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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tributary water quality and flowrate monitoring result, which is fundamental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water 
environmental policy, is used as very important data for the implementation of TMDL. This study introduced how to use the 
tributary water quality and flowrate monitoring data for the analysis of the watersheds, the satisfactory assessment of water quality 
standards in the watersheds, the selection of watershed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mplementation plan, and the selection of the 
tributary catchments for improving the water quality using a stream grouping method. According to the analytical results of tributary 
catchment using water quality and flowrate monitoring data of thirty-seven tributaries in the Geum-River watershed at Chung-
cheongnam-do, the value of flowrate in the tributaries, which is located in the middle-lower Geum-River watershed, was greater 
than the other areas and the concentration of the water pollutants regardless of water quality parameters in the tributaries at Non-
sancheon catchment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e other areas. The problems, which have the determination of satisfaction of water 
quality standards and selection of target watersheds for establishment of the implementation plan regardless of the water quality 
of tributary in the watershed due to the water quality and flowrate monitoring results of the main river, were improved use of the 
results of tributary water quality and flowrate monitoring. Also, the tributary catchments for improving the water quality, according 
to stream grouping method based on the results of tributary water quality and flowrate monitoring, were selected. In the Geum- 
River watershed at Chungcheongnam-do, the tributary in the Nonsancheon, Byeongcheoncheon, Seokseongcheon, Jocheon catchments, 
which has a large flow and a high concentration of water pollutants, should be preferentially selected for improving the water qu-
ality of the tributary in accordance with the reduction of the source of pollution.
Key Words : TMDL, Tributary Water Quality and Flowrate Monitoring, Water Quality Standard, Stream Grouping Method

요약 : 물 환경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지류하천 수질․유량모니터링 결과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류하천 수질․유량모니터링 자료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데 

있어 유역현황 분석, 단위유역의 목표수질 만족여부 평가, 시행계획 수립대상유역의 선정, 하천그룹화 방법을 이용한 수질개선 

하천유역의 선정 등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충청남도 금강수계의 37개 지류하천 수질․유량모니터링 자

료를 이용하여 유역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강 중․하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류하천의 유량이 대부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논산천 유역에 위치한 하천들은 수질항목에 관계없이 수질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해당 단위유역의 지류

하천 수질과 관계없이 본류 중심의 수질․유량모니터링 결과로 목표수질 만족여부가 결정되고 시행계획 수립대상지역이 선정

되는 문제점을 지류하천 수질․유량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개선할 수 있었다. 또한, 지류하천 수질․유량모니터링 결과에 

기초한 하천그룹화 방법으로 수질개선이 필요한 하천유역을 선정할 수 있었으며, 충청남도 금강수계에서는 하천유량이 많고 

수질농도가 높은 논산천, 병천천, 석성천, 조천 유역의 하천들이 오염원 저감을 통한 수질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주제어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지류하천 수질․유량모니터링, 목표수질, 하천그룹화

1. 서 론

하천 수질․유량모니터링은 국가하천을 중심으로 수질은 

환경부, 유량은 국토해양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된 자료는 물환경관리계획, 수자원장

기종합계획 등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에서 수립하는 물환경 

및 이․치수 관련 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있어 지류하천 수질․유량모

니터링 결과는 유역현황 파악, 기준유량의 산정, 단위유역의 

목표수질 설정 및 평가, 수질개선 대상유역의 선정에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1~3)

현행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는 수질․유량 모니터링의 

중요성 때문에 4대강수계를 중심으로 수질/유량측정망(총량

측정망)을 환경부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4) 그러나 

환경부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총량측정망은 대부

분 본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류하천에 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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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본류 중심의 

수질․유량모니터링으로 인해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 및 시

행계획이 실제 유역현황과 다르게 수립되고, 수질개선을 위

한 삭감계획 또한 다르게 수립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

다.5) 또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류하

천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유량측정 없이 대부분 수질만을 측

정하고 있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지류하천의 수질․유량모니터링

은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일시

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모니터링을 통해 구축된 자료는 수

질모델의 기초자료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이행평가 과정에서는 모니터링이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류하천 유역의 환경변화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해 환경부에서는 2010년부터 지류하천의 시․군 경계지점을 

대상으로 수질․유량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나,4) 모니터

링 위치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지점 수도 상당히 적어 실

제 해당 지류하천유역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 지류하천 

수질․유량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수질오염총량

관리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류하천 수질․유량모니터링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

로 본 연구를 통해 지류하천 수질․유량모니터링이 수질오

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

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자 한다.

2. 실험재료 및 방법

2.1. 지류하천 수질․유량모니터링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충청남도 금강수계

를 대상으로 해당유역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류하천 37
개를 선정하여 2008~2009년까지 2년 동안 최소 월 1회 이상 

수질 및 유량을 모니터링 하였다. 모니터링 대상하천은 해

당유역을 대표할 수 있고 일정유량 이상이 항시 흐르는 하

천 중에서 Fig. 1에서와 같이 대부분 본류로 유입되는 주요 

지류하천의 말단지점을 모니터링 지점으로 선정하였다. 하
천 유량측정 및 수질분석은 모두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랐으며,6) 수질은 BOD5, CODMn, T-N, T-P 등 주요항목을 

측정하였고, 유량은 유속-면적법으로 산정하였다. 

2.2. 하천그룹화 방법 및 수질개선 하천유역의 선정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유역은 지류하천 수질․유량모니터

링 결과에 기초한 하천그룹화 방법을 이용하여 선정하였다.7) 

Fig. 1. Sampling locations for water quality and flowrate moni-
toring in the Geum-River watershed.

지류하천의 수질․유량모니터링 결과는 2008~2009년까지 2년
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유량은 유량지속곡선(flow dura-
tion curve)의 저수량, 수질은 하천유량의 산정 및 측정시기

의 오류 등을 감안하여 저수량을 중심으로 ±10%에 해당되

는 평균값을 사용하였다.8) 하천그룹화를 위해 X-Y축으로 

구성된 그래프에 X축에는 BOD5 농도, Y축에는 유량(m3/ 
sec)을 표시하였으며, X-Y 교차지점은 BOD5 농도 및 유량

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나 금강 중․하류지역 단

위유역의 목표수질이 BOD5 3.0 mg/L 이하인 점과 충청남

도 주요 지류하천 95% 정도의 하천 유량이 0.1 m3/sec 이상

인 점에 기초하여 X축은 3.0 mg/L, Y축은 0.1 m3/sec인 지점

에서 교차하도록 모형화하였다.9) 이를 바탕으로 각 하천의 

저수량과 저수량 시기의 수질을 이용하여 대상하천을 4개
의 그룹으로 분류한 다음, 수질개선이 필요한 하천을 선정

하였다.
지류하천 수질․유량모니터링 결과와 하천그룹화를 통해 

선정된 수질개선 대상하천의 실제 유역현황을 파악하기 위

해 ‘제2단계 충청남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자료를 이용하였다.10) 강우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비점(토지계) 배출부하량을 제외한 점배출부하량만을 산정하

여 사용하였으며,11) 점배출부하량에 단위면적을 고려한 점배

출부하밀도(BOD5 kg/d․km2)를 이용하여 수질개선 하천유역 

선정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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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patial distribution of flowrate and water quality in the Geum-River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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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유역현황 분석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 가장 먼저 유역현황

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류하천 

중심의 수질․유량모니터링이 선행되어야 한다. Table 1과
Fig. 2는 충청남도 금강수계에 위치하고 있는 37개 지류하

천의 수질․유량모니터링 결과를 이용하여 유역현황을 분석

한 결과이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류하천들의 평

Table 1. Average flowrate and water quality of tributaries at Ge-
um-River watershed

No. Tributary
Flowrate

(m3/s)
BOD5

(mg/L)
CODMn

(mg/L)
T-N

(mg/L)
T-P

(mg/L)

1 Gajeungcheon 0.073 2.1 4.8 3.478 0.118

2 Ganggyeongcheon 2.414 6.5 9.2 10.086 0.328

3 Gwanggicheon 0.176 1.7 4.1 4.693 0.092

4 Geumsancheon 0.118 3.5 7.0 7.666 0.412

5 Geumcheon 0.981 2.9 5.6 4.526 0.143

6 Gisacheon 0.227 1.3 2.9 3.875 0.113

7 Noseongcheon 1.276 1.7 3.4 3.868 0.084

8 Nokdongcheon 0.116 1.6 4.5 2.946 0.209

9 Nonsancheon 4.109 3.8 6.6 6.821 0.284

10 Daegyocheon 0.678 1.4 3.0 2.606 0.046

11 Daeheungcheon 0.132 6.5 9.7 10.666 0.592

12 Masancheon 0.655 6.3 8.4 12.113 0.68

13 Bangchukcheon 0.178 4.6 7.1 10.114 0.517

14 Byeongcheoncheon 1.226 3.1 5.8 3.933 0.201

15 Bonghwangcheon 1.127 1.3 2.6 4.177 0.091

16 Sadongcheon 0.317 2.2 4.4 5.467 0.136

17 Sanbangcheon 0.186 2.9 5.8 3.858 0.247

18 Sanggokcheon 0.108 0.9 2.3 2.168 0.027

19 Seokseongcheon 1.118 5.2 8.1 6.549 0.628

20 Seungcheoncheon 0.323 3.1 6.2 3.797 0.269

21 Eoryangcheon 0.341 7.6 9.4 18.201 0.277

22 Eocheon 0.165 1.2 2.8 2.497 0.035

23 Yeonsancheon 0.696 1.9 3.7 3.957 0.086

24 Wangpocheon 0.053 2.3 5.6 4.798 0.156

25 Yongsucheon 1.119 1.6 2.6 2.170 0.057

26 Wolhacheon 0.713 1.4 2.8 2.791 0.081

27 Yugucheon 3.156 1.5 3.0 3.322 0.046

28 Eunsancheon 0.500 2.0 4.5 3.809 0.098

29 Inghwadalcheon 0.224 1.2 2.7 1.904 0.031

30 Jeongancheon 1.970 3.5 6.0 4.698 0.219

31 Jocheon 2.154 4.4 5.3 7.485 0.457

32 Jeungsancheon 0.124 10.4 16.3 6.905 0.465

33 Jibangcheon 0.137 0.9 1.5 3.775 0.035

34 Jicheon 1.769 1.4 3.7 2.877 0.047

35 Chupungcheon 0.221 1.1 3.0 4.358 0.066

36 Chiseongcheon 0.205 2.8 6.1 4.162 0.067

37 Hyunnaecheon 0.050 1.1 2.1 4.547 0.053

균 유량은 0.050~4.109 m3/s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 유량

이 1.0 m3/s 이상인 하천들은 강경천, 노성천, 논산천, 병천

천, 봉황천, 석성천, 용수천, 유구천, 정안천, 조천, 지천 등 대

부분 금강 중․하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하천들이었다.12) 
오염물질 가운데 유기물 지표인 BOD5와 CODMn는 각각 0.9~ 
10.4 mg/L, 1.5~16.3 mg/L의 농도범위를 보였으며, 대부분 

부여 및 논산지역에 위치한 강경천, 대흥천, 어량천, 증산천 

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T-N과 T-P는 각각 1.558~18.201 
mg/L, 0.027~0.680 mg/L의 농도범위를 보였으며, 대흥천, 마
산천, 방축천 등 논산천 유역에 위치하고 있는 하천들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ig. 2는 하천의 평균 유량 및 수질농도를 공간적으

로 나타낸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류하천 중에서 유역면적이 큰 하천이 대부

분 하천유량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논산천 유

역의 하천들이 상대적으로 유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염물질의 농도 또한 유량과 마찬가지로 수질항목에 관계

없이 논산천 유역에 위치한 하천들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13) 
병천천 유역에 위치한 하천들은 CODMn과 T-P가 다른 유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3.2. 목표수질 만족여부 평가

Table 2는 총량측정망 결과를 활용하여 충청남도 금강수

계 중․하류 단위유역의 2009년 평균 BOD5 농도와14) 본 연

구에서 수행한 지류하천 수질․유량모니터링 자료의 동일시

기 수질 및 유량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단위유역 지류하천의 

저수량(Q275)과 저수량을 중심으로 ±10%에 해당되는 수질의 

평균값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본

D와 금본F 단위유역의 수질은 목표수질을 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갑천과 미호천이 합류된 이후인 금본H 단위

유역부터는 평균 BOD5 농도가 모두 목표수질을 초과하였다. 
이는 상류지역의 댐 방류량이나 상류 자치단체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에 의해 해당 단위유역의 목표수질 만족여부가 결

정되어 목표수질 초과원인과 책임규명이 매우 어려운 근본

적인 문제점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15) 또한,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도록 기준유량 개념을 도입하여 주요 지

류하천의 저수량과 저수량일 때의 평균 BOD5 농도를 평가한 

결과, 목표수질 만족여부와 관계없이 단위유역의 BOD5 농

도가 목표수질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위유역에 위

치한 지류하천(금산천, 봉황천, 추풍천)의 BOD5 농도가 목표

수질을 초과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단위유역의 BOD5 농도가 

목표수질을 초과하고 있으나 해당 단위유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류하천(월하천, 용수천, 유구천, 어천, 치성천, 잉화달천, 지
천, 논산천, 은산천, 금천)의 BOD5 농도는 목표수질보다 양

호한 결과를 보이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와 같이 본류 중심의 모니터링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

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하천인 본류에는 

국가차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목표(goal)를 설정하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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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ow flow and BOD5 concentration of tributaries in the 
Geum-River watershed

Watershed
WQS*
(mg/L)

Average
BOD5

#

(mg/L)

Tributary

Name
Low flow

(m3/s)
BOD5

(mg/L)

Geumbon D 1.1 1.0
Geumsancheon 0.043 3.6

Bonghwangcheon 0.536 1.5

Geumbon F 1.0 0.8
Sanggokcheon 0.018 0.8

Chupungcheon 0.519 5.1

Byeong-
cheon A

2.3 2.7

Sanbangcheon 0.073 3.7

Seungcheoncheon 0.146 3.7

Byeongcheoncheon 0.634 4.2

Miho C 4.4 5.2
Wolhacheon 0.117 1.5

Jocheon 0.499 5.2

Geumbon H 2.9 4.0 Yongsucheon 0.204 1.8

Geumbon I 2.9 4.2

Jeongancheon 0.472 4.2

Yugucheon 0.843 1.7

Eocheon 0.081 1.1

Geumbon J 2.9 4.2

Chiseongcheon 0.100 3.1

Inghwadalcheon 0.086 1.2

Jicheon 0.809 1.3

Nonsan A 4.0 4.7 Nonsancheon 1.632 3.7

Geumbon K 3.0 3.7

Eunsancheon 0.285 2.2

Geumcheon 0.426 3.0

Ganggyeongcheon 0.821 6.1

Seokseongcheon 0.553 5.5

* WQS : water quality standard

# Average BOD5 concentration of the watersheds in 2009

표수질 설정지점은 본류에서 주요 지류하천으로 변경하여 

수질 및 유량을 본류는 중앙정부(기관), 지류하천은 지방자

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역

할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16)

3.3. 시행계획 수립대상 유역의 선정

현행 제도에서는 본류에 목표수질이 설정된 단위유역의 해

당년도 변환평균수질이 과거 3년 평균 2회를 초과하는 단위

유역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17) 이로 인해 실

제 지류하천 유역이 오염되어 수질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

하고 본류의 BOD5 농도가 목표수질을 만족하게 되면 해당 

자치단체 지류하천의 BOD5 농도와 관계없이 시행계획 수립

대상지역에서 제외되고, 반대로 해당 자치단체 지류하천의 

BOD5 농도가 목표수질 이내로 양호하더라도 본류 단위유역

의 BOD5 농도가 목표수질을 초과하게 되면 전체 단위유역

이 시행계획 수립대상지역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제2단계 충

청남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서 본류의 목

표수질을 초과하는 단위유역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던 시행계

획 수립대상지역(a)과 동일시기의 지류하천 수질․유량모

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본류의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지류

하천 유역을 시행계획 수립대상지역(b)으로 선정한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현행 제도에서는 Fig. 3(a)에서와 같이 

본류(금강) 단위유역 말단에 설정된 목표수질 초과여부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있어 금강 중․하

류에 위치한 단위유역이 거의 모두 시행계획 수립대상유역

으로 선정되고 있으나,10) 실제적으로 본류의 목표수질을 초

과하는 지류하천유역은 13개(강경천, 금산천, 논산천, 대흥천, 
마산천, 방축천, 병천천, 석성천, 승천천, 어량천, 정안천, 조
천, 증산천) 정도만 해당된다(Fig. 3(b)). 이러한 문제점을 개

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목표수질 설정지점을 본

류에서 지류하천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계획(기본 및 시행) 
수립 및 이행평가와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하천 수질 및 유량

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류하천을 중심

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3,18) 궁극적으로 지류하천 

수질․유량모니터링 결과의 활용을 통해 시행계획 수립대상

유역이 현행 제도보다 현저하게 감소하여 행정 및 재정적인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4. 하천그룹화 방법을 이용한 수질개선 하천유역의 
선정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류하천 수

질․유량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수질개선이 필요한 하천

유역을 정확히 선정하고, 수질개선방안의 수립 및 시행을 통

하여 궁극적으로 하천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제한

적인 재정여건에서 수질개선 하천유역을 효율적으로 선정하

기 위해서는 지류하천 수질․유량모니터링 결과에 기초한 

하천그룹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7) Fig. 4는 지류하천 수

질․유량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여 하천그룹화 결과를 나

타낸 것으로, 하천유량이 많고 BOD5 농도가 높은 Group A
에 해당하는 강경천, 금산천, 논산천, 대흥천, 마산천, 방축

천, 병천천, 석성천, 승천천, 어량천, 정안천, 조천, 증산천 

등이 물 환경 관리측면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

라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나 오염원의 저감과 같은 수질개선

대책이 필요한 하천유역이다.
참고로 Fig. 5는 지류하천 수질․유량모니터링 자료에 기

초한 하천그룹화 방법에 의해 선정된 수질개선 하천유역의 

오염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충청남도 금강수계의 점배출

부하밀도(BOD5 kg/d․km2)를 나타낸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하천그룹화 결과에서 선정된 유량이 많고 수

질농도가 높은 하천들이 위치한 지역이 대부분 해당유역에 

존재하는 오염원으로 인해 점배출부하밀도가 큰 것으로 나

타났으며, 하천그룹화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병천천, 조천, 
석성천 및 논산천 유역에 위치한 하천들이 오염원 저감을 

통한 수질개선이 필요한 하천유역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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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ed on the main river (b) Based on the tributary

Fig. 3. Target watersheds for establishment of the implementation plan based on the main river or tributary.

Fig. 4. Results of stream grouping method based on the tributary 
water quality and flowrate monitoring.

Fig. 5. Distribution of point source discharged pollution load den-
sity in the Geum-River watershed.

4. 결 론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

한 과정인 지류하천 수질․유량모니터링을 통해 구축된 자

료가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본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충청남도 금강수계 

중․하류지역에 위치한 지류하천 중에서 유역면적이 큰 하

천이 대부분 유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논산천 유역의 

하천들이 수질항목에 관계없이 수질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본류 중

심의 수질․유량모니터링으로 해당 단위유역의 지류하천 수

질과 관계없이 목표수질 만족여부가 상류지역의 댐 방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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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상류 자치단체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하천인 본

류에는 국가차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목표(goal)를 설

정하고, 목표수질 설정지점을 본류에서 지류하천으로 변경

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본류는 중앙정부, 지류하천은 지

방자치단체에서 기본 및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관계없이 상

시적으로 수질 및 유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

축과 함께 모니터링 주체에 대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류 단위유역

의 목표수질 초과여부에 따라 실제 유역현황과 달리 시행계

획 수립대상유역이 과대하게 선정되는 문제점도 지류하천 

수질․유량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시행계획 수립대상유

역을 현행 제도보다 현저하게 감소시켜 행정 및 재정적인 낭

비를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지류하

천 수질․유량모니터링 결과에 기초한 하천그룹화 방법을 

통하여 수질개선이 필요한 하천유역을 선정할 수 있었으며, 
충청남도 금강수계의 경우 하천유량이 많고 수질농도가 높

은 병천천, 조천, 석성천, 논산천 유역에 위치한 하천들이 

우선적으로 오염원 저감을 통한 수질개선이 필요한 하천유

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류하천 수질․유량모

니터링 자료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 유역

현황 분석, 단위유역의 목표수질 설정 및 평가, 시행계획 수

립대상유역의 선정, 수질개선 대상유역의 선정 및 수질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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