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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1)

하천의 수질관리를 목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Total Maximum Daily Loads, TMDLs)
는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구분하고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이
를 달성 및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부하량을 할당하여 관리

하는 제도이다(ME, 2004). 또한 총량관리 계획기간이 종료
되면 단위유역에 대한 할당부하량과 목표수질의 준수 여부

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단위유역의 달성 여부에

따라서 삭감 및 개발계획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위유역

의 말단 지점에서의 수질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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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에 따른 국지성 호우의 영향으로 예기치 못한 홍수를 비롯하

여 가뭄 등과 같은 이상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하천의 유량

변화가 큰 지역에서는 유역의 오염원 변화가 없더라도 목

표 수질을 초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반대로 평상시 오

염이 극심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증가된 유량으로 인하여

하천이 정화되는 작용이 발생되기도 한다.
Jung et al. (2012)과 Park et al. (2014)의 연구에 의하면

영산강 수계를 대상으로 수행한 토지이용 점유율에 따른 수

질항목 간 상관분석 결과에서 논과 밭의 점유율이 클수록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고 건기보다는 우기에 높게 나타나며, 
임야에서는 음의 상관성을 나타내어 수질개선의 요인으로

해석한 바 있다. 이처럼 하천의 특성과 강우 영향을 고려한
수질 평가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대략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천유량과 유달

부하량의 관계를 이용하여 오염원을 평가해왔다(Kim, 2006; 
Park et al., 2012; Park et al., 2011; Shon et al., 2011).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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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pollutant emission characteristics by water damage period analyzed 11 items (water temperature, pH, DO, EC, 
BOD, COD, TOC, SS, T-N, T-P and flow) with load duration curve, time series load curve and factor analysis for three years 
(2014-2016). Load duration curve is applied to judge the level of impaired waterbody and estimate impaired level by 
pollutants such as BOD and T-P in this study depending on variation of stream flow. Water quality standard exceeded the 
flow of mid-range and low-range by flow condition evaluation using load duration curve. This watershed was influenced by 
point source more than non-point source. Cumulative excess rate of BOD and T-P kept water quality standard for all seasons 
(spring, summer, autumn and winter) except BOD 59% in spring. Water quality changes were influenced by pollutants of 
basic environmental treatment facilities and agricultural areas during spring and summer. Results of factor analysis were 
classified commonly first factor (BOD, COD, and TOC) and second factor (flow, water temperature and SS). Therefore, 
effects of artificial pollutants and maintenance water must be controlled seasonally and reduced relative to water damage 
caused by point pollution sources with effluent standard strengthened in the target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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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부하량 평가를 위해서는 유량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유량 변동에 따른 수질
영향을 파악하여 목표수질의 빈도와 크기 그리고 허용 삭감

부하량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해주는 방법으로 부하지속곡선

방법이 최근 들어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Cheong et al., 
2016; Jung et al., 2017; Kim et al., 2015), 수질오염 총량

단위유역에 부하지속곡선을 적용하여 목표수질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Kim et al., 2013; Park 
and Oh, 2012; Park, Kim, Hwang et al., 2013; Park, Kim, 
Jung et al., 2013; Yun et al., 2013).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 대

한 구분과 유량 조건에 따른 초과 빈도를 나타내고, 그에
따른 평가와 대책을 내세웠으나 실제로 관리되어야 하는 시

점이 쉽게 설명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방법
에서 시계열에 대한 부하곡선을 적용하여 수체손상 평가와

초과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고, 다변량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기준 수질항목(BOD, T-P)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어 공동

으로 관리되어야 할 대상 수질항목을 분류하여, 수질 변동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질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Materials and Methods

2.1 연구 대상 유역
연구 대상 유역은 영산강 수계의 중류로 유입되는 지석A 
유역으로 유역면적은 412.5 km2, 20개의 소유역으로 구성

되어 있다(Fig. 1). 토지이용도는 임야 69.8%, 논 11.7%, 밭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2.2 자료조사 및 수질 특성 분석
수질 및 유량 조사는 3년(2014-2016)간 평균 8일 간격으

로 실시하였으며, 대상유역 말단 지점에서 유량을 측정하고
동시에 수질시료를 채취하였다. 시료 채취와 분석은 수질오
염공정시험기준(ME, 2014)에 준하여 실하였으며, 수온(Water 
Temperature, WT), pH(Hydrogen Ion Exponent), 전기전도도
(Electric Conductivity, EC), 용존산소(Dissolved Oxygen, DO)
는 YSI 650MDS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였다. 
하천유량은 수문관측 매뉴얼(MOLT, 2004)에 준하여 유

속-면적법(Velocity-Area Method)으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

과를 상자 그림(Box-plot)을 이용하여 최대값, 최소값, 중앙
값, 사분편차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자료의 측정값

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동일 항목의 공간

적 비교와 더불어 다양한 실험 결과를 비교할 때 자주 사

용하는 방법이다(Park et al., 2014).

2.3 유량 지속곡선(Flow Duration Curve, FDC)
실측된 평균 8일 간격의 유량 자료를 토대로 수위-유량
관계식을 작성하기 위하여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 제공하는

능주 관측소의 일평균 수위를 적용하여(MOLT, 2017), 연구
기간에 해당하는 일단위 유량을 산정한 후 하천의 전체적인

유량 조건을 확률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연도별로 각각 유량

지속곡선을 작성하였다. 연구 유역의 풍수량, 평수량, 저수
량, 갈수량에 해당하는 확률을 각각 26%, 51%, 75%, 97%
로 적용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법은 Jung et al. (2009)의 연
구에서 보고된 바 있으며, Eq. (1)은 유량 배열순을 백분율
로 나타내는 식이다.

Percent of Days Flow Exceeded (%) 
= Rank/Number of data × 100 (1)

2.4 유량-부하량 관계식(Streamflow-Load Rating Curve,

QLRC)
하천 유량에 따른 수질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비교적 간

단한 거듭제곱 회귀식 Eq. (2)를 이용하였다. 하천 유량과 부
하량은 경험적으로 Eq. (2)의 관계를 가지며, 이를 변환하면
Eq. (3)이 된다. 계수 b의 값이 1보다 크면 유량증가와 함께
농도의 증가, b가 1이면 농도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며, b가
1보다 작으면 유량증가에 따른 농도의 감소로 해석할 수 있
다.(Kim et al., 2001; Lee et al., 2007).

 ×  (2)



 ×   (3)Fig. 1. Location of Jiseok A watershed in 

Yeongsan river basin.

Watershed Upland Paddy Forest Lot Etc. Total

Jiseok A 28.7 (7.0%) 48.4 (11.7%) 288.1 (69.8%) 20.7 (5.0%) 26.6 (6.4%) 412.5 (1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land use in the Jiseok A watershed (Unit : 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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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L은 유달 부하량(kg/day), Q는 하천 유량(m3/day), a
와 b는 계수이다.

2.5 부하지속곡선(Load Duration Curve, LDC)
연도별로 유량 지속곡선이 작성되고 나면, 3년간의 유량

자료를 고유량에서 저유량으로 한번 더 내림차순으로 정렬

한 후에 목표수질을 곱하여 유량을 부하량으로 전환함으로

써 3년간의 기준 부하지속곡선(Standard LDC)을 작성할

수 있다. 또한 하천 유량과 부하량 관계식에 의해 산정된

일단위의 유달 부하량과 실측된 8일 간격의 유달 부하량을 
이용하여 각각 부하지속곡선 위에 도식함으로써 해당 유역의
목표수질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본 연구에
서는 Cleland (2003)이 제안한 초과유량 확률에서 0 ~ 10%는
홍수구간(High-flow), 10 ~ 40%는 풍수구간(Moist-conditions), 
40 ~ 60%는 평수구간(Mid-range-flow), 60~90%는 저수조건

(Dry-conditions), 90 ~ 100%는 갈수구간(Low-flow)으로 구분

하여 해석하였으며, 부하지속곡선은 일유량 자료와 수질 기
준 자료를 이용하여 Eq. (4)에 의해 작성한다.

Load (kg/day) 
= Flow(m3/s) × Water Quality Standard(mg/L) × 86.4 (4)

2.6 시계열부하곡선(Time Series Load Curve, TSLC)
시계열부하곡선의 작성 절차는 수위-유량 관계식에 의해

산정된 각각의 연도별 일유량 자료(365일)에 기준 수질을 곱
하고, 계절에 따른 초과 유량 확률을 봄(3~5월), 여름(6 ~ 8
월), 가을(9 ~ 11월), 겨울(1 ~ 2월, 12월)로 구분하여 시계열부
하곡선을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 실측된 8일 간격의

유달 부하량을 도식함으로써 해당 유역의 계절별 기준 수질

의 달성도에 대한 개략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부하지속곡선의 각각의 유량 조건에 섞여있는 다양

한 시점(실측자료)을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 같은 시
점으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초과 빈도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준 수질의 달성도 평가는 도
식된 실측부하량의 초과율이 50% 이하이면 준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2.7 주성분 및 요인분석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은 통계기법 중
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방법으로 변수 간 정보의 손

실 없이 요약 표현이 가능하며, 자료를 간단히 하여 추후

에 추가적인 다른 통계적 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사전분석

단계로 볼 수 있다(Kim et al., 2007). 또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의 경우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성을 중심으로 하나의 동질적인 요인으로

묶어주는 방법이다(Jung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시계

열부하곡선에서 초과된 계절별 실측자료에 대해서 공동으

로 관리되어야 할 대상 수질항목을 분류하기 위해 통계분

석 프로그램인 SPSS(ver. 18.0)를 이용하였다.

3. Results and Discussion

3.1 강수 특성
지석A 유역의 강수량 자료는 광주지방기상청에서 관측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KMA, 2017), 연구기간(2014 ~ 2016)에
해당하는 강수량 자료와 30년 평균(1982 ~ 2013) 자료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연구기간 동안의 연간 총 강수량은 2014년
1,288.8 mm, 2015년 1,100.1 mm, 2016년 1,482.3 mm였으며, 
30년 평균 총 강수량은 1,392.6 mm로 관측되었다. 30년 평균
총 강수량과 비교해 보면 2016년 총 강수량은 89.7 mm 증가
하였고, 2014년과 2015년은 각각 103.8 mm와 292.5 mm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풍수기(6 ~ 8월)에 해당하는 연도별 월평균 최대 강수
량 분포는 7월과 8월에 나타났으며, 2014년은 8월에 370.2 
mm, 2015년과 2016년은 7월에 각각 164.3 mm와 301.3 mm
로서 연중 가장 큰 강우강도를 나타내어 유역의 유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수량 분포가 가장 적은 시
기는 2014년과 2015년은 2월에 각각 8.6 mm와 23.9 mm, 
2016년은 11월에 31.5 mm를 나타내어 유역의 유출에 적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3.2 수질 특성
연구 유역의 수질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Box plot을 이
용한 조사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전체 기간에 대한

수질 농도는 유기물에 대한 오염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BOD
의 월별 추이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증가하다가 강수량이
집중되는 7월부터 9월까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전 기간의 농도 범위는 0.6~6.0 mg/L, 평균 2.6 mg/L
로 하천 생활환경기준 II등급(약간 좋음)에 해당한다. 난분해
성 유기물 지표인 COD의 경우 BOD와 유사한 추이를 보였
으나 6월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6월
의 유량이 낮게 조사된 것으로 볼 때 유출의 영향보다는 특

정 배출시설에 의한 점오염원의 영향일 것으로 판단되며, 농
도 범위는 2.7~11.1 mg/L, 평균 5.1 mg/L로 III등급(보통)에
해당한다. 수중의 유기물 성분의 총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하
는 지표인 TOC의 경우 월별 추이는 COD와 유사하였으며, 
농도 범위가 1.0~7.8 mg/L, 평균 3.9 mg/L로 II등급(약간 좋
음)에 해당한다.
다양한 오염물질과 연관되어 있는 SS의 경우 4월에 가장

Fig. 2. Characteristics of monthly precipitation in the Jiseok 
A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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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ox plot of major water quality parameters in Jiseok A watershed.



박진환․강태우․한성욱․백승권․강태구․유제철․김영석

한국물환경학회지 제33권 제6호, 2017

654

높은 추이를 보였으며 해당 월의 평균 강수량이 131.0 mm로
기록되어, 봄에 오는 초기 강우의 영향으로 대부분 토양에서
발생되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Oh et al., 2009), 
농도 범위는 1.5~24.5 mg/L, 평균 7.9 mg/L로 조사되었다. 
또한 T-N의 농도 범위는 1.29 ~ 8.46 mg/L이며, 평균 2.91 
mg/L로 조사되었으며, T-P의 경우 0.051 ~ 0.510 mg/L, 평균
0.127 mg/L로 III등급(보통)에 해당한다. 유량의 경우 0.530 ~
78.661 m3/sec, 평균 3.725 m3/sec로 조사되었다. 유량과 T-P
의 추이에서 T-P의 경우 강우에 의한 유출은 미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N의 경우 1월과 2월에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데 이는 낮은 온도에 의한 탈질작용의 감소와 함께 2월 중순
이후에는 하천변과 하상에 축적되어 있던 질소가 융설이 일

어나면서 유출이 발생되어 높은 농도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Kim et al., 2003). 그 밖에 수온과 용존산소 그리고 pH
의 경우 계절변화에 의한 추이를 보였으며, 전기전도도의 경
우 수량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높아지고 우기인 여름철에는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Park, 2015), 본 연구 지점에서도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 
유량은 강수량에 따라 변동이 있었으며, 강우강도가 가장 크
게 기록된 8월에 가장 높은 추이를 보였다.

3.3 유량 지속곡선 작성 결과
실측된 8일 간격의 유량자료를 일유량으로 확장하기 위하
여 수위-유량 관계식을 작성하였다. 관계식에 사용된 자료는
14년부터 16년의 매월 평균 3 ~ 4회의 유량과 영산강홍수통
제소의 능주수위국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받은 수위 자료를

이용하여 3년간의 관계식을 개발하였다(Table 2). 또한 연구
지점은 능주 수위국과 동일한 곳에서 측정되고 능주 수위국

에 설치된 목자판 수위표를 활용하기 때문에 관계 곡선식

개발에 있어서 최적의 연구 지점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그
러나 하상 변화와 이에 따른 주기적인 하상 측정에 대한 자

료 부족으로 단일한 수위-유량 관계식이 사용된 한계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산정된 3년간의 일 단위 유량을 이용하여 최대유량에서 최
소유량 순으로 데이터를 배열하고 초과하는 일수를 백분율로

계산하여 연도별로 각각 유량 지속곡선을 작성하였으며(Fig. 
4),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유역의 유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산정된 유황별 유량의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3.4 유량-부하량 관계식 작성 결과
연구 지점의 유량(Discharge)과 부하량(Load)의 관계로부

터 BOD와 T-P의 유출 특성을 나타내었다(Fig. 5). 관계식
의 결정 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가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하천유량과 해당 수질의 부하량에 대한

관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Park et al. (2012)
의 연구에서도 유량-부하량 관계식에서 결정 계수가 0.7 이
상이면 상관성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작성 결과에서 BOD와 T-P의 유량 지수가 각각 0.73과

0.83으로 1보다 작게 나타나 유량 증가에 따른 농도의 증

Year Stage range Stage-discharge curve Remarks

2014-2016 0.19≤H≤1.58 Q = 37.994(H - 0.110)1.517 0.19 m below extrapolation
1.58 m above extrapolation

Table 2. Development of stage-discharge rating curve in Jiseok A

(a)

(b)

(c)
Fig. 4. Flow duration curve at the Jiseok A 

watershed. (a) 2014, (b) 2015, (c) 2016.

Year
Flow classification

Q95 Q185 Q275 Q355

2014 6.234 3.443 1.856 0.824

2015 6.259 3.876 2.710 1.223

2016 8.741 4.487 2.909 1.994

Table 3. Comparison of flow classified by flow condition  
(Unit : m3/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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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상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점오염원 지표인 BOD에서 유량 지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평상시 점오염원에 의해 오

염되어 있는 하천에 유량이 증가할 때 비점오염원의 유입

영향보다 유량 증가에 따른 희석 영향이 더 크게 반영된

결과이며, 연구 유역은 점오염원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Choi et al. 2012; Jang et al. 2010).

3.5 부하지속곡선 작성 결과
연구 대상 유역의 부하지속곡선을 작성하기 위한 기준

수질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3단계에서 기준유량(10
년 평균 저수량) 조건에서 BOD는 목표수질을 2.7 mg/L, 
T-P의 경우(10년 평균 저수량 및 평수량) 조건에서 목표수

질을 0.162 mg/L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Jeollanam-do, 
2015), 이에 대한 부하지속곡선을 작성한 결과를 Fig. 6과
Table 4에 나타내었다. BOD(8일 간격)의 전체 초과 유량

확률에서 초과율이 37.2%로 나타나 기준 수질을 준수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량 조건별로 분석해 보면 High-flow
의 경우 10개의 실측자료 중 8개는 준수하고 2개는 초과하
여 초과율이 20.0%에 해당하며, Moist-conditions는 초과율이
16.3%, Mid-range-flow는 57.1%, Dry-conditions은 42.0% 그리고
Low-flow는 69.2%로 평가되었으며, Mid-range-flow와 Low-flow
에서 구간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P(8일 간격)
의 경우 전체 조건에서 초과율이 20.4%로 기준 수질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High-flow에서 초과율이 20.0%, Moist- 
conditions는 4.9%, Mid-range-flow는 23.8%, Dry-conditions

Fig. 6. Load duration curve at the Jiseok A watershed. (a) BOD, (b) T-P.

Watershed Observed 
load No. data Items

No. upper
Rate upper Evaluation

0-10 10-40 40-60 60-90 90-100

Jiseok A

8-Day 
interval 137

BOD 2 7 12 21 9 37.2% (51) A
T-P 2 2 5 14 5 20.4% (28) A

1-Day
interval 1095

BOD 0 0 0 160 108 24.5% (268) A
T-P 0 0 0 0 3 0.3% (3) A

No. data : Number of data
No. upper : Number of data upper LDC
Rate upper : Rate of data upper LDC
Evaluation : Evaluation of the achieved the TWQ (Achieve is “A”, Not achieve is “N”)

Table 4. Result of evaluated excess rate of pollutants in comparison with the LDC and the achievement of target water 
quality using LDC method

(a) (b)
Fig. 5. Relationship between discharge and pollutants load at Jiseok A watershed. (a) BOD, (b)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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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8.0% 그리고 Low-flow는 38.5%로 평가되어 구간별 기
준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량-부하량 관계식에 의해 산정된 1일 간격 부하량의

평가에서는 BOD의 경우 Dry-conditions와 Low-flow에서
각각 48.5%와 100%의 초과를 보였으며, T-P의 경우 Low-  
flow에서 2.7%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석A 유
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U. S. EPA (2006)에서
제시한 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에
따라 High-flow 및 Moist conditions에서 초과율을 보이는 
경우 하안 침식, 농경지에서 발생되는 유출수를 비롯하여

토양 유실에 대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하며, Moist 
conditions 및 Mid-range flow에서 초과할 경우 수변림 조

성, 불투수 지역에 해당하면 유출수 관리 등이 필요하고, 
Dry conditions 및 Low flow의 유량이 저하되는 시기에 초
과하는 경우 환경기초시설 등 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집

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방법들을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시계열 추세에 맞게 부하지속곡선을 작성

하여 계절별 추세에 따라 BMPs를 적용한다면 좀 더 세부

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3.6 시계열 부하곡선 작성 결과
부하지속곡선에 나타낸 3년간의 자료를 연도별로 구분하
고 계절별로 나타낸 시계열 부하곡선의 결과를 Fig. 7과
Table 5에 나타내었다. BOD와 T-P의 전체 초과 유량 확률
에서 초과율이 각각 37.2%와 20.4%로 부하지속곡선의 결과
와 같이 기준 수질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계
절별로 분석해 보면 BOD의 경우 3년간 봄에서 실측된 39
개의 자료 중 16개는 준수하고 23개는 초과하여 초과율이
59.0%에 해당하므로 봄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여름의 경우 초과율이 40.5%, 가을은 14.7% 그리고 겨
울은 29.6%로 평가되어 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초
과 기여율에 따른 계절적 영향은 봄 > 여름 > 겨울 > 가을
의 순서로 연구 유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T-P의 경우 봄에서 초과율이 30.8%, 여름은 27.0%, 가을과
겨울은 각각 14.7%와 3.7%로 평가되어 모든 계절에서 기준
을 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초과 기여율에 따른 계
절적 영향은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강수량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한 방법으로

각각의 연강수량과 초과율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앞
서 Fig. 2에 나타낸 강수량의 경우 2015년의 강수량이 1,100.1 

(a)

(b)

(c)

Fig. 7. Time series load curve at the Jiseok A watershed. (a) 2014, (b) 2015, (c)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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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로 가장 낮게 관측되었으며, 2014년은 1,288.8 mm, 2016
년은 1,482.3 mm의 순의로 크게 관측되었다. 이에 BOD와
T-P에 대한 초과율의 경우 강수량에 반비례하는 2015년 > 
2014년 > 2016년의 순서로 초과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강우 조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저
자는 설정된 시계열 부하곡선에 초점을 맞추어 수체 손상

정도를 해석해 보면 전반적으로 오염원이 집중되는 시기인

봄과 여름에 대한 일정량의 강수량은 수체 손상을 악화시

키지만 강우 강도가 커질수록 추가되는 오염보다는 희석

효과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발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오염원 유입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

을과 겨울에는 일정량의 강수량이 수체 손상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3.7 주성분 및 요인분석 결과
시계열 부하곡선에서 기준 수질을 초과하는 수질과 유량

자료에 대해서 계절별로 구분하여 주성분과 요인을 분석하

였다. 주성분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고유치(Eigen Value) 
1 이상인 성분 축만을 고려하였으며, 이는 하나의 요인이

변수 1개 이상의 분산을 설명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

다. 또한 요인과 변량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직
각 회전 방식인 Varimax 방식을 적용하여 Fig. 8과 Table 6

(a) (b)

(c) (d)
Fig. 8. Scree plot of total sampling stations (a) Spring, (b) Summer, (c) Autumn, (d) Winter.

Watershed Year No. data Items
No. upper

Rate upper Evaluation
Spring Summer Autumn Winter

Jiseok A

2014 47
BOD 9 4 2 5 42.6% (20) A
T-P 4 4 1 1 21.3% (10) A

2015 46
BOD 10 5 3 2 43.5% (20) A
T-P 6 4 3 0 28.3% (13) A

2016 44
BOD 4 6 0 1 25.0% (11) A
T-P 2 1 1 1 11.4% (5) A

No. data : Number of data
No. upper : Number of data upper TSLC
Rate upper : Rate of data upper TSLC
Evaluation : Evaluation of the achieved the TWQ (Achieve is “A”, Not achieve is “N”)

Table 5. Result of evaluated excess rate of pollutants in comparison with the TSLC and the achievement of target water 
quality using TSLC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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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봄과 여름은 4개의 주성분이 추출되었고, 고유치

1 이상의 분산결과에 따른 봄의 누적 기여율은 86.3%, 여
름은 82.5%를 설명해 주고 있다. 가을과 겨울은 3개의 주

성분이 추출되었으며, 각각 86.7%와 90.4%의 수질 변동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 수질의 제1요인은
사계절에서 공통적으로 유기물 지표인 BOD, COD, TOC로
분류되고, 여기에 T-N, T-P, EC, SS가 계절별로 추가되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름에서 저유량 시점인

겨울로 갈수록 1요인의 기여율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두
어야 할 것이다. 반면 제2요인은 전반적으로 유량과 WT, 
SS로 분류되어 유량 증가에 따른 수온 감소와 더불어 토사
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들

에 의하면 임야의 토지이용 점유율이 낮고 논과 밭의 점유

율이 상대적으로 클 때 T-P의 경우 토양 입자와 결합되어

평소 유출이 일어나지 않지만 강우 시 토양입자의 이탈과

함께 수계로 다량 유출된다고 보고되어 점오염원보다는 비

점오염원의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으며, 이러한
영향은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점유율과 깊은 관계가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Jung et al., 2012; Park et al., 2012, 
Park et al., 2014).
본 연구 지점은 유량 증가에 따른 토사 유출과 함께 T-P
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석A 유역의 토지

이용 점유율의 경우 유역면적의 약 70%가 임야에 해당하

며, 논과 밭의 점유율은 각각 11.7%와 7.0%로 산림형 하천
으로 볼 수 있다. 즉, 강우 유출에 의해서 발생되는 오염물
질을 산림에서 대부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영양염류를

식물과 토양에서 흡수하여 수질을 정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Baker, 2003; Ngoye and Machiwa, 2004). 또한 임
야에서는 토사를 제외하고 오염원의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

에 평상시 점오염원에 의해 높은 농도를 유지하다가 유량

증가에 따른 농도 증가가 아닌 희석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Park, Jung et al., 2013). 하지만 가을에

T-P와 SS가 1요인에 함께 분류되었는데 이는 유출에 의한

영향이 아닌 하천 정비와 같은 인위적 오염원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T-N의 경우 2요인에서 유량과 함께

음의 상관관계를 높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Kim et al. (2004)에 의하면 T-N의 경우 기저 유출에 의한
영향을 받아 비강우 시에 높은 농도를 보이게 되며 비교적

강우 시에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지석A 유역은 비점오염원의 영향을 받지만 점오염원의

영향이 크므로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

으며, 자연현상에 의한 영향 보다는 인위적 오염 발생에 의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영향은 하천 유지 용량
을 늘리거나 배출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시킨다면 점

오염원에 의한 수체 손상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기준 수질을 초과하는 시점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다변량 분석 기법을 통해 초과하는 수질항목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어 공동으로 관리되어야 할 대상을 분류하여

수질변동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부하지속곡선을 이용한 유량 조건별 평가에서 Mid-range-flow
와 Low-flow에서 초과 빈도가 발생되어, 연구 유역을 체계적
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적관리기법으로 수변림 조성과 불투수

지역에 대한 유출수 관리와 함께 환경기초시설 등 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계열 부하곡선의 계절별 분석에서 BOD의 경우 3년간
봄에 대한 초과율이 59.0%로 해당 계절에서만 기준을 초과
하였고, 계절적 영향을 초과 기여율로 나열해 보면, 봄 > 여
름 > 겨울 > 가을의 순서로 영향을 주었다. 반면 T-P의 경우
모든 계절에서 준수하였으며, 계절적 영향은 봄 > 여름 > 가
을 > 겨울의 순서로 나타났다. 강수량의 영향은 초과율과의

Component
 Parameters

WT pH EC DO BOD COD SS T-N T-P TOC Q

Spring

1  0.201  0.121  0.391 -0.440  0.746  0.939  0.601  0.594  0.824  0.855  0.071

2  0.295 -0.088 -0.790 -0.025 -0.218 -0.030  0.686 -0.678  0.185 -0.234  0.869

3  0.862 -0.019 -0.283 -0.779  0.427  0.262  0.236 -0.330  0.143  0.117 -0.119

4  0.155  0.967 -0.040  0.248 -0.010  0.101  0.006 -0.094  0.057  0.079 -0.175

Summer

1 -0.341  0.055  0.790 -0.264  0.832  0.867 -0.009  0.807  0.160  0.941 -0.647

2 -0.781  0.101 -0.423  0.014 -0.009  0.164  0.886  0.203 -0.061  0.116  0.653

3  0.179  0.842 -0.062  0.721 -0.204  0.018  0.240 -0.148  0.842  0.045  0.141

4 -0.023 -0.202 -0.247  0.352  0.062  0.035 -0.041  0.424  0.949  0.035 -0.097

Autumn

1  0.046  0.113  0.786  0.111  0.981  0.948  0.714  0.352  0.766  0.936 -0.142

2 -0.866 -0.695  0.511  0.001 -0.082 -0.027  0.101  0.852  0.549  0.058 -0.220

3 -0.048  0.681  0.033  0.788  0.083  0.256  0.636  0.298  0.026  0.230 -0.781

Winter

1  0.173  0.343  0.928 -0.656  0.931  0.848  0.476  0.730  0.902  0.933  0.004

2  0.053 -0.721 -0.116  0.380  0.062 -0.252  0.706 -0.614 -0.045 -0.030  0.956

3  0.966 -0.057 -0.116 -0.562  0.278  0.381  0.502  0.167  0.260  0.263 -0.112

Table 6. Rotated component matrix b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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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전반적으로 반비례하였으며, 이는 오염원이 집중되
는 시기인 봄과 여름에 대한 일정량의 강수량은 수체 손상

을 악화시키지만 강우 강도가 커질수록 추가되는 오염보다

는 희석 효과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발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오염원 유입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
는 가을과 겨울에는 일정량의 강수량이 수체 손상을 저감시

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 유역의 주성분분석에 의하면 수량이 풍부한 여름을

시작으로 저유량 시점인 겨울로 갈수록 1요인의 기여율이

높아지며, 이는 하천 수량이 줄어드는 시기에 수질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인분석을 통한 계절별 수질의

제1요인은 사계절에서 공통적으로 BOD, COD, TOC로 분

류되고, 계절별로 T-N, T-P, EC, SS의 영향이 추가되며, 제
2요인의 경우 전반적으로 유량과 수온, SS로 분류되어 유

량 증가에 따른 수온 감소와 더불어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

되며, 산림형 하천의 유역 특성으로 유량 증가에 따른 토

사 유출과 함께 T-P의 영향은 낮았다. 즉, 비점오염원의 영
향을 받는 것은 분명하나 점오염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자연현상에 의한 영향 보다는 인위적 오염

발생에 의한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지석A 유역의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하천

유지 용량을 각 계절별로 적절히 증감하고, 배출시설의 방

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시킨다면 점오염원에 의한 수체 손상

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천 유지 용량의 조

절을 위해서는 지석천 상류에 위치한 화순홍수조절지를 이

용하여 홍수기에 수량을 확보하여, 저수기 및 갈수기에 적

극 활용하는 방법과 하천에 인위적으로 설치된 여울형 돌보

보다는 가동보에 대한 적용성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환경부 8일 간격의 실측 자료는 1년 동안의 수질
을 전체적으로 대변할 수 있으나, 실제로 측정 시점을 하루
로 볼 때 규칙적으로 조사 되기 때문에 특정 이벤트 발생

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조사시간을

유동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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