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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대청호 상류에 위치한 소옥천을 대상으로 유역 및 오염원 특성을 조사하여 각 특

성별 지수를 분석하고 취약지역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유역 및 오염원 자료를 지수화하기 위하여 

표준화법인 Dimension Index법을 적용하였으며 선정된 지수와 수질모니터링 자료와의 상관성 분

석을 통해 각 오염원별 영향인자를 도출하였다. 오염원별 영향인자에 미치는 특성들은 각각의 유

의성에 차이가 있었으며 BOD와 COD는 인구밀도와 대지면적 비율, T-N은 CN과 논면적 비율, 

T-P는 인구밀도와 대지면적 비율에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오염원별 영향인자

로 판단된 지수를 이용하여 취약지역 우선순위를 산정하였고 배출부하량을 고려하여 산정된 취약

지역과 순위를 비교․검토하였다. 배출부하량은 비점오염 대책 수립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호소나 

하천에 유입되는 유달부하량과 차이가 있어 수질 모니터링 자료와의 상관성 분석시 수질과 유의미

한 값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효율적인 비점오염 관리를 위해서는 취약지역 선정과 함께 수질과 

상관성 높은 영향인자를 분석하고 해당 인자에 대한 관리가 우선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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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watershed and pollution source were investigated 
in SoOakcheon located in the upper stream of Daecheong Lake. The Dimension Index 
method was applied to index various watershed and pollution source data. The influence 
factors of each pollutant source were deriv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elected index and water quality monitoring data. BOD and COD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population density and land area ratio, T-N by CN and rice area ratio, 
and T-P by population density and land area ratio, respectively. The discharge load is 
often used to establish non-point source countermeasures, bu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water load and the water load in the lake or river. Therefore, in order to 
manage non-point pollution efficiently, it is necessary to analyze influential factors with 
high correlation with water quality and to manage the relevant factors with priority.

KEYWORDS : Correlation Analysis, Nonpoint source, Standardization Index, Vulnerable area

서  론

비점오염원 문제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서 비점오염원의 발

생 현황과 유출경로, 유출량, 수질 및 수생태계

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수집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니

터링 사업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유

역의 수문학적, 인문학적 특성 등 다양한 원인

으로 변하는 비점오염 유출 특성을 정확하게 파

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모니터링 자료

와 함께 현재 유용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

용하여 비점오염원 문제를 평가하고 원인이 되

는 요소에 대해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점오염원 문제를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한 

자료로 오염부하량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수질

오염총량제에서 주로 사용되는 오염부하량은 유

역의 오염원 및 배출 현상에 따라 수치로 오염

의 양을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수질 개선 대책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활용

되는 부하량의 자료는 대개 원단위법으로 산정

된 것으로서 이는 하천이나 호소로 유입된 실제 

부하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점오염물질

이 공공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한계

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배출부하량을 고려

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비점오염원 취약

성을 평가하는 방식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다. 

국립환경과학원(NIER, 2015)에서는 비점오

염원 취약지역 평가를 위해 델파이 기법을 통한 

다기준 의사결정 평가체계와 부하지속곡선을 이

용하여 취약지역을 평가하였다. 델파이 기법을 

통한 다기준 의사결정 평가체계는 크게 유역환

경에 대한 평가체계와 비점오염원 관리현황에 

대한 평가체계로 구분하여진다. 유역환경에 대

한 평가체계는 오염원, 유출경로, 공공수역에 대

한 평가로서 오염원은 인구밀도, 가축사육수 등

이 해당되고 유출경로는 연강총강우량, 유출계

수 값, 공공수역은 하천 유량 등이 해당된다. 그

리고 관리현황에 대한 평가체계는 총량관리, 기

타 수질 및 수량관리, 비점관리 등으로서 대개 

총량 및 비점, 그리고 홍수 및 재해에 대한 관

리 현황 등이 포함되고 있다. 부하지속곡선을 

이용한 평가체계는 부하지속곡선을 이루는 각 

유량에 기준이 되는 수질농도를 곱하여 산정된 

각각의 부하량을 해당 유량의 초과백분율에 따

라 도시한 것으로, 분석지점에서 수질이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의 부하량을 유량누적빈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부하지속곡선을 실측부

하량과 비교하면 특정 유량 구간에서 수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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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족하는를 판단할 수 있어 비점오염원 관리

가 필요한 유량 구간을 검토할 수 있고, 여러 

지점들을 비교함으로서 우선 관리가 필요한 지

역을 검토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

식의 경우 유량 곡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한 지점에서 연속적으로 유량을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모니터링된 측정자료만으로 전체적

인 유량 범위를 나타내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

다. 또한, 유량변동이 심한 측정 일에 측정한 값

의 경우 측정 일에 대한 대표성을 완전히 나타

내는 데에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비점오염원 취약지역 선정에 관한 기존 연구

로 Kim et al.(2014)는 비점오염원 취약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유역 수문 및 기초자료, 비점

오염부하량, 수질자료, 관리용도별 지역 구분의 

4개 검토항목에 대해 유역별 계량치를 산정하고 

시나리오별로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산정하였고 

Park et al.(2010)은 공간분석기법을 적용해 

논산천 유역의 수질측정자료와 비점배출부하량, 

지형특성자료 등의 중첩분석을 통해 관리지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경기도의회(2016)에서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수집된 기초자료들에 대하여 

비점오염배출량의 규모를 추정하고 표준화하여 

국내외 우선순위 선정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선

순위를 산정하였다. Park et al.(2015) 소옥천 

유역에 대하여 전국오염원 조사자료(2017)를 

이용한 배출부하량만을 이용하여 부하량 크기에 

따라 비점오염 관리지역 우선순위를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연구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점오염 관리

를 위한 취약성 분석 및 취약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유역 및 수문 자료, 오염원 자

료, 부하량 자료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

러나 실제 유역에서의 유출 현상은 위자료들과

는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평가 및 검증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료와 실제 유역에서 유출되

는 모니터링 자료와의 상관성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자료들이 실제 유출 현상과 관계가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비점오염원 관리 및 

계획 등에 이용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대청호 상류에 있는 소옥천유

역에 대한 유역특성 및 오염원 현황을 고려하여 

비점오염원 취약지역을 분석하고자 한다. 비점

오염원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표준화방법을 

통해 지수화하여 실측 모니터링 자료와 비교함

으로써 수질과 연관된 인자가 무엇인지 파악하

고 연관된 인자들만을 고려하여 비점오염원 취

약성 분석을 하였다. 또한 영향 인자만을 고려

하여 산정된 지수와 수질과의 상관성을 검토하

여 그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비점오염원 

정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하량을 이용하

여 배출부하량만으로 비점오염원 취약지역을 선

정하여 각각의 우선순위 지역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비점오염원 취약지역 선정 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연구 방법

1. 비점오염 취약지역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비점오염 취약지역 분석을 위

해 NIER(2015)의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비점오염원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선정하고 

표준화 방법을 통해 지수화하였다. 산정된 지수

는 비점오염원 수질측정자료와 통계적 상관성을 

고려하여 각 수질별 영향인자를 도출하고 도출

된 영향인자의 지수 값을 이용하여 취약지역을 

분석하였다. 이는 문헌 등 기존 사례연구에서 

도출된 인자들이 실제 비점오염원 수질측정값과 

비교하여 얼마나 신뢰성을 가지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배출부하량을 이용하여 선정

된 지역과 비교함으로써 선정된 취약지역의 차

이를 검토하였다. 이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배출부하량이 유역 및 오염

원 특성에 따라 취약지역이 달라질 수 있는 경

우를 확인하여 비점오염원 관리시 부하량 자료

뿐만 아니라 유역의 전반적인 특성 분석이 필요

함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취약지역 분석은 비점오염원 유발과 직접적으

로 관련이 있는 자연적, 인위적 요인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연적 요소는 지형 및 유역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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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 등의 특성이며 인위적 요인은 인구밀도, 

도시화, 축산 두수, 토지이용현황 등 유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이다. 

2. 비점오염 취약지역 분석을 위한 자료구축 

및 분석 방법

1) 표준화 방법

평가항목에 대한 각 자료는 서로 다른 단위와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는 표준화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표준화 

방법으로는 Z-스코어법, 스케일 재조정(re- 

scaling)법, 기준선과의 차이(distance to reference 

country) 및 범주 스케일(categorical scale)등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케일 재조정 방법의 

하나인 Dimension Index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앞서 NIER(2015)에서 비점오염 취

약지역 선정 시 지수화 작업에 사용된 사례가 

있으며 자료를 전체 자료 범위 내에서 등수에 

따라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으로 비교적 무리가 

없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방법은 아래 식 

1과 같다.

 maxmin

min
×                 (1)

여기서 는 번째 표준화된 값, 는 번째 

자료 값, max는 최댓값, min은 최솟값이다.

2) 지수산정을 위한 인자

본 연구에서는 취약지역 선정을 위한 인자로

서 유역특성 인자와 오염원 인자로 구분하였다. 

NIER(2015)에서는 유역환경에 대한 평가체계

로 오염원, 유출경로, 공공수역을 이용하였는데 

연구대상 지역인 소옥천은 2개의 소권역으로 이

루어진 작은 지방 2급 하천의 유역으로서 동일 

기상 및 기후 조건을 가진다고 가정하여 각 유

역별 특성 및 오염원에 대한 인자만 평가요소로 

선정하였다. 

지수산정을 위한 유역 및 오염원 평가인자는  

표 1에 정리하였다. 유역특성 인자 산정을 위한 

자료는 국가수자원종합정보시스템(WAMIS)에

서 제공되고 있는 토양, 경사 GIS 자료를 이용

하였으며 토지이용자료는 환경공간정보서비스

(EGIS)에서 제공하는 중분류 토지피복도 자료

를 이용하였다. 각 자료는 GIS 분석을 통해 가

Division Factor

Watershed Factors CN(Curve Number), Slope(waterway), Area, Shape Factor*

Pollution Factors

Living Population Density, Sewage Untreated rate, Separate sewer rate, Urbanization rate

Livestock Ox, Cow

Industrial Industrial rate

Landuse Field rate, Rice-Field rate, Forest rate, Site rate, Others rate

* Shape Factor=Lc/Dc(Lc=Main Stream Length, Dc= Diameter of circle with area equal to watershed area)

TABLE 1. Evaluation factor

FIGURE 1. Analysis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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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여 각 유역별 유출계수(CN, Curve Number), 

유역면적(Area), 유역형상계수(Shape Factor), 

하도경사(Slope)를 산정하였다. CN값 산정 조

건은 AMC-Ⅱ 기준으로 수행되었으며 중분류 

토지피복 자료와 토양도를 이용하여 산정하였고 

사용된 CN값은 표 2에 정리하였다. 오염원 특

성 인자 산정을 위한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서 제공하는 전국오염원 조사(2017)를 이용하

였으며 생활계 오염원(Living Pollution), 축산

계 오염원(Livestock Pollution), 산업계 오염원

(Industrial Pollution), 토지계 오염원(Landuse 

Pollution)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생활계 오

염원은 인구밀도(Population Density), 하수미

처리율(Sewage Untreated rate), 분류식하수

관거비율(Separate sewer rate), 도시화율(시

가지 인구비율, Urbanization rate)을 적용하였

으며 축산계 오염원은 한우(Ox)와 젖소(Cow)

의 사육두수, 산업계 오염원은 산업체 종별 업

체수를 이용한 산업화율(Industrial rate), 토지

계 오염원은 토지이용별 면적 비율을 각각, 밭

(Field), 논(Rice–Field), 임야(Forest), 대지

(Site), 기타(Others)로 분류하여 소유역별로 

산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 유역현황

연구대상지인 소옥천 유역은 대청호로 유입되

는 주요하천으로 유역면적은 191.86㎢이며, 대

청댐 중권역 면적 667.48㎢의 약 28.70%를 차

지하고 있다. 행정구역으로는 충청북도 옥천군

과 충청남도 금산군이 포함되며 유역은 소옥천

상류, 소옥천하류의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소옥

천에 유입되는 주요 지천으로서 금산군에서 유

입되는 소옥천 상류의 추풍천, 금산천이 있고 

옥천군 내에서 유입되는 금구천과 소옥천 하류

의 이백천 등이 있다. 특히, 소옥천이 대청호로 

유입되는 추소 수역은 상류인 소옥천의 수질 상

태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지형

적인 영향으로 본류와 연결부의 병목현상이 발

생한다. 이로 인해 체류 시간이 길어져 해당 유

역에서의 정체 현상으로 수질 악화 및 조류 발

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소옥천 상

류의 금산군은 인삼재배지로 유명하며 소옥천의 

지류인 금구천은 축사와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

어 강우시 이들로부터 발생된 비점오염이 소옥

천으로 유입돼 대청호 수질 관리에 중요한 지천

으로 평가받는다. 표 3은 소옥천의 주요 지천별 

해당하는 소유역번호와 비점오염 모니터링 지점

을 정리하였다(그림 2).

FIGURE 2. Study area and sampling sites

Division
Soil Type

A B C D

Park 39 61 74 80 

Orchard 59 70  78  81  

Grass 30 58  71  78  

Rice-Field 78 78  78  78  

Road 83 89  92  93  

Field 59 70  78  81  

Industrial area 81 88  91  93  

Commercial area 89 92  94  95  

Forest 25 55  70  77  

Residential area 51 68  79  84  

Parking area 98 98  98  98  

River stream 100 100  100  100  

TABLE 2. CN by soil group according to 

land use(AMC-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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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 Sub basin Number

SoOak River
(main reach)

10,11,20,22,23

Choopungcheon 1,2,3,4,5,6

Geumsancheon 8,9

Geumgucheon 12,13,14,15,16,17,18,19

Ibaekscheon 21

Seongdangcheon 7

Seodaecheon 5

TABLE 3. Classification of sub basin by 

river

 

2. 인자의 표준화

유역특성 및 오염원 특성에 대한 자료는 

Dimension Index 방법을 이용하여 표준화하여 

지수화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괄호 안의 숫자는 

관련 소유역 번호이다. CN은 소옥천 하류

(22,20)에서  높게 나타났고 하도경사는 소옥

천 상류의 성당천(7)과 서대천(9)이 높게 나타

났다. 유역면적은 금산천(8,9)이 가장 크게 나

CN Slope Area

Shape Factor Population Density Sewage Untreated rate

Separate sewer rate Urbanization rate Industrial rate

Ox Cow Field

Rice-Field Forest Site rate

Others Site

FIGURE 3. Result of Dimens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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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basin CN Slope Area Shape Factor
Population 

Density
Sewage 

Untreated rate
Separate Sewer 

rate
1 34.68 25.80 24.19 16.35 9.71 4.93 95.07 

2 47.34 30.98 30.83 18.51 3.51 0.12 99.88 

3 66.61 55.79 50.79 33.08 4.03 0.00 100.00 
4 60.46 59.65 14.62 30.51 2.10 0.28 99.72 

5 72.86 73.07 24.66 49.83 1.35 82.77 17.23 

6 67.29 64.19 0.45 10.31 2.60 0.00 100.00 
7 47.95 100.00 26.69 38.37 1.34 0.60 99.40 

8 0.00 67.78 100.00 72.02 0.00 100.00 0.00 

9 46.65 82.77 84.72 2.05 0.49 60.72 38.05 
10 1.41 72.25 70.67 8.89 0.94 15.66 84.34 

11 25.71 63.77 64.56 19.51 1.16 24.09 75.72 

12 68.13 39.08 13.20 28.96 2.54 0.00 93.68 
13 78.00 67.52 27.69 43.46 5.39 0.00 94.05 

14 66.07 58.87 16.56 30.21 27.73 0.02 69.32 

15 43.97 4.77 2.28 100.00 3.83 0.00 91.99 
16 53.03 0.00 18.23 41.33 31.33 0.90 96.21 

17 84.06 0.26 0.00 35.80 100.00 0.18 77.68 

18 38.16 49.23 18.83 10.69 30.73 0.51 99.49 
19 84.22 66.15 7.51 8.69 53.73 0.46 62.05 

20 96.58 44.21 8.91 6.55 2.43 15.08 72.32 

21 67.55 67.01 71.28 17.26 2.10 22.68 71.99 
22 100.00 30.97 13.18 15.35 3.81 0.04 99.96 

23 88.35 64.44 77.62 0.00 0.45 27.47 72.53 

TABLE 4. Result of Dimension Index

Sub basin Urbanization rate Industrial rate Ox Cow Field rate Ricefield rate Forest rate Site rate Others rate
1 36.94 75.00 5.45 0.00 83.84 32.81 52.00 24.88 11.43 

2 1.84 65.00 20.70 0.68 46.61 57.38 59.88 18.82 14.62 

3 22.77 100.00 20.41 55.70 33.39 35.08 66.87 22.66 11.90 
4 0.00 40.00 0.96 0.06 40.04 45.80 61.55 19.54 23.69 

5 0.00 80.00 6.63 0.00 40.24 28.60 78.13 8.23 11.62 

6 0.00 20.00 0.00 0.00 42.62 53.38 58.29 19.72 25.49 
7 0.00 10.00 0.35 0.00 46.52 20.56 82.97 6.26 0.80 

8 0.00 0.00 30.41 100.00 11.06 12.68 99.86 0.00 0.00 

9 3.01 5.00 24.49 80.56 0.00 6.88 100.00 1.65 11.10 
10 12.87 10.00 44.46 0.00 30.16 37.55 79.00 6.56 15.03 

11 10.14 10.00 46.83 0.00 34.03 46.30 71.73 7.51 26.81 

12 6.14 5.00 100.00 70.85 63.15 76.34 39.19 25.74 35.97 
13 30.49 25.00 98.77 64.57 57.87 100.00 34.82 21.86 46.51 

14 99.64 35.00 26.52 0.00 58.25 58.70 37.21 37.33 30.99 

15 39.64 25.00 82.59 0.00 100.00 88.86 20.82 31.01 39.41 
16 68.15 85.00 53.18 31.81 92.19 78.70 17.26 48.46 19.29 

17 84.14 35.00 0.17 0.00 38.43 39.23 0.00 100.00 23.71 

18 64.38 45.00 16.08 0.00 49.15 21.57 43.14 47.58 23.25 
19 100.00 45.00 28.64 17.84 54.18 72.91 13.48 62.02 37.20 

20 38.61 45.00 14.02 0.00 22.46 27.08 58.91 20.66 64.92 

21 6.76 30.00 65.47 0.00 42.81 12.84 77.59 13.12 11.47 
22 0.90 0.00 3.22 0.00 44.10 30.16 49.59 28.79 51.00 

23 0.00 0.00 11.42 0.00 13.75 0.00 72.99 2.38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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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고 유역형상인자는 금구천상류(15)와 금산

천상류(8)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인구밀도는 

금구천 하류(17,1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하

수미처리율은 금산천 상류(8), 서대천(5)이 높

았으며 분류식화율은 소옥천상류의 추풍천유역

(3,6)이 높게 나타났다. 도시화율은 금구천 하

류(19,14)가 높게 나타났으며 산업화율은 소옥

천상류(3,5)와 금구천유역(16)이 높게 나타났

고 한우는 금구천 상류(12,13)에서 젖소는 금

산천(8,9)에서 많이 사육되고 있다. 토지계 비

율 분석결과, 밭과 논 비율은  금구천(13,15)에

서 높고 임야는 금산천유역(8,9),

대지는 금구천유역(17,19), 기타는 소옥천하

류(23, 20)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각 지수 값은 표 4와 같으며 그림 

3에 소유역별로 결과 값을 비교하였다.

3. 측정 수질 값과 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금강물환경연구소에서 2016년부터~2018년까지 

14개 지점에 대하여 총 143회 비점오염원 수질이 

조사되었다. 표 5는 측정된 자료에 대한 유량평균

가중농도(EMC, Event Mean Concentration)와 

첨두수질농도(Peak Concentration)의 정리 표

이다. 유량평균가중농도에서 BOD는 구일에서 

6.7㎎/L, T-N은 금구1에서 6.122㎎/L, T-P

는 금구1에서 1.977㎎/L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첨두수질농도에서 BOD는 구일에서 8.3㎎/L, 

T-N은 금구1에서 6.956㎎/L, T-P는 금구1에

서 2.7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비점오

염원 수질농도는 금구천 유역에서 가장 높게 나

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지점별 모니터링 자료와 각 인자별 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IBM SPSS 

Statics(Ver.20)로 통계분석을 하였다. 표 6은 

오염물질과 인자들 간의 Spearman의 상관계수 

값을 나타낸 것이다.  Spearman 등위상관계수

는 독립변수나 종속변수 모두 서열척도에 의한 

비연속적 양적 변수일 때, 두 변수의 상관을 알

기 위해 쓰이는 상관계수이다. 일반적으로 

Pearson의 상관계수는 기본적으로 선형성을 가

정하는데 서열척도는 단조감소 혹은 단조증가의 

경향성만을 보여 선형성 가정을 충족시키기 어

렵다. 표준화 작업을 통해 지수화된 각 인자들은 

이미 서열화된 것으로 볼 수 있어 Spearman 상

관계수 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오염원별 분석결과, BOD는 인구밀도와 도시

화율, 젖소 사육두수에서 양의 상관성에 유의미

한 값을 가지고 유역면적, 경사, 임야면적 비율

은 음의 상관성에 유의미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OD는 CN, 인구밀도, 도시화율, 

Sampling Site
EMC(mg/L) Peak Concentration(mg/L)

BOD COD SS T-N T-P BOD COD SS T-N T-P

Jidong 3.8 6.9 203.1 3.501 0.600 4.4 7.8 236.0 4.572 0.719

Soongam 4.4 7.6 459.6 3.105 0.722 5.2 9.2 519.1 3.810 0.895

So-Oak1 3.0 5.9 93.7 3.348 0.344 3.7 7.1 142.4 3.935 0.427

So-Oak2 2.8 5.9 106.5 3.417 0.247 3.4 7.0 124.0 3.975 0.301

Seodae 2.8 6.6 34.7 3.907 0.169 3.1 6.9 50.0 4.448 0.210

Seongdang 3.6 7.9 203.4 3.429 0.384 4.0 8.8 300.0 3.766 0.473

So-Oak4 2.3 4.9 90.0 2.313 0.050 3.0 5.6 116.3 2.642 0.104

Geumgu1 6.3 12.1 788.4 6.122 1.977 7.1 13.2 990.1 6.956 2.794

Geumgu2 3.7 9.5 331.0 4.509 0.693 4.7 11.1 506.4 5.068 1.164

Yangsoo 5.9 11.3 141.4 3.772 0.373 6.7 12.5 199.9 4.383 0.524

Guil 6.7 11.2 364.3 5.325 1.512 8.3 13.7 737.8 6.110 2.474

Gyodong 4.4 8.2 312.7 3.100 0.933 5.1 9.5 436.7 3.568 1.495

Geumgu3 6.1 14.2 155.6 3.956 0.488 6.9 15.9 198.5 4.609 0.613

So-oak5 4.2 8.1 238.2 3.387 0.537 4.9 9.2 382.2 3.877 0.902

TABLE 5. Nonpoint Source sampling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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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Concentration

CN Slope Area Shape Factor Population  Density Sewage Untreated rate

EMCBOD
Cor.Coef .383 -.559* -.678** -.339 .742** -.425

p-value .176 .038 .008 .235 .002 .130

EMCCOD
Cor.Coef .535* -.143 -.662** -.189 .640* -.407

p-value .049 .626 .010 .517 .014 .149

EMCSS
Cor.Coef .169 -.534* -.314 -.187 .367 -.457

p-value .563 .049 .274 .523 .197 .100

EMCT-N
Cor.Coef .618* .002 -.552* .376 .349 -.351

p-value .019 .994 .041 .185 .221 .219

EMCT-P
Cor.Coef .182 -.631* -.411 -.240 .565* -.430

p-value .533 .016 .144 .409 .035 .124

Peak BOD
Cor.Coef .415 -.530 -.662** -.305 .727** -.488

p-value .140 .051 .010 .288 .003 .077

Peak 
COD

Cor.Coef .521 -.288 -.651* -.218 .750** -.513

p-value .056 .318 .012 .454 .002 .061

Peak
SS

Cor.Coef .187 -.565* -.310 -.130 .407 -.492

p-value .523 .035 .281 .659 .149 .074

Peak
T-N

Cor.Coef .587* -.204 -.534* .253 .459 -.439

p-value .027 .483 .049 .383 .098 .116

Peak
T-P

Cor.Coef .319 -.596* -.495 -.253 .582* -.435

p-value .267 .025 .072 .383 .029 .120

TABLE 6.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water quality and index

Factor
Concentration

Separate Sewer   rate Urbanization rate Industrial rate Ox Cow

EMCBOD
Cor.Coef -.181 .637* -.169 .134 .151

p-value .537 .014 .565 .647 .606

EMCCOD
Cor.Coef -.389 .619* -.348 .299 .231

p-value .169 .018 .223 .299 .426

EMCSS
Cor.Coef .248 .166 -.336 .130 .304

p-value .392 .572 .240 .659 .290

EMCT-N
Cor.Coef -.442 .183 -.290 .077 .316

p-value .114 .531 .315 .794 .270

EMCT-P
Cor.Coef .196 .329 -.186 .090 .256

p-value .503 .251 .525 .759 .378

Peak BOD
Cor.Coef -.156 .616* -.212 .174 .217

p-value .594 .019 .466 .553 .457

Peak 
COD

Cor.Coef -.238 .674** -.292 .255 .291

p-value .413 .008 .310 .379 .312

Peak
SS

Cor.Coef .231 .219 -.345 .112 .260

p-value .427 .453 .227 .703 .369

Peak
T-N

Cor.Coef -.323 .249 -.106 .134 .438

p-value .260 .390 .718 .648 .117

Peak
T-P

Cor.Coef .081 .426 -.226 .138 .243

p-value .782 .129 .438 .637 .402

*α= 0.05, **α=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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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비율, 기타지역 비율에서 양의 상관성에 

유의미한 값을 가지고 유역면적과 임야면적 비

율에 대하여 음의 상관성에 유의미한 값을 가지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S는 양의 상관성에 유

의미한 값을 가지는 인자는 없으며 음의 상관관

계에서 경사와 임야면적 비율에 대하여 유의미

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N은 CN, 

논의 면적 비율과 대지 비율에서 양의 상관성에 

유의미한 값을 가지고 유역면적과 임야면적 비

율에서 음의 상관성에 유의미한 값을 가지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T-P는 인구밀도, 대지 비율

에서 양의 상관성에 유의미한 값을 가지고 경사

와 임야면적 비율에서 음의 상관성에 유의미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OD와 COD

는 탄소계 배출 오염원으로서 인구밀도와 도시

화율, 대지 비율이 클수록 비점오염원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가 밀집한 도시지

역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역면적이 

넓거나 임야면적 비율이 높으면 영향이 적은 것

으로 분석된다. 이는 생활계 오염이 클수록 탄

소계 배출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임야면적이 큰 

지역에서는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결과이

다. SS의 경우는 경사가 급하고 임야면적 비율

이 높을수록 영향이 적은 것으로만 검토되었는

데 SS는 유역특성자료와 오염원의 영향보다는 

토양 등 그 외 영향인자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

으로 추측된다. T-N은 CN과 논의 면적 비율, 

대지 비율이 높을수록 비점오염원 농도와 높은 

상관성이 나타나는바 논 경작지에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논에서 사용되는 비

료와 퇴비 영향으로 판단되며 유역면적이 넓거

나 임야면적 비율이 높을수록 영향이 적어지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T-P는 인구밀도가 높고 대

지면적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비점오염원 농도가 

높은 것으로 검토되었는바 BOD와 같이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영향이 큰 것으로 검토되었으

며 경사가 급하고 임야면적이 큰 지역인 유역 

상류 등 산지에서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검토

되었다. 

표 7은 상관성 분석에 따른 오염원별 양과 

음의 영향인자를 분석한 표이다. 이 결과를 이

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만을 이용하여 비

Factor
Concentration

Field rate Ricefield rate Forest rate Site rate Others rate

EMCBOD
Cor.Coef .425 .306 -.808** .791** .374

p-value .130 .287 .000 .001 .187

EMCCOD
Cor.Coef .528 .407 -.810** .700** .541*

p-value .052 .149 .000 .005 .046

EMCSS
Cor.Coef .345 .226 -.530 .345 .270

p-value .227 .436 .051 .227 .350

EMCT-N
Cor.Coef .464 .446 -.578* .437 .288

p-value .095 .110 .030 .118 .318

EMCT-P
Cor.Coef .424 .169 -.644* .565* .218

p-value .131 .563 .013 .035 .455

Peak BOD
Cor.Coef .407 .371 -.824** .767** .429

p-value .149 .191 .000 .001 .126

Peak COD
Cor.Coef .444 .440 -.880** .777** .532*

p-value .111 .115 .000 .001 .050

Peak
SS

Cor.Coef .323 .200 -.552* .393 .262

p-value .260 .493 .041 .164 .366

Peak
T-N

Cor.Coef .459 .538* -.657* .547* .319

p-value .098 .047 .011 .043 .267

Peak
T-P

Cor.Coef .371 .191 -.714** .618* .385

p-value .191 .513 .004 .019 .175

*α= 0.05, **α=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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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오염 취약지역을 선정하였다. 

4. 수질과 지수, 부하량과의 상관성 분석

표 8과 표 9는 표 7에서 제시한 오염원별 영

향을 미치는 인자들만을 고려한 지수(Dimension 

Index)의 각 수질과의 상관성 분석결과와 유역

별 총배출부하량과 단위면적당 배출부하량을 이

용하여 산정된 지수 값과 각 수질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표 8에서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

자로만 산정된 지수와 수질과의 관계는 유량평

균가중농도와 첨두수질농도에서 모두 상관성이 

높으며 유의한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따라서 유역특성과 오염원 특성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인자들만을 고려하여 지수

화한 값은 비점오염 취약성 지역 선정 시 유의

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부하

Concentration
Dimension Index

EMC(Event Mean Concentration) Peak(Peak Concentration)

BOD COD SS T-N T-P BOD COD SS T-N T-P

BOD
Cor.Coef. .833** .735** .411 .402 .582* .811** .796** .437 .490 .644*

p-value .000 .003 .144 .154 .029 .000 .001 .118 .075 .013

COD
Cor.Coef. .791** .788** .398 .468 .543* .789** .838** .433 .516 .648*

p-value .001 .001 .159 .091 .045 .001 .000 .122 .059 .012

SS
Cor.Coef. .826** .603* .635* .429 .776** .807** .706** .635* .582* .745**

p-value .000 .022 .015 .126 .001 .000 .005 .015 .029 .002

T-N
Cor.Coef. .762** .818** .534* .692** .587* .798** .862** .534* .727** .679**

p-value .002 .000 .049 .006 .027 .001 .000 .049 .003 .008

T-P
Cor.Coef. .861** .713** .490 .345 .666** .842** .807** .512 .455 .679**

p-value .000 .004 .075 .227 .009 .000 .000 .061 .102 .008

*α= 0.05, **α= 0.01

TABLE 8. Correlation between standardization index and water quality

Effect
Impact Factors by Source

BOD COD SS T-N T-P

Positive Index
Population Density
Urbanization rate

Site rate

CN
Population Density
Urbanization rate

Site rate
Others rate

CN
Ricefield rate

Site rate

Population Density
Site rate

Negative Index 
Area Slope
Forest rate

Area
Forest rate

Slope
Forest rate

Area
Forest rate

Slope
Forest rate

TABLE 7. Influence factor result

Concentration
Load

EMC(Event Mean Concentration) Peak(Peak Concentration)

BOD COD SS T-N T-P BOD COD SS T-N T-P

BOD
Cor.Coef. .577* .451 .367 .160 .560* .569* .574* .429 .314 .582*

p-value .031 .106 .197 .584 .037 .034 .032 .126 .274 .029

T-N
Cor.Coef. .115 .143 .174 .160 .257 .121 .178 .196 .297 .231

p-value .697 .626 .553 .584 .375 .681 .542 .503 .303 .427

T-P
Cor.Coef. .300 .332 .262 .231 .380 .314 .398 .284 .393 .407

p-value .298 .246 .366 .427 .180 .274 .158 .326 .164 .149

*α= 0.05, **α= 0.01

TABLE 9. Correlation between Load index and water quality



A Study on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Vulnerability Index for the Management of Nonpoint source in SoOak River Watershed118

량과 수질과의 상관성 분석결과, BOD 부하량에 

대한 지수 값은 수질의 BOD, COD, T-P에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 외 T-N과 

T-P 부하량과 수질 간의 상관성에서는 유의미

한 값을 얻지 못하였다. BOD는 주로 생활계의 

인구밀도와 도시화율과 상관성이 높아 생활계 

원단위로 산정된 부하량과 실제 하천의 수질과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T-N과 T-P는 

주로 토지계의 논과 대지와 상관성이 높아 토지

계 원단위로 산정된 배출부하량과 실제 하천의 

수질과는 차이가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T-N

과 T-P에 대한 취약지역 선정 시에는 부하량 

자료만으로는 한계를 가지며 유역특성 및 오염

원 특성까지의 고려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5. 우선관리 취약지역 선정

표 10과 그림 4는 지수와 부하량을 통해 취

약지역을 선정한 소유역을 비교한 표와 그림이

Rank of Dimension Index BOD Rank of Dimension Index T-N Rank of Dimension Index T-P

Rank of BOD Load Rank of T-N Load Rank of T-P Load

FIGURE 4. Rank mapping through evalu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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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수를 통해 선정된 취약지역의 최우선순위

는 오염별로 종합하여 볼 때 금구천 유역(17, 

19, 16, 14, 15 소유역)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은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점오염원 수질 

측정 시에도 타 지점에 비해 높은 수질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부하량을 통해 선정된 지역은 

오염원별로 종합하여 볼 때 금구천유역(16, 12, 

13, 15, 18 소유역)과 소옥천 상류(3 소유역), 

이백천유역(21 소유역)으로 나타났다. 금구천유

역은 앞서 지수 분석결과에서도 우선순위가 높

은 지역으로서 소유역별 산정 순위는 차이가 나

지만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3번과 

21번 소유역은 지수를 통한 분석에서는 13~18 

순위 정도를 보이고 있어 부하량을 통한 순위와

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배출부하량은 해당 유

역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으나 유역 및 오염원 

특성자료와 함께 분석하여 취약지역 선정 시 우

선순위가 타 유역에 비해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

된다.

Rank
Dimension Index Load

BOD T-N T-P BOD T-N T-P

1 17 17 17 16 12 12

2 19 19 16 18 13 13
3 16 16 19 3 16 3

4 14 15 15 13 3 16

5 15 13 18 12 21 15
6 18 12 14 19 15 21

7 1 14 1 1 1 1

8 20 22 22 14 18 18
9 12 6 12 21 10 19

10 22 20 2 15 11 10

11 13 4 13 17 14 14
12 2 18 20 2 19 11

13 6 2 3 10 2 8

14 4 1 4 11 8 17
15 3 5 6 22 17 2

16 5 3 11 20 9 9

17 11 7 21 4 22 22
18 21 21 23 9 23 20

19 10 11 5 8 5 23

20 7 23 10 6 20 4
21 23 10 8 23 4 5

22 9 9 7 5 7 6

23 8 8 9 7 6 7

TABLE 10. Sub basin number by rank

결  론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에서 

원단위법을 기반으로 한 배출부하량을 기준으로 

비점오염원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하여 왔으

나 원단위법은 하천이나 호소로 유입된 부하량

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실제 비점오염물질이 공

공수역 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비점오염원 관리가 취약한 지역의 

선정에 어려움을 도출하였다. 이에 비점오염원

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우선 관리 지역을 선정하

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유역특성과 오염

원 특성, 부하유량지속곡선법 등 많은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점오염원 취약지역 선정에 

있어 이전의 부하량 크기만을 고려한 방식과 

달리 유역 및 오염원 특성자료를 지수화 하여 취

약지역을 선정하였다. 또한, 지수 사용 시에도 지

수와 수질과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비점오염원 

수질에 영향이 있는 인자를 검토하였으며 해당 

인자만을 고려한 지수를 산정하여 취약지역을 

선정하였다. 

지수와 수질과의 상관성 분석결과, 수질 항목

별로 차이가 있으나 유의미한 상관성을 가지는 

인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인구밀도, 도시화율, 

대지면적, 기타면적 비율, CN, 논 면적 비율은 

수질과 양의 상관성을 가지고 유역면적, 경사, 

임야 면적 비율은 음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주로 인구가 밀집되거나 논‧밭 재배

지, 축사지역으로써 해당 취약지역에서 비점오

염원 관리시 양의 영향 인자는 줄이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음의 영향 인자는 늘이는 방향으로 대

책을 수립함으로서 비점오염원 관리를 추진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경사가 클수록 토사유실 

증가로 인한 수질 양의 관계가 예상되나 경사가 

작은 지역에 주로 도시 및 논‧밭 등 주 오염원이 

크게 분포하고 있어 경사로 인한 영향은 적은 

것으로 예상된다.

부하량과 수질과의 상관성 분석결과, BOD 부

하량은 수질과 유의미한 상관성을 가지나 T-N

과 T-P 부하량은 수질과 유의미한 상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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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없었다. BOD 부하량은 오염원 중 생

활계를 통해 주로 발생되는 것으로서 인구밀도

와 도시화율은 하천의 수질과도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T-N과 T-P 부하량은 토

지계로부터 주로 발생되는 것으로서 논 면적과 

대지면적 비율이 높은 유역은 실제 비점오염원

물질이 수역에 유출되는 현상과는 차이가 있음

을 보여준다. 이것은 부하량만을 이용한 유역 취

약 선정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지수를 이

용한 취약지역 선정 결과와 부하량을 이용한 취

약지역 선정 결과의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오염원별 영향인자에 지

수 평가결과는 향후 지방하천에서 비점오염 모

니터링 자료가 부족할 경우 선행 수집된 유역 

및 오염원 자료를 통해 취약성을 평가하는데 활

용할 수 있으며 유역별 평가 지수를 통해 비점

오염 관리시 우선으로 관리 가능한 인자를 파악

함으로써 해당 인자를 중심으로 비점오염원 관

리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소옥천 유역은 대청호 녹조 및 수질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심이 집

중되는 지역으로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방법 등

을 이용하여 소옥천 유역에서의 비점오염원 취

약지역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분석

할 수 있다. 또한, 그 결과를 활용하여 소옥천 

유역의 비점오염원 관리 및 대책 수립 등에 도

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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