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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농업용수 재이용 활용시스템 개발GIS

Development of GIS System for Agriculture Reuse of Wastewater Resource

김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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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GIS-based integrated system for reuse of effluent from wastewater treatment plants was

developed in this study. The GIS-supported program classified attribute data which the

effluent's quantity and quality and agricultural thematic map data according to the 5 big river

basin area. From the database, showing the spatial variation of the water quality of the

effluent, thereby proposing proper mitigation strategies over the watershed. Also, this system

enables the users who is going to reuse the reclaimed water for their paddies to provide of

all the wastewater treatment plant data and agricultural structures and thematic map data.

서 론1.

최근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갈수기가 계속 늘어나는 한편 홍수기는 더욱 짧아지고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한발이 오는 시기가 예전에 비해 짧아지고 많아 질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

러한 수자원의 한계에 직면에 있는 시기에 용수부족 및 효율적 사용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

나 수원공의 신규 개발 등은 댐이나 저수지의 적지 부족과 환경파괴에 대한 사회적인 반대에 부

딪쳐 신규 수자원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은 수자원 보전 및 효율.

증대라는 측면에서 크게 관심을 끄는 대안으로 수자원의 양적인 측면과 수계에 방류되었을 때 발,

생할 수 있는 수질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는 오염부하 저감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한다.

윤 특히 농업용수 수요가 집중되는 월 경에는 하천유량이 부족한 반면 하수처리장으로( ,2003) 4, 5

부터 처리된 방류수는 계절적으로 방류량의 변동이 거의 없어 재이용의 잠재적 수요가 높다.

이경훈 등은 지리정보시스템 를 이용한 농업용수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물관(1998) ‘ (GIS) ‘

리 자동화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행하기 위해 를 이용한 물관리 자동화 시스템 체계 및 구GIS

성 등을 연구하였다 고재원 등 은 지리정보체계를 이용한 만경강 동진강의 유역정보 및 오. (2001) ’ ㆍ
염부하량 분석에서 수질모델링에 필요한 유역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출 분석하였’ ㆍ
다 한편 양인태 등은 를 이용한 소하천 관리시스템 개발에서 와. (2001) ‘GIS ‘ MapObject MS

를 이용하여 소하천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소하천의 유지보수 및 관리Access

정보와 소하천 정비우선순위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체수자원으로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 가능량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재이용 활용시스템을 개발하여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로의 재이용, GIS

가능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농업용수로의 재이용을 보다ㆍ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2.

개발환경2.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언어는 을 기반으로 하여 도형정보 제공을 위한Visual Basic 6.0 Map

를 사용하였으며 속성자료는 를 사용하였다 본 시스템은Objects2.2 ADO(Active X Data Object) .

구조로서 시스템 외의 부가적인 요구사항을 최소화하여 설치 및 사용에 있어 편리성Stand-Alone

을 최대화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를 지원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이용. ,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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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의 주요 기능으로는 기존 응용프로그램에 맵 컴포넌트 추. MapObjects

가 간단한 데이터 조회 프로그램 구현 특정한 작업과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용자 정의, ,

맵핑 기능과 프로그램 생성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상위 레벨의 제품을 통해 쉽게 데이터GIS , GIS

베이스에 접근하여 간단한 쿼리의 수행이 있다 이와 같은 기능 및 특성으로 는 지도. MapObjects

정보를 조회 및 검색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관련 자료가 다양하고. ,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데이터베이스 구축2.2

재이용 활용시스템은 도형자료 속성자료로 구분하여 각각 자료와 데이터 자료로, Shape Access

구성되어 하수처리장 및 방류수 수질 현황 파악 등의 데이터를 조회하고 시스템 내에서 효율적인

분석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구성하고 자료를 구축하였다. Table

은 재이용 활용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1 .

Table 1. Build the GIS database for the system

Classification Contents Shape Note

Basic

Spatial data

River(National, Local 1, 2) Polygon

administration zone Polygon

River basin Polygon

Thematic

Spaltial data

Wastewater treatment plant Point

Agricultural Structure Point Weir, Pump station

Agriculture zone Polygon

Agricultural main line Line

Received area Polygon

small basin area Polygon

Attribute data

(treatment plant)

Aderess Table

Capacity Table

Process(treatment) Table

discharge river Table

Agriculture zone each plants Table

Advanced treatment Table

Water quality Table

도면자료는 년 환경부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전국 하수처리장의 위치 자료를 구축하2004 (point)

였다 그리고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에서 분류하고 있는 권역별 유역도와 하천도. (WAMIS)

를 구축하였고 농촌지형정보 주제도와 관련하여 용수구역도 소유역 수혜면적 용수간선 수리시, , , ,

설물 등을 구축하였다 여기서 소유역 데이터는 각 용수구역내 포함된 하천별 소유역으로 세분화.

한 것으로 가장 작은 기준의 유역도이다 속성자료는 하수처리장의 주소 처리량 처리방법 재이. , , ,

용수자원량 방류수질데이터 등 기본자료 이외에 하수처리장이 포함된 용수구역 및 구축하였다, .

시스템 설계2.3

시스템 설계는 시스템의 정의와 사용자 요구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시스템이 이러한 요

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전체적 구조 구성 요소 모듈 인터페이스 등, , ,

을 규정하는 작업이다 또한 시스템의 설계는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들 간의 연관관계를 구체적으. ,

로 도식하여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제작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장 정보와 관련하여 도형 및 속성자료의 제공과 재이용지구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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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잠재적 대체수자원량에 주안점을 두고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재이용 정보의 구축과 제공방안,

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제작하였다 이에 따라 설치 및 운영이 용이한 구조로. Stand-Alone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형자료 제공을 위한 도형 데이터베이스와. MapObjects ADO

를 이용한 속성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였다 는 지형도 토양도 표준유역 등의 도형자. MapObjects , ,

료를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화면에 도식하며 는 하천주제도의 속성정보를 관계형, ADO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도형정보와 연계하여 해당 주제도의 속성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도형.

및 속성 정보 조회를 위한 도형 검색시스템과 속성 검색시스템은 연결코드를 설정하여 도형 및

속성자료를 화면에 도식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출력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수계별 하.

수처리장 분류뿐만 아니라 행정구역별 하수처리장 분류를 하여 재이용 계획 수립 등의 실제 업무

의 적용성을 높였다.

Fig. 1 Summary of the System Organization

결과 및 고찰3.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재이용 조사3.1

년도를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하수처리장 중 개 처리장에서2004 19

농업용수로 재이용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 농업용수 재이용 처리장에. 19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재이용 방법 및 수질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는 현재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재이용 지구인 개 처리장 현황이다Table 2 19 .

전국 하수처리장중 농업용수 재이용 지역의 용수상황과 재이용방법을 조사한 결과 주로 하수처

리장 인근의 시군관할지역에 농민의 요청 또는 기존의 수리권에 의해 하수처리장 건설로 인해 지

천으로부터 더 이상 취수하지 못하는 지역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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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gricultural water reuse site of w astew ater trea tm en t p lan ts

City, Do Name
Capacity

(1000ton/day)

Effluent Reuse(1000ton/year)

Total
Agrcultural

Reuse

river

management
Etc

Total 958.60 10,607 9,293 1,310 4

인천 강화 9.00 3 3 - -

경기 수원 520.00 30 626 - 4

경기 장당 40.00 220 220 - -

경기 부곡 10.00 4,139 4,139 - -

경기 연천전곡 12.00 50 50 - -

충북 수안보 14.00 19 19 - -

충북 제천 70.00 1,087 1,087 - -

충북 내속 4.00 80 80 - -

충북 금왕 6.00 163 163 - -

충남 천안 150.00 1,221 1,221 - -

충남 공주 20.00 10 10 - -

충남 보령 30.00 10 10 - -

충남 조치원 20.00 6 6 - -

전북 고창 16.00 157 157 - -

전남 담양 7.00 6 6 - -

전남 무안 4.50 118 118 - -

경남 부곡 13.00 25 25 - -

경남 남해 5.60 3 3 - -

경남 하동 7.50 2,660 1,350 1,310 -

하지만 경기도 군포의 부곡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는 방류수가 전량 농업기반공사 관할인 왕송

저수지로 유출되고 있어 관할 수혜지역인 에 전량 공급되고 있다 수원하수처리장의 경우 방380ha .

류하천인 황구지천으로 유입되기 직전에 병점양수장이 위치해 있어 병점 지역 일대 를 하수220ha

처리수로 이용하고 있다 그 외 하수처리장의 경우는 시군관할 지역이거나 개인적으로 하수처리장.

의 요청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상기 표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년도에 신설된 충청남도. 2005

천안의 성환하수종말처리장이 경우는 하수처리장 시설내에 농업용수공급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기

반공사 수혜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농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지역을 조사한 결과 아직까지는 하수처리수의 위생적인 문제와 심리적,

인 불안감등으로 인해 활발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실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하수처리장의 위치가 하천의 하류부에서 중류부 심지어 상류부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

으며 이는 곧 이미 상당량 부분의 하수처리수가 하천으로 방류된 뒤 하류부에서 취수하여 농업용,

수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년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은 개이다 년말을 기준으로 개2004 271 . 2003 243

소이며 년에는 개소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용량의 경우는 현재 약, 2002 201 . 21,732

천톤 일 로서 년에 천톤 일 년에 천톤 일로서 매년 가 증가하고 있어/ 2003 20,731 / , 2002 19,975 / 4~5%

대체수자원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아직 사용자의 요청으로만 재이용되고 있는 하수처.

리수의 수량과 수질을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전국에 산.

재되어 유출되고 있는 하수처리수의 수량과 수질을 실제 공급가능한 지역별 분류 및 농업용수로

재이용하기 위한 수량과 수질관리 등 자료의 관리와 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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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용 활용시스템 구축3.2

시스템 구성은 기본정보 관리와 하수처리장의 수계별 행정구역별 위치 및 데이터베이스 조회, ,

그리고 재이용 지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는 재이용 활용시스템의 기능을 요약하였. Fig. 2

다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파일 하수처리장 재이용 수계및용수구역 수리시설물 시스템관리. , , , , ,「 」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주요 기능은 그 하부기능 및 다른 기능과 연결하여 일관된 운용 체.

계 내에서 전체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시스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다른 기능을 참

조 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는 시스템 초기화면과 경기도지역 검색화면이다. Fig. 3 .

Fig. 2. Demonstrate first Screen and searching Kyeonggi Province from the system

에서와 같이 좌측 상단에 을 만들어 사용자가 확인하려는 위치에 바로 이동할Fig. 2 Index map

수 있고 좌측하단의 레이어정보를 살펴보고 직접선택 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그 외 시스템의.

아이콘으로 지도의 확대 및 축소 기능과 최대화면 및 초기화하면 아이콘 및 속성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아이콘을 작성하였다.

주요기능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현황을 다음 와 같이 조회할 수 있다 그리고 수질분석결과Fig. 4 .

와 재이용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Fig. 3. Demonstrate information of water quality and reuse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

다음 는 금강과 영산강수계별 용수구역 하수처리장을 분류한 결과이다 그림에서와 같이Fig. 4 .

검정 실선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농업용수구역으로 각 용수구역별 하수처리장을 확인할 수 있

고 각 용수구역별 하수처리수의 수질과 수량을 관리할 수 있어 향후 한발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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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대체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용.

수구역별 하수처리수의 수량과 수질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수계와 농촌지형정보 주제도인 농업용

수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하수처리수의 분류가 중요하다.

각 농업용수구역내에 위치한 취수시설인 양수장과 보의 현황은 파악하였으나 하수처리장과의

직접적인 연관을 만들어 내진 못하였다 그 이유는 현재 구축되어진 농업수리시설물의 데이. GIS

터중 도형정보는 구축되어져 있으나 속성정보가 미구축 되어있어 하수처리장 인근의 수리시설물

과 하수처리수와의 연관성을 만들지 못하였다.

Fig. 4. C lassifica tion o f w astew ater treatm en t p lan ts acco rd ing to Kum R iver and Youngsan river basin

결론4.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농업용수 재이용 활용시스템 개발을 위한 농촌지형정보 기본도 및GIS

주제도 구축 하수처리장 수량 및 수질 등의 자료 구축과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지구 조사 분석 등, ,

이다 농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지역을 조사한 결과 심리적 또는 위생적 문제 등으로 인해 인근의. ,

농민의 요청으로만 재이용되고 있으나 실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하수처리장의 위치가 하천의

하류부에서 중류부 심지어 상류부에 위치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곧 이미 상당량 부분의 하, ,

수처리수가 하천으로 방류된 뒤 하류부에서 취수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

므로 하수처리수의 수량과 수질을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재이용 활용시스템을 개발하여 향후 한발 등이 발생하여. GIS

지역별로 농업용수가 필요할 경우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용수구역별 수량과 수질데이터를 제

공한다면 대체수자원으로서 하수처리수를 안전하게 농업용수로 재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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