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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northernmost basin of the Bukhan River, pollution sources can have a concentrated distribution. In these basins, small 
streams show low flow with various and rapid water quality change in low pollutants load. Therefore, a water quality 
improvement plan of small streams and main stem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the characteristics of small streams. This 
study selected a representative Hwacheon-gun in the northernmost basin of the Bukhan River. Hydro analysis was performed 
with GIS tools using DEM. A total of 152 small streams were listed. A total of 51 survey locations were selected after applying 
the selection criteria. Flow rate and water qualities were investigated. Pollution sources and pollutants loads were calculated 
for each basin. Pollution grade and typological classification were performed by cluster analysis using standardized 
environmental condition factors. As a result, G04, G01, H01 locations were found to have the worst pollution grades whereas 
J01, P01, and P02 had less pollution. Typological analyses were able to classify six types for the surveyed small streams. An 
effective water quality improvement plan was obtained based on the results of pollution grade and typological analysis using 
environmental condition factor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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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1)

물환경 리기본계획에서는 4개 권역에 하여 총 117개 

권역( 형 하천)  총 850개(2011년 v3.0)의 소권역(표
유역)을 기본단  유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 수질오

염총량 리제에서는 7개 수계에 하여 총 147개로 세분한 

단 유역을 목표수질 리를 한 기본단  유역으로 설정

하고 있다(MOE, 2006). 그  소권역을 기 할 때, 기본단  

유역의 면 은 약 7.46~700.45 km2의 범 로 평균 128.72 km2

의 면 에 있으며 이는 본류 하천을 심으로 크고 작은 

지류들이 수십에서 수백개까지 포함될 수 있는 크기이다. 
수많은 지류 소유역을 포함하고 있는 기본단  유역에는 

다양한 오염원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은 입지 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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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특정 소하천 유역에 편 되기도 한다. 편 된 오염원

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소하천의 수질은 오염 상태와 유형

에서 상이한 특징을 나타낸다. 소하천은 오염도가 높을수록 

본류 하천 수질에 미치는 향이 크므로 소하천의 오염도

를 악하는 것이 수질개선방안 연구에서는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소하천의 오염도를 악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수질이다. 그러나 부분의 소하천은 수질 상태를 악할 

기  자료가 없거나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다. 수질 자료

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구역별 오염 부하량을 산출하고 소

하천 유역별 유율에 따라 배분하여 소하천 오염도를 가

정하여 추정해 볼 수는 있겠으나, 실제 소하천 오염도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 하다. 소하천은 기 유량이 어 

미량의 오염물질 유입에도 민감하여 수질이 격하게 변화

하는 특징을 가진다(Seo, 2009). 따라서 수질 자료가 일부 

존재하는 경우라도 은 수의 자료로 오염도를 평가하기 

어렵다. 수질이 변하는 소하천은 오염도 평가에 더 많은 

수질 자료를 필요로 한다(Hirsch, 1982). 비 오염원의 기여

도가 높은 소하천에서는 수질 변동이 더욱 커서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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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넓은 면 의 유역을 기본단

로 설정하게 되면 수질개선방안은 포 인 수 에서 제

안될 수밖에 없으며 제안된 방안의 삭감시설이나 감사업

들의 실효성도 검증하기 어렵다(Lee et al., 2010).
북한강과 남한강의 합류 에 치하는 팔당호 수질은 물

환경 리기본계획  수질오염총량 리제의 주요 리 

상이다. 팔당호 수질은 COD, T-N 농도에서 각각 유지  

증가하는 것으로 측되고 있다(Hwang et al., 2013). 주요 

원인으로는 팔당호 유역 오염배출량에서 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비 원의 상  비율이 증가한 것에 주

목하고 있다(You et al., 2015). 한 총오염배출량이 감소

했어도 국지 으로 오염배출량이 증가한 소하천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소하천은 본류 하천 수질에 기여율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팔당호의 수질개선 연구에서는 비 오염원으

로부터의 부하량 정량화와 오염 소하천을 선별하여 리하

는 방안에 심을 두어야 하며 소하천 수질을 개선하지 못

하면 본류 하천의 수질개선도 기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MOE, 2008). 한, 팔당호 수질에 부정 인 향 인자로 

양호한 수질의 북한강 수량 감소도 주목되고 있다(KWGEC, 
2013). 팔당호의 주요 유입수량은 남한강, 북한강 그리고 

경안천이 있으며, 유입 수량비가 각각 46.4%, 51.2%, 2.4%
수 을 차지한다(Shin et al., 2010). 그  비교  양호한 수

질의 북한강 수량이 북한의 강산 (임남 )으로 인해 

격히 었으며, 이는 팔당호에서 오염 농도의 희석 감소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Ahn et al., 2011). 추가 인 오염 

삭감이 어려운 소하천의 경우는 양질의 수량 확보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
북한강 상류 유역은 부분 산지로 경사 지역이 많고 

경지의 특성상 개발이 제한되며 오염원 입지가 가능한 

지역이 많지 않다. 이러한 여건으로 북한강 최상류는 청정 

수질을 확보한 유량을 공 하며, 북한강 하류 구간의 수

질 오염도 상승을 완화시키고 팔당호의 수자원 가치를 높

이는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몇몇 소하천 일

부 구간에 개발이 편 되면서 소하천 수질 악화가 우려되

며, 경사가 한 지역에서는 강우시 오염물질이 빠르게 유

출되어 소하천 수질이 변할 것도 상된다. 그러나 이 

유역의 소하천은 수질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여 오염 황

과 실태 조차도 악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강 최상류에 치한 화천군 수계

내 소하천 황을 분석하여 목록화하 으며, 이들을 상으

로 수질오염실태를 선별 으로 조사하여 오염 등 과 유형

을 분석하고 이를 기 로 소하천별 환경여건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실효  수질개선방안을 체계 으로 도출하고자 

하 다.

2. Materials and Methods

2.1. 소하천 분석  조사지  선정방법

소하천 분석에서는 국립지리원의 수치지도로 작성한 수

치표고 모델(DEM)과 물 흐름 분석(Hydro analysis) 도구를 

이용하 다. 분석된 하계 망과 소하천정비기본계획 보고서

를 비교하여 소하천을 확인하고 조사 후보 소하천 목록을 

작성하 다. 조사 상 소하천의 선정에서는 기존 선정 기

을 본 연구의 목 과 상지역의 특성에 합하게 수정

하여 사용하 다(HRERC, 2012).

2.2. 소유역별 오염부하량 산출 방법

오염부하량은 수질오염총량 리기술지침(NIER, 2014)에 

근거하여 오염원 자료를 기 로 동리별  오염원별로 구분

하여 발생량과 배출량을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소유

역별 오염부하량은 동리별 유율로 산출하 으며, 배출 지

의 확인이 가능한 오염원의 부하량은 해당 소유역에 포함

하 다. 사용된 오염원 자료의 기 연도는 2012년으로 하 다.

2.3. 수질  유량 조사방법

수질조사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 (제2조 련)
으로써 수질  수생태계의 생활환경 기 에서 선정하 다. 
선정된 조사항목은 수소이온, 용존산소, 기 도도, 5일 

BOD, 부유고형물질, 양염류로써 총질소와 총인으로 하

다. 한 수환경 여건과 조사 자료의 신뢰성 검토를 해 

수온, 유탁성 지표인 탁도 그리고 유기물 지표인 COD  

TOC의 항목을 수질조사 항목에 추가하 다. 시료의 채취, 
항목별 보존  분석방법, 정도 리 등 조사  측정분석

에 한 사항은 APHA의 Standard Methods for the Exami-
nation of Water and Wastewater, 환경시험･검사 QA/QC 
핸드북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오염공정시험기 에 

의거하 다(APHA, AWWA, and WEF, 1995; MOE, 2012; 
NIER, 2011). 유속은 정류 조건에서 보정된 디지털 자기 

유속계를 사용하고 유량은 유속-면 법으로 산출하 다

(MOE, 2012). 수질  유량 조사는 2014년 4월부터 2015
년 3월까지 매월 1회로 수행하 다.

2.4. 소하천별 오염등   유형화 분석방법

소하천 수질의 오염 등 과 유형화 분석을 해서는 오

염원, 수질 등 환경 여건을 악할 수 있는 여러 기  자

료들이 필요하다. 여기에 소하천 유역의 사회, 문화, 경제 

등 제반 여건은 오염 소하천에 해 도출된 수질개선방안

의 실효성을 검토하는데 요한 자료가 된다(Jung, 2013). 
오염 등 과 유형화 분석은 환경 여건을 주 인자로 사용하

여 수행하 다. 환경 여건 인자는 조사 항목들이 지닌 환

경  의미에 따라 설정하 다. 조사 항목은 유량, 일반 수질 

항목별 농도, 오염물질별 배출량  배출 도, 면 당 지하

수 이용량 그리고 생물서식처 평가지표(Qualitative Habitate 
Evaluation Index: QHEI)이다.
하천에서 유량은 수문 여건에 련된 인자로 오염물질의 

농도 변화에 련된다. 수질은 오염물질별로 오염 상태를 

직 으로 설명하는 항목이다. 유역에서 발생하고 배출되

는 오염물질은 다양하나, 오염부하량 리를 기반으로 하는 

수질오염총량 리제에서는 BOD, T-N  T-P를 상물질

로 부하량을 산정하고 있다. 수질 여건과 오염 부하 여건



오염등 과 유형화 분석의 연계에 의한 북한강 최북단 유역 소하천의 수질개선방안 연구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Environment, Vol. 32, No. 3, 2016

283

Table 1. Survey constituents, weighting value and related environmental condition factors

Survey constituents Unit
(range) Weighting value Related environmental condition factors

Flow rate
Using ground water

m3/km2/sec
m3/km2/day

1
1 Hydrological condition

Electronic conductivity
5-day BOD

Total organic carbon
Total nitrogen

Nitrate nitrogen
Total phosphorus

μS/cm
mg/L
mg/L
mg/L
mg/L
mg/L

1
0.5
0.5
0.5
0.5
1

Water quality condition

5-day BOD
Total nitrogen

Total phosphorus

g/day
g/day
g/day

0.5
0.5
0.5

Waste load condition

5-day BOD
Total nitrogen

Total phosphorus

g/km2/day
g/km2/day
g/km2/day

0.5
0.5
0.5

Waste source density condition

QHEI Index (1~4) 1 Ecological condition

에 련한 조사항목은 연 성을 고려하여 선정하 다. 생태 

여건에는 생물서식처 평가지표 항목을 용하 고 소하천 

수질조사 시기에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 다(Lee, 2014). 선
정된 조사 항목  BOD와 TOC, T-N과 암모니아성 질소, 
상물질별로 부하량과 부하 도는 각각 환경  의미가 

복되는 항목들로 0.5의 가 치를 용하여 오염 등 과 유

형 분석의 균등성을 유지하 다. 분석에 사용된 조사 항목

과 용된 가 치 그리고 구분된 환경여건 인자는 Table 1
과 같다.
각 조사 항목들은 차원과 기 이 달라 통합분석을 해

서는 항목별 표 화가 필요하다. 표 화 방법으로는 표 편

차를 산출하는 원리를 용하 다. 각 조사 항목별로 소하

천에서 나타난 평균값을 체 소하천들에서 나타난 평균값

으로 나 어 표 화하고 조사 항목별 표 화 값을 합산  

평균하는 식 (1)을 사용하 다.

 
  






×   (1)

식 (1)에서 G는 상 소하천의 표 화된 오염도, n은 총 항

목 수, 는 상 소하천에서 나타난 항목의 평균, 는 체 

소하천에서 나타난 항목의 기 , 는 항목의 가 치이다.

유형화 분석에는 요인 분석, 계층  분석, 분할  분석 

등의 통계분석 기법들이 사용될 수 있다. 일반 으로 계층  

분석법(Hierarchical Clustering)과 분할  분석법(Partitioning 
Clustering)에서 계층  분석법은 병합  분석 (Bottom-up)
과 분리  분석(Top-down)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병합  방

법에는 최단연결법, 최장연결법, 워드(Ward)법 등의 방법이 

있고, 분리  방법에는 Diana법 등이 있다. 분할  방법에

는 K-means, Pam(Partitioning around medoids), Fuzzy 방법 

등이 있다(Jang, 2013). 연구에서는 등  분석 인자를 유형

화 인자로 사용하고 각 인자간의 뉴클리드 거리와 인자가 

내포하는 환경여건을 연계하여 소하천 유형과 정 수질개

선 방안을 악하 다.

3. Results and Discussion

3.1. 소하천 유역 분석과 조사 상 지  선정 결과

소유역 분석에서 화천  상류는 황 조사가 어렵고 오

염원 입지도 상당히 제한되어 일부 유역은 배제하 으며, 
기존 조사 자료가 존재하는 간척천 유역은 포함하 다(Fig. 1). 
연구 상 수계내 소유역 분석에서 나타난 소하천들을 화

천군 소하천정비기본계획 보고서와 비교하여 총 152개 소

하천을 조사 상 후보 목록으로 작성하 다.
조사 상 선정기 에는 기존 선정기 에 연구 상 수계 

소하천들이 지닌 환경 여건과 지역 요구사항, 측정값의 

표성, 조사 항목이 지닌 특징 그리고 장조사의 원활한 

수행에 요구되는 사항 등을 반 하여 수정하 다(Table 2). 
수정된 선정 기 내용을 참고로 후보 소하천들의 환경 기

 자료와 조사 이력 등을 수집하 으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후보 소하천에 하여는 사  장조사를 통해 조사

상 선정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 자료를 수집하 다.
수집된 후보 소하천별 기  자료에 수정된 선정 기 을 

용하여 조사 상 소하천과 조사 지 을 선정하 다. 조
사 상으로 선정된 소하천은 총 51개이며, 이들 소하천을 

지천으로 포함하는 수용하천은 13개이다. 수용하천을 심

으로 조사 지역을 구분하고 지 수를 요약하 다(Table 3). 
조사 상으로 선정된 소하천의 유역 분포는 조사 지 을 말

단으로 하는 단일유역(Single basin)이 37개소이며, 단일유역

을 상류에 하나 이상 포함하는 다 유역(Multi basin)이 14
개소이다(Fig. 2).

3.2. 소하천 유역별 지하수 이용량과 오염물질 부하량

조사 상 소하천의 유역내 지하수 이용량과 오염부하량

을 조사하 다. 지하수 이용량은 화천군의 조사 자료로써 

면 당 이용량으로 환산하 다(HRERC, 2012). 소유역별로 

면 당 지하수 이용량은 단일유역에서 논미천(N)의 N02 
소유역에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간척천(G)의 G01, G02, 
G04 소유역에서 많았다. 이들 소유역에서 지하수 이용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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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ults of DEM (Digital Elevation Model) analysis in study area.

Table 2. Modified selection criteria for choosing research targets
Target Selection Criteria

Small 
stream

⦁Is it included in the study area ?
⦁Does it need an inspection from ecological aspects ?
⦁Is the pollution index high in the pre-study ?
⦁Do well known pollution sources exist ?

Location

⦁Does it represent in water pollution assessment ?
⦁Does it guarantee the homogeneity of water sample and

stable flow ?
⦁Is it easily accessible and has no danger in data sampling ?
⦁Is it possible for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data ?

Table 3. Selected small streams for each field survey regions

Region Small stream Length
(km)

Code
Index

Number of
locations

Gan-chuk
Gan-chuk stream 14.20

G 11
Yong-am stream 6.50

Kae-sung Kae-sung stream 14.30 K 3
Non-mi Non-mi stream 15.36 N 3

Ji-chon
Ji-chon stream 31.20

J 11Sa-chang stream 11.00
Soo-mil stream 7.84

Fa-pho
Fa-pho stream 26.79

F 9Gu-un stream 13.30
Da-mok stream 13.50

Pung-san Pung-san stream 15.70 P 6

Hwa-chun
Hwa-chun stream 31.89

H 8
Sin-eup stream 13.65

타 소유역에 비하여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3).
화천군의 과거 10년간 인구변화는 사내면에서 증가하고 

상서면에서는 다소 어드는 추세로 보이나, 총 인구는 크

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하수는 9개 리에서 

100% 처리되고 있으며, 하수처리인구 비율은 사내면과 상

서면, 간동면이 높고 화천읍, 하남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축산에서 돼지는 부분 사내면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산업은 상서면에서 활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2014). 
이들 오염원별 발생량과 배출량은 수질오염총량 리 지침으

로 산출하 고 소유역별 오염부하량은 유율을 용하여 

산출하 다. 한 소하천별 배출 도는 소유역 면 을 이

용하여 산출하 으며, 단일유역(Single basin)과 다 유역

(Multi basin)으로 구분하여 비교하 다(Fig. 3). 소유역별 단

면 당 BOD배출량은 상서면의 계성천(K) 소유역으로 

K01과 화천읍을 포함하는 화천천(H)의 H08에서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 N02, G08, G09, G01, G02, J09 순으로 나타

났다. 소유역별 단 면 당 T-N 배출량은 H08, G08, K01, 
G09, N02, G04, J09, G05 순으로 많았으며, T-P는 K01, 
H08, G08, G09, N02, J09, G01, G02, G04 순으로 많았다.

체 으로 BOD, T-N, T-P 모두에 하여 간척천(G)의 

소하천 유역에서 체 으로 높았다. 특히, 화천군에서는 

단 면 당 배출량에서 소유역간 2~4배 이상의 편차를 나

타내며, 특정 소하천 유역에 오염원이 편 되는 경향도 분

석되었다.

3.3. 소하천 수질 조사결과

조사 기간(2014.4~2015.3)에 획득한 수질 항목별 측정 분

석결과는 단일유역(36개 지 )과 다 유역(14개 지 )으로 

구분하여 비교하 다(Fig. 4). 단일유역인 G09지 은 조사 

시기에 유량이 없어 제외하 다. 상자그래 에서 상단  

하단은 각각 75  25 percentile이고 내부 선은 평균과 

앙값, 그리고 외부 극값은 각각 95  5 percentile 값이다. 
T-N의 존재 형태 별 분포에서는 평균 농도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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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patial distribution of the field survey locations in study area.

Fig. 3. Flow rate and water quality for the small streams.

유량은 단일유역에서 지  지역(J)과 포 지역(F)의 소하

천에서 많았다. 인  오염 가능성을 지표하는 기 도도

는 G06에서 가장 높았고 J02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농경

지역에서 비 오염 특성을 악하는데 유용한 SS와 탁도는 

J11에서 최 값을 보 으며, 각 조사 지 들이 모두 유사한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OD의 평균 농도는 

체 으로 0.3~3 mg/L에서 분포하 으며, G04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사 지표로써 COD의 평균 농도는 G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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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low rate and water quality for the small streams.

J04에서 가장 높았다. TOC의 평균 농도  앙값은 1~3 
mg/L에서 분포하 으며, BOD  COD에 비하여 분포 범

가 좁아 안정된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N 농도

는 간척 지역(G)의 소하천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T-P의 평

균 농도는 간척(G) 지역의 G04, G06을 제외하고 지 (J), 
포(F), 풍산(P), 화천(H) 지역의 소하천에서 체 으로 

높았다. 수질 항목별 최고  최  농도는 단일유역의 소하

천에서 나타나 다 유역에 비하여 단일유역의 소하천에서 

농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4. 소하천별 오염등   유형화 분석 결과

소하천별로 조사 항목들을 연구방법에 따라 표 화하고 환

경여건에 따라 구분한 인자로 오염 등   유형화 분석을 수

행하 다. 수질 여건 자료가 조사되지 못한 J09 지 의 소하천

은 분석에서 제외하 으며, 기존 수질자료가 존재하는 소하천

은 기존 수질자료를 분석에 포함하 다(Lee, 2005; Park, 2007).
수문 여건에서 소하천들은 다양한 등 에서 분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수질 여건에서 G04, H06  J10을 제외한 

부분의 소하천들은 1~3등  수 에서 분포하 다. 오염

부하 여건에서 G08, K01, N02  H08 지 의 소하천들은 

4등  이상의 수 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부

하 도 여건과 생태 여건에서 소하천은 모두 1~3등 에서 

분포하나, G04 지 의 소하천만이 생태 여건에서 4등  이

상으로 나타났다. 종합 인 오염등  평가에서 단일유역의 

소하천 부분은 G04, G01, H01에서 가장 나쁘고 J02, P01, 
P02에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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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ollution grade of small streams based on environmental conditio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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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endrogram results of typological classification by cluster analysis.

유형화 분석에서는 오염등  분석에 사용된 환경 여건 인

자를 동일하게 사용하 다. 분석 조건은 다 유역을 포함하

는 조건과 다 유역을 제외하는 조건이다. 두 조건 모두에서 

뉴클리드 거리 1에 한 유형은 20가지로 구분되었다. 여기

에 유형 분석에 사용된 환경여건 인자의 수를 고려하여 유형

을 요약하 으며, 단일유역에 해 뉴클리드 거리 3수 을 

용할 때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Fig. 6).
A유형에는 수질이 비교  양호한 소하천들이 포함되었다. 

이들 소하천은 분석 인자별 등 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아 환경여건 인자로부터 주 오염 원인을 정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유형의 소하천들은 오염부하량을 재 수 이하로 

리하고 배출 구조를 단순화하는 수질 리방안이 요구된

다고 할 수 있다(Table 4). 그러나 A유형에서 가장 나쁜 오

염등 을 나타낸 J08지 의 소하천은 오염원 도를 개선하

는 방안이 필요하며, G11, F08과 함께 생물서식환경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생태 여건에서는 J02, P01 
지 의 소하천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염 등 에서 

다소 높은 B유형의 소하천은 유역 오염부하량이 상 으로 

과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B유형에 비하여 오염도가 다소 

낮은 C유형의 소하천은 유역내 오염원 도가 다소 높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D유형은 기 유량이 부족하며, 유량 변동

에 따라 수질 오염도 변폭이 큰 소하천들로 분석되었다. B유
형과 C유형에서 수질오염에 기여하는 환경 여건 인자는 한

가지로 분석되었고 D유형에서는 두가지로 나타났다. E유형

은 유량과 유역 오염부하량이 상호 연 성을 가지고 수질오

염도에 여하는 소하천으로 분석되었다. 한 D유형과 E유
형은 소하천의 부족한 유량이 수질오염을 가 시키는 주요 

인자로 분석되었으며, 유역내 물순환 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유형에서 논미천의 상류부인 N02 
지 의 소하천은 토지이용과 지형 여건을 고려할 때, 소하천 

유량을 확보하는 것이 수질 개선에 가장 실효  방안이라 

단되었다. F유형에는 유일하게 G04 지 의 소하천만 포함되

었다(Table 4). G04 지 의 소하천은 유역내 오염원 도가 

높고 유역내 배출원으로부터 다량의 오염물질이 수역에 지

속 으로 유입되고 있어 수질 오염도가 높았으며, 수질개선 

노력이 가장 시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G04 지 의 소하천

은 가장 먼  유역내 오염원 도를 분산시키고 오염 배출량

을 삭감해야 할 상이다. 한 J10 지 의 소하천도 G04 지
의 소하천과 유사한 여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두 소하천에는 수변에 오염원들이 인 하고 있어 하천으로

의 오염물질 직유입이 우려되며, 오염원의 배출 실태의 검

과 함께 배출수질 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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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lassified type of small streams and proposed water quality improvement plans
Type Streams Linked factors Proposed water quality improvement plans

A
F01, F04, J05, F03, J11, H07, J07, P01,

P02, J02, G07, F08, P04, J08, G11,
H02, H04, G03, K03

Water quality
Ecology ･ Constantly monitoring and preservation

B G08, K01, H08 Waste load ･ Decreasing waste load
C G06, J04, J06, J10, H06, P06 Waste density ･ Management of watershed pollution sources density
D H03, H05, G02, G10 Hydrology ･ Increasing the base flow

E N01, N02, G01 Hydrology
Waste load

･ Increasing the base flow
･ Decreasing the waste load

F G04
Water quality
Waste density

Ecology

･ Decreasing the waste load
･ Management of highly polluted sources
･ Ecological restoration

4. Conclusion

화천군 수계에서 북한강 본류에 직유입하는 주요 오염원

은 없었으며, 오염원의 부분은 소하천 유역에 치하고 

배출 오염물질은 지천을 경유하여 북한강에 유입하고 있다. 
상 지역에는 군부  오염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나, 배

출지  확인  부하량 산출이 어려워 소유역별 분석 연구

에 반 하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소하천 수질의 시변화는 단일유역이 

다 유역에 비하여 더 큰 폭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가지며, 
평균값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

하천 유량이 을 때 미량의 오염 배출에도 수질이 민감하

게 변화하는 형 인 특징이다. 따라서 화천군 소하천의 

수질개선에서는 체 으로 기 유량 확보가 시 하며 지

하수 리가 요한 요소인 것으로 단할 수 있었다. 
한 평균 수질이 양호한 소하천들은 오염등 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G04(오음천) 지 의 수질은 

개선이 시 한 최우선 순 의 소하천으로 확연하게 선별할 

수 있었으며, 환경여건 인자로부터 수질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J02(큰물안골천)와 P01(새우골천) 지 의 수질

은 가장 양호한 여건으로 오염원도 고 오염부하량도 거

의 없는 청정 소하천의 유형을 보이며 지속 인 모니터링

과 함께 유지 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등 과 유형화 분석을 연계한 연구로부터 화천군 수

계내 소하천의 수질개선을 해 기 유량 확보가 요한 

소하천, 유역내 농업지역과 축산지역의 오염 배출량과 배출 

도를 리해야 할 소하천 등 오염 유형별 개선방안의 우

선순 를 선정할 수 있었다. 화천군은 유역 특성상, 기 유

량 확보 방안으로 농업분야에서 물순환 체계를 검하고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오염등

과 이를 연계한 유형화 분석은 오염도가 미약한 소하천들

을 다수 포함하는 수계에서 수질이 양호한 소하천을 분류

하고 수질개선이 시 한 소하천을 우선순 에 따라 분석하

며, 환경여건 인자로부터 소하천별 특징을 반 한 수질개선

방안의 도출에 응용과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되었다.

Nomenclature

 : Pollution grade by environmental conditions factors 
[dimensionless]

 : Total number of survey constituent  
[dimensionless]

 : Averaged value of constituent  in the small stream 

[Unit]
 : Standard value of constituent  in total survey small 

streams [Unit]
  : Weighting factor of constituent  [dimension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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