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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analyzed scenarios of the environmental instream flow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in Saemangeum 
watershed. In order to get an environmental instream flow, Methodology is selected for Retention-Basin, reservoir expansion, new 
dam construction, Modification of water intake and drainage system, Rearrangement of plan for system which Yongdam and 
Seomjin river dam have been used water supply. The study composed of diverse scenario of Environmental instream flow increase-
ment and analyzed the effect of improving the water quality by the QUAL2K model and calculation of runoff for saemangeum watershed 
by SWAT model. The following water quality indicators have been simulated in irrigation and non-irrigation period for BOD and 
T-P. When scenarios applied to water quality model, Improvement rate in the water quality for Total Maximum Daily loads of 
Mankyung B unit watershed during irrigation and non-irrigation period is BOD (28.70%), T-P (17.09%) and BOD (28.51%), T-P 
(28.68%) respectively. Dongjin A unit watershed during irrigation and non-irrigation period is BOD (14.39%), T-P (14.59%) and 
BOD (15.54%), T-P (19.46%) similary. Simulation results is to quantify the constribution of the improvement in the water quality. 
In particular, It was demonstrative that improving effect for water quality was evaluated to be great in non-irrigation period.
Key Words : Saemangeum Basin, Environmental Instream Flow, QUAL2K, SWAT, Water Quality Improvement

요약 : 새만금유역을 대상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환경유지용수 확보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를 평가

하였다. 만경강과 동진강의 환경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강변저류지설치, 저수지증고, 신규댐 건설, 용수 취배수체계 조정, 용
담댐, 섬진강댐 물 이용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선정하였다. 환경유지용수 확보 가능한 방안에 따른 시나리오 구성을 통해 

수질개선효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유역모형 SWAT과 수질모델 QUAL2K를 연계하여 BOD와 T-P항목에 대해 수질변화를 모의

하였다. 시나리오 적용을 통한 모의 결과 총량관리단위유역말단인 만경B 지점의 경우 관개기 BOD 수질개선율은 28.70%, 
T-P의 수질개선율은 17.09%로 나타났고, 비관개기BOD 수질개선율은 28.51%, T-P의 수질개선율은 28.68%로 나타났다. 동진

A 지점의 경우 관개기 BOD 수질개선율은 14.39%, T-P 수질개선율은 14.59%, 비관개기 BOD 수질개선율은 15.54%, T-P 수질

개선율은 19.46 %로 나타나 환경유지용수가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비관개기 수질개선에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새만금유역, 환경유지용수, QUAL2K, SWAT, 수질개선

1.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환경 친화적인 도시 공간 마련, 생태공

원 및 친수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등 하천에서

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용수, 즉 환경유지용

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물 관리 

측면에서는 기존의 양적인 조절에 부가하여 질적인 물 관

리에도 주목하여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1) 질적인 물 관리

는 하천에 방류되는 배출수의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방법과 

하천의 유량을 증대시켜 하천수의 자정능력을 높이는 방법

이 있는데, 갈수기 동안 하천의 환경유지유량의 증대를 의

미한다. 환경유지용수2)는 하천생태계 보전을 위한 최소한

의 하천기능유지는 물론 수질개선 등의 환경개선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환경과 하천유지용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용수를 의미하는 반면, 하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하천유

지유량은 유수의 정상적인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을 하천유지유량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천유지유량의 산정은 하천고유의 수리, 수문학적 하도유

지가 가능할 수 있는 갈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자연적, 
사회적 여건과 유량공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수질보

전 등을 위한 기능 8가지 항목을 감안하여 산정하도록 고

시하고 있다.3)

이러한 하천유지용수의 정의는 인간 위주의 용수이용기능

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순수한 환경유량의 의미로서 

환경생태적 관점에서 정의되고 강조되지 못한다. 또한 하천

유지용수는 용수산정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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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없는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1)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만금유역에서 환경유지용수 확보방안을 산정하고 시나

리오를 구성하여 수질개선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농작물의 관개에 필요한 물은 하천이나 호소, 지하수를 

취수하여 농경지에 도수하여 이용함으로서 수문순환 과정

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류 유역에서의 일정량 

이상의 취수는 하류부의 유량 감소를 초래하거나, 한계수

량 이상의 지하수 취수는 지하 대수층의 수위강하를 일으키

며, 이는 바다로부터 염분 유입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

의 물 수요량 중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기준

으로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영

농방식이 다변화하고 농촌지역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

촌지역의 용수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4) 만경강 유

역과 동진강유역은 대규모 관개시스템을 통해 하천수의 대

부분을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어 하천의 건천화가 심화

되고, 이에 따라 수질관리와 수생태계 보전에 어려움이 있

다. 또한 초기강우로 인한 비점오염원, 농업용수의 회귀수, 
축산폐수 등으로 인하여 나쁜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큰 

하상계수, 농업용 저수지와 댐 등으로 환경유지용수가 절

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새만금 유역의 수질개

선과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용수이용 체계조정 등을 고

려하여 유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유지용수를 안정적으로 확

보하고 유량, 수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최근 수질관련 연구 동향으로는 김 등5)은 하천유지유량 

결정 방법의 개발 방향을 결정하고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필요한 주요 항목별 필요유량 결정방법을 개발하였

다. 또한 이를 대표지점에 적용하여 하천유지유량과 하천유

량의 결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김 등6)은 개발된 산정방법

을 금강유역 본류구간에 적용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최7)

는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한 환경유량의 산정을 연구하

였고 김8)은 남강댐 하류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유량

을 산정하였으며 김 등9)은 SWAT모형을 개선시킨 SWAT-K 
모형을 이용하여 BOD모의를 수행하였다. 장재호 등10)은 

점․비점오염원의 삭감시나리오에 따른 저감효과와 수질변

화를 분석하였으며 정11)은 QUAL2K 모형을 이용하여 수질

보전을 위한 하천유지유량 산정을 위한 수질모의를 섬진강 

본류를 대상으로 예측하였다. 신 등12)은 QUAL-NIER 모형

의 수질모델 인자를 조사하여 4대강 수계에 적용하였다. 
Kannel 등13)은 QUAL2E 모형을 보완한 QUAL2K를 자동

보정할 수 있도록 수정한 QUAL2Kw 모형을 네팔의 하천에 

적용하여 수질을 모의하였다. 외국의 경우는 환경유량의 개

념으로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 복원하기 위한 차원의 생태계

의 물 할당을 시도하여 실무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14)

현재 새만금 유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농업이 이루어지

고 있고 이로 인한 농업배수와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생활

하수 및 주변 공단에서 유출되는 공장폐수의 영향을 지속적

으로 받고 있어 수질보전을 위하여 전체적인 수질관리가 필

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만금 유역의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

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환경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을 모색하였으며 확보방안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유

역 내 수문순환 및 비점오염원의 발생 거동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SWAT모형을 통해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유역 내 수질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1차원 정상

상태 수질모델 QUAL2K를 이용하여 시나리오별 수질개선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새만금유역의 수질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현실

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우선적으로 수행 가능한 방법을 모색

하였다. 환경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강변저류지 설치, 저수

지증고, 용수 취배수체계 조정, 신규댐건설, 용담댐, 섬진강

댐 물이용체계 조정 등의 방법을 검토하였으며, 시나리오

를 구성하여 수질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델은 유역 내 비점오염원을 분석

할 수 있는 SWAT모형과, 1차원 수질 예측 모델로서 하천

수질 모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QUAL2K모형을 새

만금유역에 적용하였다.

2.1. 대상유역

만경강 유역은 총 길이는 93 km, 유역면적은 1,527 km2

이며, 전주, 익산, 김제시 등이 위치하고 있다. 본류에 소양

천, 전주천, 익산천, 탑천 등의 지천과 용담댐 방류량이 합

류되어 새만금호로 유하하며 주된 외부 유입원으로는 용담

댐 방류량이 있다. 용담댐 제1발전소의 발전용수로 사용된 

수량의 일부는 정수장을 거쳐 생활용수로 공급되며, 남은 

수량이 만경강으로 방류되어 하천의 상류 유량으로 공급된

다.15) 만경강 유역의 농업용수 공급은 대아․경천저수지에

서 방류되는 농업용수와 용담댐에서 공급되는 용수가 고산

천에서 합류되어 만경강으로 유하하면서 취입보 중심으로 

관개용수가 공급되고 있으며 유입되는 주요 하천의 하류부

에는 제수문을 설치하여 공급된 농업용수의 회귀수를 저류 

양수하여 재이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진강유역은 총 길이 44.7 km, 유역면적 1,129 km2으로, 

유역 내 농경지의 비율이 매우 높아 자체유역의 유출량으

로는 농업용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 부족한 농업용수

를 공급하기 위해 섬진강댐에서 유역 변경방식으로 운암수

갱 및 칠보발전소를 통해 동진강 유역으로 관개용수를 방

류하고 있다.16)

2.2. 비점오염 모의를 위한 SWAT모형의 적용

SWAT모형은 강우․유출모델과 수질모델이 GIS와 연결

되어 있는 모형으로써 장기유량과 수질을 모의할 수 있다. 
입력 자료로는 강우, 온도, 풍속, 일조량, 상대습도 등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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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alibration and Verification of runoff for Mankyung A. Fig. 2. Calibration and Verification of runoff for Dongjin A.

Fig. 3. Calibration and Verification of BOD and T-P for Mankyung A.

상․수문자료와 DEM (Digital Elevation Model), 토지이용

도, 토양도 등의 유역자료로 구성된다.17) 본 연구에서는 수

질오염총량관리제상의 세유역을 중첩시키고 하천망을 표현

할 수 있는 최적의 임계값을 시행착오법을 적용하여 하천생

성을 위한 최소배수면적을 140 ha로 설정하여 만경강유역 

162개, 동진강유역 141개의 소유역으로 분할하였다. 분할된 

소유역에서 토지이용과 토양특성 비율을 모두 0%로 할 경

우 모든 토지이용과 토양특성이 조합에 고려되어 HRU수

가 많아지고, 비율을 높일수록 계산시간 및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간적인 분포특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적정 HRU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HRU Definition 과정 중, Land use와 Soil 
Class의 면적 비율을 각각 5%와 10%로 설정하여 공간적인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만경강유역은 1,777
개, 동진강유역은 1,222개의 HRU로 구분하였다. 1:25,000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시간의 효율성과 모의결과의 정확성을 

고려하여 30 m × 30 m 격자의 DEM을 구축하였고 토지이용

도는 환경부 환경지리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축척 1:25,000
의 중분류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였다.

토양도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제작된 1:25,000 정밀토양도

를 이용하였으며 기상자료는 새만금유역 기상관측소(전주, 
군산, 정읍, 부안) 및 강우관측소(전주, 고산, 임피, 구이, 용
지, 금마, 봉동, 용진, 정읍, 고부, 김제, 태인, 산외, 금구)에
서 강수량(mm), 최고․최저온도(℃), 풍속(m/s), 상대습도

(%), 일사량(MJ/m2)에 대해 2004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
월 31일까지의 관측된 일별 자료를 수집 후 각각 .dbf파일

을 생성하여 입력하였다.

2.3. 유역모형의 재현성 검토

SWAT모형에 의한 총 모의기간은 5년(2008년~2012년)이
고, 안정화기간은 3년(2008~2010)이며 모델의 보정은 2011
년, 검증은 2012년이다. SWAT 모형에서 각 HRU별 강우에 

따른 유출량 계산은 지표유출의 경우 SCS Curve Number 
방법을 이용하였고 지표, 지표하, 기저 유출은 하천구간들 

사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Muskingum 방법을 이용하였다. 
유출량 보정 절차는 만경, 동진강유역의 최상류인 만경B, 
정읍A에 대하여 먼저 실시하였고 하류단으로 내려가며 유

출량을 보정하였으며 지표유출(CN, SOL_AWC, ESCO), 기
저유출(ALPHA_BF, GWQMN, REVA-PMN, GW_REVAP), 
첨두유량(CH_N, CH_K) 이후 감쇠곡선 보정 순으로 수행하

였다. 모델의 오차평가는 상관계수(R2, Correlation coefficient), 
RMSE (Root Mean Square Error), 차이퍼센트(%Difference)
를 이용하였다. R2과 RMSE, %Diff.의 계산식 및 평가방법

은 Kim18)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유출량 모의결과 모의값

이 실측값을 적정수준 반영하는 것으로 나왔으나, 동진강

의 경우 오차율이 다소 높게 산정되었는데 이는 동진강유

역 특성상 도수시설이 복잡하게 형성되어있고 주변 농경지

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동진강 본류의 흐름을 막고 

낙양보를 통해 취수하여 김제용수간선, 정읍용수간선으로의 

용수공급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Fig. 1, 2는 만경강과 

동진강 본류에 대한 유출량 보정 및 검증 결과 그래프이다.
 BOD의 경우 20℃에서 CBOD에 의해 소모되는 탈산소

계수(RK1), 20℃에서 침전에 의한 CBOD 손실율(RK3), 각 

토층의 유기탄소 함유량(SOL_CBN)의 매개변수를 주로 이

용하여 보정하였다. T-P의 경우 유기성인(ORG - P)와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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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alibration and Verification of BOD and T-P for Dongjin A.

성인(MIN - P)의 합으로 부하량을 산정하였고, 산정된 부하

량에서 해당일자의 유량으로 나누어 일 농도를 구하였다. 
T-P보정시 20℃에서 용존인의 침전율(RS2), 20℃에서 유기

성인의 침전율(RS5), 인 조류 생체량 분율(AI2), 20℃에서 

유기인에서 용존인의 광물질 상수비(BC4)를 주요 매개변

수로 보정하였다. 모의결과 실측치와 모의치와의 상관성이 

높았으며 모의값이 실측값의 경향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Fig. 3, 4에 만경, 동진강의 대표지점에 대한 수질

모의 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2.4. 하천수질모의를 위한 QUAL2K모형의 적용

하천 수질모의를 위한 모형으로 일반적으로 미국 EPA에

서 개발된 QUAL2E가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QUAL2E 
모형을 보완해 개발된 QUAL2K 모형을 이용하여 수질모

의를 수행하였다. QUAL2K 모형에 대한 이론은 Chapra13)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수질모델 적용구간은 만경강과 동

진강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만경강은 상류의 수질측정망

인 고산지점에서 하류의 만경강하구까지 하천의 수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총 9개의 Reach로 나누었고, 전주천은 3
개의 대구간으로 나누었으며 소양천과 탑천은 1개의 대구

간으로 구성하여 합류되도록 하였다. 동진강은 상류의 수질

측정망인 동진강1지점에서 하류의 동진강하구까지 6개의 

Reach로 나누었고, 유입지류인 정읍천, 고부천, 원평천은 2
개의 대구간으로 나누어 합류되도록 구성하였다. 모델 연계

를 위해서 유역 모델을 이용하여 모의한 각 소유역별 유량

과 수질값을 QUAL2K에 입력하였다. 만경대교와 동진대교

가 해당되는 소유역을 유출구로 설정하고 모의한 유출량과 

오염농도를 QUAL2K모델의 각 구간별로 입력하였다. 만경

강의 경우 총 14개, 동진강의 경우 총 12개로 나누어진 하

천 구간에 유역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해당소유역의 결과를 

총 구간 수로 나누어 등분포형태로 할당하였다. QUAL2K모

형은 수리학적으로는 정상상태인 부등류로 간주하여 모의

기간 동안 시간에 따른 유량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지만, 수
질은 낮과 밤의 변화를 모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수질의 시간별 변화를 관측한 자료를 획득하지 못

하여 일단위로 모의된 유역 모형의 결과 중, 모형의 보정은 

수질관리 관점에서 저수기에 해당하는 2012년 9월 10일 자

Fig. 5. Schematic Diagram of Mankyung river for QUAL2K Model.

Fig. 6. Schematic Diagram of Dongjin river for QUAL2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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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alibrated results of BOD AND T-P for Mankyung River.

Fig. 8. Verificated results of BOD AND T-P for Mankyung River.

Fig. 9. Calibrated Results of BOD AND T-P for Dongjin River.

Fig. 10. Verificated Results of BOD AND T-P for Dongjin River.

료를, 검증은 2012년 10월 25일 자료를 비관개기의 대표시

기로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모델의 오차크기와 신뢰도를 평

가하기 위한 지표로써 상관계수(R2, Correlation coefficient), 
RMSE (Root Mean Square Error), AME (absolute mean error)
를 사용하였다. AME에 대한 계산식 및 평가방법은 Jang9)

에서 찾을 수 있다. Fig. 7~10에 보정 및 검증 그래프를 제

시하였고 오차의 크기와 신뢰도를 평가한 결과 모의치가 

실측치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수계의 수질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되었다.

Table 1. Evaluation of model performance through calibration 
and verification

River Water quality item R2 AME RMSE

Mankyung
Riv.

Calibration
BOD 0.98 0.22 0.44

T-P 0.99 0.0006 0.001

Verification
BOD 0.99 0.08 0.17

T-P 0.96 0.02 0.04

Dongjin
Riv.

Calibration
BOD 0.99 0.02 0.03

T-P 0.99 0.005 0.009

Verification
BOD 0.99 0.06 0.108

T-P 0.99 0.02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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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및 고찰

3.1. 환경유지용수 확보방안

새만금유역의 자연 생태적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추가적

인 용수확보가 필수적이며, 가장 현실적이면서 수질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새만금유역의 

물이용은 주로 금강호, 용담댐, 섬진강댐 등 외부 수자원의 

공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유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환

경유지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유역관리에 의한 강

변저류지 설치, 저수지증고, 용수 취배수체계조정, 신규댐

건설 등으로 유역종합치수계획19)을 참고하여 검토 후 선정

하였다. 
강변저류지 조성을 통한 확보방안은 만경강유역의 삼천, 

구만, 전주 강변저류지 조성을 통하여 5.3백만톤(0.17 CMS), 
동진강유역의 동진1, 동진2, 정읍1 강변저류지 조성을 통해 

3.78백만톤(0.12 CMS)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저수지증고를 통한 확보방안은 만경강유역의 동상, 대아, 

경천, 구이저수지증고를 통해 49.20백만톤(1.56 CMS)을 확

보하고 동진강유역의 용산, 내장, 수청저수지 증고를 통해 

64.33백만톤(2.04 CMS)을 추가확보하는 방안이다.
2001~2012년을 기준으로 만경강유역의 경우 어우보 취수

량은 154.5백만m3/년(2001~2012)으로 상류의 대아저수지와 

경천저수지의 공급량보다 약 40백만m3/년이 많으며, 동진

강 유역은 섬진강댐으로부터 공급되는 유량의 약 74%가 농

업용수로로 공급되고 있다. 이에따른 용수의 취배수체계 조

정(0.95 CMS)을 고려하였다. 건산천(0.2 CMS), 노송천(0.08 
CMS), 아중천(0.03 CMS), 전주천(3.40 CMS)에 대한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하는 방안, 또한 정우소수력발전소에서 한

교천으로 방류되는 수량(3.60 CMS)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

구하였다.
앞서 언급 하였던 것처럼 새만금유역은 주로 외부 수자원

의 공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유역 내에서 환경유지용

수를 확보하기에 매우 제한적이므로 새만금 수질개선과 추

가 수자원확보를 위해서 신규 수자원 개발이 필요한 실정

이다. 환경유지용수 확보를 통한 수질개선 효과가 유역 내 

상류지역에서 가장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전주천의 상관댐, 
소양천의 신촌댐, 신흥천의 신흥댐 건설을 고려하였다. 이
에 따라 추가 확보되는 환경유지용수는 0.97 CMS이다.

’02년 용담댐에서 만경강으로 방류가 시작되면서 용담댐 

방류량은 만경강의 수질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으며 실제로 방류가 시작된 이후 만경B 지점의 수질이 개선

되었으나, ’04년 이후 방류량이 줄면서 다시 수질이 악화되

는 현상을 보였다.20) 용담댐 방류량을 살펴보면 용수공급

량 15.6 CMS에서 실제 전북권 방류량 10.8 CMS를 뺀 4.8 
CMS를 확보할 수 있다.

섬진강댐은 댐 정상화 사업으로 댐 운영이 만수위 191.5 
m에서 196.5 m로 상향조정됨으로써 확보된 65백만m3/년
(2.06 CMS)을 만경강수계 상류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방안

이다. 이로 인해 총 19.98 CMS의 환경유지용수를 확보가 

가능하며 이를 수질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3.2. 추가확보 가능한 환경유지용수에 대한 시나리오

새만금유역의 환경유지용수 증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

여 만경강유역 8개, 동진강유역 4개, 총 12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으며 시나리오별구성은 Table 2와 같다.

3.2.1. 만경강유역 시나리오

만경강유역의 Scenario 1은 강변저류지(삼천, 구만, 전주)
를 설치하여 연간 5.3백만톤의 물을 확보하여 0.17 CMS를 

확보하는 방안, Scenario 2는 저수지증고(동상, 대아, 경천, 
구이)를 통해 확보된 1.56 CMS 수량을 환경유지용수로 활

용하여 수질개선에 기여 하도록 하는 방안, Scenario 3은 어

우보 및 삼례취입보의 취배수체계조정을 통해 0.95 CMS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Scenario 4는 하수처리수 재이용(노송

천, 건산천, 아중천, 전주천)에 따라 3.71 CMS를 추가 확보

하는 방안, Scenario 5는 신규댐건설(신흥댐, 신촌댐, 상관댐)
을 통해 0.97 CMS를 확보하는 방안, Scenario 6은 용담댐 

물이용체계 조정을 통해 4.80 CMS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 
Scenario 7은 섬진강댐 물이용체계 조정을 통해 2.06 CMS
의 환경유지용수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 Scenario 8은 Scenario
1~Scenario 7을 모두 합한 방안이다.

3.2.2. 동진강유역 시나리오

동진강유역의 Scenario 1은 동진1저류지, 동진2저류지 정

읍1 저류지를 조성하여 연간 17.22백만톤, 0.12 CMS의 환

경유지용수를 확보하는 방안, Scenario 2는 용산, 내장, 수
청저수지 증고를 통해 2.04 CMS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 
Scenario 3은 정우 소수력발전소에서 한교천으로 방류되는 

3.60 CMS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다. 정우소수력발전소에

서 비관개기 시 한교천으로 방류되는 수량은 2001년~2012
년 평균 3.60 CMS로, 환경유지용수가 지속적으로 방류 될 

경우 정읍천의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동진강 중하류의 수

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Scenario 4는 Scenario 
1~4를 모두 합한 안이다.

3.3. 시나리오별 수질개선 효과

환경유지용수 확보에 따른 시나리오 구성은 총량관리단

위유역말단인 만경B, 동진A지점에 대해 수질오염총량관리 

3단계에서 고시하고 있는 목표수질을 만족하기 위한 조건

으로 최소한의 유량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개기(4
월에서 9월)동안 5월 말에서 6월 초에 해당하는 시기는 하

천의 유량이 가장 적은 반면, 농업용수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써 하천의 수질관리 관점에서는 최악의 시기에 해당

하므로 6월을 대표시기로 선정하였고, 12월을 비관개기의 

대표시기로 선정하여 수질개선 효과를 비교하였다. 만경B, 
동진A지점에 대한 목표수질은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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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cenarios of Mankyung, Dongjin Basin

Scenario Diagnosis
Environmen-
tal instream 
flow (CMS)

Remarks

Mankyung
Basin

1

Sam-cheon retention-basin 0.13 ∙Storage flow for Sam-cheon retention basin, water quality applied wetland efficiency

Guman retention-basin 0.01 ∙Point source (retention-basin applied wetland efficiency)

Jeonju retention-basin 0.03 ∙Storage flow for Jeonju-cheon retention basin, water quality applied wetland efficiency

2

Dongsang reservoir 0.18

∙Inflow increase in Mankyung River upstreamDaea reservoir 0.29

Gyeong-cheon reservoir 0.87

Gui reservoir 0.22 ∙Inflow increase in Sam-cheon upstream

3 Eou-weir and Samrye weir 0.95

∙Intaking water volume of Eou-weir : 38.9% applies to existing intaking water volume
(except 0.95 CMS)

∙Intaking water volume of Samrye : 61.1% applies to existing intaking water volume
(except 0.95 CMS)

∙Non-irrigation period : Eou-weir and Samrye weir applied Zero CMS

4

Nosong-cheon 0.08
∙Point source (Application of Jeonju terminal disposal plant of sewage)

Geonsan-cheon 0.20

Ajung-cheon 0.03
∙Inflow increase in Soyang-cheon upstream, water quality Mixing jeonju terminal disposal 

plant of sewage

Jeonju-cheon 3.40 ∙Application of existing water quality Jeonju terminal disposal plant of sewage 

5

Shinhung dam 0.12 ∙Inflow increase in Mankyung river upstream 

Shinchon dam 0.15 ∙Inflow increase in Sam-cheon inflow 

Sangkwan dam 0.70 ∙Inflow increase in Jeonju-cheon upstream 

6 Yongdam dam 4.80 ∙Inflow increase in Mankyung river upstream 

7 Seomjin river dam 2.06 ∙Inflow increase in Sam-cheon inflow 

8 Scenario 1~7 14.22 ∙Applied to all scenarios

Dongjin
Basin

1

Dongjin1 retention-basin 0.02 ∙Application of retention-basin for flow and water quality on efficiency in Dongjin main 
streamDongjin2 retention-basin 0.09

Jeongeup1 retention-basin 0.01 ∙Application of retention-basin for flow and water quality on efficiency in Jeongeup-cheon

2

Yongsan reservoir 0.45 ∙Yongsan reservoir flow and water quality mixed Jeongeup-cheon flow

Naejang reservoir 1.24 ∙Naejang reservoir flow and water quality mixed Jeongeup-cheon flow

Sucheong reservoir 0.35 ∙Sucheong reservoir flow and water quality mixed Dongjin river flow

3 Jungwoo hydro power plant 3.60 ∙Average flow of Chilbo hydroelectric power plant applied Non-irrigation period (2001~2012)

4 Scenario 1~3 5.76 ∙Applied to all scenarios

Table 3. Water quality targets of TMDL in Mankyung B, Dongjin

Site BOD (mg/L) T-P (mg/L)

Mankyung B 4.2 0.180

Dongjin 3.1 0.126

3.3.1. 만경강 유역

만경강 유역에서 추가확보 가능한 환경유지용수를 고려

하여 구성한 총 8가지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관개기(6월)와 

비관개기(12월)로 나누어 수질모델을 수행하였다.
관개기에 만경B 지점에서 모의된 BOD 농도는 4.53 mg/L

를 보였고, 모든 시나리오를 적용한 C8의 개선효과가 28.70 
%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경B 지점의 BOD 개
선효과에 대한 순위는 다음과 같다.

모든 시나리오 적용(28.70%) > 용담댐 방류량 증가(23.18%) 
> 어우보 운영개선(10.38%) > 저수지 증고(9.49%) > 신규댐 

건설(6.62%) > 섬진강댐 삼천방류(6.18%) > 강변저류지(1.10%) 
> 하수처리수 재이용(0.00%)이다.

비관개기에 만경B 지점에서 모의된 BOD 농도는 4.49 mg/L
를 보였고, 모든 시나리오를 적용한 C8의 개선효과가 28.51%
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경B 지점의 BOD 개선

효과에 대한 순위는 다음과 같다.
모든 시나리오 적용(28.51%) > 용담댐 방류량 증가(22.27%) 

> 어우보 운영개선(10.24%) > 신규댐 건설(9.13%) > 저수지 

증고(6.01%) > 섬진강댐 삼천 방류(6.68%) > 강변저류지(1.11%) 
> 하수처리수 재이용(0.00%)이다.

모델 결과 모든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 개선율이 가장 높

았고, 그 다음으로는 용담댐 방류량 증가와 어우보 운영개

선 방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관개기와 비

관개기의 개선율이 비슷하게 산정되었다. 강변저류지와 하수

처리수 재이용 방안은 BOD 개선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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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orecasting of T-P concentration and improvement rate in Mankyung B unit watershed

Time Diagnosis
Scenario

Simulated C1 C2 C3 C4 C5 C6 C7 C8

Irrigation 
period

Concentration (mg/L) 0.2165 0.2102 0.2105 0.2071 0.1970 0.2137 0.2010 0.2057 0.1795

Improvement rate (%) 2.91 2.77 4.34 9.01 1.29 7.16 4.99 17.09 

Non-irrigation 
period

Concentration (mg/L) 0.2270 0.2178 0.2120 0.2043 0.1946 0.2187 0.1982 0.2068 0.1619

Improvement rate (%) 4.05 6.61 10.00 14.27 3.66 12.69 8.90 28.68 

* C1 : Retention-basin, C2 : Heightening reservoir, C3 : Improving Eou-weir management, C4 : Reuse treated waste water, C5 : New dam construction, 
C6 : Increasement discharge of Yongdam dam, C7 : Seomjin river dam discharged into the sam-cheon, C8 : C1~C7

(a) BOD (b) T-P

Fig. 11. Simulated water quality for the scenario in Mankyung River during Irrigation period.

(a) BOD (b) T-P

Fig. 12. Simulated water quality for the scenario in Mankyung River during non-Irrigation period.

Table 4. Forecasting of BOD concentration and improvement rate in Mankyung B unit watershed

Time Diagnosis
Scenario

Simulated C1 C2 C3 C4 C5 C6 C7 C8

Irrigation 
period

Concentration (mg/L) 4.53 4.48 4.10 4.06 4.53 4.23 3.48 4.25 3.23

Improvement rate (%) 1.10 9.49 10.38 0.00 6.62 23.18 6.18 28.70 

Non-irrigation 
period

Concentration (mg/L) 4.49 4.44 4.22 4.03 4.49 4.08 3.49 4.19 3.21

Improvement rate (%) 1.11 6.01 10.24 0.00 9.13 22.27 6.68 28.51 

* C1 : Retention-basin, C2 : Heightening reservoir, C3 : Improving Eou-weir management, C4 : Reuse treated waste water, C5 : New dam construction, 
C6 : Increasement discharge of Yongdam dam, C7 : Seomjin river dam discharged into the sam-cheon, C8 : C1~C7

타났다. 비관개기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 BOD 개선효과가 

없는 것은 아중천에서 방류되는 하수처리수의 BOD 부하량

이 소양천의 BOD 부하량보다 높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관개기에 만경B 지점에서 모의된 T-P 농도는 0.2165 

mg/L를 보였고, 모든 시나리오를 적용한 C8의 개선효과가 

17.0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경B 지점의 T-P 
개선효과에 대한순위는 다음과 같다.

모든 시나리오 적용(17.09%) > 하수처리수 재이용(9.01%) 
> 용담댐 방류량 증가(7.16%) > 섬진강댐 삼천 방류(7.99%) 
> 어우보 운영개선(4.34%) > 강변저류지(2.91%) > 저수지증

고(2.77%) > 신규댐건설(1.29%)이다.
비관개기에 만경B 지점에서 모의된 T-P 농도는 0.2270 

mg/L를 보였고, 모든 시나리오를 적용한 C8의 개선효과가 

28.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경B 지점의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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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D (b) T-P

Fig. 13. Simulated water quality for the scenario in Dongjin River during Irrigation period.

(a) BOD (b) T-P

Fig. 14. Simulated water quality for the scenario in Dongjin Riv during non-Irrigation period.

개선효과에 대한 순위는 다음과 같다.
모든 시나리오 적용(26.68%) > 하수처리수재이용(14.27%) 

> 용담댐 방류량 증가(12.69%) > 어우보 운영개선(10.00) > 
섬진강댐 삼천 방류(8.90%) > 저수지 증고(6.61) > 강변저류

지(4.05%) > 신규댐 건설(3.66%)이다.
 모델 결과 BOD와 마찬가지로 모든 시나리오를 적용했

을 때 개선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용담댐 방류량 증가, 어우보 운영개선 방안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관개기보다 비관개기에 

개선율이 더 높았다. BOD와는 다르게 T-P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방안이 개선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은 T-P에 대한 

고도처리 효과를 적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3.2. 동진강 유역

관개기에 동진A지점에서 모의된 BOD 농도는 2.71 mg/L
를 보였고, 시나리오 적용시 강변저류지방안은 2.21%, 저수

지 증고 방안은 10.33%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모든 시나리오 적용시에는 14.39%의 개선효과를 보였다.
비관개기에 동진A지점에서 모의된 BOD 농도는 3.41 

mg/L를 보였고, 모든 시나리오를 적용한 C4의 개선효과가 

15.5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확보 방안별

로 한교천 방류량 확보 방안이 13.49%, 저수지 증고 방안이 

12.02%, 강변저류지 방안이 3.23%의 개선효과를 보였다. 모
델 결과 관개기에는 저수지 증고 방안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관개기에는 정우소수력발전소에서 한교천으로 방류되는 

수량을 확보하는 방안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6. Forecasting of BOD concentration and improvement 
rate in Dongjin A unit watershed

Time Diagnosis
Scenario

Simulated C1 C2 C3 C4

Irrigation 
period

Concentration
(mg/L)

2.71 2.65 2.43 - 2.32

Improvement 
rate (%)

2.21 10.33 - 14.39 

Non-
irrigation 
period

Concentration
(mg/L)

3.41 3.30 3.00 2.95 2.88

Improvement 
rate (%)

3.23 12.02 13.49 15.54 

* C1 : Retention-basin, C2 : Heightening reservoir, 
C3 : Improving Eou-weir management, C4 : C1~C3

Table 7. Forecasting of T-P concentration and improvement rate 
in Dongjin A unit watershed

Time Diagnosis
Scenario

Simulated C1 C2 C3 C4

Irrigation 
period

Concentration
(mg/L)

0.1001 0.0980 0.0867 - 0.0855

Improvement 
rate (%)

2.10 13.39 - 14.59 

Non-
irrigation 
period

Concentration
(mg/L)

0.1038 0.1010 0.0893 0.0878 0.0836

Improvement 
rate (%)

2.70 13.97 15.41 19.46 

*C1 : Retention-basin, C2 : Heightening reservoir, 
C3 : Improving Eou-weir management, C4 : C1~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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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개기에 동진A지점에서 모의된 T-P 농도는 0.08 mg/L
를 보였고, 시나리오 적용시 강변저류지 방안은 2.04%, 저
수지 증고 방안은 13.31%의 개선효과를 보였고 모든 시나

리오 적용 시에는 14.59% 개선효과를 보였다.
비관개기에 동진A지점에서 모의된 T-P 농도는 0.1001 

mg/L를 보였고, 모든 시나리오를 적용한 C4의 개선효과가 

19.4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확보 방안별

로 정우소수력발전소에서 한교천으로 방류되는 수량을 확

보하는 방안이 15.41%, 저수지 증고 방안이 13.97%로 나타

났으며, 강변저류지 방안은 2.70%의 개선효과를 보였다. 모
델결과 관개기에 비해 비관개기의 개선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비관개기에는 한교천으로 방류되는 수량을 확

보하는 방안과 저수지 증고 방안이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유역의 만경강과 동진강을 대상으

로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유지유

량 확보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확보된 환경유지유량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

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만경강유역의 추가확보된 환경유지용수는 13.6 CMS
이고, 동진강유역은 5.76 CMS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시나리오별 모델 구동 결과 수질오염 총량관리 목표

수질 지점인 만경B, 동진A 지점 모두 BOD, T-P항목에 대

해 모든 시나리오를 합한 안이 개선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관개기보다 비관개기에 개선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개선율이 높은 시나리오는 관개기, 비관

개기 모두 동일하게 만경강 만경B 지점에서 BOD에 대해 

용담댐 방류량증가 안이 높았고 T-P에 대해 하수처리수 재

이용 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비관개기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 BOD개선효과가 없

는 것을 보여 환경유지유량 증가뿐만 아니라 오염부하량 삭

감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동진A 지점에서 수질개선율이 높은 시나리오는 관개기 

BOD, T-P에 대해 저수지증고 안이 높았고 비관개기의 경

우 BOD, T-P에 대해 한교천 방류량 확보 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관개기에는 정우소수력발전소에서 발전 후 동진강 도

수로로 방류를 하여 농업용수로 공급을 하지만 비관개기 발

전 후 용수가 한교천으로 지속적으로 방류 될 경우 정읍천

의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동진강 중하류의 수질개선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확보된 환경유지유량을 시나리오별로 적용시켜 본 결

과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개선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새만금유역의 환경유지용수 확보

를 위해 경제성평가 및 현실적 조건을 반영한 다양한 실현

가능한 방법을 고려하여 환경유지용수를 확보하여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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