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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troduces a model of territorial analysis on Chungcheongnam-do Nonsan-chun valley area, which gives an 
example of a method of selecting the management area for non-point pollution source from land use to help eliminate its 
source. High discharge load per unit area signify high level of land ratio with high level of basic unit of development load 
(including factory sites, school sites, roadways), which mean that there are a significant level of urbanization. It is these areas 
with the examination of the water quality of the nearby river that should be considered as the management area for non-point 
pollution source. Thus, the management area for non-point pollution source should be sought in areas with high discharge load 
per unit area and high density of water pollution area. When level of drainage is high the pollution density level is relatively 
lower, and when the level of drainage is low the density level is relatively higher. The level of pollution from non-point 
pollution source is much lower with more water flowing through. The possible non-point pollution source areas that were 
selected with these standards were then examined with the distance from the river, the slope angle, land usage, elevation, BOD 
discharge density load, T-N discharge density load, T-P discharge density load, and were given a level one through five. Out of 
the possible areas Nonsan-si Yeonmu-eup Anshim-li was the densest area, and it was given level one. The level one area 
should be examined further with the field analysis to be selected as the actual management area for non-point pollution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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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재 우리나라 하천의 오염원에서 공공처리시설의 방류

수질 기 강화로 인해 오염원의 하･폐수처리시설 등이 

확충되고 방류수의 농도가 꾸 히 개선됨에 따라 오염원

에 의한 수질 리는 실효성을 얻고 있지만, 하천이나 호소 

등의 수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비

오염원으로부터 기강우에 의한 하천으로의 고농도 오

염물질의 유출로 인해 하천  호소의 수질오염이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다(이 수, 2008).
우리나라 비 오염원 리의 법률  체계는 “수질  수

생태계 보 에 한 법률 “제 4조(환경부, 2008)에 규정하

고 있으며, 동법 54조에는 비 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

유출수로 인하여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 ,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한 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리할 수 있

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비 오염 리지역은 소양호(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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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도암호(1개 군), 임하호(3개 시･군), 주 역시  지

역이 지정되어 있다. 2009년 재 4 강(한강, 낙동강, 
강, 산강․섬진강)수계에 비 오염 감시설이 총 43개소

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어 운  에 있으며, 충청

남도에는 6개의 시설인 설치되어 운  이다(환경부, 2005). 
부분의 비 오염물질 감시설은 비 오염원 배출이 많지 

않은 농업배수나 하천수를 처리하거나 심지어는 축산배수

를 처리하는 시설로 운 되거나 거의 운 이 되지 않고 있

는 실정이다(이상진 등, 2009).
본 연구에서는 비 원 리지역 선정에 향을 주는 주요

소를 GIS 첩에 의해 가 치를 부여함으로써 인력과 시간, 
비용이 요구되는 비 배출부하량 모니터링을 직 으로 

실시하지 않고 비 오염원 리지역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상 지역

선행 연구를 문헌 심으로 분석하 고 비 오염원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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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cation (b) Small watershed

Fig. 1. Sampling location.

경 련 GIS 등에 한 내용을 을 두고 연구하 다. 연
구 상 지역은 강에 유입되는 충청남도 논산천 유역을 

상으로 선정하 다. 논산천은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산 서

쪽과 논산시 연산면 산지에서 발원하여 논산시내를 지나 

강으로 흘러드는 하천으로, 유로길이 32.6 km, 유역면  

527.11 km2이다. 논산천 유역은 논산시 체 면 의 86.7%
에 해당되면 수질오염총량 리제에서 논산A단  유역으로 

분류된다. 체 소유역 수는 33개소로 단 유역의 BOD 목
표수질 농도는 4.0 mg/L이다(환경부, 2009).

2.2. 평가 하천의 수질  유량 측정

조사 시기는 2008년 1월 ~ 12월까지 1년 동안 7 ~ 8일 간

격을 두어 측정하 고, 조사지 은 Fig. 1과 같이 충청남도 

논산지역의 지류하천 12개 지 을 측정하 다. 조사방법 

유량은 유속-면 법, 수질은 유량 측정시 동일 시료를 채수

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 2009)에 따라 분석하

다. 수질분석항목은 BOD, COD, SS, T-N, T-P로 실험하

다. 한 유기물을 나타내는 간 지표로 BOD 분석결과를 

이용하 다.
한, 환경부 수질 측정망으로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북오리 강경 교에 치한 논산A(논산천, 강경천, 흥천 

합류지 )에서 2007년 ~ 2008년까지 총2년 동안 측정한 수

질  유량 자료를 활용하 다(환경부, 2009).

2.3. 비 오염물질 발생·배출량 산정 방법

비 오염물질 발생 배출 산정 방법은 생활계, 축산계, 산
업계, 양식계, 매립계, 토지계의 원단 를 용하여 산정하

나 이 논문에서는 축산계와 토지계 원단 를 용하여 산

정하 다. 토지계 발생부하량에 한 실측조사가 어려울 경

우에는 각 지목별( , 답, 임야, 지, 기타) 면 과 지목별 

연평균 발생부하원단   강우배출비를 용하여 다음의 

식으로 월별 발생부하량을 개략 으로 산정할 수 있다(국
립환경과학원, 2008). Table 1은 토지계 지목별 연평균 발

생부하원단 이며 축산계의 원단 는 기술하기가 복잡하여 

본 연구에는 생략하 다.

토지계발생부하량
지목별면적×지목별연평균발생부하 원단위×강우배출비

(1)

강우배출비 월간일수 
연간일수 ×월유효강우량비  (2)

월유효강우량비
일 이상강우고의 강우량 연합계
일 이상강우고의 강우량 월합계  (3)

한편, 축산계 비 원배출량은 다음식에 의해 구하여 지는

데 축산계배출원 직 이송 계수는 젖소, 한우, 말, 돼지의 

경우 처리구역은 오수 량자원화 0, 기타 1로, 미처리구연

은 0, 기타 축족은 0으로 산출하 다.

축산계개별배출량점비점 배출원별 발생량개별삭감량직접이송량관거유입량 (4)

축산계배출원직접이송대상량배출원직접이송대상계수×축산계배출원발생량 (5)

축산계배출원직접이송비

축산계배출원직접이송대상량
환경기초시설연평균축산계분뇨직접이송량  (6)

축산계배출원직접이송량축산계배출원직접이송비×축산계배출원직접이송대상량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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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nual average production unit load by land use
(unit : kg/km2․day)

Land use type BOD T-N T-P
Field 1.59 9.44 0.24

Paddy field 2.30 6.56 0.61
Forestland 0.93 2.20 0.14

Building site 85.90 13.69 2.10
Others 0.960 0.759 0.027

2.4. 지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첩(Overlay)분석은 다수개의 지

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운 지도를 만드는 방법으로 각

각의 지도 특성을 갖는 새로운 지도를 생성하는 방법이다. 
논산천 유역의 하천근 도, 경사도, 토지이용도, 표도, 배출

부하 도(BOD, T-N, T-P)를 활용하여 각각의 분석 가능한 

이어를 구축하고 GIS의 첩 기능을 활용하여 비 오염

원 리지역을 선정하고자 한다. GIS의 공간분석기능은 

심  설정, 수치  분석으로 면  는 길이 산출 등이 있

다. 이는 폴리곤(polygon)의 면  계산이 가능하고 폴리곤

을 둘러싸고 있는 길이를 산출할 수 있다(이 수, 2008). 
자료는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각 시군 자료를 이용하여 사

용하 다.
하천근 도, 경사도, 토지이용도, 표도, 배출부하 도(BOD, 

T-N, T-P)에 따른 분류를 하고 가 치를 부여한 뒤 우선순

를 결정해야 한다. 토지이용형태별 선정의 우선순 는 기

타지역(내륙수, 기타나지, 기타재배지), 목장용지, 천지 

논, 밭, 공공시설지역(종교 용지, 학교 용지, 체육용지, 사
지), 주거시설지역(주거, 공업, 상업, 락, 교통, 공공시설

지역 등)의 순으로 가 치를 부여하 으며, 표고는 1 ~ 860 
m까지 총 30등 으로 구분하고 고도가 낮은 지역이 선정

지역으로 유리하므로 가 치를 부여하 고, 경사도는 0 ~
71%까지 총 30등 으로 구분하 고 경사가 할수록 유출

속도가 증가하여 비 오염물질의 유출이 증가하므로 높은 

가 치를 부여하여 GIS 모형도를 구축하 다. 한 하천근

도는 법정하천에 멀리 떨어진 지역이 선정지역으로 유리

하므로 가 치를 부여하 으며(강용태 등, 2007), 배출부하

도는 BOD 0 ~ 53.6 kg/일･km2까지 총 30등 , T-N 0 ~
29.8 kg/일･km2로 총 30등 , T-P 0 ~ 3.0 kg/일･km2까지 

총 30등 으로 나 어 각 항목별로 GIS 모형도를 구축하

다(환경부, 2002).

3. 결과  고찰

3.1. 배출부하 도 산정

강우시 유역 내 비 오염물질 유출량(배출부하량)의 실측

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으로 ‘제2단계 

수계오염총량 리기술지침’에 따라 산정한다. 비 오염원단

는 단 시간당 단 토지면 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양을 

말하므로(최지용과 신창민, 2002) 비 오염물질 배출량은 

, 답, 임야, 지, 기타로 구분된 지목별 연평균 발생부하

원단 를 이용하여 산출하 다. 토지지목별 비 오염물질 

발생량 원단 를 용하여 일평균 발생량을 산정한 후 365
일을 곱하여 연간 발생부하량을 산정한다(국립환경과학원, 
2008). 산정한 연간 발생부하량  10%는 강우량이 없거나 

10 mm/일 미만 강우 일에 배출되고 90%는 월별 강우배출

비에 따라 배출되어 발생량은 모두 공공수역으로 배출된다

는 가정하에 산정하는 식이므로 일일 발생량과 배출량이 

결국 같아지게 된다(이상진 등, 2009).
축산계 오염물질의 배출성상은 액상의 폐수와 고형물로 

세분한다. 폐수는 가축의 뇨와 세정수  세정수에 포함되

어 폐수화되는 가축의 분으로, 고형물은 세정수에 의해 폐

수화 되는 부분을 제외한 가축의 분으로 한다(국립환경과

학원, 2008). 축산계 발생 부하량은 비료/퇴비화로 농경지

에 비료/퇴비로 뿌려져 다시 토지 발생부하량으로 환되

므로 축산계 발생 부하량을 산출하 다. 본 연구의 경우에

는 비 부하량을 상기와 같은 이유로 토지계와 축산계를 

합하여 산정하게 되었다.
논산천 유역의 소유역별(논산A01 ~ A33) 비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산정결과를 토 로 소유역별 면 을 가 인자

로 고려하여 단 면 당 배출부하량을 산출한 결과 BOD의 

경우 12.7 kg/일･km2이었다. 소유역별로 살펴볼 때, 논산

A32, 논산A31, 논산A29 순으로 높았으며, 논산A10, 논산

A11, 논산A12 지역 등이 낮았다. 단 면 당 배출부하량이 

높은 것은 발생부하량 원단 가 높은 지(공장용지, 학교

용지, 도로 포함)의 토지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도시화의 진

행이 비교  많은 이유일 것으로 단된다.

3.2. 비 오염물질 배출과 방류수역의 상 성

논산천 유역에 한 수질 황을 종합 으로 조사하여 수

질변화 추세를 악하 다. 환경부에서 국을 상으로 수

질측정망을 운  이며, 그  논산A 지  2007년 1월부

터 2008년 12월까지 2년 동안 측정한 유량  수질 분석 

결과를 토 로 분석한 것이다(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2009).
Fig. 2는 논산A(2007년) 유량  BOD 분석결과이고 Fig. 3

은 논산A(2008년) 유량  BOD 분석결과이다. 연  최고 

높은 수질을 기록하는 시기는 5월로 나타났으며, 강우로 

인하여 유량이 증가한 시기이다. 체 으로 유량이 증가하

는 풍수기에 BOD 농도는 낮게 분석되었고, 유량이 은 

수기에는 상 으로 BOD 농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풍수기는 비 오염원배출량 증가보다 유량이 월

등히 높아 하천의 수질이 낮아 지지만 5월의 강우에 의한 

비 배출부하량 증가는 유량의 증가율을 과하여 수질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4 ~ 5월에 발생하는 강우유출수의 

경우 년 9월 이후부터 지속 으로 축 된 유기물질이 배

출되지만, 풍수기의 경우 잦은 강우 유출은 SS가 지속 으

로 증가할지라도 유기물 축 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질

은 양호한 것으로 단된다. Table 2는 논산 A지 의 평균 

유량과 수질의 분석결과이다.
Table 3은 논산천 유역의 지천의 평균 유량과 수질을 

2008년 1월 ~ 12월까지 1년 동안 7 ~ 8일 간격을 두어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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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verage flow and the water quality result in Nonsan A point
Point Flow (m3/s) BOD (mg/L) COD (mg/L) T-N (mg/L) T-P (mg/L)

Nonsan A (2007) 15.719 3.1 6.4 5.883 0.201
Nonsan A (2008) 8.376 4.4 7.6 6.626 0.208

Fig. 2. Variation of flow and BOD concentration on Nonsan A point (2007).

Fig. 3. Variation of flow and BOD concentration in Nonsan A point (2008).

Table 3. Average flow and water quality in Nonsan chun area (2008)
Watershed name Flow (m3/s) BOD (mg/L) COD (mg/L) T-N (mg/L) T-P (mg/L)

Nosung chun 0.621 1.5 4.0 3.428 0.091
Kangkyung chun 1.943 6.0 8.9 11.644 0.325

Suksung chun 1.071 5.3 8.3 8.282 0.580
Nonsan chun 4.772 3.5 6.2 6.950 0.190

하여 분석한 결과의 평균치를 나타낸 표이다. 논산A와 마

찬가지로 유량이 증가하는 풍수기에는 BOD 농도는 체

으로 낮게 분석되었고, 유량이 은 수기에는 상 으로 

BOD 농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한 비 오

염원배출량도 논산A 지 과 거의 유사한 경향을 띠었다.
Fig. 4는 측정지 별 하천유량의 최고량을 100%로 설정

한 유량순 율을 왼쪽 Y축에 표 하고, 유황조건에 따른 

각하천의 BOD 농도를 평균하여 Y축 오른쪽에 표 하여 

나타낸 유량과 BOD와의 계이다.
BOD농도의 경우 일반 인 하천에서는 유량이 증가할수

록 농도가 낮아지고, 하천유량이 은 시기에는 농도가 높

아진다. 부분의 하천에서 강우로 인한 하천유량이 증가하

는 풍수기에는 강우로 인한 비 오염물질의 유출량이 증가

하는 비율보다 유량 증가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하천의 농

도가 낮아지고, 반 로 강우량이 어지는 갈수량 시기는

Fig. 4. Relationship of flow and BOD concentration.

비 오염물질 유출량이 거의 없어지지만 하천유량이 격

히 감소하여 오염물질의 향이 지배 으로 나타나기 때

문에 유기물 농도가 높아진다(이상진 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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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nd use type (b) Elevation

(c) Land slope (d) Distance from river

Fig. 5. GIS model of analysis result.

3.3. 지분석 방법과 상지역 용

분석결과를 토 로 주요 배출원에 한 비 오염원 리

지역선정을 하여 등 기 을 용하여 평가하 고, 다양

한 조건에 한 우선순 를 제시하여 GIS 모형 분석도를 

구축하 다. Fig. 5는 유역면 내 토지이용형태, 표도, 경사

도, 하천근 도, BOD, T-N, T-P의 배출부하 도에 한 각

각의 가 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GIS 모형도이다. 상 으

로 진한색이 가 치가 높은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3.4. GIS의 첩에 의한 분석모형도 구축방법

Table 4는 비 오염원 리지역 선정 시 필요한 향요

소인 하천근 도, 경사도, 토지이용도, 표고, 비  배출부하

도(BOD, T-N, T-P)에 하여 다양한 가 치를 부여하여 

조건(CASE)별 모의 조건표 작성하 다. 여기서 1, 5의 의

미는 가 치를 의미하며 다른 비율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나타나는 결과를 통하여 비 오염원 리지역을 선정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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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BOD non-point discharge load density (f) T-N non-point discharge load density

(g) T-P non-point discharge load density

Fig. 5. GIS model of analysis result (continued).

Table 4. Simulation condition by weighting
Location River Slope Land DEM BOD T-N T-P
CASE 1 1 1 1 1 1 1 1
CASE 2 5 5 5 5 5 5 5
CASE 3 5 1 1 1 1 1 1
CASE 4 1 5 1 1 1 1 1
CASE 5 1 1 5 1 1 1 1
CASE 6 1 1 1 5 1 1 1
CASE 7 1 1 1 1 5 1 1
CASE 8 1 1 1 1 1 5 1
CASE 9 1 1 1 1 1 1 5

CASE 10 5 1 5 1 5 5 5
CASE 11 1 5 1 5 1 1 1

앞에서 제시한 7개의 향요소(하천근 도, 경사도, 토지

이용도, 표고, BOD, T-N, T-P)를 각각의 CASE별 가 치를 

용하여, GIS 첩을 통하여 분석모형도를 구축하는 과정

을 통해 각각의 모형분석도간에 같은 치의 셀과 셀간의 

연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CASE별 가 치를 첩시켜 최종 

도면의 셀에는 첩 되어진 이어들의 셀에 배당된 속성 

값들 간의 결과가 새로운 값으로 주어지게 된다. 이 값을 

이용하여 다시 5등 으로 구분하여 나타냈으며, 1등 지가 

최상에 비 오염 리지역 선정지역이므로 이러한 결과를 

그림으로 표 하여 분석모형을 구축하 다. 를 들어보면 

CASE 1의 경우 조건별로 구분하지 않고, 7개의 조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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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imulation result of CASE 1.

를 동등하게 1배씩 가 치를 용하여 모형 분석도를 조합

한 것으로 논산천 유역내 비 배출부하 도에 많은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색깔

별로 밝기를 표 하여 짙은 경우는 1 지, 은 경우는 5
지로 나타냈으며, 7개의 조건인자를 용한 자료를 상

으로 나타낸 지표이다(박상 , 2010).
비 오염원 리지역을 선정하기 한 결정요소인 하천

근 도, 경사도, 토지이용도, 표고, BOD 배출부하 도, T-N
배출부하 도, T-P배출부하 도에 다양한 가 치를 부여하

여 GIS의 첩 기능을 이용하여 지역을 선정해본 결과 논

산시 연무읍 안심리 지역이 가장 많이 첩되었다. 
본 연구에서 인 값을 제시할 수 있는 표 화 작업

을 하지 못하 다. 다만 선정지역으로 여겨지는 지역을 5
등 지로 분류하여 상 으로 유리한 지역을 선정한 것으

로 향후 구체 인 지선정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된다. 제시된 1등 지를 우선으로 하여 장조사를 실시한 

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토지이용에서 배출되는 비 오염원을 처리하기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비 오염원 리지역을 선정하기 한 

방법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비 오염물질 리지역 선정은 발생부하량 원단 가 높

은 지의 토지비율이 높은 지역인 단 면 당 배출부

하량이 많은 지역과 강우 시 수질농도가 높은 유역 등

을 심으로 선정함이 타당하다.
2) 유량이 증가하는 풍수기에는 유기물 농도는 체 으로 

낮게 분석되었고, 유량이 은 갈수기, 수기에는 상

으로 유기물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띠었으며, 풍수

기는 비 오염원배출량 증가보다 유량이 월등히 높아 하

천의 수질이 개선이 된다.
3) 비 오염원 리지역으로 단되는 지역을 하천근 도, 

경사도, 토지이용도, 표고, BOD, 질소, 인의 배출부하

도에 향요소를 고려하여 지분석을 5등 지로 분류

하여 분석한 결과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지역이 모든요

소가 가장 많이 첩되었고 1등  수 이므로 비 리

지역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상의 정확한 검증을 해서는 강우 유출수  비 배

출부하량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하지만 추후 본 모델과 

비 배출양의 상 계가 같게 분석된다면 수많은 시간, 
인력, 비용의 요구되는 비 배출부하량 모니터링을 직

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비 오염원 리지역 선정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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