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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하천은 물을 활용하기 위한 이수기능과 홍수방어를 위한 치수기능 그리고 자연생태계를 유,

지하기 위한 환경기능 등 크게 대 기능으로 나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물3 .

이 흐르지 않는다면 불가능 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물이 흘러야 하는 가에 대하여 조사 분석을 통하여 하천유지유량이라는 것을 제안하고 이를 법

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러한 하천유지유량은 각 나라의 기후나 지형학적 특성 때문에 나라별로 다양한 방법을 적

용하고 있으며 또한 지형학적 생태학적 신미적인 기능 등 각자의 필요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

인자들을 기준으로한 유량 계산의 틀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하천법 개정에 따.

라서 하천유지유량의 개념을 재 정립하고 그 유량을 산정방안 및 지침 등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방안에 의해 제안되는 유량의 경우 근본적으로 상류로부터 흐러 내려오지 않

는다면 아무리 좋은 방법에 의해 산정되고 고시되는 하천유지유량은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유지유량을 충분히 흘려보내 줄 수 있는지를 분석한 하천유지가,

능유하량의 개념을 제안하고 산정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하천유지유량 하천유지가능유하량 저수지 운영핵심용어 하천유지유량 하천유지가능유하량 저수지 운영핵심용어 하천유지유량 하천유지가능유하량 저수지 운영핵심용어 하천유지유량 하천유지가능유하량 저수지 운영: , ,: , ,: , ,: , ,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하천의 수질오염문제는 최근에 제기된 문제라기보다는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제기되기 시작

하였고 산업생산증가가 크게 늘어나면서 수질오염 문제가 점차 심화되어 왔으며 급기야는 한강을

비롯한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에 대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수계관리기금의, ,

조성을 통한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열대몬순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오염배출총량의 획기적 감소가 없다면 갈수시의 수질 유지를 위하여는 하천유지유량

이 충분한 공급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특별법 등에서 목표로 하는 수질 목표를 유지.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수량 공급의 계절적 편기 문제와 수질 문제를 연계하여 고.

려하기 위해서는 하천 내 유지유량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의 중심에 위치.

하고 있는 한강수계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과 산업발달 및 도시화로 인한 용수수요의 급증과

인구의 군집화에도 불구하고 한강상류수계의 소양강호 충주호를 비롯하여 한강의 중간수역에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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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청평댐 의암댐 등의 대규모 저류공간으로 인하여 수량의 계절적인 편기문제와 수도권의 용,

수공급에 필요한 수자원의 조절효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인구의 증

가와 산업발전에 따른 오염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하천 내 수질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되

어가고 있다 특히 갈수기에는 수질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댐에서의 방류량은 갈수 시 수. ,

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댐 방류가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하천유지유량하천유지유량하천유지유량하천유지유량2.2.2.2.

하천유지에 필요한 유량의 개념은 하천설계기준에서는 하천유지유량 하천유지용수 하천관리, ,

유량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천유지유량은 하천에서 유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을 말하며 하천유지용수는 하천유지유량 개념에 따라 수자

원계획 차원에서 설정하는 유량을 의미하고 있다.

하천유지유량의 정의 및 산정하천유지유량의 정의 및 산정하천유지유량의 정의 및 산정하천유지유량의 정의 및 산정2.12.12.12.1

하천유지유량은 어떤 하도구간 또는 특정지점에서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유량이다 하천유지유량은 현재 상태와 비교하여 향후 하천의 수리수문과 환경조건.

등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는 유량이지만 하천에 따라 새롭게 자연적 기능을 강화하,

거나 목적변화 등에 의하여 인위적 기능이 강화되는 경우 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하천유지유.

량은 하천관리유량이라는 용어와 유사한 의미나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서

로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하천유지유량이라는 용어는 갈수량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감.

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항목별 필요유량과 평균 갈수량을 비교하여 큰 값을 하.

천유지유량이라고 정의한다 이를 간략히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

하천유지유량 최대치 평균 갈수량 항목별 필요유량= ( , )

여기서 항목별 필요유량은 하천법과 그 시행령 갈수대책업무규정 그리고 하천설계기준 한국, , (

수자원공사 등에서 정한 하천의 가지 기능 수질보전 생태계 어류 보전 경관 수상이용, 2005) 9 ( , ( ) , , ,

염수침입방지 하구 막힘 방지 하천관리시설의 보호 지하수위의 유지 어업 중에서 그 하천에서, , , , )

필요로 하는 기능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유량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하천유지유량.

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강우로 인한 수문학적 유출량과 하천의 기능상 필요로 하는 유량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하천관리유량이라 함은 하천유지유량과 물수지 분석에 의해 각종 취수 및 용수를 만족하게 하

는 이수유량과의 합을 기준지점에서의 하천관리유량이라고 한다.

하천관리유량 하천유지유량 이수유량= +

하천관리유량은 하천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유량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하천의 자연 및 인위적

인 기능 뿐 아니라 하천수의 이용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천의 대표지점에서 흘러야 하는

유량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천관리유량은 설정시점을 기준으로 시간이 지속됨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유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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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수유량에 변화가 발생하면 그 지점을 기준으로 상 하류의 하천관리유량은 변화될 수 있다, .

따라서 하천에 새로운 취수허가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하천관리자는 현재의 취수허가량을 기준으

로 설정된 하천관리유량을 다시 결정하기도 한다.

하천유지가능유하량하천유지가능유하량하천유지가능유하량하천유지가능유하량3.3.3.3.

하천유지가능유하량의 정의 및 산정하천유지가능유하량의 정의 및 산정하천유지가능유하량의 정의 및 산정하천유지가능유하량의 정의 및 산정3.13.13.13.1

하천유지 가능유하량이란 물수지 분석을 통하여 저수지 초기저수위 및 운영 회귀율 용수 수, ,

요 등의 조건이 만족되었을 경우 확보 가능한 하천의 유지 유량으로서 만약 초기 조건이 만족되

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확보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에 제시되고 있는 하천유지유.

량과는 다른 뜻으로 하천에 흐를 수 있는 유량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최저 또는 가능한 유량을

제시함으로써 기준유량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총 오염원에 대한 수질을 농도적으로 계,

산하거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기초 자료가 된다.

하천유지 가능유하량은 유역 내에서 활용 가능한 하천 내 유지유량으로 예상지점 상류부의 용

수수요와 회귀율뿐만 아니라 저수지의 운영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유량

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산정된 하천유지가능 유하량은 유역으로부터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최대 유량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하천 내 유입되는 오염총량을 파

악하는 경우 예상지점의 하류부의 적정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가로 공급해야 되는 유량을 결

정하는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즉 목표수질을 정해놓은 경우 유입되는 원수의 수질이 이를. ,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하천유지 가능유하량의 범위 내에서 대규모 저류지로부터 물을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적절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하천유지가능유하량을 지나치게 단기. ,

간에 맞추어 산정하는 경우 하천유지 가능유하량은 증가될 수는 있으나 실제 활용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장기간에 맞추어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감.

안하여 년간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 갈수기인 봄에 하천유지가능 유하량이 산정되도록 하였다1 .

한강수계 하천유지가능유하량 해석한강수계 하천유지가능유하량 해석한강수계 하천유지가능유하량 해석한강수계 하천유지가능유하량 해석3.23.23.23.2

대규모 저류지 댐 를 감안하여 년 년 년 년 년 빈도의 자연유량이 발생하는 경우의( ) 2 , 5 , 10 , 20 , 30

각 지점별로 월별 유하량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천유지 가능유하량을 해석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각 댐의 수위별 저류용량을 고려하여 댐의 초기수위에 따른 하천유지 가능유하량을 해석

하였다.

충주댐 활용시의 분석3.2.1

충주댐의 저수위인 를 기준으로 상시 만수위인 제한수위인 이후110.00m 141.00m, 138.00m, 5m

씩 차감하여 에 대하여 하천유지 가능유하량을 해석하였다 그림 의133.00m, 128.00m, 123.00m . 1

경우 년도의 상시만수에서의 빈도별 하천유지 가능유하량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듯2007 .

이 모든 빈도에서 건기인 월 월까지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상류 저류지에서 물을 공급해야 하10 ~6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양이 각 빈도별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초기.

수위에 변화에 따라 빈도별 하천유지 가능유하량을 계산하면 표 과 같다 충주댐에서 하천유지1 .

가능유하량을 공급할 경우 빈도 및 초기수위에 따라 목표지점인 팔당댐 하류 지점에서

에서 까지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수위를 이상으로 유257.146CMS 93.346CMS . 128m

지할 경우 년 갈수 빈도에서도 목표지점에서 이상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30 100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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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소양강댐 활용시의 분석3.2.2

소양강댐의 저수위인 를 최저수위로 하여 상시만수위인 제한수위인150.00m 193.50m, 185.00m,

및 에 대하여 하천유지 가능유하량을 분석하였다180.00m, 175.00m, 170.00m .

표 에 년도의 빈도별 하천유지 가능유하량 값을 나타냈고 그림 에 년도의 상시만수2 2007 2 2007

위에서의 빈도별 하천유지 가능유하량을 나타냈다.

소양강댐을 활용할 경우도 충주댐을 활용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월 월까지 하천유지유량을10 6～

공급해 주어야 하며 그 양은 표 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러나 소양강댐의 경우 충주댐보다 규모6 .

초기수위
갈수빈도별 하천유지 가능유하량(CMS)

비고
년2 년5 년10 년20 년30

EL(+)141.00 257.146 218.023 202.068 186.902 180.352 상시만수위

EL(+)138.00 240.936 205.184 188.464 174.892 167.343 제한수위

EL(+)133.00 211.959 181.381 162.321 146.731 140.393 　

EL(+)128.00 185.394 155.577 137.057 121.633 115.129 　

EL(+)123.00 151.542 126.272 112.646 99.993 93.346 　

표 년도의 충주댐을 활용한 하천유지 가능유하량표 년도의 충주댐을 활용한 하천유지 가능유하량표 년도의 충주댐을 활용한 하천유지 가능유하량표 년도의 충주댐을 활용한 하천유지 가능유하량1. 20071. 20071. 20071. 2007

초기수위
갈수빈도별 하천유지 가능유하량(CMS)

비고
년2 년5 년10 년20 년30

EL(+)193.50 261.863 222.155 206.423 191.001 184.468 상시만수위

EL(+)185.00 227.529 194.299 177.34 162.199 155.963 제한수위

EL(+)180.00 207.551 177.724 157.914 142.352 135.985 　

EL(+)175.00 188.794 159.005 139.781 124.339 117.853 　

EL(+)170.00 165.211 138.419 122.898 108.087 101.493 　

표 년도의 소양강댐을 활용한 하천유지 가능유하량표 년도의 소양강댐을 활용한 하천유지 가능유하량표 년도의 소양강댐을 활용한 하천유지 가능유하량표 년도의 소양강댐을 활용한 하천유지 가능유하량2. 20072. 20072. 20072. 2007

그림그림그림그림 1111 충주댐의 상시만수위에서의 빈도별 하천유지가능 유하량 년 용수추정량 기준충주댐의 상시만수위에서의 빈도별 하천유지가능 유하량 년 용수추정량 기준충주댐의 상시만수위에서의 빈도별 하천유지가능 유하량 년 용수추정량 기준충주댐의 상시만수위에서의 빈도별 하천유지가능 유하량 년 용수추정량 기준(2007 )(2007 )(2007 )(2007 )

그림그림그림그림 2222 소양강댐의 상시만수위에서의 빈도별 하천유지가능 유하량 년 용수추정량 기준소양강댐의 상시만수위에서의 빈도별 하천유지가능 유하량 년 용수추정량 기준소양강댐의 상시만수위에서의 빈도별 하천유지가능 유하량 년 용수추정량 기준소양강댐의 상시만수위에서의 빈도별 하천유지가능 유하량 년 용수추정량 기준(2007 )(2007 )(2007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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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기 때문에 용수공급능력이 증가하여 갈수빈도별 하천유지 가능유하량이 계산한 초기수위에

서 빈도에 상관없이 소양강댐의 수위를 저수위까지 활용할 경우 목표지점에서의 하천유지 가능유

하량이 이상 흐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0CMS .

결론결론결론결론4.4.4.4.

본 연구에서는 하천유지유량의 의미와 하천유지 가능유하량의 개념을 비교하였으며 한강 수계,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역의 상수원으로서 유지해야할 적정수질을 위해 공급 가능한 유하량의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천유지 가능유하량이란 물수지 분석을 통하여 저수지 초기저수위 및 운영수위 회귀율, , ,

용수 수요 등의 조건이 만족되었을 경우 확보 가능한 하천의 유지 유량으로서 만약 초기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확보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하천유지유량과는 달리 수.

계에 흘러드는 총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여 이를 희석시킬 수 있는 최대 유량을 나타낸다 따라서.

하천유지 가능유하량은 기존의 하천유지유량의 의미에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오염총량제에

적합한 유량이라 판단된다.

둘째 대규모 저류지 댐 가 존재하지 않을 때의 팔당댐 방류부의 유하량은 겨울 봄의 갈수기에, ( ) ,

는 그 유하량이 매우 적어 적정 수질과 수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규모 저.

류지 댐 을 활용할 경우에는 갈수기에 댐의 최소 운용용량 저수위 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한 양의( ) ( )

물을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 상의 연구를 통해 갈수 시 한강수계 내 하천유지 가능유하량을 정량적으로 해석하여,

향후 하천유지 유량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구축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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