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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NPS(non point source) pollution reduction of sediment traps through field 
experiments. Various sizes of 4 sediment traps were applied in a upland field located in Gunwi and assessed the 
infiltration and storage effects as well as NPS pollution reduction effects of this technique. The characteristics of 
deposited soil in the sediment traps were also analyzed including distribution of particle size, soil texture, and chemical 
properties. The results showed that slightly different composition of soil particle size from each sediment trap with 
high proportion of 0.15mm and 0.25mm ranges of soil particle diameters, while the loamy sand is the main types 
of deposited soils in the sediment traps. Decreased NPS pollution were observed from the water quality analysis of 
the samples taken from the sediment traps. Further research need to be proceeded continuously to improve this technique 
in order to utilize on upland fields for management of agricultural NPS pol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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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수질개선을 위해 비점오염관리의 중요성

이 제기되면서 다양한 관리기법들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비점오염을 저

감하기 위해 다양한 관리기법들이 개발되어 현장

에 적용되고 있는 수준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기법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고, 현장사례도 많이 부족하여 현장적용에

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다. 특히 외국에서 개발된 

비점오염관리기법을 현장여건이 다른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관리효율 저하로 실패할 수 있

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여건에 적합한 

비점오염 관리기법 개발과정을 거쳐 실용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현장실

험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요소기술을 개발하

여 현장적용 시 사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

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최대의 간

척지 사업인 새만금유역의 비점오염저감 및 호소

의 수질개선을 위해 농업비점오염 저감기법 개발

을 위한 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Jang et al., 
2011). 논 및 밭의 비점오염제어, 영농방법개선, 
지역주민 참여, 통합관리기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인 농업비점오염관리기법 개발을 위하여 다각적

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농경지로부터 발생된 

비점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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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Fig. 1. Location of the Study Area.

농업비점오염은 주로 농경지 유출수에 의해 발

생된 오염을 의미하며, 지역이 광범위하여 대부분 

유출경로의 파악이 어렵고. 강우시 발생하는 농경

지 토양유실로 수질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

므로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Shin et al., 2001; 
Kim et al., 2008; Jung et al., 2013). 특히 우리나

라 밭경지는 전체 밭면적의 64% 정도가 7～15%
내의 경사를 가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의 밭토양이 양토, 사양토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강우기 토사유출 발생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

지고 있어 하천수질과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

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NAAS, 2009, Seo and 
Choi, 2013). 따라서 밭경지로부터의 비점오염저

감을 위한 적절한 관리기법들의 적용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리기법의 

현장적용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 수행되고 있는 밭경지 비점오염저

감을 위한 관리기법들에는 지표피복, 초생대, 실
트펜스, 침사구 등이 있으며, 이 중 농경지에 적용

한 침사구에 관한 연구는 Choi et al. (2003)에 의

해 최초로 수행된 강원도 고랭지 경사농지를 대상

으로 침사구의 효과를 측정한 연구이다. 다양한 

저류용량으로 구성된 3개의 침사구(0.5, 1.5, 4 m3)
를 고구마 밭에 설치하여 토사제거효율을 측정한 

결과, 경운 방법, 경사 및 경사장, 강우량 및 강우

강도 등에 따라 효과에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침
사구 모두 유사제거효율이 98%이상으로 높게 나

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도 침사구 관련 

연구가 있었으나 인공습지에 국한되어 수행된 것

으로 나타나(Park et al., 2011), 우리나라 밭경지

에 적합한 침사구 기법의 개발을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현장실험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새만금 유역 농업비점오염저감기법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밭경지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농

경지에 간단히 설치하여 오염저감을 꾀할 수 있는

침사구기법의 효용성을 알아보고자 현장실험을 

수행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시험포 조성

밭경지 비점오염저감기법 개발을 위한 침사구 

현장실험을 위해 경북 군위군 효령면 화계리에 위

치한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농장 내 

밭경지 지역 1,500m2(455평)를 선정하여 시험포

를 조성하였다. Fig. 1은 침사구 실험이 수행된 시

험포의 위치를 나타낸다. 시험포 조성 포장은 원

래 다년간 옥수수 밭으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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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stallation of Sediment Traps.

포 조성을 위해 먼저 옥수수 잔해물을 제거하고 

포장을 정리하여 로터리 작업 및 퇴비･비료를 살

포하였다. 시험포 정지 작업 후 시험포장의 지형, 
경사 등을 고려하여 측량 실시를 통해 포장구획을 

결정하였다. 시험포 조성포장의 지면경사는 5% 
정도이며, 길이 12m × 폭 4m 시험구 규모로 대조

구 1개와 초생대 처리구 6개를 조성한 다음 각 시

험구로부터 발생된 유출수를 집수할 수 있도록 시

험구 말단에 침사구 4개를 조성하였다. 시험구 규

모는 농기계작업을 고려한 농기계(로터리 등), 폭 

및 작업동선, 그리고 작물재배에 따른 최적이랑, 

폭, 약대길이, 작업효율 등의 인자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각 시험구 경계부분은 썬라이트 재질을 사용하

여 시험구 외부로부터 유출수의 유입을 차단하는 

반면에 각 시험구별로 발생하는 유출수의 집수를 

위해 시험구 하단에 집수구를 설치하였다. 또한 

시험포 주변으로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유출수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경계부 주변으로 배수로를 

정비하였으며, 시험구 집수구에서 흘러나온 유출

수가 침사구를 통해 배수가 원활하도록 시험구 말

단에도 배수로를 설치하였다. 현장 모니터링을 위

해 강우량계를 설치하고 자체 제작한 플륨을 시험

구 말단과 침사구에 각각 설치한 후, 수위측정을 

위한 부자식 수위계도 설치하였다. 시험포에 용수

공급을 위한 관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인근 저수

지와 하천수를 취수 할 수 있는 펌프와 용수관로

를 설치하고, 시험구내에 인공강우실험이 가능하

도록 분수호스도 설치하였다. 시험구 작물재배를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제시한 표준재배법에 

준하여 봄부터 여름까지는 콩을 재배하였고, 가을

부터 겨울에는 마늘을 재배하였다. 시험포 주변에

는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로부터 시험포 침입을 방

지하기 위해 시험포 경계를 따라 보호망을 설치하

였다. Fig. 2와 3은 침사구 설치전경과 시험포 개

략도를 각각 나타낸다. 1번 침사구는 대조구 말단

에 설치되었고, 2번 침사구는 바랭이, 3번 침사구

는 켄터키블루그라스, 4번 침사구는 잔디처리구 

말단에 각각 설치된 것을 보여준다.

2. 실험방법

침사구의 비점오염 저감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침사구가 적용되었다. 침사구 실험

을 수행하기 전 침사구의 둘레, 깊이, 부피 등에 

대한 제원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본 실험에 적용된 침사구의 

둘레는 139～185cm, 깊이 30～41cm이며, 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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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diment Trap Experimental Plots.

Table 1. The Details of Sediment Traps.

No. of S.trap 1 2 3 4

Circumference(cm) 180 185 178 139

Depth(cm) 38 30 40 41

Detention Volume(L) 30 25 30 13

Sediment Trap View

구의 불규칙한 부피를 측정하기 위해서 계량된 물

을 침사구에 직접 부어 측정한 용량은 13～30L 
범위를 나타내었다.

침사구기법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인공강우 

2회와 자연강우 1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

으며, 인공강우실험은 분수호스를 이용하여 수행

되었다. 침사구별 유출을 발생시킨 후 각 2L씩 채

취하여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
에 시료분석을 의뢰하였으며, 수질분석항목은 TS, 
SS, BOD, COD, T-N, T-P, NH4

+, PO4
3-, TOC, 

NO3
- 등을 포함한다. 침사구의 침투능 조사와 침

사구 퇴적토양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입자분포, 
토성 및 화학적 특성도 함께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침사구 침투능 조사

침사구의 침투능 조사를 위해 침사구를 완전 저

류시켜놓고 저류수의 수위저하상태를 관찰한 결

과 각 침사구별로 다양한 침투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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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ime Taken for Infiltration(min) of Each Sediment Trap for Event Oct. 03, 2011.

Infiltration Stage
No. of Sediment Traps

No. 1 S.trap No. 2 S,trap No. 3 S.trap No. 4 S.trap

15% 10 5 20 18

30% 25 12 80 50

50% 45 25 209 188

100% 125 41 380 319

Before Start After 20min After 27min After 41min

Fig. 4. Infiltration Stages of a Sediment Trap.

No.1 S.trap No.4 S.trap No.3 S.trap

No.1 S.trap No.4 S.trap No.3 S.trap

Fig. 5. Field Investigations after Raining of Events Aug. 25(above) and Sep. 16(below)

Table 2는 침사구의 침투능 실험 결과를 나타내

며, Fig. 4는 시간경과에 따라 침사구 저류수의 침

투정도를 보여준다. 4개의 침사구 중에 가장 빠른 

침투율을 보인 침사구는 완전침투에 41분이 소요

된 3번 침사구였으며, 가장 느린 침투율을 보인 곳

은 4번 침사구로 완전 침투에 6시간 정도가 소요

되어 3번 침사구에 비해 9배 정도의 시간이 더 소

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작은 시험포장임에

도 불구하고 침사구별로 침투정도가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침사구의 토양특성 차이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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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sults of Soil Texture and Particle Size Tests.

No. of S.trap Sand(%) Silt(%) Clay(%) Soil Texture

No. 1 85.08 6.56 8.36 Loamy sand

No. 2 87.32 5.40 7.28 Loamy sand

No. 3 83.96 8.44 7.60 Loamy sand

No. 4 75.44 17.28 7.28 Sandy loam

Fig. 6. Sediment Soil Particle Size Analysis(left) and Soil Texture(right) (2012).

변 배수기능 및 지표하 중간유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향후 보다 정확한 침

투능 조사를 위해 시험포 토양수분측정과 함께 물

수지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현장에 강우유출수의 발생에 따른 육안조

사를 실시한 결과 침사구는 초기유출수의 토사유

출 저감에는 상당한 효과를 보였으나 장기유출수

의 경우와 유거수의 흐름이 빠를 경우에는 침사구 

저류용량의 한계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토사유출 

저감효과가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조구 

말단에 설치된 1번 침사구의 경우 초생대 처리구 

말단에 설치된 침사구들에 비해 유입되는 토사량

이 상대적으로 많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퇴적 

토사량 증가에 의한 침사구 용량이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Fig. 5는 강우발생 후 육안으로 조사

된 대조구 침사구와 초생대 처리구 침사구에 저류

된 유출수의 탁도와 퇴적토사량의 차이를 보여준

다. 초생대 적용 유무에 따라 침사구에 유입되는 

유출수의 탁도와 퇴적토사량이 달랐으며, 대조구

에 설치된 1번 침사구가 켄터키블루그라스와 잔

디 초생대 처리구에 설치된 3번과 4번 침사구에 

비해 저류된 물의 맑기도 더 혼탁하였고 퇴적된 

토사량도 훨씬 많아 결과적으로는 대조구 침사구

의 저류 효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2. 침사구 퇴적토양 분석

유출발생에 의해 침사구에 퇴적된 토사를 채취

하여 토양의 입도, 토성, 화학적 특성을 분석해 보

았다. Table 3과 Fig. 6은 침사구 퇴적토의 토성과 

입경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침사구별로 토양

입도의 구성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으며, 상대적

으로 퇴적토의 작은 입자구성비율이 높았던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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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Results of Soil Chemical Tests.

Class pH
EC

(dS/m)

OC

(%)

T-N

(%)

T-P

(mg/kg)

NH4+

(mg/kg)

PO4
3-

(mg/kg)

Total K

(mg/kg)

Total Ca

(mg/kg)

Control 6.87 1.82 3.76 0.2729 1280.8 41.343 10.74 1,855.7 2,533.8

S.trap 1 6.58 0.73 2.61 0.1662 817.3 31.263 5.74 1,224.3 1,702.7

S.Trap 2 6.41 0.57 1.82 0.1259 599.3 24.404 2.59 1,225.7 1,258.3

S.trap 3 5.87 0.76 2.11 0.1218 460.7 ND 0.46 1,302.3 1,215.0

S.trap 4 6.23 0.81 2.71 0.1520 552.0 40.341 1.31 1,451.3 1,329.3

Table 5. Rainfall-runoff Relationship.

Date 2011. 10. 3 2011. 10. 22 2012. 6. 2

Area(m
2
) 48(12 m × 4 m)

Type Artificial Natural Artificial

Rainfall(mm) 76.8 97.4 38.1

Rainfall 

Duration(min)
180 1,440 105

Plot no. 1 3 5 7 1 3 5 7 1 3 5 6

Runoff(m
3
) 0.581 0.781 0.543 0.002 1.877 2.117 1.666 1.312 1.255 0.504 0.279 0.295

Depth(mm) 12.11 16.27 11.32 11.16 39.10 44.10 34.71 27.32 26.15 10.51 5.804 6.139

Runoff ratio 0.158 0.212 0.147 0.145 0.401 0.453 0.356 0.281 0.686 0.276 0.152 0.161

2번 침사구였고, 비교적 굵은 입자가 많았던 곳은 

4번 침사구로 나타났다. 전체 토양입도분포에서 

0.075mm 이하의 토립자가 41.5～75.7%정도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 0.15～0.25mm 사이의 토립

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성의 경우 Sandy Loam 특성을 나타낸 4번 침사

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Loamy Sand 특성을 보였다.
침사구 유입전 토양과 침사구에 퇴적된 토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조구 토양과 침사구 토양

을 각각 채취하여 화학적 특성을 분석해 보았으

며, 그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다. 대조

구 토양과 침사구에 퇴적된 토양과의 pH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EC(전기전도도)와 OC(유기물함

량), T-N(총질소), T-P(총인) 등이 침사구에 유입

되면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기

에 침사구 유입전 토양이 초생대 적용유무에 따라 

시험구별로 약간씩 차이를 보이므로 인해 궁극적

으로 침사구 퇴적토양에서도 대조구 대비 초생대 

침사구에서 퇴적토의 오염인자 감소 경향이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침사구의 비점오염 저감효과

침사구의 비점오염저감효과를 파악하기에 앞서 

시험구의 강우-유출관계를 조사해 보았다. 시험포

에서 발생한 강우유출량을 파악하기 위해 자연강

우의 경우 강우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인

공강우의 경우 분수호스 유입량을 계산하여 인공

강우량을 추정하였다. 유출량 측정은 각 플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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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Water Quality Changes of the Sediment Traps for the Rain Event Oct. 3 2011.

수위계를 이용하여 측정된 수위값을 수위-유량 캘

리브레이션 작업을 통해 얻은 관계식을 이용하여 

유출량으로 환산한 뒤 강우-유출관계를 계산하였

으며, 그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고 있다. 대조구

와 초생대 처리구는 선행토양수분상태, 강우의 특

성, 초생대 초종, 피복율 등에 따라 유출률에 차이

를 보였으며, 초생대 조성에 의해 유출저감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각 침사구별로 유출수의 유입시간을 기점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료를 3회 채취하여 수질분

석한 결과는 Fig. 7과 같다. 여기서 Sample 1은 침

사구 유입수를 채취한 시료, Sample 2는 침사구 

초기유출수를 채취한 시료, Sample 3은 침사구별

로 유출정도가 달라 초기유출발생 후 40～130분 

정도 경과한 후 채취한 시료를 각각 나타낸다. 각 

침사구별로 채취한 시료의 오염부하를 비교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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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침사구의 유입수 대비 초기유출수의 토사량이 

현저히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이러한 저감 효과가 완만하게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개의 침사구에 대한 전반

적인 비점오염 저감효과는 TS의 경우 11～74%, 
T-P의 경우 22～66%, T-N의 경우 5～47%이었

으며, 주로 입자성 오염물질의 저감율이 높은 반

면, 흡착성과 용해성 오염인자의 저감은 상대적으

로 저감율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각 침사구별 유

입수에 대한 수질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조구 대

비 초생대 처리구 말단에 배치한 침사구에서 초생

대 효과로 유출수의 수질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

향을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침사구 유입수의 수질

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지속적인 강우에 의해 유

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침사구 용량의 한계

성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저감효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출수의 유속이 빠

른 경우에도 저감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향후 지속적인 현장 실험을 통해 강우량 크

기별 침사구의 용적대비 유출수의 유입량 및 퇴사

량, 각 오염인자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수

행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새만금 유역의 밭경지 비점오염저감기법 개발

의 일환으로 침사구기법의 효용성을 파악하기 위

한 현장실험을 수행하였다. 경북 군위군 경북대 

부속농장내 밭경지에 조성된 초생대 시험포에 다

양한 크기의 침사구를 4개 조성하여 침사구의 침

투능 조사 및 퇴적토양의 특성을 분석해 보았으

며, 침사구의 비점오염저감 효과를 평가해 보았다. 
그 결과, 침사구의 침투능조사에서는 침사구별로 

침투되는 시간이 현저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는 

침사구의 토양특성의 차이와 초생대 시험포로부

터 유하된 지표하 중간유출의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시험포 토양수분측정을 통

한 보다 정밀한 침투율 조사와 물수지 분석이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침사구에 퇴적된 토양의 

특성은 미립자율이 높았으며, 대부분은 Loamy 
Sand 토성을 나타내었다. 침사구에 퇴적된 토양의 

화학적 특성은 전반적으로 침사구 유입전 토양 특

성에 비해 침사구 유입 후 EC, OC, T-N 그리고, 
T-P(총인) 등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초생대를 거쳐 유입된 침사구 퇴적토에서 이러

한 인자들의 감소되는 경향이 훨씬 두드러지게 나

타났으며 이는 초생대기법의 적용으로 나타난 추

가적인 저감효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침사구 

설치로 얻어진 비점오염 저감효과는 TS의 경우 

11～74%, T-P의 경우 22～66%, T-N의 경우 5～
47%였으며, 흡착성과 용해성 오염인자 보다는 입

자성 오염물질의 저감에 보다 큰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밭경지로부터 

유출된 비점오염저감에 침사구기법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적으로 지속

적인 강우에 의한 유출의 경우와 유속이 빠른 유출

이 발생할 경우에는 침사구 용량의 한계성 때문에 

시간 경과에 따른 저감효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보다 최적의 침사구 

개발을 위해 침사구의 용적대비 유출수의 유입량 

및 퇴사량, 이에 따른 비점오염저감 효과에 대한 

분석 및 각 오염인자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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