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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n Excel-based model (ROADMOD) was developed to estimate pollutant loading from the 

road and evaluate BMPs. ROADMOD employs the Chezy-Manning equation and empirical expression for 

estimating surface runoff, and power function for pollutant buildup, and exponential function for pollutant 

washoff in SWMM. The results of model calibration for buildup and washoff using observed data revealed a 

good match between the simulation results and the observed data. The long-term surface runoff and sediment 

simulated by ROADMOD demonstrated a good match with those by SWMM with 2 ~ 14% of relative error. 

The shorter sweeping interval (within 8 days) remarkably decreased sediment loads from the road.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reducing sediment loads from the road was greatly affected not only by the 

sweeping interval but also by sweeping on the day before a rainfall event. The 48% of removal efficiency 

of sediment loads from the road was achieved with 26 times of road sweeping per year when sweeping was 

performed on the day before the rainfall event. A 4-day sweeping interval showed similar removal efficiency 

(48%) with 96 times of sweeping per year. It is considered that the road sweeping on the day before a 

rainfall event could maximize the effect of reducing the non-point source pollution from the road with 

minimization of the number of road sweeping. So, the road sweeping on the day before a rainfall event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useful and 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 on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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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최근 들어 도로에서의 비 오염물질 유출에 심이 높아지

면서, 도시 비 오염원 리를 한 도로비 오염원 리

책이 별도로 수립되고 있다. 제1차 비 오염원 리 종합 책

에서는 도로⋅교량내 기우수 리 책을 제시하 으며

(Prime Minister’s Office and Ministry of Environment, 2004), 

제2차 비 오염원 리 종합 책에서는 포장도로 청소 등 도

로비 오염원 리강화와 비 오염 감형 도로설치  유지

리 지침 제⋅개정을 제시하 다(Prime Minister’s Office and 

Ministry of Environment, 2012). 

도로에서의 비 오염물질은 기오염 강하물질과 포장도

로의 마모, 자동차 매연과 타이어마모 등으로 인해 도로노면

에 축 된 퇴 물질이 주오 오염물질이다(Yeung et al., 

2003). 도로노면에 축 된 퇴 물  다량의 오염물질을 함

유하고 있는 미세입자는 강우시 쉽게 유기⋅무기 오염물질

을 형태로 수체로 유출되어 수질오염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eault et al., 2005; Herngren et al., 2006; 

Zhao et al., 2009). 도로 퇴 물의 주요 오염물질은 카드뮴, 

구리, 납, 아연 등과 같은 속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물고기를 오염에 내성이 강한 종으로 변화시키고 물고기알

과 유충의 생존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chueler, 1996).

도로에서의 비 오염물질 부하량 산정을 한 다양한 경험

식들이 제시되었으며 부분 유량과 강우강도 등과의 함수

로 표 되었다(Barrett et al., 1998; Becher et al., 2000; 

Grottker, 1987; Gupta and Saul, 1996; Irish et al., 1998; 

Saget et al., 1996). 국내의 연구사례에서는 Kim and Kang 

(2004)이 강우시 비 오염물질 부하량을 유출율과 유출계수, 

유역특성상수 등을 이용하여 경험식을 도출한 바 있다. 그러

나, 지역의 기후 인 특성과 도로의 규모에 따라 도로노면 

축 량이 상이하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서 개발된 경험식

을 범용 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재 도시에서의 

비 오염물질 측모형으로 Storm Water Management 

Model (SWMM)이 리 이용되고 있으며(U. S. EPA., 2015), 

도로를 상으로 SWMM의 용에 한 몇몇 연구사례가 보

고되고 있다. 도로에서의 강우시 기세척비율(Mass First 

Flush ratio, MFFn) 산정(Kwon et al., 2012; Kwon et al., 

2011)과 투수성 포장의 유출 감 특성 평가(Lin et al., 2015)

에 SWMM을 용한바 있다. SWMM은 도시유역을 수문  

오염물질부하량을 모의할 수 있는 상세모형으로 다량의 입

력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모형의 구축  구동에 있어서 고도

의 문성을 요한다(Shoemaker et al., 1997). Jeon and Seo 

(2018)는 비 문가라도 쉽게 도시지역의 직 유출량과 이에 

따른 비 오염물질 부하량, BMPs의 감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엑셀 기반의 도시지역 향개발기법 평가모형

(LIDMOD3)을 개발한바 있으나 부하량 산정에서 유량가 평

균농도(Event Mean Concentrations; EMCs)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에서의 비 오염물질 산정과 도로청소의 효과분

석에는 그 한계 을 가진다. 

도로청소는 도로비 오염원 리에서 요한 최 리기

법 의 하나이다. 특히, 제2차 비 오염원 리 종합 책

(Prime Minister’s Office and Ministry of Environment, 2012)

에서는 비 오염물질의 처리를 사후처리  형태에서 사

방  리로 환하는, 비 오염원 리 패러다임의 신  

환을 꽤하 으며, 이에 따라 도로청소는 도로비 오염원 

리에서 사 방  리형태로 요한 리기법  하나

이다. 본 연구에서는 엑셀을 기반으로 도로퇴 물을 3가지의 

입도분포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도로비 오염물질을 측할 

수 있는 모형(ROADMOD)를 개발하여 그 용성을 평가하

다. 도로청소 주기별 도로청소에 의해 수거된 노면퇴 물

과 노면퇴 물 부하량 감효과를 비교하여 도로청소주기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 으며, 효과 인 도로청소방안을 제안하

다.

2. Materials and Methods

2.1 ROADMOD 기본이론

2.1.1 지표유출량

ROADMOD의 지표유출모의는 난류흐름을 가정하여 Chezy- 

Manning 공식과 지표유출깊이와 표면 류깊이 사이의 경험

공식을 이용하여 모의한다(Bicknell et al., 2005). 지표유출량

은 식(1)에 의해 산정된다.

for SURMS < SURSE

     식(1)

for SURMS > SURSE

 ×

여기서, SURO는 지표유출량(in/hr), SRC는 유역추 계수(무

차원단 ), SURSM은 평균 류깊이(in), SURSE는 평형지표

류깊이(in)로 식(2)에 의해 계산되어 진다.

               
 식(2)

             식(3)

          × 식(4)

여기서, SSUPR은 지표유출에 공 되는 수분공 율(in/hr), 

SURS는 계산시작시 에서의 지표 류량(in), PSUR은 최

잠재지표 유출량(in)이다.

2.1.2 오염물질 부하량

도로의 경우 기에서의 낙진 등에 의해 오염물질이 시간

에 따라 축 되므로 건기일수가 오염물질의 축 량에 큰 

향을 다. SWMM에서는 오염물질축 량 측공식으로 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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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Power Function)과 지수함수(Exponential Function), 포

화함수(Saturation Function)로 구분⋅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

도록 하 으며, 국내 도로에서의 건기일수별 오염물질축 에 

한 연구사례를 분석한 결과 멱함수가 합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ME, 2012; Won, 2020). 오염물질 축 량 측에 

있어서 멱함수를 용하 으며 식(5)와 같다.

               


  식(5)

여기서, C1은 가능최 축 량, C2는 축 율상수, C3는 시간

지수, t는 건기일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퇴 물을 굵은입자(Coarse, 2 mm이상)와 

간입자(Sand, 63 μm∼2 mm), 미세입자(Silt and clay, 63 μm

이하)로 구분하고 식(5)에 의해서 계산된 퇴 량에서 Kang 

and Kang (2014)이 산정한 도로청소  도로퇴 물의 입자크

기별 비율(Table 1)을 곱하여 각 입자크기별 축 량을 산정

하 다. 입도별 가능최 축 량은 퇴 물의 가능최 축 량

(C1)에 Table 1의 입도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 다. Kang 

and Kang (201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로퇴 물  굵은

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1%, 간입자는 91.2%, 미세입자

는 4.7%인 것으로 보고하 다.

축 된 오염물질은 강우에 의해 유출되는데 유출되는 특성

에 따라 SWMM에서는 지수함수(Exponential Washoff), 유량

비례함수(Rating Curve Washoff), 유량가 평균농도함수

(Event Mean Concentration)등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이  

한 가지를 선택⋅ 용할 수 있다. 지수함수는 재 축 된 

오염물질의 양과 유량이 오염물질 유출에 향을 주는 함수

로써 기세척효과를 잘 모의할 수 있는 함수이다. 유량비례

함수는 유량이 오염물질 부하량에 향을 주는 함수이며, 유

량가 평균농도함수는 강우시 유출되는 농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에 의해 부하량을 계산하는 함수이다. 도로에서의 오염

물질 유출은 형 인 기세척효과를 나타내므로(Kwon et 

al., 2012; Kwon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각 입도별 강우

시 부하량을 지수함수를 사용하 으며 식(6)과 같다.

                


 

 식(6)

여기서, Wi는 각 입도별 유출부하량, C1은 유출계수, C2는 유

출지수, q는 단 면 당 유출량(mm/hr), Bi는 각 입도별 축

된 오염물질량이다.

2.1.3 도로청소

입도별 축 된 오염물질의 양에 입도별 도로청소 효율

(Table 2)을 곱하여 입도별 도로청소차에 의해 수거된 양을 

계산하 으며 식(7)과 같다. Kang and Kang (201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로노면의 퇴 물은 청소차에 의해 굵은입

자는 60.5%, 간입자는 47.1%, 미세입자는 25.8%인 것으로 

나타나 굵은입자의 수거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청소가 시행되는 다음날 그리고 강우종료 다음 날부터 

건기일수는 다시 0으로 하 다. 청소주기를 입력하면 주기

으로 도로청소가 이루어지도록 모형을 개발하 다.

                   
 식(7)

여기서, Si는 각 입도별 도로청소 수거량, Ri은 각 입도별 도

로청소 수거효율, Bi는 각 입도별 축 된 오염물질량이다.

2.1.4 비 오염 감시설

비 오염 감시설에서의 오염물질 감효과 모의는 LIDMOD3

와 동일한 방법으로 비 감시설 내에서의 유출량 감에 

의한 오염물질 감과 시설내 수질개선에 의한 오염물질 

Total
Coarse

(>2 mm)

Sand

(63 μm∼2 mm)

Silt, clay

(<63 μm)

Average 100 4.1 91.2 4.7

STD - 1.6 1.8 1.5

Maximum - 7.1 95.5 7.5

Minmum - 1.6 88.8 0.8

Source: Kang and Kang (2014)

Table 1. The percentage of each particle size of sediment accumulated on road before sweeping (unit: %)

Total
Coarse

(>2 mm)

Sand

(63 μm∼2 mm)

Silt, clay

(<63 μm)

Average 46.6 60.5 47.1 25.8

STD 11.0 22.6 11.1 37.6

Maximum 66.3 88.8 66.6 63.4

Minmum 25.0 17.4 23.7 -101.7

Source: Kang and Kang (2014)

Table 2. The removal efficiency of sediment by road sweeper for each particle size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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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하 다(Jeon and Seo, 2018). 처리

시설내 유출량 감은 식(8)과 같이 비 오염 감시설내 물

수지방정식에 의해 계산되며, 유출량 감  수질농도처리

에 의한 비 오염물질 감효과는 식(9)과 식(10)에 의해 계

산된다(Jeon and Seo, 2018).

            



  


 


식(8)

                 




×


식(9)

              







×


식(10)

여기서, dV/dt는 비 오염 감시설내 유량변화(m3/day), V는 

계산 기 류용량(m3/day), Ida는 배수구역에서의 강우시 

비 오염 감시설로 유입되는 유입량(m3/day), P는 비 오염

감시설로 직  유입되는 강우량 (m3/day), ET는 증발산량 

(m3/day), IBMP는 비 오염 감시설에서의 침투량 (m3/day), Rs

는 유출량 감에 의한 비 오염 감시설 감량, LDA는 배

수구역에서의 부하량, ES는 비 오염 감시설에 의한 유출량

감효율, RT는 비 오염 감시설의 수질처리에 의한 부하

량 감량, ET는 침 /필터에 의한 시설별 수질 감효율이다.

2.2 ROADMOD 용성 평가

노면퇴 물의 시간에 따른 축 량과 강우시 노면퇴 물 유

실량에 한 모형 보정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실측한 측정자료를 이용하 다(Kang and Kang, 2014). 0.5∼

1일 간격으로 12.5일간 측정된 단 면 당 노면퇴 물 축

량을 이용하여 ROADMOD의 노면퇴 물 축 량 련 보정

인자를 보정하 다. 두 개의 강우사상에 하여 강우 ⋅후

의 노면퇴 물량의 실측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보정하 다. 

노면퇴 물의 축 과 유실과 련된 모형의 용성은 상

오차를 사용하 으며 실측치를 참값, 측치를 근사값으로 

하 다. 상 오차는 식 (11)과 같다.

              


 × 식(11)

여기서, RE는 상 오차, Vappro는 근사값, Vtrue는 참값이다.

가상의 도로를 설정하여 SWMM과 ROADMOD을 구축하

고 연간 시간별 강수데이터와 월평균 증발산량을 모형에 입

력하여 연간 월별 유출량과 노면퇴 물 부하량을 비교하여 

장기모의에 한 ROADMOD의 용성을 평가하 다. ME 

(2012)에서 127개 지자체의 평균 도로청소주기는 3.8일인 것

으로 보고하 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로청소의 주기는 이를 

고려하여 4일로 하 다. 가상의 도로 조건은 Table 3과 같으

며 도로의 조도계수와 류깊이는 SWMM 매뉴얼의 도로 혹

은 불투수면 추천 값을 사용하 다(U. S. EPA., 2015). 연간 

시간별 강수데이터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

으며 2013년 강수데이터를 구축하 다. 장기모의에 한 

ROADMOD의 용성 평가는 상 오차와 1:1 분산도, 선형1

차 회귀식과 결정계수를 이용하 다. 상 오차에서 참값은 

SWMM의 모의값을, 근사값은 ROADMOD의 모의값을 이용

하여 식(11)을 이용하 다.

2.3 도로청소의 효과분석

2.3.1 퇴 물 입자분포

노면퇴 물의 입자분포를 분석하기 하여, 노면퇴 물을 

3가지 카테고리의 입도분포를 구분하여 모의하 다. 노면에

서의 축 은 식(5)에 의해 총량으로 축 량을 모의한 뒤 

Table 1의 축 량  각 입자크기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 는데, 굵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1%, 간입자

는 91.2%, 미세입자는 4.7%를 사용하 으며 도로청소의 입

자별 수거효율은 Table 2의 굵은입자는 60.5%, 간입자는 

47.1%, 미세입자는 25.8%를 용하 다. 

2.3.2 도로청소 주기별 노면퇴 물 부하량

도로청소 주기는 2일∼30일 간격으로 1일씩 증가하여 분

석하 다. 도로청소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를 기 으로 하

여 각 주기별 노면퇴 물 부하량 감량을 산정하여 도로청

소를 통한 노면퇴 물 부하량 감효과를 분석하고, 효율

인 노면퇴 물 부하량 감을 한 청소주기를 고찰하 다.

2.3.3 강우 날 도로청소에 의한 노면퇴 물 부하량 감

효과 분석

규칙 인 도로청소 주기와 구분하여 강우 날 도로청소를 

실시할 경우의 노면퇴 물 수거량과 노면퇴 물 부하량을 

산정하여 비교하 다. 상강우는 유출이 일어나는 최소 강

우( 류고 6 mm 이상의 강우량)를 상으로 하고, 강우 날 

노면퇴 물 축 량이 최 축 량에 도달하 을 경우에만 도

로청소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 다. 강우 날 도로청소를 실

시할 경우의 연간 도로청소횟수와 노면퇴 물 수거량, 노면

퇴 물 부하량을 구한 후, 동일한 노면퇴 물 부하량을 나타

내는 도로청소 주기일수와 연간 도로청소횟수와 비교함으로

써 강우 날 도로청소방법이 주기 인 도로청소에 비해 도

로청소 횟수 비 부하량 감량에 해 얼마나 효과 인지 

분석하 다.

Area (ha) Width(m) Slope
Depth of depression storage 

(mm)
Manning coefficient

Value 1 20 2% 6 0.015

Table 3. Properties of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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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s and Discussion

3.1 ROADMOD 개발

ROADMOD는 크게 입력시트인 General Information, 

Rainfall, Drainage Area, Parameters, BMPs와, 간계산단계 

시트인 Water Budget, NPS, Removal Efficiency, BMP 

Budget, 출력시트인 Results시트로 구분되어 있다 (Fig. 1). 

General Information 시트에서는 용 로젝트의 기본 인 

정보와 체면 , 폭, 류깊이, 기울기 등과 같은 용 상

에 한 기본 인 정보를 입력한다. Rainfall 시트에서는 시

간별 강우자료를 입력하는 곳으로 최  입력기간은 1년으로 

하 다. Drainage Area는 소유역별 도로면   비 오염

감시설 면 을 입력하며 최  10개의 소유역을 입력할 수 있 Fig. 1. The components of ROADMOD.

     

             (a) General Information sheet                                  (b) BMPs sheet

(c) Parameters sheet

Fig. 2. Screen shots of ROADM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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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MPs 시트에서는 도로비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최 리기법의 면 과 제원 등을 입력하는 곳이다. 

BMPs로서 식생수로, 식생여과 , 식생체류지, 나무여과박스, 

침윤트 치, 투수포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각 BMP별 설계

항목별 값을 입력하면 류공간을 계산한다. BMP별 설계항

목과 이에 따른 류공간 계산은 향개발기법 설계 가이

드라인(ME, 2016)을 용하 다. BMP의 항목별 제원은 

Recommended value와 User defined value로 구분하 는데, 

Recommended value는 Jeon and Seo (2018)가 추천한 값을 

사용하 으며, User defined value는 실제 모형 사용자가 입

력하는 값으로 BMP의 용량계산은 User defined value에 의

해 계산되어 진다. Parameters 시트는 모형 계산에 필요한 다

양한 입력값을 입력하는 곳으로 도로청소 주기와 제거효율, 

오염물질 축 과 유실 등과 련된 모형입력인자를 포함한 

모형입력시트이다.

Water budget시트와 NPS에서는 각 소유역별 유출량과 비

오염물질부하량을 각각 계산하는 시트이며, 도로청소에 의한 

감량은 NPS에서 계산된다. BMP Budget시트에서는 Water 

budget에서 계산된 소유역별 유출량과 BMPs에서 계산된 

BMP별 류용량에 의해 BMP에 의해 감된 유출량 감효율

(ES)을 계산하는 시트이다. Removal Efficiency에서는 NPS에

서 계산된 비 오염물질부하량과 Parameters 시트의 BMP별 

수질 감효율을 이용하여 소유역별 수질 감효율(ET)를 계산

하여 BMPs 용 후의 비 오염물질 부하량을 계산한다.

Results시트에서는 모형에서 모의된 유출량과 비 오염부

하량, 도로청소에 의해 수거된 퇴 물량 등 다양한 모형의 

결과를 출력한다.

3.2 ROADMOD 용성 평가

3.2.1 퇴 물 축   강우시 유실

Kang and Kang (2014)의 시간별 도로노면 퇴 량 실측자

료를 이용하여 식(5)를 보정한 결과는 Fig. 3과 Table 4와 같

다. 시간에 따른 도로노면의 축 량 실측은 지 으로 옮겨 

가면서 측정하기 때문에 같은 지 에서 측정할 수 없다. 

한 비교  굵은입자의 퇴 물이 단 면 당 퇴 물량에 큰 

향을 미치기 된다. 이러한 도로노면 퇴 물량의 실측에서

의 한계 을 고려할 때, 도로노면 퇴 물 축 은 멱함수에 

의해 결정계수 0.74로 히 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한계축 량은 12.5일 측정기간으로 결정짓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Fig. 3(a)의 마지막 3개의 측정자료에서 정 을 나타

내었으며 3개 측정값을 평균값인 432.9 kg/ha를 최 한계축

량으로 결정하 다.

강우시 유실 보정을 해 Kang and Kang (2014)이 측정한 

강우 ⋅후의 퇴 물량을 이용하 다. 강우 후의 도로노면 

퇴 량 측정은 건기시의 측정보다 더욱 힘들기 때문에 가용

할 수 있는 2개의 자료를 이용하 으며 실측치와 측치는 

Table 5, 식(6)의 보정값은 Table 6과 같다. 두 개의 강우의 

총량은 각각 46.4 mm, 6.8 mm 으며, 강우사상 46.4 mm의 

강우  노면퇴 물량은 688 kg/ha 으며 강우후 실측 퇴

물량은 411.3 kg/ha, 측 퇴 물량은 400.0 kg/ha로 상 오

C1 C2 C3

Calibrated values 432.9 532.8 0.79

Table 4. Calibrated buildup parameters for equation (5)

(a) Elapsed time

            

(b) Scatter plot

Fig. 3. Comparison between the observed and simulated dust and dirt buildup on the road.

Date
Amount of rainfall

(mm)

Dust and Dirt before 

rainfall event (kg/ha) 

Dust and Dirt before rainfall event 

(kg/ha)
relative error 

(%)
Observed Simulated

Jun. 1∼4, 2014 46.4 668 411.3 400.0 -2.7

Oct. 15∼16, 2014 6.8 416.8 415.8 413.5 -0.6

Table 5. Relative errors between the observed and simulate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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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우사상 6.8 mm의 강우 ⋅

후 실측 퇴 물량은 각각 416.8 kg/ha, 413.5 kg/ha 으며 강

우 후 측퇴 물량은 413.5 kg/ha로 상 오차 –0.6%인 것

으로 나타났다. 두 강우사상에 하여 상 오차 ±3% 이내로 

비록 제한된 측정자료이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된 ROADMOD

는 퇴 물 유실을 히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 ROADMOD와 SWMM의 장기모의 비교

ROADMOD와 SWMM의 연간 총 지표유출량과 노면퇴

물 부하량의 모의결과는 Table 7과 같다. 연간 총 지표유출

량과 노면퇴 물 부하량에 한 상 오차는 각각 14%, 2%

인 것으로 나타나 ROADMOD 한 연간유출량과 노면퇴

물의 부하량을 잘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OADMOD와 SWMM에 의해 모의된 월별 지표유출량과 

노면퇴 물 비 오염부하량을 비교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ROADMOD의 월별 모의결과는 SWMM의 모의결과와 유사

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지표유출량과 노면퇴 물 부하량 

모의 결과에 한 결정계수는 각각 0.99,0.81인 것으로 나타

났다(Fig. 5).

3.3 도로청소 효과분석

3.3.1 퇴 물 입자분포

청소주기를 4일로 가정했을 경우의 강우시 노면퇴 물 부

하량과 도로청소에 의한 수거퇴 물의 입도분포별 차지하는 

비율은 Table 8과 같다. 연간 총 노면퇴 물 부하량은 

1,772.7 kg/ha이며 이  2.9%(50.9 kg/ha)가 굵은입자이며, 

89.4%(1,584.7 kg/ha)가 간입자, 6.4%(112.6 kg/ha)가 미세

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차에 의한 연간 총 노면퇴 물 

수거량은 15,834.0 kg/ha이며 이  4.8%(763.8 kg/ha)가 굵

은입자이며, 89.4% (1,584.7 kg/ha)가 간입자, 6.4% (112.6 

kg/ha)가 미세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하게 노면에서 

퇴 되는 퇴 물의 입자크기별 비율과 강우시 노면퇴 물의 

유출량의 입자크기별 비율을 비교하면, 굵은입자는 노면퇴

물 축 량 4.1%에서 노면퇴 물 부하량 2.9%로, 간입자는 

91.2%에서 89.4%로 비율 인 측면에서 감소한 반면, 미세입

자는 4.7%에서 6.4%로 증가하 다. 이는 도로청소시 입자크

　 Surface runoff　(mm) Sediment load (kg)

ROADMOD SWMM RE ROADMOD SWMM RE

Annual 757.0 666.7 14% 1,734.0 1,696.0 2%

Table 7. Comparison between annual surface runoff and sediment load by ROADMOD and SWMM

C1 C2

Calibrated values 0.015 0.9

Table 6. Calibrated washoff parameters for equation (6)

    

Fig. 4. Comparison between surface runoff and sediment load simulated by ROADMOD and SWMM.

Total
Coarse

(>2 mm)

Sand

(63 μm∼2 mm)

Silt, clay

(<63 μm)

Sediment loaded by storm water 1,772.7
50.9

(2.9%)

1,584.7

(89.4%)

112.6

(6.4%)

Sediment collected by sweeper 15,834.0
763.8

(4.8%)

14,629.8

(92.4%)

440.4

(2.8%)

Table 8.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the sediment collected by the sweeper and loaded by stormwater (unit: kg/ha)



강희만⋅전지홍

한국물환경학회지 제37권 제2호, 2021

110

기별 수거효율이 향을 미쳤는데, 굵은입자와 간입자의 

수거효율은 평균수거효율인 46.6%보다 높은 수거효율을 나

타내어 더 높은 비율로 수거되었기 때문이며, 미세입자는 평

균수거효율보다 낮은 수거효율을 나타내어 더 낮은 비율로 

수거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수거된 퇴 물의 입자크기별 비

율에서도 잘 설명이 되는데, 굵은입자와 간입자의 비율은 

퇴 물 축 비율보다 높은 값은 각각 4.8%, 92.4%를 나타내

었으며, 미세입자의 비율은 축 비율보다 낮은 값인 2.8%를 

나타내었다. 일반 으로 도로노면퇴 물에 오염물질이 흡착

되어 있으며 미세입자에서 상 을 높은 속 농도를 나

타내는데, Kang and Kang (2014)의 연구에 따르면 속 

15개 항목  불검출된 Cd와 Ag를 제외한 모든 수질항목에

서 미세입자(<63 μm)가 굵은입자(>2 mm)와 간입자(63 μ

m∼2 mm)보다 상 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고 보고

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비 오염원 리입장에서는 도로청

소의 경우 수거율이 25.8%로 가장 낮은 미세입자 수거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도로에서의 비 오염부하량을 효율 으로 

감시키는 방법  하나이다.

3.3.2 도로청소 주기별 노면퇴 물 부하량

도로청소 주기에 따른 도로청소차에 의한 노면퇴 물 수거

량 모의 결과는 Fig. 6과 같다. 도로청소 주기 8일을 기 으

로 8일 이내의 경우 청소주기가 짧을수록 수거되는 노면퇴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8일 이상의 

주기에서는 청소주기의 변화에 따른 노면퇴 물량의 변화는 

상 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 물 축 량은 

Fig. 3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 기에는 상 으로 높

은 축 량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도로청소주기가 길어질수록 연간 노면퇴 물 부하량은 증

가하는 경향을, 도로청소에 의한 노면퇴 물 감효과는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7). 도로청소 주기를 2일∼30일 

사이로 할 경우 노면퇴 물 부하량은 3∼71%의 감효율을 

나타내었다(Table 9). 노면퇴 물 부하량은 노면퇴 물 축

량에 비해 그래 가 매끄럽지 못하고 상 인 변동성을 나

타내었다. 

도로청소주기 8일을 기 으로 8일이내의 청소주기에서는 

청소주기가 짧을수록 노면퇴 물의 제거효율이 크게 증가하

Fig. 6. Amount of sediment collected by sweeper according

to sweeping interval.

Fig. 7. Removal efficiency and sediment loads from the 

road according to sweeping interval.

     

Fig. 5. Scatter plots of simulated surface runoff and sediment load by ROADMOD and SW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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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일 이상의 청소주기에서는 제거효율

은 상 으로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

로청소주기를 최소 8일 이내로 할 경우 노면퇴 물 부하량

을 효율 으로 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ME 

(2012)의 청소주기에 따른 총부유물질 감효율을 분석한 결

과에 의하면 청소주기가 10일 이상이 되면 노면퇴 물 배출

부하량의 개선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 다. Kang et al. 

(2012)은 고속도로의 청소 주기에 따른 노면퇴 물의 축 량

을 평가한 결과 4∼6일 사이의 도로청소주기가 강우시 노면

퇴 물 부하량을 감시키는데 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3.3.3 강우 날 도로청소에 의한 노면퇴 물 부하량 감

효과 분석

비 오염부하 측면에서 짧은 도로청소 주기뿐만 아니라 강

우 날 도로청소는 도로노면에 쌓인 퇴 물의 양을 최소화

하여 강우시 노면퇴 물 유출을 효과 으로 감시킬 수 있

다. Table 10은 도로청소 주기 25일과 26일인 경우의 강우

날 청소가 이루어진 횟수와 이에 따른 노면퇴 물 수거량 모

의 결과를 나타낸 결과이다. 두 경우 모두 연간 14회의 도로

청소가 시행되었으며, 이  25일 주기의 도로청소는 강우

날 도로청소가 1회 시행되어 162.7 kg의 노면퇴 물이 강우

날 수거된 것으로 모의되었다. 이에 반해, 도로주기가 1일 

더 긴 26일의 경우 강우 날 도로청소가 4회 시행되어 

1,009.5 kg의 노면퇴 물이 수거되었다. 청소주기 26일의 강

우 날 4회 수거량 모두 수거직 의 퇴 물이 최 퇴 량에 

도달한 후 도로청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강우 날 도

로청소에 의해 수거된 량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26일 주기의 도로청소는 11일 주기의 도로청소

를 제외하고 9일∼30일 도로청소 주기  강우시 노면퇴

유출량의 감효과(13%)가 가장 높은 것으로 모의 되었다

(Table 9). 

노면퇴 물의 최 축 량인 432.9 kg/ha에 도달한 경우 유

출이 발생하는 강우사상(강우량 6mm이상)의 강우발생 날 

도로청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의 모의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강우발생 날 도로청소가 이루어질 경우 강우시 

노면퇴 물 부하량은 1,702.2 kg/ha, 수거 노면퇴 량은 

5,250.5 kg/ha이며, 연간 26번의 도로청소가 이루어진 것으

로 모의되었다. 4일 간격의 도로청소방법이 강우시 노면퇴

물 부하량 1753.9 kg/ha로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때 

연간 91번의 도로청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 물수

거량을 기 으로 하 을 경우 14일 간격의 도로청소방법이 

연간 5187.2 kg/ha로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으며 연간 26번의 

도로청소를 필요로 하 다. 강우 날 도로청소 방법은 비

오염 감효과 측면에서 매우 효율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우 날 도로청소는 14일 간격의 도로청소 방법과 동일한 청

소횟수인 26회가 이루어진 반면 4일 간격의 91회 도로청소

횟수와 동일한 노면퇴 물 감효과를 나타내었다. 횟수만을 

고려하 을 경우 연간 65회 도로청소 하지 않아도 동일한 

감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4.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도로노면 퇴 물의 축 과 강우시 유실, 최

Sediment load (kg/ha) Collection sediment (kg/ha) Number of sweeping

Sweeping on the day before rainfall 1,702.2 5,250.5 26

4-day interval 1,753.9 15,922.6 91

14-day interval 2,446.2 5,187.2 26

Table 11. Comparison between the amount of sediment load and sediment collected by sweeping on the day before rainfall 

and periodic sweeping

Sweeping interval Number of total sweeping
Number of sweeping the 

day before rainfall
Amount of collected sediment (kg)

25-day 14 1 162.7 kg

26-day 14 4 1,009.5 kg

Table 10. Comparison between the amount of collected sediment according to 25- and 26-day sweeping interval

Interval

(days)

Removal 

efficiency

(%)

Interval

(days)

Removal 

efficiency

(%)

Interval

(days)

Removal 

efficiency

(%)

2 71 12 19 22 4

3 50 13 19 23 10

4 43 14 21 24 11

5 26 15 12 25 3

6 32 16 17 26 13

7 35 17 10 27 2

8 32 18 10 28 10

9 12 19 7 29 4

10 13 20 5 30 8

11 15 21 20 - -

Table 9. Removal efficiency of sediment loading from the 

road according to the sweeping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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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법, 도로청소 등에 의한 도로 비 오염부하량을 모

의할 수 있는 ROADMOD를 개발하여 도로청소 주기와 강우

날 도로청소에 의한 강우시 노면퇴 물 부하량  감효

과를 분석하 다.

ROADMOD는 HSPF와 SWMM의 유출량과 오염물질의 

축 과 유실과 련된 기본공식을 사용하여 개발하 으며, 

엑셀기반의 모형으로 사용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

발되었다. 세계 으로 리 사용되고 있는 SWMM의 경우 

노면퇴 물의 입자크기의 구분이 없으며, 도로청소는 주기

인 도로청소만 고려되며 사용자 정의에 따른 불규칙 인 도

로청소는 고려할 수 없다는 단 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개

발된 ROADMOD는 노면의 퇴 물을 굵은입자(>2 mm), 

간입자(63 μm∼2 mm), 미세입자(<63 μm)로 구분하여 모의

하도록 개발하 다. 한 도로청소의 경우 주기 인 도로청

소와 비주기 인 도로청소(사용자가 직  청소 유무를 입력)

를 고려할 수 있다. 모형의 용성 평가결과 노면퇴 물 일

별 축 량에 하여 ROADMOD의 측값과 실측값의 결정

계수는 0.73을 나타내었다. 매우 한정된 실측자료의 강우 ⋅

후 노면퇴 물량을 이용하여 ROADMOD의 노면퇴 물 유

실공식에 한 용성을 평가한 결과 실측치와 측치의 상

오차는 약 3%내외인 것으로 나타나 노면퇴 물의 축 과 유

실 련 모의는 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SWMM과

의 1년간(2013년)의 장기간 모의결과를 이용하여 ROADMOD

의 장기모의에 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연간 유출량의 상

오차 14%, 강우시 노면퇴 물 부하량의 상 오차 2%를 나타

내어 장기모의에 하여 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입도분석결과 축 퇴 물의 경우 간입자가 가장 큰 비율

을 나타내었으며, 미세입자가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도로청소의 효율은 굵은입자, 간입자, 미세입자 순으로 도

로청소 후 남은 입자가 강우시 유출할 경우 굵은입자와 간

입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미세입자의 비율은 증가하여 체

입자의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인 측면에

서는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는 2 mm이하의 간입자와 

미세먼지와 다량의 오염물질이 흡착되어 있는 미세입자의 

도로청소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도로비 오염 감 책  

하나로 추천할 수 있다. 도로청소 주기별 노면퇴 량 감효

과를 분석한 결과 8일 이내에서 청소주기가 짧을수록 노면

퇴 물 부하량 감효과가 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나 효율 인 노면퇴 물 부하량 감을 해서는 도로청소

주기를 8일 이내로 추천한다. 노면퇴 물 부하량 감효과는 

도로청소의 주기뿐만 아니라 강우사상 날의 청소유무에 

따라 크게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이 발생하는 

강우량이상의 강우사상 날 노면퇴 량이 최 축 량일 경

우 연간 26회의 도로청소를 시행할 경우 43%의 감효과를 

나타내었다. 노면퇴 물 부하량 감효과측면에서는 4일주

기 연간 96회의 도로청소를 실시한 경우와 유사한 효과를 나

타내었으며, 퇴 물 수거량 측면에서는 14일 주기의 도로청

소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우직 의 도로청소

는 도로청소의 횟수는 작은 반면 비 오염부하량의 감효

과를 극 화할 수 있다는 에서 도로비 오염원 리 책 

 하나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재 도시비 오염물질 모의에 리 사용되고 있는 SWMM

의 경우 상세한 모의가 가능하나 모형구동에 고도의 문성

을 필요로 하며 도로청소 모의의 경우 주기 인 청소만 반

할 수 있으나 불규칙 인 도로청소는 모형에서 반 할 수 없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ROADMOD의 경우에는 주기 인 

청소뿐만 아니라 비주기 인 청소 효과를 반 할 수 있으며 

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엑셀 기반으로 개발되어 보

다 폭넓은 실무진들의 사용이 가능하다. 추후 추가 인 실측

자료를 이용한 모형의 용성 평가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ROADMOD를 이용하여 보다 효과 인 도로비 오염원 

리를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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