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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 취약지역을 고려한 관리우선순위 설정

Prioritization of Control Areas using Vulnerable Areas by Non-point Source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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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ulnerable areas by non-point source pollution and prioritizing control areas were researched using hydrological and geomorphological data, non-point
source loads, and water quality data. Using overlay analysis, vulnerable areas were graded with various scenarios.
Vulnerable areas were selected near the metro city with impermeable landuse because non-point source loads and water quality data had influence on 
overlay analysis to rank vulnerable area. Analysis scenarios and weighted values can be changed under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give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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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환경부는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비

점오염원 관리지역 (이하 “비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

리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규정된 5대 지정기준 (비점부하기여율 

50%이상 지역, 인구 100만명 이상지역, 산업단지, 지형적영

향 등)에 따라 4개 지역 (소양호 유역, 도암호 유역, 임하호 유

역, 광주광역시)을 우선지정 (2007년 8월)하여 관리중이며 

수원시 (2010년 12월)와 골지천 및 새만금 지역 (2013년 12
월)을 추가로 지정하였다.

댐 상류지역의 경우 기존의 정부대책과 연계하여 관리목

표를 설정하였고,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기존에 추진 중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목표수질과 연계하여 관리목표를 설정

하였다.
그러나 비점관리지역 지정요건 중 비점오염원 기여율 50 % 

이상인 지역의 경우 대부분 하천의 상류지역으로 선정되어 

비점오염원의 저감효과가 낮다. 국가산업단지는 관리주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와 비점관리지역 시행계획 수립주체 

(지자체장)가 달라 비점오염저감대책의 시행주체, 사업비 조

달 주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뿐만아니라 해양과 인접하여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사업추진 의지를 고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한국환경공단 (KECO, 2009)은 비점관리지역 추가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선정기준 마련 연구를 통해 산업단지 및 소

권역에 대한 수질측정자료를 이용하여 후보지역을 도출하였

다. 또한 관계부처합동으로 수립된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12~´20)｣ (이하 “비점종합대책”)에는 비점관리

지역 지정확대 및 제도개선과 관리지역 지정 가이드가 제시

되었으며 비점오염물질 발생․배출 특성조사를 통해 비점오염

관리 취약지역 분석 및 지도 작성이 계획되어 있다. 선행연구

에서 우리나라 전역을 대상으로 관리우선 순위을 연구한 자

료는 드물고 유역단위의 비점오염원의 배출특성을 반영하여 

오염배출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산정하였는데, Jang et al. 
(2009)은 경안천유역의 관리를 위해 SWAT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모델을 이용하여 비점오염의 배출특성 및 

중점관리 대성유역 분석과 최적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Jeon et al. (2013)은 낙동강 임하댐 유역을 대상으로 유출량을 

보정하고 L-THIA (Long-Term Hydrologic Impact Assessment)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임하댐유역의 유출량 및 비점오염부

하량의 공간적인 분포를 파악하였다.
비점관리지역 선정에 대한 연구로 Park et al. (2010)은 공

간분석기법을 적용해 논산천유역의 수질측정자료와 비점배

출부하량, 지형특성자료 등의 중첩분석을 통해 관리지역을 

선정하였고 Shin et al. (2007)은 비점오염원 기여인자를 선정

하고 각 인자의 중요도를 계층분석적 의사결정기법을 이용하

여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선정하였다. Jung et al. (2010)은 



비점오염 취약지역을 고려한 관리우선순위 설정

12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56(6), 2014. 11

유황분석과 수질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

질변화를 정량화하고 금강유역의 비점오염원 관리 대상지역

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 전역에 대해 비점오염원에서 기인하

는 지역별 수질 특성을 고려한 비점오염취약지역 분석 및 지

도작성을 통해 비점관리지역 지정기준의 한계점을 검토하고 

지역특성, 오염물질 유출특성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비점오

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자연적요소인 수문학적 및 지형적 특성에 따른 비점유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토양도, 토지이용도를 이

용하여 소권역-시군구 유역도를 최소관리유역 (이하 “관리유

역”)으로 유출계수 (curve number)를 산정하였다. 또한 기상

청 최근 10년 (‘01~’10년) 일자료와 티센망도를 이용한 관리

유역별 연평균강수량 자료를 산정하였다.
인위적요소는 인간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비점유발특

성으로 오염원분포와 비점배출부하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는

데 오염원분포 중 인구, 대지비율, 합류식지역, 시가비율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NIER, 2011)의 2010년 기준 전국오염원조

사 (이하 “전국오염원조사“)에서 관리유역별로 추출하였고 

비점배출부하특성은 NIER (2012)의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

지침 (이하 “총량기술지침”)에 근거한 2010년 배출부하량 자

료와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 (WMC, 2012)에서 환경기초조

사사업으로 진행된 “주요비점오염원 유출 장기모니터링 및 

저감기법 연구 (이하 “비점 장기모니터링 사업”)” 성과에서 

도출된 토지피복 중분류와 토지지목을 연계한 부하량 산정결

과를 활용하여 토지피복별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였다.
관리차원의 중요도는 최근 3년간 (‘09~’11년)의 수질측정

망 자료를 활용하여 중권역 목표기준의 초과율과 비점우심기

간 (4~6월) 평균치를 계량화하여 우심지역을 선정하였고 관

리용도별로 관리가 필요한 특대지역, 수변구역, 상수원구역, 
산업지역, 총량지역은 ‘10년 전국용도지역 현황자료를 활용

하여 관리유역과 중첩분석 함으로써 해당 취약지역의 관리목

적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구분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비점오염 취약지역 분석방향

본 연구에서 비점오염 취약지역 분석을 위해 KECO (2009)
의 분석자료 기반에 비점배출부하량과 기상자료, 지형특성자

료 등 활용자료를 확대하고 비점종합대책의 비점관리지역 추

가지정을 위한 개선방향을 고려하여 기존 소권역 기준을 소

권역-시군구로 세분화하고 공간자료를 중첩하여 취약지역을 

분석하였다. 이는 권역별 형평성, 행정적 집행가능성 등을 고

려하여 판단하였다.
비점오염 취약지역 최소 관리단위는 중권역-소권역 840개

에서 지자체별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해 중권역-소권역-시군

구 관리단위 2,387개로 세분하였다.
취약지역 분석은 비점오염원 유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연적 및 인위적 요인과 관리차원의 중요도를 기준으

로 중첩하여 분석하였다. 자연적 요소는 지형 및 기상적인 요

인에 의한 비점오염 유발 인자를 기준으로 기여도를 산정하

였고 인위적 요소는 인간활동 및 도시관리 형태에 따라 각각 

기여도를 산정하였다. 관리적 요소는 상수원보호를 위한 상

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과 관리상 필요한 산

업단지 지역, 수생태계건강성 회복을 위한 총량지역 등 대책

지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또한, 비점오염 취약지역 선정은 정량적인 판단이 가능하

도록 기존 비점관리지역 지정기준보다 분석항목을 세분화하

고 다양화 하였고 검토항목별로 자료특성에 따라 기초자료, 
비점부하자료, 수질자료를 각각 계량화하여 적용하였다.

2. 비점오염 취약지역 분석을 위한 자료구축 및 분석방법

가. 자료구축

비점오염 취약지역 분석을 위해 전국단위의 중소권역-시
군구별로 강수량, 수질측정망, 토지피복도, 유출계수 (curve 
number, 이하 CN), 토지피복 비점부하도 등 다양한 기초자료 

및 분석주제도 GIS자료를 Fig. 1과 같이 구축하였다.

나. 분석방법

비점오염 취약지역 우선 순위 산정을 위해 기초자료, 비점

부하자료, 수질자료, 관리용도별 검토항목인 수문자료 (유출

계수, 강수량), 오염원자료 (인구비율, 시가비율, 합류식비율, 
대지비율), 총량비점부하자료 (비점부하, 합류식관거월류 (이
하 CSOs) 부하), 토지피복부하자료 (토지피복비점부하, 지목

기준비점부하), 수질평가 (목표기준초과율, 비점우심기간평

균), 상수원 (특대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산업지

역, 총량지역 등 각각의 자료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량화

하였다.

1) 기초자료

가) 수문자료

비점오염 유출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토양특성과 토지피복

에 따른 CN값은 토지피복분류도와 토양도를 중첩분석하고 

AMC-II 기준 CN값을 소권역-시군구 관리유역별로 면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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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ndcover (b) Water quality monitoring (c) Rainfall Thiessen map

(d) Curve number   (e) Non-pointsource BOD loads based on 

landcover

  (f) Non-pointsource BOD loads based on 

landuse

Fig. 1 GIS data and theme maps

중평균하여 식(1)과 같이 계량치를 계산하였다. (KECO, 
2009)

계량치전국최대치전국최소치
관리유역값전국최소치

× (1)

(적용대상: 유출계수 (CN), 강수량, 인구 비율, 시가 비율, 
합류식 비율, 대지 비율)

강수량은 비점오염 유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지역별 강우특성은 기상청지점을 적용하였는데 최근 10년 

(‘01~’10년) 연평균강수량과 티센망도를 이용하여 소권역 

면적강수량을 산정하고 강수규모에 따른 계량치를 식(1)과 

같이 산정하였다.

나) 오염원자료

인구 비율은 전국오염원조사에서 소권역-시군구별로 법

정동리 점유율 인구를 합산하여 식(1)과 같이 계량치를 계산

하였는데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 비점오염 유발 가능성이 

높으므로 분석자료에 포함하였다. 
시가 비율은 시가지역과 비시가지역을 구분하여 시가지역

이 비점오염원에 취약하다고 판단하여 전국오염원조사에서 

소권역-시군구별로 시가․비시가 인구를 산정하고 법정동리

별 시가지역의 점유율 인구를 합산하여 식(1)과 같이 계량화 

하였다.
합류식 비율은 하수처리구역에서 강우시 상대적으로 비점

오염원에 취약한 합류식 지역에 대해 전국오염원조사에서 소

권역-시군구별로 합류식․분류식 인구를 산정하고 법정동리

별 합류식 지역의 점유율 인구를 합산하여 식(1)과 같이 계량

화 하였다.
대지 비율은 총량관리기술지침에서 비점오염원 원단위가 

가장 높은 대지의 비율로 비점오염 취약성을 검토하였는데 

관리유역 단위로 단위면적당 총량관리기술지침 상에서 대지

에 해당하는 지목의 비율을 전국오염원조사에서 소권역-시
군구별로 법정동리 대지 면적을 합산하고 관리유역 면적당 

대지 비율로 식(1)과 같이 계량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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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andcover pollution source unit and matching table (landcover, landuse)

Category Division

BOD COD SS TN TP

Landcover
Landuse

(TMDL)
Landcover

Landuse

(TMDL)
Landcover

Landuse

(TMDL)
Landcover

Landuse

(TMDL)
Landcover

Landuse

(TMDL)

Urban/

dry

Residential 7.74 

85.90

14.60 

106.49

97.96 

254.47

11.24 

13.69

0.65 

2.10

Industry 24.65  20.18  21.83  6.04  0.45  

Commercial 42.64  33.26  106.34  5.61  3.72  

Amenity 32.33  35.63  167.12  3.91  0.94  

Transport 12.14  60.17  52.76  4.17  0.64  

Public facilities 8.45  12.83  153.15  8.96  0.72  

Agriculture

Row crops 6.35  2.30 14.02  6.19 104.65  19.67 4.52 6.56 0.61  0.61

Small grains 3.62  

1.59

5.92

4.52

251.21  

80.38

1.16  

9.44

0.74  

0.24

Straight row 24.90  34.68  1601.93  4.83  6.27  

Vinyl house 24.61  45.50  813.18  9.46  4.47  

Orchard 1.79  6.29  87.25  1.19  0.25  

Etc crops 0.38  4.40  454.91  1.07  0.26  

Farm - 35.07 - 72.36 - 255.84 - 5.37 - 1.72

Forest 0.95  0.93 3.44  2.55 13.30  10.55 1.60  2.20 0.05  0.14

Meadow
Golf links 3.46  

0.96

31.04  

-

6.65  

-

4.18  

0.76

1.18  

0.03Etc meadow 1.05  2.41  13.72  0.61  0.12  

Bare soil Mine 25.52  29.23  957.02  4.31  1.12  

2) 비점오염 부하자료

가) 총량관리 비점부하

총량관리 비점부하는 오염원자료를 총량관리기술지침에 

따라 산정한 국립환경과학원 ‘10년기준 전국배출부하량 (이
하 “전국부하량”)에서 BOD, T-N, T-P 비점배출부하량을 관

리유역별로 추출하고 각 오염물질의 계량치를 식(1)과 같이 

산정하였다. 전국부하량에서 소권역-시군구별로 법정동리 

점유율을 적용한 오염물질 (BOD, T-N, T-P)의 전체 비점부

하량을 합산하고 각 오염물질 항목별 비점부하 계량치를 계

산 및 평균하여 식(2)와 같이 계량지수를 산정 하였다. 
CSOs부하는 비점배출부하량 중 CSOs에 해당하는 부하

량을 추출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식(1)과 같이 관리유역별로 

각 오염물질의 계량치를 산정하고 전국부하량에서 소권역-
시군구별로 법정동리 점유율을 적용한 각 오염물질 (BOD, 
T-N, T-P)의 CSOs부하 계량치를 계산 및 평균하여 식(2)과 

같이 계량지수를 산정 하였다. 

계량지수


계량치계량치계량치 (2)

(적용대상: 총량관리 비점부하, CSOs부하)

나) 토지피복 비점부하

토지피복 비점부하는 환경부 중분류 토지피복도와 비점오

염원 장기모니터링 사업에서 도출된 토지피복 분류체계에 

Table 1에 따른 비점원단위를 활용하여 관리유역별로 각 오

염물질 (BOD, COD, SS, T-N, T-P)의 비점배출부하량을 산

정하고 식(1)과 같이 관리유역 면적당 계량치로 환산 및 평균

하여 식(3)과 같이 계량지수를 산정하였다.
지목기준 비점부하는 비점오염원 장기모니터링 사업에서 

제시한 Table 1의 지목과 토지피복 매칭표를 활용하여 총량

관리기술지침의 지목기준 원단위를 토지피복에 적용하여 각 

오염물질 (BOD, COD, SS, T-N, T-P)에 대해 각 오염물질별

로 관리유역 면적당 계량치를 산정하고 식(3)과 같이 계량지

수를 산정 하였다. 

계량지수



계량치계량치계량치계량치계량치 (3)

(적용대상: 토지피복비점부하, 지목기준비점부하)

3) 수질자료

가) 수질평가

환경기준 초과율은 소권역의 최근 3년간 (‘09~11년)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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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ecial management district (b) Waterbody nearby

(c) Water supply source protection (d) Industry

Fig. 2 Watershed management purpose

측정망 평균자료에서 중권역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환경기준 

초과율을 식(4)와 같이 산정하고 각 측정항목 (BOD, COD, 
SS, T-P) 별로 계량치를 식(1)과 같이 각각 산정 및 평균하여 

식(5)과 같이 계량지수를 산정하였다. 여기서, 관리유역별로 

분석에 활용된 측정자료는 관리유역 내에 포함되는 측정지점

을 모두 활용하였고 측정지점이 없는 관리유역은 소권역 전

체 측정지점 평균자료를 활용하고, 해당 소권역에 측정망자

료가 없는 경우는 중권역 전체 측정지점 평균자료를 활용하

여 분석 제외 지점을 최소화 하였다.
한편, 비점우심기간자료는 연중 비점오염원 유출특성을 

차등 반영하기 위해 측정자료 중 비점오염원에 의한 하천수

질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4~6월 평균자료를 각 측정항목 

(BOD, COD, SS, T-P) 별로 식(6)과 같이 계량화 하고 식(5)
과 같이 관리유역별로 계량지수를 산정하였다.

초과율 환경기준
해당측정값환경기준

× (4)

계량지수 



계량치계량치 계량치 계량치  (5)

비점우심기간평균 계량치 전국최대치전국최소치 
관리유역값전국최소치 

×  (6)

4) 관리용도

가) 상수원 및 산업지역

상수원의 직접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해 지정된 특별대책

지역 1,2권역 (팔당호, 대청호),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을 

‘10년 기준 전국용도지역 현황도에서 추출하여 소권역-시군

구별로 관리유역과 중첩 분석하여 관리용도별로 우선 순위로 

관리될 수 있도록 Fig. 2와 같이 구분하였다. 또한, 일반지역

과 차별화하여 관리가 필요한 산업지역을 관리유역별로 중첩 

분석하여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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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scenarios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vulnerable area

Section

Base data

(A)

Non-pointsource pollution 

loads

(B)

Water quality 

data (C)

Management purpose

(D)

Hydrological 

data
Pollution source data

TMDL criteria

loads

Landcover 

loads

Water quality

assessment
Water supply source

Indu-

stry
TMDL

CN rainfall
popula

-tion
urban

com-

bined

sewer

land-

site

NPS

loads

CSOs 

loads

land-

cover

unit

Jimok

unit

criteri

a

excess

4~6

mon.

avg

spec.

man.

dist.

water

nearby

pro-

tection

indu-

stry

TMDL

area

Weights 0.2 0.2 0.2 0..1 0.2 0.1 0.25 0.25 0.25 0.25 0.5 0.5 ○ ○ ○ ○ ○
Scenario1

(A+B+C+D)

Scenario2

(A+C+D)

Scenario3

(A+B+D)

Scenario4

(B+C+D)

Fig. 3 TMDL acting area

나)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

비점오염 취약지역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

리제도와 연계하여 분석될 수 있도록 한강 및 3대강 수계 총

량관리 대상지역과 소권역-시군구별로 중첩 분석하여 관리

유역으로 Fig. 3과 같이 구분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비점오염 취약지역 분석 시나리오

비점오염 취약지역 선정을 위해 기초자료, 비점부하, 수질

자료, 관리용도별 4개 검토항목에 대해 관리유역의 계량치를 

산정하고 Table 2와 같이 1개 항목을 배제하는 시나리오로 구

성하였는데 시나리오별로 합계가 큰 지역을 비점오염 취약성

이 높은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시나리오1은 기초자료, 비점부하 및 수질자료 계량치의 합

계와 관리용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나리오2는 기초자료와 수질자료 계량치의 합계와 관리

용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나리오3은 기초자료와 비점부하 계량치의 합계와 관리

용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나리오4는 수질자료와 비점부하 계량치의 합계와 관리

용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비점오염 취약지역 시나리오 분석결과

시나리오별로 중첩된 취약성 분석결과의 관리유역 순위를 

“중권역-소유역-시군구” 형태로 50위까지 Table 3 및 Fig. 4
에 제시하였는데 시나리오별로 대체로 대도시 지역이 취약한 

것으로 산정되었다. 이는 불투수성 토지피복인 대지의 원단

위값이 상대적으로 크고 관거월류 및 미처리하수에 의한 오

염에 기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에 지정된 비점관리지역이 대규모화 되어 실제시행과 

개선효과의 불명확성을 고려해 관리유역을 최소화하였고 비

점오염원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곳부터 우선 선정한 후 확대

하는 방향으로 시나리오별로 비점오염 취약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였다.
또한, 모든 검토항목을 고려한 시나리오에서 음영으로 표

시한 19개 관리유역이 나머지 시나리오에서도 공통적으로 

선택되어 비점오염에 취약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점관리지역 지정제도의 행정적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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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iority order as a results of scenarios

Order Non-point source pollution vulnerable area

Values

SMD1)
Water

near-

by

Water

supply

pro-

tection

Indu-

stry
TMDLSce-

nario1

Scenario2 Scenario3 Scenario4

order order order

1 Han river-Hanganggoyang-Gulpocheon-Bupyeonggu 129 86 2 122 2 49 26 　 ○ 　 　 ○
2 Han river-Hangangseoul-Anyangcheonharyu-Kwanakgu 128 88 1 117 6 51 18 　 　 　 　 ○
3 Han river-Hangangseohae-Geomdancheon-Namgu 127 77 5 121 3 55 10 　 　 　 ○ 　

4 Han river-Hangangseoul-Jungrangcheonharyu-Nowongu 126 74 10 123 1 55 12 　 　 　 　 ○
5 Han river-Hangangseoul-Hongjecheon-Eunpyeongu 125 86 3 110 10 55 11 　 　 　 　 ○
6 Nakdong river-Nakdonggoryeong-Jincheoncheon-Dalseogu 122 78 4 110 8 56 7 　 　 　 　 ○
7 Han river-Hangangseoul-Jungrangcheonhapryujeom-Kangdonggu 120 74 7 120 4 46 43 　 　 　 　 ○
8 Han river-Hangangseoul-Jungrangcheonharyu-Jungranggu 118 73 12 118 5 45 45 　 　 　 　 ○
9 Han river-Hangangseoul-Anyangcheonharyu-Yeongdungpogu 118 74 9 107 11 56 8 　 　 　 　 ○
10 Han river-Hangangseoul-Tancheonharyu-Songpagu 117 70 18 110 9 54 14 　 　 　 　 ○
11 Han river-Hangangseoul-Hangangdaegyosuwipyo-Seochogu 113 70 17 113 7 43 50 　 　 　 　 ○
12 Han river-Hangangseohae-Geomdancheon-seogu 112 74 6 89 28 61 3 　 　 　 ○ 　

13 Han river-Hangangseoul-Hongjecheon-Seodaemungu 111 74 8 95 21 52 16 　 　 　 　 ○
14 Han river-Hanganggoyang-Gulpocheon-Bucheonwonmigu 110 70 16 103 14 46 40 　 　 　 　 ○
15 Han river-Hangangseoul-Tancheonharyu-Kangnamgu 108 66 23 104 13 45 46 　 　 　 　 ○
16 Han river-Hangangseoul-Cheonggecheon-Seongbukgu 106 64 36 106 12 - - 　 　 　 　 ○
17 Han river-Hangangseoul-Anyangcheonharyu-Dongjakgu 104 66 24 93 24 50 24 　 　 　 　 ○
18 Han river-Hangangseoul-Jungrangcheonhapryujeom-Songpagu 104 63 38 101 15 44 49 　 　 　 　 ○
19 Han river-Hangangseoul-Anyangcheonjungryu-Gumcheongu 103 66 21 93 23 46 42 　 　 　 　 ○
20 Han river-Hangangseohae-Geomdancheon-Namdonggu 102 - - 99 18 47 35 　 　 　 ○ 　

21 Han river-Anseongcheon-Whanggujicheonsangryu-Suwonsipaldalgu 100 - - 100 16 45 48 　 　 　 　 ○
22 Han river-Hangangseoul-Jungrangcheonharyu-Dongbonggu 99 63 40 99 17 - - 　 　 　 　 ○
23 Han river-Hangangseoul-Hongjecheon-Mapogu 99 60 45 91 26 46 39 　 　 　 　 ○
24 Han river-Hangangseoul-Jungrangcheonharyu-Dongdaemungu 98 - - 97 19 - - 　 　 　 　 ○
25 Nakdong river-Suyounggang-Suyounggang-Dongraegu 98 70 15 88 31 - - 　 　 　 　 ○
26 Han river-Hangangseoul-Cheonggecheon-Dongdaemungu 96 - - 96 20 - - 　 　 　 　 ○
27 Han river-Anseongcheon-Whanggujicheonsangryu-Suwonsikweonsungu 95 - - 95 22 - - 　 　 　 　 ○
28 Han river-Hanganggoyang-Gulpocheon-Keoyanggu 95 64 33 88 29 - - 　 ○ 　 　 ○
29 Han river-Hangangseohae-Geomdancheon-Yeonsugu 95 - - 80 44 52 17 　 　 　 ○ 　

30 Han river-Hangangseoul-Hongjecheonhapryujeom-Yongsangu 92 - - 91 27 - - 　 　 　 　 ○
31 Han river-Hangangseoul-Jungrangcheonhapryujeom-Kwangjingu 92 - - 92 25 - - 　 　 　 　 ○
32 Han river-Hantangang-Shincheonsangryu-Yangjusi 91 68 20 - - 65 1 　 　 　 ○ ○
33 Han river-Hantangang-Pocheoncheonsangryu-Pocheonsi 91 64 31 - - 60 4 　 　 　 　 ○
34 Han river-Hangangseoul-Hongjecheonhapryujeom-Mapogu 90 - - 88 30 - - 　 　 　 　 ○
35 Geum river-Mangeongang-Iksancheon-Iksansi 90 72 14 - - 63 2 　 ○ 　 ○ ○
36 Nakdong river-Nakdongganghaguen-Jomangang-Kimhaesi 90 73 13 - - 45 47 　 　 　 ○ ○
37 Han river-Anseongcheon-Whanggujicheonharyu-Whaseongsi 89 - - - - 49 28 　 　 　 ○ ○
38 Han river-Hantangang-Cheongdamcheon-Yangjusi 89 73 11 - - 56 6 　 　 　 　 ○
39 Han river-Hangangseoul-Anyangcheonsangryu-Anyangsidongangu 88 - - 85 36 - - 　 　 　 　 ○
40 Nakdong river-Suyounggang-Busancheo-Sahagu 88 65 30 - - - - 　 　 　 　 ○
41 Han river-Hangangseoul-Hongjecheonhapryujeom-Yeongdungpogu 87 - - 86 32 - - 　 　 　 　 ○
42 Nakdong river-Suyounggang-Suyounggang-Yeonjegu 87 60 47 - - - - 　 　 　 　 　

43 Han river-Hangangseoul-Jungrangcheonharyu-Kangbukgu 86 - - 86 33 - - 　 　 　 　 ○
44 Nakdong river-Gumhogang-Shincheonharyu-Junggu 86 - - - - 55 9 　 　 　 　 ○
45 Han river-Hangangseoul-Jungrangcheonharyu-Seongdonggu 86 - - 83 42 - - 　 　 　 　 ○
46 Han river-Hangangseoul-Jungrangcheonhapryujeom-Kangnamgu 86 - - 86 34 - - 　 　 　 　 ○
47 Han river-Hangangseoul-Hongjecheonhapryujeom-Dongjakgu 86 - - 83 38 - - 　 　 　 　 ○
48 Han river-Hangangseoul-Cheonggecheon-Junggu 85 - - 85 35 - - 　 　 　 　 ○
49 Nakdong river-Gumhogang-Shincheonharyu-Donggu 85 - - - - 57 5 　 　 　 　 ○
50 Han river-Hanganggoyang-Gyeyangcheon-Goyangsi ilsandonggu 85 68 19 - - - - 　 　 　 　 ○

1) SMD : special management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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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enario1 (b) Scenario2 (c) Scenario3 (d) Scenario4

Fig. 4 The priority order of the non-point source pollution vulnerable area

고려하여 환경기준 수질초과도와 비점부하 항목을 반영하였

고, 소권역-시군구로 지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역이 관리유

역으로 편입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였다.

Ⅳ. 결  론

비점오염 취약지역의 정량적 평가를 위해 기초자료, 비점

부하자료, 수질자료의 다양한 항목에 대해 계량치를 산정하

고 시나리오별 비점오염 취약지역 우선순위 분석결과 수질자

료와 부하량자료에 따라 우선순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고 시나리오별로 일관된 특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대도

시 주변이 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투수성 토지

피복인 도시지역 대지의 원단위값이 농촌지역에 비해 상대적

으로 크고 하수관거와 하수처리장이 집중되어 관거월류 및 

미처리하수에 의한 오염 영향이 큰 것에 기이하는 것으로 추

정된다.
시나리오별 검토결과 기초자료, 비점부하, 수질자료와 관

리용도 모두를 활용하는 시나리오1을 기준으로 비점오염 취

약성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비점오염원의 기상 및 다양한 조건에 따라 불확실

한 특성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별 가중치를 달

리하거나 시나리오 선택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취약

지역 우선순위를 현실적으로 조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현장조사 또는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비점오염 취약

지역 우선 순위 산정 시나리오와 계량치의 가중치 부여에 대

한 검증 및 관리지역 등급화가 필요하며 분석주제도별 취약

지역과 계량치를 매년 갱신함으로써 비점관리지역 지정을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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