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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ng term monthly monitoring data showed that the water quality of streams flowing into Lake Paldang has been improved by 
various strategy for water. However, the effect of quality on Lake Paldang is still insufficient because of nonpoint source from 
watershed. In order to evaluate quantifying methods for pollution source and make a suggestion on improvements, Storm 
Water Management Model (SWMM) was constructed by using data set from the water quality and streamflow monitoring 
network in the Kyoungan watershed for Total Maximum Daily Loads (TMDLs). Load duration curve (LDC) based on the 
result of the Kyoungan watershed SWMM indicated that the water quality criterion on BOD5 was often exceeded in up-stream 
than down-stream. From flowrate-load correlation curve, SS load significantly increased as streamflow increases. 75.3% of 
streamflow and 62.1% of BOD5 loads is discharged especially in the zone of high flows, but monitoring data set didn't provide 
proper information about the conditions and the patterns associated with storm ev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quire 
representative data set for comparing hydrograph and pollutograph through monitoring experimental watershed and to 
establish methods for quantifying point and nonpoint source pollutant loads.

keywords : Flowrate-load correlation curve, Load duration curve (LDC), Point and nonpoint source, Storm Wa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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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수도권 2천 400만 주민들에게 용수를 공 하는 국내 최

 규모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 리를 하여 그동안 

수변구역제도, 상수원보호구역제도, 수질오염총량 리제도 

등 많은 수질 개선 책이 추진됨에 따라 비교  양호한 상

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아직 그 목표수 에 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원인  하나로 유역 내 비 오염원의 증가가 

거론되어 왔다(환경부, 2000).
일반 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은 원 오염물질과 

비 원 오염물질로 구분된다. 원 오염물질은 부분 하수

처리장의 방류수  미차집 하수 등으로 구성되며 배출특성

은 시간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으로 일간 배출량 변화는 

강우시나 비강우시에 변동이 크지 않다. 반면 비 원 오염

물질은 강우시 빗물과 함께 유출되기 때문에 일간, 계 간 

배출량 변화가 크다. 한 비 원 오염물질은 강우시는 물

론 유역의 지형･기상･수문 특성 등에 많은 향을 받기 때

문에 이를 정량화하기 해서는 강우시는 물론 비강우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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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jhy@korea.kr

역조건에 따른 수질･수량 측자료가 필요하나 시기별 수질 

 유량 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축 된 측

자료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유역의 다양한 환경을 반 하기 

어렵다(김철겸과 김남원, 2008; 정은성 등, 2006).
비 원 오염부하량 산정에는 주로 원단 법, 실측법, 유

달 계식, 강우유출모형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단 법은 용방법의 편리성이 있으나 유역의 특성을 반

하기 어렵고 계 에 따른 강우량 변이를 고려하기 곤란

하다. 
실측법은 특정지역을 통과하는 하천 상류와 하류의 수질

을 비교하여 수질의 차이로서 당해 유역의 오염부하량을 

산정하거나, 강우시 토지이용  오염기원별 배출물질을 직

 채취하여 농도를 측정하고 비강우시의 원 오염부하량

을 분리하여 산정한다(신창민 등, 2004; Gromaire-Mertz et 
al., 1998). 장기간에 걸친 연속측정에 의한 실측은 가장 신

뢰성 있는 방법이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유역

특성을 반 한 해석이 요구된다.
강우유출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은 유역의 지질･지형  특

징과 수문학  인자를 고려하여 강우유출수와 함께 배출되

는 비 원 오염물질의 이동 과정을 시･공간 으로 추 하여 

유출량과 수질을 측할 수 있고, 비 오염원 감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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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효과 측면에서 

유리한 방법으로서, AGNPS(Agricultural Non-Point Source 
Model), HSPF(Hydrological Simulation Program-Fortran),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SWMM(Storm 
Water Management Model) 등의 모형을 용하여 국내･외

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신 석과 윤용남, 1993; 장
재호 등, 2009; 장주형, 2005; Eisele et al., 2001; Francos et 
al., 2001; Tsihrintzis and Hamid, 1998).
상수원 수질 개선 책의 효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수

리･수문인자나 생물･화학  반응에 따른 자정작용의 해석

과 더불어 유입하천으로부터의 시기별 오염부하량의 정량

화 기법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유역 내 오염물질의 

거동과 오염부하량을 악하고 수질오염총량 리제 추진을 

지원하기 하여 지난 2004년 하반기부터 4 강 물환경연

구소에서 수질오염총량 리 단 유역 말단부에서 약 8일 

간격으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 성과를 활용하여 강우유출모형이나 유달 계식 등을 

용함으로써 하천 유량  수질의 변동여부를 악하고, 
유역내 오염물질 유출특성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김철겸과 

김남원, 2008; 김호섭 등, 2009; 박지형 등, 2008; 한수희 

등, 2007). 그러나 모형의 용이나 수질 향 평가시 단속

인 순간 유량자료를 측일의 표유량으로 간주하거나 

유량과 수질 변동이 격한 강우기(Morrison and Bonta, 
2008)의 연속 측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질을 

해석함에 따라 단 유역의 오염원 정량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 인 배수체계를 가진 도시지

역에서 소유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다양한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하여 비 오염원을 정량화하고 감 책을 수

립하는데 용이한 장 이 있는 SWMM 모형(Rossman, 2005)
을 이용하여 팔당호 주요 유입하천 의 하나인 경안천에

서의 시기별 오염원과 비 오염원 부하량 정량화에 있어 

모형 검･보정이나 부하량 산정에 한 문제 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모니터링 개선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상지역

경안천은 경기도 용인시 호동 문수 에서 발원하여 용인

시와 주시를 류하고 경안천 최  지류인 곤지암천과 

합류한 후 팔당호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동경 127° 8' 6" ~
127° 26' 50", 북  37° 9' 40" ~ 37° 29' 27" 사이에 치하

고 있다. 유역면 은 561 km2, 유로연장은 47.4 km인 규

모 하천으로 수심이 얕고 경사가 비교  하며, 하천내 

크고 작은 보가 산재하고 있어 수질변화 기작이 복잡하다

(한강유역환경청, 2007).
남한강 는 팔당호로 유입되는 하천  섬강과 달천은 

유역면 이 크기 때문에 오염부하의 량이 많은 반면, 
청미천, 복하천, 양화천과 경안천은 유입 유량은 상 으

로 으나 오염물질 농도가 높다(공동수 등, 2005). 특히

Fig. 1. Description of the Kyoungan stream watershed.

경안천 유역은 인구 증가와 속한 도시화의 진행으로 오

염원 증가가 상되며, 팔당호의 수질과 직 인 계가 

있어 심의 상이 되어왔다. 한 한강물환경연구소에서 

수질오염총량 리 단 유역 말단부인 경안 A지 과 경안 

B지 에서 약 8일 간격으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하

고 있으며, 다른 지 에 비해 결측률이 낮아 체 인 유

량 조건  그에 응하는 수질조건을 평가하기에 유리한 

장 이 있어 연구 상지역으로 선정하 다(Fig. 1).

2.2. SWMM 모형의 구축

경안천 유역 SWMM 모형(Version 5.0)의 구축을 하여 

ESRI사의 ArcGIS 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역  하도 특성

자료를 산출하 고, 기상 자료, 하수처리장 자료 등을 수집

하 으며 세부 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안천 유역 내 5개 표 유역(경안천상류, 경안천

류, 경안수 표, 곤지암천, 경안천하류)을 기 로 ArcGIS의 

Arc Hydro Extension에서 수치표고모형(DEM, 30 m × 30 
m 격자)을 이용한 수문지형인자 추출법(Maidment, 2002)을 

용함으로써 16개 소유역으로 분할하 다. 이때 지류의 

합류 이나 수질･수량 측망 측정지  그리고 하수처리장 

방류지  등을 고려하 으며, 물리  매개변수에 해당하는 

소유역별 면 이나 유역경사 등의 유역 특성자료를 추출하

다.
분류 토지피복도(1:25,000)에 의한 체 유역의 토지피

복분류를 살펴보면 시가화･건조지역 11.27%, 농업지역 16.56%, 
산림지역 64.88%, 지 3.07%, 습지 0.28%, 나지 1.98%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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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수역이 1.95% 나타났으며, 시가화･건조지역과 수역 면

의 합을 소유역별 불투수지역으로 가정하여 용하 다. 
한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형식의 자료로 

구축된 하천도를 기 로 경안천 본류  지류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서(서울지방국토 리청, 1998)에서 제시한 하천 

종･횡단 측량자료와 비교함으로써 하천 특성자료를 추출하

다.
기상자료는 기상청 수원지상 측소의 증발량 자료, 주

AWS(Automatic Weather System)  용인AWS의 2006년
부터 2008년까지의 1시간 단  강우자료를 수집하 다.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Kyoungan drainage system 
for SWMM.

Table 1. Characteristics of each subcatchments

ID
Inlet Node Area Impervious Width Slope

(ha) (%) (m) (%)
S1 J 1 2,422 11.01 1,180 23.13
S2 J 2 6,087 15.08 3,580 18.37
S3 J 3 4,336 22.37 3,280 18.11
S4 J 4 2,126  8.80 2,570 20.72
S5 J 5 2,898 11.97 2,620 21.52
S6 J 4 1,949 16.56 1,450 19.73
S7 J 7 1,628 18.16 2,540 20.57
S8 J 9 5,046 18.71 4,280 20.30
S9 J10 2,364 18.39 1,650 24.65

S10 J11 5,216  9.04 1,820 24.80
S11 J11 6,823  7.95 3,200 25.41
S12 J10 3,821 20.60 2,010 22.45
S13 J13 2,556  8.02 2,660 26.15
S14 J14 2,212  4.42 1,400 28.56
S15 J16 1,216 10.52 1,070 24.27
S16 J17 5,402  9.25 2,410 27.78

Table 2. Input data for main stream

ID From
Node

F.Node El. To
Node

T.Node El. Length Width Depth
(m) (m) (m) (m) (m)

C1 J1 81.20 J2 73.00  2,558  82  3.74
C2 J2 73.00 J3 56.01  6,939 121  5.11
C3 J3 56.01 J4 49.59  4,269 117  5.73
C4 J5 88.37 J6 60.49  4,812  37  3.83
C5 J6 60.49 J4 49.59  2,813  98  4.64
C6 J4 49.59 J7 46.66  3,194 166  4.76
C7 J7 46.66 J8 41.78  2,100 177  5.41
C8 J8 41.78 J9 34.11  3,952 167  5.68
C9 J9 34.11 J10 27.72  2,532 157  7.09

C10 J11 65.97 J12 36.32 10,063  84  5.76
C11 J12 36.32 J10 27.72  3,128 212  6.83
C12 J10 27.72 J13 23.34  4,890 176  7.42
C13 J13 23.34 J16 22.80  799 196  7.11
C14 J14 87.72 J15 29.86  6,546  42  2.82
C15 J15 29.86 J16 22.80  833  52  4.18
C16 J16 22.80 J17 18.50  3,269 464  7.13
C17 J17 18.50 Out1 16.10  2,159 560 10.24

본 연구 상 지역 내 하수종말처리장은 9개소, 마을하수

도 6개소, 분뇨처리장 3개소, 축산폐수처리장 2소개가 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뇨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

장은 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고 있으며(한
강유역환경청, 2007), 마을하수도의 처리용량은 하수종말처

리장 처리용량의 0.3% 정도에 불과하여 본 연구에서는 하

수종말 리장 9개소의 방류량 자료를 심으로 활용하 다. 
비강우기를 포함한 하천유량의 연속모의를 하여 9개 하

수종말처리장 방류수량과 소유역 면 비에 따른 기 유출

량(문덕철 등, 2005; 서울지방국토 리청, 1998)을 모형에 

입력하 다.
이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SWMM 모형에 용된 수계시

스템은 Fig. 2와 같으며, 소유역  하도와 련된 입력자

료는 Table 1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수질･수량 측 정 인 경안 B지 의 유량자료(한강물환

경연구소, 2008)와 한강홍수통제소 경안수 표의 유량자료

(국가수자원 리종합정보시스템, 2008)를 활용하여 SWMM 
모형을 검․보정하 으며, 측값과 모의값 사이의 회귀분

석 결과 도출된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
와 Nash and Sutcliffe(1970)가 제안한 식 (1)과 같은 모형

효율계수(Model Efficiency, )를 이용하여 모형의 용성

을 평가하 다.








 







 
 





  


 (1)

여기서, 는 계산시간, 은 자료의 총수,  는 시간 에

서의 측값,   는 시간 에서의 모의값,  는 모의기간 



오염원과 비 오염원 부하량 정량화를 한 수질·유량 모니터링 개선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Quality, Vol. 26, No. 5, 2010

863

측값의 평균이다.  식은 측값과 모의값간 차의 평방

합 그리고 측값과 산술평균 측값간 차의 평방합을 고

려한 것으로,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기 때문에 법처

럼 단 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의치

가 실측치가 1:1로 응하지 않을 경우 결정계수가 높더라

도 낮은 값을 보이기 때문에 모의치와 실측치의 합도를 

검정하는데 효과 이다.

2.3. 시기별 오염원과 비 오염원 정량화 방안

기존 국토해양부의 하천 유량자료는 주로 홍수방어를 목

으로 구축되어진 계로 부분 홍수기에 의미있는 자료

를 갖추고 있으며, 환경 리에 필요한 ･갈수기 유량자료

는 그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한수희 등, 2007). 4 강 물환

경연구소에서는 수질오염총량 리 단 유역 말단부에서 약 

8일 간격으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하고 있으며, 사
업의 결과 건기･우기의 구별 없이 연  일정한 간격으로 

하천 유량  수질의 변동여부를 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경안천 유역을 상으로 구축한 SWMM 모형의 1시간 

단  유량 모의결과와 경안 A지 과 경안 B지 에서 유량 

측과 동시에 측정된 수질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유량  

부하량 유황곡선을 작성하여 목표수질 달성여부나 오염

원  비 오염원에 의한 향을 개략 으로 평가하고, 유
량-부하량 계곡선식을 개발하 다.
하천유량(Q)와 오염부하량(L)은 경험 으로 식 (2)의 

계를 가진다. 이를 변환하면 식 (3)이 되며, 여기서 계수 b
의 값이 1보다 크면 그 물질의 농도 C는 유량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계수의 값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 (2)



 ⋅  (3)

한 유량-부하량 계곡선식으로부터 산정된 오염부하량

을 유량 과확률 등 별로 구분하여 하천의 체 인 유

량조건  그에 응하는 수질조건 반 여부를 검토하 다.
아울러 이상의 과정을 통해 나타난 한계를 검하여 모

니터링 개선방안 등 시기별 오염원과 비 오염원 정량화

를 한 개선방향을 정리하여 제시하 다.

3. 결과  고찰

3.1. 경년 수질변화

팔당호 유입하천 의 하나인 경안천의 연도별 수질변화

를 악하기 하여 환경부 수질 측정망 자료(물환경정보

시스템, 2009)를 활용하여 팔당호 P지 (팔당 앞)과 경안

천 S1( 류)  S2(하류)에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측정

한 연평균 수질을 비교하 다(Fig. 3).

(a) BOD concentration

(b) TN concentration

(c) TP concentration
Fig. 3. Annual water quality variation in Lake Paldang and 

Kyoungan stream.

팔당호 P지 의 연평균 BOD5, TN, TP 농도는 비교  

일정한 반면 경안천 류와 하류에서의 농도는 연도별 변

화가 크며, 2000년을 기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경안천 하류 S2지 에서 2000년도의 평균 BOD5, 
TN, TP농도는 각각 6.6, 9.182, 0.548 mg/L 으나 2009년
도에는 각각 4.1, 5.503, 0.191 mg/L로서 하수처리장의 신･

증설 등 그간의 각종 수질 개선 책의 효과가 유입하천에

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팔당호 P지
의 수질에 비해서는 여 히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어 각 

유입하천의 유량과 오염부하량의 정  산정은 팔당상수원 

수질 리 방안 모색을 한 요한 사항임을 시사한다.

3.2. SWMM 모형의 보정  검증

SWMM 모형의 유출수문곡선과 련된 매개변수는 물리

 매개변수와 수문학  매개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Hurber 
and Dickinson, 1988). 소유역의 면 ･경사, 하천의 길이･

경사･폭 등의 물리  매개변수는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추출한 자료를 직  활용하 으며, 유역폭, 유역  하천의 

조도계수, 류량, 유출곡선지수(Curve Number, CN) 등의 

수문학  매개변수는 강태호(1997), 정동국과 이범희(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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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alibration results of continuous flowrate at the Kyoungan B monitoring station in 2008.

Fig. 5. Calibration results of flowrate from single storm event at the Kyoungan stage gage (July 24 ~ 25, 2008).

Hurber and Dickinson(1988)의 연구에서 제시한 값과 민감

도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시행착오법에 의해 모형을 보정하

다.
모형의 보정은 주AWS  용인AWS의 시간별 강우자

료를 입력하여 연속모의한 30분 간격의 계산결과를 경안천 

하류인 경안 B지 에서 2008년도에 측한 약 8일 간격 

유량자료와 비교하여 실행하 다. 이때 2008년도 측일자

별 측시간을 30분 단 로 정리하여 비교하 다. 그러나 

약 8일 간격의 수질･수량 측망 자료는 유량변동이 크지 

않은 비강우시의 유량 보정에는 용이 가능하 으나 강우

시 첨두유량과 총유출량을 모의하는데 용할 수 없어 한

강홍수통제소 경안수 표의 유량자료를 1시간 간격으로 정

리하여 보정자료를 보완하고, 두 지 의 유량을 동시에 보

정하는 것을 시도하 다. Fig. 4는 경안 B지 의 2008년도 

측유량과 연속모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며, Fig. 5는 2008
년 7월 24일 ~ 25일에 발생한 단일 강우사상에 의한 경안

수 표 지 의 유량 변동을 모의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2008년도 이 에 측된 경안 B지  유량자료는 측일

자로서 기록하고 있어 측시간이 명확하지 않고, 본 연구

의 목 을 해서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단되어 2006년 7월 15일 ~ 18일에 발생한 단일 강우사상

에 의한 경안수 표 지 의 유량 변동에 해서만 검증하

다(Fig. 6).
주AWS와 용인AWS에서 측된 2008년 총강수량은 각

각 1402.5 mm와 1257.0 mm 으며, 선행 건기시간 6시간 

이상을 기 으로 10 mm 이상의 강우사상은 총 26회 발생

하 으며, Fig.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강우사상 발생시의 

측자료가 부족하여 유량 증감을 비교하기에 곤란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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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 ) and model efficiency ( ) between observed and computed stream flowrate
Procedure Station Time   

Calibration
Kyoungan B 2008 (Continuous) 0.719 0.639
Kyoungan stage gage 2008. 7. 24 ~ 25 (Event) 0.912 0.946

Verification Kyoungan stage gage 2006. 7. 15 ~ 18( Event) 0.963 0.938

Fig. 6. Verification results of flowrate from single storm event at the Kyoungan stage gage (July 15 ~ 18, 2006).

평수기 이하 시기의 유량변화 경향을 히 반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두 개의 강우사상에 한 보정 

 검증 결과는 Fig. 5 ~ Fig. 6의 유출수문곡선(Hydrograph)
과 같이 시간에 따른 유량 증감을 히 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량과 수질 변동이 격한 강우

기의 연속 측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유량모의를 바탕으로 

한 수질모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
모형의 보정  검증기간 동안의 하천유량 모의 결과에 

한 결정계수( )와 모형효율계수()를 Table 3에 제시

하 다. 보정기간의 연속모의 결과에 한  는 0.719, 

는 0.639 으며, 단일 강우사상 모의 결과에 한  는 

0.912, 는 0.946으로 나타났다. 검증기간 단일 강우사상 

모의 결과에 한  는 0.963, 는 0.938로 나타났다. 
검･보정기간 모두 Santhi 등(2001)이 제안한 모형 용성 

단 기 인  는 0.6이상, 는 0.5 이상을 만족한다.
여기서 단일 강우사상에 의한 경안수 표 지 의 유량자

료는 연속모의 검･보정을 보완하기 해서 본 연구에서 채

택한 것으로서, 모형의 검･보정 결과에서   값과  값
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 자료는 수 -유량 계곡

선식으로부터 산출된 값으로서 수  기간에는 실측 유량

자료와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채택한 시기의 강

우사상은 다소 극단 으로 강우량이 많은 것이었음을 밝

두고자 한다.

3.3. 유황변동과 오염부하량

3.3.1. 유량  부하량 유황곡선

유황곡선(Duration Curve)은 주어진 유량 는 오염부하

량과 같은 매개변수(Parameter)가 주어진 값과 같거나 는 

과하는 시간의 백분율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부하량 유황곡선(Load Duration Curve)을 작성하는 과정

은 다음과 같다. 우선 X축은 과시간 백분율, Y축에는 로

그를 취한 반 수지에 유량값을 입력하여 단 유역별 유량 

유황곡선(Flow duration curve) 작성 후, 유량에 목표 수질

농도를 곱하여 유량을 부하량으로 환함으로써 목표 부하

량 유황곡선(Target Load Duration Curve)을 작성한다. 여
기에 측 유량의 과확률에 응하는 측 부하량을 도

시한다. 이 게 작성된 부하량 유황곡선 상에서 목표 부하

량 유황곡선과 측 부하량의 상 인 치를 악하여 

목표수질 달성여부나 오염원  비 오염원에 의한 향을 

개략 으로 평가할 수 있다(국립환경과학원, 2006; U.S.EPA, 
2007).
수질오염총량 리를 한 수질･수량 측망의 단 유역 

 경안 A지 과 경안 B지 의 연간 유량변동과 목표수질 

달성도를 평가하기 하여 유량  부하량 유황분석을 실

시하 다.
Fig. 7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의 SWMM 모형

에 의한 1시간 단  유출량 모의 결과를 24시간 간격으로 

합산한 일단  유량으로부터 경안 A지   경안 B지 의 

유량 유황곡선으로서, 유황분석의 기 이 되는 하천유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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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youngan A (b) Kyoungan B

Fig. 7. Flow duration curve at the Kyoungan A and B monitoring station.

(a) Kyoungan A (b) Kyoungan B

Fig. 8. BOD5 load duration curve at the Kyoungan A and B monitoring station.

(a) Kyoungan A (b) Kyoungan B

Fig. 9. TP load duration curve at the Kyoungan A and B monitoring station.

풍수량(), 평수량(), 수량()  갈수량()은 

경안천 류에 치한 경안 A지 에서 각각 2.73, 1.91, 
1.42, 1.13 m3/sec로 분석되었으며, 경안천 하류에 치한 

경안 B지 에서 각각 5.86, 4.18, 2.93, 2.34 m3/sec로 분석

되었다.
자연유량 조건에서는 일반 으로 S자형태의 유황곡선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나, Fig. 7과 같이 본 모형에 의한 유

량 유황곡선은 ･갈수기의 격한 유량 감소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본 연구 상유역에서는 하수처리장 방류

수와 같은 인 인 유량이 지속 으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본 모형의 용시 지하수 모의가 수행되지 않은데

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 인 

유량조건의 평가는 가능하리라 단된다.
Fig. 7과 같이 작성된 유량 유황곡선을 바탕으로 경안 A

지 과 경안 B지 의 부하량 유황곡선을 작성하 다(Fig. 8 
~ Fig. 9). 이때 BOD5 부하량 유황곡선은 경안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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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lowrate vs BOD5 load (b) Flowrate vs CODMn load

(c) Flowrate vs SS load (d) Flowrate vs TN load

Fig. 10. Relationship between stream flowrate and pollutant loads at the Kyoungan B monitoring station.

표지 의 2010년도 목표수질인 3.7 mg/L(한강유역환경

청, 2007)를 용하 으며, TP의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용된 하천 생활환경 기  III등 인 0.2 mg/L를 목표수질

로 가정하여 용하 다.
Fig. 8과 Fig. 9에서 □ 표시는 비강우시 측된 유량과 

수질 농도을 곱한 부하량이며, ■ 표시는 측일을 포함하

여 1일 까지 10 mm 이상 는 2일 까지 20 mm 이상

의 강우를 기 으로 강우시의 부하량을 나타낸 것이다.
BOD5의 경우 경안 B지 에서 몇몇 측일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유량규모에서 목표수질을 만족하나, 경안 A지

에서는 평･ 수기와 유량 증가시에 목표수질을 만족하지 

못하는 횟수가 상 으로 많았다. TP의 경우도 BOD5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임의로 설정한 수질목표인 

0.2 mg/L를 과하는 횟수가 BOD5보다 더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하수처리장 방류수 등의 오염원과 도시지역 비

오염원의 향이 경안 A지 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을 의미한다(김호섭 등, 2009). 한편 하류인 경안 B 지 의 

경우는 상 으로 수질이 양호한 곤지암천이 합류함에 따

라 그 향이 다소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3.3.2. 유량-부하량 계곡선식

2008년도에 약 8일 간격으로 51회에 걸쳐 실시한 수질 

 유량 측결과를 이용하여 경안 A지 과 경안 B지 의 

유량-부하량 계곡선식을 개발하 다(Fig. 10, Table 4).

Table 4. Regression equation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bet-
ween stream flowrate and pollution loads

Station Items    × 

Kyoungan A

BOD5    × 0.6168

CODMn    × 0.8782

SS    × 0.7838

TN    × 0.8094

TP    × 0.7751

Kyoungan B

BOD5    × 0.6180

CODMn    × 0.8920

SS    × 0.8284

TN    × 0.8514

TP    × 0.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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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lowrate (b) BOD5 load

Fig. 11. Fraction analysis of flowrate and BOD5 load relative to total value at the Kyoungan B monitoring station.

(a) Flowrate (b) BOD5 load

Fig. 12. Flow duration curve and BOD5 load duration without logarithmic scale at the Kyoungan B monitoring station.

BOD5, CODMn, TN, TP의 유량계수는 경안 A지 과 경

안 B지  모두 1보다 작은 값으로서 유량이 증가함에 따

라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유기물질  

양염류는 비강우시 하수처리장 방류수 등 오염원에 의

해 하된 하천수질이 유량 증가시 희석되기 때문인 것으

로 단된다. BOD5의 결정계수( )는 0.6 정도로서 다른 

항목에 비해서 계곡선식의 설명력이 다소 낮았다.
SS의 유량계수는 두 지  모두 1보다 큰 값을 나타내어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농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부하량

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우량 증가시 

토양으로부터 토사유출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3.4. 유량 과확률 등 별 오염부하량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유량-부하량 계곡선식과 모형에 의

한 유량 모의결과로부터 연속 오염부하량 산정이 가능하나, 
비 원 오염부하가 집 되는 강우시의 유량 증감과 이에 

따른 수질변동이 히 반 되었는지 면 히 검토하는 과

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Cleland(2003)은 유량 과확률에서 0 ~ 10%는 고유량

(High flows), 10 ~ 40%는 습한 상태(Moist conditions), 40
~ 60%는 간 상태(Mid-range conditions), 60 ~ 90%는 건

조 상태(Dry conditions), 90 ~ 100%는 유량(Low flows)으

로 정의하 다.
Fig. 11의 (a)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시간 단 로 계

산된 유량 유황곡선에 한 5개 등 별 통계치(최 , 최소, 
90분 , 10분 , 평균값)를 나타낸 것이며, Fig. 11의 (b)는 

유량-부하량 계곡선식과 유량 모의결과로부터 계산된 1시
간 단 의 BOD5 부하량 유황곡선에 한 5개 등 별 통계

치를 나타낸 것이다. 과확률 0 ~ 10%에서 평균 유량은 

121.7 m3/sec, 10 ~ 40%에서 6.9 m3/sec, 40 ~ 60%에서 4.0 
m3/sec, 60 ~ 90%에서 2.6 m3/sec 그리고 90 ~ 100%에서 2.4 
m3/sec로서, 체 유량의 합에 한 비율은 0 ~ 10%에서 

75.3%, 10 ~ 40%에서 12.9%를 차지하 다.
BOD5 부하량의 경우 과확률 0 ~ 10%에서 평균 548.2 

kg/hr, 10 ~ 40%에서 54.1 kg/hr, 40 ~ 60%에서 34.6 kg/hr, 
60 ~ 90%에서 26.2 kg/hr 그리고 90 ~ 100%에서 22.8 kg/hr
로서, 체 BOD5의 합에 한 비율은 0 ~ 10%에서 62.1%, 
10 ~ 40%에서 18.9%를 차지하 다. 고유량이나 습한 상태

에서 BOD5 부하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낮아진 것은 

유량-부하량 계식(Table 3)에서 BOD5의 유량계수가 1보
다 작은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량이나 습한 상태의 부하량이 으로 많은 것으로 

산정됨에 따라 이 시기의 부하량 정량화에는 더욱 신 을 

기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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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는 Fig. 11의 계산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Y축에 

로그를 취하지 않은 유량  부하량 유황곡선이다. 2008년
도에 측한 유량과 부하량을 도시한 결과 유량과 부하량

의 부분을 차지하는 고유량 시기( 과확률 0 ~ 10%)의 

측횟수는 51회  7회 정도이며, 강우시 는 강우의 

향이 지속되는 시기의 측횟수는 12회로서, 모형의 용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강우기의 유량과 

수질 변동을 해석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3.5. 오염원과 비 오염원 정량화를 한 개선방안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리를 한 목표수질과 기 유량 

설정을 해 경안천에서 평수기 이하 기간에 을 두고 

연  약 8일 간격으로 측한 수질･유량 측 성과를 활용

한 이상의 연구과정에서 밝 진 결과를 토 로 향후 시기

별 오염원과 비 오염원 정량화의 신뢰도 향상을 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간 으로 환경 변화폭이 심한 곳은 조사 간격을 

조 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천 유량과 수질 변화가 

큰 강우시의 변동 상황을 반 할 수 있는 측자료의 확보

와 이를 반 한 모형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강우유출수질모형 용시 일단  모의를 수행할 경

우에는 주단  이상의 시간 간격으로 측된 순간 유량과 

수질을 검･보정 상으로하여 모의 정 도를 높이는 것보

다는 일일 측치를 표할 수 있는  유량, 유량가  

평균농도를 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오염원은 비 오염원에 비해서 상 으로 일정한 

부하를 보이나 도시화에 따른 인구 증가, 환경기 시설의 

신･증설, 강우기 처리용량 부족에 따른 미처리 방류 는 월

류, 계 별 처리효율 변화 등 다양한 변동요인이 있으므로 

유역내 오염원 배출 상황에 한 사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하천 내 오염물질의 자정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

우, 단 유역 말단의 수질은 비강우시에는 기  유출수와 

오염원 배출수에 의해서, 강우시에는 여기에 비 오염원

이 추가되어 결정되므로 오염원의 향이 배제된 상류지

에서의 기  유출수 양과 농도 악이 필요하다.
다섯째, 토지이용별 비 오염원 유출 장기 모니터링 결과

에 한 연계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상의 사항들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실제 용에 지 

않은 어려움이 상될 뿐만 아니라, 각 단 유역마다 실행

한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이 있으므로 수질･수량 

측망을 최 한 활용함과 동시에 시범유역을 선정하여 유

출수문곡선(Hydrograph)  오염도곡선(Pollutograph)의 비

교･분석이 가능한 표성 있는 실측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

록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상호 비교연구를 통해 오염원과 

비 오염원 정량화 기법을 정립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팔당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주요하천 의 하나인 경안천

에서의 시기별 오염원과 비 오염원의 부하량 정량화에 

있어 문제 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모니터링 개

선 방법을 제시하고자 약 8일 간격으로 측된 수질  유

량자료를 활용하여 경안천 유역에 SWMM 모형을 용함

으로써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처리장의 신･증설 등 그간의 각종 수질 개선 책의 

효과가 유입하천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팔당상수원의 개

선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단된다.
2) 약 8일 간격으로 측된 유량자료와 강우시의 유량자료

를 동시에 활용하여 1시간 단  SWMM 모형을 구축함

으로써 유량모의는 가능하 으나, 강우시의 변동 상황을 

반 한 수질모의에는 용할 수 없었다.
3) 경안천 하류에 치한 경안 B지 의 풍수량(), 평수량

(), 수량()  갈수량()은 각각 5.86, 4.18, 

2.93, 2.34 m3/sec로 분석되었으며, 경안천 류의 경안 A 
지 은 경안 B지 에 비해 BOD5의 목표수질을 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유량-부하량 계곡선에 의하면 유량 증가시 경안 A지

과 B지 의 BOD5, CODMn, TN, TP의 농도는 감소하 으

며, SS의 농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유량 과확률 0 ~ 10%인 고유량 시기에 체 유량의 

75.3%, 체 BOD5 부하량의 62.1%가 유출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으며, 재 측정되고 있는 측자료는 강우시 유

량과 수질변동을 해석하기에 미흡한 것으로 악되었다.
6) 따라서, 시범유역을 선정 등을 통하여 강우시 유출수문곡

선과 오염도곡선의 비교･분석이 가능한 표성 있는 실

측자료를 확보하여 오염원과 비 오염원 정량화기법을 

정립할 필요성이 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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