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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낙동강은 한반도 동남부에 위치하며 우리나라 제2의 유역이

다. 낙동강은 옛날부터 내륙지방 교통의 동맥으로서 조운에 이

용되었으며, 그에 따라 낙동강 연안에 선착장이 번창하며 여러 

도시들이 형성되었다. 낙동강 하구에는 1987년 11월에 준공된 

낙동강 하굿둑이 위치해 있으며, 하굿둑의 완공으로 바닷물의 

역류 현상을 막아 낙동강 하류지역 시민의 식수를 비롯한 농업 

및 공업용수의 수원지로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하굿둑 수문 운

영 상황 및 하굿둑 내⋅외 수위차, 방류량 등의 요인으로 인하

여 하굿둑을 통한 염수의 소상 현상이 간혹 발생되고 있다.

낙동강 하굿둑~창녕⋅함안보 구간에는 매리취수장, 강서 취

수장, 양산 신도시 취수장, 물금취수장, 원동취수장 및 부산시 

공업용 취수장 등 여러 취수장이 위치해 있으며 현재 김해, 양

산 및 부산시민의 식수 공급원 및 농⋅공업용수로 이용되고 있

다. 염수가 소상하여 취수장 인근으로 확산될 경우 취수원에 문

제가 발생하게 되어 식수의 수질 기준인 0.5psu를 초과할 경우 

생활용수의 취수에 문제가 발생되며, 김해지역의 농지 150km2 

중 약 60km2에 달하는 면적에 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 또한, 

공업용수의 취수 한계농도 0.3psu를 초과할 경우 취수가 중단되

어 주변에 산재한 공업지역에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창

녕⋅함안보에서 방류를 통하여 염분도의 상승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후에 낙동강 하구에서의 수문 운영 및 

방류량에 따른 염분도 특성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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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굿둑 상류부의 염분을 제어하기 위하여 담수의 순

간 방류량이 증가할 경우 낙동강 하구 하류 해역의 표층 염분

은 최소 19.593‰까지 감소하며(Yoon et al., 2008), 2014년에 방

영된 KNN 뉴스에 의하면 하굿둑 운영으로 인한 방류영향 때문

에 평소 염분 농도보다 약 25% 이하로 떨어져 인근 하구 해역

에 위치한 김양식장에서 김 종묘의 집단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

한 사례가 있다(KNN, 2018). 또한, 수문 개방이 현실화 될 경우

에 해역으로 유입되는 담수 및 부유사의 확산, 오염물질의 침⋅
퇴적 등으로 인해 하구 생태 환경과 해역지형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염수소상에 의한 상류부의 취수안전성 문제 및 하천 방류에 따

른 하류 해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낙동강 하굿둑 상류부의 염수의 거동 및 하구역의 수질 환경변화

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기존 관측 자료의 분석을 통해 방류량에 따른 염분의 거동 특성

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에서 창녕⋅함안

보 방류량, 하굿둑 수위, 풍속 및 염분도 등 기존 관측 자료를 분석

하여 염분의 계절별 변동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분석 방법

낙동강 하굿둑 하류의 조위변동은 약 SMSL(Standard mean 

sea level) -0.5~1.4m로 하루 2회 간⋅만조가 발생하는데 하굿둑 

상류 수위는 Fig. 1과 같이 SMSL +0.69m~1.19m에서 운영하도

록 권장하고 있다. SMSL은 하굿둑에서의 평균해수면(Mean sea 

level, MSL)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산항 인근의 하단, 명지지점

의 MSL보다 0.18m 낮다(K-water, 2006).

Fig. 1 Operation water level(Nakdong river estuary barrage)

Fig. 2 Water gate operation by water level

하굿둑 운영의 주 목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류 저수지

로 해수의 염분이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여 식수 및 농⋅공업 

용수를 공급하는데 있다. 수요자에게 필요한 원수를 안정적으

로 공급하기 위하여 Fig. 2와 같이 하굿둑의 상⋅하류 수위차가 

20cm 이내일 경우 주배수문과 우안배수문을 폐쇄하여 염분도 

상승을 제어하고 있다(K-water, 2008).

현재 낙동강 하굿둑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4대강 사업 이

후 하굿둑의 수문 운영 및 개방에 따른 염분확산에 관한 연구

는 전무한 실정이다.

더구나 낙동강의 재자연화 또는 기수역화를 위한 하굿둑 수

문의 개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센 작금의 현실을 감안 할 

때, 낙동강 하굿둑 ~ 창녕⋅함안보 구간의 염분도의 변화 특성

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2016년 1월 낙동강 하굿둑에서 유입된 염수가 상류로 

소상하여 공업용수의 취수가 중단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기존 

관측망의 염분도 변동 인자를 분석하여 염분도 상승의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그 원인에 따른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취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연구 방법으로 기존 관측망을 이용하여 계절별 염분도 변동 

인자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상 염분발생의 

원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하굿둑에서 침입한 염수가 상류 

약 5.3km에 위치한 낙동강교까지 소상한 것으로 나타난 시기의 

관측데이터를 분석하여 염분의 도달시간 및 거동 특성을 분석

하였다.

3. 계절에 따른 염분 변동 특성

방류량에 따라 염수의 거동 형태가 정해지므로 방류량은 염분도

의 변동에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 2015년 1월 ~ 2017년 6월의 

계절별 평균 방류량을 분석한 결과 춘계의 경우 약 258.5m3/s, 하계 

약 300.9m3/s, 추계 약 292.5m3/s, 동계 약 125.9m3/s로 나타났다.

또한, 방류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강수량 자료를 위의 기간

과 동일하게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부산지역의 계절별 평균 강

수량은 춘계 약 127.6mm/hr, 하계 약 124.7mm/hr, 추계 약 

167.5mm/hr, 동계 약 50.7mm/hr로 나타났다. 

Table 1에 2015년 1월 ~ 2017년 6월의 계절별 평균 방류량 및 

평균 강수량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낙동강교 지점의 염분도 분석 결과 평수기의 경우 전 계절에 

걸쳐 약 0.3psu 이하로 나타났으며, 최대 0.4psu를 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굿둑 수문 운영 상황 및 하굿둑 내⋅
외의 수위차, 창녕⋅함안보의 방류량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0.8psu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ischarge and Precipitation

Season Discharge [m3/s] Precipitation [mm/hr]

Spring 258.5 127.6

Summer 300.9 124.7

Fall 292.5 167.5

Winter 125.9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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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aximum salinity per month (2015.01-2017.06)

낙동강교 지점에서 춘계 염분도의 최댓값은 평균적으로 

0.41psu로 관측되었으며, 하계, 추계 및 동계의 경우 각각 0.18, 

0.19, 0.30psu로 춘계 > 동계 > 추계 > 하계 순으로 나타났다.

Fig. 3에 낙동강교 및 하굿둑의 월별 최대 염분도를 나타내었다.

4. 관측 데이터 분석

낙동강교 및 하굿둑의 염분 변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방류

량, 하굿둑 수위, 풍속에 대하여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상 염분이 발생한 시기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나타내

었으며, 하굿둑을 통해 유입된 염분의 거동특성을 파악하기 위

하여 상류로 소상하거나 하류로 Flushing되는 염분의 전달시간

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4.1 이상 염분발생 분석

2015년 3월의 경우 낙동강교의 최대 염분도는 0.85psu, 하굿

둑의 최대 염분도는 0.52psu로 나타났다. 특이하게 낙동강교의 

염분농도가 하굿둑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염분도 상승의 원

인을 분석한 결과, 수문부 하류 조위의 영향으로 수문부 상류 

수위가 약 0.31m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염분이 침투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굿둑에서 유입된 염분은 점차 상류로 소

상하여 낙동강교 지점에서의 염분도가 하굿둑 염분도 보다 높

게 관측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속적인 바람의 영향으로 

인하여 염수의 소상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염분의 Flushing을 위해 창녕⋅함안보에서 최대 약 

930m3/s의 유량을 방류하여 염분도의 상승을 제어한 것으로 나

타났다. 

Fig. 4에 2015년 3월의 관측 결과를 수위, 염분도, 방류량, 풍

속 순으로 나타내었다.

2016년의 경우 1월 20일 16시 하굿둑 상류 10km 지점에 위치

한 강서공업취수장에서 일시적으로 염분도가 공업용수의 한계

농도(0.3psu)를 초과하여 공업취수장의 취수중단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 원인분석 결과 염분이 상승하기 며칠 전 하굿둑 

운영특성(‘15년 갑문운영 10회, 주수문을 통한 대형선박 이동 4

회, 수문의 보수 및 보강 등)으로 인한 저층 염분침투 누적 및 

2016년 1월 20일 전에 12m/s를 초과하는 강한 북서풍의 작용으

로 인하여 염수 소상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류 댐-보에서 증가방류를 실시하고 하굿둑 집중 방류 2회를 

통해 1시간 이내로 안정을 찾았으나, 낙동대교 지점의 저층 염

분은 0.4psu 수준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수중단 위

(a) Water level

(b) Salinity

(c) Discharge

(d) Wind speed

Fig. 4 Water level, Salinity, Total discharge and wind speed 

observation data (2015.03)

기로 부터 2시간 후 창녕⋅함안보의 방류량 확인 결과 약 

200m3/s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적은 방류량으로 인하여 염분을 

충분히 제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하굿둑 수문 개

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염수의 소상을 차단하기 위하여 창녕

⋅함안보와 낙동강 하굿둑의 적절한 연계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문개방에 따른 구체적인 방류량 설정을 통하여 선

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5에 2016년 1월의 관측 결과를 염분도, 바람 Stick diagram, 

풍속 순으로 나타내었다.

2016년 3월의 경우 하굿둑과 낙동강교에서 염분농도가 각각 

0.81psu, 0.90psu의 최대치까지 상승하였으며 최대 약 1,020m3/s

의 유량을 방류하여 염분도가 약 0.3psu 이하로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염분도 상승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염분도가 상

승하기 전 수문부 상류의 수위가 수문부 하류 조위의 영향으로 

인하여 약 0.23m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후 하류 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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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alinity observation data, Stick diagram, Wind speed graph 

(2016.01)

(a) Water level

(b) Salinity

(c) Discharge

(d) Wind speed

Fig. 6 Water level, Salinity, Total discharge and wind speed 

observation data (2016.03)

를 따라 진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때 하굿둑 하류

부의 염분이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6에 2016년 3월의 관측 결과를 수위, 염분도, 방류량, 풍

속 순으로 나타내었다.

2016년 10월은 집중호우(부산지역 10월 5일 강수량 95mm)를 

동반한 태풍‘차바’의 내습으로 인하여 하굿둑 상류 및 하류 수

위가 각각 SMSL(+) 1.87m, SMSL(+) 2.23m까지 상승하였다. 하

굿둑의 염분 관측치는 최대 0.71psu까지 상승하였으며, 수위 조

절 및 염분 제어를 위해 최대 약 2,300m3/s의 유량이 방류된 것

으로 나타났다. 2016년 10월의 낙동강 기상국 풍속 데이터의 경

우 결측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태풍의 강한 바람으로 인하

여 염분도 유입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태

풍 내습으로 인해 해측 수위 상승으로 수문부의 하류 수위가 

상류 수위보다 0.36m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Fig. 7에 2016년 10월의 관측 결과를 수위, 염분도, 방류량, 풍

속 순으로 나타내었다.

(a) Water level

(b) Salinity

(c) Discharge

(d) Wind speed

Fig. 7 Water level, Salinity, Total discharge and wind speed 

observation data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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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염분 전달시간 검토

낙동강 하굿둑을 통하여 침입한 염분은 수문부 하류 수위, 강

풍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점차 상류방향으로 소상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염분의 거동특성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2016년 9월의 관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염분의 전달시

간 검토를 수행하였다.

2016년 9월 17일 6시 낙동강 하굿둑 지점의 염분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3시간 후 17일 9시에 최대 염분도 12.21psu

가 관측되었다. 염분도의 급격한 상승 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문부 수위의 관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하굿둑 지점의 

염분도가 상승하기 1시간 전 수문부 상류 수위가 SMSL. (+)0.86m

에서 SMSL. (+)1.36m까지 약 0.5m 상승한 후 수문부 하류 조위를 

따라 진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염분이 침입한 것으로 사료

되며, 낙동강 하굿둑 지점에서 최대 염분도가 관측된 시간으로부

터 5시간 후 염분이 소상하여 낙동강교 지점에서 최대 염분도 

0.91psu가 관측되었다. 낙동강교 지점까지 소상한 염분은 창녕⋅
함안보에서 방류된 유량으로 Flushing되었으며, 낙동강교 지점에

서 후퇴한 염분으로 인하여 2시간 후 하굿둑 지점의 염분도가 일시

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류량과 염분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하굿둑 지점의 염분

도가 상승하기 4시간 전 약 210m3/s의 기저유량으로부터 점차 

유량을 증가시키며 방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

(a) Water level

(b) Salinity

(c) Discharge

Fig. 8 Water level, Salinity and Total discharge (2016.09)

굿둑 지점에서 최대 염분도를 보인 17일 9시에 창녕⋅함안보의 

방류량은 약 920m3/s로, 염분 농도에 비하여 적은 방류량으로 

인하여 염분의 소상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지속적인 방류와 유량 증가를 통하여 염분을 제어하였

으며, 하굿둑 및 낙동강교 관측 지점의 염분도가 감소한 후에도 

잔류염분의 완전한 Flushing을 위하여 계속해서 방류하여 9월 

18일 11시 최대 약 4,080m3/s의 유량을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월의 수위, 염분도 및 방류량 관측데이터를 Fig. 8에 

나타내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 기존 관측망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낙동강 하굿

둑~창녕⋅함안보 구간의 염분 변동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염분도의 변동은 창녕⋅함안보의 방류량, 하굿둑의 수문 개

방, 수위, 바람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하굿둑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침입한 염

수와 상류로 소상된 염분은 대부분 방류 유량만으로 제어가 가

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수역 확보를 위한 장시간 수문 

개방시 염분도 제어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방류가 아닌 창녕⋅
함안보에서 900m3/s 이상의 유량을 연속적으로 방류 할 필요가 

있다(Choi et al., 2016). 그러나 900m3/s 이상의 유량을 연속적으

로 방류하는 것은 창녕⋅함안보의 관리수위(상류 : EL.(+)5m, 

하류 : EL.(+)0.76m) 유지 등의 이유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불가

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창녕⋅함안보에서 유량을 방류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하굿둑을 통하여 침입한 염분은 

단시간에 상류 약 5.3km지점에 위치한 낙동강교 지점까지 소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경우 대저수

문(낙동강 하굿둑 상류 약 15km 지점)까지 염분이 소상하여 인

근에 산재한 취수시설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향후 낙동강 하구역 및 연안역의 염분거동 특성에 관한 

수치모형 실험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

이다.

따라서 향후 보다 상세한 장기적인 데이터 분석 및 수치모형 

실험을 통하여 염분 변화 특성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시적인 염분도 상승 현상에 대한 보 및 수문의 연

계 운영 방안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검토 및 분석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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