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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유역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도입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TMDL)가 총 8년(1차: 2004∼2010년, 2차: 2011∼20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또한 이 제도의 효율적

인 추진을 위해 낙동강수계 총 41개 단위유역별 모니터링 사업(유량 및 수질조사)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단위유역 내 지자체간 오염배출부하 기여도 분석을 위해 각 소하천들 중 주요 시･군 경
계 소하천 유역 46개 지점을 선정하여 신규 소하천 모니터링 사업을 2010년 9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소하

천 모니터링 사업의 목적은 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 내 시･군 경계 지점에 대하여 모니터링(유량 및 수질)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소유역내 유량/수질의 변화추세를 파악하고 오염총량관리제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등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및 활용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2010년에 낙동강수계 소하천 모니터링 사업에서 수행된 소유역 분석결과 및 유량/수질 측정성

과에 대한 평가 및 소하천별 수질오염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소하천 모니터링, 수질, 유량

1. 서 론

우리나라 하천은 집중호우가 많고, 하상계수가 크기 때문에 갈수기 시

소하천 유역의 경우 상당수가 건천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소하천 유역 내 수질 및 유량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오염총량관리제 기

본․시행계획 및 이행평가 등을 위한 기초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2010년 9

월부터 소하천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낙동강물환경연구소에서는 2010년 9월부터 소하천유역 46개 지점에 대

한 유량 및 수질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측된 지점 자료들을 대상으로 유량측정성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 결과와 수질분석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대상유역

대상유역은 낙동강수계 46개 소하천유역(주요 시･군 경계지점 45개소

및 시･군 요구지점 1개소 포함)이며 그림1과 같다.

*  정회원⋅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유역환경연구과 전문위원, 공학박사 E-mail : dahong@korea.kr

**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 E-mail : ship44@korea.kr, water328@korea.kr, yoon431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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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유량 및 수질측정 지점

낙동강수계 단위유역 내 시·군 경계 지점 46개 지점에 대해 유량실측 및 채수를 하고 있으며

수리적, 지형적 특성 등으로 실측이 불가능한 지점에 한해 유량실측(황강A+대산천)과 면적비유량

법(정장천, 전척천, 임불천)에 따라 유량을 간접유량법(황강B2=황강A+대산천+정장천+전척천+임불

천)으로 산정하고 있다.

 

계 시·군 경계 시·도 요구 경계

46 45 1

표 1. 소하천유역 경계 및 측정 지점수

 2.2 기준수위 설정

총 46개 지점들에 대한 정확한 유량산정을 위해 각 지점별 기준수위를 설정하였으며, 설정된 기

준수위에 대한 관리를 위해 수준거표 설치 및 보통수위표에 대한 영점표고 측량을 실시하였다. 표

2는 각 지점별 기준수위 측정현황으로 기존측정망 활용지점은 인근 국토부 자동수위국 관측자료

지점으로 유량측정 시 현장 목자판 수위표에 의한 수위를 관측하고, 기존측정망 활용지점 이외의

지점은 보통수위표를 이용하여 수위를 관측하였다.

 

측정방법별 분류 지점명 지점수 비 고

기준 측정망

이용지점

수위국

(T/M)

길안A1(병보), 반변B2(송강), 남강A2(임천), 

남강D1(두문), 밀양B1(대리), 밀양B2(대리).
6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목자판

이용지점

목자판

(신설)

낙본B1, 낙본B2, 반변B1, 미천A1,

낙본C1, 내성A1, 내성B2, 내성B1, 

금천A1, 위천A1, 낙본D1, 낙본E1, 

낙본E2, 낙본F1, 낙본F2, 금호A1, 

금호B2, 금호B1, 금호C1, 금호C2, 

낙본G1, 회천A3, 회천A2, 회천A1, 

황강B2, 황강B1, 남강A1, 남강B3, 

남강B1, 남강B2, 남강C1, 낙본I1, 

낙본J2, 낙본J1, 밀양A5, 밀양A2, 

밀양A4, 밀양A3, 밀양A1.

39 신설 목자판

목자판

(기존)
회천Aa. 1 기존 목자판

총 계 - 46 -

표 2. 소하천유역 기준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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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량측정성과 분석

낙동강수계 소하천모니터링사업은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8회씩 총 368회(100.0%)(남강A2는

국토해양부 중복지점으로 수위만 관측)를 측정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하천결빙으로 인한 결측 2회

(낙본B1, 낙본B2 각 1회)를 제외한 총 366회(99.5%) 실측성과를 확보하였다. 그림2는 각 지점별

유량측정성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소하천모니터링사업 유량측정결과 측정지점 전체의 평균 유량은 0.326m/sec로 나타났으며, 평균

측선수는 23.7개로 최소 9개, 최대 39개이고, 평균 수면폭은 8.9m로 최소 0.8m, 최대 83m로 나타났

다. 평균 구간유량비는 4.6％로 최소 2.6％, 최대 11.1％이며, 평균 불확실도는 7.1％로 최소 3.9％, 

최대 19.7％이고, 평균 등급비율은 총 351회(국투부중복(8회), 하천결빙(2회), 영유량(7회) 등 총 17

회는 분석에서 제외) 중 G등급 57회(16.2%), F등급 223회(63.5%), P등급 71회(20.2%)로 나타났다.

(1) 평균 유량 (2) 평균 측선수

(3) 평균 수면폭 (4) 평균 구간유량비

(5) 평균 불확실도 (6) 평균 등급비율

그림 2. 유량측정성과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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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질측정성과 분석

낙동강수계 소하천 BOD 평균농도는 0.4～4.7mg/L의 범위로 최소값은 0.3∼1.8mg/L, 최대값은

0.5∼9.5mg/L의 범위로 나타나며, COD 평균농도는 1.4～7.2mg/L 범위로 최소값은 0.9～5.7mg/L, 

최대값은 2.0～11.6mg/L의 범위로 나타나고, SS 평균농도는 0.3∼18.9mg/L의 범위로 최소값은 0.1

∼7.2mg/L, 최대값은 0.8∼54.8mg/L 범위로 나타났다. TN 평균농도는 0.242∼6.628mg/L 범위로

최소값은 0.150∼5.977mg/L, 최대값은 0.377∼7.180mg/L 범위로 나타나며, TP 평균농도는 0.006∼

0.145mg/L의 범위로 최소값은 0.001∼0.108mg/L, 최대값은 0.009∼0.187mg/L의 범위로 나타나고, 

Chl-a 평균농도는 0.4∼52.1mg/L의 범위로 최소값은 0.0∼6.4mg/L, 최대값은 0.7∼87.9mg/L의 범

위로 나타났다.

(1) BOD 분포 (2) COD 분포

(3) SS 분포 (4) TN 분포

(5) TP 분포 (6) Chl-a 분포

그림 3. 수질측정성과 분석결과

116



5. 결 론

2010년 9월부터 수행된 낙동강수계 소하천모니터링사업은 정기적인 유량 및 수질조사를 통하여

오염총량관리유역 내 시군경계 소유역에 대한 수질·유량 변동추이를 파악하여 오염총량관리제 기

본·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를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을 목표로 한다. 유량측정 및

산정방법은 국제표준화기구(ISO), 세계기상기구(WMO), 미국지질조사국(USGS) 등 유량측정에 관

한 국외 자료와 과학기술부 하천유량측정지침 및 국토해양부 유량조사 과업지시서 등 국내 자료

에서 제시하는 지침에 최대한 준수하여 수행한 결과 측정시간, 측선수, 측점수의 평가항목에서는

대부분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불확실도는 전체 46개 지점 평균 6.7％의 결과 값으로

양호하게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낙동강수계 소하천 지점의 수질변동은 비교적 큰 변동을 보이지 않으며, 지점의 수질측정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BOD 평균농도는 0.4∼4.4mg/L로 하천생활환경 BOD 1.0mg/L이하의 Ⅰa (매

우좋음)등급이 37개 지점과 그 외 지점은 전부 Ⅲ(보통)등급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질을

나타내었다. 그 외 일부 지점은 평균농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차후 유량이 증가한 시점에 고농

도를 유지한다면 단위유역 하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료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증과정을 통해 유량측정 및 수질분석 시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양질의 유량자료와 수질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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