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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하천유지유량 중 수질보전 필요유량 산정을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SEI-US가 공동으로 개발한 K-WEAPq(Korea-Water Evaluation and Planning System Linked

QUAL2K) 모형을 이용하여 충주댐상류 수계를 대상으로 수량-수질연계모의를 수행하였다. 수질

보전 필요유량은 환경기초시설 등을 이용하여 하천에 유입되는 수질오염원을 최대한 처리한 후

남는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여 적정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유량이다.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수질보

전 필요유량 산정시, 수질이 악화된 경우에는 적은 유량으로 수질개선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만, 수질이 좋은 경우에는 많은 유량으로도 수질개선효과가 크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유량과 수질개선효과가 큰 유량을 비교 검토하여 대상지점의 적정수질 관리

유량을 선정하고, 이때의 수질(수량관리수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면 장래 하천

수량 및 수질의 연중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대상지점의 목표 수질 및 적정 수질에 따른 수질보전

필요유량을 산정하여 하천 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하천유지유량, 수질보전 필요유량, K-WEAPq, QUAL2K

..........................................................................................

1.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하천유지유량에도 수질문제

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건설부(1985)에서는 생물학적 분해가능모형을 이용하여 하천유지유량을

추정하였고, 1988년에도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유지유량을 산정하였다. 국토개발연구원(1988)은 금

강 및 영산강에 대하여 QUAL2E 모형을 적용하여 수질을 예측하고 필요한 유량을 산정하였으며,

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설부, 1990)에서는 2011년까지 목표연도 수질기준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을

제시하였다. 이후 한국수자원공사(1995)등에서 하천유지유량 산정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

으며 1997～1999년까지 건설교통부에서 5대강에 대한 하천유지유량을 산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유지유량 중 수질보전 필요유량을 산정하기위하여 2016년을 목표연도로 하

고, 평가대상항목 및 목표수질기준은 수질관련 정책 및 기존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BOD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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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충주댐상류 유역의 용수수급네트워크

대상 항목으로 선정하였고, 환경부의 "중권역별 목표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과 달성기간“에 고

시된 목표기준을 적용하였다. K-WEAPq 모형을 이용한 수량-수질 연계모의를 통하여 수질보전

필요유량을 산정하였다.

2. 분석에 사용된 모형

K-WEAP(Korea-Water Evaluation and Planning System) 모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SEI-US(Stockholm Environmental Institute -U.S. Center)의 공동연구로 개발된 모형으로 유역

의 물이용 순환체계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고, 수량, 수질, 환경, 수요관리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통합수자원계획수립을 지원하는 전문 모형이다. K-WEAPq 모형은 K-WEAP 모형에

서 내부함수를 이용하여 수질모의를 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국내․외적으로 신뢰도가 높고, 널리

이용되고 있는 QUAL2K 를 연계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량-수질 연계모

의를 수행한다.

QUAL2K 모형은 QUAL2E 모형의 단점을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모형으로 BOD, 질소, 그리

고 인 등 16가지의 수질항목을 모의할 수 있으며, 1차원 정상상태의 부등류 흐름으로 가정하여 수

질을 모의한다. 국내의 QUAL2E 및 QUAL2K의 적용사례를 살펴보면 QUAL2E는 금강(서동일

등, 2006) 등의 오염총량계획 및 물환경관리기본계획 관련연구(이병국 외, 2006) 등 수질관련 주요

계획에 사용되었으며, 박석순 등(2006)은 4대강 대권역별 수질보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중

한강하류 수계, 오십천, 남대천 등의 수질분석에 QUAL2K를 사용했다. Prakash R. 등(2007)은

QUAL2K의 매개변수 자동보정 모형인 QUAL2Kw를 이용해서 네팔의 Bagmati 강의 수질을 모의

하였고, Chihao Fan 등(2009)은 타이완의 Keelung 강에서 HEC-RAS와 QUAL2K 모형을 이용하

여 수질모의를 수행하였다.

3. 모형적용

수질보전 필요유량을 산정하기 위한 대상

지점은 충주댐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영월,

영월1, 영춘지점을 선정하였다. 대상지점이

포함되어 있는 충주댐 상류 유역은 남한강상

류, 평창강, 충주댐 등 세 개의 중권역 및 50

개의 소권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역면적

은 6705.06 ㎢, 유로연장 375 ㎞이다. 행정구

역상으로는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3

개도의 14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골지

천, 평창강, 주천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환

경부의 수질측정망을 이용하여 각 중권역의

대표지점인 영월 1, 평창강3, 충주댐 지점 수

질의 연간 변화를 보면 BOD는 1 ㎎/L 내외

로 안정적이며, COD는 2～3 ㎎/L 의 범위로

과거에 비해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질보전필요유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수

량-수질 연계분석이 가능하도록 수질모의 대상 수계구간을 결정하고 그림 2와 같이 용수수급네트워

크를 구축하였다. 수질예측모형의 소구간 길이는 1 ㎞ 단위로 하고 구간수는 61개로 구분하였다. 장

래의 오염부하량 예측자료는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서 산정된 표준유역별 오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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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K-WEAPq 모형에의한

유량비교(영춘지점)

그림 3. 영월1 지점의 수질현황곡선

하량 자료를 이용하였고, 2003년 자료와 수질측정

망의 실측자료를 이용하여 검보정을 수행한 후

2015년 장래수질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장래

수질 분석에 사용된 남한강상류, 평창강, 충주댐

중권역의 BOD 배출부하량은 2003년 35.160 ㎏/일

에서, 2015년 32,947 ㎏/일로 다소 감소했다. 유량

자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산정된 자연

유량 및 댐 방류량 자료, 취수시설의 취수량 및 회

귀율 등을 이용하여 K-WEAPq 모형을 통한 물

수지 분석을 수행하였고, 국토해양부에서 제공되

는 유량결과와 비교하였다. 기준년도인 2003년 영

춘 지점의 모의유량 및 관측유량을 비교한 결과

계산유량이 관측유량에 비해 다소 과소 추정되었

으나 상관계수 0.864로 나타났고 경향이 비슷하게 분석되어 유량산정결과가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 장래수질분석에 사용된 유량자료는 1967～2008년에 대하여 산정된 자연유량 자료를 비

교․분석하여 연평균 유량의 중간값을 가진 평균년인 1984년의 자연유량 자료를 이용하였다.

4. 수질보전 필요유량 산정

수질보전 필요유량은 환경기초시설 등을 이용하여 하천에 유입되는 수질오염원을 최대한 처리

한 후 남는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여 적정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유량이다. 수질보전 필요유량 산정

을 위한 평가대상항목은 BOD로 선정하고 목표수질 기준은 환경부에서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

계 목표기준과 달성기간”에 고시한 목표수질 기준을 사용하였다.

일별 수량-수질 연계분석결과 대체로

유량이 풍부한 기간에는 수질이 낮게 분

석되고 유량이 적은 기간에는 수질이 악

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 결과를 이용하

여 그림 4와 같은 수질현황곡선을 그렸

다. 그림을 보면 수질개선을 위한 희석용

수로서의 필요유량은 수질이 나쁜 상황에

서는 적은양으로 큰 효과 볼 수 있지만

수질이 비교적 좋은 상황에서는 많은 양

의 희석용수가 필요하여 수질개선효과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K-WEAPq를 이용한 일별 수량-수

질 연계분석을 통하여 하천수질 개선효과가 좋은 유량 및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유량을 산정하여

이중 작은 유량을 수질보전 필요유량으로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영월1 지점의 경우 목표수질인 Ia 등급 달성을 위해서는 11.52 ㎥/s 의 유량이 필요

하나 Ib 등급인 2 ㎎/L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25 ㎥/s의 유량이 필요하고, II와 III 등급을 달성하

기 위해서는 각각 2.73 ㎥/s, 2.54 ㎥/s의 유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적정수질 관리유량

분석결과 Table 4.와 같이 4.54 ㎥/s가 수질개선 효과가 큰 유량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때의 수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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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수질은 1.7 ㎎/L로 Ib 등급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월 지점의 경우에는 연중 목표수

질인 BOD 1 ㎎/L를 달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영춘지점의 경우 목표수질인 1 ㎎/L를 달성하

는 유량이 수질개선효과도 큰 지점으로 분석되어 목표수질 달성 유량인 11.28 ㎥/s을 수질보전 필

요유량으로 결정하였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질보전 필요유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K-WEAPq를 이용하여 일별 수량-수질

연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연중 수질현황 곡선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목표수질을 달

성하는 유량과 수질개선효과가 큰 유량을 비교 검토하여 대상지점의 적정수질 관리유량을 선정하

고, 이때의 수질(수량관리수질)을 제시하였다. 또한 수질현황곡선을 이용하면 각 대상지점별로 환

경부에서 제시하는 수질등급별 농도를 달성하기 위한 유량을 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면 장래 하천 수량 및 수질의 연중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대상지점의 목표 수질 및 적정

수질에 따른 수질보전 필요유량을 산정하여 하천 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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