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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금호강 하천수의 수질오염 현황을 종합적E로 조사하기 위해 1993년 9월부터 1999년 8월까지 

6년간 18회에 걸쳐 13개 지점에서 pH, BOD, COD, DO, SS, 전기전도도, 유지류, ABS와 페놀 등 총 9개 

항목의 수질을 측정하였다. 6년간의 자료값은 분포가 넓으므로 각 3년간 즉 1993. 9월부터 1996. 8월까지 

(이하 Part I 기간•으로 “百 연구，라 한다)와 1996. 아월부터 1999년 8월까지(이하 Part II 기간•으로 “3차 연 

구'라 한다) 자료로 세분화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전 조사지점에 대한 각 항목의 “事卜 연구” 

와 “3차 연구”의 각 3년간의 평균값은 각각 다음과 같다. pH는 7.9, 8.0; BO^ 4.88 ppm, 2.86 ppm; 
COD는 9.66 ppm, 7.40 ppm; DO는 9.0 ppm, 8.94 ppm; SS는 6.9 ppm, 6.0 ppm; 전기 전도도는 618.0 
卩mho/cm, 541.0 卩mho/cm; 유지 류는 2.63 ppm, 5.43 ppm; ABS는 3.57 ppm, 0.94 ppm; Phen이은 0.98 
pp冋 0.01 ppm 이었다. 조사 기간 중인 “百 연구，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3차 연구” 결과에서 오염량의 변 

화는 다음과 같았다. BOD, COD, SS, 전기전도도, AB關 페놀은 각각 1/1.71, 1/1.31, 1/4.15, 1/3.8顷+ 1/98 

로 감소하였으며 , 수온, pH와 D冬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유지류는 2.06배의 오염증가를 보였다.

ABSTRACT. In order to study the long-term change of water quality, water analysis for 9 items was con
ducted at 13 sites surrounding the Kumho river system for 18 times from September 1993 to August 1999. 
Analytical items for the study of water quality are as follows; water temperature, pH, BOD, COD, DO, SS, 
electrical conductivity, oil and grease, ABS and phenol. The six year term was divided into Part I(second study) 
and Part II(third study), which covers the term from September 1993 to August 1996 and the term from Sep
tember 1996 to August 1999, respectively. The mean values obtained for three years for water temperature, pH, 
BOD, COD, DO, SS, electrical conductivity, oil and grease, ABS and phenol for the Part I period showed 
18.4 oC, 7.9, 4.88 ppm, 9.66 ppm, 9.0 ppm, 618.0 卩mho/cm, 6.9 ppm, 2.63 ppm, 3.57 ppm and 0.98 ppm, 
respectively. The mean values obtained for water temperature, pH, BOD, COD, DO, SS, electrical conductivity, 
oil and grease, ABS and phenol for the Part II period showed 18.0 oC, 8.0, 2.86 ppm, 7.40 ppm, 8.94 ppm, 
541.0 卩mho/cm, 6.0 ppm, 5.43 ppm, 0.94 ppm and 0.01 ppm respectively. The values of BOD, COD, SS, elec
trical conductivity, ABS and phenol in the second period were found to be decreased by 1/1.71, 1/1.31, 1/4.15, 
1/3.80 and 1/98, respectively. The values of water temperature, pH and DO were nearly constant. However, the 
concentrations of oil and grease were found to be increased about 2.06 times in the second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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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금호강은 경상북도 영일군 죽장면에서 발원하여 영 

천시, 경산시 및 인근 3개 군을 지나 대구광역시의 신 

천을 합한 뒤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하천으로 유로 연 

장 118.4 Km오卜 유역면적 2,053.3 Km2로 낙동강 지류 

중 그 규모가" 2번째로 크다. 이들 지역에 각종 공업, 

농업,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젖 줄기이며, 또한 낙동 

강의 수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성장에 따른 급속한 산업발전과 인구 집중화에 따른 

수질 환경 보전의 불균형으로 금호강 하류의 수질은 

도시하수와 공장폐수로 극도로 오염되어 二L 오염도가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극도의 수질오염을 인식한 정부 당국은 금호강 

유역의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비상계획을 발 

표한 바 있으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금호강 수계의 수질평가에 대한 연구는 비 

교적 많이 수행된 바 있다. 박영규1 등은 금호강 수계 

의 오염 이 낙동강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 보고한 

바 있다. 송승달2은 금호강 유역의 수질, 토양 및 무속 

의 중금속 함량에 대한 조사 • 보고를 한 바 있으며 , 
이정제 3 등도 금호강 수질과 하상의 퇴적오니 , 토양 및 

농작물 중의 중금속 함량을 조사 • 보고한 바 있다. 또 

한 강화신,4 이철희5 및 이순탁°은 금호강 유역의 수질 

환경과 오염원 특성, 수질의 현황과 장래전망 그리고 

금호강 유역의 환경보전 대책에 대하여 조사 • 보고한 

바 있다. 박영규7 등은 수년에 걸친 금호강 수질을 파 

악하여 수질관리에 필요한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태관8 등은 금호강 수질환경의 계절적 변동과 관리 

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또한 배준웅9 등은 1990년 9 
월부터 1993년 8월까지 3년간의 금호강 수질의 변동 

에 관한 연구(이하 “1차 연구'라 한다)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단기간의 조사에 그치고 있다. 

화학적인 방법에 의한 수질조사는 여러 가지 환경 인자 

에 의하여 매우 유동적 인 값이므로 보다 신뢰성 이 있는 

정확한 조사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이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 연구'에 연속하여 1993 
년 9월부터 1999년 8월까지 6년 동안 장기적인 조사 

를 하였다. 조사지점으로는 지천과 본류를 포함하여 

“1차 연구'' 결과에서 뚜렷한 특성이 없는 영동교, 금 

호와 경산 3지점을 제외한 13지점에서 실시하였다. 조 

사항목으로서 pH, BOD, COD, DO, SS, 전기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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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일반항목과 유지류, 합성세제, 페놀 기타 오염물질 

이다.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채수지점의 선정

금호강 본류의 총 유로 연장은 118.4 km로서 많은 

지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류에서 하류에 걸쳐 

각 지류의 특성 및 본류 수질에 미치는 지류 수질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오염원의 종류나 특성을 정확 

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채수 위치의 선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지류가 있는 지점에서는 합류 

전의 본류 지점과 오염물이 충분히 혼합된 후의 본류 

지점 및 지류 지점을 각각 선정하였으며 지류가 없는 

경우에 4〜 5 km 거리를 두고 각각 채수 지점을 선정 

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상의 원칙으로 선정한 채수 

지점의 수는 총 13개소로서 Fig. 1에 나타내었다.

채수 및 시료수의 전처리

시료수는 묽은 질산으로 잘 세척한 10L들이 폴리에 

틸렌용기와 유리용기를 사용하여 채취하였다. 시료의 

채수는 용기를 각 지점의 시료수로 여러 번 잘 세척 

한 후에 수질오염공정시험법10의 채수기준에 따라 하천 

의 수심이 가장 깊은 수면지점과 이 지점을 중심으로 

좌우 수면폭을 2 등분한 각 지점의 수면으로부터 수심 

이 2 m 미만일 때는 수심이 1/3되는 지점에서 채수하 

였다. 채수한 시료수는 수질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법의 시료 전처리 방법에 따라 COD 
측정용 시료는 시료 1L당 HgCl2 20〜40 mg을 첨가 

하였다.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 화학적 수질 판정의 지표■가 되는 측정 

항목으로는 pH, COD, BOD, DO, SS, 전기전도도 

등의 일반항목과 유지류, 합성세제 (ABS), 페놀의 기타 

오염물질이다.

시료수 수질을 판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의 분석방 

법은 다음과 같다. 각 지점의 수질조사는 현장조사와 

실험실 분석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현장조사 항목으 

로 pJfe Fisher Scientif">KSpringfield, USA问 model 
Accumet 10인 pH meter를 사용하였으며, 전기전도도 

오卜 수온은 OrioM>(Boston, USA)의 model 140, Con- 
ductivity/Temperature/Salinity meter와 검교정한 온도 

계를 사용하였으며, DO는 OrioM｝제 model 820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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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the sampling site in the Kumho river. 1. Danpo bridge, 2. Seosan bridge, 3. Youngcheon rail bridge, 4. 
Entrance of Taegu Univ, 5. Chungcheon resort, 6. Seongdong bridge, 7. Dongchon, 8. Bullo-dong, 9. Mutae, 10. Mutae bridge, 
11. Maecheon bridge, 12. Paldal bridge, 13. Gangchang bridge.

meter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측정한 값을 Winkler 
azide법으로 보정하였다. COD, BOD, SS, 유지류, 합 

성세제(ABS), 페놀 등 분석항목은 환경오염 공정시험 

법10과 부분적으로 미국의 AOAC 표준법11 등을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SS는 유리섬유 여지 (GF/ 
C)를 이용하여 무게분석纟로 정량하였으며, 유지류는 

pH 4이하의 산성에서 노말헥산층에 용해되는 물질을 

노말헥산으로 추출한 후에 노말헥산을 증발시킨 잔류 

물의 무게로부터 구하였으며, 합성세제 (ABS)는 메틸렌 

블루우와 반응시켜 생성된 청색의 복합체를 클로로폼 

으로 추출하여 클로로폼층의 홉광도를 650 nm에서 측 

정하여 구하였으며, 페놀은 증류한 시료에 염화암모늄 

-암모니아 완충액을 넣어 pH 10霆 조절한 다음 4- 
아미노안티피린과 페리시안칼륨을 넣어 생성된 적색의 

안티피린계 색소의 흡광도를 510nm에서 측정하여 정 

량하였다. 흡광도의 측정에 이용한 분광광도계는 Ja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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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Tokyo, Japan/] model V55O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금호강의 장기적인 수질오염을 파악하기 위한 6년간 

의 지점별 수질측정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는 1993년 

9월에서 1999년 8월까지 총 18회 측정한 자료이며, 

매년 9월에서 이듬해 8월까지 봄, 여름, 가을 및 겨울 

에 걸쳐 측정하였으며, 각 지점의 산술평균치를 연차별 

로 Table 1〜6에 나타내었다. 장기간에 걸쳐 주기적으 

로 여러 번 측정된 자료들을 이용하여, 각 항목에 대 

한 지점별, 계절별, 년도별 차이 및 수질의 변동과정 

등을 항목별로 대표적인 특징을 고찰하였다.

일반 수질항목

pH. 전 조사기간 동안 금호강 하천수계의 지점별 

연차별 pH의 평균값을 보면, 6년간에 걸쳐 그 값이

지역에 따라 7.0(site 6网서 8.5(site 4)의 분포를 보 

였다. 이들 측정치들은 평균값으로 볼 때, 우리 나라 

하천의 각종 용도별 환경기준치12에 따르면, 모두 상수 

원수 1급에 해당하는 pH 6.5〜 8.5의 값을 만족한다. 

그러나 순간적인 측정값으로서 상수원수 1급의 기준을 

벗어난 경우도 234회 측정 중 64회로 나타났다. pH 
가 9.5를 초과한 경우가 8회, pH 5.5 이하인 경우도 

2회가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조사지점별 

상수원수 1급의 기준을 벗어난 횟수는 최소 1회(site 
13问서 최대 10회 (site 10：胃 분포를 보였다. 그리고 

“1차 연구”와 비교한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site 7에서 

0회에서 8회로 site 8에서 1회에서 6회로 site 10에서 

3회에서 10회로 site 12에서 0회에서 4회로 증가되었 

으며 site 9에서는 7회에서 4회로 감소하였다. 이는 

시내 중심을 통과하는 지역에서는 순간적인 pH 측정 

값에 의한 수질이 “1차 연구”보다 좋지 못한 결과이며,

Table 1. Water quality of Kum-ho River (1993. 9-1994. 8)*

^^^^Site
Ite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pH 7.6 8.1 8.5 9.0 8.5 7.3 8.5 8.2 8.5 8.7 7.2 7.7 7.5
BOD 0.86 1.27 1.76 3.11 2.46 6.94 5.10 4.14 1.92 4.56 21.93 6.50 12.77
COD 2.29 4.32 4.44 7.10 6.45 20.06 10.96 8.46 4.36 10.77 24.72 10.67 22.42
DO 10.8 12.5 11.2 14.5 10.3 6.8 11.5 11.1 13.1 12.6 4.3 7.3 4.1
SS 0.74 1.86 2.49 3.70 4.47 4.44 5.43 4.46 3.26 20.03 7.23 8.64 8.60
Conductivity 176.88 317.75 264.10 475.75 366.75 1643.75 737.00 294.75 290.00 598.25 734.50 671.75 1180.50
Oil & Grease 4.36 3.52 12.58 4.03 2.86 3.32 1.92 1.39 2.37 1.96 2.07 7.49 9.41
ABS 0.57 0.35 0.48 0.38 0.48 0.76 0.87 0.47 0.51 0.33 0.57 0.68 0.69
Phenol 0.43 0.47 0.81 0.59 8.48 1.35 0.81 0.58 0.54 1.94 1.94 1.00 2.54

*Above data are the mean value of four times of measurements, that is SEP and DEC of 1993 and APR and AUG of 1994 
All Unit is ppm except pH

Table 2. Water quality of Kum-ho River (1994. 9-1995. 8)*

.

^^^^Site 
Ite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pH 8.6 8.1 8.0 8.7 8.8 7.4 8.5 7.9 8.0 8.4 7.3 7.3 7.4
BOD 1.14 1.44 1.44 2.48 4.89 4.76 5.15 1.85 1.42 5.84 9.73 6.72 5.67
COD 2.73 4.40 4.71 6.94 8.27 19.30 14.38 5.92 4.28 14.56 20.20 11.73 16.53
DO 7.7 10.2 8.6 11.6 11.4 5.5 7.2 10.3 9.2 10.0 2.3 5.5 4.5
SS 4.18 5.65 1.27 3.67 8.21 12.10 11.71 4.97 13.62 15.37 25.21 8.27 21.10
Conductivity 351.33 431.67 406.67 501.00 540.00 1329.33 806.67 447.33 484.00 803.00 759.33 760.33 1261.67
Oil & Grease 1.54 0.00 0.84 1.00 0.02 2.42 2.22 0.71 0.67 0.71 0.89 0.78 1.65
ABS 0.21 0.10 0.29 0.40 0.89 14.21 5.51 0.49 0.34 4.40 4.60 6.31 4.09
Phenol 0.05 0.06 0.05 0.11 8.83 0.32 0.12 0.09 0.08 0.11 0.11 0.12 0.34

*Above data are the mean value of three times of measurements, that is DEC of 1994 and MAY and AUG of 1995. 
All Unit is ppm except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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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Water quality of Kum-ho River (1995. 9-1996. 8)*

^^^^Site 
Ite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pH 7.4 7.3 7.6 8.3 7.5 6.8 7.7 7.1 8.5 6.9 7.4 7.1 7.3
BOD 0.79 1.48 1.24 2.08 1.80 3.65 4.66 2.02 0.88 5.38 7.30 7.82 6.94
COD 2.67 3.82 3.69 6.95 6.54 8.58 8.83 4.62 31.7 9.95 10.96 9.70 11.00
DO 10.1 9.4 9.5 10.9 9.4 5.6 9.3 9.2 9.3 10.3 6.6 7.2 6.3
SS 0.40 3.10 1.60 2.80 3.15 7.10 3.90 0.75 2.30 4.35 10.55 5.85 6.35
Conductivity 369.00 443.50 392.50 509.50 234.00 839.50 733.00 383.00 337.00 700.00 664.50 671.50 1087.00
Oil & Grease 0.37 1.00 0.14 0.43 0.07 0.23 0.50 0.87 4.33 0.94 1.00 6.20 2.90
ABS 4.10 4.08 5.06 2.54 6.31 6.46 9.53 1.62 0.82 13.80 25.86 20.40 17.74
Phenol 0.01 0.01 0.01 0.01 0.01 0.02 0.01 0.01 0.01 0.01 0.01 0.02 0.02
*Above data are the mean value of two times of measurements, that is JAN and JUL of 1996 
All Unit is ppm except pH

Table 4. Water quality of Kum-ho River (1996. 9-1997. 8)*

^^^^Site
Ite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pH 8.3 7.4 8.5 8.1 8.3 6.6 7.7 7.2 7.6 8.8 7.1 7.9 7.7
BOD 2.17 1.96 1.94 4.22 3.54 8.17 3.76 3.80 1.84 5.94 24.56 7.45 8.16
COD 4.34 4.45 4.07 6.37 6.34 14.53 8.68 7.13 2.83 8.45 16.54 10.61 13.95
DO 11.1 10.4 10.3 12.7 10.4 5.4 9.3 8.9 10.9 12.6 2.6 9.2 8.8
SS 0.33 0.80 0.93 2.60 1.53 4.17 5.73 0.70 1.30 5.17 40.97 6.20 9.77
Conductivity 307.33 439.00 352.00 500.67 535.00 1088.67 755.00 427.00 416.33 682.67 752.33 700.33 1281.67
Oil & Grease 0.22 0.89 1.42 0.35 2.01 3.15 1.11 4.13 1.33 7.48 10.28 6.24 8.52
ABS 0.59 0.63 1.54 2.24 2.44 1.37 1.74 1.08 0.44 0.99 7.93 3.44 2.75
Phenol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Above data are the mean value of two times of measurements, that is JAN and JUL of 1997 
All Unit is ppm except pH

Table 5. Water quality of Kum-ho River (1997. 9-1998. 8)*

Site
Ite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pH 7.8 7.5 8.3 8.2 7.5 6.8 7.7 8.0 7.4 7.8 7.6 7.3 7.2
BOD 0.71 1.24 1.34 2.06 1.37 5.31 3.69 2.11 1.65 2.40 7.34 3.65 4.79
COD 3.13 4.30 4.37 5.49 5.43 11.02 7.71 5.43 3.11 6.73 10.91 7.57 10.25
DO 9.2 8.9 8.4 9.4 7.0 5.0 8.6 9.4 7.9 7.8 6.7 6.0 6.3
SS 0.68 1.45 1.65 4.37 2.35 6.90 6.07 1.80 2.55 8.85 8.05 6.89 11.45
Conductivity 244.33 318.33 274.33 379.00 394.67 739.33 502.00 342.00 302.00 473.67 474.33 513.67 843.33
Oil & Grease 0.8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47 1.64 1.70 0.00
ABS 0.02 0.01 0.02 0.01 0.01 0.02 0.02 0.00 0.00 0.00 0.17 0.11 0.08
Phenol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Above data are the mean value of two times of measurements, that is JAN and JUL of 1998 
All Unit is ppm except pH

폐수 종말처리시설이 있는 하류영역에서는 수질이 향 

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BOg卜 COD. BO住 COD와 함께 하천수의 유 

기물 오염에 대한 지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천의 

용도별 환경기준치12에 따르면, 상수원수 1급은 BOD 

와 COD 모두 1 ppm 이하여야 하며, 상수원수 2급은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금호강 수질의 장기변동에 관한 연구 (II) 19

Table 6. Water quality of Kum-ho River (1998. 9-1999. 8)*

^^^^Site 
Ite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pH 8.2 8.3 9.5 8.7 8.4 6.8 8.7 8.9 7.9 9.4 8.3 8.9 8.6l
BOD 0.53 0.85 1.17 1.56 1.25 6.85 4.39 2.62 1.39 3.29 5.10 3.37 4.34
COD 2.81 4.01 4.26 5.76 5.66 13.93 10.91 6.12 2.95 8.24 11.42 7.97 10.73
DO 11.3 12.3 10.5 9.8 8.5 6.5 9.6 9.1 9.0 10.2 10.1 9.4 9.2
SS 1.23 2.75 3.63 1.88 6.25 9.73 9.58 7.04 6.33 6.27 5.54 24.09 11.75
Conductivity 169.20 373.00 238.50 431.00 454.00 1092.00 678.50 296.00 349.50 567.00 678.50 598.00 1149.00
Oil & Grease 0.00 0.00 12.77 0.00 0.00 0.00 0.00 0.00 0.00 3.77 14.54 106.70 28.97
ABS 0.04 0.06 0.04 0.06 0.05 0.07 0.42 0.14 0.04 0.06 0.42 0.06 0.09
Phenol 0.01 0.01 0.01 0.01 0.01 0.04 0.05 0.02 0.01 0.01 0.01 0.02 0.02

*Above data are the mean value of two times of measurements, that is JAN and JUL of 1999 
All Unit is ppm except pH

3 ppm 이하, 상수원수 3급은 6 ppm 이하이다. 그리고 

농업용수는 8 ppm 이하이고, 특수처리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공업용수의 환경기준은 10 ppm 이하이다.

6년간의 자료에서 구한 분포(평균값)를 상류, 중류, 

하류의 영역으로 대별하여 살펴보면, BOD의 경우는 

상류인 site 1®포교)에서 0.30〜2.60(0.97 ppm)이며 , 
대구광역시로 유입부분인 site 7(동촌)에서 1.05〜8.33 
(4.52 ppm), 하류인 site 13(강창교)에서 3.03〜 17.76 
(7.39 ppm)이었다. 한편 COD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 그 값은 각각 1.74〜 5.90(2.97 ppm), 5.94〜 
18.65(10.36 ppm) 및 8.27〜26.07(14.78 ppm)이 었다. 

이와 같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면서 수질이 나빠지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의 자료인 1999년 지역별 평균수질을 BOD 환 

경기준치를 참고하여 검토해 보면 전체 13개 지점 중 

site 1, 2의 胡 지점은 BOD 값이 1 ppm 이하로 상 

수원수 1급 수질에 해당하며, site 3, 4, 8, 9의 4개 

지점은 2급수질 그리고 하류와 지류지점인 site 10, 
11, 12, 13의 硏 지점은 3급수질 그리고 site 6의 1 
개 지점은 BOD 6.86의 높은 값을 보였다. 그러나 

COD 환경기준치를 참고하여 검토해 보면 전체 13개 

지점 중 site 1, 9의 지점은 상수원수 2급수질에

해당하며, site 2, 3, 4, 5의 4개 지점은 3급수질 그 

리고 나머지 夕 1] 지점은 COD 8ppm이상의 값을 보 

이며 site 6, 7, 11, 13의 4개 지점은 10 ppm 이상의 

높은 값을 보였다.

연도별과 지점별의 BOD斗 COD 값의 장기적인 변 

동추이를 나타낸 Fig. 2와 Fig. 3을 보면 site 6(남천)

Fig. 2. Change of BOD in the Kumho river by the year from 
1994 to 1999. Site 2, 6, 9, 11 are branch streams.

Fig. 3. Change of COD in theKumho river by the year from 
1994 to 1999. Site 2, 6, 9, 11 are branch streams.

과 site 11(팔계천：)의 BOD와 COD 값이 다른 지점보 

다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1차 연구”와 동 

일한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이 두 지류에 의한 금호 

강 본류 수질 중 BOD!】 미치는 영향을 6년간의 평 

균를 참고해 보면, 남천이 유입되기 전인 site 5에서 

2.53 ppm이나 남천이 유입된 후의 본류인 site 7에서 

4.52 pp^로 약 1.8 배로 오염도가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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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차 연구”와 비교한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오염이 

심한 지역인 site 6과 site 11에서 3년간의 BOD 평 

균값이 각각 56.20 pp冋 42.33 ppm에서 1999년 평 

균값 6.85 ppm과 5.10 ppm으로 1/8.2과 1/8.3의 대폭 

적인 감소를 보였으며, COD 평균값도 각각 82.54 ppm 
과 44.58 ppm에서 1999년 평균값 13.93 pp冋 11.42 
ppm으로 1/5.9과 1/3.9의 큰 감소를 보였다. 그리고 

낙동강으로 유입되기 직전의 금호강 하류인 site 13(강 

창교)에서 “1차 연구”결과인 3년간의 BOD오卜 COD 

평균값이 각각 16.12 ppm과 25.02 ppm에서 1999년 

평균값 4.34 ppm과 10.73 ppU로 약 1/3.7과 1/2.33 
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환경부의 1999년 자 

료13와 잘 일치한다.

전지점에 대한 “1차 연구”, 曰 연구”와 “3차 연 

구”의 각 3년간 자료의 분포関균값:는 BOD 경우는 

각각 0.25〜 174.0(12.72 ppm), 0.30〜47.3(4.88 ppm)과 

0.34〜 11.22(2.86 ppm)이고 COD 경우는 0.53〜247.0 
(17.78ppm), 1.44 〜43.7(9.66ppm风 1.52 〜27.30(7.40ppm) 
으로 큰 감소를 보였다. 이와 같은 현저한 오염의 감 

소를 보인 주요원인으로는 금호강 수질개선을 위한 집 

중투자의 결과로 생각된다. 8冷 7월 달서천하수종말 

처리시설(시설용량: 250,000 m3/일)의 가동으로부터 '93 
년 이후에는 달서천하수종말 처리시설 증설 

(150,000 m3阐)，신천하수종말처리시설 신설(350,000 m3/ 

일风 더불어 금호강 상류지역인 영천하수종말처리시설 

(25,000 m3/일)이 본격 가동되었다. 이후 신천하수종말 

처리시설 증설('98. 5월, 330,000 m3/일)과 북부하수종 

말 처리시설 신설 ('97. 12월, 170,000 m3/일尽 하수처 

리능력이 더욱 확충된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BOg의 감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COD 
제거효율의 문제점과 BOD 값으로 2급 수질에 미치지 

못하는 지점들의 수질에 대한 계속적인 감소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오염이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영산강의 

수질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영산강은 상류에 광주광 

역시와 중류에 나주시 등의 소도시가 위치하고 있어 

오염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산강의 하류인 영 

산호에서 1997년 7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조사된 값 

이 BOD] COD 경우 각각 0.8〜 6.4pp曲 4.S9.0ppm 
의 분포를 보고한 값14과 비교할 때, 비슷한 기간에 

조사된 금호강 전 지점에서의 값은 각각 0.71 〜7.34 
ppm과 3.13~ 11.02 ppm으로 최소값은 비슷하나, 최대

Fig. 4. Seasonal distribution of BOD in the Kumho river by 
sampling site. Data are the mean value of 18 times of mea
surements from 1994 to 1999. Site 2, 6, 9, 11 are branch
streams.

값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도 금 

호강의 유기물 오염이 안심할 수준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고, 계속하여 감시하고 투자해야 할 사항임을 말해 

준다.

DO. DO는 수질 중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을 나타 

내는 수치이지만 하천수의 오염에 대한 간접적인 지표 

로 이용될 수 있다. 6년간의 분포関균값)를 보면 상류 

지역인 site 1에서 4.4〜 16.9(10.1 ppm)이며 가장 하류 

지점인 site 13에서는 1.3〜 11.3(6.4 ppm)이고 상대적 

으로 오염이 심한 지역인 site 6과 site 11에서는 각 

각 4.0〜 10.5(5.8 ppm间 0.5〜 12.6(5.3 ppm)이었다.

“1차 연구”와 비교한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오염이 

심한 지역인 site 6과 site 11 그리고 하류지점인 site 
13에서 3년간의 DO 평균값이 각각 3.0 ppm, 3.8 ppm 
그리고 3.6 ppm에서 1999년 평균값 6.5 ppm, 10.1 ppm 
그리고 9.2pp^로一 약 2.2배, 2.7배 그리고 2.6배의 

증가를 보였다.

전지점에 대한 “1차 연구”, “事卜 연구”와 “3차 연 

구”의 각 3년간 자료의 분포関균값:는 각각 0.20〜 
15.00(7.12 ppm), 0.5〜19.2(9.0 ppm风 1.0〜14.4(8.94 
ppm：以로 증가되었다. 조사 지점의 연차별 변화는 전 

반적으로는 해가 거듭될수록 점진적으로 DO 값이 높 

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BOD斗 COD 값의 

변화 추세와 일치한다.

그리고, 오염이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영산호에 

서 19973 7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조사된 값이 4.0 
〜 13.5 ppm] 분포를 보고한 값14과 비교할 때 , 비슷 

한 기간에 조사된 금호강 전 지점에서의 값은 각각 

6.0〜 9.4 ppm으로 최소값은 높으나, 최 대값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금호강 수질의 장기변동에 관한 연구 (II) 21

SS. SS는 수질 중에 존재하는 부유물의 양을 나타 

내는 수치로서, 하천 용도별 환경기준치에 의하면, 상 

수원수 1급, 2급, 3급 모두 25 ppm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6년간의 분포(평균값)를 보면 상류지역인 site 1 
에서 0.20〜9.75(1.28 ppm)이며 가장 하류지점인 site 
13에서는 3.24 〜 29.20(11.62 ppm) 이고 상대적으로 오염 

이 심한 지역인 site 6과 site 11에서는 각각 1.60〜 16.10 
(7.11 ppm：과 2.10〜 110.10(16.69 ppm)이었다. 연도별 

과 지점별의 SS 값의 장기적인 변동추이를 보면 site 
日 site 11이하의 하류지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연도별 SS 평균값을 보면, site 11에서 

1995년과 1997년 2회 25 ppm 이상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 조사지점에서 25 ppm 이하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수원수 1급, 2급, 3급 

모두 25 ppm 이하로 규정된 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지점에 대한 “1차 연구”, 曰 연구”와 “3차 연 

구，의 각 3년간 자료의 분포(평균값:는 각각 0.00〜 
273.0(13.85 ppm), 0.2〜51.5(6.9 ppm风 0.21 〜11.1(6.0 
ppm泪로 평균값으로 볼 때 큰 감소를 보였다. 그리고 

조사 지점의 연차별 변화는 전반적으로는 해가 거듭될 

수록 점진적으로 SS 값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인 BOD와 COg 오염감소 

의 변화 추세와 잘 일치하는 결과이다.

전기전도도. 전기전도는 물 중에 포함된 전해질의 총 

량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6년간의 분포関균값)를 보면 

오염이 적은 상류지역의 site 1에서는 107〜422(264 
|_lmho/cm)이며 가장 하류지점인 site 13에서는 384~ 
1,638(1,138 卩mho/cm)이고 상대적으로 오염 이 심한 지 

역인 site 6과 site 11에서는 각각 354〜 1,927(1,171 
|_lmho/cm间 338~943(681 |_lmho/cm) 이었다. 지점별로 

보면 site 6(남천:과 site 11(팔계천)이하 하류지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각 지점에 대한 

연차별 전도도 값의 변동은 전반적 인 경향으로는 약간 

의 감소를 보였다.

또한 전지점에 대한 “1차 연구”, “事卜 연구”와 “3 
차 연구”의 각 3년간 자료의 분포(평균값)는 각각 

104.0〜2,400(512.15 I丄mho/cm), 107.1 〜1,927.0(618.0 
|_lmho/cm) 과 159.5~ 1,608.0(541.0 |_lmho/cm) 으로 1, 
2,3차연구기간에 최고값으로볼 때는 각각 2,4001丄mho/ 
cm, 1,927.0 |_lmho/cm과 1,608.0 |_lmho/c^로서 감소하 

나, 평균값으로 볼 때는 각각 512.15 卩mho/cm, 618.0

Fig. 5. Seasonal distribution of COD in the Kumho river by 
sampling site. Data are the mean value of 18 times of mea
surements from 1994 to 1999. Site 2, 6, 9, 11 are branch 
streams.

卩mho/cm과 541.0 卩mho/cm로서 증가되 었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수항목

유지류 (Oil and Grease) 와 합성세제 (ABS). 유지류와 

합성세제는 하천 수면에 막을 형성하여 산소의 유입을 

차단하므로 수질을 악화시킨다. 6년간의 각 지점의 유 

지류와 ABS의 분포(평균값彊 보면 site 1에서 각각 

ND〜 8.00(1.57 ppm)과 ND〜 6.76(0.71 ppm)이 며 , 가장 

하류지점 인 site 13에서 0.00〜 57.93(8.24 ppm)과 ND 
〜 33.87(4.39 ppm)이었다. 유지류와 ABS의 경우, 가장 

심한 오염지점의 분포関균값：는 각각 site 12 지점의 

0.00〜 213.4(17.51 ppm)과 site 11 지점의 0.01 〜48.85 
(5.89 ppm)이었다. 또한 연도별과 지점별, 유지류 값의 

장기적인 변동추이를 보면 가장 심한 오염을 보인 site 
12의 경우 '94년에서 '99년까지의 유지류의 ppm 평균 

값이 7.49, 0.78, 6.20, 6.24, 1.70과 106.7로서 해가 

지남에 따라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으며 더구나 

1999년에는 106.7 pp^로 매우 높은 오염값을 보이 

는 등 매우 큰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유지류의 

오염정도는 지역과 시기에 상관없이 불규칙하게 분포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오염원이 점오염원이 아니라 

비점오염원임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ABS의 경우도 

동일한 경향성을 보였다.

전지점에 대한 “1차 연구”, “事卜 연구”와 “3차 연 

구”의 각 3년간 자료의 분포関균값彊 살펴보면, 유지 

류 경우는 각각 ND〜77.50(2.32 ppm), ND〜47.3 
(2.63 ppm)과 ND〜213.4(5.43 ppm) 그리고 ABS는 

ND〜480.0(17.59 ppm), ND〜48.85(3.57 ppm)과 ND 
〜21.84(0.94 ppm) 값으로 유지류는 해가 지남에 따라 

오염이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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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부 지점에서 높은 오염의 비점오염원 때문으로 

여겨진다. 유지류의 오염 증가량은 “1차 연구"의 평균 

값을 기준으로 하여 “2차 연구”와 “3차 연구” 기간에 

각각 1.13배오卜 2.34배의 오염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ABS는 해가 지남에 따라 오염이 감소함을 알 수 있 

다. 감소 원인으로는 환경규제물질인 ABS의 사용량의 

감소 때문으로 추정되며, 감소량을 살펴보면 “1차 연 

구”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2차 연구”와 “3차 연 

구” 기간에 각각 1/4.93과 1/18.7로 큰 감소를 보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오염이 심한 지점인 site 6, site 11 
과 하류지점인 site 13에서 “1차 연구”의 3년간의 평 

균값이 각각 61.00 ppm, 61.09 ppm과 13.37 ppm에서 

1999년 평균값 0.05 ppm, 0.42 ppm과 0.09 ppm으로 

1/1,220, 1/145.5과 1/148.6로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페놀. 페놀류는 미량이 있더라도 정수과정에서 소독 

용으로 사용한 염소와 반응하여 클로로페놀을 생성하여 

강한 악취를 발생하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년에 낙 

동강의 페놀오염사건으로 큰 파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조사기간인 6년간의 페놀량의 분포関균값）를 보면 

상류지점인 site 1에서는 0.01 〜0.67（0.12 ppm）, 가장 

하류지점 인 site 13에서는 0.01 〜4.76（0.66 ppm）이고 

상대적으로 오염이 가장 심한 site 5에서 0.01 〜 10.00 

（3.56 ppm）이 었다. 연도별과 지점별의 페놀 값의 장기 

적인 변동추이를 보면 site 5에서 1994년과 1995년에 

각각 8.48 ppm과 8.83 ppm] 높은 오염 도를 보였으나, 

1996년 이후로는 0.01 pp^로 오염이 사라짐으로 보 

아 비점오염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체 지점에서 1997 
년 이후는 ND 또는 0.04 ppm 이하의 낮은 값을 나 

타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지점에 대한 “1차 연 

구”, “闵" 연구”와 “3차 연구”의 각 3년간 자료의 분 

포（평 균값）는 각각 ND 〜 9.20（0.69 ppm）, 0.01 〜 10.0 
（0.98 ppm）과 ND-0.09（0.01 ppm^^- 1, 2, 3차 연 

구기 간에 평균값으로 볼 때는 각각 0.69 ppm, 0.98 ppm 
과 0.01 ppm으로 증가되었다가 다시 크게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또한 “1차 연구”와 비교한 대표적인 특 

징으로는 상대적으로 오염이 심한 지역인 site 6, site 
11과 하류지점인 site 13에서 3년간의 “1차 연구”의 

페놀 평균값이 각각 0.24 ppm, 0.26 ppm^ 0.20 ppm에 

서 1999년 평균값 0.04 ppm, 0.01 ppm과 0.02 ppm으 

로 1/6, 1/26 그리고 1/1理 대폭적인 감소를 보였다.

금호강 하천수 오염의 계절별 특징

Fig. 6. Seasonal distribution of Oil and Grease in the Kumho 
river by sampling site. Data are the mean value of 18 times 
of measurements from 1994 to 1999. Site 2, 6, 9, 11 are 
branch streams.

금호강 수질의 계절별 오염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1993년 9월부터 1999년 8월까지총 18회 측정한 자료 

를 계절별로 산술 평균하여 Fig. 4（BOD）, Fig. 5（COD） 
그리고 Fig. 6（Oil and Grease/I] 나타내었다. 그리고 

최근인 1999년에 오염의 정도가 미미한 항목을 제외한 

대표적인 항목들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BOD의 

계절별 특징은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오 

염이 작다고 생각되는 상류지점（site 1~site 3：과 site 
9에서는 계절별 BOD 오염의 변동폭이 작았다. 그러나 

오염이 상대적으로 심한 site 6과 하류지점（site 11〜 
site 13网서는 계절별 변화폭이 컸다. 그리고 4계절 

중에서 겨울철에 높은 오염도를 보였고（13개 지점 중 

9개 지점에서 최고값）, 여름철에는 낮은 값을 보였다 

（13H 지점 중 11개 지점에서 최저값）. 한편 Fig. 5에 

나타낸 COD의 계절별 특징을 보면, 지점별 전체적인 

오염도의 경향과 상류의 오염 변동폭이 작고 하류에서 

는 오염 변동폭이 큰 것은 COD의 경우와 비슷하였다. 

4계절 중에서 오염이 겨울과 봄에 높았고（13개 지점 

중 각각 5개 지점에서 최고값）, 가을에는 낮은 값을 

보였다（13개 지점 중 9개 지점에서 최저값）. BOD와 

COD] 최저값을 보인 계절이 각각 여름과 가을인 것 

은 7, 8월의 우기 이후에 하천의 유지 수량이 다른 

계 절에 비해 많아진 결과와 온도상승에 의한 자정 작용 

으로 생각되며, 최고값을 보인 계절이 겨울에서 봄인 

것은 여름철에 비해 유지 수량이 적은 원인으로 생각 

된다.

DO와 전기전도도의 경우는 4계절 중에서 겨울철에 

높은 값을 보였고（13개 지점 중 각각 10개 지점에서 

최고값）, 여름에는 낮은 값을 보였다（13개 지점 중 각 

각 1，H 와 M 지점에서 최저값）. 이와 같은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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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DO의 경우는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산소의 용해 

도가 증가하고, 기온이 낮은 여름철에 산소의 용해도가 

낮아지는 원인뿐만 아니라 산소의 소비반응이 커지는 

원인으로 생각되며, 전기전도도 경우는 물 중에 포함된 

전해질의 량을 나타내는 값으로서 전반적으로 겨울철 

에 수질오염 이 심화되고 여름철과 가을철에 오염이 낮 

아지고 있는 현상과 연관된 것으로 생각된다.

유지류의 계절별 특징은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4계절 중에서 가을철에 높은 값을 보였고(13개 지점 

중 7개 지점에서 최고값), 여름철에는 낮은 값을 보였 

다(13개 지점 중 9개 지점에서 최저값). 페놀의 경우 

도 유지류와 동일한 현상으로 가을철에 높은 값을 보 

였고(13개 지점 중 7개 지점에서 최고값), 여름철에는 

낮은 값을 보였다(13개 지점 중 1，H 지점에서 최저 

값). 그러나 유지류의 경우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오염이 심한 site 3과 site 1涉］서는 4계절 중 

에서 겨울철에 가장 높은 오염도를 보였으나, site 11과 

site 13에서는 가을철에 가장 높은 오염도를 보였다. 이 

와 같은 현상으로 볼 때에 지역과 시기에 상관없이 불 

규칙하게 오염이 존재하는 비점오염원으로 생각된다. 이 

와 같은 현상은 페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결 론

금호강 하천수의 수질오염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 

하기 위해 1993. 9월부터 1999년 8월까지 6년간에 

걸쳐 총 9개 항목의 수질을 측정하였다. 6년간의 자료 

값은 분포가 넓으므로 각 3년간 즉 1993. 9월부터 

1996. 8월까지(이하 “少卜 연구'라 한다)와 1996. 9월 

부터 1999년 8월까지 (이하 “3차 연구，라 한다) 자료로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1991. 9월부터 1993년 8월까지 

의 3년간의 “1차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 조사지점에 대한 각 항목의 “2차 연구”와 “3 
차 연구”의 각 3년간 자료의 분포関균값)는 다음과 

같다. pH는 6.0〜 10.2(7.9); 6.1 〜 9.9(8.0), BOD는 0.30 
〜47.3(4.88 ppm); 0.34〜 11.22(2.86 ppm), COD는 1.44 
〜 43.7(9.66 ppm); 1.52〜 27.30(7.40 ppm), DO는 0.5 
〜 19.2(9.0 ppm); 1.0〜 14.4(8.94 ppm), SS는 0.2〜 51.5 
(6.9 ppm); 0.2〜 111.1(6.0 ppm)이었다 그리고 전기전도 

도는 107.1 〜 1927.0(618.0 |丄mho/cm); 159.5〜 1608.0 
(541.0 I丄mho/cm), 유지류는 ND〜47.3(2.63 ppm);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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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5.43 ppm), ABS는 ND〜48.85(3.57 ppm); ND 
〜21.84(0.94 ppm)이고 Phen이은 0.01 〜 10.0(0.98 ppm); 
ND 〜 0.09(0.01 ppm) 이었다. 해가 거듭됨에 따라 유지 

류를 제외한 항목들의 오염은 상당한 양의 감소를 보 

였다. 그러나 유지류는 “少卜 연구”의 평균값을 기준으 

로 “3차 연구” 결과에서 2.06배의 오염증가를 보였다.

2. 각 지점에 대한 오염의 특징은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올수록 오염의 정도는 심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해 

가 거듭됨에 따라 대부분 항목들의 오염은 상당한 양 

의 감소를 보였다. 특히 “1차 연구”에서 가장 극심한 

오염을 보인 site 6(남천)과 site 11(팔계천)의 수질이 

상대적인 큰 감소를 보였으며, 전체 오염의 감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도 이 두 지 

점의 오염도가 다른 지점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 

앞으로 이 두 지점의 오염도 관리가 금호강의 수질보 

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와 같은 수 

질개선의 결과는 해당기간에 설치 가동한 분뇨처리시 

설이나 하수종말처리 시설 등의 효과가 큰 것으로 생 

각된다.

3. 중요 항목의 계절별 오염 특징으로는 COD, BOD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하천의 평상시 유량이 많은 여 

름에서 가을에 낮은 오염을 보였고 유량이 적은 겨울 

에서 봄에 높은 오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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