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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낙동강 수계 내 하천 환경 및 수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유역관리를 위해 수계 내 비점오염원의 유출 및 오

염물질 발생특성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점오염원과 달리 강우뿐만 아니라 유역 내 지표상태 등

복잡하고 예측 곤란한 상황을 반영해야 하므로 정량화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수문학적 및 수리학적 분석

이 가능할 뿐 아니라 수질모의가 가능한 SWMM을 활용하고 오염총량 단위유역과 댐유역을 고려한 소유역

분할을 적용함으로써 댐유역을 제외한 오염총량 단위유역별 비점오염원 분석결과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정된 유량을 기초로 낙본I 지점과 진동 수위표의 유황곡선을 비교하고 낙본I 지점의 월별

유출량 및 오염부하량 분석과 함께 유출량과 수질항목별 오염부하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낙동강

수계 내 점오염원을 배제한 단위유역별 및 낙본I 지점의 비점오염원 발생특성을 분석하였다.

핵심용어 : SWMM, 비점오염원, 유역관리, 오염총량

1. 서론

점오염원에 대한 유출량과 오염부하량은 수계 내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방류량을 조사

함으로써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지만 강우 시 발생하는 비점 오염원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은 강우특성뿐

만 아니라 유역 내 지표상태 등 예측하기 곤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정량화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낙

동강 수계 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방류량과 주요댐에 대한 방류량을 SWMM의 입력항으로 적용하고 낙동

강 물환경연구소의 2006년 8일 간격 관측자료를 기초로 모형에 대한 검정 및 검증 과정을 거쳐 모형을 완

료하였다. 검보정된 모형을 기반으로 낙본I 지점의 유량을 산정하여 기존 진동 수위표의 유황곡선과 비교하

고 낙본I 지점의 유출량 및 오염부하량 산정을 통해 항목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낙동강 수계 내

점오염원을 배제하여 단위유역별 및 낙본I 지점의 비점오염원 발생특성을 분석하였다.

2. 낙동강 수계 SWMM 모형구축

2.1 입력자료 구성 및 적용

낙동강수계 내 비점오염원 분석에 대한 모형화기법 확대 적용을 위하여 모형구축을 위한 입력

자료를 구축하였다. 입력자료 구축을 위하여 단위유역의 면적, 관거연장 등 유역별 지형특성자료

*정회원⋅이메트릭스(주) 박사수료⋅jkcopyleft@e-matrix.co.kr
**정회원⋅부산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박사⋅tsshon1@hanmail.net
***정회원⋅부산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정교수⋅E-mail: hsshin@pusan.ac.kr
****비회원⋅(주)웸스 연구원⋅E-mail: dsshin@nwater.co.kr
*****비회원⋅낙동강물환경연구소 환경연구사⋅E-mail: ysyoon3sf@korea.kr

265



와 CN값, 불투수지역 조도계수 등의 유출특성자료 조사, 단위유역별 환경기초시설현황, 각 하수처

리장의 방류량 특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낙동강 수계 전체에 대해 오염총량 단위유역을 기초로 소

유역 분할을 적용하였으며 7개의 댐유역(안동댐 유역, 임하댐 유역, 영천댐 유역, 합천댐 유역, 남

강댐 유역, 운문댐 유역, 밀양댐 유역)은 댐지점을 기준으로 상류의 오염총량 단위유역을 통합하여

하나의 소유역으로 구축하였다. 안동댐은 낙본A, 낙본B, 낙본C 일부, 임하댐은 반변A, 용전A 및

반변B일부를 통합하였으며 합천댐은 황강A와 황강B일부, 남강댐은 남강A, 남강B 및 남강C를 통

합하였다.

그림 1. 대상유역의 유역분할도 및 관망도

낙동강 수계 내 60개 하수처리장 중 2007년 가동 시작된 7개, 댐유역에 포함된 5개 유역을 제외

한 48개 하수처리장의 2006년 일별 운영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건기 월패턴 자료를 추출하여

모형의 입력자료로 적용하였고 하수처리장 외에 마을하수도, 농단/산단 및 축산분뇨/분뇨처리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방류량을 조사하여 모형의 입력인자로 적용하였다. 낙동강 유역에 대한 모형

구축에 있어 7개 댐유역(안동댐, 임하댐, 영천댐, 합천댐, 남강댐, 운문댐, 밀양댐)을 고려하여 댐

유역에서는 강우로 인한 유출량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조사된 댐방류량과 수질자료를

유입량 자료로 처리하였다.

2.2 모형에 대한 검정 및 검증

모형을 평가하기 위한 오차함수에 선정에 있어 하천 유량에 있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

는 Simple Least Squares(first dimensionless form)(이하 SLS)과 비교적 단순한 상대오차를 선정

하였다. 모의결과에 대한 검토를 위해 상대오차(%)를 기준으로 모형 검정에는 20%를 적용하였고

모형 검증에는 30%를 적용하여 오차를 검토하였으며 상대오차와 동일한 기준을 SLS에 적용하여

유량자료와 수질자료에 대한 검정과 검증을 완료하였다. 또한 관측자료와 모의자료에 대한 상관계

수를 산정하여 상관도를 검토하였다. 관측자료는 낙동강 물환경연구소의 8일간격 관측자료 중

2006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모형의 검정과정에서 유량의 경우 지하수 유입량에 관련된 매개f변수

를 조정하였고 수질의 경우 초기농도와 1차 감소계수를 조정하여 최적화를 완료하였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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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함수명 오차함수식

Simple least squares(first dimensionless form) 


  


   

Relative Error  


 
×

EF=evaluation function : 평가함수

OOF=observed objective function : 측정 목적함수

COF=computed objective function : 모의 목적함수

사용된 관측자료(해당일의 한 시점에서 측정)를 모의결과에서 산정된 일평균값과 비교 시 유량과

달리 수질은 항목별 변화패턴에 있어 상호 일관성이 부족하여 기간을 달리하여 검보정을 진행하

였다.

표 1. 적용 오차함수의 선정

표 2. 항목별 검정 및 검증 결과

구분 검정 검증

유량
Simple least squares Relative Error(%) Simple least squares Relative Error(%)

0.73 18.3 0.36 19.0

BOD
Simple least squares Relative Error(%) Simple least squares Relative Error(%)

0.35 18.7 0.59 27.2

TN
Simple least squares Relative Error(%) Simple least squares Relative Error(%)

0.24 15.5 0.45 23.7

TP
Simple least squares Relative Error(%) Simple least squares Relative Error(%)

0.25 15.7 0.33 20.3

(a) 검정 (b) 검증

그림 2. 유량에 대한 검정 및 검증 그래프

3. 유출량 및 오염부하량 발생현황 분석

3.1 낙본I 지점의 유량 및 수질 발생현황

낙본I의 유황곡선을 진동 수위표의 유황곡선과 비교하면, 풍수량은 진동수위표가 280.16cms를

나타내고 낙본I는 245.38cms를 나타내어 진동수위표가 다소 크며 평수량은 진동수위표가

122.74cms를 나타내고 낙본I는 139.04cms를 나타내어 낙본I가 다소 크게 분석되었다. 저수량의 경

우 진동수위표가 72.35cms, 낙본I가 106.45cms를 보여 낙본I 기준으로 낙본I가 32%정도 더 큰 값

을 보였다. 갈수량의 경우도 진동수위표가 32.94cms, 낙본I가 94.59cms를 보여 낙본I 기준으로 낙

267



본I가 65% 더 큰 값을 보였다. 이는 낙본I가 진동수위표보다 다소 하류에 위치한 것과 본 연구에

서 물환경연구소의 8일간격 관측자료에 근거하여 모형을 검보정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a) 진동수위표 (b) 낙본I 지점 

그림 3. 낙본I 지점과 진동 지점의 유황곡선 비교

낙본I 지점의 시간자료 BOD 농도는 최대 16.238ppm, 최소 0.490ppm, 평균 3.23ppm, 시간자료

TP의 농도는 최대 0.420ppm, 최소 0.013ppm, 평균 0.125ppm을 나타내고 있다. 시간자료 BOD 오

염부하량은 최대 180,551.5kg, 최소 490.9kg, 평균 4520.4kg, 최소 870.5kg, 평균 2165.1kg, 시간자

료 TP 오염부하량은 최대 3954.9kg, 최소 30.6kg, 평균 126.1kg을 나타내고 있다.

.

BOD TP

그림 4. 낙본I 지점의 수질항목별 농도와 오염부하량

표 3. 낙본I 지점의 일평균 농도 및 오염부하량에 대한 통계분석

항목 구분 BOD TN TP

일평균 농도

(MG/L)

최소값 0.51 0.33 0.016

최대값 12.13 5.71 0.277

평균 3.23 2.51 0.125

표준편차 2.03 0.92 0.040

왜곡계수 1.81 0.06 0.541

일평균 부하량

(KG)

최소값 11,807.4 22,584.8 764.575

최대값 3,503,266.8 854,390.9 72,640.2

평균 108,487.4 51,958.5 3,027.27

표준편차 296,641.1 88,419.3 6,039.74

왜곡계수 7.06 6.37 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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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오염총량 단위유역별 유출량 및 오염부하량의 발생현황

댐유역을 제외한 오염총량 단위유역별 비점오염원 유출량 및 오염부하량을 산정하였으며 낙동

강 본류에 위치한 단위유역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된 것과 같다. 각 단위유역별 BOD와

TP의 오염부하량 발생원단위에 대한 순위를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5에 제시하였다.

표 4. 낙동강본류 단위유역별 비점 유출량 및 오염부하량의 발생현황

유역
번호

면적
(ha)

단위유역별 비점 유출량 및 오염부하량 비점오염원 연간 발생원단위

총유출량
(㎥)

BOD

(kg)

TN

(kg)

TP

(kg)

Volume

(㎥/ha/yr)

BOD

(kg/ha/yr)

TN

(kg/ha/yr)

TP

(kg/ha/yr)

낙본C 42,633 123,265,870 447,534 158,176 9,264 2,891.33 10.50 3.71 0.22

낙본D 47,113 104,939,590 323,129 147,509 6,567 2,227.40 6.86 3.13 0.14

낙본E 69,618 326,711,310 1,192,145 338,516 26,814 4,692.91 17.12 4.86 0.39

낙본F 53,314 101,842,070 820,046 251,080 17,326 1,910.23 15.38 4.71 0.32

낙본G 61,846 324,675,640 1,625,749 367,422 37,790 5,249.74 26.29 5.94 0.61

낙본H 51,977 139,551,750 724,920 242,534 15,370 2,684.88 13.95 4.67 0.30

낙본I 45,112 229,260,470 1,123,069 391,291 23,540 5,082.03 24.90 8.67 0.52

BOD TP

그림 5. 오염총량 단위유역별 오염부하량 발생원단위

4. 결과

낙동강 수계 내 오염총량 단위유역의 낙본I 지점을 기준으로 유량과 수질 발생현황을 검토하였

고 오염총량 단위유역별 비점오염원 오염부하 발생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오염부하량 발생원

단위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검보정에 있어 낙본I에서의 자료만 활용하였고 단위유

역 내 비점오염원이 집중된 하수처리장의 배수구역에 대한 고려 없이 단위유역 전체에 대해 분석

되었으므로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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