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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3) 평창강수계의 수자원환경 기초조사 및 분석

박종진 ‧ 최정동 ‧ 조중식 ‧ 장인수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과거와 다른 이상기상이 해마다 나타나고 치수, 이수, 친수 및 생태환

경이 조화되는 체계적인 하천관리시스템이 요구되고 있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수자원관리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의 밑바탕이 되는 수자원환경 기초조사는 필수로 선행되어야 한다.

2. 자료 및 방법

수위관측은 자동측정망을 통하여 매분 또는 매시간 마다 관측·기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지점의 수위

자료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수위자료를 유출량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있는 수

위-유량관계곡선식이 개발되어야 하며, 양호한 관계식을 얻기 위해서는 갈수위, 평수위, 고수위 등에 대하여 

수위별로 고르게 유량이 측정되어야 한다. 특히 갈수위와 홍수위에 대한 수위대 별로 고른 분포의 유량측정 

자료가 확보되어야 양호한 유량곡선식을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월군 남면에 위치한 연당교와 영월군 주천면에 위치한 판운교에서 하천횡단측량성과 그

리고 홍수기와 평·갈수기에 실시하여 얻은 유량자료와 영월1 및 판운 수위국의 수위자료를 이용하여 수위-유

량 관계곡선식을 유도하였고, 이를 통해서 일유량수문곡선과 유황곡선 및 풍수량과 갈수량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정시험법에 의거하여 온도, pH, DO, 전기전도도, 탁도를 조사하여 유량변화에 따른 오염물질농도의 

변화와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평창강 유역에서는 2015년 7월 말경에 호우가 발생하였으나, 8∼10월에는 예년과 비슷한 호우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고수위에 대한 수위-유량자료의 확보는 미비하였으나, 분석결과 수위와 유량, 수

위와 평균유속, 수위와 단면적 모두 일관된 경향성을 보였다. 수위별 오염물질농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 탁도를 제외한 다른 항목은 상관계수가 0.4 이하를 보이고 있어 유량에 띠른 수질농도의 상관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평창강수계의 수자원 평가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Fig. 1. 판운지점의 수위-유량관계곡선

    

항목 회귀식 R

pH ln(Y) = -0.007 * ln(X) + 2.001 0.130

DO ln(Y) = 0.0074 * ln(X) + 1.8667 0.073

Cond. ln(Y) = 0.1562 * ln(X) + 4.7585 0.382

NTU ln(Y) = 1.7577 * ln(X) - 5.4184 0.899

*X : 유량, Y : 수질

Table 1. 영월1지점의 유량에 따른 수질농도 관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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