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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ad Duration Curve (LDC) can be used as a method for load management of point and non-point pollution source because the LDC easily assesses the 

water quality corresponding to hydrological changes in a watershed. Recently, the application of LDC to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is a growing 

interest in Korea. In this regard, A desktop-based LDC assessment system was developed in this study to provide convenience to users in water quality 

evaluation. The developed system can simply produce the LDC by using streamflow and water quality data involved in its database. Also, The system can 

quantitatively inform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achievement for a target water quality at monthly scale. Furthermore, seasonal water quality and 

point/non-point pollution load in a watershed can be estimated by this system. We expect that the developed system will contribute to establish local and 

national policies regarding water management and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because of its advantages such as the pollution tracking investigation 

and the analysis of water quality and pollution loading amount in an ungauged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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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4대강 수계법에 근거하여 한강수계를 제외한 3

대강수계는 2004년부터 BOD5를 총량관리 대상물질 (이하 대

상물질)로 정하여 목표수질 한도에서 유역의 오염물질 배출량

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이하 총량관

리)를 시행 해 오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총인 (이하 T-P)을 추

가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한강수계는 2013년부터 BOD5, 

T-P를 대상물질로 정하여 총량관리를 해오고 있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10).

총량관리는 목표수질을 정한 후 기준유량조건에서 목표수질

을 달성 ․ 유지 할 수 있는 유역의 배출부하량인 할당부하량을 산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로 궁극적 목표는 수질관리 (목표수

질 달성 ․ 유지)이고 관리목표는 유역의 배출부하량 (할당부하량 

준수)관리 이다. 이를 위해 현 총량관리에서는 정적상태 수질모

델을 이용하여 유역의 배출부하량과 하천의 수질과의 관계를 규

명하여 적절한 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 한 후 연도별 

시행결과를 분석 ․ 평가 (이하 이행평가)하고 있다 (Lee, 2011). 

그러나 현 이행평가에서는 기술지침에 따른 배출부하량이 산정

되고 단위유역 말단 및 주요지점에서 8일 간격의 30회 이상의 수

질 유량자료가 있으나 적절한 방법 부재로 실행된 삭감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또는 기준유량 조건에서 목표수질 달성 정도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Park, et al., 2012; Park, et al., 

2013; Kim, et al., 2015).

또한, 현 총량관리는 4대강 수계 내 모든 수체에 대하여 동일

한 기준유량 조건의 동일한 총량관리대상물질 (이하 대상물질)

을 관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류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오

염물질의 총량관리가 어려우며, 총량관리유역인 단위유역의 면

적이 넓어 단위유역 내 소유역 (지류유역) 간의 개발과 삭감의 불

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일률적인 대상물질 (BOD5, T-P)에서 벗

어나 소유역인 지류별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오염물질을 맞춤

형으로 관리하는 지류총량제의 시행이 필요시 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한 실정이다 (NIER, 2015). 

오염부하지속곡선 (Lord Duration Curve: LDC) 방법은 실

측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계절별 유량 변동에 따른 다양한 하천 수

질의 영향을 평가 할 수 있으며 현재 오염부하량 및 삭감 허용 부

하량을 쉽게 산정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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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많은 주에서 총량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에 사용하고 

있어 현행 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지류총량관리를 위한 적합한 방

법으로 판단된다 (US EPA, 2007).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도 최근 LDC를 이용한 총량관리 및 지류 총량관리의 효과적인 

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Hwang et 

al., 2010; Hawng, et al, 2011; Park, et al., 2012; Yun, et al., 

2013; Kim, et al., 2015).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엑셀 프로그램의 spread sheet

를 기반으로 LDC가 작성되어 있어 대상유역의 LDC를 구축하

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또한 특정 유역에서만 LDC가 연

구되었고 국가에서 모니터링 되고 있는 모든 지점에서 LDC에 

대해 구축되어 연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만을 바탕

으로 현 오염총량관리 제도와 향후 지류 오염총량관리 제도에서

의 활용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도에서 전국 다양한 모니터링 지점

과 연계되어 자동으로 LDC를 분석해 줄 수 있는 툴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오염총량관리에서 LDC를 많이 사용

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 모니터링 지점에서 LDC를 구축하기 쉽

도록 USDA 유량 및 수질 자료 DB를 연계한 LDC 평가 시스템

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Kim et al., 2012).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 우리나라 환경부 8일 간격 유량 

및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 지점 (총량측정망) 과 월 1회 수질에 대

한 모니터링 지점 (일반측정망)의 자료를 DB로 구축하고 2) 이

를 자동으로 연계하여 FDC (Flow Duration Curve)/LDC를 구

축해 줄 수 있는 데스크탑 기반의 LDC 평가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다.

Ⅱ. 연구방법

2. 오염부하지속곡선 (LDC) 소개

오염부하지속곡선 (Load Duration Curve; LDC)은 다양한 

유량 조건의 수질 모니터링 자료로부터 오염부하량을 산정하여 

유량 지속 간격 (초과 확률)별 목표수질 대비 관측 부하량을 도식

화 한 곡선으로, 유역의 유황 변화에 따른 수질 특성을 눈으로 쉽

게 파악할 수 있고, 목표수질 초과 빈도 및 삭감 부하량에 대한 정

보를 파악하기에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점오염원 및 비점

오염원 부하량 관리 기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Nevada Divis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2003).

또한, 각 지류별 부하곡선을 작성하여 오염원의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우선관리 지류 및 소하천 유역을 선정하여 보다 효

율적인 점/비점오염원 저감 계획 수립 및 이행에 활용할 수 있다 

(NIER, 2015). 

기존 LDC기법 적용에 관한 연구들 중 Han et al. (2007) 연구

에서는 수정 TANK 모형을 이용하여 작성한 유황곡선을 기반

으로 하여 부하지속곡선을 작성하고 전체 유량조건과 그에 대응

하는 수질조건을 반영하여 유역의 상황을 개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법 제안 하였다. 각 단위유역별 목표수질달성 여부를 평

가해보고 개략적인 유역관리의 방향으로서 낙동강 전체 유역을 

점오염원 우선관리 단위유역과 비점오염원 우선관리 단위유역으

로 분할하였으며, 이를 각 수질항목별로도 도시하였다. Hwang et 

al. (2010)의 연구에서는 낙동강 최상류 유역인 황지천, 소도천, 

철암천 지역의 유량 및 수질 자료 (BOD5, TN, TP) 를 이용하여 

부하지속곡선을 작성하였으며 수질 항목별로 부하량이 초과하

는 유량 조건은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결과를 이

용하여 유역에 적합한 BMPs 등을 제시하였으며 한국 실정에 맞

는 부하지속곡선 적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Shin (2013) 연구

에서는 한강유역의 14개 지점의 유량 및 수질 자료를 이용하여 

부하지속곡선, 유량-부하량 곡선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이용하

여 각 유역의 부하량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부하량 배출 특성

을 이용하여 유역 형태별/수질항목별 BMPs를 매우 자세하게 

제시 하였고 제대로 된 이행평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자료 

확보에 대해 강조하였다.

LDC 방법의 적용은 FDC와 LDC를 작성하는 과정, LDC에 

관측 자료를 도식화하는 과정으로 크게 구분 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FDC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대상 유역에서 측정한 특정 기

간 유량자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최대 유량에서 최소 유량 순으

로 정렬하고 아래와 같은 식 (1)을 이용하여 특정유량을 초과하는 

일수를 백분율로 계산하여 그림으로 도식화한다. 

Percent of Days Flow Exceeded (%) 

= rank/the number of data×100 (1)

LDC의 작성 방법은 일평균유량 자료를 이용하여 유황곡선 

작성 후, 유량자료와 기준수질 자료를 식 (2)를 이용하여 작성한

다. 다음으로 유량과 수질자료를 이용하여 부하량을 산정한 후 

유량을 유량지속곡선의 유량자료와 비교하여 초과 부하량 백분

율에 대응하는 초과 유량 백분율의 값을 결정한다. 

Load (kg/day) = Flow (m
3
/sec)×WQS (mg/L)×86.4 (2)

3. 데스크탑 기반 LDC 평가 시스템 개발

본 연구에서는 데스크탑 기반의 LDC 평가 시스템이 실제 

LDC 방법의 이용자가 입력자료는 최대한 쉽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으며 결과자료를 매우 직관적이고 시각적으로 획득 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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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area 

록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Open Source GIS인 DotSpatial을 활

용하여 GIS기반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였고, FDC/LDC 

분석을 위한 모듈과 미계측 지역에서 LDC를 분석할 수 있는 모듈

을 개발하여 시스템에 탑재 하였다. 또한 유량 및 수질 자료는 시

스템이 설치된 폴더의 DB에서 바로 불러와서 활용할 수 있는 형

태로 구성하였고, 분석된 지점 간 비교를 위한 툴도 개발하여 해당 

수계군에서의 지류 및 소하천 유역의 오염원 추적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4. 데스크탑 기반 LDC 평가 시스템 적용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LDC 평가 시스템이 FDC 및 LDC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오염총량관리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오염총량관리가 시행중에 단

위유역들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적용 단위유역으로는 낙동강수계의 낙본 A, B, C, D, E, F 단

위유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 단위유역들에 대해 시스템을 적용

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에 대해 FDC 

및 LDC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1). 또한 FDC 및 LDC 분석을 

통해 어느 유황 구간에서 목표수질이 초과하고 있는지를 도출하

고 목표수질 초과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지류를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데스크탑 기반 LDC 평가시스템 개발 결과

가. 유량 및 수질 DB 구축결과 

본 연구의 데스크탑 기반 LDC 평가 시스템이 우리나라 전국

의 LDC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오염총량관리 및 지류 오염총량

관리 제도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속적이며 주기적으로 측

정하고 있는 유량 및 수질 자료가 필요하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각 단위유역 말단 지점과 시군 주요 경계 270개 지점 (총량측정망)

에서 8일 간격으로 유량 및 수질을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측정 하

고 있으며 (Ministry of Environment, 2014), 국내에서 국가적으

로 유량과 수질 두 개 다 동시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지점은 이 총

량측정망이 유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 총량측정망 지점의 2007년부

터 2012년까지의 유량 및 수질 정보를 시스템의 통합 Data Base 

(DB)로 구축하여 시스템의 사용자가 별도로 측정자료를 구축하

지 않아도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지정된 기간만큼 추출되어 

LDC 작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총량측정망 지점의 DB만으로는 지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이 지류 오염총량관리에는 DB의 추가

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환경부 및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에서는 총량측정망과는 별개로 지류 

1,675개 지점 (일반측정망)에서 주기적인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

하고 있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14).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일반측정망 지점의 자료도 시스템의 DB로 구축하여 데스

크탑 기반 LDC 평가 시스템을 지류 오염총량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가 직접 전국 총량 단위유역 및 소유역 별 점/

비점 오염부하량 자료를 DB에 입력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DB로 저장된 오염부하량 자료를 오염부하지속곡선 작성 시 해당 

단위유역 또는 지류의 오염부하 특성에 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DB는 사용자가 데스크탑에 본 시스템

을 설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데스크탑에 저장되도록 설계하였고 필

요시 마다 자동으로 시스템 내 모듈들과 연계되어 사용 될 수 있도

록 하였다. 

나. 데스크탑 기반 LDC 평가시스템 모듈 개발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데스크탑 기반 LDC 평가시스템은 크게 3

가지 (FDC 모듈, LDC 모듈, 유량 미계측 지역을 위한 FDC/LDC 

모듈) 모듈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FDC 모듈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해준 기간만큼의 

해당 지점의 유량자료를 위에서 구축된 DB자료에서 자동으로 

추출하여 식1을 이용하여 FDC 그래프를 자동으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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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low data from Integrated-DB

(b) FDC graph

Fig. 2 Flow Duration Curve Graph by FDC module in the system 

Fig. 3 Setting the flow group into 4 zones (Dry, Low-flow, Mid-flow, 

High-flow season)

(a) Water Quality data from Integrated-DB

(b) LDC graph

Fig. 4 Load Duration Curve Graph by LDC module in the system 

Fig. 2(a)은 시스템 통합 DB에서 자동으로 추출된 대상지점

의 유량정보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이 유량정보는 사용자에 의

해 수정될 수 있으며 Microsoft Excel프로그램과 호환되어 바

로 Microsoft Excel프로그램에서 바로 복사하여 붙여넣기 기능

이 가능하다. Fig. 2(b)는 시스템에서 FDC 모듈에서 자동으로 

작성된 FDC 그래프를 나타낸 화면이며 사용자는 자동으로 작

성된 FDC 그래프를 통해 연구대상지역의 유황현황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FDC 모듈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풍수량, 평수량, 저수량, 갈수량이상, 갈수량미만의 유량조

건을 사용자의 사용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FDC 그래프를 작성

할 수 있으며 (Fig. 3), 시스템에서는 이에 대해 풍수량은 유량 상

위 20 %, 평수량은 40 %, 저수량은 60 %, 갈수량은 90 %로 기

본 설정되어있다. 또한,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FDC그래

프 작성 후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

되어있다.

두 번째로 LDC 모듈에서는 FDC모듈에서 FDC가 작성된 후 

식 (2)의 방법과 같이 사용자가 입력하는 목표수질 (Target 

Concentration)을 FDC에 곱하여 LDC 그래프를 자동으로 작

성한다 (Fig. 4(a)).

이 후 사용자가 위에서 FDC 그래프를 작성하기 위해 입력해 

주었던 기간을 기준으로 시스템 DB에서 유량 및 수질자료를 자

동으로 추출하고 추출된 유량 및 수질자료를 이용하여 오염부하

량을 산정한 후 추출된 유량을 LDC 그래프의 X축 (유량)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산정된 오염부하량을 LDC 그래프에서 점으로 

표현한다 (Fig 4(b)). 이 때 점으로 표현되는 수질자료들은 월별

로 다른 모형으로 표현된다. LDC 그래프와 점으로 표현된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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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put menu for area-ratio in the system Fig. 6 Interface of Desktop-based LDC evaluation system

자료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유황구간별 수질 초과 개수 및 초과 

비율에 대해 정량적으로 나타낸다.

시스템에서 작성되는 LDC 그래프는 Fig. 4(b)에서와 같이 

월별/계절별 수질 데이터 분포를 각기 다른 색상으로 구분하여 

수질 데이터의 분포 현황을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

였다. 특히 월별 자료를 계절별로 그룹핑하여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여 월별/계절별 유황별 부하 특성 및 목표수

질 초과여부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LDC 모듈에서는 LDC 그래프와 함께 목표 수질을 기준으

로 유황별 샘플 개수 및 초과된 수질자료의 유황별 개수 및 초과 비

율을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사용자가 목표수질 초과여부를 정량적

으로 쉽게 분석할 수 있고 해당 단위유역 또는 소유역의 점/비점에 

대한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에 대한 오염

부하량을 같이 제공한다.

유량 미계측지역을 위한 FDC/LDC 모듈에서는 유량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일반측정망 지점에서 FDC와 LDC 그래프를 작

성하기 위해 일반측정망 지점근처의 총량측정망 유량자료를 비

유량법을 적용하여 유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5). 이 

비유량법은 유량을 직접 측정할 수 없을 경우 대표유역을 선정하

여 단위면적에 대한 평균 유출고를 산정하여 유량을 추정하는 방

법이며 등질지역의 경우 유량은 집수역의 면적에 정비례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그 전제가 입증

되었다 (Lee et al., 2003). 

일반적으로 비유량 산정공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식은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서 ′는 계획지점의 유출

량이고, 는 기준지점의 유출량이며, ′는 계획지점의 유역면

적, 는 기준지점의 유역면적이다.

 

′ 


′

× (3)

따라서 본 모듈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량을 산정 한 후 

FDC와 LDC 모듈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FDC, LDC 그래

프를 작성하고 목표수질 초과 여부를 분석한다. 

따라서 본 모듈을 이용한다면 우리나라 모든 일반측정망 지점

의 FDC 및 LDC 분석이 가능하다. 

다. 데스크탑 기반 LDC 평가시스템 인터페이스 개발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는 Open Source GIS인 DotSpatial을 활

용하여 GIS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였다. Fig. 6는 본 연구에서 개발

된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첫 화면을 나타낸다. Fig. 6에서와 같이 

인터페이스 우측 화면에서는 GIS 자료를 추가하고 제외할 수 있

으며 시각적으로 총량측정망 및 일반측정망 지점의 위치와 유역

도 및 하천도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왼쪽 하단에서는 사용자가 다양한 LDC 시나리오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별 저장이 가능한 메뉴를 추가하였고, 왼쪽 

상단에 이러한 시나리오들을 동시에 보고 비교할 수 있는 화면을 

구성하여 사용자가 시나리오별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이

를 통해 어느 특정 지류가 목표수질 초과에 큰 기여를 하는 부분

과 지류 간 오염원 추적을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2. 시스템 적용 결과

개발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낙본 A, B, C, D, E 단위유역의 

LDC 분석 결과, 낙본A, 낙본B 지점은 대체적으로 모든 유량 조

건에서 목표수질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Fig. 7), 낙본C

에서 낙본D로 이어지는 구간의 (낙본D 유역) 풍수량 이상 유량

조건에서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샘플 개수가 급증 하였다 (12개

→ 22개) (Fig. 8; Table 1). 이는 Fig. 9에서 볼 수 있듯이 낙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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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akbon A (b) Nakbon B

Fig. 7 Comparison LDC graph between Nakbon A and B (BOD5)

(a) Nakbon C (b) Nakbon D

Fig. 8 Comparison LDC graph between Nakbon C and D (BOD5)

Table 1 Summary of daily runoff statistics for three stations

Flow condition

High-flow Moist-Condition Mid-flow Dr-Condition Low-flow

Nakbon C

Num. of Exceed Sample 12 6 6 4 0

Num. of Total Sample 47 47 47 70 24

Excess-ratioz (%) 25.53 12.77 12.77 5.71 0.00

Nakbon D

Num. of Exceed Sample 22 14 10 8 3

Num. of Total Sample 53 53 54 82 25

Excess-ratio (%) 41.5 26.42 18.52 9.76 12.00

Nakbon E

Num. of Exceed Sample 22 14 10 8 3

Num. of Total Sample 53 53 54 82 25

Excess-ratio (%) 41.5 26.42 18.52 9.7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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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akbon D (b) Nakbon E

Fig. 10 Comparison LDC graph between Nakbon D and E (BOD5)

Fig. 9 Characteristics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in Nakbon D 

(BOD5)

유역의 축산계 비점오염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Table 1에서와 같이 낙본D에서 낙본E로 이어지는 구

간의 (낙본E 유역) 갈수량 이상 유량조건에서 목표수질을 초과

하는 샘플 개수가 급증하였다 (8개→ 25개) (Fig. 10). 이는 

Fig. 11에서 볼 수 있듯이 낙본E 유역의 생활계 점오염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고, 오염총량관리 제

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데스크탑 기반의 LDC 평가시스

템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실제 유역에서 그적용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은 오염총량관리제도 적용에 있어 

유역의 오염원 특성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계절별 ․ 유역별 수질 

및 부하량 평가를 가능하게 하여 특정 유황조건에 대한 부하량 

규제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개발된 시스템은 인터페이스가 간단하고, 다소 복잡

한 FDC 및 LDC 그래프 작성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목표수질 초과 여부를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오염총

량관리 정책결정자와 같은 전문가 뿐 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은 오염원 추적조사, 

유량 미계측 지역의 수질 및 부하량 분석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염총량관리 외 대권역 및 중권역 물관리 기본계획과 같은 타 

유역환경 정책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일반 시민들에 

대한 정책 참여 및 수질 개선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홍보 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개발된 데스크탑 기반의 LDC 평가시스템은 유량 미

계측 지점에서 비유량법을 이용하여 FDC/LDC를 분석하기 때

문에 유역의 대규모 하수처리장의 영향 등과 같은 유량관련된 불

확실한 부분이 분석에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향

후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간단한 유량 예측 모듈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량 및 수질 DB를 사용자가 기간이 

추가될 때 수동으로 추가해주어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환경부의 물환경정보시스템 DB와 실시간으로 연계될 수 있는 

웹 기반의 LDC 평가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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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haracteristics of Point Source pollution in Nakbon E (BO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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