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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policy directions of total maximum daily loads(TMDL), which was

recently adopted in Korea, for scientific management of water quality. The basic principles of

water quality management are also discussed in this paper, along with the TMDL policy in

United States as well as the previous policy in Korea. We discussed several unreasonable points

out of the previous approaches, such as regulation of all point sources with equal standards,

negligence of an assimilative capacity of the receiving water, and emphasis only on drinking

water supply, etc.. For successful applications of the TMDL policy in Korea, the following

directions are suggested: 1) the unit drainage basin for each TMDL application should be given,

2) the water body where the water quality standards should be maintained, needs to be guided,

3) the water quality parameters of TMDL should be given, 4) the technical guidances should be

given for applications of water quality models, and 5) the seasonal TMDL would be allowed. In

order to maximize the benefits of the TMDL policy, the local governments would need to

implement the following strategies: 1) the increment of an assimilative capacity of the receiving

water, 2) the effective controls of the non-point source pollution, 3) the advanced treatment of

the point sources, 4) application of system optimization techniques along with effluent trade,

and 5) utilization of watershed manage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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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하천이나 호수와 같은 공

공수역의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

질관리제도를 시행해 왔다.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수질관리제도의 기본 개념은 대상 수역에 적합한

수질기준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

공수역에 유입되는 하폐수를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규제하고 유역개발을 가능한 억제하는 것이었다2). 

오염 배출원에 동일한 배출기준치를 적용하는

지금까지의 배출규제제도는 형평의 원칙을 준수

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수체가 가지는 자정용량과

배출자가 불분명한 비점오염원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수질관리 방법으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오염자가 정해진 배출기준

치을 준수하더라도 동일한 수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을 경우는 공공수역에 설정된 수질기준치를 달

성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

라의 공공수역 중 여러 곳에서 수질기준치를 달

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

되고 있는 배출규제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

는 새로운 방법이 시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제시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배출 수역

의 특성을 고려하여 허용 가능한 오염물질의 종

류와 양을 할당해주는 제도이다4).

본 논문에서는 자연수계의 수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반적 원리와 현재 해외에서 시

행하고 있는 총량규제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수질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

고, 이를 기초로 최근 시도되고 있는 오염총량관

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추진되어

야 할 방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수질관리의 기본원리와 총량규제

1. 관리체계

지금까지 자연수체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주어진 수체의 용도

와 서식 생물상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과학적 수

질 기준치(Water Quality Criteria)를 결정하고 경

제적 여건과 활용 가능한 기술을 고려하여 달성

가능한 수질기준치를 법으로 정하게 된다. 그리

고 법에 규정된 수질기준치(Water Quality

Standards)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체로 유입되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를 규제하고 내부에서 생

성되는 오염 물질을 제어하고 수체가 갖는 자정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자연수계의 수질관리를

위한 일반적 원리이다16)(그림 1).

점오염원의 경우 허용 가능한 배출기준치

(Effluent Standards)가 주어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배출원은 폐수처리와 같은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실시하게 된다. 배출규제가 어려운

비점오염원의 경우 지금까지 관리대상에서 대부

분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토지이용이 고

도로 이루어지고 점오염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

에 따라 수계 내 비점오염원의 중요도가 증가되

고 있다.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토지이용도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

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규제가 가장 주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산림이나 초지의 개발 억제나 유역에

살포하는 농약과 비료 사용을 규제하고 토양 유

그림 1.  수질관리의 기본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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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방지하며 체류지를 설치하는 방법이 일반적

으로 사용되고 있다5).

수체 내부에서 생성되는 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그 중에서

도 내부생성 유기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체 내

양염류 농도를 저감시키는 것이다. 유입수를 인

공습지에 일정기간 체류시키고 수생식물을 이용하

여 양염류를 제거하거나 수변에 갈대숲을 조성

하여 수변정화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내부생성을

억제하는 방안이 된다. 또한 조류제거선을 가동하

거나 조류를 먹이로 하는 초식성 어류의 서식을

촉진시키는 생물조절법도 사용되고 있다. 퇴적물

을 준설하여 바닥에서 용출되는 양염류를 차단

하는 방법 그리고 수중폭기장치를 가동하거나 외

부 유량을 보충하여 자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등이 수질관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16).

2. 수질모델과 모니터링

수질모델과 모니터링은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수단이다. 수질모

델은 대상수체에서 일어나는 수리현상과 수질반

응기작을 수식화하여 유입 오염물질에 따른 수질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하천이나 호수 그리고

하구 항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질모델이 개발

되어 관리대상 수체의 자정능력과 허용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관리대책에

따른 수질개선효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대

상 수자원의 용도와 수중 생태계 보호에 부합되

는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방안을 도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13),10).  

유역에 위치한 비점오염원으로 강우시 수용수

체에 유입되는 오염물질량을 예측하는 유역모델

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유역모델은 토지이용도

변화에 따른 비점오염물질 변화를 신속히 예측할

수 있다. 유역의 지형적 특성과 모든 오염원을 전

산 정보화하는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유역모델

그리고 수용수체모델(하천이나 호수 수질모델)을

연계하여 유역내의 모든 오염원을 통합하고 여기

에 따른 수용수체의 수질변화를 파악하고 예측하

는 방법이 실용화되고 있다3). 특히 비점오염원은

정확한 실측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질관리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대부분 유역 모

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에 의존하고 있다11),14).  

수질 모니터링이란 오염물질의 배출에서부터

관리대상 수체에 이르기까지 수질을 측정하여 배

출 기준치의 준수여부와 수질기준치의 달성여부

를 점검·확인하는 과정이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이상 현상이 발생하 을 경

우 원인 분석과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수계별로 모니터링 지점을 설

정해두고 주요 수질항목을 지속적으로 측정해오

고 있다.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측정분석 자료와 과학적인 자료 관리와 측정망

운 이 요구된다.

3. 총량규제제도

자연 수체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역에 위치한 모든 오염원과 수체가

갖는 자정용량을 고려한 후 각 배출원에 적절한

허용량을 할당해주는 총량규제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설명한 수질관리의

기본 원리를 따르며 자연이 가진 자정능력을 최

대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총량규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유역의 점오염원

과 비점오염원을 비롯하여 수리수문 및 수질 자

료 등 많은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주어진 수계에 적절한 수질관리 모델이 적용되어

야 한다. 총량규제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대

상 수계의 수질기준치를 결정하는 문제에서부터

규제 항목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수계 내에서 일

어나는 현상 규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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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화를 위한 기초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해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총량규제제도의

절차는 그림 2와 같다. 관리대상 수체와 여기에

적용되는 법적 수질기준치(Water Quality

Standards)가 주어지면 허용될 수 있는 총오염부

하량(LC: Total Loading Capacity) 또는 일일 최

대허용량(TMDL: Total Maximum Daily Load)이

결정된다. TMDL은 다시 LA(Load Allocation),

WLA(Waste Load Allocation), 그리고 MOS

(Margin of Safety)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LA는

유역내 위치한 비점오염원과 자연원(Natural

Background)을 의미하며 WLA는 점오염원 그리

고 MOS는 자연이 가진 불확실성으로 인한 여분

의 안정도를 의미한다. LA와 WLA는 현재 오염

부하량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유보해둔 부하

량(Reserve Capacity)까지 고려하게 되며 MOS는

TMDL을 결정시 최악의 수량과 수온 조건을 한

계 조건(Critical Condition)으로 가정하게 된다. 이

러한 과정은 반드시 현장 모니터링 자료와 수질

모델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17),18).

III. 우리나라 수질관리제도의 개선점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수질개선 노

력에 비해 효과가 저조한 가장 큰 요인으로는 계

속해서 증가하는 물소비와 그에 따른 오폐수 발

생량을 들 수 있다. 지난 10년간 도시 인구와 산

업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오폐수 발생량은 2배로

증가하 다1). 또한, 우리나라는 강우현상이 여름

철에 집중되어 있고, 상하류에 무질서하게 도시

가 발달되어 있으며, 하수 관로의 노후화로 인하

여 수질개선 대책을 시행하여도 효과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많은 예산을 소모

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온 것은 높이 평

가할 만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행해온 수질관

리제도에 많은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더 체계적이고 과학

적인 수질관리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

연수계의 수질관리를 위한 일반적 원리에 비추어

보면 지금까지의 수질정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

이 제기될 수 있다.

1) 수질관리체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질관리체계는 앞에서 설명한 일반적 체계

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상 수계의

용도와 생태계의 고려가 없으며, 그곳에서 유지

되어야 하는 이상적인 과학적 기준치도 정해져

있지 않다. 단지 현재 수질에 기초하여 목표 수질

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노력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상 수계에 정해진 수질기준치를 달

성하기에 적합한 배출기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

니라 모든 배출자에 동일한 농도 규제가 이루어

져 왔다.

2) 수계특성 고려: 우리나라는 하절기에 강우현

상이 집중되고 하상 계수가 크기 때문에 갈수기

에 수량 부족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가장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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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국의 총량규제제도 개요(USEPA,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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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수량 부족에 관한

적절한 대책이 시행되지 않고 년간 동일한 방류

기준에 따라 점오염원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수질오염의 근원이 소수계의 지천에

서 시작되고 있으나 지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

상 파악이나 지천 오염원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3) 목표수질 설정: 자연수계의 수질을 관리하는

데 검토되는 주요 수질 항목으로 용존산소와 유

독성 암모니아 그리고 부 양화를 유발하는 양

염류 등을 들 수 있다12). 또한, 유역의 오염원에

따라 고려될 수 있는 중금속이나 유독성 화학물

질 그리고 부유물질과 병원성 미생물 등이 관리

되어야 할 주요 수질 항목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BOD나 COD와 같은 대표적인 수질

측정치가 주요 목표 수질로 고려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4) 수돗물 위주 관리: 대부분의 시민들이 하천

이나 호수와 같은 공공수역의 수질관리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마시는 수돗물의 원수를 이곳에서 취

수하기 때문이다. 원수가 수돗물의 수질을 결정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의 경우 가정에서 마시는 수돗물의 수질은 정수

과정과 배수관로에서 결정된다. 현재 우리나라에

서 발생하는 수돗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수와 배수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천이나 호수와 같은 자연수의 수질은

원래 그 곳에서 서식해왔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것으로 족하고 그 물을 맑게 정수하고 배수하는

방법으로 수돗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12),15).  수

돗물 문제를 중심으로 자연수의 수질관리 대책을

세워나간다면 상수원으로 사용되지 않는 하천과

호수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IV.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방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는 오염총량관

리제는 제도 시행의 자발성과 인센티브 등 행정

적인 점을 제외하면 기본 원리는 현재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총량규제와 대동소이하다. 다시

말하면 두 제도 공히 자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

여 환경과 수계내 경제 활동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방안을 추구하는 목표로 이루어졌다. 해외에

서 시행되어 오고 있는 총량규제제도와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우리나라 수질관리제도의 개선점을

고려하여 현재 시도되고 있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1) 단위 배수구역 결정: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적

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오염의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는 제도

에서는 오염총량을 관리하는 단위를 행정 구역으

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적정 총량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자연이 갖는 배수구역에 따라 최소 단위수계를

결정하고 단위 수계에 적용되는 수질기준치에 부

합하는 최대 허용 부하량이 산정되어야 한다. 배

수구역과 허용부하량이 결정되는 과정은 먼저 관

리 대상 본류를 중심으로 배수구역과 허용부하량

이 결정되고 다시 소수계 내 배수구역과 허용부

하량이 결정되어야 한다. 제도 시행을 위하여 오

염총량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최소단위의 배수구

역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수역과 유역 구분: 소수계내 배수구역이 결

정되면 수질기준치를 적용하여 관리되어야 할 수

체(수역)이 결정되어야 한다. 소수계에는 강우시

에만 물이 흐르는 실개천과 같은 여러 종류의 하

천이 위치하여 있다. 따라서 관리되어야 하는 수

체를 결정하고 나머지는 유역에 포함시켜야 한

다. 수역은 수질기준치가 적용되고 허용부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질모델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

이다. 제도 시행을 위하여 관리되어야 할 수역 결

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체계적인 수계

관리와 효율적인 환경정보관리를 위하여 수역과

유역에 필요한 코드를 부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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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8).

3) 관리 수질항목 결정: 수역에서 주요하게 관

리되어야 하는 수질항목이 결정되어야 한다. 우

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급수제도에 근거하여

하천의 경우 BOD가 호수에서는 COD를 중심으로

수질을 관리하여 왔다. 그러나 총량규제를 오랜

기간 동안 적용해온 외국의 경우 산업폐수가 유

입되지 않는 일반 수계에서는 크게 용존산소

(DO), 독성암모니아(Unionized Ammonia), 그리고

부 양화(Eutrophication)을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

다. BOD는 전체적인 범위가 주어지고 다시 그것

으로 인해 나타나는 용존산소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10). 다시 말하면 유속이 빠르고 재포기가 잘

일어나는 하천에는 허용 BOD가 크고 흐름이 느

리는 정체 하천에서는 허용 BOD가 적다. 제도시

행 이전에 규제되어야 할 항목이 결정되어야 하

며, 특히 호수나 저수지의 상류 수계에서는 총인

이나 질소와 같은 부 양화에 관한 항목이 포함

되어야 한다11).

4) 수질모델 적용: 총량규제는 오염원과 수용수

체의 수질간의 정량적 관계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수질모델이다. 다시 말

하면 총량규제는 수질모델의 활용으로 인하여 가

능해진 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대상

수계에 적합한 수질모델을 선정하고 적용하는 방

법을 제시하는 것이 제도 시행에 반드시 요구된

다6). 적용모델은 크게 유역모델과 수용수체모델

(하천 또는 호수 모델)로 구분되며 유역모델은

수체에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을 산정하기 위한 것

이며 수용수체모델은 하천이나 호수에서 나타나

는 수질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이다.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단위 배수구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부하량을 산정할 수 있는 유역모델

과 수질예측을 위한 하천이나 호수 모델의 선정

과 적용에 관한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모델 적

용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 방법과 예측시 여분

의 안정도(MOS: Margin of Safety)를 고려하기

위하여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는 한계조건(Critical

Condition)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한계조건은 수

량과 수온 조건으로 이루어지며, 미국의 경우 수

량은 10년 동안 7일간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

는 최저수량(7Q10)을 사용한다. 수온 조건은 이

때 대상 수계에서 나타나는 수온을 사용한다. 미

국 뉴저지주에서 점오염원의 허용부하량을 산정

하는 경우(WLA: Waste Load Allocation)는 비점

오염원(LA: Load Allocation)을 배제하기 위하여

강우가 없는 몇주동안이 지난 후 수량이 낮은 시

기에 3일간 연속 측정한 자료로 적용모델을 보정

하고 검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13).

5) 허용부하량 결정: 단위 배수구역내에서 유역

과 수용수체 모델을 이용하여 허용부하량을 결정

하게 된다. 허용부하량을 결정할 때 장래 예상되

는 증가량을 예측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허

용부하량을 결정할 때 대상 수체의 수량 조건에

따라 허용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수기별로 수량 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기간

을 달리하면서 허용가능한 오염물질 총량을 결정

하는 것이 좋다. 

미국의 경우 허용부하량을 결정할 때 장래 유

역내 증가할 인구와 지역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

고 일부 용량을 유보해 두기도 한다. 미국 동부지

역에서는 계절별 수량과 수온 조건이 크게 다르

기 때문에 Summer Time(5월 1일 - 10월 31일)과

Winter Time(11월 1일 - 4월 30일)을 각각 달리

하여 허용부하량을 적용하고 있다13).

V. 오염총량관리제의 활용 방안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제도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가능하면 허용량

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점오염원이나 비점오염원

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량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이렇게 증가된 허용량이나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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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오염물질량 만큼을 지역 경제를 위한 새로

운 개발로 전환시킬 수 있다15). 자치단체는 대상

수역의 자정능력을 증가시키거나 유역에 위치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줄임으로써 이러한 목

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

해볼 수 있다.

1) 자정능력 증가 방안: 대상 수역에서 허용되

는 오염총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수체의 자정

능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수체 자정능력을 증가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갈수

기에 대상 수체의 수량을 보충하는 것이다. 허용

부하량은 여분의 안정도를 고려하기 위하여 갈수

기를 중심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갈수기시 유량을

보충하는 것은 허용부하량 증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유역에 위치한 저수지의 물을 활용하거

나 지하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하천의 보를 이용하여 포기량을 증가

시키는 방법이나 환경친화적 하천정비 등도 자정

능력을 증가시켜 허용량을 높이는 방안이다16).

2) 유역관리방안: 토지이용이 고 도로 이용되

고 있는 유역의 경우 총 수질오염부하의 50% 정

도가 비점오염원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

며, 특히 도시지역 하천의 각종 유기독성물 및 중

금속의 주요 오염원이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것으

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호수와 같은 폐쇄성 수역

의 경우 수체 내 양물질의 80%이상이 비점오

염원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9). 우리나라는

토지이용이 고 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

역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중 비점오염원의 비율

이 매우 높으며, 발생량의 대부분이 공공수역으

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유역관리 방안을 추진하여 비점오염원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14).

유역관리방안은 적용단계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오염원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일단 발생한 오염물질이 수체로 유입

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오염

물질을 포함한 유출수를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후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점오염

원이 광범위하게 걸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의

특성상 현실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유역관리방안은 오염원의 종류나 발생과정만큼

다양하며,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범용대

책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염원과 지

역의 특성에 맞게 적합한 기법을 찾아야 하며 최

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통합유역관리 방안을 도

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7). 

3) 점오염원 처리기술 고도화: 유역 내 처리되고

있는 생활하수나 산업폐수 처리 공법을 고도화하

여 수체로 유입되는 점오염물질을 줄이는 것도 추

진해야 할 방안 중에 하나이다. 농도규제에서는

허용농도 이하로 처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오

염총량관리제도는 가능하면 기존의 오염배출량을

줄이면 그만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기존의 점오염물질 처리 공법을 고도화하는 것도

좋은 제도 활용 방안이 된다. 또한 처리수를 재활

용하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다. 

4) 배출권 거래제도와 시스템 최적방안: 허용된

오염총량하에서 지역 경제 활성을 최대화하기 위

해서는 경제적 이윤이 적은 오염원을 배제하고

오염발생이 적은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여러

개의 배수구역으로 나누어진 지방자치단체는 오

염원을 적절히 안배하거나 처리효율과 배출지점

등을 수계내에서 최적화하는 방안(System

Optimization Method)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친

환경적 산업유치를 촉진시키고 오염발생원과 인

구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야기한다.

5) 수계 관리시스템 활용: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농도규제시와는

달리 행정구역내 위치한 오염원과 토지이용도 그

리고 수체의 자정능력에 이르기까지 많은 환경정

보를 관리해야한다. 또한 지역내 오염배출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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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최적 방안을 도출

해야 한다. 배수구역별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총량

산정과 수체내에서 수질변화 예측 등을 체계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수계 관리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으며3), 이를 활용함으로써 오염총량관리제도가

갖는 장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VI. 요약 및 결론

오염총량관리제도는 대상 수계 내 허용 가능한

오염부하량의 총량을 관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가 스스로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을 동시에 추구하

게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몇몇 행정적인 점을

제외하면 현재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총량규제

제도와 유사하며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위

해서는 수질관리 과학화를 위한 다양한 기초작업

이 필요하다. 제도 시행에 필요한 방안으로는 총

량을 관리하는 단위 배수구역이 결정되어야 하며

관리 대상 수역과 유역이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대상 수역에서 관리되어야 할 수질항목이 지정되

어야 하며, 단위 배수구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오

염부하량을 산정 할 수 있는 유역모델과 수질예

측을 위한 하천이나 호수 모델의 선정과 적용에

관한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에 기

초하여 허용부하량을 결정하게 되며, 이때 장래

예상되는 지역 성장을 고려하고 수기별로 분리하

여 허용량을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제도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상 수역의 자정능력을 증가시키고 유역의 오염

원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수량보충이나 유역관리방안 그리고 점오

염원 처리기술을 고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한 배출권 거래제도를 활성화하고 시스템 최적

기법과 수계 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는 우리나라가 처한

열악한 물관리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

전과 지역개발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중앙정부에서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침과 도구를 연

구개발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이

제도가 갖는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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