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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도심을 흐르는 하천은 용수, 자연생태보전 및 위락장

소로서 경관측면의 기여하는 바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

어 왔다(Baschak and Brown, 1995; Gariner, 1997; 

Grimm et al., 2008).  도심 하천은 경관과 지역민들 사

이의 연결을 제공하는 많은 기능들을 가지며 따라서, 창
의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크다(Miller et 
al., 2006).    

온천천은 전형적인 도심 하천으로, 부산의 금정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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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ter and sediment qualities were investigated in the Oncheon Stream and at the Wondong bridge of the Suyoung River, 

during the summer rainy season, 2019. Dissolved oxygen (DO) showed the lowest levels at 4.7 and 5.0 m/L, and biogeochemical 
oxygen demand (BOD) showed the highest at 5.3 mg/L downstream where the tributary flows into the main river. Chemical 
oxygen demand (COD) increased from 2.0 to 5.9 mg/L on average as it flowed downstream, The COD/BOD ratio decreased 
gradually as it flowed downstream, reaching 1.0. However, COD/BOD ratio at the Wondong bridge was 5.8-22.2, indicating that 
easily biodegradable and non-biodegradable organic matter flows into the Oncheon Stream and Suyoung River, respectively. 
Total nitrogen (T-N) / total phosphorus (T-P) ratio tended to decrease from 72 to 21 as it flowed downstream, measuring 71 to 86 
at the Wondong bridge. The water quality index (WQI) generally improved better than grade IV after heavy rainfalls. However, 
DO and T-P were the parameters that deteriorated the WQI. Ignition loss (IL), COD, T-N, and T-P of sediments had distribution 
of 1.44 ± 1.01%, 0.35 ± 0.16%, 43 ± 63 mg/kg, and 10.9 ± 21.9 mg/kg, respectively. These were several times lower than the 
annual averages of IL, T-N, and T-P in 2017 before the dredging project was conducted in the first half of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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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원하여 금정구, 동래구 및 연제구의 86만명 인구가 거

주하는 도심을 관통하는 유로연장 14.13 km, 유역면적 

56.28 km2, 폭 30∼90 m의 하천으로 동남해의 수영만으

로 흘러드는 수영강의 가장 큰 지류이다(BMC, 2020a). 
온천천은 1994년에 연안교 부근의 BOD가 78.7 mg/L
로 극도로 오염되고 생물이 살지 못하는 죽은 하천의 환

경상태를 보인 바 있다. 주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

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여가문화의 발달,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 등으로 1995년 온천천 살리기 

운동을 기점으로 하천 환경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 온천천은 1998년부터 자연친화형 하천 환경개

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으며, 2002년 온천천 살리

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2005년부터 낙동강 원수를 

온천천 유지용수로 방류하고, 2007년 온천천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이제는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생태하천공원

으로 자리잡고 있다(BMC, 2020b).
그러나, 온천천은 동절기에서 이듬해 봄까지 붉은 색

의 적조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현미경적 검경을 

통하여 붉은 색을 발색시키는 우점종은 해양과 담수가 

만나는 기수 생태계에서 흔히 번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은편모조 Cryptomonad의 번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Nishimura, 1990; Novarino and Lucas, 1993; 
Lee et al., 2014; Kim et al., 2018). 또한, 최근 하절기

에 온천천에서는 물고기의 폐사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에 하수처리장의 오수처리 용

량이 초과되면서 평상시 합류식 하수관로를 통해 하수처

리장으로 차집되던 오수가 비가 오면 오염도로 및 공사

장 등의 비점오염물질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KJAD, 2017; Busan.com, 2019; 
KJNP, 2019). 부산시는 온천천 물고기 폐사와 관련하

여, 온천천 수계에서의 분류식 하수관로공사를 2025년
에서 2022년까지 3년 단축하여 조기에 완료하고, 온천

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조기준공과 물고기 폐사 다발지

역의 조기정비를 통하여 물고기 이동 대피로를 확보하는 

계획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BMC, 
2019).  

온천천은 도심생태하천으로 인근 86만명 주민의 여가 

활동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자산이며, 따라서 지속가

능한 환경관리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물고기의 폐사 

현상이 나타나는 하계 우수기에 온천천 유역에서의 수질 

및 퇴적물의 환경 항목들을 조사하여 온천천의 시.공간

적 환경 분포특성을 이해하고, 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

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재료 및 방법

2.1. 시료 채취

온천천의 상류 지점부터 수영강 합류 지점 인근까지 6
개 정점 및 비교 정점으로 수영강의 온천천 합류부 인접 

지점을 포함하여 전체 7개의 정점에서 하천수 및 하천 퇴

적물을 채취하였다(Fig. 1). 온천천의 상류부에 위치한 

ST-1은 낙동강원수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청룡2호교 정

점, ST-2는 구서역 상부의 태광산업 부근 정점, ST-3은 

구서역과 장전역 사이의 부곡교 정점, ST-4는 온천장역 

정점,  ST-5는 교대역 인근 세병교 정점, ST-6은  연안교 

인근의 이섭교 정점,  ST-7은 수영강의 원동교 정점에서 

이루어졌다. 시료 채취는 2019년 7월 4일, 7월 29일 및 

8월 5일에 이루어 졌으며, 1차 시료가 채취된 7월 4일은 

Fig. 1. Map showing sampling stations for water and sediment 
in the Oncheon Stream and the Suyoung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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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240 mm 강수 후 4일이 

경과된 날이며, 2차 시기인 7월 29일에는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총 309.6 mm 호우 이후 시료채취 이틀 전인 7
월 27일에는 7.3 mm의 강수가 있었다. 3차 시기인 8월 

5일에는 2차시기 이후 강수가 없었다(Fig. 2). 하천수는 

표층수를 채취하여 수온, pH 및 용존산소(DO)는 현장에

서 측정하였으며, 그 외 수질항목 측정을 위하여 채수된 

시료를 2 리터들이 폴리에틸렌병에 담아 실험실로 옮겨 

분석을 수행하였다. 퇴적물은 Van Veen 채취기를 이용

하여 채취하여, 폴리에틸렌 비닐백에 담아 실험실로 옮

겨 분석시까지 냉동 보관하였다. 

Fig. 2. Daily precipitation in Busan during the period of 
summer rainy season, 2019 (from Meteorological data 
open portal of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2. 수질 항목 측정 및 분석

하천수질의 측정항목은 pH, 용존산소량(DO) 및 수온,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 암모니아성 질

소(NH4-N), 질산성 질소(NO3-N), 인산염 인(PO4-P), 
클로로필-a(Chl-a)로 각 측정항목에 대한 시료채취, 시
료보관 및 분석방법은 환경부의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과 미국 환경청의 Standard Methods에 따라 분석하였

다. 각 항목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pH는 HM Digital사의 pH-200L, DO 및 수온은 

ISTEK사의 DO-300L로 현장에서 측정하였다, BOD는 

BOD 병에 20°C에서 5일간 배양하여,  YSI-5000로 소

비된 용존산소의 양으로 계산하였다. COD는 과망간산

칼륨법으로 30분간 가열하여 측정하였다. SS는 미리 무

게를 단 유리섬유 여과지에 일정량의 시료를 여과시킨 

후, 건조시켜 여과 전·후 무게차로 산출하였다. T-N과 

T-P는 알칼리성 과황산칼륨으로 유기물을 분해시켜 각

각 질산이온과 인산염을, NH4-N, NO3-N, PO4-P는 발

색시킨 후 OPTIZEN 2120UV를 이용하여 흡광도법으

로 측정하였다. Chl-a는 아세톤 용액을 이용하여 시료를 

여과한 여과지로부터 클로로필 색소를 추출하고, 추출액

의 흡광도를 663 nm, 645 nm, 630 nm 및 750 nm에서 

측정하여 클로로필 a의 양을 계산하였다. 

2.3. 퇴적물 항목 분석

하천퇴적물의 측정항목은 강열감량(IL), 화학적 산소요

구량(COD), 총유기탄소(TOC), 총질소(T-N), 총인(T-P), 
총클로로필(T-Chl)로 T-Chl을 제외한 측정항목에 대한 

시료채취, 시료보관 및 분석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방

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T-Chl에 대한 시료채취는 위 항

목들과 동일하며 시료 보관 및 분석방법은 해양환경공정

시험기준(MOF, 2018)(해양생물편 제 1항 클로로필 및 

총 카로티노이드)에 따라 분석하고 해저퇴적물에서의 광

합성 색소 유도체의 분석에 관하여 Chung et al.(1999)
을 참고하였다. T-Chl 분석을 위하여 일정량의 시료를 

90% 아세톤으로 추출 후 조직파쇄와 원심분리를 거쳐 

암실보관 후 상등액을 여과하여 시험액으로 사용하고 흡

광광도법을 이용한 파장조건은 750, 665, 645, 630, 480 
nm로 분석하였다. 퇴적물에서의 항목별 농도는 건중량

에 대한 농도를 나타낸다.

3. 결과 및 고찰

3.1. 수질 분포 특성

2019년 하계 우수기에 3차례에 걸쳐서 조사된 정점별 

온천천 하천수에서의 수온, pH, DO, BOD, COD, SS, 
T-N, T-P, NH4-N, NO3-N, PO4-P 및 Chl-a의 분포는 

Table 1과 같다. 조사기간에 측정된 염분도는 모든 정점

에서 0.1psu 로 조석에 의한 해수 유입 영향은 없었다.
수온은 조사 기간에 24.6∼34.2℃의 분포를 보였다. 

온천천에서는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수온이 완만하

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온천천에서의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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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에 상류에서 하류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기온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이며, 1차 시기인 7월 4일에

서 3차 시기인 8월 5일로 갈수록 역시 기온의 상승 영향

으로 수온 또한 증가를 보였다. pH는 조사 기간에 7.4∼
8.3으로 상류에서 하류로 가면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1, Fig. 3). 이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관련 환경기준에서 규정한 하천의 생활환경 기준

에서 매우 좋음(Ia) 등급에 해당된다.
DO는 조사기간에 4.7∼7.9 mg/L 분포를 보였으며, 

대체로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차 조사시기인 7월 4일에는 부곡교 정점

(ST-3)과 온천장역 정점(ST-4)에서 3차례의 조사기간중 

가장 낮은 4.7∼5.0 mg/L를 보였다. 이 시기에 수영강의 

원동교 정점(ST-7)에서도 4.9 mg/L로 낮은 농도를 보였

다(Fig. 3). DO의 5.0 mg/L 이하는 하천의 생활환경기

준에서 약간 좋음(II) 등급 이하에 해당된다. 온천천에서 

조사기간 중 DO가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던 부곡교 정

점(ST-3)은 건너천이 유입되는 지점의 아래에 위치해 있

으며, 온천장역 정점(ST-4)은 동래천이 유입되는 지점의 

아래에 위치해 있다. 1차 조사시기인 7월 4일은 6월 24
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240 mm 강수 후 4일이 경과된 

날로서 소하천으로 유입된 도시하수 또는 다량의 강수에 

의하여 도로 위의 비산먼지를 포함한 많은 비점원 오염

원으로부터 유기물질을 포함한 오염물의 유입에 의한 수

층의 용존산소가 일시적으로 소모된 결과로 판단된다. 
이들 지점에서의 낮은 DO 농도는 간혹 초기 우수기에 

극도로 낮은 DO 농도로 인한 물고기의 폐사로 이어지기

도 하였다(KJAD, 2017; KJNP, 2019; Busan.com, 
2019).

BOD는 3차례의 조사 기간에서 0.2∼5.3 mg/L, 평균 

Parameter ST-1 ST-2 ST-3 ST-4 ST-5 ST-6 ST-7

Water
temp. 25.5 ± 1.1 26.6 ± 0.8 30.5 ± 1.1 30.8 ± 1.9 31.4 ± 2.6 32.3 ± 2.1 29.9 ± 1.4

(℃) 24.6 ~ 26.7 25.8 ~ 27.4 29.4 ~ 31.5 28.8 ~ 32.5 28.9 ~ 34.1 30.1 ~ 34.2 28.7 ~ 31.4

pH
8.0 ± 0.1 8.2 ± 0.2 7.9 ± 0.3 7.9 ± 0.3 7.7 ± 0.1 7.5 ± 0.2 7.8 ± 0.1

8.0 ~ 8.1 8.0 ~ 8.3 7.7 ~ 8.2 7.6 ~ 8.1 7.7 ~ 7.8 7.4 ~ 7.7 7.7 ~ 7.9

DO 7.7 ± 0.2 7.6 ± 0.2 6.3 ± 1.2 6.1 ± 1.3 6.3 ± 0.4 6.3 ± 0.2 5.5 ± 0.7

(㎎/L) 7.6 ~ 7.9 7.5 ~ 7.8 5.0 ~ 7.1 4.7 ~ 7.2 5.9 ~ 6.7 6.1 ~ 6.5 4.9 ~ 6.2

BOD 0.3 ± 0.2 0.5 ± 0.1 1.1 ± 0.7 2.3 ± 2.7 1.9 ± 1.6 2.0 ± 1.1 1.4 ± 0.3

(㎎/L) 0.2 ~ 0.5 0.4 ~ 0.6 0.5 ~ 1.8 0.4 ~ 5.3 0.7 ~ 3.7 1 ~ 3.1 1.2 ~ 1.7

COD 2.0 ± 0.2 4.7 ± 0.8 5.0 ± 0.5 4.8 ± 0.3 4.4 ± 0.6 5.9 ± 3.3 16.2 ± 9.1

(㎎/L) 1.8 ~ 2.2 4.0 ~ 5.6 4.5 ~ 5.5 4.5 ~ 5.0 3.7 ~ 4.9 3.5 ~ 9.6 9.9 ~ 26.6

SS 0.7 ± 0.3 2.5 ± 1.2 2.0 ± 0.7 2.3 ± 1.3 6.5 ± 7.2 5.7 ± 2.7 15.8 ± 5.2

(㎎/L) 0.4 ~ 1.0 1.4 ~ 3.8 1.6 ~ 2.8 1.2 ~ 3.8 2.2 ~ 14.8 3.8 ~ 8.8 10.0 ~ 20.0

T-N 0.43 ± 0.14 1.47 ± 0.23 1.74 ± 0.35 2.57 ± 1.03 2.70 ± 0.62 2.35 ± 0.30 5.17 ± 2.16

(㎎/L) 0.3 ~ 0.6 1.2 ~ 1.7 1.4 ~ 2.1 1.5 ~ 3.5 2.1 ~ 3.3 2.1 ~ 2.7 3.3 ~ 7.5

T-P 0.027 ± 0.009 0.068 ± 0.017 0.089 ± 0.025 0.160 ± 0.122 0.189 ± 0.121 0.193 ± 0.089 0.144 ± 0.046

(㎎/L) 0.02 ~ 0.04 0.05 ~ 0.09 0.07 ~ 0.12 0.07 ~ 0.30 0.12 ~ 0.33 0.10 ~ 0.27 0.10 ~ 0.19

NH4-N 0.007 ± 0.003 0.013 ± 0.006 0.013 ± 0.013 0.067 ± 0.095 0.066 ± 0.085 0.057 ± 0.033 0.244 ± 0.187

(㎎/L) 0.005 ~ 0.010 0.007 ~ 0.018 0.006 ~ 0.028 0.007 ~ 0.176 0.012 ~ 0.164 0.035 ~ 0.095 0.045 ~ 0.416

NO3-N 0.10 ± 0.04 0.50 ± 0.22 0.55 ± 0.26 1.05 ± 0.50 0.85 ± 0.40 0.97 ± 0.46 1.42 ± 0.05

(㎎/L) 0.06 ~ 0.14 0.36 ~ 0.75 0.34 ~ 0.84 0.52 ~ 1.52 0.39 ~ 1.13 0.44 ~ 1.29 1.37 ~ 1.47
Chl-a 0.63 ± 0.21 6.67 ± 10.77 1.63 ± 1.72 1.63 ± 1.91 0.77 ± 0.51 6.97 ± 10.70 2.23 ± 1.21

(㎍/L) 0.40 ~ 0.80 0.40 ~ 19.10 0.40 ~ 3.60 0.20 ~ 3.80 0.20 ~ 1.20 0.20 ~ 19.30 1.30 ~ 3.60

Table 1. Environmental variables in water summarized as the mean, standard deviation and range for each sampling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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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27 mg/L 로 2차 조사시기인 7월 29일에 온천장

역 정점(ST-4)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이후 하류

로 가면서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Fig. 3). 이는 온

천장역 정점(ST-4)보다 상류에 위치한 부곡교 정점

(ST-3)사이의 동래천에서 유입한 분해가 쉽게 이루어지

는 도시하수 기원인 다량의 유기물 유입이 있었을 것으

로 판단된다. 2차 조사시기의 온천장역 정점(ST-4)에서

의 BOD농도는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에서 보통(III) 등급

에 해당된다. 1차 및 3차 조사시기에서는 상류인 청룡2
호교 정점(ST-1)에서 온천천의 하류로 가면서 BOD 농
도가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0.3
∼1.9 mg/L 로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의 매우좋음(Ia)과 

좋음(Ib) 등급에 해당된다. 
COD은 청룡2호교 정점(ST-1)에서 조사기간에 2.0± 

0.2 mg/L로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의 매우좋음(Ia) 등급

의 경계에 해당되는 값을 보였으며, 이후 하류로 내려

Fig. 3. Temporal-spatial distributions of environmental variables for water at the Oncheon Stream and the Suyoung River in 
summer rainy seas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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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면서 태광산업 인근 정점(ST-2)에서 세병교 정점

(ST-5)까지 4.4∼5.0 mg/L 로 청룡2호교 정점(ST-1)에 

비하여 약 2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수영강과 합류하기 직

전인 연안교 인근 이섭교 정점(ST-6)에서는 5.7±2.7 
mg/L로 다시 증가하여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에서 보통

(III) 등급에 해당되는 값을 나타내었다(Fig. 3). 수영강

에서 온천천과 합류 지점 인근에 위치한 원동교 정점

(ST-7)에서는 16.2±9.1 mg/L로 매우 나쁨(VI)에 해당

되는 등급을 보였다. 특히, 원동교 정점(ST-7)에서는 7
월 4일과 7월 29일의 조사 시기와 비교하면 8월 5일에 

가장 높은 26.6 mg/L의 COD 농도를 보였다. 
조사정점들에서의 COD:BOD의 비는 7월 4일과 29

일의 조사시기에는 온천천의 상류부에 해당되는 청룡2
호교 정점(ST-1)과 태광산업 인근 정점(ST-2)에서 11.0
∼11.5로 최고값을 나타내었고, 이후 하류방향으로 내려

가면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이섭교 정점(ST-6)
에서는 1 정도로 COD와 BOD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4). 국내의 도심 하천에서는 최근 수십년간 

난분해성 유기물 혹은 COD의 증가가 보고되기도 하였

다(Joo et al., 1997; Chang, 2008; Lee and Choi, 
2009). 그러나, 하계 우수기에 온천천으로 유입되는 유

기물의 특성은 도심의 유역을 지나면서 오히려 난분해성 

유기물에 비하여 생물학적으로 쉽게 분해가 이루어지는 

유기물의 유입이 이루어져 이는 우수기에 하수처리장에

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생물학적 분해가 용이한 유

기물로 구성된 도시하수 유입에 의한 영향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수영강의 원동교 정점(ST-7)에서는 COD:BOD 
비가 온천천 하류인 이섭교 정점(ST-6)보다 3차례의 조

사에서 항상 높은 값을 보여, 온천천과 수영강으로 유입

되는 유기물의 근원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수영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화훼단지 등

에서 사용되는 유기퇴비의 유실에 의한 영향에 의한 것

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유기성퇴비는 장기간의 퇴비

화를 통하여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Owen et al., 1993). 
SS는 3차례의 조사 기간에서 0.4∼20 mg/L, 평균 

6.1±5.3 mg/L 으로 청룡2호교 정점(ST-1)에서 하류 방

향으로 가면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3). 조
사 기간의 SS의 전체적인 농도 범위는 하천의 생활환경

기준에서 매우좋음(Ia)에서 보통(III)에 해당되는 25 

mg/L 이하에 해당된다.
T-N은 조사기간에 온천천의 청룡2호교 정점(ST-1)

에서 하류의 연안교 인근 이섭교 정점(ST-6)으로 가면서 

정점 평균이 0.43±0.14 mg/L 에서 2.70±0.62 mg/L 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7월 4일과 7월 29일에

는 조사정점 중 가장 하류에 위치한 이섭교 정점(ST-6)
에 비하여 온천장역 정점 (ST-4)과 세병교 정점(ST-5)에
서 다소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Fig. 3). 수영강에 위치

한 원동교 정점(ST-7)에서는 평균 5.17±2.16 mg/L로 

온천천 하류의 이섭교 정점(ST-6)에 비하여 약 2배 정도 

높았다(Table 1, Fig. 3). 국내 하천의 환경기준에는 T-N
을 포함한 질소성분의 하천수 중의 환경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T-P는 T-N과 달리 조사시기 및 정점별 다른 농도 분

포 경향을 보였다. 3차례의 조사에서 청룡2호교 정점

(ST-1)에서 0.027±0.009 mg/L로 가장 낮은 농도를 보

였으며(Table 1), 1차 조사인 7월 4일에는 온천천의 하

류로 가면서 점차 증가하여 세병교 정점(ST-5)에서 

0.124 mg/L로 가장 높았다. 수영강에 가까운 이섭교 정

점(ST-6)에서는 세병교 정점(ST-5)에 비하여 다소 감소

한 0.096 mg/L를 보였다. 2차 조사시기인 7월 29일에는 

온천천에서는 하류로 가면서 점차 증가하여 온천장역 정

점(ST-4), 세병교 정점(ST-5)과 이섭교 정점(ST-6)에서 

0.272∼0.329 mg/L를 보였고, 부곡교 정점(ST-3)에서

의 0.118 mg/L에 비하여 약 2∼3배 증가된 값들을 보였

으며 가장 높은 T-P의 농도를 보였던 정점은 온천장역 

정점(ST-4)이었다. 3차 조사시기인 8월 5일에는 청룡교 

정점(ST-1)에서 하류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여 온천천 조

사 정점중 가장 하류에 위치한 이섭교 정점(ST-6)에서 

0.212 mg/L로 세병교 정점(ST-5)의 0.115 mg/L에 비

하여 약 2배 정도 증가한 값을 보였다. T-N은 온천천에 

비하여 수영강의 원동교 정점(ST-7)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인 반면, T-P의 경우는 2차와 3차 조사시기에서 수영

천이 인접한 이섭교 정점(ST-6)에서의 농도는 0.212∼
0.272 mg/L 보다 낮은 0.135∼0.194 mg/L의 값들을 보

였다(Fig. 3). T-P의 국내 환경기준으로 설정된 하천의 

생활환경 기준에서 등급 구분은 청룡2호교 정점(ST-1)
이 좋음(Ib), 태광산업 인근 정점(ST-2)과 부곡교 정점

(ST-3)에서 약간좋음(II), 그 외 정점들에서 평균적으로 

보통(III)의 범위에 있었으며, 2차 조사시기인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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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는 온천장역 정점(ST-4), 세병교 정점(ST-5)과 

이섭교 정점(ST-6)에서 0.272∼0.329 mg/L로 약간나

쁨(IV)과 나쁨(V)의 등급을 보였다. 
T-N:T-P 비는 온천천에서는 상류에서 인구가 밀집한 

도심을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 주택과 도로가 밀집한 도심 주거지역을 흐르는 하천

에는 일반적으로 질소 계열보다는 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유출되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obbie et al., 2017). 한편, 수영강 원동교 정점( ST-7)
에서는 T-N:T-P 비가 3차례의 조사기간에서 항상 71-86 
범위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수영강 상류지역에 위치

한 화훼지역에서 사용되는 질소비료의 유실에 의한 영향

으로 사료된다. 
NH4-N은 1차 조사시기인 7월 4일과 3차 조사시기인 

8월 5일에 청룡2호교 정점(ST-1)에서 0.005 mg/L, 이
섭교 정점(ST-6)에서 0.040 mg/L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차 조사시기인 7월 29일에는 온천장

역 정점(ST-4)과 세병교 정점(ST-5)에서  0.164∼0.176 
mg/L로 그 이전 정점인 부곡교(ST-3)에서의 0.028 
mg/L에 비하여 몇 배 증가된 농도를 보였다(Table 1). 
수영강의 원동교 정점(ST-7)에서는 조사기간 중에 

0.045∼0.416 mg/L로 온천천의 다른 정점들에 비하여 

높은 농도를 보였고, 시기적으로는 8월 5일에 가장 높았

다. NO3-N의 경우, 청룡2호교 정점(ST-1)에서 조사기

간 평균 0.10±0.04 mg/L에서 하류로 갈수록 점차 증가

하였으며, 가장 높은 값을 보인 정점은 수영강의 원동교 

정점(ST-7)에서 1.42±0.05 mg/L였다(Table 1, Fig. 3). 
조사시기별 가장 높은 값은 8월 5일 온천장역 정점

(ST-4)에서 1.515 mg/L였다. T-N에서 NH4-N 성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조사기간 중에 모든 정점에서 

2.0±1.8%, NO3-N가 차지하는 비율은 35.7±20.9% 로, 
T-N에서 용존성 유기물질에 질소 성분이 많은 부분 포

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NO3-N와 NH4-N의 비

율은 전체 정점에서 평균 46.5±54% 로 용존성 무기질소 

성분에서는 NO3-N가 NH4-N에 비하여 매우 높아 온천

천에서의 하절기 우수기간 중 수질은 호기성 상태에 있

다는 것을 나타내어 준다.  
Chl-a의 경우, 1차 조사시기인 7월 4일에는 청룡2호

교 정점(ST-1)에서 온천장역 정점(ST-4)까지 0.5∼0.9 
㎍/L로 1 ㎍/L 미만, 세병교 정점(ST-5)에서 원동교 정

점(ST-7)에서는 1.2∼1.8 ㎍/L의 분포를 보였다. 2차 조

사시기인 7월 29일에는 원동교 정점(ST-7)에서 1.3 ㎍/L
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정점들에서는 0.2∼0.4 ㎍/L
의 낮은 Chl-a 값을 보였다. 3차 조사시기인 8월 5일에는 

  
Fig. 4. Temporal-spatial distributions of the ratio of total nitrogen and total phosphorus (T-N/T-P) and the ratio of chemical 

oxygen demand and biological oxygen demand (COD/BOD) in the Oncheon Stream and the Suyoung River water in 
summer rainy seas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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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인근 정점(ST-2)과 이섭교 정점(ST-6)에서 

19.1과 19.3의 매우 높은 Chl-a 값이 나타났고, 그 외 부

곡교 정점(ST-3), 온천장역 정점(ST-4)과 원동교 정점

(ST-7)에서 3.6∼3.8 ㎍/L 의 농도 분포를 보였다(Table 
1, Fig. 3). 우리나라 하천에서는 생활환경 기준으로서 

Chl-a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호소에서 설정된 기준에 

따라, 8월 5일의 태광산업 인근 정점(ST-2)과 이섭교 정

점(ST-6)에서의 Chl-a의 값은 14∼20 ㎍/L 구간인 보통

(III) 등급에 해당되며 전체 조사 기간동안 다른 정점들

에서의 농도는 5 ㎍/L 이하의 매우좋음(Ia) 구간에 해당

된다.

3.2. 수질지수평가

하천 수질은 수자원 관리에서 중요한 문제들 중의 하

나이다. 1960년대 이후 하천에서 수질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수질지수(WQI: Water Quality Index)들
을 사용하여 왔다(Sutadian et al., 2016). 수질지수는 수

질을 간단한 형태로 표현하는 차원이 없는 수로서, 선택

한 항목들의 측정값을 집계한 형태로 1965년 하천의 수

질 상태를 정의하기 위하여 제안된 바 있다(Horton, 
1965). 넓은 의미에서 수질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세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각 범주는 여러 항목들

을 포함한다(Swamee and Tyagee, 2007). 본 연구에서

는 국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환경기

준에서 규정한 하천의 생활환경 기준 항목들 중 측정된 

물리.화학 항목들을 대상으로 온천천의 수질상태를 파악

하기 위한 수질지수를 적용해 보았다. 수질지수를 환산

하는 방법은 그동안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으나, 여기서

는 Bascarón(1979)가 개발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

법은 식(1)에서와 같이 선택된 항목들의 최종 합산된 값

에서 선택된 항목들의 가중치를 나눈 값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집계 방법은 수질지수 평가에 널리 사용되어 왔

으며, 추가로 수정되어 사용하기도 하였다(Debels et al., 
2005; Abrahao et al., 2007; Sanchez et al., 2007; 
Kocer and Sevgili, 2014)

 


  






  



 

                                              (1)

여기서 WQI는 집계된 지수, n은 집계에 사용된 항목

의 수, Ci는 각 항목별 정규화된 값, Pi는 항목들의 상대

적 가중치이다. 수질지수 계산에는 목적에 따라 측정되

는 항목의 수와 항목들에 대한 가중치를 주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다(Sutadian et al., 2016). 여기서

는 국내 환경기준에서 규정한 하천의 생활환경 기준 등

급이 구분되어 있는 항목들 중 측정이 이루어진 pH, DO, 
BOD, COD, SS, T-P의 6개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이들

은 수질의 물리 ․화학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들로 

Parameter ST-1 ST-2 ST-3 ST-4 ST-5 ST-6 ST-7

IL 1.2 ± 0.4 1.6 ± 0.4 1.0 ± 0.3 0.8 ± 0.1 1.6 ± 0.5 2.7 ± 2.4 1.2 ± 0.7

(%) 0.8 ~ 1.6 1.1 ~ 1.9 0.8 ~ 1.4 0.7 ~ 0.9 1.2 ~ 2.1 1.3 ~ 5.4 0.7 ~ 2.0

COD 0.46 ± 0.06 0.34 ± 0.17 0.14 ± 0.14 0.25 ± 0.08 0.39 ± 0.08 0.52 ± 0.19 0.32 ± 0.08

(%) 0.42 ~ 0.53 0.15 ~ 0.46 0.04 ~ 0.30 0.17 ~ 0.32 0.32 ~ 0.47 0.36 ~ 0.73 0.24 ~ 0.39

TOC 0.30 ± 0.15 0.56 ± 0.09 0.37 ± 0.03 0.15 ± 0.02 0.44 ± 0.09 0.76 ± 0.40 0.68 ± 0.30

(%) 0.21 ~ 0.47 0.51 ~ 0.67 0.35 ~ 0.41 0.13 ~ 0.17 0.35 ~ 0.53 0.31 ~ 1.05 0.36 ~ 0.95

T-N 17.4 ± 13.6 17.3 ± 5.7 22.2 ± 6.5 31.9 ± 17.9 31.3 ± 13.7 135.9 ± 140.1 41.4 ± 55.1

(mg/kg) 8.9 ~ 33.1 11.6 ~ 22.9 17.1 ~ 29.6 15.3 ~ 50.9 17.5 ~ 44.9 37.5 ~ 296.3 9.3 ~ 105.0

T-P 2.29 ± 0.57 4.35 ± 0.25 5.74 ± 1.44 6.76 ± 1.50 8.32 ± 0.58 42.70 ± 54.5 6.47 ± 4.90

(mg/kg) 1.85 ~ 2.93 4.11 ~ 4.62 4.46 ~ 7.31 5.79 ~ 8.48 7.89 ~ 8.98 9.66 ~ 105.6 2.27 ~ 11.85

T-Chl 1.63 ± 0.81 4.07 ± 0.55 2.13 ± 0.90 3.03 ± 1.66 3.57 ± 0.68 3.10 ± 1.23 3.57 ± 1.68

(mg/kg) 0.90 ~ 2.50 3.70 ~ 4.70 1.10 ~ 2.70 1.50 ~ 4.80 2.80 ~ 4.10 1.70 ~ 4.00 2.50 ~ 5.50

Table 2. Environmental variables in sediment summarized as the mean, standard deviation and range per dry weight for each 
sampling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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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들에 대한 정규화된 값은 매우좋음(Ia)을 100, 

매우나쁨(VI)을 0으로 그리고, 좋음(Ib)을 90, 약간좋음

(II)을 80, 보통(III)을 60, 약간나쁨(IV)을 40, 나쁨(V)
을 20 으로 설정하고, 항목별 상대적 가중치를 동일하게 

두었다. 식(1)을 적용하여 환산된 조사정점들에서의 시

기별 수질지수는 Table 3과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 Water quality indices (WQIs) in the sampling stations 
of the Oncheon Streams during summer rainy season, 
2019.

온천천에서 6개의 수질항목을 대상으로 계산된 수질

지수(WQI)값은 7월 4일 조사에서 78∼100 범위로 청룡

2호교 정점(ST-1)에서 100으로 매우좋음(Ia), 태광산업

인근 정점(ST-2)과 부곡교 정점(ST-3)에서 90∼93으로 

좋음(Ib), 온천장역 정점(ST-4)에서 78로 보통(III), 세병

교 정점(ST-5)과 이섭교 정점(ST-6)에서 82∼85로 약간

좋음(II), 수영강 원동교 정점(ST-7)에서 65로 보통(III)
의 수질지수 분포를 보였다. 동래천이 유입되는 지점의 

인접 하류에 위치한 온천장역 정점(ST-4)에서 수질지수

를 저하시키는 항목으로는 DO와 T-P로 DO는 5.0 
mg/L 미만의 약간나쁨(IV), T-P는 0.1 mg/L 보다 높고 

0.2 mg/L이하의 보통(III) 등급을 보여, 우수에 의한 인

근지역에서의 영양물질의 유입과 용존산소 저하 현상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영양물질 유입을 차단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수영강 원동교 정

점(ST-7)에서는 DO가 약간나쁨(III), COD가 12 mg/L
로 매우나쁨(VI) 등급을 보여 수영강에서는 유기물 오염

에 집중적인 감시 및 대책이 요구된다. 
7월 29일 조사에서는 청룡2호교 정점(ST-1)에서 부

곡교 정점(ST-3)까지는 수질지수가 97∼83으로 약간 좋

음(II) 이상의 양호한 수질을 나타내었으며, 온천장역 정

점(ST-4)에서는 보다 낮은 72, 보통(III)의 수질지수를 

나타내었다. 특히, 동래천 유입 지점 아래에 위치한 온천

장역 정점(ST-4)에서는 BOD와 T-P가 모두 약간나쁨

(IV)의 등급을 보여 도시하수에 포함된 유기물질 및 영

양염류 유입을 차단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8월 5일 조사에서는 청룡2호교 정점(ST-1)에서 세병

교 정점(ST-5) 까지 100∼90 범위의 수질지수 분포를 

보였으며, 이는 매우좋음(Ia)과 좋음(Ib)의 수질지수 등

급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는 본 조사에서 온천천의 가장 

하류에 위치한 이섭교 정점(ST-6)에서도 수질지수가 80

Station 
2019-07-04 2019-07-29 2019-08-05

WQI Grade WQI Grade WQI Grade

ST-1 100 Excellent (Ia) 97 Good (Ib) 100 Excellent (Ia)

ST-2 93 Good (Ib) 93 Good (Ib) 92 Good (Ib)

ST-3 90 Good (Ib) 83 Fair (II) 90 Good (Ib)

ST-4 78 Medium (III) 72 Medium (III) 94 Good (Ib)

ST-5 82 Fair (II) 75 Medium (III) 94 Good (Ib)

ST-6 85 Fair (II) 78 Medium (III) 80 Fair (II)

ST-7 65 Medium (III) 77 Medium (III) 76 Medium (III)

Table 3. Water quality indices (WQIs) in the sampling stations of Oncheon stream during summer rainy seas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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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약간좋음(II) 값을 보였다.  그러나 수영강 원동교 

정점(ST-7)에서는 76으로 보통(III)에 해당되는 수질지

수를 보였는데, 특히, COD가 17.4 mg/L로 매우나쁨

(VI) 등급을 보였다. 수영강 원동교 지점에서는 3차례의 

조사에서 COD가 모두 나쁨(V)에서 매우나쁨(VI) 등급을 

보여 온천천과 달리 수영강에서의 유기물 오염이 심각한 

Fig. 6. Temporal-spatial distributions of environmental variables for sediment at the Oncheon Stream and the Suyoung 
River in summer rainy season, 2019.

Station Year
IL COD T-N T-P

Remarks
(%) (%) (mg/kg) (mg/kg)

Wondong bridge
(Suyoung River)

2016 1.72 0.48 1,874 958 BIHE (2017)

2017 10.29 - 3,135 1,132 BIHE (2018)

2018 2.55 - 2,261 1,478 BIHE (2019)

2019 1.20 0.32 41 7 This study

Iseop bridge
(Oncheon  Stream)

2016 4.38 1.63 1,101 904 BIHE (2017)

2017 6.38 - 4,247 1,309 BIHE (2018)

2018 1.40 - 1,551 751 BIHE (2019)

2019 2.70 0.50 136 43 This study

Table 4. Comparison of annual distribution for Ignition loss (IL), chemical oxygen demand (COD), total nitrogen (T-N) and 
total phosphorus (T-P) in the sediment of Oncheon and Suyoung Stream in summer rainy season, 2019



669부산 온천천의 하계 우수기 수질 및 퇴적물 환경 특성

것으로 조사되었다. 

3.3. 퇴적물 항목 분포 특성

퇴적물에서는 IL, COD, TOC, T-N, T-P와 T-Chl에 

대하여 수질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기에 채취된 퇴적물

에서 분석하였다. 조사기간 정점별 각 항목들에 대한 농

도 분포는 Table 2에, 조사시기별 정점들에서의 항목별 

농도 분포 경향은 Fig. 6에 나타내었다.
IL은 3차례의 조사기간내 전체구간에 걸쳐서 0.7∼

5.4%의 분포를 보였으며, 3차 조사시기인 8월 5일에 온

천천의 가장 하류에 위치한 정점인 이섭교 정점(ST-6)에
서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정점들에서는 3차례의 조사기간

에 모두 2.1% 이하의 농도를 보였다(Fig. 6). 이는 부산

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5월과 11월 2차례 조

사하는 퇴적물 오염도 조사에서 나타난 2017년의 온천

천 이섭교 및 수영강 원동교에서의 각각 평균인 6.38%, 
10.29%(BIHE, 2018)에 비하여 매우 낮은 값을 보였으

며, 2018년 조사에서의 2지점에서의 평균값인 1.40%, 
2.55%(BIHE, 2019)와 매우 비슷한 농도분포에 해당된

다(Table 4). 2017년 이후 온천천과 수영강 원동교 정점

에서의 퇴적물 강열감량이 현저하게 낮아진 것은 2018
년 상반기에 실시된 온천천과 수영강에서의 하천준설사

업(BMC, 2018)으로 과거에 퇴적된 표층물질이 상당부

분 제거된 결과로 사료된다. 
퇴적물의 COD는 3차례의 조사기간에서 전체구간에 

걸쳐서 0.04∼0.73, 0.35±0.16%의 분포를 보였다. 퇴적

물의 COD는 온천천에서는 상류의 청룡2호교 정점

(ST-1)과 부곡교 정점(ST-3)구간에서는 하류 방향으로 

감소하다가, 이후 이섭교 정점(ST-6)까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Fig. 6).  본 연구에서 온천천과 수영강 원

동교의 퇴적물에서 조사된 COD는 국가물환경측정망에

서 연간 2차례 조사되고 있는 민락교와 수영교 사이의 정

점인 수영강5 정점에서의 2015년에서 2018년까지의 4
개년 동안 조사된 3.35±1.47%에(ME, 2020) 비하여 약 

1/10배 정도 낮은 값에 해당된다.  
TOC 농도는 조사기간에 0.13∼1.05, 0.47±0.27%의 

농도 분포를 보였다. 온천천의 상류에 위치한 청룡2호교 

정점(ST-1)에서 0.21∼0.47%의 농도분포는 하류로 내

려가면서 태광산업 인근(ST-2)에서 다소 증가하다가 온

천장역 정점(ST-4)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Fig. 6). 

온천장역 정점(ST-4)을 지나면서 온천천 하류에 해당되

는 이섭교 정점(ST-6)까지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

다. 
T-N 농도는 3차 조사시기인 8월 5일에 온천천의 하

류에 해당되는 이섭교 정점(ST-6)에서 296 mg/kg 으로 

3차례의 조사중 다른 정점의 8.9∼105 mg/kg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높은 농도를 보였다. 1차 조사시기인 7월 4
일에 온천천의 상류에서 하류로 가면서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수영강의 원동교 정점(ST-7)에서 온천

천 보다 높은 농도를 보였다. 이후 7월 29일과 8월 4일의 

조사에서는 수영강 원동교 정점(ST-7)에서의 T-N 농도

가 온천천 하류의 이섭교 정점(ST-6)에서의 농도보다 낮

았다. 온천천의 2019년 하계의 퇴적물 중 T-N 농도 분포

는 국가물환경측정망의 수영강5정점에서 2015∼2018
년 기간동안 3,406 ±1,389 mg/kg에 비하여 수십분의 

1 정도에 해당된다.
T-P 농도는 T-N 농도와 함께 정점별, 시기별로 동일

하게 온천천의 상류에서 하류로 가면서 점차 증가하는 

분포를 보였으며, 8월 4일 온천천 하류의 이섭교 정점

(ST-6)에서 106 mg/kg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정점

들은 3차례의 조사에서 1.85∼12.8 mg/kg의 분포를 보

였다. 
T-Chl 농도는 정점간의 뚜렷한 변화 특징 없이 0.9∼

5.5, 3.0±1.3 mg/kg 의 분포를 보였다. 퇴적물 중의 

TOC:T-Chl 비는 271∼3,800 으로 매우 높고 넓은 범위

를 보였다. 부영양화된 호소와 연안해역에서의 TOC: 
T-Chl 비가 27∼67인 것에 비하여 온천천 일대 퇴적물

에서는 수십배 정도 높은 값에 해당된다(Riemann et al, 
1989). 이는 우수기에 온천천 일대 퇴적물의 유기탄소가 

생물 식물성플랑크톤 또는 부착조류로부터 기여한 정도

가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4. 결 론

2019년 하계 우수기에 3차례에 걸쳐서 온천천과 수영

강 원동교의 비교 정점에서 수질 및 퇴적물에 대한 조사

를 실시하였다. 수질의 경우, DO는 조사 기간에 동래천 

등 소하천이 유입되는 정점의 아래 2개 정점인 온천장역, 
세병교(ST-4,ST-5)에서 가장 낮은 4.7∼5.0 mg/L를 보

였다. BOD는 2차 조사시기인 7월 29일에 온천장역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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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4)에서 5.3 mg/L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이후 

하류로 가면서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COD는 상류의 청룡2호교 정점(ST-1)에서 2.0±0.2 
mg/L로 가장 낮았으며, 이후 하류로 가면서 정점별 평균

값이 4.4∼5.9 mg/L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수영강 원동교 정점(ST-7)에서는 16.2±9.1 mg/L로 온

천천에 비하여 몇 배 높은 COD 값을 나타내었다. 
COD:BOD 비는 7월 2차례 조사에서 상류의 청룡2

호교, 태광산업 인근 정점(ST-1, ST-2)에서 11.0 정도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하류로 흘러가면서 점차 감소하여 

온천천 하류의 이섭교 정점(ST-6)에서는 1.0 정도의 값

을 보였다. 그러나, 수영강의 원동교 정점(ST-7)에서의 

COD:BOD 비는 5.8∼22.2로 온천천 보다 매우 높아 수

영강과 온천천으로 유입되는 유기물의 종류가 상이하다

는 것을 보여 주었다. 온천천의 경우, 생물학적 분해가 쉬

운 도시하수의 영향을, 수영강의 경우는 상류 부식퇴비

의 사용에 대한 난분해성 유기물의 영향을 암시한다.
T-N:T-P 비는 온천천의 상류에서 하류로 가면서 72

에서 21로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수영

강 원동교 정점(ST-7)에서는 71∼86으로 인접한 이섭교 

정점(ST-6)에 비하여 몇 배 높았다. 이는 주거 밀집지역

을 흐르는 온천천에서는 인의 상대적 유입이 많고, 수영

강에서는 상류지역 화훼단지에서의 질소비료의 유실 영

향을 암시한다.
온천천 수질평가를 위하여 6개의 수질항목들을 대상

으로 계산된 수질지수(WQI)는 240 mm의 높은 강수 이

후 4일이 경과된 7월 4일 조사에서 온천천 정점들에서 

78(보통:III)∼100(매우좋음: Ia), 4일간 309.6 mm의 강

수가 있은 지 5일이 경과되고 이후 7.3 mm의 약한 강우

를 보인지 2일이 경과된 시점인 2차 조사시기인 7월 29
일에는 72(보통: III)∼97(좋음: Ib), 2차 조사시기 이후 

7일이 경과하기까지 강수를 보이지 않았던 3차 조사일인 

8월 5일에는 80(약간 좋음: II)∼100(매우좋음: Ia)을 보

였다. 온천천에서는 전반적으로 우수기 집중호우가 있는 

이후의 수질은 보통(III) 이상의 대체로 양호한 수질을 

보였다. 온천천에서 수질지수를 저하시키는 항목으로는 

DO와 T-P였으며, 특히 동래천이 유입되는 정점 인접 하

류에서 나타났다. 온천천에서는 유입되는 지천의 도시하

수 등의 관리가 요구된다. 수영강의 원동교 정점(ST-7)
에서는 3차례의 조사에서 모두 보통(III)의 수질지수를 

보였으며, 수질지수 하락에 가장 큰 기여는 COD인 것으

로 나타나 수영강에서는 상류로부터 난분해성 유기물의 

유입차단을 위한 집중적인 감시와 대책이 요구된다.
우수기 퇴적물에서 측정된 IL, COD, T-N, T-P는 각

각 0.7∼5.4(1.44±1.01)%, 0.04∼0.73(0.35±0.16) %, 
8.9∼296(43±63) mg/kg, 그리고 1.8∼105.6 
(10.9±21.9) mg/kg 의 분포를 보였다. 이는 2018년 상

반기에 실시된 도심하천에서의 준설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7년의 연평균 IL, T-N, T-P 들에 비하여 평균

적으로 수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이었다. 정점별 분포경향

은 IL, COD, TOC 가 전반적으로 부곡교 정점(ST-3) 혹
은 온천장역 정점(ST-4)에서 가장 낮아 이들 지역에 준

설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하계 집중호우가 종

료되고 약 2주일이 경과된 8월 5일에 채취된 퇴적물에서

는 온천천의 하류에 해당되는 이섭교 정점(ST-6)에서 

IL, COD, T-N, T-P가 그 이전 2차례 실시된 조사시기

보다 현저히 높았으며, 이섭교 정점(ST-6)보다 상류에 

위치한 정점들에 비하여 증가된 값을 보였다. 이는 우수

기 이후 온천천 하류지역에는 도심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유기물 등의 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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