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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하여 조성한 호소에 장기간 물을 담수함에 따라 수질오염으로 이용가치 하와 

하류 하천이 건천화 되어 하천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 유역내 잘못된 물 리체계로 여러 가지 문제 이 

발생하고 있다. 충남· 지역을 심으로 농업용 호소의 운 황을 조사한 결과 부분 호소수의 체류시

간은 8개월 이상을 유지하여 그 기간 동안 하류하천의 건천화가 나타났고, 호소수의 수질은 생활계  축산

계 오염물질의 유입과 강수량에 따른 물 순환특성과 상당히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호소 유역내 

수질오염물질 감과 함께 하류하천이 건천화가 되지 않도록 담수량과 담수시기를 조 하고, 호소수 체류

시간은 가  짧게 유지하는 등 유역내 물 순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중심어 :∣농업용 호소∣호소수 체류시간∣물 순환 체계∣하천 건천화∣

Abstract

Several problems occurred due to the use of the wrong water cycle system in the watershed. This 

was caused by a dry stream in the lower parts of the tributaries and the deterioration in value of usage 

by water pollution in accordance with water storage. This was maintained for a long period of time 

in the reservoir which secured the agricultural water. As a result of the operational status in the 

agricultural reservoirs focused on Chungcheongnam-do and Daejeon metropolitan city, a dry stream 

appeared because hydraulic retention time(HRT) in the majority of reservoirs was maintained for 8 

months of the year. The water quality in the agricultural reservoir was fairly related to the water cycle 

system due to rainfall and input of pollutants from the population and livestock in the watershed. 

Consequently, the storage water volume and the time period of the water in the reservoir should be 

controlled by the reduction of the pollution load in the water and the prevention of a dry stream. Also, 

the water cycle system in the watershed should be improved by maintaining a short HRT of the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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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표수는 하천, 호소, 운하, 해양 등 지표에 있는 모든 

물을 통틀어 말하며, 우리나라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물 사용량의 90 %를 하천수  호소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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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 한다[1]. 한, 생활수 의 향상에 따라 수상  

활동  수변공간 조성 등 경 인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발 의 수단으로 지표수를 활용하는 범 가 차 

확 되고 있다.

농업용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에 비하여 수요량이 

훨씬 많고, 약 80 %가 벼농사에 쓰인다[2]. 우리나라는 

부분 지역에서 벼 이앙기에 일시 으로 많은 양이 요

구되는 등 수요시기의 편 이 매우 심한 농업용수를 확

보하기 하여 하천상류에 조성한 호소의 경우 부분 

상류하천에 Dam(제방)을 축조하여 8개월 이상 물을 장

기간 류하 다가 익년도 벼농사 등 농업용수로 활용

하고 있다. 따라서 류기간 동안 소하천은 물론 지방

하천의 약 83 %가 건천(乾川)화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5] 수기 이하의 유황조건을 심으로 

농업용 호소를 통한 하천유지용수를 공 함으로써 ·

소하천의 건 성 회복이 필요한 실정이다.

충남· 지역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벼 이앙기에 농

업용수 이용량이 격히 많아지지만 하천 상류지역을 

심으로 농업용수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하천의 유

황을 고려하여 일정량을 담수하 다가 농업용수로 활

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만 장마철 등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하천수를 모두 담수하고 호소수를 

 방류하지 않아 호소수의 체류시간이 길어지고, 하류

의 하천이 건천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처럼 하천

유황  유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많은 양의 물을 호

소에 장기간 담수함에 따라 수질오염으로 이용가치 

하와 하류 하천이 건천화 되어 하천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 유역내 잘못된 물 리체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하류하

천 여건을 고려한 농업용 호소의 물 순환 리 정책방안

을 찾고자 하 다. 

Ⅱ. 관련연구 동향

호소수의 오염 원인은 유역내의 오염물질이 하천을 

통하여 유입 후 축 되거나, 호소 내부 유기물질 생산

에 의한 오염물질 증가로 규정하고, 생활용수의 이용  

측면서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의 수질 리와 정수

처리에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 도심의 류하천을 상으로 도시지역의 포장

율 증가로 우수의 지하 침투량 감소와 생활하수를 차

집하여 처리함으로써 평수기 이하의 조건에서 건천화

가 발생하는데, 이에 한 해결방안으로 공공하수처리

시설에서 방류된 처리수를 로를 통하여 도심 하천상

류로 이송하거나, 연 한 하천수  지하수를 취수하는 

등 상당한 에 지비용을 제로 상류하천에 물을 공

하는 방안에 한 연구가 다수 이다.

그 지만, 농업용 호소수질 리 방안과 도심 외 지역

의 ·소하천에 한 건천화 방지 하여는 매우 제한

으로 연구가 되고 있으며, 연구 내용은 하천의 유황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호소내 오염물질 유입 감 

방안  호소내 퇴 물 설과 일부 수생식물 식재에 

한 연구 등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미 설치되어 운  인 농업용호

소를 정 으로 하천수와 빗물을 흐름을 정하게 리

하거나 조 하는 등 유역내 물 순환체계의 개선에 한 

연구이다. 즉, 물을 지나치게 이용  상의 에서 

리  상으로 환하여 유역의 건 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필요한 수자원(농업용수)을 확보하려는 기본 연

구로 그간 선행연구와는 차별 된다고 할 수 있다.

Ⅲ.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호소 조성 및 운영현황 

1. 농업용 호소 조성의 필요성
하천수  호소수의 수량과 수질농도는 강수량과 매

우 하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계 으로 강수량 변

동이 심한 경우에는 수량과 오염물질의 농도 리가 매

우 불리한 여건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연간 평균강수량 973 mm의 1.3배인 

약 1,274 mm로 다우(多雨)지역에 속하지만, 장마철과 

태풍시 호우가 동반하는 6월∼9월 사이에 연간 강수 총

량의 2/3에 해당하는 양이 집 으로 쏟아진다[1]는 

을 고려한다면 나머지 기간인 가을철부터 익년도 

철까지 강수량이 매우 은 편이다. 한, 산악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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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으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하천유역의 경사가 매

우 하며 유로연장이 짧아 강우량이 단시간에 유출되

는 수문학  특성과, 5월 순부터 6월 순까지 벼 이

앙기로 농업용수가 단기간에 다량 필요로 하는 수자원

의 이용  특성을 고려할 때, 물 리가 더욱 불리한 특

성을 갖고 있다. 특히, 이 기간(10월～익년 5월) 동안은 

강수량이 어지고 농업용수 확보를 한 담수시기로 

하천유량이 감소함에 따라 오염농도가 높아져 하천생

태계가 을 받는 등 하천의 건 성이 떨어지는 시기

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집 되는 강우량을 담수하여 이용하기 해 하

천 상류의 계곡에 Dam을 축조하여 호소(貯水池 : 

reservoir)에 류한 물을 익년도의 논농사에 활용하거

나 하천의 유량이 은 시기에 유출되도록 하는 것이 

유역 리 여건에서 타당하다.

2. 호소용량 결정
하천의 물만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한 경우와 수질오

염으로 인한 하천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소수

를 이용하거나 지하수를 사용한다. 호소를 조성할 때, 

유효 수량은 기  갈수 년에 취수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하며, 과거 기록  최  갈수 년을 기 으로 하여 호

소용량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 이나, 부분 하천

유황에 비하여 무 과 하게 설치되어 비경제 이고 

공공수역의 물 순환체계를 단 시키는 경우가 많다.

호소용량의 결정방법으로 경험법, 가정법, 이론법(

가곡선법), 유량도법 등 있다[5]. 경험법은 우량(雨量)

이 많은 지방에서는 수량의 120일분, 우량이 은 지

방에서는 200일분 가량을 수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가정법은 5,000을 연평균 강수량(mm/년)의 80 %의 제

곱근으로 나 어 계산(C = 5,000/√(0.8R))하는데 우리

나라의 연평균 강우량인 1,274 mm를 용하면 약 156

일분(약 5.2개월)의 수용량이 필요하다. 이론법은 

가곡선법(Ripple's Method, 累加曲線 : run-off curve)

이라고도 하며, 매월의 유량 가곡선과 계획취수량 

가곡선을 도시하여 유효 수량과 호소용량을 구할 수 

있다. 하천유량 가곡선과 계획취수량 가곡선을 도

식한 후, 하천유량 가곡선에서 유량이 감소하는 지

을 기 으로 계획취수량 가곡선과의 평행선을 고 

평행선에서 하천유량 가곡선으로의 최  수직거리가 

유효 수량이 되어 수용량은 유효 수량(㎥/day)×

수일 이다. 유량도법은 매월 하천수 유효유입량을 표시

하여 계획취수량의 직선을 그어 이 양자 간 범 의 면

  최 의 값을 기 로 사용한 연간통계의 최 갈수

기에 필요한 수용량으로 산정한다.

이와 같은 산정방법에 따라 최종 으로 10년 정도의 

갈수 년을 기 으로 유효 수량을 산정하되 가장 큰 값

을 선택하여, 산정 값에 수면증발, 수, 침투에 의한 손

실, 토사 유입에 의한 수용량 감소 등을 고려하여 2

0～30 %정도의 여유를 가산한다. 

3. 농업용 호소 조성현황
충남· 지역에 농업용수 공 을 하여 설치하여 

운  인 호소의 경우 [표 1]과 같이 충남지역이 938개

소 지역이 17개소로 국 17,621개소의 약 5.4 %에 

해당 한다. 반면, 유효 수량은 국 유효 수량의 13.7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시·도에 조성된 농업용 

호소보다 상 으로 규모가 크게 조성되어 있다.

 

표 1. 지역별 농업용 호소 분포현황

구  분
시설 유효 수량

개소수 비율(%) 수량(천㎥) 비율(%)

전    국 17,621 100 3,575,021 100
인천‧경기 431 2.4 280,957 7.9
강원 320 1.8 105,961 3.0
충북 789 4.5 172,011 4.8

충남‧대전 955 5.4 490,509 13.7
전북 2,270 12.9 772,161 21.6

광주‧전남 3,375 19.2 1,059,521 29.6
대구‧경북 5,781 32.8 426,587 11.9

부산‧울산‧경남 3,696 21.0 266,324 7.4
제주 4 0.0 990 0.0

한, 충남·  지역에 설치하여 운  인 호소의 

유효 수량 규모별로 볼 때, [표 2]  [그림 1]과 같이 

500천㎥ 미만의 소규모인 호소의 경우 국 평균인 

95.2 %보다 낮은 88.6 %인 반면, 500 천㎥ 이상은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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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나 규모가 작은 호소는 국의 분포에 

비하게 게 설치되어 있으나, 유효 수량이 큰 호소는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 농업용호소의 규모별 분포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호소규모(유효 수량, 천㎥)

500미만
 500
～
1,000

1,000
～
5,000

 5,000
～
10,000

10,000
 ～
50,000

50,000
 이상

전 국 17,621 16,774 397 385 24 29 12
(%) (100%) (95.2%) (2.3%) (2.2%) (0.1%) (0.2%) (0.1%)

충남‧
대전
(%)

955 846 39 56 4 6 2
(100%) (88.6%) (4.1%) (5.9%) (0.4%) (0.6%) (0.2%)

( m유효저수량천 3)

< 500 500-1,000 1,000-5,000 5,000-10,000 10,000-50,000 > 50,000

(%
)

분
포
비
율

0

10
60

80

100

충남ㆍ대전 
전국 

그림 1. 유효저수량 규모별 분포비율

4. 충남·대전지역의 농업용 호소수질 현황
환경부에서 운 하고 있는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을 

토 로 충남·  지역 농업용 호소의 수질변화 상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농업용수 수질등

(CODMn 기 ) 과율은 평균 43.2 %로 국 평균(18.8 

%)보다 약 2.3배 높았다. 

연도별 황을 살펴보면, Ⅳ등  비율이 가장 높았으

며, 농업용수 수질기  과율은 [표 3]  [그림 2]와 

같이 2001년도에 24.2 %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다가 

2002년도에는 50.0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2003년 이후 35～50 % 사이에서 변화하 으며, 수질 변

화폭은 국 농업용호소의 변화폭보다 훨씬 크게 나타

났다. 이와 같이 유역내 변화량이 작은 수질오염원의 

조건에서 큰 수질변화는 강수량에 따른 물 순환 등 호

소수 체류시간 증‧감에 따라 상당부분 기인되었다고 

단한다.

표 3. 연도별 농업용수 수질기준 초과 현황(CODMn기준)

구분
국 충남·

시설수 % 시설수 %

2001년도 85/492 17.3 16/66 24.2

2002년도 114/492 23.2 33/66 50.0

2003년도 78/492 15.9 29/66 43.9

2004년도 80/492 16.3 23/66 34.8

2005년도 81/492 16.5 30/66 45.5

2006년도 81/492 16.5 29/66 43.9

2007년도 101/492 20.5 26/66 39.4

2008년도 112/526 21.3 38/77 49.4

2009년도 165/826 20.0 42/109 38.5

그림 2. 연도별 농업용수 수질기준(CODMn) 초과율

한, 농업용 호소의 주오염원으로 표 4와 같이 생활

계 57 %와 축산계 32 %의 높은 비율로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이로써 충남· 지역 농업용호소의 수질농

도가 높은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 으로 호소수 

체류시간이 길고, 생활계  축산계의 수질오염물질 유

입량이 많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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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농업용 호소의 오염원 그룹별 현황
구 분 시설수

생활계
(%)

축산계
(%)

토지계
(%)

산업계
(%)

양식계
(%)

계 826 231
(28%)

204
(25%)

388
(47%)

1
(0.1%)

2
(0.2%)

인천‧경기 71  37
(52%)

 23
(32%)

 11
(15%) - -

강 원 53   5
(9%)

  3
(6%)

 43
(81%) - 2

(4%)

충 북 73  16
(22%)

 24
(33%)

 33
(45%) - -

충남‧대전 109  62
(57%)

 35
(32%)

 12
(11%) - -

전 북 98  26
(27%)

 29
(30%)

 43
(44%) - -

광주‧전남 174  43
(25%)

 27
(16%)

104
(60%) - -

대구‧경북 151  23
(15%)

 44
(29%)

 84
(56%) - -

부산‧울산
‧경남 97  19

(20%)
 19
(20%)

 58
(60%)

1
(1%) -

Ⅳ. 호소와 하천의 물 순환체계 개선방안

1. 호소의 담수량 결정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하여 호소를 조성할 때, 정확

한 강수량 측에는 한계가 있어 가능한 한 용량을 크

게 조성하여 보다 더 많은 물을 담수하려는 경향이 있

으며, 지형 으로는 담수한 물을 농경수로를 통하여 자

연유하 방식으로 공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분 농경

지 상류에 치하고 있다. 이러한 상류유역은 유역면

이 작아 하천의 유수량이 을 수밖에 없고, 필요수량

을 확보하기 하여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출량 없

이 담수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더욱이, 하천의 유입량 비 과 한 호소는 개면

을 차 확 하게 하고, 익년도 용수확보의 불확실한 

상황을 비하기 하여 담수량이 더욱 많아져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결국 체류일수를 길게 유지할 수

밖에 없으므로 호소 수질이 나빠지고 방류하천이 건천

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호소용량은 개면 을 고

려하여 필요수량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하천의 유황

조건을 고려하여 평수량(Q185) 이상의 담수 가능량을 산

정하여 유효 담수량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하천의 유황조건을 고려

하지 않고 조성한 호소라면 하천물의 담수량 결정에 있

어서 하천유량이 평수량(Q185) 이상의 풍부한 시기에도 

하류 하천에는 수량(Q275) 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호소수를 상시 방류하고, 잉여수량을 상으로 담수하

여야 한다. 갈수시기에는 비록 담수량이 어든다 하더

라도 최소한 호소가 조성되지 않았다면 자연 으로 흘

을 하천유량이 상시 으로 유출되도록 하여 상․하

류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궁극 으로는 하류하천의 이

수  생태기능의 기 유량이 유지되도록 리함이 바

람직하다.

 

2. 호소의 담수시기
농업용 호소 조성의 주목 은 이수기능이라 할 수 있

지만, 부가 으로 홍수시기에 치수기능을 담당해야 하

고, 갈수기에는 하천의 최소유량을 유지할 수 있는 환

경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즉, 평수량 이상시기에 물을 

담수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일부는 갈수기에는 물

을 방류하여 하천에 일정량의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물 순환체계의 기본 인 틀이라 단한다. 

하천의 유황여건에 비하여 과 하게 조성된 호소라

면 유입하천의 유황을 면 하게 분석하여 결정된 담수

량에 한 담수시기를 조 하는 등 호소의 운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을 고려한다면 농업용

수를 필요로 하는 모든 개면 에 농업용수를 공 하

기 하여 홍수시기를 제외한 시기에 담수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하류하천은 건천이 되고 호소수의 체류시간

이 길어지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호소의 담수시기는 취수 상 하천의 유황조건과 호

소수 체류시간  오염물질 유입상태와 하류하천의 여

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호소 조성 당시 하천의 유

황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생‧공‧농업용수의 직 으

로 필요한 물의 양을 심으로 계획하여 설치한 경우라

면 수기 이하의 물이 부족한 시기에도 방류량 없이 

하천수를 담수해야만 하기 때문에 갈수기를 심으로 

하류하천의 일정구간은 물이 없는 건천이 되어 생태계

의 을 래하고 나아가서는 지하수 수  변화까지

도 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호소의 담수시기는 만수 가 유지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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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더라도 장마철 이 에는 농업용수의 사용과 함께 

하류하천이 건천화 되는 시기에 유지용수로 부분의 

호소수를 배수 하여야 한다. 장마철부터 다시 담수하되 

11월 말경까지는 농업용수와 하류하천 여건을 고려하

여 다시 방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후 농업이 

어들고 생태 으로 활동이 감소하는 시기인 11월경부

터 익년 5월경까지 약 6개월 동안 하류하천의 수량∼

갈수량 정도를 유지하면서 담수함으로써 호소수의 체

류시간을 최 한 짧게 유지함이 바람직하다.

3. 호소의 체류시간
하천수를 취수하여 농업용수를 활용하기 한 부

분의 호소 운 황은 벼 이앙시기에 집 으로 농업

용수를 공 하여 완  배수 없이 장마철 등에 만수 에 

이르게 될 때 여수로(濾水路)를 통하여 표층수가 유출

되도록 운 되고 있어 사실상 이때부터 담수하기 시작

하여 익년도 철까지 상당히 오랜 동안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집  호우시기와 풍수량 이상시기에 하천

의 잉여수를 담수하여 활용하기 보다는 호소의 수 에 

계없이 하천수 모두가 유입되고 있다. 비록 농업용수

를 공 하거나 하천유량에 많아지는 장마철 시기 등은 

체류시간이 짧아지지만 장마철에 담수한 이후 수면증

발, 수, 침투 등 손실량 보다 유입수량이 어지는 시

기가 도래하면 만수  유지가 어려워 인 으로 배수

량과 배수시기를 조 하지 않는 한 익년도 철까지 물

이 계속 으로 체류하게 된다. 결국 이 기간 동안은 호

소내 수질오염물질의 축 과 하류하천은 건천이 되어 

호소와 하천간 물 순환체계가 경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마철 이후부터 10월까지는 온도가 높고, 강

우 등에 의한 T-P등 양물질의 과다 유입, 일조량 증

가 등으로 녹조류 발생이 왕성한 시기로 물 순환을 더

욱 강화하기 하여 수상   수경  등 특별한 문

제가 없는 한, 호소수 체류시간을 1개월 이내로 유지되

도록 호소수의 순환주기를 빠르게 함이 타당하다. 그 

외의 온도가 낮아지는 11월부터 익년도 장마철 까지 

기간 동안에도 호소수 체류시간이 180일(6개월)을 과

하지 않도록 농업용 호소 운 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

다. 이와 같이 호소수의 체류시간을 단축하여 운 하는 

경우 오염물질 축 을 사 에 차단하고, 동시에 하류하

천에는 생태계의 건 성이 유지되리라 기 한다.

4. 농업용수원의 다변화와 농법개선
체류시간을 단축하여 운 하는 경우 일정부분 담수

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농업용수가 개면 에 비하여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를 재와 같

이 호소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일정

량은 하천에서 부분 으로 취수하여 이용하거나, 재이

용수 그리고 지표수량 보다 많은 지하수(충 수층)를 

개발하는 등 농업용수원의 다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빗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가을

철 수확기 이후 논에 빗물가두기를 실시함으로써, 지하

수함양은 물론 철 일시에 다량의 농업용수를 수요를 

방할 수 있다고 단한다.

한, 하천유황  호소 담수 가능량에 비하여 개

면 이 넓은 지역은 농업용수 여건에 맞도록 벼 종 

 이앙기를 조 하거나, 건답직  농법  농업용수 

공 이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벼 품종(산도벼 등)재배, 

체작물( , 보리 등)의 재배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

다고 본다.

5. 수질오염물질 관리 및 물 순환체계
충청남도의 경우 단 면 당 가축사육수가 국에서 

가장 많고, 최근 가축사육 과정에서 악취, 해충, 소음, 

분뇨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
3)함에 따라 

산간지  등으로 사육시설이 이 하는 추세가 많아 하

천 상류유역에 치한 농업용 호소의 수질오염 가능성

이  많아지고 있다. 농업용 호소의 수질문제는 

부분 유기물(BOD5, CODMn), T-P, T-N, 병원성미생물 

그리고 호소 바닥부 의 용존산소(DO)부족 등이다. 유

기물질  T-N, T-P 등의 물질은 벼생육  농작물에 

재배에 필요한 양물질 이지만, 호소에 일정이상 농도

를 장기간 과하는 경우 물이 오염되어 있는 지표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이들 물질 외 다른 유해물질이 함

께 포함될 수 있다는 간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친환

경 농업 등에서 매우 요한 기 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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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와 같은 지표들을 리함에 있어서 수상   

수변경 으로 이용되는 호소라면 심미  요인 등을 고

려하여 오염물질 유입차단을 하여 노력하거나 호소

수 체류시간을 더욱 단축시켜 하천에서 유하(流下)하는 

동안 자정작용에 의한 분해활동을 높이는 등 물 순환체

계가 강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소를 이수목 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여 운 한다면 

계 으로 물 순환체계가 단 된 기간이 발생하여 자

정작용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어, 오염물질의 축 에 

따라 물 이용가치를 격히 하시킬 수 있다. 그 지

만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물 순환이 건 해지

도록 체류시간을 감소시킨다면 그 만큼 회복도 빠르다

는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충남· 지역을 비롯한 부분의 형 인 농 지

역은 농업용수 확보를 해 하천 상류에 농업용 호소가 

치해 있고, 하천과 서로 연계된 유역특성을 가지고 

있다. 행 농업용 호소를 리하는 기 (수면 리기

)은 규모에 따라 한국농어 공사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어있고, 규모가 작은 호소를 심으로 약 80 

%가 시·군에서 리하고 있다. 한 호소의 상·하류에 

치한 하천(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리에 있어

서도 규모  리내용에 따라 기 자치단체, 역자치

단체와 앙정부의 여러 부처(국토해양부, 환경부, 지

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가 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

천과 호소의 연계 인 물 리에 있어서 하천을 고려한 

호소의 물 순환체계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하

천상류에  치한 농업용 호소의 유역내 물 순환체계를 

회복하기 하여 물을 리하는 주체가 동일하거나, 주

체가 다르더라도 호소와 하천 운 을 통합 으로 리

하여야만 실 될 수 있다고 단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하여 설치한 호소

를 운 하면서 하류하천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입 하천수를 장기간 담수함에 따라 호소수질 오염으

로 이어져 이용가치가 떨어지고, 하류 하천이 건천화 

되어 하천과 호소간 물 순환체계가 단 되고 있기 때문

에 호소수의 체류시간 개선을 심으로 연구하 다. 연

구결과는 유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농업용수의 이용

심에서 하천생태계의 건 성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인식변화와 실행체계의 환 을 모색한 것으로 다음

과 같이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 농업용 호소의 담수량은 필요한 농업용수에 의

하여 결정하기 보다는 하천의 유황조건을 고려하여 담

수가능량에 따라 용량이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농업용 호소 운 리에 있어서 담수시기는 

수량(Q275) 이상의 유황조건에서만 담수하고, 하천유량

이 어지는 갈수량시기와 농업용수 등 하천수의 이용

량이 많은 시기를 심으로 호소수를 하천에 유출하여

야 한다.

셋째, 호소의 체류시간은 가  짧게 유지함이 호소

수질 리측면에서 바람직하며, 6월부터 9월까지의 체

류시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나머지 기간의 체류시간

은 180일(6개월)을 과하지 않도록 농업용 호소 운

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넷째, 농업용수를 호소수에 지나치게 의존 인 체계

에서 벗어나 하천수  지하수 그리고 재이용수 공  

등 취수원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취수형태를 다양화 하

는 등 경작지에서 근거리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한, 농업용수의 감을 하여 벼 종  이앙기를 

조 하거나, 건답직  농법  농업용수 공 이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벼 품종재배, 체작물의 재배 방안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깨끗한 호소수 유지를 하여 상류지역에 

치한 생활하수  가축분뇨의 유입량 리와 함께 호소

의 담수량, 체류시간 등을 고려하여 CODMn  T-P 항

목을 총량 으로 리할 필요가 있고, 유역내 물 순환

체계 개선을 하여 호소와 호소의 상·하류 하천을 통

합 으로 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호소의 규모와 하

천여건 그리고 개면   재배작물 등에 따라 호소별 

정한 체류시간과 하류하천에 한 유지유량을 산정

하지 제시하지 않음은 이 연구의 한계 으로 남고 있

다. 따라서 규모가 비교  크고 하천의 건 성을 필요

로 하는 유역을 심으로 호소 유형별 체류시간 산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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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하천의 건천화 방지를 한 물순환 체계 개선의 

후속 연구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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