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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서낙동강(West Nakdong River)은 부산광역시 강서

구와 경상남도 김해시 사이를 흐르는 하천으로서, 유로 

연장은 26.4 km, 하천 연장은 18.55 km, 유역 면적은 

285.08 km2, 하천의 너비는 좁은 곳이 235 m, 넓은 곳은 

572 m 정도이다. 삼각주의 형성(현재 강서구에 해당)으
로 낙동강이 분류되며 삼각주의 서쪽을 따라 흐른다 하

여 서낙동강이라고 명명되었다. 과거에는 서낙동강이 낙

동강의 본류였으나,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강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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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ater quality levels were classified and water quality indices were calculated and analysed by using the water 

quality components of living environmental standards monitored 10 years (2008 ~ 2017) at four stations in the West Nakdong 
River.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onthly variation of the water quality components of the living environmental standards, 
the water quality in the West Nakdong River was worse downstream than upstream, and pollution at the WNR3 located in the 
downstream of the Jomangang was the most serious. As a result of classification of water quality levels, BOD and COD levels 
were the lowest, so water quality pollution in the West Nakdong River was found to be highly influenced by organic matters. 
The water quality index was the lowest in July and August at four stations, so water quality is showing the worst in summer.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water quality components and the water quality index,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OC and the water quality index was high in the four stations, and the water quality index in the West Nakdong 
River was dominated by organic matters and nutr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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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퇴적으로 삼각주가 형성되어 강폭이 점점 좁아지다

가 1934년에 대저 수문과 녹산 수문이 설치되면서 낙동

강의 본류는 동낙동강으로 바뀌게 되었다. 서낙동강의 

지류로는 맥도강, 평강천, 예안천, 신어천, 주중천, 조만

강, 지사천 등이 있다. 부산광역시의 도시화와 김해 지역

의 교외화 현상으로 서낙동강 주변에 인구가 급증하여 

지류에서 유입된 생활하수와 산업폐수로 인해 수질이 크

게 오염되어 농업용수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
근에는 서낙동강 유역에서 2016년 11월부터 공사가 시

작되어 2023년 완공 예정인 에코델타시티(Eco-Delta 
-City) 조성 사업으로 인해 인구 7만 명 이상을 수용 가

능한 대규모 신도시가 형성될 것이므로 하천수의 수질 

변화에 대한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서낙동강의 수질 특성에 관한 국내 연구는 2000년대

부터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Yoon et 
al.(2002)은 서낙동강의 물과 저토의 이화학적 환경을 

측정하여 수질의 이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Kim et 
al.(2006)은 서낙동강 유역 하천의 식생 분포특성과 영

양염류를 정화할 수 있는 수생식물을 조사하여 부영양화

물질 정화식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Lee et 
al.(2007)은 서낙동강에 위치한 대저수문관 녹산수문에 

의한 하천의 흐름을 수리학적으로 평가하고 RMA2 및 

RMA4 모델을 이용한 2차원 수치모의를 통해 서낙동강

의 수질 개선을 위한 수문 연계운영 방안을 모색하였으

며, Kang et al.(2012)은 SWAT 모형을 이용한 수문운

영에 따른 서낙동강의 유량과 수질 거동을 모의하여 수

문 개폐에 따른 수질개선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Kim 
and Kim(2013)은 서낙동강의 대저수문 유입량과 녹산

수문 방류량 변화를 관측하고 낙동강 본류 원수의 유입 

및 녹산수문 방류에 의한 수질개선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기존의 연구 사례에서는 서낙동강의 수질 

특성이 부영양화 관련 성분(유기물과 영양염류 등)과 수

생식물에 국한되어 있고 수 년 이내의 관측 자료를 이용

하여 평가되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서낙동강 

유역에서 인간 활동이 고려된 생활환경기준을 적용한 하

천 수질의 통합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하고 또한 하천수

의 수질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관측 자료를 이용한 생활

환경기준 수질 성분의 시·공간 변화 특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수질지수(WQI, Water Quality Index)는 캐나다에서 

개발한 CCME WQI(CCME, 2001)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국외에서는 강, 하천, 호수, 저수지 등에서 관

측된 다양한 수질 성분을 이용한 수질지수를 개발하여 

조사지역의 수질을 평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Khan et 
al.(2003)은 다양한 수원(호수, 하천, 강, 저수지)에 적용 

가능한 수질지수를 개발하고, 수질지수의 경향성 분석

(trend analysis)을 통해 수질 성분별 및 전체 수질에 대

한 거동을 예측하였다. Liou et al.(2003)은 타이완에서

는 13개 수질 성분을 이용한 수질지수를 개발하였으며, 
Keya River의 수질 평가에 적용하였다. Boyacilglu 
(2007)는 유럽공동체(EU)의 수질기준을 적용한 만능수

질지수(UWQI)를 개발하고, 수질지수를 적용하여 터키

의 Tahtali 저수지 수질을 평가하였다. Akkoyunlu and 
Akiner(2012)는 터키의 Sapanca Lake Basin의 하천수 

수질을 다양한 수질지수(CCME-WQI, OWQI, NSF 
-WQI)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최소수질지수(WQImin)
와 부영양화수질지수(WQIeut)를 개발하고 분석하였다. 
Etim et al.(2013)은 나이지리아의 Niger 삼각주 지역에

서 3개의 수원(하천수, 지하수, 상수도)에 대한 수질지수

를 개발하였으며, 수질지수를 적용하여 인간이 이용 가

능한 수자원(지하수와 상수도)과 불가능한 수자원(하천

수)을 평가하였다. Naubi et al.(2016)은 말레이시아의 

Skudai River에서 농업 및 산업 활동과 기타 인간 활동

에 의해 오염된 하천 수질을 평가하기 위한 수계 영역

(river catchment)의 수질지수를 개발하여 하천의 본류

와 지류에 대한 수질을 평가하였다. Pham(2017)은 베트

남의 Dong Nai River에서 수질 평가를 위해 전통적인 

수질지수(WQI)와 플랑크톤 조류를 이용한 생물학적 조

류지수(BDI)를 개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Srebotnjak 
et al.(2011)은 세계적으로 담수(fresh water)에서 관측

되고 있는 일반적인 수질 성분 5가지(DO, EC, pH, T-N, 
T-P)를 이용한 수질지수(EPI WATQI)를 산정하여 전 

세계적으로 비교 가능한 수질 평가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Tirkey et al.(2015)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역과 국

가에서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는 12개의 수질지수를 소개

하고 수질지수별로 이용되는 수질 성분과 수질지수에 의

한 지표수의 수질 및 오염 평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내에서 수질지수를 이용한 하천 수질의 연구 사례로

는 대부분 낙동강 유역에서 수행되었으며, 낙동강 수계에

서 오염 우심 지역 39개 지점에서 3년간(2013~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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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된 수질 자료를 이용한 수질지수를 산정하고 생활환

경기준과 비교하여 수질 상태를 검토하였으며(Kal et 
al., 2017), 낙동강 유역의 38개 중점관리지천에 관한 6
년간(2011~2016년) 관측된 수질 자료를 이용한 수질지

수를 산정하여 하천의 유형화에 활용하였으며(Kim et 
al., 2018), 낙동강 수계의 중점관리 34개 지점에서 7년
간(2011~2017) 관측된 수질 자료를 이용하여 수질지수

를 산정하고 우선 관리가 필요한 지류지천을 파악하기 

위해 장기 경향성을 분석하였으며(Park et al., 2018), 순
천만의 해수수질 자료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

여 생태기반의 해수수질 평가기준(WQI)를 산정하여 순

천만 수질의 시·공간적인 수질특성을 파악하고 평가하였

다(Kong et al., 2016). 국내에서 수질지수를 산정하여 활

용한 연구 사례들은 낙동강의 지류와 지천에만 한정되어 낙

동강 본류의 수질을 파악하기 위한 수질지수의 산정이 필요

하며, 또한 인간의 활동뿐만 아니라 기후 요소를 고려할 수 있

는 장기적인(10년 이상) 수질 관측 자료를 이용한 수질지수의 

산정 및 활용 연구도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낙동강에 위치한 4개 관측소에서 10

년(2008~2017년) 동안 관측된 생활환경기준 수질 성분 

자료를 이용하여 수질등급을 분류하고 수질지수를 산정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낙동강 유역

에서 개발이 진행 중인 에코델타시티에 의한 서낙동강 

하천 수질의 변동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후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하천 수질의 관

리에도 활용될 수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 
nier.go.kr)에서 제공받았으며, 서낙동강에 위치한 WNR1 
(서낙동강1) 관측소는 김해교에, WNR2(서낙동강2) 관
측소는 강동교에, WNR3(서낙동강3) 관측소는 조만교

에, WNR4(서낙동강4) 관측소는 둔치2교에 설치되어 

있다(Fig. 1). 서낙동강에 위치한 4개 관측소(WNR1, 
WNR2, WNR3, WNR4)에서 2008~2017년 동안 매월 

관측된 생활환경기준 수질 성분인 pH(수소이온농도),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COD(화학적산소요구량), 
TOC(총유기탄소량), SS(부유물질량), DO(용존산소량), 
T-P(총인), TCC(총대장균군), FCC(분원성대장균군)의 

월별 평균(10년 평균)을 이용하여 월 변동 수질을 분석

하였다.

Fig. 1. Locations of four stations in the West Nakdong 
River.

환경부에서 규정한 하천수의 생활환경기준 수질 성분

과 수질등급은 Table 1에 정리되어 있으며, 수질등급은 

“매우 좋음(Ⅰa)”, “좋음(Ⅰb)”, “약간 좋음(Ⅱ)”, “보통

(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 “매우 나쁨(Ⅵ)”의 6
등급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4개 관측소에서 10년 

동안 매월 관측된 자료의 월별 평균값을 이용하여 하천

수의 생활환경기준 수질등급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수질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

고 있는 CCME WQI 방법으로 산정하였다(CCME, 
2001). 수질지수를 산정하기 위한 수질기준으로 하천수의 

생활환경기준에서 “정수 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 가능한 

Ⅲ(보통) 등급”을 적용하였으며, 생활환경기준 수질성분을 

모두 고려하여 CCME WQI를 산정하였다. CCME WQI
는 3개 인자(, , )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질지수는 

0~100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고 100의 값에 가까울수록 좋

은 수질에 해당한다(Table 2). (scope)은 수질기준에 부

적합한 농도를 가진 수질성분의 개수(N of failed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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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질성분의 총 개수(n of variables)로 나눈 값이고, 

(frequency)는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농도가 측정된 지점의 

개수(N of failed tests)를 수질측정 지점의 총 개수(N of 
tests)로 나눈 값이다. (amplitude)은 수질기준에 부적합

한 지점에서의 농도(Failed test value)를 수질기준 농도로 

나누어서 1을 뺀 값(excursion)을 구한 후, excursion 값을 

모두 더하여   수질측정 지점의 총 개수로 나눈 값(nse, 
normalized sum of excursions)을 이용하여 산정한다(식 

(4)). excursion 값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지점의 농도가 

수질기준 농도보다 높은 경우에는 식 (5), 수질기준에 부적

합한 지점의 농도가 수질기준 농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식 

(6)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CCME WQI와 3개 인자의 산정 

방법은 식 (1)~(7)에 정리하였다. 수질지수는 다양한 수질

항목의 기준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방법으

로서, 시공간적인 수질의 개선 및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하천의 정비 사업이나 관리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

기에 적합하다(Kim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수질지수

를 산정하여 서낙동강에 위치한 4개 관측소에서 생활환경

기준 수질 성분의 월별 및 공간적인 오염 특성을 분석하는

데 이용하였다.

   







           (1)

    

   
 ×               (2)

    

   
 ×                      (3)

  

                                           (4)

Ranking CCME WQI value Evaluation of water quality

Excellent 95~100
Water quality is protected with a virtual absence of threat or impairment; conditions 
very close to natural or pristine levels

Good 80~94
Water quality is protected with only a minor degree of threat or impairment; conditions 
rarely depart from natural or desirable levels

Fair 65~79
Water quality is usually protected but occasionally threatened or impaired; conditions 
sometimes depart from natural or desirable levels

Marginal 45~64
Water quality is frequently threatened or impaired; conditions often depart from 
natural or desirable levels

Poor 0~44
Water quality is almost always threatened or impaired; conditions usually depart from 
natural or desirable levels

Table 2. Categorization of CCME WQI (CCME, 2001)

Level pH BOD
(mg/L)

COD
(mg/L)

TOC
(mg/L)

SS
(mg/L)

DO
(mg/L)

T-P
(mg/L)

TCC
(count/100mL)

FCC
(count/100mL)

Ⅰa 6.5~8.5 ≤1 ≤2 ≤2 ≤25 ≥7.5 ≤0.02 ≤50 ≤10

Ⅰb 6.5~8.5 ≤2 ≤4 ≤3 ≤25 ≥5.0 ≤0.04 ≤500 ≤100

Ⅱ 6.5~8.5 ≤3 ≤5 ≤4 ≤25 ≥5.0 ≤0.1 ≤1000 ≤200

Ⅲ 6.5~8.5 ≤5 ≤7 ≤5 ≤25 ≥5.0 ≤0.2 ≤5000 ≤1000

Ⅳ 6.0~8.5 ≤8 ≤9 ≤6 ≤100 ≥2.0 ≤0.3 - -

Ⅴ 6.0~8.5 ≤10 ≤11 ≤8 - ≥2.0 ≤0.5 - -

Ⅵ - >10 >11 >8 - <2.0 >0.5 - -

Table 1. Living environmental standards of stream water (Ministry of environmen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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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7)

3. 결과 및 고찰

3.1. 서낙동강에서 생활환경기준 수질성분의 월 변동 

분석

서낙동강 4개 관측소에서 10년 동안 매월 관측된 생

활환경기준 수질 성분에 대한 월평균 값을 산정하여 9개 

성분별 월 변동 그래프를 작성하였다(Fig. 2~10). pH의 

월평균 값은 7.4~8.6의 범위이었으며, 다른 시기보다 

1~4월이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Fig. 2). pH의 월평균 값

은 서낙동강의 상류부(WNR1과 WNR2)가 하류부

(WNR3과 WNR4)보다 높았으며, 1~4월은 WNR1에서 

가장 높고 6~8월은 WNR2에서 가장 높았다. BOD, 
COD, TOC의 월평균 값은 각각 1.7~7.1 mg/L, 2.5~7.1 
mg/L, 5.5~12.7 mg/L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세 성분 모

두 여름철을 제외한 모든 시기 동안 서낙동강의 상류부

가 하류부보다 낮았다(Fig. 3~5). 상류부와 하류부 사이

의 지류인 조만강을 통해 산업단지와 농경작지에서 발생

한 유기물이 낙동강으로 유입되어 이를 분해하는데 요구

되는 용존산소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Park et al., 
2018). SS의 월평균 값은 10.2~25.9 mg/L의 범위이었

으며, 2월과 7~9월을 제외하고는 상류부가 하류부보다 

낮았다(Fig. 6). DO의 월평균 값은 5.8~15.3 mg/L의 범

위이었으며(Fig. 7), 4개 관측소 모두 여름에는 낮고 겨

울에는 높은 계절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Kang et al., 
2019(a); Kang et al., 2019(b)). T-P의 월평균 값은 

0.059~0.375 mg/L의 범위이었으며, 모든 시기에 상류

부가 하류부보다 낮았다(Fig. 8). WNR3 관측소에서 모

든 시기에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WNR3 관측소

의 상류부에 위치한 대규모 농경작지에서 발생하는 영양

염 성분이 낙동강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WNR3과 

WNR4 관측소 사이에는 질소 오염 발생원이 없고 하천

의 자정 작용으로 인해 모든 시기 동안 WNR4에서 

WNR3보다 T-P 성분이 더 낮았다. TCC와 FCC의 월평

균 값은 각각 275~14,671 count/100 mL와 28~3,262 
count/100 mL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두 성분 모두 8월
을 제외한 모든 시기에 WNR3에서 가장 높았다(Fig. 
9~10).

3.2. 수질등급과 수질지수 변동 분석

서낙동강 4개 관측소에서 2008~2017년 동안 매월 관

측된 생활환경기준 수질 성분의 월평균 값을 구하여 9개 

성분에 대한 월별 수질등급을 산정하고, 4개 관측소에서 

수질 성분별 수질등급의 개수를 정리하였다(Table 3). 
WNR1에서는 pH, DO, SS의 수질등급이 대부분 “매우 

좋음”, BOD는 “보통”이 가장 많고 “약간 좋음”~“약간 

나쁨”의 범위로, COD는 “약간 나쁨”이 가장 많고 “보
통”~“나쁨”의 범위로, T-P는 “약간 좋음”이 대부분이었

으며, TOC는 “좋음”~“보통”의 범위로, TCC와 FCC는 

“약간 좋음”~“약간 나쁨”의 범위로 나타났다. WNR2에
서는 pH, DO, SS의 수질등급이 대부분 “매우 좋음”으
로, BOD는 “보통”이 가장 많고 “약간 좋음”~“약간 나

쁨”의 범위로, COD는 “약간 나쁨”이 가장 많고 “보
통”~“매우 나쁨”의 범위로, T-P는 “약간 좋음”이 대부

분이었으며, TOC는 “좋음”~“약간 나쁨”의 범위로, 
TCC와 FCC는 “약간 좋음”~“보통”의 범위로 나타났다. 
WNR3에서는 pH, DO, SS의 수질등급이 대부분 “매우 

좋음”으로 나타났고, BOD는 “약간 나쁨”이 가장 많고 

“약간 좋음”~“약간 나쁨”의 범위로, COD는 “나쁨”이 

가장 많고 “약간 나쁨”~“매우 나쁨”의 범위로, T-P는 

“약간 나쁨”이 가장 많고 “보통”~“나쁨”의 범위로, 
TOC는 “약간 좋음”~“약간 나쁨”의 범위로, TCC와 

FCC는 “보통”~“약간 나쁨”의 범위로 나타났다. WNR4
에서는 pH, DO, SS의 수질등급이 대부분 “매우 좋음”
으로 나타났고, BOD는 “약간 나쁨”이 가장 많고 “약간 

좋음”~“약간 나쁨”의 범위로, COD는 “나쁨”이 가장 많

고 “약간 나쁨”~“매우 나쁨”의 범위로, T-P는 대부분 

“보통” 등급을 보였으며, TOC는 “약간 좋음”~“나쁨”의 

범위로, TCC는 대부분 “보통”의 등급을 보였으며, FCC
는 “보통”이 가장 많고 “좋음”~“약간 나쁨”의 범위로 나

타났다. 4개 관측소의 수질등급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pH, DO, SS는 “매우 좋음”, BOD는 “보통”과 “약간 

나쁨”, COD는 “약간 나쁨”과 “나쁨”, T-P는 “약간 좋

음”과 “보통”, TOC는 “약간 좋음”과 “보통”, TC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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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 monthly variations at four stations in the West Nakdong River.

Fig. 3. BOD monthly variations at four stations in the West Nakdong River.

Fig. 4. COD monthly variations at four stations in the West Nakdong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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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OC monthly variations at four stations in the West Nakdong River.

Fig. 6. SS monthly variations at four stations in the West Nakdong River.

Fig. 7. DO monthly variations at four stations in the West Nakdong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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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P monthly variations at four stations in the West Nakdong River.

Fig. 9. TCC monthly variations at four stations in the West Nakdong River.

Fig. 10. FCC monthly variations at four stations in the West Nakdong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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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FCC는 “좋음”과 “보통” 등급이 우세하게 나타

났다. 월평균 값을 이용한 수질등급으로 평가한 서낙동

강의 오염은 BOD와 COD에 의해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WNR3에서는 다른 3개 관측소에 비해 BOD와 COD에 

의한 오염이 증가하고 T-P, TCC, FCC에 의한 수질오염 가

능성이 나타났다. 이는 낙동강의 지류인 조만강 상류부에 

Station Level pH DO BOD COD SS T-P TOC TCC FCC

WNR1

Ia 10 12 0 0 12 0 0 0 0

Ib 0 0 2 0 0 0 5 3 7 

II 0 0 2 0 0 9 5 2 1 

III 0 0 6 4 0 3 2 6 3 

IV 2 0 2 6 0 0 0 1 1 

V 0 0 0 2 0 0 0 0 0

VI 0 0 0 0 0 0 0 0 0

WNR2

Ia 11 11 0 0 12 0 0 0 0

Ib 0 1 2 0 0 0 4 5 8 

II 0 0 2 0 0 9 4 3 1 

III 0 0 5 4 0 3 3 4 3 

IV 1 0 3 6 0 0 1 0 0

V 0 0 0 1 0 0 0 0 0

VI 0 0 0 1 0 0 0 0 0

WNR3

Ia 12 10 0 0 10 0 0 0 0

Ib 0 2 0 0 0 0 0 0 0

II 0 0 1 0 0 0 4 0 0

III 0 0 4 0 0 3 3 5 5

IV 0 0 7 3 2 7 4 7 7

V 0 0 0 8 0 2 1 0 0

VI 0 0 0 1 0 0 0 0 0

WNR4

Ia 12 10 0 0 11 0 0 0 0

Ib 0 2 0 0 0 0 0 0 2

II 0 0 1 0 0 1 5 3 3

III 0 0 4 0 0 11 4 9 6

IV 0 0 7 4 1 0 2 0 1

V 0 0 0 7 0 0 1 0 0

VI 0 0 0 1 0 0 0 0 0

Total

Ia 45 43 0 0 45 0 0 0 0

Ib 0 5 4 0 0 0 9 8 17

II 0 0 6 0 0 19 18 8 5

III 0 0 19 8 0 20 12 24 17

IV 3 0 19 19 3 7 7 8 9

V 0 0 0 18 0 2 2 0 0

VI 0 0 0 3 0 0 0 0 0

Table 3. Number of water quality levels at four stations in the West Nakdong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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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산업단지와 WNR2와 WNR3의 사이에 있는 대

규모 농경작지에 의한 유기물과 영양염의 유입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Kang et al., 2019(b)).
서낙동강 4개 관측소에서 10년 동안 매월 관측된 생

활환경기준 수질 성분의 월평균 값을 이용하고, 생활환

경기준 수질의 “보통(III)” 등급을 기준으로 한 4개 관측

소의 월별 수질지수를 산정하였다(Fig. 11). 서낙동강 4
개 관측소에서 2008~2017년 동안의 평균 수질지수는 

WNR1에서 69, WNR2에서 71, WNR3에서 48, 
WNR4에서 57 정도로서 수질지수에 의한 관측소별 통

합적인 수질 평가의 결과는 서낙동강의 상류부

(WNR1~2)보다 하류부(WNR3~4)의 수질이 더 오염되

었으며, 수질지수와 생활환경기준 9개 성분에 대한 월별 

변동 분석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Fig. 2~10 참조; 
Kal et al., 2017). 4개 관측소 모두에서 7월과 8월의 수

질지수가 50 이하로서 낮았으며, 12월에 가장 높게 나타

났다. WNR3에서의 수질지수는 모두 60 이하로서 낮았

으며, WNR4에서도 12월 제외하고는 70 이하의 값으로 

나타났다. WNR2에서는 7월과 8월을 제외한 10개월 동

안의 수질지수가 65 이상의 값으로 양호한 수질을 보였

으며, WNR1에서도 4월, 7월, 8월을 제외한 9개월 동안

의 수질지수가 65 이상이었다. 서낙동강에서 수질지수는 

COD와 TOC에 의한 영향성이 가장 높았으며, 수질등급

을 산정한 결과(Table 3 참조)에서는 BOD와 COD가 주

요 오염물질임을 고려한다면 수질등급과 수질지수에 의

한 오염 평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상호 보

완적인 측면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

다(Kal et al., 2017).
서낙동강 4개 관측소에서 월별 수질지수를 산정하고 

ranking별로 분석한 결과, WNR1에서는 “Good” ~ 
“Poor”의 범위이고 “Fair”가 6개로서 가장 많았고, 
WNR2에서는 “Good” ~ “Poor”의 범위이고 “Good” ~ 
“Fair”가 10개로서 가장 많았고, WNR3에서는 “Marginal” 
~ “Poor”의 범위이고 “Marginal”이 8개로서 많았고, 
WNR4에서는 “Fair” ~ “Poor”의 범위이고 “Marginal”
이 7개로서 가장 많았다(Table 4). 서낙동강의 하류부

(WNR3과 WNR4)가 상류부(WNR1과 WNR2)보다 생

활환경기준 수질 성분의 통합적인 수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서낙동강 4개 관측소에서 생활환경기준 수질 성분이 

수질지수에 미치는 영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질 성분과 

수질지수의 상관계수를 산정하였다(Table 5). 수질이 양

호한 관측소(WNR1과 WNR2)에서는 수질 성분과 수질

지수의 상관계수가 높은 값을 보였고, 수질이 나쁜 관측

소(WNR3과 WNR4)에서는 수질 성분과 수질지수의 상

관계수가 낮은 값을 보였다. WNR1에서는 TOC와 수질

지수의 상관계수가 –0.85로서 가장 높고, WNR1에서의 

수질지수는 COD, TOC, TCC에 의한 영향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WNR2에서는 COD와 수질지수의 상

관계수가 –0.91로서 가장 높고, WNR2에서의 수질지수

는 COD, TOC, T-P에 의한 영향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

타났다. WNR3에서는 TOC와 수질지수의 상관성이 –
0.51로서 가장 높고, WNR3에서의 수질지수는 TOC와 

SS에 의한 영향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WNR4에
서는 TOC와 T-P에 의한 상관계수가 –0.63으로 높고, 
WNR4에서의 수질지수는 COD, TOC, T-P에 의한 영

향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환경기준 수질 성

분과 수질지수의 상관성 분석 결과, 서낙동강 유역에서 

수질지수는 유기물과 영양염 성분에 의해 지배적인 영향

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WNR2와 WNR3 사이

에 위치한 산업단지와 대규모 농업지역에서 발생하여 서낙동

강으로 유입되는 유기물 관련 성분(COD, BOD, TOC)과 

T-P에 의한 수질 악화가 발생하는 환경이었기 때문이며, 이
러한 성분들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수질지수를 결정하는 3개 

인자(, , )의 값이 증가하여 수질지수가 낮게 나타나

면서 수질 성분과 수질지수의 상관계수가 음의 값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CCME, 2001).

Fig. 11. Monthly WQI of four stations in the West Nakdong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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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서낙동강 4개 관측소에서 10년 동안 

관측된 생활환경기준 수질 성분을 이용한 수질등급과 수

질지수를 산정하여 시·공간적인 변동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 생활환경기준 수질 성분 중 BOD, COD, TOC의 

월 평균값은 대부분 서낙동강의 상류부보다 하류부에서 

높았으며, T-P의 월 평균값은 WNR3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WNR2와 WNR3 사이에 위치한 산업단지와 대규

모 농경작지에서 유입되는 유기물과 영양염 성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서낙동강 4개 관측소에서 수질 성분의 월 평균값을 

이용하여 산정된 수질등급으로 평가한 수질은 모든 관측

소에서 BOD와 COD에 의한 오염이 우세하였으며, 
WNR3에서는 다른 관측소에 비해 BOD와 COD에 의한 

오염이 증가하고 T-P, TCC, FCC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나타났다.
3) 서낙동강 4개 관측소에서 산정된 월별 수질지수를 

분석한 결과, 모든 관측소에서 7월과 8월의 수질지수가 

50 이하로서 낮고 12월에 가장 높았으며, 서낙동강에서 

지난 10년(2008~2017) 동안 생활환경기준 수질 성분의 

통합적인 수질이 여름철에 나쁘고 겨울철에 양호하였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생활환경기준 수질 성분과 수질지수의 상관계수는 

서낙동강의 상류부(WNR1, WNR2)에서 하류부(WNR3, 

Month WNR1 WNR2 WNR3 WNR4

Jan Good Good Poor Marginal

Feb Fair Fair Marginal Marginal

Mar Fair Fair Marginal Marginal

Apr Marginal Fair Poor Marginal

May Fair Good Poor Marginal

Jun Fair Fair Marginal Marginal

Jul Marginal Poor Marginal Poor

Aug Poor Marginal Poor Poor

Sep Fair Fair Marginal Fair

Oct Fair Good Marginal Marginal

Nov Good Good Marginal Fair

Dec Good Good Marginal Fair

Table 4. Monthly ranking of four stations in the West Nakdong River

Component WNR1 WNR2 WNR3 WNR4

pH -0.31 -0.51 -0.34 -0.26 

BOD -0.67 -0.67 -0.37 -0.38 

COD -0.78 -0.91 -0.28 -0.61 

TOC -0.85 -0.81 -0.51 -0.63 

SS -0.64 -0.65 0.44 -0.51 

DO 0.23 0.23 0.10 0.32 

T-P -0.67 -0.81 -0.14 -0.63 

TCC -0.72 -0.76 -0.35 -0.51 

FCC -0.64 -0.75 0.04 0.04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water quality components and WQI at four stations in the West Nakdong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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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R4)보다 높게 나타났다. TOC와 수질지수의 상관계

수는 4개 관측소에 모두 높았으며, 서낙동강에서는 상류

부에서 하류부로 갈수록 BOD, COD, TOC, T-P에 의한 

수질 오염이 발생하는 환경이므로 수질지수는 유기물과 

영양염 성분에 의해 지배적인 영향을 받았다.
5) 본 연구를 통해 서낙동강 4개 관측소에 10년 동안 

관측된 생활환경기준 수질 성분의 월 변동 분석, 수질등

급에 의한 성분별 수질 평가, 수질지수에 의한 관측소별 

월별 수질 평가가 상호 보완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에코델타시티(2023년 완공 

예정)에 의한 서낙동강 하천 수질의 변동 분석 및 관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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