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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 인하여 도시지역

및 산업지역 내에 불투수성 포장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인해강우시도시지역및산업지역내에서유출되는

강우유출수의양이증가하고있다. 또한도시지역및산업

지역내에서의교통량증가, 다양한토지이용등으로인하

여 비점오염물질의 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비점오염

물질이 강우유출수에 포함되어 이동함으로써 도시지역

및산업지역에다양한환경문제를발생시키고있다.

통상적으로수질오염에대한규제는주로하수, 공장폐

수, 폐기물등점오염원을중심으로관리되어왔기때문에

강우시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하천,

호소등수자원의수질은개선되지않고있다. 특히도시

지역 및 산업지역에서의 비점오염 정도는 전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배출량의약22-37%를차지하고있다.

따라서 수자원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점오염원의 규제

와병행하여비점오염원에대한관리도시급하다. 토지이

용에 따라 비점오염원은 크게 도시지역, 농업지역, 공업

지역, 개발사업지역으로구분할수있으며이들토지이용

별로비점오염물질의유출경향및부하량등이각각다르

다. 기존의 비점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해보면 경제활동

이 많은 도시지역 및 산업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배출되고

있다. 

정부는비점오염원관리를위한제도적노력의일환으

로써 2004년에‘물관리 종합대책의 추진 강화를 위한 4

대강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 다. 또한

2006년에‘수질환경보전법(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을개정하여일정규모이상의개발사업및비

점오염원유발가능성이있는대형사업장에대한비점오

염원관리가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한편환경 향평가

제도나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마련하여사업자에게사업

에따른비점오염을예측하고이에대한대책을마련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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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고있다.

하천, 호소 등 수자원에 향을 미치는 수질오염원은

크게 점오염원(point contaminant source)과 비점오염

원(non-point contaminant source)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따르면점오

염원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

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배출원으로규정하고있다. 비점오염원은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

하게수질오염물질을배출하는배출원으로규정하고있다.

주요 비점오염에는 농작물에 흡수되지 않고 농경지에

남아있는비료와농약, 초지에방목된가축의배설물, 가

축사육농가에서 배출되는 미처리 축산폐수, 빗물에 섞인

대기오염물질, 도로노면의퇴적물, 합류식하수관거에서

강우시, 설계량을 초과하여 하천으로 흘러드는 오수·하

수와빗물의혼합수등이있다. 그림1은비점오염원발생

모식도를나타내고있다.

점오염원은 오염물질의 유출경로가 명확하여 포집이

쉽고계절에따른 향이상대적으로적어연중발생량예

측이 가능하여 관거 및 처리장 등 처리시설의 설계와 유

지·관리가 용이한 반면에 비점오염원은 오염물질의 유

출및배출경로가명확하게구분되지않아수집이어렵고

발생량및배출량이강수량등기상조건에크게좌우되기

때문에처리시설의설계및유지관리가어렵다.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은 상대적 개념으로서 공장의

경우에는 관거를 통해 수집되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통

해 처리되는 공장폐수를 배출하는 공정시설은 점오염원

인데반해그외처리를거치지않고하천으로유입되는강

우유출수를 배출하는 야적장 등 공장 부지는 비점오염원

으로볼수있다. 표1은점오염원과비점오염원의특징을

비교하여나타낸것이다.

비점오염물질은 대부분 강우시 지표면을 흘러 하천으

로유입되므로그과정에서강우강도, 강우량, 지반과같

은자연적인조건과토지이용현황, 건기동안지표면에누

적된오염물질의종류와양, 인구·개발 도등의인위적

인조건에큰 향을받는다. 비점오염물질은토지이용현

황에 따라 발생 및 배출특성이 다르므로 최적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유출

특성을파악할필요가있다. 표 2는토지이용별주요비점

오염원및오염물질을나타내고있다.

- 인위적 - 인위적 및 자연적
- 배출지점이 특정·명확 - 배출지점이 불특정·불명확
- 관거를 통해 한 지점(주로 - 희석, 확산되면서 넓은 지역
처리장) 으로 집중적 배출 으로 배출

특 징 - 자연적 요인에 향을 적게 - 강우 등 자연적 요인에 따른
받아 연중 배출량의 차이가 배출량의 변화가 심하여
일정 예측이 곤란

- 집수가 용이하고 처리효율이 - 집수가 어렵고 처리효율이
높음 일정치 않음

구 분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도시지역 도로및교량건설, 토지형질변경, 우수거, 토사, 기름, 그리스, 
합류식관거, 지표면유출수, 도로유출수등 박테리아, 양물질, 협잡물

농지 논, 밭, 과수원, 양어장, 사면붕괴등 토사, 양물질, 농약
농업 지역
지역 축산 초지, 목축지, 축분저장및이용 토사, 박테리아, 양물질

지역
우수거·합류식관거의누수, 지표면유출수, 토사, 양물질, 기름류, 

공업지역 공업폐기물및폐수의토지처리, 도로유출수, 중금속류, 협잡물
사고누출수, 야적된원료및폐기물

개발사업 절·성토등의토목공사시, 유출되는흙탕물, 토사, 유류, 중금속류, 
지역 방치된폐건축자재및공사폐기물 협잡물

비점오염원 세부발생요인 오염물질



비점오염원의 종류에는 토사(Sediment), 양물질

(Nutrients), 박테리아와바이러스(Bacteria & Viruses),

기름과 그리스(Oil & Grease), 금속(Metals), 유기물질

(Organics), 살충제(Pesticides), 협잡물(Gross

Pollutants) 등이있다. 토사에는 양물질, 금속, 탄화수

소등을비롯한다른오염물질이흡착되어같이이동되고

강우유출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오염물질로서 수생

생물의광합성, 호흡, 성장, 생식에장애를일으켜치명적

인 향을준다. 양물질은질소·인과같은 양물질은

비료로사용되는데종종빗물에의해유출되어조류의성

장을 촉진함으로써 하천·호소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주

택및골프장의잔디밭이나농경지, 도시노면및하수도에

서 유출되어 하천으로 유입된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동물의 배설물과 하수도에서 월류된 배출수에서 많이 검

출되며 미국에서는 강우유출수에 포함된 고농도의 박테

리아와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천·호소가 오염되어 폐쇄

의원인이된사례도있다. 기름과그리스는적은양으로

도수생생물에치명적일수있으며누출이나차량전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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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세척, 폐기름의무단투기과정에서오염이발

생한다. 금속은납, 아연, 카드뮴, 구리, 니켈등중금속은

도시지역 강우유출수에서 흔히 검출되는 물질이며 이 발

생한다. 금속총금속물질량중50% 이상이토사를매개체

로 하여 배출되고 수생태계에 치명적이며 생물농축이 일

어나고 음용수 오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유기물질은밭, 논, 산림, 주거지역등광범위한

장소에서 유출되며 특히 합류식 관거에서는 평소 하수관

거를 약한 유속으로 흐르는 오수·하수에 포함되어 있던

유기물질이 관거 바닥에 침전되어 있다가 강우시 일시에

배출되기도하고공업지역에서는접착제, 세척제, 용제(溶

劑) 등의인공적인유기화합물이광범위하게사용되고부

적절하게 저장되며 폐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살충제

는 제초제, 농약, 항곰팡이제와 같은 살충제는 플랑크톤

과 같은 수생물에 축적되어 먹이그물을 통해 생물농축을

일으켜어류와조류에게는치명적인결과를초래할수있

다. 협잡물은건축공사장및사업장등에서발생하는쓰레

기, 잔재물, 부유물등에는중금속, 살충제, 박테리아등이

포함될수있고낙엽이나잔디를깎은잔재물, 동물의배

설물, 투기된 쓰레기 등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을 하

천·호소로 운반하는 매개체가 되며 용존산소를 감소시

켜어류폐사의원인이되기도한다.

비점오염물질의처리및저감을위한처리시설에는다

음 그림 및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저류형, 침투형, 식생

형, 장치형, 하수처리형등이있다. 

1) 저류시설(Ponds)

저류시설은연중물이차있는 구연못이나강우유출

수의저류시간을연장하기위해필요한공간또는얕은늪

지등으로구성된시설을의미한다. 환경부(2003)에서제

시된저류시설의종류에는유출부소규모연못형성이중

목적저류지, 연못형저류지, 연못형이중목적저류지, 다

단계저류지, 소규모저류지등이있다.

저류시설의시설규모를결정하기위하여최대저류량을

산정한다. 최대저류량은 평균강우량을 통하여 산정되며

아래 Guo and Urbonas (1995)의 회귀방정식을 이용하

여얻을수있다.

P0 = (a ·C)·P2.5

26

저류조

저류형
인공습지 (고도처리기능)
인공습지 (산화기능)

연못
유공포장

침투형 침투조
침투도랑

식생형
식생여과대
식생수로
스크린류

장치형 필터형류
와류형류

하수처리형 초고속 응집·침전법

처리서설명



여기서, P0 = 최대저류량(mm) 

a = 배출시간을고려한회귀상수(표4)

C = 유역의유출계수(식3.2.2), 

P2.5 = 유역의평균강우량(mm)(최소2.5 mm 이상의강

우에대한평균)

C = 0.858i3 - 0.78i2 + 0.774i + 0.04

여기서, i = 유역의불투수율(%)

출처: Guo and Urbonas (1995)

저류시설은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가장 일반적인 시

설로서 강우유출수를 저류하고 하천으로의 유입량을 조

절함으로써홍수방재기능도할수있다. 저류시설의종류

는 크게 유역의 말단부에 위치하여 배출된 강우유출수를

조절할수있도록설치된개발지밖의저류시설(off-site

retention)과유역내의강우유출수가유수지나하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류하도록 하는 개발지 내의

저류시설(on-site retention)로 분류할 수 있다. 개발지

내의저류시설로는공원, 학교운동장, 광장과같은공공

시설에설치된저류시설, 주차장과주택사이, 화단에설

치된저류시설이있다.

저류지는주택, 상가, 공업지역에서광범위하게사용될

수있으나용존성오염물질제거에는한계가있어저 도

거주 지역에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보다는 불투수성 표면

이많고침전물, 중금속, 탄화수소가다량발생하는상업

지역에보다적합하다. 그림9은주차장식생저류지를나

타내고있다. 

2) 인공습지(Constructed Wetlands)

미국, 캐나다에서는 연못이나 하수처리장에서 오폐수

를처리한후고도처리를위해인공습지를활용하고있으

며유럽은생물학적처리를위해인공습지를활용한다. 습

지에서는 침전·여과·흡착·미생물 분해, 식물에 의한

포획등종합적인처리과정이이루어짐으로써퇴적물, 

양물질, 기름, 박테리아, 금속류등다양한오염물질이제

거된다. 총부유물질(TSS), 납, 암모니아, 총인, 아연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강우유출수의 유속을 줄여 부유고형물

의침전량을증가시킨다. 그림 11는저류연못을나타내고

있으며그림 12은 인공습지를나타내고있다. 그림 13은

강우유출수 중의 비점오염물질이 식물, 미생물, 침전물

등에의해서변형되거나방출되는것을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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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형시설은토양을통해강우유출수를지하로침투

시키기위한시설로서지하수를재충전할수있고배수를

위한 우회로가 불필요하지만 관리가 미흡하면 침전물로

인해공극이폐색되고지하수가오염될우려가있다. 부유

성침전물과부유쓰레기, 박테리아등은효과적으로제거

되나용존성 양물질의제거에는큰효과가없어지하수

를통해수계로배출될수도있다. 그림14은식생/투수성

포장으로시공된주차장을나타내고있다. 그림15는미국

환경보전국에서제시한모래여과시설을갖춘침투도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6은 도로에 적용된 침투형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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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있다.

현재 비점오염처리관련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투과 포

장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도로에서의 비점오염을 막기

위해 기존의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포장재료의 대안으로

투과 포장시스템은 비점오염 침투를 임시의 저장 공간을

두어허용한다. 만약투과포장시스템이정확하게설계되

고 이행된다면 비점오염의 일부를 침투시켜 하수구로 바

로흘러들어가는것을막음으로써비점오염을막을수있

을것이다. 그림17은다양한투과포장시스템을보여주고

있다.

식생형 시설은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첨두유량을

조절함으로써 홍수억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동·식물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녹지경관으로 기능하는 장점이 있

으며크게식생수로와식생여과대가있다. 강우시토양침

식을 줄이기 위해 수로에 식생을 도입한 식생수로

(grassed swale)는 부유고형물과 금속 등 오염물질의 제

거에 효과적이며 침투기능을 통해 박테리아도 제거할 수

있으나 용존성 양물질의 제거효율은 낮다. 강우유출수

가 식생여과대(vegetated filter strips)를 거치면서 유속

이 낮아짐에 따라 오염물질이 여과, 흡착, 중력침전으로

제거되는데 식생여과대는 강우유출수가 여과대 면을 균

일하게흐른다면오염물질제거에매우효과적이다. 지역

내녹지대가부족한경우하천변의자연습지대를이용한

식생여과대조성을권장한다. 그림18는식생수로를나타

내고 있다. 그림 19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강우유

출수의 최적관리방안에 제시된 주차장 식생수로 개요도

를나타내고있다.

장치형시설은 물리·생물학적 원리를 이용한 장치를

이용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협잡물, 부

유물질, 박테리아, 용존유기물질등제거에효과가있으

며다른시설또는관거와연계설치하여처리효율을높일

수 있다. 모래를 이용한 여과시설, M-Filter,

Stormfilter, Stormsys, 아쿠아필터, CDS시스템,

Downstream Defender 등장치형시설이있다. 장치형시

설의규모를결정하기위한설계강우량은해당지역의강

우빈도 및 유출수량 및 오염도 분석에 따른 삭감목표량,

정책적인 삭감목표량,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달리 설정할

수있다. 별도의규정이없는경우일반적으로다음과같

이합리식과환경부제정̂ 하수도시설기준_의유출계수를

이용하여서도 해당지역의 강우유출수양을 산정할 수 있

으며별도의설계기준이없는경우해당지역의80% 확률

의강우강도를설계강우강도로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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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360 C·I·A

Q : 계획강우유출수량(m3/sec)

C : 유출계수

I : 80% 확률강우강도(mm/hr)

A : 배수면적(ha)

1) 여과시설

여과시설은강우유출수를집수조등에서차집한후모

래, 토양, 발포고분자여재 등의 여과재를 통해 여과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이다. 여과시설은 고형물

을 침전시키기 위한 우수집수장치와 여과실로 구성되어

있다. 강우유출수는 우수집수장치로 유입되어 용량이 차

면모래가채워진여과실로월류되며여지를통과하여여

과실 바닥의 유출관으로 배출된다. 오염물질의 제거능력

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저류시설과

조합될수있다. 모래여과는다양한입경의모래로구성된

여과층과 여과된 물을 배출하기 위한 자갈층으로 구성되

어있다. 오염물질의제거는주로여과매체를통한오염물

질거름작용, 모래층상부에서의침전작용및전처리연못

에 의해 수행된다. 여과조와 발포고분자여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수계오염의주된요인인 100㎛이하의미세입

자를효과적으로제거할수도있다. 

2) M-Filter

M-Filter는 오염된 물속의 부유물질과 용존물질을 제

거하는 기술로서 복개구조물 내에 상소하대공극필터층,

투수격자망 및 월류수여과기를 수직적으로 결합시킨 시

설이다. 오염도 높은 도로상의 초기우수를 분리·차집하

여 필터층 상부 저류공간에 저장하고 모래층과 자갈층을

통과하면서부유물질과용존유기물질을분해한다.

3) Stormfilter

콘크리트의 구조물 내부에 카트리지형 여과기를 다수

설치하여 부유물질과 용존물질을 제거하며 미처리된 우

수는 월류·방류시키는 시설이다. 여과기에는 다양한 종

류의여재충진으로다양한수질에적용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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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ormsys

Catch basin과 package type의여과시설을설치하여

도로 상의 초기우수 내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이

다. Catch basin은초기강우의저류, 스크린에의한협잡

물, 토사 및 부유물질을 제거하며 package 내에는 메디

아, 오물수거망, 식재식물이 구성되어 있어 용존성물질

및유기물질을여과·흡착한다.

5) 아쿠아필터

접선방향으로 들어 온 우수를 선회류식 침사탱크에서

부유물및침전물을전처리하고배플하단부로통과한우

수를여재에통과시켜유기물질, 인, 질소및중금속등을

2차적으로처리하는시설이다.

6) CDS시스템

고형물을포함한유체가스크린에연속편향분리되므로

써 오염수중의 직경 0.5 mm 이상의 고형물을 분리하는

장치이다. CDS시스템은 CDS스크린, 볼텍스 중력침강,

필터여과로 구성되어 있다. 맨홀형태의 구조물에 원통형

편향스크린을 설치하여 유입수의 협잡물을 제거하고 분

리된협잡물은맨홀중앙부의밑으로낙하시킨다.

7) Downstream Defender

볼텍스현상을이용한무동력시설로서침전물과부유

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선회류분리기를 설치하 으며 분

리부분과 침전부분을 따로 분리하여 유출수에 침전물이

섞여나가는현상을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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