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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the runoff patterns and estimated unit loads of selected pollutatnts using monitored data conducted for 
three years in a bridge area. Three estimating methods; the arithmetic average method, the regression method and the rainfall 
class method were used to estimate the unit load. Results of three estimating methods were compared with the unit pollutant 
loads from landuses in Korea and the unit pollutant loads from urban watersheds in Milwaukee, USA. Unit load using the 
arithmetic mean method were found to be overestimated. In terms of TSS, unit loads of two estimate were half lower than that 
of USA. Estimated TN and TP unit loads of three estimate were lower than that of Ministry of Environment in Korea.

keywords : Arithmetic average method, Nonpoint sources, Pollutant unit load, Rainfall class method, Regression method

1. 서 론1)

우리나라는 재까지의 수질 리 정책에 있어 생활하수, 
공장폐수와 같은 오염원의 처리에 을 두어왔으며 그 

처리에 상당한 진 이 있었음에도 하천의 수질개선에 한계

가 있어 왔다. 그 이유는 오염원에 한 리의 소홀보

다는 비 오염원으로 불리는 불특정오염원에서의 오염물질

이 량으로 하천  호소에 유입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비 오염원에서 발생되는 비 오염물질이란 다양한 토지

이용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오염물질로 강우에 의해서 향

을 받으며 강우 시 지표면 유출수와 함께 유출된다. 한 

리  처리가 쉽지 않아 특별한 처리 없이 하천이나 호

소로 직  유입될 시 상수원수의 수질에 향을 끼치는 것

으로 알려져 왔으며 유출오염부하는 하수처리장에 의한 것

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iew and McMahon, 
1999; Sansalone and Buchberger, 1997; Wang et al., 2006). 
이러한 비 오염원의 악 향을 고려하기 하여 최근에 강

우 시 발생되는 비 오염원에 의한 주변 수계의 환경피해

에 해 많은 심이 많이 두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배출되는 비 오염물질은 다른 토지

이용 특성에 비해 고농도이고, 유기물 질  양염류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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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각종 속 등의 유독성 물질도 포함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김이형과 강주 , 2004). 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지역의 불투수성 면 의 증가는 강우 기에 

량의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경향을 보여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Barrett et al., 1998; Becher et al., 2000).
이러한 비 오염원을 리하기 해 환경부에서는 각종 

개발사업  수질오염 총량 리제의 오염총량 산정 시 토

지이용별 비 오염원 감시설 설계를 한 Table 1과 같

은 토지이용 별 오염물질 발생부하원단 를 사용하고 있다. 
발생부하원단 는 수계의 오염을 방하는 감시설 설계 

는 친환경 설계를 해 매우 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 발생부하원단 는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반 하지 못하

고 있어 용에 많은 문제 을 안고 있다. 한 기존 항목

에는 도시지역의 입자성 물질과 같은 항목이 없어 도시지

역의 경우 입자성 물질의 발생부하원단 산정  제시가 

필요하다. Table 2는 미국내 토지이용에 따른 오염물질 발

생부하원단 를 나타낸 것으로 도시지역 비 오염원의 입

자성 물질의 발생부하원단 가 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량지역을 상으로 약 3년에 걸쳐 

수행된 모니터링 결과를 이용해 비 오염원의 유출 경항을 

분석하 고 발생부하원단  값을 산정하 다. 발생부하원단

 값의 경우 기존 발생부하원단  련 연구 결과가 한 

가지 방법만을 이용하여 발생부하원단 를 제시한 것에 비

해 본 논문에서는 회귀식을 이용한 방법과, 강우계 을 이

용한 방법을 추가로 제시하여 총 3가지 방법으로 발생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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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showing the monitoring location.

Table 1. Unit pollutant loads from landuses in Korea (MOE, 
1999)

Land uses (kg/km2/day) BOD5 TN TP
Wet paddy fields 2.3 6.56 0.61
Dry paddy fields 1.6 9.44 0.24

Forest 1.0 2.20 0.14
Urban 85.9 13.69 2.10

Prairies 35.1 5.37 1.72
Golf course 1.0 3.56 2.76

Others 1.0 0.06 0.03

Table 2. Unit pollutant loads from homogeneous urban water-
sheds in Milwaukee, USA (Bannerman et al., 1983)

Land uses (kg/km2/day) TSS TP Pb
Highways 268.22 0.28 1.36

Industrial areas 262.19 0.41 0.74
Commercials areas 262.19 0.41 0.74

Parking lots 142.11 0.21 0.26
High density residential areas 133.42 0.31 0.25

Medium density residential area 59.18 0.16 0.07
Low density residential area 3.01 0.01 0.00

Parks 0.82 0.01 0.00

원단 를 산정하 다. 3가지 발생부하원단  값과 수질오염

총량 리계획수립지침(환경부, 1999)에 근거하여 고시되어 

있는 발생부하원단 와 미국 내 고속도로 지 의 발생부하

원단 (Bannerman et al., 1983)를 함께 비교하 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향후 비 오염원 리방안수립 시 최 리방

안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모니터링

본 연구는 2006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경기도 용

인시 운학동에 치한 기선교를 상으로 18회의 모니터링

을 실시하 다. 모니터링 지 은 100% 아스팔트로 포장된 

지역으로 면 은 3,200 m2로서 장소와 황은 Fig. 1과 

Table 3에 나타내었다. 효율 인 모니터링 수행을 하여 

웨어를 설치하 으며, 시료채취는 강우 시작  장에 미

리 기하여 모니터링 비를 완료하 고 유량측정은 일정 

시간동안 집수된 유출량을 10분 단 로 측정하는 직  측

정법을 사용하 다. 수질분석을 한 수질 시료 채취는 강

우 시작 후 유입  유출이 발생하는 즉시 첫 번째 시료로 

하여 기에는 5분 간격으로, 15분 이후부터는 15분 간격

으로, 30분 이후에는 30분 간격으로, 1시간 ~ 3시간까지는 

1시간 간격으로, 이후에는 장에서 탁도를 측정하여 1 ~ 3
시간 간격으로 채수를 실시하 다( 승경 등, 2008; 이병수 

등, 2008). 채수한 시료는 강우가 종료된 후 실험실로 바로 

운반되어 입자상 물질, 유기물질, 양물질 등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각 항목별 분석은 Standard 
method (APHA, 1998)에 하여 분석하 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monitoring location
Monitoring site Area (m2) Pavement type

Young-In giseongyo
(transportation landuse area) 3,200 100% Impervious  

2.2. 강우 유출수의 EMC 산정방법  발생부하원단  

산정방법

강우에 의해서 유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 산정시 이용

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는 모니터링을 통한 산술 인 평균으

로는 비 오염물질의 표성을 가진 평균농도를 산정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농도와 유출율을 고려하여 

유량가 평균농도, 즉 EMC (Event mean concentration)를 

산정하 고 식 (1)과 같이 표 하 다. EMC는 체 강우 

지속시간 t시간 동안 유출된 체  오염물질의 양을 

체 유출량으로 나 어 계산할 수 있으며, 비 오염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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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sured properties of rainfall-runoff events at the Gi-Seon bridge
Event date ADD (days) Total rainfall (mm) Rainfall duration (hr) Avg. rainfall intensity (mm/hr) Runoff rate

06.06.22 5 7.5 5.5 1.36 0.18
06.06.29 2 13.5 6.2 2.18 0.33
06.08.17 18 6.5 3.0 2.17 0.21
06.09.05 8 11.0 4.2 2.62 0.30
06.10.22 45 6.0 5.0 1.20 0.35
07.03.04 1 33.5 11.4 2.94 0.40
07.04.30 9 16.5 10.5 1.57 0.83
07.05.17 4 60.5 11.2 5.40 0.82
07.05.24 6 48.0 9.9 4.85 0.80
07.06.28 2 6.0 3.9 1.54 0.54
07.07.19 2 49.5 7.0 7.07 0.94
08.03.22 9 22.5 11.5 1.96 0.32
08.05.28 7 41 8 5.13 0.28
08.06.02 5 28.5 8 3.56 0.44
08.06.28 7 5 0.65 7.69 0.21
08.07.02 3 15.5 8.8 1.76 0.62
08.07.19 8 72 12 6.00 0.71
08.07.24 2 149.5 16.7 8.98 0.88

의 평균 농도 산정시 요하게 이용되고 있다. 여기서, 
와 는 강우지속시간 t 에 한 오염물질의 농

도와 유출율을 의미한다(Sansalone and Cristina, 2004).

  
 

    















⋅

(1)

발생부하원단 는 다양한 토지이용에 해 발생되는 부하

량 산정 시 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발생부하원단  

산정은 식 (2)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계산 방법은 식 (1)
에서 산정된 EMC를 이용하여 평균 EMC를 산정하고, 유출

율을 고려한 총강우량과(mm/day) 곱한 후, 유역면 (km2)으
로 나 어 산정하 다(이소  등, 2008; 환경부, 1999).

 

   
 ×  

 (2)

2.3. 회귀식을 이용한 발생부하원단  산정방법

모든 강우에 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에는 시간 , 
으로 불가능 하여 총 18회의 모니터링을 통해 산정된 오

염부하량을 이용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못한 강우에 해

서 측 부하량을 산정하 다. 측부하량 산정을 한 방

법으로는 기존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유량과 오염부하량 

간의 상 계를 응용한 강우량과 오염부하량의 상 계

를 이용하여 상 식을 산정하 고 그 상 식에 하여 모

든 강우에 해 측 오염부하량을 산정하 다. 강우량과 

오염부하량간의 상 식은 선형회귀와 비선형회귀(거듭제곱, 
지수, 로그, 다항식-2차)로 산정하 다(국립환경과학원, 2008; 
김옥선 등, 2000; 김운 , 2004; 박혜경 등, 2004, 2005; 이
춘식과 박 건, 2000;). 비선형 회귀  지수함수회귀의 경

우, 모니터링을 실시한 강우보다 큰 강우에 하여 측 

부하량 산정시 과다 산정될 수 있고 로그함수회귀의 경우, 
부분 항목에서 결정계수가 높지 않았으며 다항식회귀(2

차)의 경우, 특정 유출용  구간에서 음의 부하량으로 산정

될 가능성이 있어 제외하 다. 그리하여 선정된 선형회귀와 

거듭제곱회귀  가장 잘 맞는 회기식을 선정하여 그 결정

계수를 통해 측부하량을 산정하 다.

2.4. 강우계 을 이용한 발생부하원단  산정방법

강우계 을 이용한 발생부하원단  산정 방법은 연간 해

당지역에 발생하는 강우를 계 별로 구분하 다. 본 논문에

서는 5 ~ 10 mm, 10 ~ 20 mm, 20 ~ 50 mm, 50 mm이상으

로 구분하 고 구간의 연간 발생 빈도를 산정하여 구간별 

발생빈도별 가 치를 산정하 다. 이후 모니터링을 실시한 

강우사상의 유출율을 산정하고 강우사상에 해당되는 구간

의 가 치를 곱하여 발생부하원단 를 산정하 다. 강우계

별 발생빈도를 고려한 발생부하원단  산정방법은 은 

모니터링 횟수로 표치를 산정할 수 있는 장 이 있지만 

구간별로 충분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성

이 결여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단 이 있다. 회귀식을 

이용한 발생부하원단  산정과 강우계 을 이용한 발생부

하원단  산정의 결과 모두 3년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5 
mm이하에서는 유출이 거의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 발생

부하원단  산정은 5 mm이상의 강우를 상으로 하 다. 
하지만 5 mm 이하의 강우도 충분히 긴 기간동안 측정하여 

향후 원단  계산에 반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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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고찰

3.1. 모니터링 결과

교량지역에서 총 18회의 강우사상에 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강우  건

기일수(antecedent dry days: ADD)는 1 ~ 45일의 범 를 보

으며, 체 강우량(total railfall)은 5.0 ~ 149.5 mm, 강우 

지속시간(rainfall duration)은 3.0 ~ 16.7 hr의 범 를 나타내

었고 평균 강우강도(average rainfall intensity)는 1.20 ~ 8.98

(a) Hydro graph

(b) TSS, COD and DOC

(c) TN and TP
Fig. 2. Polluto/hydro-graph of event 14.

mm/hr의 범 를 나타냈다. Fig. 2는 비 오염물질의 유출

경향을 악하기 해 수행되고 있는 수리수문  수질농

도곡선을 나타낸 것으로 오염물질의 농도 변화  유출유

량의 변화를 악하 다. Fig. 2는 14차 강우 이벤트의 수

리수문  수질농도곡선으로 강우유출 기에 고농도의 오

염물질이 유출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염물질의 농도가 

격히 어드는 기유출 상(first flush effect)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18회의 모니터링 결과  부분의 강우

이벤트에서 Fig. 2와 같은 기유출 상을 확인하 다.

3.2. EMC 산정

교량 지역의 모니터링 결과는 식 (1)을 이용하여 강우사상

별 비 오염물질의 EMC를 산정하 다. 18회의 모니터링을 

수행하 으며, Table 5는 모니터링을 통해 획득된 오염물질

별 EMC를 나타내고 있다. 모니터링기간 동안 유입된 강우 

유출수의 수질은 TSS 9.0 ~ 392.7 mg/L, CODMn 15.2 ~ 70.9 
mg/L, DOC는 2.4 ~ 54.8 mg/L를 기록하 다. 강우유출수  

양염류의 농도는 TN 1.14 ~ 9.38 mg/L, TP 0.13 ~ 1.55 
mg/L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값은 기존 연구된 교량지역

의 연구결과 값보다 은 것으로 기선교 상부에서 차량의 

소통이 상 으로 어 기존 연구 값보다 게 나온 것으

로 단된다(김이형과 이선하, 2005). 평균 EMC의 경우 

TSS는 94.94 mg/L로 산정되었으며 COD는 23.37 mg/L, TN
은 4.16 mg/L, TP의 경우 1.01 mg/L의 값을 보 다.

3.3. 발생부하원단  산정

본 연구에서는 식 (2)를 이용하여 교량지역의 오염물질별 

발생부하원단 를 산정하 고 그 값을 Table 6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산정된 발생부하원단 의 경우 TSS는 64,006.4 
kg/km2/yr로 산정되었으며, COD는 15,771.7 kg/km2/yr, DOC
는 11,391.7 kg/km2/yr, TN은 2,806.9 kg/km2/yr 마지막으로 

TP의 경우 678.9 kg/km2/yr로 산정되었다.

3.4. 회귀식을 이용한 발생부하원단  산정

모니터링 기간동안 총 18회의 모니터링을 통해 산정된 오

염부하량과 강우량을 이용해 회귀식을 산정하 고 그 결과

는 Fig. 3과 같았다. TSS와 COD의 경우 비선형 회귀  거

듭제곱회귀에 가장 높은 상 성을 보 으며 그 외의 DOC, 
TN, TP의 경우 선형회귀가 가장 높은 상 성을 보 다. 선
형회귀의 경우, 작은 강우에 하여 측 부하량 산정시 음

의 부하량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본 회귀식을 이용한 

측부하량 산정의 경우 음의 부하량 값이 나오지 않아 

합한 회귀로 단하 다. 상 성의 경우 DOC를 제외한 

체 항목에서 Pearson correlation 상 계수가 0.7이상의 높은 

상 성을 보 다. TSS와 COD의 경우 0.547, 0.462의 결정

계수 값을 보 으며 DOC, TN, TP가 비교  높은 0.814, 
0.923, 0.714의 결정계수 값을 보 다. 이러한 상 성을 바

탕으로 모든 강우에 해 그림 오른쪽 상단에 표시된 식을 

이용하여 측 부하량을 산정하 고 그 결과 값을 Table 8
에 나타내었다. TSS는 47,690.9 kg/km2/yr로 산정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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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MCs for Gi-seon Bridge
Event date TSS (mg/L) COD (mg/L) DOC (mg/L) TN (mg/L) TP (mg/L)

06.06.22 16.1 18.8 14.5 4.07 0.28
06.06.29 65.3 22.8 13.1 6.13 0.35
06.08.17 63.1 40.9 67.2 9.35 1.62
06.09.05 13.4 10.0 8.0 2.27 10.72
06.10.22 66.3 54.2 79.7 10.72 1.02
07.03.04 354.7 24.3 3.76 2.19 0.42
07.04.30 44.8 10.9 6.0 2.41 0.13
07.05.17 121.4 10.1 2.6 1.71 0.27
07.05.24 25.5 20.7 3.8 1.16 0.12
07.06.28 139.1 26.3 13.8 4.77 0.42
07.07.19 16.2 15.2 2.4 1.14 0.06
08.03.22 392.7 70.9 15.5 5.54 0.63
08.05.28 96.6 13.5 7.1 3.58 0.21
08.06.02 81.7 11.2 4.5 2.26 0.68
08.06.28 122.0 49.2 39.8 9.38 0.68
08.07.02 66.2 13.9 13.6 3.43 0.21
08.07.19 9.0 5.2 3.9 2.92 0.17
08.07.24 14.8 3.0 4.9 1.93 0.18

Mean 94.94 23.37 16.90 4.16 1.01
Median 65.75 17.0 7.6 3.18 0.34

95% Cl upper 149.34 32.64 28.06 5.64 2.23
95% Cl lower 40.54 14.15 5.74 2.69 -0.21
Standard Dev. 109.40 18.60 22.44 2.96 2.45

Table 6. Arithmetic mean unit load at the Gi-seon bridge
TSS (kg/km2/yr) COD (kg/km2/yr) DOC (kg/km2/yr) TN (kg/km2/yr) TP (kg/km2/yr)

64,006.4 15,771.7 11,391.7 2,806.9 678.9

COD는 16,341.1 kg/km2/yr, DOC는 5,934.9 kg/km2/yr, TN은 

2,569.6 kg/km2/yr 마지막으로 TP의 경우 277.4 kg/km2/yr로 

산정되었다. 체 인 값이 산술평균을 이용한 발생부하원

단  값에 비해 작은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3.5. 강우계 을 이용한 발생부하원단  산정

강우계 을 이용한 발생부하원단 를 산정하기 해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용인시 포곡면 둔 리에 

치한 기상청 자료를 이용하여 Table 9와 같이 계 화하

다. 그 결과 3년 동안 5 mm이상의 강우가 131회 왔으며 

연평균 1,237 mm의 강우가 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 강우의 빈도를 살펴보면 21 ~ 50 mm의 강우가 가장 

많이 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 mm이상의 강우가 가장 

은 횟수로 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8회의 모니터

링 결과 역시 체 강우 빈도수가 가장 많았던 21 ~ 50 mm
에 가장 많은 모니터링을 실시하 고 빈도수가 가장 은 

50 mm이상의 강우 계 에 가장 은 3회의 모니터링을 실

시하는 등 계 의 횟수에 따라 모니터링 실시 결과가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결과를 이용한 유출율

의 경우 은 강우인 5 ~ 10 mm에서 가장 낮은 유출율인 

0.30의 유출율을 보 으며 50 mm이상의 많은 강우에서 

0.80의 높은 유출율을 나타내었다.
Table 9를 이용한 발생부하원단  산정 값은 Table 10에 

나타내었다. 체 으로 다른 2가지 발생부하원단  산정 

방법으로 계산한 발생부하원단  값들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SS는 47,690.9 kg/km2/yr로 산정되었으

며, COD는 16,341.1 kg/km2/yr, DOC는 3,741.3 kg/km2/yr, 
TN은 1,387.0 kg/km2/yr, 마지막으로 TP의 경우 69.4 kg/km2/yr
로 산정되었다.

3.6. 국내  국외의 발생부하원단  비교

산술평균을 이용한 발생부하원단  산정법의 경우 수행 

된 강우사상의 종류에 상 없이 일 으로 평균하게 되므

로 강우사상별 특성에 의한 불확실성이 높은 비 오염원 

특성상 정규분포의 특성을 나타내지 않아 과소 혹은 과다 

평가될 수 있는데 본 논문의 결과는 다른 2가지 방법에 비

해 높은 발생부하원단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과다 산정된 것으로 상되는 

결과이다. 회귀식을 이용한 방법의 경우 측정하지 못한 강

우사상을 반 할 수 있으며 특히 100 mm이상의 큰 강우

도 포함할 수 있는 장 이 있지만 모니터링 횟수가 부족해 

상 성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을 경우 왜곡된 추세선으로 

인해 표성이 결여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의 경우 DOC와 TN, TP가 높은 상 성을 보 기 

때문에 세 항목에 해서는 충분한 표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우계 을 이용한 방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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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SS - Compound trend line (b) COD - Compound trend line

(c) DOC - Linear trend line (d) TN - Linear trend line

(e) TP - Linear trend line

Fig. 3. Correlation between pollutant mass loading and total rainfall runoff.

Table 7. Coefficient as regression analysis
Trend line TSS COD DOC T-N T-P

Linear 0.231 0.271 0.804 0.920 0.750
Compound 0.547 0.462 0.530 0.800 0.447
Exponential 0.336 0.362 0.602 0.657 0.246
Logarithmic 0.231 0.316 0.403 0.621 0.494

계 별 충분한 빈도수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지는 않아 신뢰

성과 유의성에 한계가 있지만 18회의 모니터링 자료는 각

각 다양한 강우 계 을 갖는 결과로 구성되어 있어 표성

을 갖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Table 8. Unit load estimated by the regression method at the 
Gi-seon bridge

TSS 
(kg/km2/yr)

COD
(kg/km2/yr)

DOC
(kg/km2/yr)

TN 
(kg/km2/yr)

TP 
(kg/km2/yr)

47,690.9 16,341.1 5,934.9 2,569.6 277.4

Fig. 4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3가지 발생부하원단  산정

방법을 이용해 산정된 3가지 발생부하원단  값과 환경부

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내 발생부하원단 , 미국 내 고속도

로 지 의 발생부하원단  값을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T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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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lassification of rain events
Period 2006.01 ~ 2008.12

Class of rainfall Frequency of 
monitoring events

Frequency of 
rain events

Total average rainfall
of class

Rate of 
each class

Runoff rate 
of class

>50 3 18 536.67 0.43 0.80
21~50 6 42 448.83 0.36 0.53
10~20 4 33 159.13 0.13 0.52
5~10 5 38 92.37 0.08 0.30
Sum 18 131 1237 1.00

Table 10. Unit load estimated by the rainfall class method at the Gi-seon bridge
TSS (kg/km2/day) COD (kg/km2/day) DOC (kg/km2/day) TN (kg/km2/day) TP (kg/km2/day)

33,795.4 11,231.1 3,741.3 1387.0 69.4

(a) TSS

(b) TN

(c) TP
Fig. 4. Comparison of the estimated unit pollutant loads 

with the unit load in U.S.A.

의 경우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생부하원단  값이 

없어 미국의 고속도로의 발생부하원단  값과 비교해 보면 

3가지 산정법에 의한 값 모두 미국의 발생부하원단  값보

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교량지역의 입자

성 오염물질의 발생부하원단 가 미국 내 고속도로 지  

발생부하원단 에 비해 더 은 것으로 나타났다. TN과 

TP의 경우 두 항목 모두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

의 발생부하원단  값이 교량지역 오염물질의 발생부하원

단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고속도로의 

발생부하원단  값과 비교해보면 TP의 발생부하원단 인 

102.2 kg/km2/yr에 비해 산술평균을 이용한 발생부하원단  

값의 경우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회귀분석의 

방법을 이용한 발생부하원단  값의 경우엔 약 두 배 이상, 
강우계 을 이용한 발생부하원단  값에는 약 70%정도의 

발생부하원단  값이 나타냈다. 체 인 값을 비교해 보면 

환경부 기 에 비해 교량지역의 오염물질별 발생부하원단

 값이 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미국의 고속

도로 발생부하원단  값에 비해 유기물질은 게 나왔지만 

양염류는 비슷하거나 높은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1) 총 18회의 강우사상에 한 모니터링 결과 강우  건

기일수(antecedent dry days: ADD)는 1 ~ 45일의 범 를 

보 으며, 건체 강우량(total railfall)은 5.0 ~ 149.5 mm, 
강우 지속시간(rainfall duration)은 3.0 ~ 16.7 hr의 넓은 

범 를 나타내었다. 비 오염물질의 유출경향은 기강

우 상(first flush effect)을 보 다. 교량 지역의 평균 

EMC의 경우 TSS는 94.94 mg/L로 산정되었으며 COD
는 23.37 mg/L, TN은 4.16 mg/L, TP의 경우 1.01 mg/L
의 값을 보 다.

2) 교량지역의 산술평균 발생부하원단 는 회귀식을 이용한 

발생부하원단 와 강우계 을 이용한 발생부하원단 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강우사상별 특성에 

의한 불확실성이 높아 과다 산정된 것으로 단된다.
3)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의 발생부하원단 와 미

국 내 고속도로의 발생부하원단 를 비교한 결과 TSS의 

경우 미국의 발생부하원단  값보다 월등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N과 TP의 경우 두 항목 모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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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의 발생부하원단  값이 교량

지역 오염물질의 발생부하원단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TP의 경우 미국의 고속도로 발생부하원단

 값과 비교해 보면 비슷하거나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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