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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강우량과 유량에 따른 하천 부유쓰 기 이동량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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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장마나 집 호우 등에 의한 지속 인 강우는 비 오염원의 유출과 더불어 유량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유량

의 증가로 수 가 상승하게 되면 하천 주변에 산재되어 있던 부유쓰 기는 빨라진 유속에 의해 이동하게 된

다. 하지만 재 국내외에서 강우량과 유량을 분석하여 부유쓰 기의 이동량을 정량 으로 산출한 연구 사례

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CS-CN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유효 강우량과 유량 변화에 따른 이동 경로 

모니터링 결과를 토 로 부유쓰 기의 이동량을 산정하 다. 

ABSTRACT

Along with effluence of non-point pollution source, continuous precipitation due to rainy season or localized heavy rain can also be a good reason for 

increase of flow rate. And if the water level is going up due to the increase, floating debris around rivers and streams will move because of increased flow 

velocity. However, currently, there are no studies which perform quantitative calculation on movement of floating debris by analyzing amount of rainfall 

and flow rate in both domestic and abroad. Thus, the present study calculated amount of movement of floating debris based on moving route monitoring 

results according to changes of effective rainfall and flow rate that are obtained by using SCS-C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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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장마나 집 호우 등에 의한 지속 인 강우는 비

오염원의 유출과 더불어 유량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유량의 증가로 수 가 상승하게 되면 하천 주변에 산

재되어 있던 부유쓰 기는 빨라진 유속에 의해 이동

하게 된다[1]. 따라서 강수량은 부유쓰 기의 발생과 

이동을 악하는데 있어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환경부[2]는 ‘제 2차 5 강 유역 하천·하구 쓰 기 

리 기본계획 수립을 한 연구’에서 비 오염원의 

유출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유효강우에 따른 직

유출량을 산정하여 부유쓰 기의 발생량을 추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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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제시하 다. 이는 기존에  는 하천 하구와 

일부 구간에서 수거한 쓰 기의 양과 강수량 총량을 

고려한 것에 비해 20개 시·군의 2009년 ～ 2012년의 

평균 부유쓰 기 수거량과 비 오염원의 유출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직 유출량을 고려한 것으로 쓰

기 발생량 추정의 오차를 일정 부분 일 수 있다.  

한편, 강우량의 지역  편 과 토양의 피복  이

용 상태에 따라 다른 하천 유출량은 유량의 지역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부유쓰 기를 

비롯한 오염 물질의 이동에 다른 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재 국내외에서 강우량과 유량을 분석하여 

부유쓰 기의 이동량을 정량 으로 산출한 연구 사례

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2]의 부유쓰

기 발생량 추정에서 제시한 SCS-CN 방법을 이용하

여 유효 강우량과 유량을 산출하고 장선웅 등[3-7]이 

선행연구로써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낙동강 본류를 

상으로 수행한 이동 경로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

여 부유쓰 기의 이동량을 산정하고자 한다. 

Ⅱ. 본  론

2.1 연구 자료

낙동강 유역은 국 면 의 23.9%를 차지하는 

규모 하천으로 경상 남·북도, 구 역시, 부산 역시

가 낙동강 유역 면 의 98%를 차지하고 있다[8]. 

2009년 ～ 2012년까지 낙동강 유역에서 수거한 쓰

기양은 총 29,694톤에 달하며, ·상류에서 수거되지 

못한 량의 부유쓰 기가 하구  해양으로 유출됨

에 따라 수거 처리 비용 부담에 있어 매년 지방자치

단체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장선웅 등[3-7]은 낙동

강 부유쓰 기의 거동 특성을 악하기 해 치 추

 부이를 이용한 이동 경로 모니터링을 2012년 ～ 

2014년 장마기간을 상으로 수행하 다(그림 1). 

그림 1. 이동 경로 모니터링 치[3-5]
Fig. 1 Moving tracking monitoring areas 

이 자료는 라스틱류를 비롯한 생활쓰 기와 

목류 등의 하천 부유쓰 기 이동 경로를 장시간 실측

한 자료로써 하천 부유쓰 기의 이동 특성을 악하

는데 있어 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효 강우

량과 유량에 따른 하천 부유쓰 기의 이동량 산정을 

해 장선웅 등[3-7]에 의해 수행된 이동 경로 모니

터링 자료를 활용하 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효 강우량과 유량에 

따른 하천 부유쓰 기의 정량  이동량 산정을 

해 국토교통부의 국가수자원 리종합정보시스템1)

와 낙동강홍수통제소2)에서 제공하는 일자별/시간별 

자료를 이용하여 선행 연구 기간의 권역별 강우

량  유량을 악하 다(그림 2). 

1) http://www.wamis.go.kr/

2) http://www.nakdongriv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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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강우량  유량 측 지  치 
Fig. 2 Locations of rainfall and flow rate 

observation 

2.2 연구 방법

부유쓰 기는 장마나 집 호우 등에 의한 강우

유출수와 함께 발생함으로 비 오염의 유출 특성을 

보인다[9]. 그리고 하천 내 부유쓰 기를 비롯한 비

오염원의 유출은 유효강우에 따른 직 유출량에 

따라 결정된다[2]. 따라서 하천 부유쓰 기의 유출 

 유량 변화에 따른 이동 특성을 악하기 해서

는 총강우량  침투 등으로 인한 손실량을 제외한 

유효 강우량을 악하는 것이 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토양보존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에서 개발한 SCS(Soil 

Conservation Service) - CN(Curve Number) 방법

을 이용하여 이동 경로 추  시험 기간의 유효 강

우량을 산정하고 권역별 유량 변화에 미치는 향

을 악하 다. SCS - CN 방법은 토양의 피복  

이용 상태, 선행강수량에 따른 유출곡선지수(runoff 

curve number, CN)를 도입하여 총 강우량으로부터 

유효 강우량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10]. 

SCS-CN 방법에서 총우량 – 유효우량간의 계

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  할 수 있다.

  

 


                          (1)

여기서, P는 총 강우량(mm), Ia는 강우 기의 

손실우량(mm), S는 유역의 최  잠재보유수량

(Maximum potential retention)(mm), Q는 유효 강

우량에 해당한다. 그리고 강우 기 손실량 Ia는 차

단, 침투, 지면 류 등을 포함한 유출이 시작되기 

 발생한 것들로 S(유역의 최  잠재보유수량)와 

다음과 같은 계를 가진다고 가정하 다. 

                                     (2)

(식2)를 (식1)에 입하면 SCS 방법에서 용되는 

총 강우량 – 유효 강우량간의 계를 얻게 된다.


 

                           (3)

여기서, 유역의 잠재보유수량의 크기를 표시하는 

S는 토양, 토지 이용  식생 피복 처리 상태 등의 

이른바 수문학  토양-피복형의 성질을 변하는 

것으로 유출곡선지수(CN)와의 계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 할 수 있다.

 
 or 


        (4)

CN은 무차원 변수로 0 ～ 100의 값을 가지며, 불

투수 는 수표면에서는 CN = 100, 자연 인 지표

면은 CN < 100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

부의 국가수자원 리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유출곡선지수(CN)를 사용하여 유효강우량을 산정하

고자 하 다. 낙동강 권역별 유출곡선지수(CN)와 

산출된 최  잠재보유수량(S)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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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s

Runoff 

curve 

number

(CN)

Maximum 

potential 

retention

(S(mm))

Nakdong  

Sangju
64 142.9

Nakdong 

Gumi
58 183.9

Nakdong 

Waegwan
62 155.7

Nakdong  

Goryeong
77 75.9

Nakdong  

Changnyeong
77 75.9

Nakdong 

Miryang
76 80.2

Nakdong 

Estuary barrage
74 89.2

표 1. 낙동강 권역별 유출곡선지수  최  
잠재보유수량

Table 1. Runoff curve number and maximum 
potential retention of the Nakdong River basin

Ⅲ. 결과  고찰

장마나 집 호우 등에 의한 지속 인 강우는 비

오염원의 유출과 더불어 유량을 증가시킨다. 그

리고 유량의 증가로 수 가 상승하게 되면 하천 주

변에 산재되어 있던 부유쓰 기는 빨라진 유속에 

의해 이동하게 된다. 그러나 강우량의 지역  편

과 토양의 피복  이용 상태에 따라 다른 하천 유

출량은 유량의 지역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 그리

고 이것은 부유쓰 기를 비롯한 오염 물질의 이동

에 다른 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재 국내외

에서 강우량과 유량을 분석하여 부유쓰 기의 이동

량을 정량 으로 산출한 연구 사례는 없었다. 부

분 부유쓰 기의 수거량과 강우량, 유역 면 , 유역 

인구 등의 계식을 통해 발생량을 추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CS-CN 방법을 이용하여 산

출한 유효 강우량과 치 추  부이를 이용한 선행 

연구 결과를 토 로 부유쓰 기의 이동량을 산정하

다. 

첫 번째로 강우량과 유량과의 상 계 분석을 

통해 계식을 도출하 다. 선행강우량의 조건을 5

일로 하여 측 지 의 총 강우량과 유량을 비교한 

결과, 결정계수(R2)가 0.6414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

여주었다 (그림 3). 그리고 낙동강 권역별 강우 

유출곡선지수(CN)와 최  잠재보유수량을 이용하

여 산정한 유효 강우량을 유량과 비교한 결과에서

도 결정계수(R2)가 0.8372로 강한 양(+)의 상 계

를 나타냈다(그림 4). 

그림 3. 총 강우량  유량간 상 계
Fig. 3 Correlation of total rainfall with flow rate 

그림 4. 유효강우량과 유량간 상 계 
Fig. 4 Correlation of effective rainfall with flow rate

따라서 부유쓰 기의 이동량을 산출하기 해서

는 강수량에 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

만 총 강우량 – 유량의 상 계는 유역 주변의 

토양 피복  이용 상태에 따른 침투, 차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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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량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따라서 유량의 

변화에 따른 부유쓰 기 이동량 산출의 정확성을 

높이기 해서 유효 강우량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

하다.

다음으로 부유쓰 기의 이동량 산정하기 해 

유량과 이동 경로 모니터링 결과  거리와의 상

계를 분석하 다. 그 결과 1,000 m3/s 이하의 유

량에서 부분 10 km 이하의 이동 거리를 나타냈

으며 결정계수(R2)가 0.7576로 강한 양(+)의 상

계를 가진다(그림 5). 따라서 유효 강우량을 계산

하여 유량을 산정할 경우 하천 내 부유쓰 기 이동

량 추정이 가능하다.

그림 5. 유량과 이동 거리와의 상 계
Fig. 5 Correlation of flow rate and moving distance

부유쓰 기 이동량 산정을 한 유효 강우량과 

유량, 유량과 이동 거리간의 경험식은 다음과 같다. 

                      (5)

                      (6)

F = 유량(m
3
/s), Q = 유효 강우량(mm), D = 이동 

거리(km)  

Ⅴ. 요약  결 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한 집  호우 시 하천·하

구로 유입된 다량의 쓰 기는 수질오염, 수생태계 

교란  경 훼손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한, ·상류에서 수거되지 못한 량의 부유쓰 기

가 하구  해양으로 유출됨에 따라 수거 처리 분

담에 있어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가 하천부유쓰 기 발생

량 추정에서 제시한 SCS-CN 방법을 이용하여 낙

동강 권역별 유효 강우량과 유량을 산출하고 이

를 토 로 부유쓰 기의 이동량을 산정하고자 하

다. 그 결과 유효 강우량 – 유량, 유량 – 이동 거

리간 높은 상 계를 토 로 부유쓰 기 이동량 

산정 경험식을 도출 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 결과는 낙동강을 비롯한 하천 부

유쓰 기 수거 리 정책 수립  지방자치단체간 

수거 처리 분담 시 기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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