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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합류식 하수관거는 오수와 우수를 하나의 관거

로 이송 및 배제하도록 한 관거 시스템으로서 강

우시 우수의 관거 유입으로 인해 관거 내 유량이 

증가하며, 이 때 증가된 유량은 차집관거를 통해 

차집되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되는데 차집관

거의 차집용량(3Q)을 초과한 유량은 월류하여 수

계로 유입되게 된다. 

이러한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CSOs; Com-

bined Sewer Overflows)는 다량의 오염물질을 포

함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하천변을 따라 차집

관거가 설치되어 있어 관거가 하천으로 갈수록 경사

가 완만해지며 이에 따라 유속이 느려지는 특징을 갖

고 있어 하류관거에서 퇴적물의 침전이 많이 발생한

다. 청천시 합류식 하수관거 내에서 낮은 유속으로 

인하여 퇴적물이 축적되고 강우시 일시적으로 증가

된 유량으로 인해 전단력이 상승함에 따라 퇴적물이 

재부유를 일으켜 CSOs 발생시 월류하게 되어 수계

의 오염부하를 가중시키게 된다(이 등, 2005). 따라

서 CSOs의 제어를 위해서는 강우시 지표에서 유입

되는 비점오염원 물질보다는 CSOs의 근원적인 문제

인 하수관거내의 퇴적물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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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합류식 하수관거에 존재하는 퇴적물을 제거

하는데 아직까지 적절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CSOs의 수계 내 유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

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최근 하수관거 말단

부에 초기우수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강우시 발생

되는 CSOs를 일부 저감시키는 초기우수 저류시

설이 환경부 하수도시설기준 내 우수체수지 계획

에 마련되어 있다(한국상하수도협회, 2011). 이

는 관거 내부에서 발생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보다는 강우시 관거로 유입되는 우수에 

의한 유량증가에 초점을 맞춰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 하는 방안이 대부분 제시되고 있다.

우오수분리벽은 합류식 하수관거 내에 설치하

여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분리벽

으로 재활용 PE(Polythlene)를 소재로 만든 제

품으로 청천시에는 오수는 차집관거로 차집되며 

계곡수는 하천으로 유입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합류식 관거 내에서 별도로 형성한 오수거

로 유하되는 오수의 유속증가로 인하여 퇴적물의 

침전이 저감되어 강우시 CSOs의 제어에 큰 효과

가 있다. 우오수분리벽은 CSOs의 관리를 관거 

외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기존의 다른 CSOs 제

어방안과는 다르게 CSOs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관거 내부의 문제점을 관거 내부에서 직

접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

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기

존의 합류식 하수관거 내 우오수분리벽 설치 유

무에 따른 CSOs의 제어효과와 우오수분리벽의 

설치로 인하여 CSOs에 큰 영향을 미치는 퇴적

물의 영향을 분석하여, 우오수분리벽이 합류식 

하수관거 내부에서 CSOs제어에 효과적인 방안

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지역

우오수분리벽 설치지역과 미설치된 지역의 

CSOs 제어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하수관거 토구

지점으로 각각 1지점을 선정하였다. 우오수분리

벽이 설치된 합류식 하수관거 지점인 대사천 유

역은 대전시의 3대 하천 중 대전천의 지류로 유

역면적은 1 km2이며, 토구는 이련 사각형 함거

로 되어 있으며, 양쪽에 우오수분리벽이 설치되

어 있어 중앙으로 계곡수가 흐르고 양측 가장자

리로 오수가 흐르게 되어있다. 총 폭은 280 cm

이고, 오수가 흐르는 지점은 좌측 70 cm, 우측 

60 cm이며 계곡수가 흐르는 중앙은 120 cm이

다. 우오수분리벽이 미설치된 지점은 유등천의 

지류인 과례천 유역으로 유역 면적은 7 km2으로 

토구는 이련 사각형함거로 되어 있다. 토구 말단

에 초기우수 저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강우

강도 2 mm/hr을 기준으로 저류용량은 1,720 

m3이다(유, 2010). 

월류수의 조사 일정은 청천시 2회, 강우시 3

회로 하였으며, 장마기간을 기준으로 전후로 나

누어 조사일정을 결정하였다. Fig. 1은 조사지

점의 유역 및 측정지점을 나타낸 것이고 Fig. 2

는 대사천에 설치된 우오수분리벽을 나타낸 것

이다.

Fig. 1 Basin of investigation point.

Fig. 2 Separation wall installed in Daesa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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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사방법

토구지점에서의 유량측정은 유속-단면적 측

정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수질분석항목은 수질오

염공정시험법(환경부, 2009)에 의하여 수행하

였다. 강우량은 기상청 관측자료 중 지역별상세

관측자료(AWS)를 이용하였다. 강우시 하수관거 

토구에서 월류시점과 월류되지 않고 다시 차집

관거로 유입되는 종점을 관찰하여 월류수를 산

정하였다. 월류시점의 유량과 월류되었다가 다

시 월류가 끝나는 종점까지의 유량에 월류시간

을 곱하여 총 월류량(m3)를 산정하였다.

대사천 지점과 과례천 지점은 청천시 3시간 

간격으로, 우기시 5-10분 간격으로 유량을 각

각 측정하였다. 이때 시간최대유량을 구하기 어

려운 여건이므로 청천시에는 3시간 간격으로 측

정한 유량을 비교하여 하루 중 최대유량을 시간

최대유량으로 가정하였다. 

월류시점과 종점사이의 유량, 측정농도, 시간

을 곱하여 모두 합한 값에 총 월류량으로 나누어 

유량가중평균농도(EMC : event mean con-

centration)를 구하여 월류구간 사이의 평균농

도(mg/L)를 산정하였으며 이때의 유량가중평균

농도에 월류량을 곱하여 월류시 발생하는 월류

오염부하량(kg)을 산정하였다. 이 두 가지 계산

식은 아래와 같다.

3. 결과 및 고찰

3.1 강우시 오염부하량의 증가와 특성

3.1.1 우오수분리벽 설치지역(대사천)

청천시 2011년 5월 5일, 8월 30일 2회에 걸

쳐 대사천지점의 오수량 및 계곡수량을 측정하

였다. 전체 평균 오수량은 3,794 m3/d 이며, 계

곡수량은 620 m3/d로 오수량이 약 6배 정도 많

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3은 2011년 8월 30일에 청천시 대사천 지

점 토구에서 하루 중 3시간 간격으로 오수량과 계곡

수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청천시 오수의 평균

유량은 3,264 m3/d로 전량 차집되며, 오수의 경우 

사람들의 사회 활동이 활발한 낮에 발생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곡수량은 시간에 관계없이 비

슷한 발생량을 보였다. 오수의 수질은 평균적으로 

BOD 50 mg/L, CODmn 64 mg/L, SS 37 mg/L, 

TN 4.73 mg/L, TP 2.92 mg/L로 나타났다. 계곡

수의 경우 평균 BOD는 3.3 mg/L로 나타나 청천시 

우오수분리벽 설치지역에서 계곡수 관거내로 오수

가 유입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은 2011년 11월 5일 강우시 대사천 지

점에서 오수량과 수질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선행건기 일수는 4일이며, 1시 55분에 월류를 시

작하여 3시에 월류가 종료되었다. 당일 강우지속

시간은 2.8 hr, 강우강도 4.1 mm/hr, 유효강우

량은 0.4 mm로 나타났다. Fig. 4는 강우시 시간

에 대한 강우량, 유량 그리고 수질에 대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월류시작 후 35분 이후에 월류

량이 최고로 나타났으며, 월류 초반에 20분내에 

SS가 가장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하수도법 시행규칙(환경부, 2007)의 강우시 

월류수 BOD 농도기준(40 mg/L이하 유지)을 감

안하였을 경우 월류시점에서 20분 이내에서 월

류수의 농도기준 이하로 나타났다.

Fig. 3 Hourly change of sewage and ravine water during the 
dry period at Daesa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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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는 대사천 지점에서 청천시 2회 평균 

오염부하량, 강우시 3회 평균 오염부하량을 비

교한 것이다.

청천시와 강우시를 비교해보면 강우시에는 

청천시보다 평균 유량이 약 3.1배정도 증가하

며, 오염부하량은 BOD기준 약 4.7배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강우시 최대오수량

은 18,073 m3/d로 청천시 평균오수량에 비해 

약 4.8배 증가하며, 오염부하량은 BOD기준 약 

12.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강우

시 SS는 약 38.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OD에 비해 약 3배 가량 높은 부하량을 보였으

며, 이는 지표면의 SS가 강우시 하수관거로 유

입되어 월류된 것이라 생각된다. 강우시 SS 부

하량은 강우유출수에 대하여 매우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비점오염물질의 영향을 크

게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도시 소유역에

서 하수관거 월류수의 배출특성 중 합류식 하수

관거에서 고형물과 유기물이 건기하수에 비하여 

강우시에 영향이 매우 크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여 등, 2005).

3.1.2 우오수분리벽 미설치지역(과례천)

Fig. 5는 우오수분리벽이 미설치된 과례천

의 청천시 2회 측정결과에서 하루 중 3시간별 

BOD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청천시 과례천

Table 1 The result of wastewater quality and quantity during the wet period at Daesacheon

Time Flow(m3/d) BOD(mg/L) CODmn(mg/L) SS(mg/L) TN(mg/L) TP(mg/L) Remarks

1:40 3,670 59.3 68 150 13.82 4.93 Before
overflows1:50 4,974 57.1 79 310 17.09 6.32

1:55 7,468 62.4 82 335 18.36 7.88

overflows
(65 min)

2:00 7,189 67.8 87 490 20.71 8.59

2:05 7,220 68.4 79 375 24.01 8.57

2:10 7,082 46.0 44 295 16.64 3.85

2:15 7,168 30.3 25 146 7.28 2.48

2:20 9,781 27.4 29 76 4.46 2.37

2:25 9,761 15.9 20 66 6.14 2.34

2:30 10,137 31.8 53 116 3.78 3.30

2:40 8,875 13.7 16 34 4.12 3.16

2:50 9,436 15.2 21 30 5.52 3.33

3:00 5,799 8.9 17 10 4.74 2.17

3:10 5,156 5.9 8 8 4.31 0.37 After overflows
were finished3:20 4,259 2.8 4 10 3.02 0.11

(a) Rainfall and flow

(b) Water quality

Fig. 4 Changes of water quality and sewage flow during the wet 
period at Daesa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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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수량을 측정한 결과 하루 중 평균 하수량은 

31,856 m3/d로 나타났으며, 2011년 5월 5일 21

시에 41,588 m3/d로 최대 하수량을 나타냈다.

청천시 과례천 지점의 수질측정결과 평균적으

로 BOD 76 mg/L, CODmn 100 mg/L, SS 66 

mg/L, TN 16.5 mg/L, TP 6.58 mg/L로 측

정되었다. 같은 대전지역의 합류식하수 관거인 

천석교 지점의 수질은 BOD 71 mg/L, CODcr 

282 mg/L, SS 39 mg/L, TN 21 mg/L, TP 

2.6 mg/L와 비교할 때 대동소이하게 나타났다(

임봉수 등, 2007). 

과례천 지역의 인구는 124,723명으로 대전

시 중구의 하수량을 이용하여 1인당 하수배출량

을 계산한 결과 247 L이었는데, 과례천 지역의 

일하수발생량은 30,695 m3/d으로(대전광역시, 

2011) 이는 실측 평균 하수량인 30,079 m3/d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Table 3은 강우시 3차 측정자료 중 2011년 11

월 5일 과례천 지점에서 오수량과 수질측정자료

Table 2 The comparison of pollutant loading rate in Daesacheon when dry period and wet period

Fig. 5 Hourly change of sewage and ravine water during the 
dry period at Gwaryecheon.

Flow(m3/d) BOD(kg/d) CODmn(kg/d) SS(kg/d) T-N(kg/d) T-P(kg/d)

Average value at dry period(A) 3,795 84 127 90 8.7 3.9

Maximum value at dry period 4,509 377 436 241 19.00 14.99

Average value at wet period 11,735 396 497 2,194 108 36

Maximum value at wet period(B) 18,073 1,036 1,292 3,420 203 59

B/A ratio 4.8 12.3 10.2 38.2 23.3 15.3

Table 3 The result of wastewater quality and quantity during the wet period  at Gwaryecheon

Time Flow(m3/d) BOD(mg/L) CODmn(mg/L) SS(mg/L) TN(mg/L) TP(mg/L) Remarks

1:26 45,280 56 88 186 15.33 4.21
Before

overflows

1:30 50,350 68 90 220 15.83 4.51

overflows
(210 min)

1:35 68,018 73 104 300 17.59 5.37

1:40 79,747 74 102 470 19.93 5.15

1:45 89,878 83 106 400 15.74 5.14

1:50 84,240 66 98 460 15.02 4.85

1:55 84,370 70 100 310 16.60 5.29

2:00 99,684 64 98 285 16.09 5.02

2:10 121,414 63 88 290 13.17 4.46

2:20 126,144 112 146 630 20.63 7.10

2:30 127,440 78 92 220 4.66 4.21

3:00 194,400 63 90 195 4.04 3.63

3:30 275,400 45 49 170 4.83 1.74

4:30 181,656 10 13 63 3.48 0.67

5:00 52,920 12 14 59 6.06 1.02

5:30 42,336 14 18 5 1.05 0.64
Afteroverflows
were fin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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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낸 것이다. 선행건기 일수는 4일이며, 1

시 30분에 월류를 시작하여 5시에 월류가 종료

되었다. 당일 강우 지속시간은 3.5 hr, 강우강도 

4.0 mm/hr, 유효강우량은 3.5 mm로 나타났

다. Fig. 6은 강우시 월류시간에 대한 강우량, 유

량 그리고 수질에 대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강우시 과례천 지점 월류수의 평균유량은 

116,832 m3/d로 나타났으며, 월류시간 중 최대 

유량은 275,400 m3/d로 나타났다. 월류수의 평

균 수질은 BOD 63 mg/L, CODmn 85 mg/L, 

SS 291 mg/L, TN 12.33 mg/L, TP 4.16 mg/

L로 나타났다. 월류시점으로부터 약 2시간 후에 

월류량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월류수 BOD농

도는 월류시점으로부터 2시간 후에 40 mg/L이

하로 나타났다. 

Table 4는 과례천 지점에서 청천시 2회 평균 

오염부하량, 강우시 3회 평균 오염부하량을 비

교한 것이다.

청천시와 강우시를 비교해보면 강우시에는 

청천시보다 평균 유량이 약 19배정도 증가하

며, 오염부하량은 BOD기준 약 2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강우시 최대오수량은 

1,282,010 m3/d로 청천시 평균오수량에 비해 

약 43배 증가하며, 오염부하량은 BOD기준 약 

7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S의 경우 오염부하량은 청천시에 비해 강우

시 342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SS/BOD 

오염부하량 비율에 비하여 약 5배 높은 오염부

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오수

분리벽이 설치된 대사천의 비율인 3배에 비하여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우오수분리벽의 설치 

시 오수관거내 유속증가로 인한 SS의 퇴적 감

소로 강우시 유출되는 퇴적물이 미설치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차이가 난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CSOs의 제어를 위해서는 관거내 

퇴적물의 제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강

우시 관거 외부로 유출되는 퇴적물양이 유출되

는 총 부유물질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은 하수

처리구역에 따라 다르나 약 30 ~ 80 % 정도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임 

등, 2011; Lim et al, 2012).

Table 4 The Comparison of pollutant loading rate in Gwaryechon when dry period and wet period

Flow
(m3/d)

BOD
(kg/d)

CODmn
(kg/d)

SS
(kg/d)

T-N
(kg/d)

T-P
(kg/d)

Average value at dry period(A) 30,079 2,231 2,835 1,873 481 199

Maximum value at dry period 39,097  3,161 31,531 66,414 28,689 2,602 

Average value at wet period 577,235 64,188 90,604 274,885 191,379 10,640 

Maximum value at wet period(B) 1,282,010 157,840 215,199 637,013 639,799 18,545

B/A ratio 43 71 76 342 39 46

(a) Rainfall and flow

(b) Water quality

Fig. 6 Changes of water quality and sewage flow during the wet 
period at Gwarye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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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강우시 관내 유속과 SS 부하량의 관계

3.2.1 우오수분리벽 설치지역(대사천)

Fig. 7은 강우시 관내 유속에 따른 유출되는 

SS부하량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대

사천 지점의 유속에 따른 유출 SS 부하량의 상

관관계(R2)값이 약 0.15로 매우 낮은 값을 보였

다. 이는 우오수분리벽의 설치로 인해 오수관거

내 퇴적물이 적어 강우시에 유출되는 SS가 적어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오수분리벽이 설치된 대사천 지점의 총월

류량 401 m3에 대하여 SS 기준으로 유량가중평

균농도는 144 mg/L, 월류오염부하량은 58 kg, 

강우량당 월류오염부하량은 4.1 kg/mm로 나

타났다. 

3.2.2 우오수분리벽 미설치지역(과례천)

다음 Fig. 8은 과례천 지점에서 관내유속에 

따라 유출되는 SS 부하량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

타낸 것이다. 과례천 지점의 유속에 따른 유출 

SS 부하량의 상관계수(R2)값이 약 0.60으로 우

오수분리벽이 설치된 지점(0.14)에 비해 높은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우오수분리벽이 미

설치된 지역은 설치된 지역에 비하여 관거내 SS

가 많이 퇴적되어 있으며, 강우시 퇴적물이 유출

되어 CSOs 내 오염부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오수분리벽이 설치된 과례천 지점의 총월류

량 24,565 m3에 대하여 SS 기준으로 유량가중

평균농도는 156 mg/L, 월류오염부하량은 762 

kg, 강우량당 월류오염부하량은 54 kg/mm로 

나타났다. 

과례천 관거의 경우 차집관거 부근부터 서대

전역 부근까지 구배불량으로 인하여 다량의 퇴

적물이 쌓여 있으며, 퇴적물 구간의 길이가 너무 

길어 정확한 측정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차집

관거에서 400 m 정도 안쪽에 있는 일부구간(길

이 : 200 m, 폭 3.4 m)을 기준으로 하여 퇴적

물을 조사하였다. 청천시 과례천 합류식하수관

거 내 퇴적물 구간의 평균 유속은 2회 측정시 평

균 유속은 각각 0.28 m/s, 0.31 m/s로 하수도 

시설기준에서 합류식 하수관거의 유속 0.8 m/

s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류식하수관

거 내 유속 0.8 m/s의 유지는 관내 퇴적물과 관

련되어 있으며, 이 지점에 우오수분리벽 설치시 

유속증가를 개략적으로 산출하였다. 수심의 변

화가 크지 않다는 가정에 유속-단면적 공식을 

적용하여 우오수분리벽의 설치시 퇴적물 구간의 

유속을 산출하면 0.97 m/s, 1.05 m/s으로 현

재 유속에서 약 3.4배 정도 유속이 증가되는 효

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합류

식 하수관거내에 우오수분리벽 설치시 오우관거

내 유속 증가로 퇴적물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여 

CSOs에 의한 유출 SS 부하량을 제어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Fig. 7 The relation between SS loading and water flow velocity 
in Daesacheon.

Fig. 8 The relation between SS losding and water flow velocity 
in Gwarye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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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월류수 제어효과

3.3.1 우오수분리벽 설치지역(대사천)

다음 Table 5는 3차 강우시 우오수분리벽의 

설치 유무에 따른 제어효과를 설치된 지역은 실

측된 자료를 토대로 미설치지역은 가정치를 이

용하여 월류오염물질(BOD부하)의 제어효과를 

비교한 것이다. Fig. 9는 오염부하 제어효과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청

천시 오수는 전량 차집관거로 차집되며 계곡수

는 수계로 유출되지만, 강우시 계곡수와 일부분

의 우수는 수계로 유출되고 오수의 실측결과 유

출오염부하 9.8 kg BOD 중에 3.7 kg BOD가 

차집되고, 6.1 kg BOD가 하천으로 유출되므로 

우오수분리벽에 의해 38 %의 오염물질이 차집

되는 제어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우오수분리벽

이 미설치된 경우 오수와 우수 혼합되어 30 %의 

낮은 차집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사천의 2003년 측정자료에 의하면 52 %의 제

어효과를 나타냈으며, 대전시의 우오수분리벽이 

설치된 합류식지역인 석교에서 2006년 측정된 

자료의 경우 약 79 %의 높은 제어효과를 보였다

(이, 2004; 임 등, 2007). 대사천 지점은 계곡수 

상류 대전동물원에서 계곡수를 차단하여 활용함

으로써 강우시 계곡수의 유출량이 상당량 줄어

들어 본 연구기간 중에는 제어효과가 타년도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5 Control effects of BOD load for separation wall at Daesacheon

Table 6 Control effects of BOD load for separation wall at Gwaryecheon

Note) S: Sewage, R: Ravine water

Note) S: Sewage, R: Ravine water

Fig. 9 CSOs control effect at Daesacheon with separation wall.

Period Flow type
Volume

(m3)
Discharge load

(kg BOD)
Intercept load

(kg BOD)
Overflow load

(kg BOD)
Control 

efficiency(%)

Measure
w/wall

Dry
S 168 8.4 to intercept none 100

R 30 0.1 to stream to stream 100

Wet
S 651 9.8 3.7 6.1 38

R 132 1.2 to stream to stream 100

Forecast
w/o wall

Dry S + R 198 8.5 8.5 none 100

Wet S + R 783 11.0 3.3 8 30

Period Flow type
Volume

(m3)
Discharge load

(kg BOD)
Intercept load

(kg BOD)
Overflow load

(kg BOD)
Control 

efficiency(%)

Forecast
w/wall

Dry
S 27,668 2,275 to intercept none 100

R 2,411 5 to stream to stream 100

Wet
S 7,465 1,232 to intercept none -

R 27,877 75 to stream to stream 100

Measure
w/o wall

Dry S + R 30,079 2,280 to intercept none 100

Wet S + R 35,342 1,308 312 99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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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우오수분리벽 미설치지역(과례천)

다음 Table 6은 3차 강우시 과례천 지점의 제

어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Fig. 10은 오염부하 제

어효과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강우시 유출오염부하 1,308 kg BOD 중

에 312 kg BOD가 차집되고, 996 kg BOD가 하

천으로 유출되므로 우오수분리벽에 의해 24 %의 

오염물질이 차집되는 제어효과를 보였다. 과례천 

지점에 우오수분리벽을 설치할 경우 청천시에는 

오수는 전량차집되고 계곡수는 수계로 유출되며, 

강우시에는 우수의 일부분이 계곡수와 수계로 유

출되어 차집관거로 유입되는 양은 훨씬 줄어들게 

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합류식 하수처리구

역에서는 우오수분리벽을 설치하더라도 우수가 

오수관로에 유입되므로 실제 제어효과는 100 %

가 될 수는 없지만 설치하지 않는 24 % 경우보다

는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1)  강우시 관내 유속과 유출되는 SS 부하량의 

관계에서 우오수분리벽이 설치되어 퇴적물

이 적은 지점(대사천)에 비해 우오수분리벽

이 미설치된 지점(과례천)이 높은 상관관계

를 나타냈다. 이는 관거내 퇴적물의 재부유

에 의한 유출이 CSOs에 영향을 높게 준 것

으로 보여진다.

2)  우오수분리벽이 설치된 지역에서 청천시

에 비해 강우시 평균 유량이 약 3.1배 정도 

증가하며, 오염부하량은 BOD 기준 약 4.7

배, SS는 약 3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SS/BOD는 약 3배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미설치지역의 경우 평균 유량은 약 19배 정

도 증가하며, 오염부하량은 BOD 기준 약 

27배, SS는 34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나 SS/BOD는 약 5배 높은 오염부하량을 

보였다. 이 경우 강우시 우오수분리벽이 설

치된 지역이 미설치 지역의 오염부하량 보

다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SS/BOD 비율이 

설치지역에서 낮게 나타나 우오수분리벽의 

설치로 인하여 합류식 하수관거내 퇴적물

의 제어에 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우오수분리벽이 설치된 경우 우오수분리벽

에 의한 BOD 제어효과는 38 %를 보였으

며 미설치된 지역은 24 %로 나타났지만, 

미설치지역에 우오수분리벽 설치시 24 % 

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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