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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달천 중권역 지역현황

달천 중권역 유역은 7개 시군을 포함하며 14개소의 소권

역으로 구분되고 면적은 1,614.36㎢이다. 행정구역별로 보면 

괴산군이 49%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충주

시가 21%, 청원군이 11%, 보은군이 9%, 상주시가 3%, 문경

시가 1%를 차지하고 있다(물환경관리기본계획-한강 대권역 

수질보전 기본계획, 2006.9, 환경부 참조). 달천 중권역 유역

은 괴산댐유역 및 괴산댐의 단위유역으로 구분한다. 국가하

천 구간인 달천과 35개의 지방하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괴

산댐 등 150개소의 저수지가 산재되어 있고, 속리산에서 발

원하고 유역일대가 비옥하여 농경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달천 중권역의 지형과 지질을 살펴보면, 변성사질암대가 

379.52㎢(23.5%)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화강암 319.85㎢(19.8%), 흑운모화강암 264.96㎢(16.4%), 함력

천매암대 210.47㎢(13.0%), 변성사질암대 154.22㎢(9.6%), 중

부대석회암층군 67.52㎢(4.2%), 상부천매암대 40.07㎢(2.5%), 

충적층 32.75㎢(2.0%), 호상편마암 32.68㎢(2.0%), 규암 29.33

㎢(1.8%), 산성화강암류 29.2㎢(1.8%), 옥천층군변성사질암

대 17.49㎢(1.1%), 산성암 12.36㎢(0.8%), 반암류 10.24㎢(0.6%)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토양명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암쇄토의 면적이 794.94

㎢(49.2%)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회색토 및 

충적토가 252.87㎢(15.7%), 암석노출지가 189.73㎢(11.8%), 

암쇄토 및 적황색토가 165.38㎢(10.2%), 적황색토가 50.92

㎢(3.2%), 충적토가 46.61㎢(2.9%), 퇴적토가 42.76㎢(2.6%), 
<그림 1>  달천 중권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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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토 및 적황색토가 34.43㎢(2.1%)를 차지하고 있다. 토

성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사양질 내지 식양질의 면적이 

956.33㎢(59.2%)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암석

노출지 189.72(11.8%), 자갈이 있는 사양질 189.45㎢(11.7%), 식

양질 내지 식질 77.1㎢(4.8%), 사양지 내지 식질 42.76㎢(2.6%), 

사양질 내지 사질 41.53㎢(2.6%)를 차지하고 있다.

2. 달천 중권역 인문현황

달천 중권역은 시가화/건조지역과 초지 및 수역은 점진적

으로 미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산림지역, 농

업지역은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달천 수변

의 상류에 위치한 유역에서는 1975년에서 2006년까지 31년간 

토지피복의 변화경향이 미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인구의 증

감을 살펴보면, 2008년 기준 236,416명으로 1985년 245,950명

에서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1985년 대비 약 4% 정도가 줄어

들었다. 또한 관광자원은 관광특구 2곳과 관광지 5곳이 지

정되어 있다. 

<표 1> 관광자원 현황

관광
지명

소재지
개발

면적(㎢)
지정일 구분

속리산

보은군내
속리면일원
(법주사 집단
시설지구)

43,750 1997.01.18 관광특구

수안보온천
충주시상모면
(수안보온천

지구)
9,220 1997.01.18 관광특구

괴강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칠성면
두천리 일원

238 2000.12.27 관광지

수옥정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230 1995.12.08 관광지

속리산레져
보은군내

속리면 중판리
135 1996.10.04 관광지

문장대온천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일원

956 1987.11.27 관광지

무극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18 1985.06.08 관광지

주) 출처 : WAMIS(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3. 물이용 현황

전체 물이용은 1965년 359,864.8천㎥/년에서 2008년 

393,626.2천㎥/년으로 증가하였으며, 용도별 용수이용은 생

활용수와 공업용수는 증가하는 반면 농업용수는 감소하

는 추세를 나타냈다. 이 중에서 생활용수 이용량은 1999년 

48,791.3㎥/일에서 2008년 54,775.5㎥/일으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생활용수 중 상수도이용량, 기타이용량은 증가하고 

있고, 미급수지역이용량은 감소 추세였다.

한편 저수지(댐), 하천,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하여 공업

용수도, 지방상수도 및 자체시설에 의하여 용수가 공급되

는 공업용수의 이용량은 1999년 14,329.9천㎥/년에서 2008

년 12,560.2천㎥/년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작물의 재배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농업용수는 1999년 95,571.8천㎥/년에서 

2008년 135,302.9천㎥/년으로 40%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4. 물환경 수준

11개의 소권역 대표지점 중 BOD는 9개(81.8%), COD는 2

개(18.2%), T-N은 1개(9.1%), T-P는 2개(18.2%) 지점의 수질

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BOD는 감소하였으나, COD와 T-N 

수질지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염도가 증가하였기 때문

에 비점오염원, 도시 및 상공업지역 유출수 관리 등 난분해성 

유기물 유입이 많은 오염원의 관리가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현황 : 달천 중권역 내 총 19개 

<그림 2> 연도별 물이용현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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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조사(’07∼’10 환경부)에서, 수중 및 수변생태 건강성은 

대체로 ‘양호’ ~ ‘최적‘의 등급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었

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점에서 경작지에 의한 수생태계 영향

이 지적되었고, 인공제방, 횡구조물, 식생부족, 수량부족, 주

변 콘도음식점 등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등의 지적도 있

어 오염원 유입 차단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

이 대두되었었다. 

5. 오염부하량 현황과 전망

오염부하량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른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환경부 고시 제 

2006-69호)”에 제시된 방법과 원단위를 적용하여 사용한 결

과이다.

■ BOD 발생부하량 현황

달천 중권역내 발생되는 BOD 발생부하량은 2010년 총 

98,982Kg/일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생활계 18,001Kg/일, 축

산계 68,324Kg/일, 산업계 3,747Kg/일, 토지계 8,741Kg/일, 

기타 169Kg/일로 나타났다. 이를 소권역별로 살펴보면, 요

도천 소권역이 20.7%로 가장 크게 차지하였으며, 달천하류, 

<그림 3> 달천 중권역 오염원별 BOD 발생부하량 현황(‘10)

<표 2> 달천 중권역 지점별 오염도 현황( ’06 ∼ ’11)

소권역
측정지점

(* 대표지점)

BOD (㎎/L) COD (㎎/L)

’06 ’11 변화
추세

’06 ’11 변화
추세수질 등급 수질 등급 수질 등급 수질 등급

괴산댐

*괴산댐1 1.5 Ib 0.4 Ia + 3.3 Ib 2.9 Ib 0

괴산댐2 1.5 Ib 0.7 Ia + 3.3 Ib 2.7 Ib 0

괴산댐3 1.1 Ib 0.6 Ia + 2.7 Ib 2.8 Ib 0

괴산댐하류
달천2 1.2 Ib 0.5 Ia + 2.8 Ib 3.1 Ib 0

*달천3 1.4 Ib 0.5 Ia + 2.9 Ib 3.0 Ib 0

달천상류 *달천1 1.1 Ib 0.6 Ia + 2.7 Ib 3.0 Ib 0

달천하류　

달천4 1.4 Ib 0.6 Ia + 3.4 Ib 3.3 Ib 0

달천5 2.2 II 1.3 Ib + 3.6 Ib 4.0 Ib 0

*충주천 3.3 III 1.4 Ib + 4.1 II 3.0 Ib +

동진천
동진천1 1.2 Ib 0.8 Ia + 2.0 Ib 2.8 Ib 0

*동진천2 1.5 Ib 1.0 Ia + 2.4 Ib 2.4 Ib 0

석문동천

석문동천 1.2 Ib 0.8 Ia + 1.8 Ia 2.3 Ib -

석문천 1.1 Ib 1.1 Ib 0 2.0 Ib 2.9 Ib 0

*석문천2 - - 0.8 Ia 0 - - - -

석문동천
합류점

*달천3A 1.2 Ib 0.9 Ia + 3.3 Ib 3.5 Ib 0

쌍천
*쌍천 0.9 Ia 1.1 Ib - 2.1 Ib 2.6 Ib 0

향목동천 0.7 Ia 0.6 Ia 0 1.4 Ia 1.9 Ia 0

요도천 *요도천 2.1 II 2.0 Ib + 3.3 Ib 3.7 III -

음성천 *음성천 2.4 II 1.4 Ib + 2.8 Ib 3.6 Ib 0

화양천 *화양천 0.7 Ia 0.5 Ia 0 1.2 Ia 1.7 Ia 0

주) 개선(+), 악화(-), 무변화 또는 유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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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천 등의 순서로 분포하였고,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충

주시 39.7%, 괴산군 32.3%, 청원군 12.8%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 BOD 배출부하량 현황

달천 중권역내 배출되는 BOD 배출부하량은 2010년 총 

17,832Kg/일이 배출되었으며, 이중 생활계 2,633Kg/일, 축

산계 6,085Kg/일, 산업계 263Kg/일, 토지계 8,719Kg/일, 기

타 132Kg/일로 나타났다. 이를 소권역별로 살펴보면, 요도천 

소권역이 18.0%로 가장 크게 차지하였으며, 달천하류, 음성

천 등의 순서로 분포하였고,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괴산군 

37.1%, 충주시 36.0%로 전체의 73%를 차지한다. 

■ BOD 발생부하량 전망

달천 중권역 2014년 BOD 발생부하량은 총 98,848Kg/일

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 이 중 생활계 17,854Kg/일, 축산계 

68,324Kg/일, 산업계 3,760Kg/일, 토지계 8,741Kg/일, 기타 

169Kg/일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며, 2015년 BOD 발생부하

량은 총 98,747Kg/일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 이 중 생활계 

17,789Kg/일, 축산계 68,324Kg/일, 산업계 3,763Kg/일, 토지

계 8,741Kg/일, 기타 130Kg/일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달천 중권역 2010년 대비 2015년 행정구역별 BOD 

발생부하량은 모든 행정구역에서 거의 변화 없을 것으로 전

망되었다.

■ BOD 배출부하량 전망

달천 중권역 2014년 BOD 배출부하량은 총 17,731Kg/일

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 이 중 생활계 2,519Kg/일, 축산계 

6,085Kg/일, 산업계 277Kg/일, 토지계 8,719Kg/일, 기타 

132Kg/일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2015년 BOD 배출

부하량은 총 17,687Kg/일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 이 중 생활

계 2,476Kg/일, 축산계 6,085Kg/일, 산업계 280Kg/일, 토지

계 8,716Kg/일, 기타 130Kg/일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

편, 2010년 대비 2015년 행정구역별 BOD 배출부하량은 차이

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4> 달천 중권역 오염원별 BOD 배출부하량 현황(‘10)

<그림 5> 달천 중권역 소권역별 BOD 발생부하량 전망

<그림 6> 달천 중권역 행정구역별 BOD 발생부하량 전망

<그림 7> 달천 중권역 소권역별 BOD 배출부하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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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에서 살고 있는 <달천>을 위한 관리계획

첫째,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조성을 위해, 남한강 상류 

본천 및 유입지천의 생태하천 조성사업, 자연형 하천정화사

업 등 수생태계 복원사업 실시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사업, 남한강 수계 생태유량 산정 및 확보방안 연구 

등 남한강 유역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둘째, 환경기초시설 투자의 효율평가 및 개선을 위해 2015

년까지 하수도보급률을 81.0%까지 개선하여야 하며, 고도처

리화 후의 처리효율 평가 및 개선사업,  청정지역의 오수개별

처리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하수관거 사업 및 방

류수 수질개선 사업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비점오염원 관리 비중을 극대화하는 사업을 실시하

여야 하며, 여기에는 비점오염원 유출 장기모니터링 실시, 식

생여과대 등과 같은 비점오염 저감설비 구축,  환경친화적 토

지이용,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구축설비 우선순위 도출 및 설

비확충사업 실시 및 가축폐수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강화 등

이 포함된다.

  넷째,  빗물이용, 농업용저수지관리 등의 자연중심의 오

염원관리,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한 가뭄대처방안 

및 사전예방 사업을 수행하여  물순환구조 개선 및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무엇보다 유역중심의 물환경관리 기반을 강화하

는 사업들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조사연구사업 수

행 및 유량측정사업의 지속, 권역 특성을 고려한 물환경관리

목표 수립, 교육ㆍ홍보 및 자발적 참여유도 활동을 지속적으

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림 8> 달천 중권역 행정구역별 BOD 배출부하량 전망

<그림 9> 달천 물환경 관리계획의 분야별 정책

출처 :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자연에서 살고 있는 달천(’13~’15)
          (원주지방환경청, 과제번호  11-1480358-000065-01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