후의 야계수질 변화를 밝힘으로써 산림내 계류수질 보전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방법

맞춤형 테트라블록을 이용한 야계사방구조물에 의한 계

류수질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맞춤형 테트라블록을

이용한 야계사방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의 계류수질을 계

절별로 분석하였는데, 2009년에는 4월, 7월, 10월에 계류

의 하단부에서 수질을 측정하였으며, 이 야계사방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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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준공 후인 2010년에는 그 야계사방구조물의 상류와 하

류지점에서 계류수질을 2009년과 동일한 계절별로 측정·

분석하였다. 계류수질의 이화학적 조사는 선행연구결과

(廣瀨 등, 1988; 岩坪 등, 1982; 佐藤 등, 1992; 박재현,

1995, 1996, 1997), 계류수질평가인자라 판단되는 기온, 수

온, 용존산소량(DO), 전기전도도(EC), 수소이온농도(pH),

K+, Na+, Ca2+, Mg2+, Cl-, NO
3

-, SO
4

2- 등 12개 항목에 대

하여 측정분석하였다. 이때 수온과 pH, 용존산소량은 DO

32P, 전기전도도는 Conductivity meter(CM-11P)로 항목의

특성상 현장에서 시료채취 즉시 측정하였다. 계류수질평

가인자(佐藤 등, 1992; 박재현, 1995, 1996, 1997)인 양이

온(K+, Na+, Ca2+, Mg2+,), 음이온(Cl-, NO
3

−, SO
4

2−) 등 7

개 항목을 분석하기 위한 채수는 선행강우가 조사시점에

서 5일 이전에 없었던 시점에 1리터를 채수하여 Ice Box

에 보관한 후 실험실에서 0.45 µm의 필터로 2회 여과한

후 Ion chromatography로 수질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조사 대상지의 수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Tape

와 경사계, 방위계, GPS를 이용하여 야계사방구조물의 입

지특성을 파악하였다. 유량은 수질조사시마다 계류가 흐

르는 지역의 유역면적과 유속계(FP101-FP201 Global

Flow Probe)를 이용하여 계산하였고(박종관, 1997), 홍수

량은 합리식(우보명, 1992)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 유역의 개황

수질조사지점의 입지적 특성은 조사 유역의 대부분이

신갈나무 등 활엽수가 우점하고, 소나무가 혼재하며, 화강

암을 모재로 한 갈색산림토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질조

사지점과 인접한 계류변의 입지특성은 Table 1과 같다.

Figure 1. Location map of survey site(left), Dam using of Tetrapods(right). Note; An arrow means dam using of tetrapods in
right map

Table 1. Hydrology characteristics of the stream valley in Hongae.

Distribution
Stream bed
 average of 

slope(o)
Stand

Average of 
Crown-Cover 

Rates(%)

Degree of 
stream

A quantity of' 
flood

(m3/sec)

Area of 
watershed

(ha)

Length of 
stream
(km)

12/6~18 Mixed 61/65~80 2 86.11 270 0.3

Table 2. Characteristics of sites to survey stream water quality.

Distribution
Year/Month 
/Location

pH
EC

(uS/cm)
DO

(mg/L)

Water 
Tempe-
rature

Temper-
ature
(C)

K+ Na+ Ca2+ Mg2+ Cl- NO
3

- SO
4

2-

mg/L

Before 
constru-ction

2009

4 6.7 32.3 11.4 13.2 24.5 0.3 1.2 1.5 0.7 1.0 0.3 2.0

7 7.0 30.2 12.3 19.5 30.2 0.1 1.1 1.1 0.5 0.6 0.1 1.5

10 7.1 30.6 12.4 16.7 28.3 0.3 1.3 1.4 0.8 0.9 0.1 2.0

After 
constru-ction

2010

4
U. 6.6 35.2 11.5 12.8

25.3
0.3 1.2 1.5 0.6 1.1 0.3 2.2

D. 6.5 33.2 11.5 12.8 0.4 1.2 1.5 0.7 1.1 0.3 2.2

7
U. 7.1 31.2 12.5 17.4

28.5
0.1 1.1 1.2 0.4 0.7 0.1 1.7

D. 7.1 31.0 12.6 17.3 0.1 1.1 1.2 0.4 0.6 0.1 1.6

10
U. 7.0 30.5 12.4 16.6

23.6
0.3 1.2 1.4 0.8 1.0 0.2 2.0

D. 7.0 30.5 12.4 16.7 0.3 1.3 1.5 0.8 1.0 0.2 2.1

Note : U.; Up-Stream, D.; Down-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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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지역인 경상남도 산청군 홍계계곡은 산정상부

의 표고가 925 m인 웅석남능선을 따라 마근담봉을 중심

으로 계곡이 연결되어 맞춤형 테트라블록을 이용한 야계

사방구조물은 표고 280 m 위치에 시설되어 있다. 계상의

평균경사도는 약 12/6~18.0o이었다. 계류변 식생의 평균상

층식생울폐도는 61/65~80%이었으며, 계류의 평균폭은 3.5

/2.4~4.6 m이었다. 이 유역의 하천차수는 2차하천으로 구

성되어 있고, 계류형상은 수지형이었다. 합리식(Ramser's

rational formula)에 의한 조사유역의 홍수량을 산정한 결

과, 유역면적은 2.70 km2, 유출계수는 0.80, 도달시간은

4.373 min., 적용빈도는 100년, 강우강도는 140.4 mm/hr,

홍수량은 86.11 m3/sec로 계산되었다.

2. 맞춤형 테트라블록을 이용한 야계사방구조물이 계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맞춤형 테트라블록을 이용한 야계사방구조물을 설치하

기 전과 설치 후 계절별로 계류수질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1) 수소이온농도(pH)

맞춤형 테트라블록을 이용한 야계사방구조물을 시공하

기 전인 2009년 4월과 7월, 10월에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

면 홍계리에 위치한 연구대상 계류의 평균 수소이온농도

(pH)는 약 6.9/6.5~7.1로 하천수질환경기준 상수원수 1급수

의 범위 내였으며, 맞춤형 테트라블록을 이용한 야계사방

구조물을 시공한 후에도 계류수의 pH는 거의 변화하지 않

은 값을 나타내었다. 아울러 맞춤형 테트라블록을 이용한

야계사방구조물을 준공한 2009년 12월 7일 이후 다음 해인

2010년에 이 야계사방구조물의 상류와 하류로 구분하여 계

절별로 조사한 결과, 4월에는 상류가 pH6.6, 하류는 pH6.5

로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 값이 7월과 10월의 계류

수의 pH값보다 산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가을에 낙엽 낙

지 등의 이온 성분 등이 봄에 계류수에서 용해되어 유출되

고, 또 봄 가뭄 등 유량이 감소에 따른 영향에 기인한 결과

라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결과(Johannessen

et al., 1980; Peters and Leavesley, 1995; Soulsby et al.,

1997)와 같이 지하수의 유출 및 눈이 녹은 물이 토양과 접

촉하여 Cl−, NO
3

−, SO
4

2− 등 음이온이 계류로 유출되어 계류

수의 pH를 낮추는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나, 이러한 계류

수의 pH는 일반적인 오염원이 없는 맑은 계류수질과 유사

한 값이었다. 즉, 맞춤형 테트라블록을 이용한 야계사방구

조물을 설치한 후 댐 상류와 하류에 대하여 계절별로 분석

한 계류수의 pH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Figure 2).

2) 전기전도도(EC, µS/cm)

전기전도도는 수질의 오염 정도를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산림 내 계류수에서 물속에 용존되어 있

는 이온의 양을 파악하는 지표인자로 작용한다(廣瀨 등,

1988). 맞춤형 테트라블록을 이용한 야계사방구조물을 시

공하기 전인 2009년에 계류수의 전기전도도는 평균 약

31.0/30.2~32.3 µS/cm으로 일반적인 산림지역 계류수에서

의 전기전도도 범위(박재현, 1999)에 포함되었다. 즉, 지

리산 칠선계곡, 백무동계곡, 뱀사골계곡의 전기전도도 19.7

~73.4 µS/cm(田祥麟과 黃鍾瑞, 1993), 소백산국립공원내

계류수의 전기전도도 27.0~40.0 µS/cm(田祥麟과 黃鍾瑞,

1995)의 범위에 포함되어 오염원이 없는 청정계류인 국립

공원 내 계류수질과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와 같

은 결과는 인위적 오염의 영향으로 전기전도도가 100 µS/

cm 이상인 북한산국립공원의 하류유역과는 대조적인 산

림내 계류수질이라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전기전도도가

150 µS/cm 이상으로 오염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하류

유역을 가지는 북한산국립공원(빨래골계곡, 송추계곡, 백

화사계곡, 진관사계곡)(박재현, 2000; 2001)에 비하여 계

류수의 전기전도도는 약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맞춤형 테트라블록을 이용한 야계사방구조물의

시공 후 다음해인 2010년에는 계류수를 이 야계사방구조

물의 상류와 하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값은 봄

인 4월에는 상류에서 35.2 µS/cm, 하류에서는 33.2 µS/cm

로 강수량의 증가 등으로 인한 유량이 증가한 7월에는 상

류에서 31.2 µS/cm, 하류에서 31 µS/cm 그리고 가을 강

우가 많았던 10월의 상류와 하류에서의 전기전도도는 모

두 30.5 µS/cm 보다 약간 높은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봄에 유량의 감소 및 가을과 겨울동안에 계류에 유입된

낙엽 및 낙지 등의 용존이온 증가에 따른 결과라 사료된

다. 그러나 이 값들은 모두 오염원이 없는 맑고 깨끗한 일

반적인 계류수에서의 전기전도도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Figure 2. Change of pH after construction dam using of
Tetrapods in stream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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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테트라블록을 이용한 야계사방구조물의 시공에 의

한 계류수의 전기전도도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3) 용존산소량(Dissolved Oxygen, mg/L)

용존산소는 물의 오염강도를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로

서 물에 녹아 있는 유리산소량을 말하며(박종관, 1997), 용

존산소는 물속의 탄산이온 혹은 중탄산이온에 영향하는

인자로 산림내 계류수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작

용한다(國府田 등, 1984). 맞춤형 테트라블록을 이용한 야

계사방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인 2009년에 계류수의 용존

산소량는 평균 약 12.0/11.4~12.4 mg/L로 매우 맑은 계류

수의 용존산소량의 범위에 포함되는 값이었다. 또한, 맞춤

형 테트라블록을 이용한 야계사방구조물을 시공한 다음

해 4월에는 이 야계사방구조물의 상류와 하류에서 동일하

게 11.5 mg/L로 비교적 맞춤형 테트라블록을 이용한 야계

사방구조물을 시공하기 전보다 비교적 낮은 값을 나타내

었는데, 이는 봄철 강우량의 부족에 따른 유속의 감소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7월과 강수량이 많았던

10월에는 상류에서는 각각 12.5, 12.4 mg/L, 하류에서는

각각 12.6, 12.4 mg/L로 맑은 계류수에서의 용존산소량과

유사하였다. 즉, 맞춤형 테트라블록을 이용한 야계사방구

조물의 시공 후 계류수의 용존산소량은 크게 변화하지 않

았으며, 이는 맞춤형 테트라블록을 이용한 야계사방구조

물은 계류수의 용존산소량 변화에 영향이 없음을 의미하

는 것이다. 맞춤형 테트라블록을 이용한 야계사방구조물

은 계류수의 사방공작물로서 계류수를 차단하는 사방댐

과 같은 구조가 아니라 맞춤형 테트라블록은 기초공작물

과 틈이 많고 이 틈으로 계류가 원활하게 흐르기 때문에

계류수의 단절로 인한 계류수질의 변화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구조는 계류수의 용존산소량의

변화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이온총량

맞춤형 테트라블록을 이용한 야계사방구조물을 설치한

후 계류수의 양이온을 분석한 결과, 계류수의 상류와 하

류의 K+, Na+, Ca2+, Mg2+ 등 양이온량은 맞춤형 테트라블

록을 이용한 야계사방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는 평균 약

3.43/2.80~3.80 mg/L이었으며, 이 야계사방구조물을 설치

한 후에는 상류에서는 평균 약 3.37/2.80~3.70 mg/L로 이

야계사방구조물을 설치하기 전과 유사하였으며, 이 야계

사방구조물을 설치한 후 계류수 하류에서의 양이온량의

평균은 약 3.50/2.80~3.90 mg/L로 맞춤형 테트라블록을 이

용한 야계사방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의 평균 양이온량과

약 0.07 mg/L의 차이를 나타내 맞춤형 테트라블록을 이용

한 야계사방구조물을 설치한 후 계류수에서 양이온량의

변화는 미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박재현(2003)이

북한산국립공원 내 계곡에서 인공구조물이 계류수질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이동계곡을 대상으로 돌

기슭막이, 콘크리트옹벽 등 개별 인공구조물의 상하류에

서 수질을 분석한 결과, 상하류간의 수질은 차이가 없었

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각 개별 인공구조물이 수질에 크

게 영향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는 연구결과

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맞춤형 테트라블록을 이용한 야계사방구조물을

설치한 후 계류수의 Cl−, NO
3

−, SO
4

2− 등 음이온량을 분석

한 결과, 이 야계사방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의 평균 음이

온량은 약 2.83/2.20~3.30 mg/L이었으며, 이 야계사방구조

물을 설치한 후 상류의 평균 음이온량은 약 3.10/2.50~3.60

mg/L로 이 야계사방구조물을 설치하기 전보다 약 0.27

mg/L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낙엽량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양은 비교적 미소한 것

Figure 3. Change of Electrical Conductivity(µS/cm) after
construction dam using of Tetrapods in stream water.

Figure 4. Change of Dissolved Oxygen(mg/L) after construction
dam using of Tetrapods in stream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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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맞춤형 테트라블록을 이용한 야계

사방구조물을 설치한 후 하류의 평균 음이온량은 약 3.07

/2.30~3.60 mg/L로 이 야계사방구조물을 설치하기 전과의

차이는 약 0.24 mg/L로 그 양도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즉, 박재현(2000)은 오염이 발생한 북한산국립공원의

경우 계류수에서 음이온량은 6.0 mg/L가 넘게 나타나 맞

춤형 테트라블록을 이용한 야계사방구조물을 설치한 계

류수는 오염되지 않은 일반적인 계류수에서의 음이온량

과 유사하며, 맞춤형 테트라블록을 이용한 야계사방구조

물 설치 등에 따른 오염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 론

이 연구는 경상남도 산청군 홍계 계곡에 설치한 야계사

방구조물인 맞춤형 테트라블럭을 이용한 야계사방구조물

의 설치 전후의 야계수질 변화를 밝힘으로써 산림내 계류

수질 보전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

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테트라블록(Tetrapod)을 이용한 야계사방구조

물을 시공한 후에도 계류수의 pH는 하천수질환경기준 상

수원수 1급수의 범위 내였다.

2. 맞춤형 테트라블록을 이용한 야계사방구조물의 시공

후 계류수의 용존산소량(Dissolved Oxygen)은 거의 변하

지 않았으며, 전기전도도(Electrical Conductivity)는 오염

원이 없는 맑고 깨끗한 일반적인 계류수에서의 전기전도

도의 범위 내에 포함되었다.

3. 맞춤형 테트라블록을 이용한 야계사방구조물을 설치

한 후 계류수 하류의 평균 음이온량(Average of total amount

of anion)은 약 3.07/2.30~3.60 mg/L로 설치하기 전과의

차이는 평균 약 0.24 mg/L로 그 양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4. 맞춤형 테트라블록을 이용한 야계사방구조물을 설치

한 계류수는 오염되지 않은 일반적인 계류수에서의 수질

과 유사하여, 이러한 야계사방구조물 설치에 따른 계류수

질 오염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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