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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비점오염원 원단위는 적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비점오염원 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

하고 있다. 그러나 비점오염원의 유출은 지역, 지형, 기후, 토지이용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 배

출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신뢰성 있는 원단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실측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0년대 초부터 비점오염 원단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수많은 문

헌과 연구에서 비점오염원 유출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3년간 낙동강 수계에서 모니터링된 비점오염원 자료를 통하여 유출모형인

SWMM(Storm Water Management Model) 구축하고 또한 구축된 모형을 이용하여 실측한 자료를 통한

EMC값과 기존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EMC값을 서로 비교함으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EMC값의

적정성 및 선행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들의 범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델링을 통하여 비점오염원 유출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실측값 및 기존 문헌에서 제시

하고 있는 EMC를 비교·분석함으로서 적정한 비점오염원의 EMC 값 범위를 파악하여 지목별 비점오염원 원

단위 산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핵심용어 : EMC, 비점오염원, 모니터링

1. 서 론

비점오염원의 유출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모니터링 지점에 대하여 강우사상에 따

른 유출 및 수질 변동 분석이 가능하며 단일지목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각각의 유출 모델링을 구

축하였다.

구축된 모형은 SWMM(Storm Water Management Model)로서 지목별 토지특성을 반영할 수 있

으며 단기 및 장기 강우 사상에 대한 모의가 가능한 유출 모형이다. 모형은 모니터링 자료를 기반

으로 구축되기 때문에 실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보정 과정을 거치며 추가되는 모니터링 자료를

통하여 재 보정 작업을 통해 신뢰성 높은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이 구축된 모형을 통하여 산정된 비점오염원 EMC값과 기존 문헌에서 분석

한 EMC값을 비교하여 비점오염원 원단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구축된

자료를 통하여 기존에 산정된 원단위와 비교·평가하여 신뢰성있는 원단위 자료를 구축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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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기존문헌에서의 EMC 조사

본 연구의 검토대상 지목인 공업지역, 과수원, 비닐하우스, 기타재배지역, 교통지역에 대하여 최

근까지 여러 연구자들이 조사한 강우사상별 시간대별 유출유량이 반영된 유량가중평균농도를 종

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문헌에서의 지목별 연구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각각의 지목별 특성을 반영한 비점오염원

유출 특성 연구에서 예를들어 농업지역처럼 논과 밭 등과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비점오염원

을 연구한 경우와 혼합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전반적인 해당지목에서의 유출특성을 구분한 경우로

구별되었다. 농업지역의 경우 혼합지역으로서의 BOD의 범위는 2.107~10.6 mg/L로 나타났으나 밭

만을 고려한 경우에서는 39.7~62.39mg/L로 그 범위가 구분되어 진다.

도시지역의 경우 공업지역과 도로, 교량 지역으로 구분되며 공업지역의 경우 BOD는 24.67mg/L,

고속도로는 4.8~50.9mg/L,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와 기타구역이 포함되는 공통지역은

11.5~35.9mg/L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지목별 EMC 범위 (단위:mg/L)

구분 BOD COD SS T-N T-P

농업지역
　공통 2.107-10.6 13.2-71.1 119.4-1393 2.66-6.9 0.12-0.48

밭 39.7-62.39 53.1-89.64 1231.2-2252.7 2.29-10.41 5.61-7.82

공업지역 24.67 23.1-178.86 2.85-199.8 4.57-12.11 0.17-2.13

고속도로　 4.8-50.9 77.2 97.6 2.57-3.13 0.04-0.41

교량　 　- 137.1 155.4 3.23-22.7 0.01-3.23

도시지역

　공통 11.5-35.9 49.4-176.5 23.4-565.43 1.82-12 0.21-2.3

단독주택 5.42-16.99 4.41-47.72 14.33-131.76 1.06-8.65 0.04-0.29

아파트 8.2-43.45 2.28-114.87 17.89-267.6 0.3-9.13 0.06-0.78

2.2 문헌, 모형, 실측 EMC값 비교

본 연구의 검토대상 지목인 공업지역, 과수원, 비닐하우스, 기타재배지역, 교통지역에 대하여 문

헌에서 제시하는 EMC와 모형, 실측에서 산정한 EMC값과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과수원의 경우 BOD, SS, T-P의 경우 각각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위내에 속하였

으며 COD, T-N의 경우 각각 -5.16～-5.61%, -29.77～-32.86%범위 외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닐하우스 지역의 경우 COD, SS, T-N의 경우 각각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위내에

속하였으며 BOD, T-P의 경우 각각 122.03~122.81% , 576.57~750.14%범위 외에 위치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의 경우 BOD, COD의 경우 각각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위내에 속

하였으며 SS, T-N, T-P의 경우 각각 132.20~132.73%, 168.37~173.69%, 609.24~630.12% 범위 외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도지역의 경우 BOD, T-P의 경우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

위내에 속하였으나 COD, SS, T-N, T-P의 경우 각각 -40.99 ~-41.09 %, -40.85 ~-40.87

%,-32.62~-37.78% 범위외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A 지역의 경우 BOD, COD, SS,

T-N, T-P의 경우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위 외에 속하였으나 COD의 경우 실측에서의 범위

가 -1.83% 정도 벗어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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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과수원

구분 EMC(mg/L) 범위내 위치(%) 비고

BOD
모형 3.853 20.56 범위내

실측 3.394 15.15 범위내

COD
모형 10.214 -5.16 범위외

실측 9.953 -5.61 범위외

SS
모형 178.612 4.65 범위내

실측 195.483 5.97 범위내

T-N
모형 1.398 -29.77 범위외

실측 1.267 -32.86 범위외

T-P
모형 0.313 53.66 범위내

실측 0.281 44.80 범위내

표 3. 비닐하우스

구분 EMC(mg/L) 범위내 위치(%) 비고

BOD
모형 12.471 122.03 범위외

실측 12.537 122.81 범위외

COD
모형 21.343 14.06 범위내

실측 20.984 13.44 범위내

SS
모형 205.496 6.76 범위내

실측 206.699 6.85 범위내

T-N
모형 4.983 54.80 범위내

실측 4.646 46.84 범위내

T-P
모형 2.821 750.14 범위외

실측 2.196 576.57 범위외

표 4. 기타지역

구분 EMC(mg/L) 범위내 위치(%) 비고

BOD
모형 3.918 21.33 범위내

실측 3.840 20.40 범위내

COD
모형 20.330 12.31 범위내

실측 20.142 11.99 범위내

SS
모형 1809.908 132.73 범위외

실측 1803.116 132.20 범위외

T-N
모형 10.024 173.69 범위외

실측 9.799 168.37 범위외

T-P
모형 2.313 609.24 범위외

실측 2.388 630.12 범위외

286



표 5. 국도지역

구분 EMC(mg/L) 위치 비고

BOD
모형 5.980 2.56 범위내

실측 4.041 -1.65 범위외

COD
모형 11.702 -41.09 범위외

실측 11.779 -40.99 범위외

SS
모형 19.913 -40.85 범위외

실측 19.894 -40.87 범위외

T-N
모형 2.387 -32.62 범위외

실측 2.358 -37.78 범위외

T-P
모형 0.081 11.07 범위내

실측 0.081 11.03 범위내

표 7. 공업지역

구분 EMC(mg/L) 위치 비고

BOD
모형 37.406 74.54 범위내

실측 34.344 68.01 범위내

COD
모형 27.182 2.62 범위내

실측 20.244 -1.83 범위외

SS
모형 30.444 14.01 범위내

실측 23.601 10.54 범위내

T-N
모형 9.342 63.29 범위내

실측 5.843 16.88 범위내

T-P
모형 1.091 47.00 범위내

실측 0.582 21.01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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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토지이용 형태별 EMC(BOD, COD, SS)

287



3. 결론

단일지목에 대하여 비점오염원 유출에 대한 유출모형을 구축하였다. 유출모형은 2007년～2009

년까지의 각 지목별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하였으며 유출과 수질 자료를 이용하여 검·보

정을 수행하여 구축하였다.

기존의 비점오염원 관련 선행연구에서 산정되었던 EMC값을 조사하여 본 연구에서 산정된 EMC

값과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과수원, 비닐하우스, 기타 지역과 같은 투수 지역의 경우 기존의 문헌

보다 EMC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지역(고속도로, 국도, 간선도로)과 공업지역과 같이 불투

수지역의 경우 기존 문헌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투수지역 원단위인 전과 답의 경우 기존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존 원단위가 과소 평가된 것으로 보이며 불투수지역

의 경우 기존보다 낮게 나타남으로서 기존 원단위가 과대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를 통해 산정된 EMC를 통해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원단위 산정을 위한 신뢰

성 구간을 선정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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