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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에서 MFFn 산정 시 SWMM의 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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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irst flush phenomenon and the Mass First Flush (MFFn) were analyzed for various rainy events in trunk road. 
Applicability for estimate MFFn using SWMM was evaluated by comparision with observed MFFn. First flush phenomenon 
was investigated by normalized cumulated (NCL) curve of every pollutant based on ten times of rainfall events monitoring 
data from 2008 to 2009. As a result, magnitude of first flush phenomenon varied with the pollutants and rainfall events. First 
flush phenomenon was detected highly in the trunk road. MFFn was estimated by varying n-value from 10 to 90% on the 
rainfall events. The n-value increases, MFFn is closed to ‘1’. As time passed, the rainfall runoff was getting similar to ratio of 
pollutants accumulation. The result of a measure of the strength of the linear relationship between observed data and expected 
data under model was good (R2=0.956). As the final outcome, we have good reliability, estimation and application of MFFn 
using model seem statistically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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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비 오염물질은 오염원과 비교하여 처리시설에서 처리

가 상 으로 어려우며, 강우시 유출되기 때문에 일간, 계
 간 유출량 변화가 단히 크게 나타난다. 체 비 오

염물질의 약 80%가 5 ~ 9월 사이에 유출되며, 건기인 10 ~
4월의 경우 연간 총량의 약 20%가 유출된다(낙동강수계

리 원회, 2009, 2010). 비 오염물질은 유출경로가 불명확

하고 강우와 토지이용, 토양의 특성에 향을 받기 때문에 

정량화를 해서는 많은 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일반 으로 비 오염물질은 배출지역에 따라 도시지역, 

농 지역, 자연지역, 수계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지

역은 주거, 상업, 공업, 교통지역으로 다시 세분화되며, 농
지역은 논, 밭, 과수원으로, 자연지역은 산림, 원지역으

로 세분된다(이인선 등, 1993). 이와 같은 비 오염물질의 

구분은 유역  지역의 토지이용 형태별로 강우유출수의 

유출특성이 다양하고, 특히 강우 시 지표면에 쌓여있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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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오염물질들이 강우와 함께 단시간 내에 수체로 유입되

어 도시하천의 수질에 심각한 향을 미치고 있다. 이홍신

과 이승환(2009)의 연구에 따르면, 재 비 오염원으로 인

한 오염부하량이 4 강 수계에서 22 ~ 40%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5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측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4년 3월에 4 강 수계의 비

오염원 리 종합 책을 마련하고 4 강 수계에서 비 오

염 감시설 시범설치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유형의 비

오염 감시설의 시설별 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다양한 토지이용 형태  도시지역 불투수면은 도로, 주

차장, 옥상 등으로서 도시지역 불투수성 표면의 합을 의미

하여, 특히 도로는 도시직역  강우시 오염부하량이 높게 

발생되는 토지피복지역이다. 이러한 불투수면 이 증가하게 

되면 유출계수는 증가하여 강우량의 부분이 유출되게 된

다. 한 교통 련 불투수면은 배수시스템과 직 으로 연

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문학   환경 으로 큰 향을 나

타낸다. 도시지역에서 강우시 발생되는 비 오염물질은 불

투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개발이 확 됨에 따라 비례 으

로 증가한다(John and Wteven, 1997; Michael et al., 1998; 
Zhi-Qiang et al., 2005). 특히 도시 내 도로노면 유출수의 

경우, 차량 등의 이동으로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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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survey site.

알려져 있어, 기 유출부하량이 수계  하수처리시설에 

미치는 향은 큰 것으로 단된다. 기유출에 한 효과

인 제어를 한 기 자료로서 재까지 비 오염물질에 

한 원단  조사 등 양과 농도에 한 조사는 꾸 히 진

행되고 있으나, 비 오염물질의 특성상 발생지역, 발생상황 

등 많은 요인에 따라 유출 상이 다르게 나타남으로 지속

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김석구 등, 2006). 강우에 따

른 기 유출에 해 이 호 등(2007)의 연구에서는 동일

한 유역에서도 강우량  강우지속시간에 따라 기세척

상의 발생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발표하 고, Bedient 
등(1978)은 통 인 도시지역, 임야지역  개발이 진행 

인 지역에 한 강우유출조사를 바탕으로 유량-부하

량비 곡선을 작성하여 기세척효과를 분석하 다. 이와 같

이 도시지역과 같은 불투수면 의 증가가 심한 지역에서는 

강우 기에 고농도의 비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기강우

상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포장된 도시지역에서의 비 오

염물질 유출 감은 오염총량 리제에서 요한 리 상

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재 국내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한 

기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리방안 수립에 큰 애로

을 가지고 있다(김이형과 이선하, 2005). 최근 환경부에서

는 산업단지 조성시 비 오염물질을 감시킬수 있는 시설

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도로에서의 비 오염물질 유출 

감방안에 한 법  규제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이 호 

등, 2007).
본 연구에서는 불투수면  비율이 높은, 도심에 치한 

간선도로에서의 강우 시 발생되는 유출수에 한 장기 모

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기세척 상을 규명하고, 기세

척비율(Mass First Flush ratio: MFFn)을 산정하여 간선도로

에서의 감시설 설치 시 용할 수 있는 기강우 기 을 

산정하 다. 한 실측을 통해 MFFn을 산정 시 모니터링 

결측 값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이고, 유출량

을 실측할 수 없는 강우사상에 해서도 MFFn을 산정할 

수 있게끔, 도심지에 표 으로 용할 수 있는 강우유출

모형인 SWMM의 용 가능성을 평가해 보았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상지역

연구 상지역은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동에 치한 지역

으로, 상행선 지 의 편도 2차선이며, 하수배제 방식은 분

류식 우수 거로 경은 500 mm을 지니고 있다. 총 집수

면 은 1,240 m2이며, 상지역의 상단부에서 하단부까지

의 경사도는 2%이며 우수 거는 4개, 우수받이는 8개로 조

사 되었다.
모형의 입력 자료로 사용된 조사지 의 지형정보는 Table 1

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 의 경우 면 이 작고, 하
나의 토지이용형태만 나타내는 곳으로, 일부 투수층이 포함

된 단일 피복 지형이다. 지 에 한 정보는 창원시 하수

망도를 기 으로 하 고, 면 은 망도를 기 으로 집수

구역을 상으로 장에서 실측하 다.

Table 1. Information of the land in the trunk road
Area (ha) Width (m) Impervious rate Slope (m/m)

0.124 21 0.9 0.02

2.2. 강우유출수 장 조사

강우유출수에 한 특성을 조사하기 하여, 먼  조사

상 지 인 간선도로지 이 속해 있는 유역의 8년간 일 강

우 분석을 통해 집  강우 시기  강우량을 조사하여 

장모니터링의 기  자료로 활용하 다. 조사지 에 강우강

도계  유량계를 설치하여 조사 상지 에서 일어나는 강

우 형태에 따른 유출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실측에 사용

된 강우강도계는 Tipping Bucket Mechanism 방식의 호주 

Environdata Environmental Monitoring & Management 사



간선도로에서 MFFn 산정 시 SWMM의 용성 평가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Quality, Vol. 27, No. 5, 2011

607

의 RG - 20으로 1분 단 의 강우량 측정이 가능하다. 유량

계의 경우 비만  자식 유량계로 미국 MARSH McBIR-
NEY 사의 Flo - Tote3로 1분 단 의 유량측정이 가능하다. 
조사 상지 에 한 유량계의 설치는 최종 유출구에 설치

하여 외부로부터 강우유출수의 유입이 없는 상황에서 유출

량을 조사하 다. 시료 채취  분석의 경우 국립환경과학

원에서 개정된 ‘강우 유출수 조사방법’에 하여 이루어졌

고, 강우량  유출량의 경우 장조사를 원칙으로 하 고, 
불가할 시 가장 근 한 기상청 자료를 활용하 다.

2.3. SWMM 모형

2.3.1. 기본 이론

SWMM은 호우에 의한 유출 유량과 수질을 측하기 

해 강우주상도, 기상학  입력자료, 소유역이나 하수 로와 

같은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의 호우사상을 모의하

도록 되어 있으며, 1981년에는 SWMM 모형 내의 TRANS-
PORT block를 확장, 보완하기 해 수공구조물의 월류, 배
수, 압력류 등의 계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EXTRAN 
block을 포함시켜 보완시켰다. SWMM 모형은 도시 유역 

내에서 강우사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출량과 오염물질에 

한 지표면  지표하 흐름, 배수 망에서의 유량 추 , 
류량 산정, 오염물의 처리와 비용계산 등을 모의할 수 

있는 종합 인 모형이다. SWMM은 RAIN block, TEM-
PERATURE block, COMBINE block, STATISTICS block 
등의 보조 모듈(Service module)과 RUNOFF block, TRANS-
PORT block, EXTRAN block, STORAGE /TREATMENT 
block 등의 수문/수리 모듈(hydrology /hydraulic module)로 

구성된다(Rossmann, 2005).

2.3.1.1. Runoff 블록의 유출 해석

지표면 유출에 한 기본방정식은 마찰경사를 유역경사와 

같다고 가정하는 운동  근사법인 비선형 류방정식이 사

용된다. Runoff 블록은 각 소유역의 수심과 유량을 결정하기 

해 연속방정식과 Manning 방정식을 사용한다. 각 계산 시

간 Δt 마다 두 개의 미지수(유량 와 수심 , 첨자 

n과 n+1은 각각 계산시간 과    ∆에서의 값, 
∆는 계산시간간격을 의미함)가 존재하며, 미지수를 구하

기 해서는 두 개의 방정식이 필요하다. 소유역에 한 연

속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는 지표면 의 물의 체 (⋅), d는 지

표면 유출 수심(m), t는 시간(sec), 는 지표면의 면 (m2), 

는 과강우강도(m/s), Q는 유출유량(m3/s)이다. 과강우

강도는 강우강도(, m/s)와 침투로 인한 손실(, m/s)의 차

로 표 된다. Runoff 블록에서 지표면 유출은 폭이 넓은 

개수로 흐름으로 가정(수리반경이 수심과 같다고 가정)하
고, 아래의 Manning 방정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



  (2)

여기서, W는 유역의 폭(m), n은 Manning의 조도계수, 는 

지면 류깊이(m), S는 소유역의 경사(m/m)이다. Runoff 
블록에서 로 유출은 비선형 류방정식으로 계산하며, 이 

방정식의 해는 Newton-Raphson 방법으로 구한다. 각 분 

연산구간에서 Manning 식을 사용하여, 유출 상의 동역학

 거동은 정상 상태로 근사하여 처리한다. 이 방법은 

수심 d와 단면  A가 기간에 따라 하게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 용성이 우수하다. 로유출에서 사용되는 연속방

정식과 Manning 식은 각각 식 (3)  (4)과 같다.

∆ ∆⋅   (3)

 

   (4)

여기서, 는 로 내부의 물의 체 ,  는 로구간 상

류의 유입유량, 는 측방 유입유량, 는 지하수 유입

유량이다. 는  과  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Manning 
공식으로 구한다. 로에서도 표면 유출에서와 같이 비선형

방정식인 식 (3)과 (4)의 해를 구하기 해 Newton-Raphson 
함수는 다음과 같다.

 ∆∆⋅   (5)

식 (5)에서 는 유출유량이다. ∆와 는 과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식 (5)로부터 ∆에 한 도함수를 

구한다(Rossmann, 2005).

2.3.1.2. Runoff 블록의 오염부하량 해석

SWMM에서 오염물의 축  과정은 Table 2와 같이 3가지 

형태의 식을 선택 으로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는 오염물의 축 량(kg), 은 오염물 축  한계량

(kg/ha), 는 오염물 축 지수, 은 오

염물 축 계수, 는 선행건기일수(day), 은 강우시작 이후 

시간,  는 시간 에서의 오염물  쓸림량(kg), 

는 오염물 쓸림지수, 는 오염물 쓸림계수, 
는 지표면 유출유량(m3/s)이다(Rossmann, 2005).

Table 2. Equation of pollutant buildup and washoff
Items Equation

Buildup

×
 

≤

 ×
 ∙ 



×

Wash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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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SWMM 모형 구축  모의

본 연구에서는 단일 토지 피복으로 이루어진 곳을 상 

지 으로 선정하 으며, 조사 지  주변의 다른 토지 피복

지에서의 강우시 유출수 유입이 없는, 불투수지역(간선도

로)을 상으로 하 다. 상 지 에 한 기  자료는 지

이 속한 창원시의 하수 망도를 기 으로 장에서 집

수구역 면 (1,240 m2)을 실측하 고, 평균 경사의 경우 창

원시 계자의 자료 조를 통해 모형의 기  입력 자료를 

구축하 다. 모형은 CHI사의 PCSWMM을 이용하 으며, 
상지 에 한 지형  배수특성 자료는 수치지도  지

형도를 이용하 다. 모니터링이 실시된 강우사상을 상으

로 모형의 유출량  수질에 한 검･보정을 수행 하 다.

2.4. 기세척 상

기세척 상의 규명을 해 각각의 강우사상에 해 유

출량과 오염물질별 부하량 변화를 확인하 고, 이를 해 

유출량과 부하량 비를 도식하여 이용하 다. 하지

만 모든 오염물질의 유출경향을 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며 식 (6)과 (7)을 통해 기세척 상의 정도를 표 할 수 

있다(Bedient et al., 1978).

∑∑≻  : Flushing (6)

∑∑≤  : No Flushing (7)

여기서, ∑와 ∑는 강우유출수의 부하

량비와 유출량비를 의미한다. 부하량과 유출량비 곡

선은 강우사상의 유출특성을 잘 보여  수 있으며, 만약 체 

강우사상 동안 균일한 유출수질을 보인다면, 곡선은 원 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된다. 기울기가 1보다 크면 기

세척 상이 강한 것이며, 1보다 작을 경우 그 반 의 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부하량 곡선이 유출량 곡

선 에 치할 때 기세척 상이 발생한다(Lee and Bang, 
2000). 본 방법의 경우 하천 리기법  하나로 사용될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오염물질의 불특정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2.5. 기세척 비율

기세척 비율은 MFFn를 이용하여 각 오염물질과 강우

에 해 수량화 할 수 있다(Han et al., 2006). 이홍신과 이

승환(2009)에 따르면, 수량화된 값은 강우량기 과 강

우지속 시간 기 으로 표 할 수 있으며, 이는 기강우기

을 의미한다. MFFn은 식 (8)에서 보여 주듯 강우지속시

간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는 강우유출수 의 오염물질별 

부하량과 유출량을 특정시 에서 강우유출율과 오염물질 

유출율로 계산할 수 있다(Barco et al., 2008).

















⋅

 (8)

여기서, n은 강우지속시간  일정시 에서의 유출량부피

를 의미하고, 범 는 0 ~ 100%이다. q(t), c(t)는 t시간에서의 

유출량과 오염물질별 농도, M과 V는 각각 유출오염물질 

부하량과 유출량을 의미한다.
강우사상별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기세척 상의 발생유

무를 NCL curve를 통해 목측으로 확인하 으며, 기세척

상이 강하게 발생된 강우사상의 실측값을 통해 기세척

비율인 MFFn을 이용하여 각 오염물질과 강우에 해 기

세척량을 정량화하 다. 정량화된 오염물질의 유출량은 

강우량기 , 강우지속시간기 , 강우유출량기  등으로 

표 할 수 있으며, MFF20의 평균값이 2.5인 경우 기우

수유출수의 부피 20%에 오염물질 50%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Obermann et al., 2009). 한 유출모형(SWMM)
을 활용하여 실측이 이루어진 날짜와 동일한 날의 강우자

료를 입력자료로 하여 유출을 모의 발생 시킨 후 그 결과 

값을 활용하여 MFFn을 산정해 보았다. 실측을 통해 MFFn
을 산정 할 때 샘 링(유출량, 수질)간격을 조 하게 하지 

않을 경우 총 유출량의 특정 퍼센트에 해당하는 유출량 값

이나 수질값을 확인할 수가 없어, 이러한 경우 오차가 발

생할 것을 측하면서도 목측상 유사한 유출량일 때의 수

질 값을 통해 해당지 에 한 MFFn을 계산하 다. 한 

장에서 조사하지 못하거나, 특정 양 이상의 강우사상에 

해서는 실측을 통한 MFFn 산정이 어려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강우유출모형을 활용한 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측정의 어려움  유사치 사용에 따른 오차를 이

기 해 모니터링 결과를 검･보정 자료로 하여 모의 발생 

시킨 후 모의결과를 통해 MFFn을 산정하 다. 모의를 통

해 산정된 수치와 실측을 통해 산정된 수치의 차이를 확인

하 고, 이를 통해 향후 실측자료가 부족한 지 에서의 

MFFn을 산정 시 용가능성에 해 분석해 보았다.

3. 결과  고찰

3.1. 수질 분석 결과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조사된 강우사상에 한 비 오

염물질별 부하량을 산정하 으며, Table 3과 같다. 간선도

로에서 발생되는 비 오염물질 평균 부하량을 살펴보면, 
BOD 240.93 kg/km2, COD 906.44 kg/km2, SS 775.16 
kg/km2, T-N 49.86 kg/km2  T-P 5.05 kg/km2로 조사되었

으며, 오염물질  SS의 경우 1364.32의 편차를 보여 변화

의 다양성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T-P 항목이 6.60으로 

편차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SS의 부하량이 가장 높게 

조사된 강우사상의 경우 낮은 강우량(11.9 mm)에도 불구하

고 높은 유출부하량을 나타내었는데, 조사 당시 기타 강우

사상에 비해 도로주변의 리(청소)상태가 좋지 않아 쌓여 

있던 부유물질의 유출이 다량 발생되었다. 불투수지역의 경

우 이와 같은 원인이 직 으로 작용되는 곳이 많아, 강
우시 유출되는 비 오염물질의 감을 해서는 리자  

사용자의 리  노력이 실함을 알 수 있다. 한 부

분의 오염물질의 평균 부하량 편차가 높게 산정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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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mmary of various precipitation events

Event No. Date Prec.
(mm)

Runoff
(m3)

Load (kg/km2)
BOD COD SS T-N T-P

event 1 08/04/09 21.0 4.84 13.50 60.13 279.29 26.48 0.57 
event 2 08/05/13 1.1 0.51 5.49 11.17 19.20 0.47 0.10 
event 3 08/05/19 11.9 156.83 1563.64 2013.93 5713.23 216.09 25.38 
event 4 08/05/28 53.0 38.99 195.18 388.44 894.93 30.77 4.52 
event 5 08/06/04 11.7 4.32 11.23 50.74 120.35 3.24 0.72 
event 6 08/06/17 21.2 15.04 82.66 181.70 271.31 13.73 2.97 
event 7 08/07/21 39.4 14.57 15.29 77.43 105.02 6.54 0.50 
event 8 09/03/13 27.5 3.89 9.52 76.29 135.16 6.21 0.38 
event 9 09/03/21 25.4 18.83 33.95 278.95 358.79 20.40 1.58 

event 10 09/04/13 14.1 11.33 488.39 2256.05 640.81 124.19 13.67 
event 11 09/04/20 34.5 19.08 452.10 3425.48 970.73 125.16 9.30 
event 12 09/04/24 20.0 16.20 356.69 2125.65 466.69 78.63 5.42 
event 13 09/05/12 5.0 4.79 349.68 2938.47 463.06 33.31 6.44 
event 14 09/05/16 28.3 20.07 51.13 147.50 658.71 21.05 2.17 
event 15 09/06/09 34.0 8.71 32.34 76.21 62.26 12.74 1.23 
event 16 09/06/21 3.5 96.05 194.03 394.84 1242.98 78.79 5.78 

Average 23.21 22.53 244.05 940.54 743.97 44.94 4.68
STD 14.12 41.37 391.30 1193.03 1364.32 60.25 6.60

Table 4. Summary of precipitation event 3

Sampling time Cumulated flow
(m3/min)

BOD
(mg/L)

COD
(mg/L)

SS
(mg/L)

T-N
(mg/L)

T-P
(mg/L)

S1 08/05/19 00:38 0.21 59.0 62.5 526.7 6.219 1.001
S2 08/05/19 00:43 3.88 30.7 30.9 179.3 2.718 0.390
S3 08/05/19 00:53 5.05 14.6 27.4 131.2 2.490 0.376
S4 08/05/19 01:03 6.51 12.0 15.5 41.0 1.669 0.193
S5 08/05/19 01:18 8.52 8.1 14.0 36.5 1.725 0.250
S6 08/05/19 01:33 10.50 7.3 12.6 22.1 1.401 0.169
S7 08/05/19 02:03 11.80 5.4 11.6 32.1 2.331 0.218

Fig. 2. NPS loads variation of various events.

나타나, 강우량  유출량에 따라 오염물질 유출량이 직

으로 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3.2. 기세척 상

NCL curve는 강우사상의 유출특성을 잘 보여  수 있

으며, 만약 체 강우사상 동안 균일한 유출수질을 보인다

면, 곡선은 원 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된다. 기울

기가 1보다 크면 기세척 상이 강한 것이며, 1보다 작을 

경우 그 반 의 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부

하량 곡선이 유출량 곡선 에 치할 때 기세척

상이 발생한다(Lee and Bang, 2000).
2008년 ~ 2009년까지 16회의 모니터링 결과  MFFn을 

산정할 수 없는 시료수가 10개 미만인 강우사상(08/05/13, 
08/05/19, 08/06/04, 08/06/17, 09/05/12, 09/06/09)에 해 

NCL curve를 작성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샘 링 개수가 

10개 미만이어도 Fig. 3과 같이 기세척 상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4와 같이 샘 링 개수가 을 경우 

MFFn 산정시 총 유출량의 10 ~ 90% (10%: 1.18 m3/min, 
20%: 2.36 m3/min, 30%: 3.55 m3/min, 40%: 4.73 m3/min, 
50%: 5.91 m3/min, 60%: 7.09 m3/min, 70%: 8.27 m3/min, 
80%: 9.46 m3/min, 90%: 10.64 m3/min)에 해당하는 유출량 

 오염물질 농도 수치를 확인할 수가 없다. 강우사상에 

따라 장 조사자의 단에 의해 샘 링이 진행 되는 경우

가 많고, 강우지속시간이나 유출지속시간이 짧을 경우 다량

의 샘 링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게 자연  

이유나 조사자의 단에 따라 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MFFn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측할 수 없는 강우 시

에도 정상 인 장조사를 수행할 수 없어, 장에서 실측

될 수 있는 강우사상의 경우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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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vent 2 (b) Event 3

(c) Event 5 (d) Event 6

(e) Event 13 (f) Event 15

Fig. 3. Normalized cumulative load curve for variation storm events.

로 유출량을 실측할 수 없거나, 실측하지 못한 강우사상에 

해 모형을 활용할 경우, 기상청에서 측된 강우량을 입

력 자료로 하여 유출 모의를 통한 MFFn 산정이 가능하게 

된다.
Fig. 4를 살펴보면, 부분의 강우사상에서 기세척 상

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목측상 기울기의 차이로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2009년 3월 13일에 조사된 결과 

외의 나머지 강우사상에서는 모든 오염물질항목이 기세

척 상이 강하게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3월 13
일 강우사상의 경우 당시 강우량에 비해 유출량이 고, 
강우 기 유출 발생 시 이 다른 강우사상 보다 늦은 원

인으로 세척 상이 작게 발생되어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기타 강우사상의 경우, 강우강도가 1.05 ~
6.35 mm/hour로 다양하게 조사 되었으나, 강우강도와 기

세척 상 사이의 비례 인 계는 나타나지 않아, 기세척

상 발생이 어떤 한 변수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련된 다양한 변수들(강우량, 기강우량, 강우지속시간, 
유출량 등)의 향으로 발생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10회의 유출 발생 건에 해서 분석을 하 지만 

향후 지속 인 모니터링 결과를 통계 인 방법으로 분석할 

시 다양한 변수들의 계에 해서도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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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vent 1 (b) Event 4

(c) Event 7 (d) Event 8

(e) Event 9 (f) Event 10

(g) Event 11 (h) Event 12

Fig. 4. Normalized cumulative load curve for variation storm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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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vent 14 (j) Event 16

Fig. 4. Normalized cumulative load curve for variation storm events. (continued)

(a) Event 9 (b) Event 11

(c) Event 12 (d) Event 13

(e) Event 14 (f) Event 15

Fig. 5. Runoff calibration in the trunk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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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D (b) COD

(c) SS (d) TN

(e) TP

Fig. 6. Water quality calibration in the trunk road.

3.3. SWMM 유량  수질 검･보정 결과

6회의 실측 모니터링 자료((a) ~ (f))를 활용한 모형의 유

출량 검･보정 결과는 Fig. 5와 같으며, 보정된 매개변수는 

Table 5와 같다. 간선도로의 경우 처음 모형을 구축하기 

하여 용된 매개변수  불투수율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그 이유는 도로지역의 경우 완 불투수층인 도로 에서의 

유출 측정이 불가능하 다. 유출측정을 도로변 집수구와 같

은 곳에서 수행하여 도로지역 외 임야  기타 토지이용에

서의 유출된 유입량이 함께 집수구로 유출됨으로 인해, 모

Table 5. Calibrated input parameters of SWMM

Parameters Initial
value

Calibrated
value

Increase and 
decrease rate (%)

Area (ha) 0.124 0.130 4.84
Impervious rate (%) 95 113.9 19.89

Slope (m/m) 0.005 0.009 80.00
Roughness coefficient -

impervious layer (n) 0.02 0.021 5.00

Infiltration rate (%) 25 6.473 -74.11

형에서는 측정된 유량과의 검･보정 시 불투수율을 감소시

켜야 유출계수를 실제와 같이 보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보정 결과는 Fig. 6과 같다.

3.4. 기세척비율 산정

기세척 상을 강하게 보인 강우사상에 해 n 값을 10
~ 90%까지 변화시키면서 수질항목별, n 수치별로 평균 

MFFn을 산정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실측  모의결과 

모두 Table 6에 수록된 바와 같이 수질항목별로 n 값이 증

가할수록 MFFn 값은 ‘1’에 가까운 값을 보여 유출후반부

로 진행됨에 따라 강우의 유출량과 이들 유출수에 포함 된 

오염물질의 비가 유사해짐을 확인하 다. 이홍신과 이

승환(2009)의 연구 결과 역시 MFFn의 평균값이 MFF30에
서 최고치를 나타낸 이후 MFF90 까지 지속 으로 감소된

다고 보고하 으며, 본 연구 결과 역시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측치에 의해 산정된 결과를 

살펴보면, n=20(총유출량의 20% 유출이 발생하 을 경우)
일 때 53.8%의 비 오염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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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average value of MFFn in the trunk road
MFF
(%)

Observed Simulated
BOD COD SS T-N T-P BOD COD SS T-N T-P

10 3.81 3.43 2.22 3.28 2.44 2.58 2.80 2.77 2.67 2.78 
20 3.30 3.12 2.01 2.79 2.21 2.10 2.26 2.24 2.15 2.24 
30 2.25 2.13 1.53 1.94 1.69 1.81 1.93 1.91 1.85 1.91 
40 2.13 1.99 1.49 1.72 1.61 1.59 1.67 1.66 1.61 1.66 
50 1.37 1.38 1.15 1.36 1.25 1.43 1.49 1.48 1.44 1.48 
60 1.27 1.24 1.07 1.20 1.13 1.29 1.33 1.33 1.30 1.33 
70 1.27 1.24 1.07 1.20 1.13 1.20 1.23 1.23 1.21 1.23 
80 1.06 1.05 1.05 1.04 1.05 1.13 1.15 1.15 1.14 1.15 
90 1.06 1.05 1.05 1.04 1.05 1.06 1.07 1.07 1.06 1.07 

(a) BOD (b) COD

(c) SS (d) T-N

(e) T-P

Fig. 7. Correlation of observed and simulated MF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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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rrelation of observed data and simulated data by scatter diagram
BOD COD SS T-N T-P Average

R2 0.965 0.961 0.955 0.975 0.967 0.965 
Slope 0.485 0.629 1.242 0.650 1.075 0.816

Intercept 0.631 0.495 0.097 0.479 0.027 0.346

며,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된 n=30에서는 60%, n=40
에서는 71.6%의 비 오염부하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
와 같은 결과를 통해 간선도로에 감시설을 설치 시 기

강우기  30% 유출수를 감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결정

하여 감시설을 설치 시 총 비 유출부하량의 60% 감소

시킬 수 있다. 모의치를 통해 산정된 MFFn을 살펴보면, 
n=30을 기 으로 할 시 56.4%의 비 부하감소율을 나타내

어 실측치를 잘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측치와 모의치의 차이를 확인하기 해 두 결과 치에 

해 산 도 분석을 통해 회귀식을 산정하 으며, 결과는 Fig. 
7  Table 7과 같다. R2의 경우 1에 가까울수록 자료간의 

선형성이 높음을 나타내고, 산정된 회귀식의 기울기와 편

값을 분석하여 실측치와 모의치의 일치 정도를 확인하 다.
결과를 살펴보면, 오염물질들 에서는 T-N 항목이 0.975

로서 가장 높은 R2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T-P 0.967, 
BOD 0.965 순으로 나타났다. 3회의 실측  모의치를 통

해 산정된 오염물질들에 한 평균 R2가 0.965로 실측자료

와 모의결과의 선형성이 높게 조사되었다. 오염물질별 산정

된 회귀식의 기울기와 편을 살펴보면, T-P의 경우 기울

기 1.075, 편 0.027로 산정되어, 오염물질 에서 실측치

와 모의치가 가장 잘 맞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BOD의 경

우 선형성은 높게 산정되었으나, 기울기가 0.485, 편 

0.631로 산정되어 모의치의 합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오염물질이 아닌  오염물질의 평균 개념

에서 볼 경우, R2 0.965, 기울기 0.816  편 0.346으로 

합도가 상 으로 높아 본 연구방법의 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좀 더 상세하고, 
다각 인 장조사와 통계분석 방법을 용할 시 비 오염

원 감시설의 처리용량 결정에 용할 수 있는 모형의 구

축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에 치한 간선도로에서의 강우 시 

발생되는 유출수에 해 기세척 상의 발생 유･무를 규

명하고, 다양한 강우 사상에 해 조사된 결과를 활용하여, 
기존 연구자들과 같은 방법인 실측값을 기 으로 기세척

비율을 산정하 고, 이와 더불어 실측 모니터링 결과를 입

력 자료로 하여 SWMM모형 모의를 통해 산정된 결과를 

활용하여 MFFn을 산정하 다. 두 결과의 비교･검토를 통

해 모형을 통한 MFFn의 산정 가능성을 확인하 고, 실측

을 통해 산정된 MFFn으로부터 간선도로에 용할 수 있는 

기강우 기 을 산정하 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다른 지 에 한 SWMM을 활용한 MFFn 산정 시 모형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먼  조사지 에 한 정 한 황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우시 강우사상별 유량  수질에 한 실측 모

니터링을 통해 모형의 검･보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요하다. 실측 자료가 부족할 시 모형의 정확도가 낮아지

며, 이로 인해 산정되는 MFFn 한 신뢰도를 잃기 때문이

다. 정확한 모형의 검･보정을 바탕으로 모의된 유출값을 

활용한 MFFn의 산정은 본 연구를 통해 용 가능성을 확

인해 보았다.
1)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강우 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

으로 다양한 강우사상에 해 간선도로에서의 오염물질

별 평균 발생부하량을 산정하 다(BOD: 240.93±391.30 
kg/km2, COD: 906.44±1193.03 kg/km2, SS: 775.16±1364.32 
kg/km2, T-N: 49.86±60.25 kg/km2, T-P: 5.05±6.60 kg/km2).

2) 강우 사상에 따라 SS와 같은 부유성 물질의 부하량 차

이가 크게 산정된 것으로 보아, 조사지 과 같은 불투수

지역의 경우 오염물질의 쌓임과 강우 정도에 따른 씻김

의 향을 직 으로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NCL curve 분석을 통해 조사지 에서의 기세척 상

이 발생함을 확인하 고, 강우강도와 기세척 상 사이

의 비례 인 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10
회의 유출 발생건에 해서 분석을 하 지만 향후 지속

인 모니터링 결과를 통계 인 방법으로 분석할 시 다

양한 변수들의 계에 해서도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기세척 상을 강하게 보인 강우사상에 해 n 값을 

10~90%까지 변화시키면서 수질항목별, n 수치별로 평

균 MFFn을 산정하 다(n=20(총유출량의 20% 유출이 

발생하 을 경우)일때 53.8%의 비 오염부하가 발생, 
n=30 : 60%, n=40 : 71.6%의 비 오염부하가 발생함).

5) 모의치를 통해 산정된 MFFn의 경우, n=30을 기 으로 

할 시 58.4%(실측기  n=30 : 60.0%)의 비 부하감소율

을 나타내어 실측치를 잘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실측치와 모의치의 산 도 분석을 통해 합도를 확인

한 결과 R2 0.965, 기울기 0.816  편 0.346으로 

합도가 높게 조사되어, 본 연구방법의 용 가능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7) MFFn은 비 오염원 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처리 용량 

결정 시 용되는 방법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 로 도심

에 치한 간선도로에 한 감시설 설치 시 기 자료

로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기타 불투수지역에 한 용 가능성도 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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