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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e water quality of the Ian Stream, a tributary of the Nakdong River, was estimated to provide an

information in establishment of an ecological restoration plan for Ian dam which will be constructed in

near future. Seven stations were selected in upstream (3 stations) and downstream (4 stations) of Ian

Stream, centering the construction site of Ian dam. Samples were collected at the surface water of 7

stations selected on May 1, June 16, and September 1 in 2004. The values of DO, pH, and BOD are

satisfied Grade I for river water standard in nearly all sites. The concentrations of total nitrogen (TN)

and total phosphorus (TP) showed low level with ranges of 1.10 2.25 mgN/L, 5 14 gP/L. However,～ ～ μ

the total and fecal coliform bacteria were detected in nearly stations, especially high at the upstream

stations. The number of fecal coliform bacteria corresponds to the Grade III for river water standard. In

addition, some metals (iron, manganese) were detected during dry season. As a consequence, general

water quality of Ian Stream satisfied Grade I for river standard and it is expected that pollution loads

from watershed is not significant. However, the detection of fecal coliform, which is thought to be from

livestock and residents, and some metals originating mimes watershed can have a potential health risk

exists for aquatic organisms lived in Ian Stream. It needs to be solved by the construction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 to diminish the health risk from stream water polluted by fecal coliform and

metals, and to provide the safe ecological habitat for aquatic organisms.

Key words: Ian Stream, Restoration, Water quality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우량은 로 세계 평균의 배이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인1,283mm 1.3 , 1

당 강수량은 세계평균의 이다 또한 국토의 가 산악지형이고 하천 경사가 급한 지리적 특12% . 65%

성과 여름에 집중되는 강우특성으로 인해 하천의 물이용 여건이 유럽이나 다른 외국에 비해 상대

적으로 열악하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인당 연간 재생 가능 수자원량은 이웃나라 일본 톤 과. 1 (3,383 )

중국 톤 보다 적은 톤으로 현재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2,259 ) 1,491 , .

최근 건설교통부는 향후 년까지 물부족에 대비해 개의 환경친화적 다목적댐을 만들 계2011 12

획이다 그러나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와 댐건설 후 수질악화현상을 가져온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댐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여건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즉 지금까지의 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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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수와 치수측면만을 고려하였고 댐건설에 의해 파괴된 상하류 하천의 생태서식지의 복원과,

댐저수지의 수질개선에 대한 방안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

훼손된 하천환경의 복원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하천의 수질

이다 즉 하천에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하천. , .

의 물리 화학적 특성이 생물이 살아가는데 부적합하다면 하천의 유량변동 및 형태적 특징을 확립·

하는데 있어 건강한 생태계를 보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하천에 유입된 고농도 독성 물질과 과.

도한 유기물 및 영양염류 높은 수온 낮은 용존산소 등의 물리 화학적 특성은 건강한 하천을 유지, , ·

하는데 부적당하다 그러므로 하천생태환경복원에서 수질조사와 평가 그리고 수질개선방안은 복원.

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수계의 댐 예정지인 이안천에 대한 하천생태복원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안천의 수질조사를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재료 및 방법재료 및 방법재료 및 방법2.2.2.2.

조사지점조사지점조사지점조사지점2.12.12.12.1

이안천은 낙동강 제 지류인 영강 하구로부터 약 상류지점에서 영강 우안측으로 유입되1 4.0km

는 지방 급 하천으로 유역면적은 이고 유로연장은 이다 건설 예정인2 241.76km2 52.3km (Fig. 1).

이안천댐 지점에서의 유역면적은 71.7km
2
으로 유역의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하천을 따,

라 소규모의 농경지 및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안천 본류에서 댐 예정지를 중심으로 상 하류 개 지점을 선정하였다· 7 (Fig.

댐 상류지점은 댐이 건설된 후 수몰되는 댐앞지점 수몰지역이나 갈수기에는 하천의 특1). (St.3),

성을 나타내는 지점 그리고 댐 건설 후에도 하천의 특성을 가지는 지점 을 선정하였다(St.2), (St.1) .

그리고 댐 건설 후 댐 하류 개 지점은 지천과 만나는 지점을 선정하였다4 (St. 4 St. 7).∼

그림 이안천 수질조사 지점도1.

영강영강영강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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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조사방법조사방법조사방법2.2.2.2.2.2.2.2.

조사시기조사시기조사시기조사시기2.2.12.2.12.2.12.2.1

이안천의 수질조사는 년 월 일 월 일 월 일 실시하였다2004 5 1 , 6 16 , 9 1 .

조사항목 및 방법조사항목 및 방법조사항목 및 방법조사항목 및 방법2.2.22.2.22.2.22.2.2

현장 측정항목1)

현장에서 측정 가능한 항목 수온 전기전도도 탁도 용존산소 은 수질종합측정기( , pH, , , ) (YSI

를 이용하여 각 지점의 표층에서 측정하였다6600) .

수질조사항목 및 분석방법2)

수질조사항목 및 분석방법은 와 같다Table 1 .

수질분석 항목 및 분석방법Table 1.

분석항목 측정 또는 분석방법

부유성고형물, SS (㎎/l) 수질오염공정시험법 (유리섬유 여지법)

생물학적산소 요구량, BOD (㎎/l) 수질오염공정시험법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l) 수질오염공정시험법 (과망간산칼륨법-산성)

총유기물양, TOC (㎎/l) UV 산화법

용존유기물양, DOC (㎎/l) UV 산화법

총질소,TN (㎎/l) 수질오염공정시험법 (흡광광도법)

질산성질소, NO31--N (㎎/l) 수질오염공정시험법 (이온크로마토그래피법)

총인, TP (㎍/l) 수질오염공정시험법 (흡광광도법-아스코르빈산환원법)

용존무기인, DIP (㎍/l) 수질오염공정시험법 (흡광광도법-아스코르빈산환원법)

총경도,Total hardness (㎎/l) 수질오염공정시험법

알카리도, Alkalinity (㎎/l) 수질오염공정시험법 (적정법)

총 대장균군수 (MPN/100ml) 수질오염공정시험법

분원성 대장균군수 (MPN/100ml) 수질오염공정시험법

염소이온, Cl- (㎎/l) 수질오염공정시험법 (질산은 적정법)

ABS (㎎/l) 수질오염공정시험법

유기인,Org-P (㎎/l) 수질오염공정시험법

납(Pb), 비소(As), 수은(Hg), 불소

(F), 6가 크롬(Cr+6), 아연(Zn),

PCB, 구리(Cu), 카드뮴(Cd) (㎎/l)

수질오염공정시험법

결과 및 고찰결과 및 고찰결과 및 고찰결과 및 고찰3.3.3.3.

수온과3.1 DO

이안천에서 차 조사시 년 월 일 이안천의 수온은 농도는1 (2004 5 1 ) 15.5 18.5 , DO 10.1 10.8∼ ℃ ∼

차 조사시 월 일 에는 수온이 농도가 차 조사시 월/l, 2 (6 16 ) 20.9 27.2 , DO 9.4 13.2 /l, 3 (9 1㎎ ∼ ℃ ∼ ㎎

일 에는 수온 농도는 의 범위를 보였다 조사 시기 모두 전) 22.8 25.1 , DO 7.2 9.0 /l (Table 2).∼ ℃ ∼ ㎎

지점에서 의 포화도가 이상으로 농도가 과포화 되어 있다 이는 이안천의 유기물농도DO 100% DO .

가 낮고 광합성 대부분 부착조류 에 의한 산소생산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이안천의( ) . DO

농도는 생활환경 및 건강과 관련된 수질기준 과 하천의 이용목적별 수질기준 의 급 수준을 보" " " " 1

였다.



이안천 수질조사 결과Table. 2. .

전기전도도3.2 (Conductivity)

는 물속에 용존되어 있는 오염물질의 전기흐름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유역의 토Conductivity

양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오염물질이 많은 지역에서 높은 값을 보이므로 수질

을 쉽게 평가하는데 이용된다 이안천의 경우 차 조사에서 는 차. 1 conductivity 65 107 S/cm, 2∼ μ

조사에서는 차 조사에서는 으로 차 차 조사보다 차 조사에서123 240 S/cm, 3 64 107 S/cm 1 , 3 2∼ μ ∼ μ

더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차시기에 하천의 유량이 매우 작은 것으로 보아 물속의 용(Table 2). 2

존물질이 차 차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축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조사에서1 , 3 .

는 상류지점인 에서 댐 예정지 직하류인 지점까지 감소하다가 지점에서부conductivity St.1 St.4 , St 5

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차 조사에서 지점에서 으로 다른 지점에 비해. 2 St 5 240 S/cmμ

상당히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지점의 상류유역에 탄광처리수가 유입되기 때문으로 사료 된. St.5

다 실제로 탄광처리배출수의 는 의 값을 보였다 탄광배출수의 배출량은. conductivity 1000 S/cm .μ

하천의 유량에 비해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갈수기의 경우는 그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하류 하천의 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conductivity .

탁도 와 부유성고형물3.3. (Turbidity) (SS)

본 조사에서 이안천의 탁도는 차 조사에서 차 조사에서 차조1 0.5 2.2 NTU, 2 0.3 1.8 NTU, 3∼ ∼

사에서는 의 범위로 전반적으로 에서 가장 큰 값을 보였다 는0.4 1.2 NTU St. 5 (Table 2). SS 2∼

차 조사에서 차조사에서 의 값으로 탁도와 양의 상관을 보였다0.1 2.2 /l, 3 0.8 2.2 /l (Table∼ ㎎ ∼ ㎎

분석항목
조사지점

St. 1 St.2 St.3 St.4 St.5 St.6 St.7

수온 ( )℃ 18.5-24.1 17.9-25.1 18.5-23.6 17.7-24.3 15.7-22.8 16.3-24.5 15.5-27.2

DO ( /l)㎎ 8.9-12.2 8.8-10.8 8.9-11.4 8.8-11.8 9.1-10.8 7.3-10.1 8.1-13.2

pH 6.7-7.9 7.4-7.9 7.3-7.7 6.8-7.7 7.2-7.8 7.7-7.9 7.6-8.6

Conductivity ( S/cm)μ 83-151 79-150 75-131 65-123 86-240 91-169 64-167

Turbidity (NTU) 0.5-0.8 0.2-1.4 0.7-1.2 0.4-1.6 1.0-2.2 0.3-1.2 0.6-1.0

SS (mg/l) 1.6-2.7 0.1-1.5 1.4-1.5 0.7-0.8 0.9 0.9-2.2 0.9-1.1

BOD ( /l)㎎ 0.4-1.2 0.3-1.2 0.1-1.5 0.2-0.9 0.5-1.2 0.6-1.2 0.5-1.1

COD ( /l)㎎ 1.4-2.5 0.9-2.3 1.1-1.8 0.6-1.8 0.7-2.3 0.9-2.3 1.0-4.1

TOC ( /l)㎎ 0.74-1.22 0.76-1.06 0.86-1.33 0.77-1.65 0.76-1.99 0.85-2.27 0.9-2.86

DOC ( /l)㎎ 0.69-0.75 0.69-1.05 0.80-1.29 0.76-1.58 0.75-1.73 0.85-1.91 0.83-2.05

TN ( /l)㎎ 1.93-2.25 1.68-1.84 1.36-1.70 1.60-1.78 1.32-1.70 1.10-1.52 1.10-1.61

NO3--N ( /l)㎎ 1.90-2.10 1.70-1.83 1.30-1.60 1.54-1.70 1.40-1.60 1.00-1.50 1.10-1.6

TP ( /l)㎍ 9-14 5-10 7-9 5-11 7-14 8-14 6-14

Total hardness ( /l)㎎ 35-53 33-52 30-48 24-40 35-87 40-61 48-60

Alkalinity ( /l)㎎ 14.9-35.1 15.3-34.9 16.4-31.0 14.5-28.0 14.9-44.2 19.2-39.6 20.1-39.7

총대장균군수

(MPN/100ml)
6700-38000 11000-24000 1900-11000 1700-23000 2000-7000 2300-11000 1700-6500

분원성대장균군수

(MPN/100ml)
2-67 1-9 불검출 8-13 1-11 2-3 불검출

Cl-( /l)㎎ 4-6 6-32 5 3-5 4-6 4-6 5-7

Fe ( /l)㎎ 차조사 불검출 차조사1 : , 2 : 0.08-0.13

Mn ( /l)㎎ 차조사 불검출 단 차조사시1, 2 : , 2 St.3(0.005), St.5(0.008)

ABS ( /l)㎎ 불검출

유기인 ( /l)㎎ 불검출

Pb, As, Hg, F, Cr+6,

Zn, PCB,Cu, Cd ( /l)㎎
불검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하천의 수질기준으로 탁도가 없지만 외국의 하천에서 규제 탁도2). 20

에 비하면 이안천의 탁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는 생활환경 및 건강과 관련된NTU . SS "

수질기준 과 하천의 이용목적별 수질기준 의 등급을 만족하는 값을 보였다" " " 1 .

유기물 양3.4

본 조사에서 는 는 는 의 범위를 보였BOD 0.1 1.2 /l, COD 0.6 1.7 /l, TOC 0.60 2.86 /l∼ ㎎ ∼ ㎎ ∼ ㎎

다 이안천의 는 평균 이하로 하천수질기준의 등급에 해당되는 수질을 보였(Table 2). BOD 1 /l 1㎎

다 총 유기물양은 나타내는 는 상류보다 하류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용존유기물의. TOC .

양을 나타내는 가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OC TOC (Table 2).

영양염류 질소와 인3.5 ( )

본 조사에서 과 농도는각각 와 의 범위로 질소의 대부TN NO3--N 1.10 2.25 /l 1.10 2.10 /l∼ ㎎ ∼ ㎎

분은 형태로 존재하였다 이안천의 질소농도는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갈수록NO3--N (Table 2).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차 조사에서 보다 뚜렷한 경향을 보였다 의 경우 에서, 2 (TN St.1 2.25 ㎎

에서/l, St.7 1.10 /l).㎎

인의 경우 용존형태인 는 측정한도 이하로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는 로 중류DIP . TP 5 14 /l∼ ㎍

에 비해 상류와 하류에서 약간 큰 값을 보였다 현재 우리나라 하천과 호수의 수질기준(Table 2).

에서 인 항목은 없지만 외국호수의 수질기준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값을 나타냈다 이안천의.

비는 대략 정도로 조류의 성장에 질소가 차 제한영양소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TN/TP 100 1 .

대장균군수3.6

본 조사기간에서 이안천의 대장균군수는 차 조사에서 차 조사에서1 1700 11000 MPN/100 , 2～ ㎖

그리고 차조사에서는 으로 차조사에서가장낮은6500 38000 MPN/100 , 3 45 490 MPN/100 3～ ㎖ ～ ㎖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환경 및 건강과 관련된 수질기준 급과 하천의 이(Table 2). " " 3 "

용목적별 수질기준 급 을 초과하는 값으로 이안천유역에서 사람과 가축의 분" 3 (5000 MPN/100 )㎖

변이 처리가 되지 않고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철 과 망간3.7. (Fe) (Mn)

이안천의 경우 와 은 차 차 조사에서 검출되지 않았지만 갈수기인 차 조사에서 검출Fe Mn 1 , 3 , 2

되었다 차 조사에서 의 농도는 으로 에서 가장 높았고 은(Table 2). 2 Fe 0.08 0.13 mg/l St. 5 , Mn∼

과 에서만 검출되었다 조사 당시 은 하천의 복류수가 하천으로 흘러나오는 것이St. 3 St. 5 . St. 3

관찰되었고 에서는 광산폐수가 방류되어 하천의 물이 검은 색을 띄운 것으로 보아 의 검, St. 5 Mn

출은 지하수와 광산폐수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결 론결 론결 론3.3.3.3.

이안천의 수질은 대체적으로 하천등급 급 수준을 보였고 향후 댐 건설 이후에도 유역으로부1 ,

터의 오염원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소규모의 축사와 인구에 의한 원인으로 보이는 분원성. ,

대장균이 검출되었는데 향후 하천복원 시 보다 건강한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수 및 분뇨처,

리시설을 필요하다 또한 현재 광산폐수처리시설이 있으나 일부 미처리된 광산폐수가 유입되고 있.

으므로 하천복원 시 광산폐수처리시설의 보완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