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 도 시 설

하천표류수를 수원으로 하여 취수탑이나 취수틀 등에 의해 원수를 취수하는 경우 취
수장애나 수질악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사와 정확한 예측이 필수적이다.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유심의 변화, 하상의 상승 혹은 저하 등에 대비해서 유속이
완만한 지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추운지역에서는 결빙을 고려한다.
취수지점과 그 주위의 지반은 지질이 견고하여야 하고 홍수나 산사태에 의해서 취수
가 지장을 받거나 취수시설에 피해가 없는 지점이어야 한다.
또한, 취수지점은 하수나 폐수 등에 의해 오염이 생기지 않은 곳이어야 함은 물론 장
래의 하천개수 계획을 고려해서 그 실시에 지장을 받지 않은 지점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취수시설은 최대홍수시나 최대갈수시에도 계획취수량을 취수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하천표류수의 취수시설은 대부분 취수탑, 취수틀 또는 취수문을 이용하며 이러한 시
설은 고정시설이기 때문에 하상의 변동시 적정한 취수가 곤란해질 수 있고 취수탑의
경우 유수소통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취수문의 경우에는 하천의 볼록부에 설치
되므로 갈수시 악화된 원수를 취수하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취수구를 통하여 물고기나 부유물질 등이 유입하여 원수의 수질을 악화시키거
나 취수시설의 손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하천의 표류수의 취수시설에서 취수장애 및 수질악화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천의 하상변동에 대한 조사와 검토가 없이 현재의 유황만 고려하여 취수시설의
위치 및 형식결정

19.취수장애 및 수질악화

하천의 수심변동, 수질조건 등에 따라 취수구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 시
공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거나 취수운영시 이러한 점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음.
물고기나 부유물질의 유입방지를 위한 적정스크린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나 부적정
한 설치 운영 또는 유지관리 소홀 등

하천표류수의 취수시설에 취수장애나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
선 설계 시공시 철저한 조사와 검토에 의해 설치하고 설치 후에도 유지관리에 유의하
는 것이 관건이나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대홍수시나 최대갈수시에도 지장을 받지 않고 계획취수량을 취수할 수 있는 구
조로하되 세굴, 유목, 유수 또는 유사 등으로 인해 취수의 장애가 염려될 경우에는
보호시설을 설치토록 한다.
수위의 변동이 큰 경우에는 각각 다른 높이의 위치에 여러개의 취수구를 설치하여
계획취수량이 확보되고 양호한 수질릐 원수가 채취되도록 한다. 그러나 취수구를
많이 설치함으로써 취수시설(취수탑 등)의 구조적 강도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주
의하여야 한다.
하수나 폐수 등에 의해 수질이 악화된 원수의 취수가 되지 않도록 오염수의 유입
이나 물이 정체되는 곳은 피하도록 하며 취수원의 상류지역에서 오염원이 유입되
지 않도록 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