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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경기도에 소재한 한류천은 길이 2.64 km, 수심 1～1.5 m,

하폭 20～50 m로써 상류 도시구역의 강우를 한강으로 배출

하는 수로였으나 08년 소하천으로 지정되면서 13년 대규모

개발계획에따라그이미지에어울리는 ‘한류천’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에 한류천은 소하천, 유수지, 우수배수로의 복

합적역할을담당하고있다. 한류천은기능상비가오면빗물

과함께오염물질이하천으로유입될수밖에없고차집이불

가능한 생활하수와 원일을 알 수 없는 불명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수질이 오염되어 왔다. 또한 한류천은 한강 본류

의영향을받는감조하천으로종단경사가 1/3,300에 불과하여

경사가거의없어하천의유속이거의없고정체됨으로써오

염물질이바닥에퇴적되어냄새를유발하고녹조가발생하기

쉬운물리적인단점을가지고있다. 또한, 한류천의수질은하

천생활환경기준 V～VI등급에 해당하는 수질상태를 나타내

고있다. 본 연구는한류천수질개선을위해한류천수질오염

현황파악과시설물에대한점검을통해문제점을도출함으로

써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한류천 수질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류천 상류 우수BOX

구간과 한류천 본류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상류 우수박스 구

간은 3개지점에대하여수질현황을조사하였으며, 한류천본

류구간은 5개 지점에 대하여 수질현황을 구분하여 조사하였

다. 조사자료는 2016년-2020년까지 한류천과 관련된 문헌자

료를참고하였으며, 2021년 6월까지의한류천관리주체의 현

장 수질조사를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 한류천 전경

한류천 운영시설물 점검을 위해서는 청천시 및 강우시 총 2

회에걸쳐현장조사를실시하였으며, 상류우수Box, By-pass

관로, 상류보, 중류보, 수처리시설 및 유지용수공급시설을 점

검대상으로 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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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경기도에소재한한류천은상류도시구역에내리는비를한강으로배출하는수로였으나 2008년소하천으로지정되었
으며, 2013년 대규모개발계획에따라그이미지에어울리는 ‘한류천’으로명칭이변경되었다. 이에 한류천은소하천정
비법에의한소하천, 대화배수펌프장의유수지, 우수배수로의복합적역할을담당하고있다. 한류천은기능상비가오면
빗물과함께오염물질이하천으로유입될수밖에없고차집이불가능한생활하수와원일을알수없는불명수가지속적
으로 유입되면서 수질이 오염되어 왔다. 또한 한류천은 한강 본류의 영향을 받는 감조하천으로 종단경사가 1/3,300에
불과하여경사가거의없어하천의유속이거의없고정체됨으로써오염물질이바닥에퇴적되어냄새를유발하고녹조
가 발생하기 쉬운 물리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한류천 수질개선을 위해 한류천 현황파악과 운영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수질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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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류천 운영시설물 전경

3. 결과 및 고찰

16년-20년까지 한류천의 수질은 하천생활환경기준 V-VI

등급수준이었으나, 21년 이후수질은 III-V 등급으로로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류천구간별로는 한류3(중류보

직상류)지점이 VI 등급으로 가장 수질오염이 심함 구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오염물질 축적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판단

된다. 한류천 운영시설물 점검결과 수처리시설의 고장에 따

른 미운영, 우수BOX 내부 오염물질 퇴적, 상하류보의 도복

상태불량등으로인한수질오염이가중되고있는것으로조

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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