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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study was to analyze seasonal and inter-annual patterns of water chemistry of Miho Stream watershed 

during 2004 - 2007 along with some influences of tributaries and summer monsoon on the stream water quality. For the study, 
eight physico-chemical parameters such as nitrogen, phosphorus, BOD, COD and chlorophyll-a (CHL) etc. were analyzed in 
relation to spatial and temporal variability of seven sampling sites of the mainstream and some tributaries in the watershed. In 
the upstream reach, Mean of BOD, COD and TP averaged 3.2 mg/L, 6.5 mg/L and 186 μg/L, respectively, indicating an 
eutrophic conditions as a III-rank in the stream water quality criteria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MEK). The 
eutrophic water was due to a combined effect of Chiljang tributary with high nutrients (TP=844 μg/L, TN=8.087 mg/L) and 
the point sources from some wastewater treatment plants. In the meantime, BOD, TN, and TP in the downstream reach were 
about > 1.2-1.5 folds than the values of the midstream reaches. This was mainly attributed to effluents of nutrient rich-water 
(mean TN: 11.980 mg/L) from two tributaries of Musim Stream and Suknam Stream, which is directly influenced by nearby 
wastewater disposal plants. Seasonal analysis of water chemistry showed that summer monsoon rainfall wa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he water quality, and water quality had a large spatial heterogeneity during the rainfall period. In 
the premonsoon, BOD in the downstream averaged 6.0±2.47 mg/L, which was 1.4-fold greater than the mean of upstream 
reach. Mean of CHL-a as an indicator of primary productivity in the water body, was > 2.2 - 2.9 fold in the downstream than 
in the upstream, and this was a result of the high phosphorus loading from the watershed. Overall, our data suggest that some 
nutrient controls in point-source tributary streams are required for efficient water quality management of Miho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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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최근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 및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도심 하천의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

르러 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Jeon 
등, 1998). 특히, 도심지역과 인근 산업단지에서 발생

되는 각종 산업폐수 및 생활하수 등은 인구밀집지역

에 위치하여 도심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의 오염을 

가중 시키고 있으며(An과 Yang, 2007; Kang과 An, 
2006) 하천 하상에 퇴적되면서 이․화학적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교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Jeon 등, 1998; 
Kang과 An, 2006).

본 연구 대상 하천인 미호천은 도심을 관통하는 전

형적인 도심형 하천으로 충청북도 음성에서 발원하여 

청주 시내를 관통하고 진천군, 청원군, 연기군 등을 거

치면서 도심 가정 하수 및 축산 폐수 등의 다양한 오염

물들이 유입되는 하천이다. 미호천 수계의 유역 면적

은 금강 전체 유역면적의 약 1/5인 1,860 km³, 유로 연

장은 89.2 km이고, 백곡천, 보강천, 무심천, 조천 등의 

여러 지류를 가지고 있으며 최 하류부의 합강점에는 

금강과 합류된다(Kim 등, 2001; Kim, 2004). 또한, 미
호천은 환경부에서 설정한 목표수질에 미달되는 것으

로 평가되어 금강 본류의 수질 악화에 큰 영향을 주는 

하천으로 알려져 있다(Noh와 Lee, 2007). 미호천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이․화학적 수질에 의해 수계

를 평가하는 연구(Chae, 1992; Chung과 Chae, 2001;  
Jeon, 1994; Park, 1989; Shin, 2001)가 주류를 이루었

고, 최근에는 생태건강성평가로써 미호천의 수질과 

부착성 조류의 분포에 관한 연구(Park, 1989), 도심하

천 생태계에서의 수질 및 생태건강성평가(Kim 등, 
2008), 어류 군집을 이용한 미호천의 생태 건강성 평

가 및 피라미의 수은(Hg) 오염도 평가(Lee와 An, 
2010)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이런 다양한 연구들에서는 미호천 본류 주변의 집

약 농경지와 도심 인구 밀집 지역 및 공업단지 지역에

서 유출되는 유기물과 인(P), 질소(N)와 같은 영양염

류의 증가가 이·화학적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생

태건강도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hin, 
2001). 특히, 하류 지역에서는 청주시를 관류하여 청

주 도심에서 배출된 생활하수와 산업폐수가 유입되는 

지류인 무심천과 석남천이 미호천 수질악화에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ae, 1992; Chung
과 Chae, 2001; Jeon, 1994; Shin, 2001). 무심천과 석

남천이 유입된 미호천 하류 지역은 생물학적 산소요

구량(BOD)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3등급인 

상류에 비하여 4-5등급으로 높게 나타났고(Shin, 
2001), 하류 지역으로 갈수록 총인(TP)와 총질소(TN)
가 증가하여 분뇨에 의한 오염과 생활하수, 산업 폐수 

등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Chung과 

Chae, 2001; Shin, 2001) 이러한 미호천의 오염원들이 

하류로 흘러 금강 본류와 합류하여 금강의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ung과 

Chae, 2001; Kim 등, 2008 Shin, 2001). 또한, 금강 본

류가 환경부에서 제시한 물환경정책(2006-2015)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강 수계의 주요 오

염원인 미호천의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기 된 바 

있다(Kim 등, 2008). 그러나 이런 연구의 대부분은 하

류 지역에 집중된 단기적인 조사로 그쳐, 미호천 지류

가 본류에 미치는 영향 등의 미호천의 전반적인 특성

과 장기적인 이․화학적 수질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극

히 미진한 상태이다.
최근 환경부의 전국 수질 평가 보고서(MOE, 2011)

에 따르면, 4대강 중에서 한강은 물 환경 정책의 좋은 

물 달성률이 90%를 보였으며, 그 외의 낙동강, 영산강 

등에서는 목표 달성률 77% 이상을 상회하여 관리가 

비교적 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강의 경우에는 

70% 이하의 달성률로 4대강 중에서 최저치를 보여 이

에 대한 금강 수계 하천 관리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금강 수계에서는 특히 갑천과 미호천이 

수질목표를 달성 하지 못한 중권역으로 분류되어 수

질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 되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도심 하천의 수질 특성은 아시아의 몬순 강

우 특성에 의해 크게 역동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Kang과 An, 2006). 따라서 계절적 강우는 

도심 하천의 수질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강우는 연강우량의 50% 이상

이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하
절기 집중강우는 농경지나 축산농가 등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과 도심지의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

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원들을 수체로 유입시켜 해당 



435청주지역의 도심하천인 미호천에서 시공간적 수질변이 특성 및 유입지천의 영향

Fig. 1. The map showing the sampling site in Miho Stream. 

수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Kang과 An, 2006; Park,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미호천 수계의 수질오염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최상류 지점부터 하류까지 7개의 지

점을 선정하여 각 수질 변수들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

였다. 또한 계절별 수질 인자의 역동성 평가 및 하절기 

강우의 강도에 따른 미호천의 수질 환경 변화에 대한 

역동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

료는 향후에 미호천 수계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수

질개선을 위한 대책 방안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조사 지역 개요 및 조사 지점

본 연구 대상 지점은 금강 합류 지점으로부터 약 73 
km 떨어진 미호천 최상류 지역부터 56 km 떨어진 미

호천 하류까지 총 7개 지점(Miho Stream, M)인 M1 - 
M7로 지정하였다(Fig. 1). 미호천 본류에는 많은 지류

들이 합류하는데 본류를 따라 M1과 M2 사이에는 칠

장천, 한천 외 세 하천이 본류로 합류되며 M2와 M3 
사이에는 백곡천이 합류한다. M3과 M4 사이에는 초

평천, M4와 M5 사이의 지류에는 보강천, 성암천 및 

석화천이 있다. M5와 M6 사이에는 미호천 본류의 

10.6%로 큰 제1지류인 무심천과 청주 산업 단지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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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agram of Miho stream and water quality of the tributaries influencing to the Miho Stream. Point sources were 
indicated by ■(industrial wastes), □(wastewater treatment plants) and ▲(livestock wastewater). The abbreviations 
of US and DS indicate Upstream and Downstream.

수처리장이 주변에 위치한 석남천이 합류하며 M6에
서 M7 사이에는 병천천이 합류하게 된다. M7 이후에

는 조천과 월하천이 합류되어 미호천 본류는 금강으

로 유입 된다. 또한 미호천 주변의 환경기초시설에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수 처리장은 8지점, 축산 

폐수 처리장은 2지점, 산업 폐수 처리장은 8지점으로 

총 18지점이 본류와 지류 주변으로 위치하고 있다

(WAMIS, 2007). 조사 지점은  환경부 수질 측정망 지

점인 미호천 수계의 7개 지점을 선정하였으며, 세부 

지점은 다음과 같다. 

M1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천평리 (천평교, N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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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0", E127° 30' 01") 
M2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오갑리 (오갑교, N36° 

50' 44", E127° 30' 13")
M3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진천 농교, 

N36° 49' 35", E127° 29' 35")
M4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여천리 (여암교, N36° 

46' 08", E127° 30' 27")
M5  충청북도 청주시 외하동 (팔결교, N36° 42' 52", 

E127° 28' 32")
M6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신천리 (옥산교, N36° 

39' 30", E127° 23' 00")
M7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궁평리 (미호천교, N36° 

37' 23", E127° 21' 02")

2.2. 조사 기간 및 방법

미호천의 이․화학적 수질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

여 2004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7개 지점(M1- 
M7)에서 측정된 환경부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이용된 수질 변수는 생물학적 산

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질소

(TN), 총인(TP), 부유물(SS), 전기전도도(EC), 클로로

필-a(CHL-a), 암모니아성 질소(NH4-N)이며 각 수치

의 시간별, 공간별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미호천의 

강수량은 2004년에서 2010년까지 국토교통부의 진천 

관측소 (충북 진천군 진천면 읍내리 진천여중, N36° 
52' 09", E127° 27' 22")와 청주 관측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흥덕교, N36° 38' 48", E127° 28' 53")
에서 원격관측 (T/M) 시스템을 통하여 관측된 데이터

를 획득하였고, 수질특성 분석을 위해 우리나라의 하

절기 강우 특성을 감안하여 장마 전기(Premonsoon, 
PR: 5 - 6월), 장마기(Monsoon, MO: 7 - 8월), 장마 후

기(Postmonsoon, PO: 9 - 10월)로 구분하여 분석하였

다. 본 연구에서 수질요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통계분석은 SPSS ver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Pearson's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유입 지천 및 본류의 공간적 수질 특성

미호천 수계 전 지역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는 0.3 - 13.4 mg/L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은 3.1± 
1.98 mg/L로 환경부가 제시한 하천의 생활환경기준, 
Ⅲ등급에 해당하였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역시 

전체 평균 6.5±2.24 mg/L로 Ⅲ등급에 해당하였다. 유
기 영양물의 지표인 총질소(TN)의 경우, 전체 평균이 

4.501±2.29 mg/L으로 나타났고, 총인(TP) 역시 평균 

182±109.10 μg/L로 Ⅲ등급에 해당하였다. 이는 미호

천 전 수계를 연구한 Shin(2001)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의 BOD와 COD의 최대값은 각각 

13.4 mg/L, 20.7 mg/L로 기존 연구 보다 1.5-2.4배 높

게 나타났다. 평균 TP의 경우 본 연구 지점 보다 하류

를 기준으로 연구한 Kim 등(2008)에 비해 100 μg/L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미호천이 하류 지점에서 오염

도가 높게 나타나는 도심하천의 전형적인 특성을 가

진 하천이라는 이전 연구(Kim 등, 2008; Noh와 Lee, 
2007)와도 일치한다.

미호천의 공간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류 지점인 

M1과 M2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

소요구량(COD) 및 총인(TP)의 평균은 3.2 mg/L, 6.5 
mg/L, 186 μg/L로 각각 나타나 환경부의 하천 생활환

경기준 Ⅲ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류 지

점인 M1과 M2 사이에서 유입되는 지류 중 하나인 칠

장천의 TP는 844 μg/L로 미호천으로 유입되는 지천

들 중 최대치로 나타났고, 본류의 4배 이상에 달했으

며 TN 역시 8.087 mg/L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상류 

지점의 지류 중 하나인 한천의 TN 또한 5.041 mg/L로 

높은 값을 보였다(Fig. 2). 상류가 청정한 일반적 수계

와는 달리 미호천은 상류에서부터 오염부하가 시작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상류 지역에 위치한 전

형적인 농업 배수지역인 금왕읍과 축산․농업배수가 

혼재되어 있는 삼성면, 지류인 칠장천과 한천 주변의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수의 유입(Son, 2010)
등의 수질 오염 영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수질의 상․하류간의 구배 특성 분석에 따르면, M2
에서 M5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오염도가 감소하는 추

세를 보였으며, 특히 M5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총질소(TN)의 평균값은 각각 2.5±1.53 mg/L 
(n=84) 및 3.921±2.03 mg/L(n=84)로 나타나 전체 지

점들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 기간인 7년 

동안 M5의 BOD, COD, TP 및 SS는 다른 지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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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patial variations of water quality parameters based on the average value of 2004-2010. The abbreviations of PR, MO 
and PO indicate premonsoon, monsoon and postmonsoon, respectively.

비해 16 - 32%정도 낮게 나타나 생활환경기준 Ib-II등
급(BOD 기준)에 해당하였으며, 이는 오염부하가 적

은 지류인 백곡천, 초평천, 보강천 및 성암천의 합류로 

인하여 본류의 오염 물질이 희석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주변 산간지형으로 인한 사력퇴의 발달로 인하

여(Cho, 2009) 정화된 것으로 사료 된다. 이는 오염된 

지천이 모래사장 및 사력퇴 습지를 끼고 일정 정도만 

흘러가면 오염 정도가 완화된다는 이전 낙동강과 한

강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게 나타났다(Oh 등, 2011). 
한편, 중․하류부의 수질 오염 특성 분석에 따르면, 수
질 오염도는 M5에서 M7로 내려 갈수록 증가하여 M7
의 평균 BOD, TN 및 TP의 농도가 각각 M5의 약 1.7
배인 4.3 mg/L, 1.3배인 5.044 mg/L 및 1.6배인 236 μ
g/L로 나타났으며, 하류부(M6-M7)의 BOD, TN 및 



439청주지역의 도심하천인 미호천에서 시공간적 수질변이 특성 및 유입지천의 영향

TP 평균이 중류부(M3-M5)의 평균보다 1.2-1.5배 높

게 나타났다. 중류부와 하류부 사이에는 무심천, 병천

천 및 석남천이 본류로 합류하는데(Fig. 2), 이들 중 무

심천은 미호천의 가장 큰 지류로서 상류지역에서 농

업용수와 생활하수가 다량 유입된 후 청주 도심을 관

류하여 미호천으로 합류한다. 또한 석남천은 청주공

단에서 방류되는 산업폐수와 청주 하수 종말 처리장

의 하수(280,000 m³/day)가 유입된 후 미호천으로 합

류한다(Shin, 2001). 본 연구에서 특히 석남천의 TN
은 11.980 mg/L로써 M7의 TN값의 2배 이상에 달하

며 전 지류 중에서 최고치를 나타냈다(Fig. 2). 본 연구

의 하류 지점은 무심천과 석남천이 유입되면서 오염

도가 증가한다는 기존의 연구들(Chae, 1992; Chung
과 Chae, 2001; Jeon, 1994; Park, 1989; Shin, 2001)
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점의 시기별 수질특성 분석에 따르면, 장마 전

기에는 상류 및 중류 수계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및 총

인(TP) 농도가 큰 변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하류 수계

에 이르러 M6 - M7 구간에서 BOD, COD, TN 및 TP
의 지점별 평균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유기물 오

염 지표 분석에서 BOD는 3.6 mg/L에서 6.9 mg/L로 

약 1.9배 증가하고 있으며, COD도 6.9 mg/L에서 11.1 
mg/L로 BOD와 유사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영양염류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TN은 3.222 mg/L
에서 4.480 mg/L로 약 1.4배 증가하고 있으며, TP는 

152 μg/L에서 약 1.7배인 257 μg/L로 급격히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Fig. 3). 이는 하류 수계가 상류 및 

중류 수계에 비해 많은 오염물들이 유입되며 장마 전

기의 적은 하천 수량으로 인하여 오염물이 농축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CHL-a 역시 장마 전기에서 

장마기로 접어들면서 전 지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나 특히 하류 지역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이는 장마 

전기의 하류 지역의 염양염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사

료된다. 반면, 장마기에는 BOD, COD, TN 및 TP값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특히 하류 지점인 M6과 

M7이 상류 및 중류 수계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이 뚜

렷이 나타났으며 이는 집중강우에 의한 하류 수계의 

수체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희석 효과로 사료된다. 
수체에서 양이온 및 음이온의 이온 농도의 지표인 EC

의 경우에는 전 기간 내내 M1에서 M4로 낮아지는 경

향을 보이다가 M7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

다. 계절에 관계없이 하류부로 갈수록 EC가 증가하는 

양상은 하류로 갈수록 이온성 부유물질이 증가하여 

수질 저하가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Lee 등, 2009). 
전 기간 내내 M4의 EC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류

로 유입되는 지천 중 가장 오염부하가 적은 초평천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초평천의 BOD는 1.1 mg/L, TP
는 26 μg/L로 생활환경기준 Ⅰb에 속하여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로 나타났다. 

3.2. 수계내의 강우 특성 및 계절별 수질 변이

미호천 수계의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측정된 7년 

동안의 자료 분석에 따르면, 연 평균 강수량은 1,209 
mm로 장마기인 7 - 8월 동안 588 mm의 강우량을 보

여, 장마기의 강우량이 전체 강우량의 48% 이상을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강우량은 장마기에 집중 분포

하며, 장마 전기 및 후기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An
과 Yang, 2007; Park, 2009). 연별 총 강우량은 2007
년에 1,500 mm 이상으로 다른 해에 비해 높은 강우 

(Intense monsoon year)를 보인 반면, 2008년에는 800 
mm 이하의 비가 내린 것으로 볼 때 가뭄의 해 (Weak 
monsoon year)로 판단되었다. 갈수기인 2008년에 가

장 강우량이 많은 달은 7월이며 이때 270 mm 이하의 

비가 내려 그해 강우량의 36% 이상을 차지하였다. 풍
수기인 2007년에는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강

우가 내렸으며 특히 8월과 9월이 가장 큰 강우를 나타

내 전체 강우의 52% 이상을 차지하였다(Fig. 4). 
연도별 강수량 변화와 수질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

보면, TN (r = -0.412, p < 0.001)과 EC (r = -0.410, p 
< 0.001)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나 

BOD, COD 및 CHL-a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우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갈수기와 풍수기의 수질 특성을 비교·분석하면, 
갈수기의 SS는 13.2±8.88 mg/L로 월별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나 풍수기의 경우 18.8±20.16 mg/L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강우가 집중된 시기의 8월에는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고 9월에는 80.6 mg/L로 최고치를 

나타냈다(Fig. 4). SS는 물의 탁도 유발 원인으로써 강

우 시 유기물 유입과 함께 무기성 부유물이 유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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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nthly precipitation and seasonal comparisons between weak monsoon and intense monsoon in Miho Stream.

탁도를 증가시키는데(Kang과 An, 2006; Shin, 2001), 
미호천의 경우, 8월에 강우로 인하여 수체내의 부유물

이 쓸려 내려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9월의 계속적

인 강우로 인한 부유물과 영양염류의 유입에 의해 다

시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TN의 양상과도 이

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갈수기의 TN의 경우에는 동

절기에 대부분 높은 값을 나타내 1월에 최고치인 8.4 
mg/L을 보였고 장마기에는 전반적으로 약 2 mg/L정

도로 낮게 유지 되었다. 이는 강우가 적은 동절기에 유

량의 감소로 인해 TN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이며 장

마기에는 강우에 의해 희석된 것으로 사료되나, 이런 

양상은 풍수기보다 갈수기에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계절별 자료 분석에 따르면 유기물 오염 지표인 생

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의 2004년부터 2010년의 월별 평균값을 상관 분석한 

결과 r=0.843 (p < 0.05, n=12)로 정 상관관계를 보였

고, 통계학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OD와 COD
는 겨울을 거쳐 장마 전기까지 그 값이 증가하여 장마 

전기인 5월과 6월에 각각 5.3 mg/L, 8.3 mg/L로 최고

치를 나타났고 장마기부터 다시 감소하여 10월에 각

각 1.6 mg/L, 4.7 mg/L 최저치를 나타났다. TN은 장

마기에 2.694 mg/L로 최저치를 보였으며 3월에 6.910 
mg/L로 최고치를 나타났다. TP의 경우 강우량이 적

은 2월에 219 μg/L로 최대값을 나타났으며 TN과 TP



441청주지역의 도심하천인 미호천에서 시공간적 수질변이 특성 및 유입지천의 영향

Sampling year

'04 '05 '06 '07 '08 '09 '10

N
H

4-
N

 (m
g/

L)

0.0
0.2
0.4
0.6
0.8
1.0
1.2
1.4
1.6
1.8
2.0

Sampling year

'04 '05 '06 '07 '08 '09 '10

B
O

D
 (m

g/
L)

1.5

2.0

2.5

3.0

3.5

4.0

4.5

5.0

'04 '05 '06 '07 '08 '09 '10

TN
 (m

g/
L)

3.5

4.0

4.5

5.0

5.5

6.0

6.5

7.0

'04 '05 '06 '07 '08 '09 '10

SS
 (m

g/
L)

5

10

15

20

25

30

35

Sampling year

'04 '05 '06 '07 '08 '09 '10

C
H

L-
a 

( μ
g/

L)

0

10

20

30

40

50

Sampling year

'04 '05 '06 '07 '08 '09 '10

C
O

D
 (m

g/
L)

5.0
5.5
6.0
6.5
7.0
7.5
8.0
8.5
9.0

UP(M1-M2)
MS(M3-M5)
DS(M6-M7)

'04 '05 '06 '07 '08 '09 '10

TP
 ( μ

g/
L)

120
140
160
180
200
220
240
260
280
300

'04 '05 '06 '07 '08 '09 '10

C
on

du
ct

iv
ity

 ( μ
S/

cm
)

250

300

350

400

450

500

550

UP(M1-M2)
MS(M3-M5)
DS(M6-M7)

Fig. 5. Inter-annual fluctuation of water quality of Miho Stream based on longitudinal variations along with upstream to 
downstream reaches. The abbreviations of US, MS and DS indicate Upstream, Mid-stream and Downstream, 
respectively.

는 r=0.684 (p < 0.01, n=12)로 정 상관관계를 보여 통

계학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SS의 경우에

는 5월과 장마기에 30 mg/L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는

데 월평균 CHL-a 수치와 비교해 보았을 때 5월의 경

우에는 조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고, 장마기의 

경우 역시 조류 증가와 강우에 의해 주변 농지 및 토지

로부터 토사나 부유물이 유입되어 최고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미호천의 SS는 금강의 유입 

지천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금강의 지류인 길

산천, 갑천 및 석성천에 비하여 1.5-1.8배 높게 나타났

다(Rim 등, 2000). 월평균 EC의 경우 강수량이 적은 2
월에 최대치(511.2 μS/cm)를 나타냈고 장마기인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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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최소치(237.9 μS/cm)를 나타나 강우와 역 상관관계

(r=-0.666, p < 0.01, n=12)를 보였다. 월 평균 NH4-N
의 경우에는 TN과 상관계수 0.947(p < 0.05, n=12)로 

나타나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며, 강수량이 적은 2월에 

최고치인 1.8 mg/L를 나타내며 장마기에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냈다.
연별 수질특성의 변이 평가를 위해 2004년에서 

2010년의 7년간 수질자료 분석에 따르면, BOD는 강

수량이 적은 2008년에 상류와 중류의 구분이 잘 나타

나지 않고, 상류 및 중류 지점과 하류 지점 간의 변화 

폭이 2 mg/L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Fig. 5). 연별 

상․중․하류의 BOD는 하류 지점이 평균 3.920±0.50 
mg/L로 중․상류 지점보다 약 1 mg/L 높게 나타났지

만 연별 변동 폭은 상류보다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상
류의 연별 BOD 편차는 ±0.76 mg/L로 중․하류에 비

해 연별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Fig. 5). 연별 상․

중․하류의 COD 경우, BOD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하류 지점의 평균이 7.6±0.64 mg/L로 중․상 지점보

다 약 1 mg/L 높게 나타났고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났으나 상류의 경우에는 갈수기인 2008년에 5.9 
mg/L로 최저치를 나타내었다(Fig. 5). 연별 TN의 경

우, BOD와 COD와 유사하게 상류가 중․하류 지점

에 비하여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났는데 상류의 TN은 

2004년에 6.604 mg/L로 최고치를 나타냈고 2009년
에 3.741 mg/L로 최저치를 나타내 약 3 mg/L정도 차

이를 나타냈다. 연별 TP는 강우량이 많던 2007년에 

상․중․하류 지점 간의 변화 폭이 140 ug/L 이상으

로 높게 나타났다(Fig. 5). 2004년의 연평균 SS는 25.2 
mg/L로 최고치를 보이고 2008년까지 약 12 mg/L정

도 감소였다가 다시 2010년까지 21.0 mg/L로 증가하

는 양상을 보이는데 풍수기인 2007년에 상․중․하

류 지점 간의 변화 폭이 20 mg/L 이상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 갈수기인 2008년에는 전 지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상류의 경우 2007년에 33.6 mg/L로 전 해를 

통틀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08년에 13.9 mg/L로 급

격히 감소하여 강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상․중․하류 지점의 EC의 변화 양상은 유

사하였으며 특히 하류의 경우 연평균 강우량과 역 상

관관계 r=0.811(p < 0.01, n=12)로 나타났다. CHL-a
의 경우 하류 지역의 연별 평균 24.1 ug/L으로 상류 평

균 12.4±5.74 ug/L보다 약 2배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편차가 ±11.94 ug/L로 연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Fig. 5). 연별 상․중․하류의 전체 양상을 보면 하류, 
상류, 중류의 순으로 BOD, COD, TN, TP 및 EC가 높

게 나타나 미호천 수계가 상류에서부터 이미 오염부

하를 받기 시작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3. 몬순 강우 전․중․후의 상․하류간 수질특성 비교

상류의 BOD는 장마 전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값이 

감소하며 장마 전기의 경우 1.1 - 11.9 mg/L로 변화의 

폭이 넓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

로 수량이 부족하여 오염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

로 사료된다. 하류의 BOD도 이와 유사하게 장마 전기

에서 후기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장마 전

기에 6.0±2.47 mg/L로 상류보다 오염부하가 1.4배로 

크게 나타났다(Fig. 6). TN의 경우에는 상․하류 모두 

장마기에 감소하지만 하류가 4.1 mg/L에서 3.3 mg/L
로 상류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상류의 TP는 장마 전기에서 후기까지 증가하는 양

상을 보여 장마 후기에 201±114.94 ug/L로 나타났고, 
하류의 경우, 장마 후기에 214±183.2 ug/L로 다른 기

간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Fig. 6), 상․하류 모두 장

마 후기에 높은 값과 넓은 변화의 폭을 보였다. 이는 

장마 후기에 최저치를 보인 형산강 수계(Kim과 An, 
2010)와는 다르게 나타났으며, 하류의 TN과 TP는 장

마기에 영양염류의 농도가 집중호우로 인하여 희석되

는 영산강 수계(Kang과 An, 2006)와 금강 수계(An과 

Yang, 2007)의 결과와 일치하여 강우에 의한 수체의 

증가로 인한 유기물의 희석과  유량에 따른 하류의 희

석 현상에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장마 후기의 CHL-a는 상류의 경우 10.2±11.6 ug/L

로 하류의 경우에는 24.1±22.2 ug/L로 나타났고, 장마

기의 CHL-a는 상류의 경우 22.2±26.9 ug/L로 하류의 

경우에는 49.9±59.8 ug/L로 상․하류 모두 장마기에 

높고 넓은 변화의 폭을 보였으며 하류가 상류보다 2.2 
- 2.9배 높게 나타났다(Fig. 6). CHL-a는 식물 플랑크

톤의 현존량뿐만 아니라 부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지

표가 되는데 연평균 농도가 >25 ug/L을 부영양

(eutrophic), >75 ug/L을 과영양(hypertrophic)으로 평

가하는 Vollenweider와 Kerekes(OECD, 1982)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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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easonal variations of water quality based on Korean monsoon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regions in Miho 
Stream. The abbreviations of PR, MO and PO indicate premonsoon, monsoon and postmonsoon, respectively.

준에 따르면 미호천 하류는 부영양화 상태에 해당하

며, 금강의 지류들 중에 높은 수준에 해당했다(Rim 
등, 2000).

4. 결 론

본 연구는 2004 - 2010년 동안 미호천의 7개의 지

점을 선정하여 미호천 지류들의 오염 영향 특성과 계

절별 수질 인자 변이 및 하절기 강우에 따른 수질 환경 

변화에 대한 역동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용된 수질 

변수는 질소(N), 인(P),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엽록소-a(CHL-a)등 과 같

은 8개 수질 항목을 지류 및 본류에서 시간별, 공간별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미호천의 공간적 조사 결과

에 따르면, 상류역의 BOD, COD 및 TP는 평균 3.2 
mg/L, 6.5 mg/L, 186 μg/L로 환경부의 하천수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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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등급에 해당하며 이는 주변의 하수종말처리장과 같

은 점오염원 및 영양염류농도가 높은 지류인 칠장천

(TP = 844 μg/L, TN = 8.087 mg/L)의 복합적 영향으

로 평가되었다. 한편, 하류부에서 BOD, TN 및 TP의 

평균농도는 중류역의 평균보다 1.2 - 1.5배 높게 나타

났으며, 더 심각한 부영양화 특성을 보였는데, 이는 청

주 도심을 관류하는 무심천, 석남천(TN: 11.980 
mg/L)에 의한 지천 영향 및 인근 하수종말 처리장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본 수계에서 이화학적 수질 분석

에 따르면, 하절기 강우는 수질에 크게 영향을 주는 인

자로 나타났으며, 조사지점 별로 큰 공간적 이질성을 

보였다. 장마 전기에 하류역에서의 BOD는 6.0±2.47 
mg/L로써 동일기간 상류보다 오염부하가 1.4배로 크

게 나타났다. 금강의 중권역에 위치하며 환경부 수질 

목표 미달 지역인 미호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본

류와 지류에 대한 효율적 수질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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