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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15) 단위면적당 부하지속곡선을 이용한 영본B유역의 오염우심 

지류지천 도출

최동호 ․ 김대훈 ․ 정재운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1. 서론 

유량변화를 고려한 수질항목별 오염물질의 분포와 시기, 그리고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 

EPA에서는 총량관리계획수립에 부하지속곡선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Kim et al., 2015). 국내의 부하지속곡선의 적용성 평가는 대부분 목표수질이 설정된 본류구

간의 단위유역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하지만, 본류의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지류지천의 오염물질의 유출특

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Kim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류지천의 오염물질 유출특성과 본류

구간의 오염물질 특성 분석을 위해 영본B유역 말단과 지류지천을 대상으로 단위면적당 부하지속곡선을 적

용하고 지류지천의 오염우심 지류지천을 도출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현재의 부하지속곡선은 일 부하량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다. 하지만, 유역면적이 넓은 본류구간과 상대적

으로 작은 유역면적을 가진 지류지천의 오염부하특성을 비교할 경우 지류지천의 특성을 왜곡 해석할 우려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류구간의 유출량과 영산강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BOD와 T-P 목표수

질 농도를 곱한 후 유역면적으로 나누고 난 뒤 목표수질 부하지속곡선을 작성하였으며, 지류지천의 관측 오

염부하량을 도식화하였다. 관측부하량이 목표수질부하지속곡선을 50%를 초과할 경우 오염 우심하천으로 분

류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유출고로 작성된 유량지속곡선(FDC)를 살펴보면 영본A유역의 지류지천의 경우 모니터링은 홍수기 

0~10%, 풍수기 0~88%, 평수기 0~42%, 저수기 0~43%, 갈수기 0~65% 등 다양한 유량조건에서 모니터링 

되었다. 단위면적당 부하지속곡선 적용결과 BOD의 경우 용산천, 진원천, 산정천, 평산천, 풍영정천, 서창천, 
평동천, 장수천, 광주천은 초과율 50% 이하를 보여 목표수질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증심사천 목표

수질 초과율이 50% 이상으로 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P의 경우 세하천을 제외한 

다른 하천은 목표수질 초과율이 50% 이하로 목표수질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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