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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field surveys were performed for 12 stations in main stream of Hongjechun and

3 stations in 2 tributaries, respectively, in order to find out dried reaches of the stream, and to

examine the water quality of the stream, and to suggest methods to improve the stream

concerned into eco-stream.

In the results of water quality in stream, however distinct difference for seasonal variation of

the water quality was not found, the water quality of winter was relatively better than that of

other seasons. Annual mean concentration of BOD was 6.5mg/L in the upper reach, 11.8mg/L

in the middle reach, 15.3mg/L in the lower reach of main stream, and total mean was

12.5mg/L, while the BOD concentration was 3.6mg/L in the upper reach, and was 9.6mg/L in

the low reach of Gukichun, the tributary.

Based on flow examination, the level of water depth was so low and the flow can not be

traveled downstream in the reach between ST-9 and ST-10 for low water season, whereas it was

observed that the flow was traveling except the dry season even the water level was lower than

that of adjacent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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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기별 조사

하천수의 수기별 일변화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2시간 간격으로 24시간 연속 샘플링하 다. 조사

시기는 저수기에 해당하는 2004년 10월 22일-23일

과 평수기에 해당하는 8월 24일-25일 2회이며, 조

사 지점은 ST-5, ST-8, ST-11 등 홍제천 본류 3지

점, GK-3 구기천(지류) 1지점, SY-3 신 천(지류)

1지점이며 분석항목은 계절별 수질조사와 같다.

2) 하수 조사

유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을 파악하기 위해 자

동유량계인 PCM-3(American Nivus Inc., 2002) 와

SIGMA 950(American Sigma Inc., 2000)을 사용하

여 측정하 다. 측정원리는 도플러방식의 유속

센서와 수위측정 센서가 결합된 일체형 센서를

사용하여 유량을 측정한다. 구기배수분구 구기천

말단 GK-3지점, 평창배수분구 홍제천 ST-8지점

총 2곳에 대하여 2004년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5

분 간격으로 24시간 연속 측정하 다.

2. 조사 결과

1) 하천수 유량조사

홍제천 종로구관내 본류 및 지류 하천을 포함

하여 구간별 건천화 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갈

수기 (1차), 저수기 (2차) 및 평수기 (3차)에 대

하여 수기별 1회씩 총 3회 유량조사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홍제천 본류의 유량은 1차 (갈수기) 측정시 상

류 ST-1+2 지점에서 215m3, ST-3, ST-4 지점에

서 각각 301m3/d, 404m3/d로 급격히 증가하 으

며, ST-5 지점에서 247m3/d로 감소하 고, ST-9

지점까지 유량의 변동이 거의 없이 평균 유량이

246m3/d로 일정하 으며, ST-9에서 ST-10 지점

사이에 유량이 갑자기 소멸되었다가 구기천의 유

입으로 ST-10 지점 164m3/d, ST-11 지점

245m3/d, ST-12지점 385m3/d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차 및 3차 (저수기) 측정시에도 유

량 증감 패턴은 유사하 으며, 본류 ST-5 지점부

터 ST-9 지점까지 평균 유량이 2차 352m3/d, 3차

593m3/d으로 시기별 유황의 변동에 따라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류인 구기천은 1차 측정시(갈수기) GK-1 지

점(구기 1천)과 GK-2 지점 (구기 2천)에서 각각

68m3/d, 76m3/d으로 조사되었으며, 합류 후 유하하

면서 구기천 말단(GK-3 지점)에서 164m3/d로 증

가되어 홍제천으로 유입되어 본류의 유량을 증가

시키는 데 기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홍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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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량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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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mg/L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로 판단컨대 계절

별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으며, 겨울철의 수질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수질은 홍제천 본류의 경우 상류 시점

ST-1 지점(올림피아호텔 부근)에서 BOD 6.0mg/L

으로 시작하여, ST-5 지점에서 10.3mg/L로 급격

히 나빠졌으며 ST-9 지점(평창동동사무소 부근)

까지 수질악화는 서서히 지속되었으며, 구기천의

유입 후 ST-10 지점에서 하류 종점 ST-12까지 큰

변동이 없이 15mg/L 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COD의 경우 ST-9~ST-12 구간에서 변

동이 없이 일정하 던 것과는 달리 꾸준히 상승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OD/BOD 비율은 평균

1.5(범위: 1.3~2.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구간

에서 TN은 2.2~4.6 mg/L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호소 수질환경기준으로 5등급

(1.5mg/L 이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며, TP는

0.014~0.048 mg/L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호소 수질환경기준으로 3등급 (0.05mg/L 이

하) 수준에 해당하는 수질로 조사되었다.

지류인 구기천 수질은 상류인 GK-1 지점에서

BOD 3.6mg/L로 매우 양호한 수질이나, 하류인

홍제천 유입 직전 GK-3 지점에서 9.6mg/L로 상

당히 나빠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복개

구간을 유하하면서 불량 하수관거로부터 하수의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복개구간이 약

1km로 상당히 길어 빛이 차단된 이 구간을 유하

하면서 수질이 나빠진 것도 원인이 있었던 것으

로 사료된다. 이 구간에서 TN은 1.9~3.7mg/L로,

TP는 0.007~0.018mg/L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지류인 신 천 수질은 상류인 SY-1 지점

BOD 3.4mg/L이었으나 하류인 SY-3 지점에서

10.3mg/L로 나빠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현통사 아래 (SY-3 지점에서 상류 200m) 주거지

역으로부터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하천에 직접

유입되면서 수질의 악화에 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TN은 1.5~4.2mg/L로, TP는

0.007~0.026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하천수 수기별 조사결과 및 하수량과의 관계

2004년 6월 24일 12시부터 익일 12시까지 24시

간 연속 샘플링하여 수질분석한 결과를 각각 그

림 4에 나타내었다.

1차 조사에서 ST-8 지점의 하천수 유량의 시간

대별 변화는 1,590~1,948로 분포하며, 활동인구가

적은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새벽시간대에 유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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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절별 수질조사 결과

하천 지점 봄 여름 가을 겨울 년평균
BODCOD TN TP BODCOD TN TP BODCOD TN TP BODCOD TN TP BODCOD TN TP
6.0 9.5 2.0 0.015 6.0 9.7 2.4 0.013 5.8 8.6 2.2 0.013 6.3 12.1 2.2 0.014 6.0 10.0 2.2 0.014
7.3 13.0 3.7 0.024 7.7 12.9 3.7 0.020 6.7 10.3 3.5 0.019 6.1 14.3 3.6 0.017 6.9 12.6 3.6 0.020
9.7 16.7 2.6 0.034 10.9 17.2 3.8 0.029 11.7 16.3 4.0 0.029 9.1 16.6 2.8 0.019 10.3 16.5 3.3 0.028
12.1 18.6 2.8 0.027 13.9 20.2 3.3 0.028 12.2 18.7 3.7 0.031 14.2 16.9 2.9 0.016 13.2 18.4 3.1 0.026
15.4 18.4 3.0 0.025 15.7 20.3 4.3 0.032 16.2 21.6 5.3 0.034 13.4 16.5 3.3 0.017 15.1 19.1 4.0 0.027
14.4 15.2 3.7 0.053 16.0 22.2 4.6 0.037 16.6 21.9 5.5 0.044 14.4 21.6 4.8 0.028 15.3 20.2 4.6 0.040
13.0 15.7 2.8 0.035 15.8 23.7 4.6 0.037 19.4 25.6 6.1 0.042 13.5 26.3 3.9 0.022 15.3 22.7 4.4 0.034
13.5 15.7 3.2 0.050 16.1 25.3 5.0 0.042 19.7 25.2 5.9 0.045 11.6 32.3 4.4 0.054 15.2 24.6 4.6 0.048
2.8 6.2 1.5 0.005 3.7 7.7 1.9 0.008 3.2 6.3 1.8 0.008 4.6 11.2 2.3 0.007 3.6 7.8 1.9 0.007
7.6 13.0 2.7 0.023 9.2 13.1 3.8 0.017 7.3 11.4 3.8 0.017 14.3 18.5 4.2 0.016 9.6 13.9 3.7 0.018
2.8 4.3 1.1 0.007 3.9 6.9 1.3 0.007 4.6 7.6 2.1 0.008 2.5 7.6 1.4 0.005 3.4 6.5 1.5 0.007
8.3 15.4 2.7 0.030 11.3 18.5 4.8 0.028 11.9 17.5 4.1 0.031 9.4 26.3 4.7 0.016 10.3 19.3 4.2 0.026

하천 지점
봄 여름 가을 겨울 년평균

BOD COD TN TP BOD COD TN TP BOD COD TN TP BOD COD TN TP BOD COD TN TP

홍제천

구기천

신 천

ST-1
ST-3
ST-5
ST-7
ST-9
ST-10
ST-11
ST-12
GK-1
GK-3
SY-1
SY-3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오전 출

근시간대를 지나서 유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나 이는 주거지역의 하수발생특성(황병기 등, 2003;

황병기, 2003)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하수가

하천수에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질은

BOD 15.9~20.8mg/L(평균 17.97mg/L), COD

20.5~27.0mg/L(평균 22.7mg/L), TN 4.0~6.8mg/L

(평균 5.2mg/L), TP 0.027~0.033mg/L(평균 0.03mg/

L)로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하수의 발생

량이 많은 시간대에 하천수 수질도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수 조사지점을 포함하는 평창배구분

구는 주거지역으로 하수가 4,169~9,441톤/일 (평균

6,209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ST-8지점

에서 하류방향으로 약 1km 떨어진 ST-11 지점에

서 하천수 유량은 1922~2369로 분포하며, ST-8 지

점에서와 같이 하수 발생 패턴을 따르는 경향이

있으나, 유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폭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구기배수분구가 주거/

상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우세한 지역으로 활동인

구가 야간에도 크게 줄지 않은 것을 반 하여 하

천수 유량도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ST-11 지점의 수질은 ST-8 지점

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III. 하천유지유량 산정

1. 하천유지 유량 설정

하천의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흘러

야할 유량이나 이를 결정할 때에는 하천이 요구

하는 인위적인 요건 외에 하천 자체의 자연적인

요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만일 하천 자체의 유역

에서 공급 능력을 초과 할 경우 하천 유지 유량

은 하나의 이상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아 유지 관

리에 현실성이 결여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천 상

류유역의 댐이나 하천 처리수 재이용 등과 같은

유량 조절 시설에 의해 추가 공급 할 수 있는 가

능성을 고려하여 하천 유지 유량을 결정해야 한

다. 유지용수 공급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려하

여야 하며, 한두 가지 방안으로 공급하기에는 현

실적으로 곤란하고, 유역관리 등을 통한 지하수

함량증진 등을 전 구역에서 모두 시행해야 하며

각 지천별 하천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유지용수 확보방

안으로 하천 처리수 공급, 지하수 개발, 지하철

용출수, 현지 처리, 저수지 건설, 우수저류 시절,

우수 침투시설, 분류식 관거 등이 있다.

2. 대상지역 적정 유지유량 산정

1) 하천유지유량 및 수질환경기준설정

하천 유지유량은 하천의 유지관리상 주요한 지

점에서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생태를 유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유량으로 자연적 요인인 평균

갈수량과 인위적 요인인 환경보존유량 중에서 값

이 큰 유량을 설정하여, 이는 하천의 정상적 기능

및 생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의 두 가

지 측면을 다 만족하는 유량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

기 위한 사항 중 경관, 동식물의 보호, 수질보전

과 같은 친수기능의 유지 및 회복이라는 관점에

서 환경보전유량을 하천 유지용수량으로 산정하

으며, 하천유지유량은 도시하천으로서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관, 시민의 친수활동, 동·식물 생

태유지를 위한 필요한 유량으로 계획하 고, 대

상지역의 목표유량을 기능별로 경관, 친수활동,

생태계를 고려하여 목표유량을 설정하 다.

경관을 고려한 경우 수면 폭은 유량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천 폭의 20%이상을, 유속은 완만한

흐름을 위하여 0.1~0.3m/sec, 수심은 하상이 어느

정도 감추어 질 정도로 0.1m이상이며, 친수활동을

고려하면 어린이 물놀이를 예상하여 수심 0.5m이

하 유속 0.3m/sec 이하가 적당하고, 생태계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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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된 사례로는 지하수 개발, 지하철의 역사 배

출수, 한강도수, 우수저류시설(건물간 저류, 공원,

학교 등 공공건물 이용저류 등)확보, 우수침투시

설설치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본 지역에서 적용

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연구대상지역에

적합한 확보방안을 표 5에 제시하 다.

방안 1은 필요한 유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기

천 상류에 소형댐을 만들어 야간에 저수하 다가

주간에 도수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저수가능한 양

을 산정하 다. 제방의 높이를 4m이상으로 하

을 때 약 4,300톤가량의 물을 확보할 수 있고, 이

는 부족분 2,100톤/일에 약 2배에 해당하는 유량

으로 저수량의 약 1/2를 야간저수/주간도수 하여

홍제천 본류의 하천유지 용수 부족량을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방안 2는 구기 1천과 구기 2천은 복개구간 내에

서 합류되어 약 800m 유하하여 신 상가 밑 복개

구간에서 홍제천과 합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구기 1천과 2천의 깨끗한 수질이 복

개구간을 거치면서 수질이 급속히 악화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복개구간 시작전의 구기

천의 맑은 물을 홍제천 본류로 도수할 경우 2004년

2월 2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갈수기 경우 164톤/

일, 3월 10일 자료에 의하면 저수기 경우 281톤/일

의 유량을 확보할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안 3은 백사실 위 신 천 상류 불량 주거지

역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간이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경우 방류수 약 48톤/일을 확보할 수 있

을 것으로 산정되었다

방안 4는 현통사 아래 신 천 하류 주거지역으

로부터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수를 차단한 뒤, 양

호한 수질의 신 천 하천수를 홍제천 본류로 유

입시키는 방안으로 2004년 2월 2일 조사에 의하

면 갈수기시 102톤/일, 3월 10일 조사 자료에 의

하면 저수기시 141톤/일의 유량을 적어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구기천 상류에 소규모 저류댐을

건설하여 야간에 저수하 다가 주간에 도수하는

방안이 적정유지유량 2100톤/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저류댐 건설로 인

한 주변 환경문제, 저류댐내의 수질유지문제,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홍제천의 생태하천정비를 위한 방향

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대

상 하천의 건천화 현황 및 수질조사가 이루어 졌

고 그에 따른 하천의 유지용량산정과 유지용수의

확보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1. 홍제천 유역의 건천화 현황 조사를 위하여

총 4회 유량조사를 실시하 다. 본류는 11개 지점

을, 지류는 구기천 및 신 천에 대하여 각각 3지

점을 조사하 다. 홍제천 본류에 구기천 합류전

약 200m 지점에서 갈수기 및 저수기에 일시적으

로 건천화가 나타났으나 평수기에는 유량의 감소

는 있으나 건천화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구기천은 유량조사 기간 중 건천화 된 곳

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 천 역시 조사 기

간중 건천화 된 곳은 없었으나, 갈수기시 상류의

유량이 상당히 적게 흐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본류 3개 지점의 수질값을 토대로 계절별 수

질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계절별 차이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겨울철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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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하천유지유량 확보방안 및 방안별 유지유량

구 분 확보방안 확보유량
(톤/일)

방안 1
-구기천 소규모 저류댐에 의한 저류

2,100
-간헐도수(야간저수 및 주간도수 등)
-구기천 직접도수

방안 2 -구기 1천, 2천 상류 양호한 수질과 164~281
유량

방안 3 -하수처리장 방류수 (신 천 상류) 48

방안 4
-지류하천 하천수 본류에 직유입

102~141
-신 천 하류 하천수, 하수 분리

구 분 확보방안
확보유량
(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