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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과 금호강의 수질이 낙동강 본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강정고령보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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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four major river project and Kumho River, second biggest branch of Nakdong River, were 

investiga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proper management of Nakdong River’s water quality. Daily sampling processes at three 
different points, Munsanri (the upper side of Kangjung-Koryung weir), Kangchang (the outlet of the Kumho River) and 
Samunjin (the lower side of Kangjung-Koryung weir and junction of Kumho River and Nakdong River), were conducted from 
May 1st 2011 to Sep. 4th 2011. Water samples were analyzed for nine factors, DO, BOD, COD, T-N, T-P, pH, turbidity, SS, 
and coliform. As demonstrated by the results, concentrations of BOD, T-N, T-P and coliform at Nakdong River were affected 
by water quality of Kumho River while SS and turbidity were affected by constructions for Kangjung-Koryung weir. Further 
studies, for example, affects of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should be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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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에서 발원하여 남해에 이르

기까지 총 길이가 525 km로서 우리나라 전 국토의 

24.1%를 차지할 정도로 넓은 유역면적(23,859 km2)
을 가져 국내의 하천 중 규모면이나 인접한 유역에 대

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한강과 더불어 최대의 수자원

이자 자연생태, 친수생활공간 및 문화유적을 포함하

고 있는 하천이다(Kim, 2009). 이러한 낙동강의 수질

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정부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낙동강을 비롯한 

한강, 금강, 영산강에 대한 수자원확보, 수해예방, 수
질개선, 생태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을 목표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행하였다. 현재 낙동강에는 8개의 

수중보가 조성되었고 이는 나머지 3개의 하천에 설치

된 수중보의 총수를 합한 것과 같아 4대강 사업의 성

공여부는 향후 낙동강의 수자원확보 및 수질개선 기

대효과를 얼마나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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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다. 건설된 보를 통한 수자원확보와 수질개선

은 결국 관리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수계의 관리를 

위해서는 수계의 오염원을 찾아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의 변화를 

관찰하는 한편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

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Auer 
과 Niehaus, 1993; Bae, 2007). 

낙동강의 오염원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

선적으로 낙동강 본류로 유입되는 지천들의 수실상태

를 고려할 수 있다. 지천들의 수질오염도가 높으면 지

천들과 낙동강의 합류 후 낙동강 본류의 수질변화에

도 많은 영향을 주어 수질을 저하시킨다. 특히 갈수기

에는 낙동강 수계의 유하량 부족과 더불어 하구둑으

로 인한 강의 흐름이 거의 정체되어 오염물질이 강의 

저부에 퇴적됨으로서 오염저니층이 형성되고, 수역의 

영양단계가 점점 증가하는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Kang, 1995; Kang 등, 1996; Lee 등, 2005; Jung, 
1994). 이러한 지천의 수질악화는 낙동강 본류의 수질

저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향후 낙동강

의 적절한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지천의 관리가 우선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Kim, 2008; Beak, 
2003). 또한 비록 수중보를 건설한 4대강 사업은 현시

점에서 완공이 되었으나 하천에서 이러한 대규모의 

준설작업이나 토목공사가 하천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것은 추가적인 분석 없이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사

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가 구체적으로 수질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는 현재까지 미비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본류로 유

입되는 주요지천 중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높아 낙동

강 오염의 주범으로 거론되는 금호강과 금호강과 낙

동강의 합류점에 인접하여 공사가 진행된 강정고령보

를 대상으로 지류와 하천의 준설 및 토목공사가 낙동

강 본류의 수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지역

연구대상지역은 4대강 사업 23공구인 낙동강 강정

고령보를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즉, 강정고령보를 중

심으로 상류 지역인 문산리 지점, 강정고령보 아래에

서 낙동강에 합류되는 금호강의 최하단부인 강창교지

점 및 금호강 합류 직후 지점인 사문진교 지점에서 시

료채취를 실시하였다. Fig. 1은 연구대상지역과 이들 

지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문산리 

지점은 수중보 공사지점 및 금호강 합류 이전의 상류

지역이며 사문진교 지점은 수계가 이들 지점을 모두 

통과한 하류 지점이다. 초기 연구계획에서는 강정고

령보 건설의 영향을 보다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강정

고령보 이후와 금호강 합류이전 지역에서 시료채취를 

시도하였으나 공사 당시 이 지역에 대한 접근이 불가

능하여 시료채취를 할 수 없었다. 

Nakdong River

Sampling Point B
(Kangchang)

Sampling Point A
(Munsanri)

Sampling Point C
(Samunjin)

Kumho RiverNakdong River

Kangjung-Kory
ung 

Weir

Fig. 1. The Study Area.

2.2. 수질모니터링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각 지점의 수질 비교를 위해 9개 수

질항목인 DO (dissolved oxygen),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COD (chemical oxygen demand), 
T-N (total nitrogen), T-P (total phosphorus),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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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pended solid), 탁도 (turbidity), pH, 대장균군

(E-coli)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항

목 중 DO, BOD, SS는 수질오염공정시험법에 준하여 

분석이 수행되었으며 COD, T-N, T-P는 EPA에서 공

인한 간이측정법에 준하여 분석을 하였다. pH는 pH 
meter (SAGA potable pH meter, PH-201), 탁도는 탁

도계(HACH 2100P Turbidi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으며 대장균군은 Nissui에서 제작한 Compact dry 
CF를 이용한 평판집락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
료채취 및 분석 기간은 2011년 5월 1일부터 2011년 9
월 4일까지 진행이 되었고 이 기간 동안 강정고령보의 

공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시료채취는 매

일 실시하였고 시료채취시간은 지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오전 7시에서 오전 8시 사이에 진

행이 되었으며 C지점(사문진교), B지점(강창교), A지

점(문산리)의 순서대로 시료채취가 이루어 졌다. 시료

는 채취 즉시 계명대학교 환경대학으로 이송되었고 

이송에 소요된 시간은 최종 시료채취 지점인 문산리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30분 이내에 이루어 졌다. 
수질분석이 수행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실험실에 도

착한 시료는 도착 즉시 분석되었으며 즉시 분석이 불

가능한 경우에는 4oC 저온 냉장 후 5시간 이내에 분석

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4대강 사업 23공구인 강정고령보를 

중심으로 상·하류 지역 및 낙동강의 주요지류 중 하나

인 금호강의 최말단부에서 매일 샘플링을 실시하여 

수질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를 아래에 나타내었다. 
Fig. 2는 매일 샘플링을 통해 수질을 분석한 결과 

중 pH의 변화량을 나타내고 있다. pH는 수중의 산 또

는 알칼리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수소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질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

한 인자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Kim과 Ryu, 1998). 
문산리 지점의 pH는 전체적으로 7.0〜9.5 사이에 위

치하고 있고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사이의 변화량은 

크지 않으나 그 이외의 시기에서는 변화폭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금호강의 최말단부인 강창교 지점의 pH 
변화폭은 문산리 지점과 비슷한 수준의 p H 

Fig. 2. pH changes for all sampling site.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분석이 수행된 기간 동안 일정

한 패턴을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치가 변화하였

다. 본 연구의 최하단지점인 사문진교의 pH 변화를 

보면 pH 7.0〜8.5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

었다. 상하류 또는 지류와 본류 사이의 상관성에 있어 

pH의 경우 상류인 문산리 지점과 하류인 사문진교 지

점 사이 R2 = 0.75를 보였으나 지류인 금호강 하단부 

강창교 지점과 지류가 본류에 합류된 이후 지점인 사

문진교 지점 사이 R2 = 0.85를 보여 사문진교 지점의 

pH는 상류보다는 지류인 금호강에 더 많은 영향을 받

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분석이 수행된 세 지점 모두 

pH의 변화에 있어 일정한 패턴을 찾기는 어려웠으나 

전체적으로 약 알칼리성을 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분석이 수행된 기간이 늦봄 또는 초여름의 단

계에서 시작되어 늦여름까지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온도의 상승과 함께 조류의 증식이 가속된 영향으로 

사료되나 이 부분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 정확하

게 규명할 수 없고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

요할 것이다. 
Fig. 3은 각 지점의 DO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문산

리 지점의 DO의 경우 5.5〜11.5 mg/L 사이에서 지속

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5월 12일과 7월 4일의 경

우 DO 농도가 급격하게 하강 또는 상승하는 것을 관

찰할 수 있었다. 강창교 지점의 경우 DO 농도변화의 

폭은 문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5.5〜11.0 mg/L의 농

도를 보이고 있으나 7월 중순 이후에는 7〜9 mg/L 사
이에서 비교적 변화의 폭이 적었다. 사문진교의 DO 
도 11 mg/L 이상의 고농도를 보이는 등 DO의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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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O changes for all sampling site.

이나 폭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DO 농
도의 경우 낙동강의 두 지점 사이 다소 다른 패턴의 농

도변화를 가지는 금호강이 합류되지만 상·하류의 DO 
농도 수준이나 패턴에 큰 변화가 없어 금호강의 DO 
농도변화는 낙동강 본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확인되었고 실제 상관성분석 결과 문산리와 사

문진교 사이 R2 = 0.70으로 강창교와 사문진교 사이 

R2 = 0.51보다 훨씬 높았다. 
Fig. 4는 시료채취 지점의 BOD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BOD는 수중의 유기물량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중의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고 안정화시키는 데 

소모되는 산소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질의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인자이다. 문산리 지점에서 

BOD 농도의 경우 변화폭이 0〜5 mg/L로서 매우 컸

다. 특히 7월 초 데이터의 경우 변화폭이 상당히 큰 편

으로 나타났다. 강창교 지점에서의 BOD 농도는 일변

화가 극단적임을 알 수 있다. 사문진교 지점의 BOD 
변화량은 강창교 지점과 마찬가지로 일변화의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강정고령보 상류지점인 문산리

의 변화폭에 비해 금호강이 합류된 이후인 강정고령

보 하류지점인 사문진교의 변화폭이 훨씬 크게 나타

났고 일변화의 폭 역시 훨씬 크게 나타나 상관성 분석 

결과 문산리와 사문진교 사이 R2 = 0.60, 강창교와 사

문진교 사이 R2 = 0.63으로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으

나 사문진교 지점의 BOD는 DO 농도변화와는 달리 

낙동강의 상류보다는 금호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5의 그래프는 각 시료채취지점의 COD 농도의 

Fig. 4. BOD changes for all sampling site.

변화량을 보여주고 있다.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으로서 BOD와 더불어 수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인

자이다. 현행 모니터링 시스템은 COD 망간법을 이용

하여 수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산화력

이 더욱 큰 COD 크롬법을 사용함으로 수중의 유기물

량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일반적으

로 CODCr은 CODMn보다 3배 이상 높은 농도를 보여 

주는데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월평균 CODMn 농도와 비

교했을 때 3배 혹은 그 이상의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

다(Yun과 Kang, 2004). 문산리 지점의 COD 농도변

화를 보면 5월 27일부터 5월 31일 사이와 6월 9일에

서 6월 12일 사이 극단적인 변화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창교 지점의 COD 변화 역시 5월 29일에서 6
월 1일 사이 극단적 변화가 나타났으나 이 기간 사문

진교 지점에서는 COD의 농도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사문진교 지점의 COD 일변화에 따른 농도 증

감은 전체적으로 다른 두 지점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

고 있으나 5월 초와 6월 중순에 있어 다른 두 지점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상관성 분석 결과 역시 문산

리와 사문진교 사이 R2 = 0.30 및 강창교와 사문진교 

사이 R2 = 0.42를 보여 상관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

타나 COD의 경우 보공사나 금호강의 영향보다는 다

른 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금
호강 합류 이후 사문진교 지점 사이 성서공단의 폐수

와 서대구 지역의 하수를 처리하는 서부하폐수처리장

의 방류수가 배출되는 진천천이 낙동강으로 합류하고 

있고 사문진교 지점의 COD는 이 영향을 받고 있을 것

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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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D changes for all sampling site.

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Fig. 6은 각 시료채취지점의 T-N 변화량을 나타낸 

그림이다. 질소는 미생물과 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이

며 영양물질 또는 생물촉진제로 알려져 있다. 질소는 

단백질 합성의 필수원소이므로 하수의 생물학적 처리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할 때 중요한 자료로 이용된다

(Park 등, 2006). 또한 T-N의 경우 향후 총량규제에 직

접적으로 제한을 받을 항목이므로 이 인자에 대한 모

니터링은 총량규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더욱 강화되어

야 할 것이다. 문산리 지점의 T-N 변화량을 보면 8월 

9일에서 8월 11일 사이를 제외한 전체 기간 동안 0.0
〜7.0 mg/L 사이의 농도를 보였다. 강창교 지점에서 

T-N은 문산리 지점의 T-N에 비해 일변화가 훨씬 더 

컸으며 T-N의 농도 역시 낙동강과 금호강의 합류 지

점 상부에 위치한 문산리 지점보다 더 높았다. 사문진

교 지점의 T-N 변화량을 살펴보면 금호강과 같이 일

변화가 심했으며 농도 역시 금호강 합류 이전 지점인 

문산리 지점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상관성 분석 결과 문산리와 사문진교 사이 R2 = 
0.68 및 강창교와 사문진교 사이 R2 = 0.62를 보여 수

치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강창교 

지점과 사문진교 지점의 T-N 농도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증감패턴이 두 지점간 매우 유사하여 

금호강의 T-N 농도가 낙동강의 T-N 농도에 많은 영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세 지점 모두 

8월 9일에서 8월 11일 사이 T-N 농도가 높게 나타나

는데 이는 강우의 영향으로 판단되나 6월말과 7월

Fig. 6. T-N changes for all sampling site.

초에 있었던 강우에는 이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 추

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7은 각 시료채취지점의 T-P 변화량을 보여주

는 그래프들이다. 인은 주로 인산염의 형태로 물에 녹

아 있기 때문에 강, 호수, 바다와 같은 수계에는 상당

량의 인이 존재한다. 너무 많은 양의 인이 녹아 있으면 

조류나 기타식물의 성장을 촉진시켜 부영양화를 일으

키며 생물들이 필요한 산소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수중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Park 등, 2006). T-P 
역시 총량규제에 직접적으로 규제를 받는 항목으로 

이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은 주지

의 사실이다. 문산리 지점의 경우 5월 12일, 5월 28일, 
6월 25일〜6월 27일 사이, 7월 11일 및 9월 1일에 T-P 
농도가 매우 높았다. 나머지 기간의 T-P 농도는 1 
mg/L 이하를 유지하였다. 강창교의 경우 고농도의 

T-P는 5월 11일〜12일 및 7월 10일, 3일 정도이나 전

체적으로 1 mg/L가 넘는 날이 상당히 많아 금호강의 

오염도를 잘 알 수 있었다. 사문진교 지점의 T-P 농도

변화를 보면 강창교 지점과 마찬가지로 T-P의 농도가 

1 mg/L가 넘는 날이 상당히 많았을 뿐만 아니라 문산

리 지점처럼 3 mg/L 이상의 고농도를 나타낸 날도 상

대적으로 많아 인에 의한 오염수준이 상당히 높게 나

타났으며 상관성 분석 결과 문산리 지점과 사문진교 

지점 사이 R2 = 0.51 및 강창교 지점과 사문진교 지점 

사이 R2 = 0.44로 두 경우 모두 다소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사문진교 지점의 T-P의 경우에도 COD
와 마찬가지로 서부하폐수처리장의 방류수가 배출되

는 진천천의 합류에 의한 영향으로 보이나 이 역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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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P changes for all sampling site.

연구의 조사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추

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원인

관계를 떠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총인의 경우 현재 

총량규제에 직접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고 강창교와 

사문진교의 높은 총인 농도는 향후 많은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할 것으로 판

단된다. 금호강의 총인 농도는 금호강이 경산과 대구

시를 관통하며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들의 

방류수가 금호강으로 배출되는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으로 사료되어 이들 시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현재 금호강으로 직간접적으로 방류수

를 배출하는 하폐수처리장들과 낙동강으로 직접 유입

되는 진천천으로 방류수를 배출하는 서부하폐수처리

시설 등에서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한 총인제거시설을 

건설 또는 일부 완공한 곳이 있는 만큼 향후 이들 시설

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 총인 관리가 용이해 질 것

으로 기대된다. 
Fig. 8은 각 지점의 SS의 양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서 SS는 수중의 부유물질량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즉, 
수중에 크기가 0.1 ㎛이상 2 mm 이하의 물에 용해되

지 않고 부유하는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SS
의 농도가 높으면 수계의 탁도가 심해지고 이러한 부

유물질 중 유기물질은 수중의 용존산소를 고갈시키는 

역할을 한다. 문산리 지점의 SS는 5월 12일〜13일, 6
월 25일〜27일, 7월 8일〜13일 사이 매우 높은 수치

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강창교 지점의 SS 
농도는 5월 11일〜12일 및 7월 10일〜11일에 나타난 

높은 농도의 패턴은 문산리 지점과 유사하나 절대적

 

Fig. 8. SS changes for all sampling site.

인 수치는 문산리 지점보다 낮았다. 사문진교 지점에

서의 SS 농도변화를 보면 고농도를 나타낸 일변화는 

최상단 지점인 문산리 지점과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

고 있으며 농도 역시 금호강하구인 강창교 지점보다 

높으며 문산리 지점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상관성 

분석 결과 역시 문산리 지점과 사문진교 지점 사이 R2 
= 0.67로 강창교 지점과 사문진교 지점 사이 R2 = 0.46
에 비해 높게 나타나 부유물질의 경우 상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낙동강의 부유물질 농도

가 금호강에 비해 높은 것은 4대강 사업과 강우의 영

향으로 보여 진다. 즉, 강정고령보를 기준으로 상류지

역인 문산리 지점은 보다 상류에서 진행되고 있는 칠

곡보와 성주대교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준설작업의 

영향으로 발생한 부유물질이 사문진교의 경우 강정고

령보의 공사의 영향으로 발생한 부유물질이 강우의 

영향으로 수계 내에서 급격하게 부유물질의 농도를 

높인과 동시에 하류지역으로 이들 부유물질을 이동시

킴으로 낙동강 본류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

다. 금호강의 경우 이러한 준설작업이나 토목공사가 

없어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Fig. 9는 각 지점의 탁도 변화량을 나타낸 그래프이

다. 탁도는 수중의 부유물질 등에 의해 물이 혼탁한 정

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SS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

다. 그러나 SS는 크기가 0.1 ㎛이상 2 mm 이하의 입

자성 물질에 제한되어 있으나 탁도의 경우 수중의 모

든 비용해성 부유물질에 영향을 받으므로 SS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탁도 

변화량의 경우 동일지점에서의 SS 변화량과 매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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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urbidity changes for all sampling site.

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문산리 지점의 탁도 변화를 보면 동일지점의 SS 변화

와 비교를 했을 때 고농도를 보인 세 개의 피크 중 앞

의 두 피크는 매우 유사한 패턴을 가지나 마지막 피크

의 경우 변화량이 SS에 비해 소폭으로 상승함을 볼 수 

있다. 강창교 지점의 탁도 변화량의 경우 같은 지점의 

SS와 비교했을 때 변화의 패턴과 폭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사문진교 지점의 탁도 변화 역시 같은 지점의 

SS 변화와 비교했을 때 문산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피크에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또한 사문진교 

지점의 경우 변화폭은 SS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SS가 7월 9일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평상

수준의 농도를 보인 반면 탁도의 경우 7월 11일 농도

가 다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 SS의 변

화와 구별되었다. 상관성 분석 결과 문산리 지점에서 

탁도와 SS 사이 R2 = 0.87, 강창교 지점 R2 = 0.95 및 

사문진교 지점 R2 = 0.94로서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기의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탁도와 SS의 변화에 다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탁도는 SS를 가늠할 수 있는 인자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탁도의 경우 계측기를 이용하여 간

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반면 SS의 경우 실험실에서 여

지의 탈수, 여과, 여지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치며 분

석에 4〜5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탁도를 이용하

여 SS를 예측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거나 수계의 부유

물질 관리 자체를 SS가 아닌 탁도를 기준으로 하는 방

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Fig. 10은 각 지점의 대장균군의 변화를 보여주고 

Fig. 10. E-coil changes for all sampling site.

있다. 대장균군의 경우 분변성 오염의 지표로 사용되

고 있는 세균으로 다른 세균에 비해 외부의 저항에 상

대적으로 강하므로 지표세균으로 이용되고 있다. 대
장균군의 수치가 높은 경우 수인성전염병 등의 우려

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Noble 등, 2003; Steets과 

Holden. 2003; Reeves 등, 2004). 문산리 지점의 대장

균군 변화를 보면 6월 중순까지는 변화의 폭이나 주기

가 낮은 반면 6월 23일 이후에는 대장균군의 수가 극

단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창교 지점의 대

장균군 수는 변화의 폭이나 주기가 매우역동적임을 

알 수 있었다. 사문진교 지점의 대장균군수는 상류지

역인 문산리 지점의 변화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

다. 즉, 일변화의 폭과 주기가 매우 커서 강창교 지점

의 패턴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점의 대

장균군의 변화는 상류지역이나 보공사 또는 준설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금호강의 수량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측되나 상관성 분석 결과 문산리와 사문진

교 사이 R2 = 0.38 및 강창교와 사문진교 사이 R2 = 
0.46으로 상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호강 강창교 지점의 경우 수자원이 상수 또는 

위락시설의 일부로 이용될 가능성이 낮아 수인성 질

병의 지표인 대장균군에 대한 분석이 필요 없는 것처

럼 보여 질 수 있으나 이 지점을 통과한 금호강은 즉시 

낙동강에 합류되고, 합류된 이후에는 멀지않은 거리

에 달성취수보가 있어 금호강의 대장균군 오염은 낙

동강 상수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지점에서의 대장균군 조사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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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 낙동강의 적절한 수질관리방안을 모

색하기 위해 강정고령보와 금호강의 합류지점을 중심

으로 매일 수질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를 고찰

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9개 인자 모

두의 농도가 일단위로 급변하는 추세를 보여 주었다. 
본 연구의 대상 지점 중 최하류 지점인 사문진교 지점

의 농도변화로 유추해 보았을 때 이 지점에 있어 낙동

강 본류의 BOD, T-N, T-P 및 대장균군 농도는 금호강

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되고 SS나 탁도와 같

은 부유물질의 경우 보공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OD를 비롯한 나

머지 인자들은 금호강이나 보공사에 영향을 받은 것

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 본류의 농도가 영향을 받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금호강이 낙동강 본

류의 수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통념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호강이 낙동

강의 수질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며 낙동강 본류의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지천의 관리가 우선되어야 함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일변화 

관측은 향후 지류관리에 필요한 사업 및 연구에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

의 대상지역에서 금호강 합류지점에서 사문진교 지점 

사이 서부하폐수처리장의 방류수가 직접적으로 유입

되는 진천천이 합류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분석한 

몇몇 수질인자는 이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시간적, 경제적 제약으로 인

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심층적 고찰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류의 영향과 더불어 환경기초시

설 역시 낙동강의 수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

자로 고려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뒤따

라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수행된 기간은 강우가 

집중되는 우기로서 본 연구의 결과가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동안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일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조사 역시 추가적으로 뒤

따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의 경우 수

행 당시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으나 

본 연구대상지역의 경우 강우발생 시 증가한 부유물

질만이 낙동강의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

로 사료된다. 현시점에서 4대강 사업은 완료가 되었으

나 향후 통상적인 하천 준설작업과 수많은 지천들의 

정비 사업이 실시될 경우 본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강

우가 집중되는 장마기간에는 공사 진행을 가급적 피

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토사의 발생

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첨단 공법들을 연구하고 마련

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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