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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e of the best way to control Combined Sewer Overflow (CSO) is proposed to construct first flush storage tank. But there is 
little known parameters for optimum design of these faciliti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get optimum design parameters for 
a first flush storage tank construction. The optimization of the tank is generally based upon some measure of SS(Suspended 
Solid) mass holding efficiency. Water quality deterioration of receiving water body happened right after first time occurring 
rainfall in dry weather seasons. So, design rainfall intensity is used at 2 mm/hr for peak of monthly average intensities of dry 
seasons. The capacities for each evaluated catchment are designed from 14.4 min to 16.1 min HRT of CSOs flow at design 
rainfall intensity. Owing to all storage tanks are connected to interception sewer having a redundancy, the suggested volume 
could be cut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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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우리나라 도시 지역의 하수  우수 배제는 합류식 하수

거(57.5%)와 분류식 하수 거(42.5%)로 배제되고 있다(환
경부, 2005). 합류식 하수 거는 비강우시 거 말단의 우

수토실을 통해 차집 거로 하수를 유도하도록 설치되어 있

으며, 강우시에는 우수토실에서 차집되지 않는 설계치 이상

의 하수가 포함된 유출수를 방류하천으로 배출하도록 시설

되어 있다. 강우시 지상에 내린 빗물은 건기에 지상에 쌓

여있던 많은 오염물질을 씻어 내리게 되며 한 거 유속

이 느린 토구 부분에 침 된 후부 면 침 물들은 빨라진 

유속으로 인한 양력과 난류 등에 의해 재 부유되어 월류수

의 오염도를 높이게 된다. 실제로 겨울철과 철을 지나면

서 하천유량이 히 감소한 시 에서 내리는 기 강우

는 하천에 일시에 큰 부하의 오염물질을 유하시키고 있으

며, 이로 인한 용존산소의 감소로 인해 물고기의 집단 폐

사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어지고 있다( 역시, 2009).
CSOs (Combined Sewer Overflows)는 합류식 하수도에서 

우천 시에 오수의 일부가 우수토실이나 펌 장으로부터 미

처리상태로 배출되는 월류수이다. CSOs의 수량이나 수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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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수수역에 따라 수질, 생태계, 물이용에 큰 향을  

수 있으므로 합류식 하수도에서의 CSOs에 한 개선 책

은 긴 하고 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Stovin et al., 2002; 
Welker, 2007). CSOs의 원/비 원간 분류에 한 논의가 

있는데 미국은 원으로 간주하여 NPDES (National Pollu-
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는 SPDES (State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에 등록하여야 하

고, 1994년에 연방정부에서 공표한 CSOs 리정책에 따라 

계획(Long Term Control Plan: LTCP)을 수립하고 있다(조
덕 과 김건하, 2006; Lape and Dwyer, 1994). 랑스에서

는 하수도 리모형을 구축하 고, 일본에서는 2003년 9월
에 하수도법을 개정하여 월류수 발생을 제한하 다. 그러나 

행 우리나라 련법령에서 CSOs에 한 규제 근거가 아

직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박노연, 2003; 박천표, 2007; 
배유진 2008)이지만, 구리시에서 CSOs 류시설에 한 시

범사업을 실시하여, 2006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 

27,000 m3 규모의 류조를 설치하여 운 하고 있다. 구리

시는 이 시설의 운 으로 CSOs에 의한 BOD의 70%를 

감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역시, 2009).
강우시 하수처리장에서는 하수도 설계기 에 따라 기

우수의 일정량(건기하수처리장 유입유량 Q의 3배 = 3Q)을 

받아들여 1차 침 지에서 침 처리 후 2Q는 우회수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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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방류되고, 1Q는 하수처리공정에서 정상처리 되도록 

설계･시공되지만 1차 침 지에 3Q가 유입할 경우 침 되

었던 침 물이 재부상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

기 때문에 실 으로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CSOs에 의

한 강우시 방류부하량을 감하기 한 방법으로 분류식 

하수 거를 설치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 

강우유출수가 매우 오염되어 처리가 없이 수체에 직  방

류하는 것은 환경을 더욱 오염시킬 수 있다. 다른 처리방

법으로는 차집 거의 용량을 증 시켜 공공수역으로의 방

류량을 이는 방법, 우수체류지에 기우수의 일부를 류

하고 강우종료후 처리시설에 이송하여 처리하는 방법, 스월

조 조(Swirl regulator)에서 선회류에 의한 고액분리 상을 

진하여 고형물을 제거하는 방법 등이 있다(박노연, 2003). 
한 CSO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한 류시스템도 효과

이고 강우 유출로 인한 비 오염원 유출량 모의, 류용

을 산정하는 차를 제시하고 용성을 검토(조덕  등, 
2007) 하는 등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마다

의 세부 인 특성을 반 한 시설 용량 산정 기 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합류식 거가 설치되어 있는 도시 

소유역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의 유량  농도변화 특성

을 악하고, 이를 기 로 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 한 

CSOs의 발생을 감시킬 수 있는 기우수 류조의 설계

방안에 하여 연구한 것이다.

2. 연구방법

CSOs에 의한 기우수 류조의 필요성이 두된 것은 

겨울철 건기 이후 철 기우수에의한 거 퇴 물 방출

에 의한 하천 수질의 속한 악화와 이에 의한 물고기의 

집단 폐사가 발생하면서 시작되었다. 철의 물고기 집단 

폐사 발생 지역에 한 인근 토구의 배수구역에 한 조사

결과 산지를 배경으로 하는 집 주거 지역이라는 유사한 

지역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 지역에 한 하천 수질

개선을 해 기 우수 류조의 설치가 가장 하다고 

단하여 이의 설치를 한 지역의 황 조사, 토구조사와 

배수구역의 유량 결정을 한 세부 인자들을 조사하여 

상 토구의 기우수 류조 용량을 결정하 다.

2.1. 상 지역의 선정  조사방법과 토구 황

시설 설치 상 지역은 과거 물고기 집단 폐사 이력이 

있는 토구유역으로 역시의 유등천 지류인 과례천, 용
문천 그리고 변동천의 3개 소하천 토구로 결정하 다. 유
역면 은 566.5, 607  139.7 ha이며 각 유역별로 체 면

에 한 산지의 비율이 26.0, 26.4 그리고 43.5%로 나타

나고 있다. 산지 배경이며 완만한 택지 지역일 때 강우시 

단시간에 격한 유량 증가 발생으로 토구의 CSOs로 인한 

하천의 오염이 심화될 수 있다.
역시 하수처리장은 처리용량이 900,000 m³/d인 활

성슬러지 공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반 으로 도시지역의 

토지이용특성은 크게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로 구분

Fig. 1. Survey areas (Yudeungcheon).

될 수 있다. 여 과 김건하(2005)의 연구에서는 역

시 시가화 구역의 토지이용 황은 주거용지 75%, 상업용지 

11%, 공업용지 13%이고, 주거지역의 유출계수를 0.65, 상
가지역 0.7, 비개발지역 0.3, 그리고 도로의 유출계수를 0.8
로 가정할 때 면 비에 의한 추정유출계수는 0.65를 용

하 다.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류시설의 설계를 해 우

선 으로 검토한 것은 과거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한 인

근 토구이다. 역시 3  하천에서의 물고기 집단폐사

는 유등천의 수침교, 태평교, 용문교 등에서 가장 많이 발

생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재 강우시 비교  월류수 

발생이 많은 유등천 유역의 토구를 선정하 는데, 선정구간

은 과례천 유역, 용문천 유역  변동천 유역으로 결정하

다(Fig. 1).
하수량 산정 등에 기  인자인 계획 인구와 상지역의 

면 은 “ 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2007)”상에 제시

한 자료를 근거로 설정하 다. 선정된 지역의 합류식 하수

거 토구 3 지 의 상토구에 하여 강우시 월류 과 

후의 수질과 유량을 조사하고, 하수량과 수질  우수량과 

오수량을 조사하여 토구 3지 에 한 최 의 차집시간을 

산정한다.
유량산정은 로펠러형 유속계(Swoffer Flow Meter Model 

3000)와 단면  측정방법을 통해 산정하 다. BOD와 TSS
의 수질분석은 Standard Method (APHA, 1998)에 의해 분

석하 다. 역시의 합류식 하수도 우수토실은 합류식 

거를 통해 배출된 하수가 우수토실의 웨어  오수유출

거를 통하여 차집 거로 유입하는 A형, 합류식 거

(BOX)를 통해 배출된 하수가 토구에 설치된 U형 측구수로 

 연결 을 통해 맨홀에 유입된 후 오수유출 거를 통해 

차집 거로 유입하는 B형  B형과 유사한 형식으로 차집

거의 치가 제방의 내측에 설치되어 합류식 거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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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specifications of discharging outlet

Stream Size
Mountain Urban area

Area
(ha)

Area
(ha)

Population
(persons)

Gwarye 6 m × 3 m × 2 147.5 419 85,028 

Yongmun 5 m × 2 m × 2
2.5 m × 2 m × 1 160 447 89,542 

Byeondong 3 m × 2 m × 2 60.7 79 15,825 

에 설치된 웨어에 의해 하수가 차집 거로 수직 유하되는 

C형의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선정된 지 은 모두 B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Table 1에 각 토구별 황을 나타내었다.

2.2. 류조 용량 산정방법

합류식 하수도의 우수 류조 용량 산정 방법은 장기

인 수질과 수량에 한 모니터링을 통해 결정해야 하며, 
조덕  등(2007)의 연구에서 도시유역의 CSOs 처리를 

한 류용 을 산정하는 차등과 기존의 연구가 있으며 

이는“하수도 시설기 ”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수 체수지 용

량 결정 방법을 응용한 것으로 차집 거의 용량과 하수처

리장의 처리 용량에 따라 용방법이 달라지고 있다(환경

부, 2011), 이에 한 검토결과 상 지역의 우수 류조로

는 Type II 형과 Type III 형에 한 용이 가능하며(조덕

과 김건하, 2006), 본 연구에서는 우수체수지 설계원리를 

응용한 합류식하수도 기 월류수 류조 설계방법을 검토

한 것으로, 지역의 우수 발생특성, 토사유입 방지장치, 
류조의 차집 거 연계 등의 특성 인자를 고려한 변형설계 

방법을 용하 다.

3. 결과  고찰

3.1. 토구별 우수 유출량 산정

강우강도의 산정을 해 역시 강우자료를 이용하

는데, 역시(2009)의 연구에서 강수 황은 1996년부

터 2005년까지 과거 10년간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1,489.0 mm 이며, 6월과 9월 사이의 집 호우로 인해 이 

기간의 강수량이 년 강수량의 71%에 달하고 있으며, 6월 

9월 사이의 집 호우로 인한 향을 배제하면 월  평균 

강우강도는 2 mm/hr 이하 다. 본 연구에 용한 2010년
에도 지난 10년간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최  강우강도

는 7월에서 9월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기와 5월을 제외

하면 월  평균 강우강도는 2 mm/hr 이하로 나타나고 있

다. CSOs에 의한 수질 오염 사고가 주로 철과 같은 갈

수시에 집 으로 발생하는 을 고려할 때, CSOs 류조

의 용량 산정을 한 용 강우강도는 건기시의 최  월별 

강우강도인 2 mm/hr로 용하 다. CSOs의 근간을 이루는 

강우시 첨두우수유출량 산정을 해 합리식(Q = 1/360 
CIA)을 이용하 으며, 유출계수는 2007년 역시 하수

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용한 C=0.3(산지), 0.7(주거지)을 

용하여 각 토구별 우수량을 산정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

Fig. 2. Monthly rainfall intensity (Daejeon, 2009).

Table 2. Calculated Runoff flows from each outlets at 2 
mm/hr rainfall intensity

Stream
Basin area (ha) Rainfall runoff (m3/min)

Urban Mountain Urban Mountain Total
Gwarye 419 147.5 98 15 113

Yongmun 447 160 104 16 120
Byeondong 79 60.7 18 6 25

다. 산지와 주거지의 유입, 유하시간을 동일하게 용하면 

산지 비율이 높은 변동천 유역에서는 유량이 격히 늘어

나 실측 시 더 많은 유량이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과

례천 유역과 용문천 유역은 산지의 비율이 상 으로 작

고, 유역면 이 크기 때문에 유달 시간이 길어지게 되므로 

 유출량보다 작게 나타나 류조 용량 산정 시에는 이

들의 향을 반 하여야 한다. 

3.2. 토구별 오수량 산정 결과

각 토구별 오수량 산정을 해서 2007년 역시 하

수도 정비 기본계획 보고서에 나타낸 자료를 근거로 계산

하여 Table 3에 각 지천별 오수발생량 산정하여 나타내었

다. 계산에 용된 인구는 Table 1에 나타난 각 유역별 조

사결과를 사용하 으며, 오수량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나타난 276 lpcd를 용하 다. 오수량에 산정된 식 (1)은 

다음과 같다.

오수량 = 시간최 오수발생량 + 지하수량 (1)

지하수량 = 일최 오수량 × 0.1

3.3. 토구별 하수 유출량 산정

하수 유출량은 강우시 우수량과 산정된 오수발생량을 합

하여 결정되어진다(식 (2)). Table 4는 산정 공식에 의하여 

결정된 각 토구별 하수 유출량을 나타낸 것인데, 산정 결

과 2 mm/hr의 강우시 상유역의 우수와 오수의 비율은 

우수가 오수에 비해 약 4배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의 검증을 해 강우시 토구에서의 실측 결

과와 비교하 고, 토구에서의 실측치는 2010년 3월 9일 18
시 30부터 21시 25분까지 실측결과이다. 하루  월류 

부터 월류 후까지의 강우지속시간은 175분이며, 총 강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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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alculated sewage flows for three discharging outlets

Stream Population
(persons)

Daily average
(m3/min)

Hourly maximum
(m3/min)

Groundwater flow
(m3/min)

Total flow
(m3/min)

Gwarye 85,028 16.3 30.6 2.0 32.6
Yongmun 89,542 17.2 32.2 2.1 34.3

Byeondong 15,825 3.0 5.7 0.4 6.1 

Table 4. Comparison between calculated and measured runoff flow for each outlets

Stream
Calculated (I = 2 mm/hr) Measured CSOs flow (’10.3.9)

(I = 1.96 mm/hr)
Sewage flow

(m3/min)
Rainfall runoff

(m3/min)
CSOs flow

(m3/min)
(m3/min)

Gwarye 32.6 113 145.6 142.6
Yongmun 34.3 120 154.3 152.3

Byeondong 6.1 25 31.1 30.1

은 74.5 mm로 일평균 강우강도는 1.96 mm/hr로 산정되어 

진다. 실측치에서의 평균 강우강도가 산정된 강우강도 2 
mm/hr와 비슷하여 이 실측결과를 가지고 기우수 차집용

량을 결정한다.

하수 유출량 = 강우 유출량 + 오수 발생량 (2)

3.4. CSOs 류조 용량 산정

합류식 하수도의 기우수 월류수의 류를 한 류조 

용량 산정 방법 “하수도 시설기 (환경부, 2011)”의 우수 

체수지 용량 결정 방법을 응용하여 용하 는데, 이에 

한 용성의 평가 결과(조덕 과 김건하, 2006), Type II 
형은 오수발생량의 3Q에 해당하는 차집 거의 용량까지 

차집 거를 이용하여 발생하수를 조 하며, 이 용량을 과

하는 부분에 해 류조로 유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경우 간이처리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은 우천시에는 

우수체수지의 효과가 작으며, 우수체수지의 용량이 크면 효

과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조사 상 지역의 각 

방류토구는 하수처리장에서 토사 유입에 의한 효율성 제고

를 해, 침사 유입 방지 장치를 설치하 는데, 이로 인해 

일정 강우강도 이상될 경우 발생하수는 차집 으로 유입되

지 못하고 량 하천으로 방류하게 된다. 따라서 우수 류

조 산정은 Type II 형보다는 Type III 형이 더 정할 것으

로 단된다. Type III 형의 류조 용량 산정법은 오수량

과 강우 유출량 량을 류조에 장하는 방식이며, 기 

우수에 의한 하천 오염을 방지하기 해서 조사 상 지역

을 한 보다 더 한 방법으로 단된다.
2010년 3월 9일 18시 30부터 21시 25분까지 3개 지 의 

실측 유출량과 기상청 자료의 강우강도를 이용해 실측 

시간에 따라 기상청 자료로  우수유출량을 구하고 여

기에 오수 가유출량을 더하여 계산된 유출량을 Fig. 3
에 나타내었는데, 실측 유출량이 기상청 자료에 의한 

 유출량에 비해 과례천 유역, 용문천 유역, 변동천 유

역이 각각 90, 62, 102%이다. 이는 유역면 의 크기와 시

가지와 산지의 비율, 그리고 유입되는 하수 로의 형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산지 비율이 높은
Fig. 3. Cumulative CSOs flows(Gwarye (a), Yongmun (b), 

Byeondong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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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Water Qualities of CSOs for each discharging outlets

Time (min)
TSS (mg/L) BOD (mg/L)

Gwarye Yongmun Byeondong Gwarye Yongmun Byeondong
0 546 366 655 141 133 78
1 356 360 279 129 188 121
5 305 364 411 116 159 59

10 313 545 805 106 161 56
15 330 560 830 103 204 55
20 311 420 881 116 163 52
30 272 408 907 113 124 56
40 263 331 845 117 188 54
60 234 245 512 87 86 52
90 233 219 153 93 67 27

120 218 259 56 55
150 144 219 42 72
175 65 33 36 36

변동천 유역에서는 유량이 격히 늘어나 실측 시 더 많은 

유량이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에 과례천 

유역과 용문천 유역은 산지의 비율이 상 으로 작고, 유
역면 이 크기 때문에 유달 시간이 길어지게 되므로 기상

청 자료로 계산된  유출량보다는 작게 나타나고 있는

데 류조 용량 산정 시에는 이들의 향을 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5에 나타낸 CSOs의 수질과 실측 유출량을 이

용하여 각 방류 토구에 한 류조 용량을 결정하 다. 
BOD와 TSS의 유출농도를 고려하여 결정라인을 선정하는

데 재 하수도법에 의하면 합류식 처리구역내의 월류수 

리 규정에 월류수 수질을 BOD 40 mg/L 이하로 리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 농도를 기 으로 결정라인에 교

차하는 유출량 선에 평행으로 선을 그어 류조 용량을 

결정한다. Fig. 4(a)는 과례천 유역의 산정 류조 용량은 

1856 m3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기상청에서 측된 강우강도

로 이용하여 계산되어진 유출량 인자(0.9)를 고려하면 

2062 m3이 된다. 같은 방법으로 결정되어진 용문천 유역과 

변동천 유역의 류조 용량은 2224 m3과 463 m3이다. 설계

나 시공 등을 고려할 때 최종 으로 3개 지 의 류조 용

량은 과례천 유역은 2100 m3, 용문천 유역과 변동천 유역이 

각각 2300 m3과 500 m3이 정한 것으로 단된다. 
하천의 오염부하에 크게 향을 주는 것은 건기 종료 후

의 기 우수이다. 이  일정 부분이 차집 거로 유입되어

지지만, 상 지역의 방류토구는 강우 발생시 토사유입 방

지 장치가 작동되어 차집 거로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하

천으로 월류하도록 설치되어 있다. 이에 의한 CSOs 류 

시설의 용량 증 를 보완하기 해 류시설의 방류구를 

차집 거에 연결함과 동시에 류조에서 일정 부분의 침사 

효과를 거친 후 차집 거의 여유분에 한하여 곧바로 차집

거로 유입하도록 하 고, 차집 거 만수시에는 역류 방지

를 해 역지 밸 를 설치하 다(Huebner and Geiger, 
1996). 산정된 각 토구의 류조 용량은 발생 CSOs에 

한 체류시간으로 14.4 분 ~ 16.1분에 해당되는데, 이는 기 

강우발생시 일정부분을 차집 거에서 부담하므로 인한 용

량 축소에 의한 것이다. CSOs 류조가 차집 거에 직  

연결되어 있는 계로 기 발생 부하의 일부를 차집 거

의 여유분으로 배출함에 따라 류조 용량을 축소 시킬수 

있게 되었다(Van sluis, 1993).
기 우수 류시설은 그 용량과 처리 효율 등에 있어 

아직 운  사례가 국내에 보고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설의 

설치 후 지속 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류조 용량 결정방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3)과 같다.

  
  

×  (3)

여기서,
STV : 류조 용량

V(DL + CMC) : 결정선과 CSOs 량 선의 교차 

지 에서 평행으로 그어 만나는 용량

ISI : 차집 거로 유입되는 유량

CCC : 기상청 강우강도로 계산되어진 CSOs 량

CMC : 실측한 CSOs 량

  : 안 률

4. 결 론

하수도 시설기 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수 류조 용량 

결정 방법은 차집 거의 용량과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한 검토결

과 조사 상 지역의 CSOs 류조로는 Type II 형과 Type 
III 형에 한 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류조 용량을 결정하기 해서는 BOD와 TSS의 유출농

도를 고려하여 결정라인을 선정하고, 결정라인에 교차하는 

유출량 선에 평행으로 선을 그어 류조 용량을 결정

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여기에 기상청에서 측된 강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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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uggested storage tank volume for each outlets(Gwarye (a), Yongmun (b), Byeondong (c)).

도를 이용하여 계산되어진 유출량을 고려한 정 용량 

산정 결과 과례천 유역은 2100 m3, 용문천 유역과 변동천 

유역이 각각 2300 m3과 500 m3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발

생 CSOs에 한 체류시간으로 14.4 분 ~ 16.1분에 해당된

다. CSOs 류조가 차집 거에 직  연결되어 있는 계로 

기 발생 부하의 일부를 차집 거의 여유분으로 배출함에 

따라 류조 용량을 축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합류식 하수도 지역의 하천 수질 향상을 하여 강우 시 

기우수의 장을 하여 설치되는 기우수 류시설의 

경우 히 설치, 리되어질 경우 수질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차단에 결정 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리를 해서는 장기 모니터링, 밸 , 스크린 등 부속시설

의 리, 내부 세척  유지 리를 한 공간과 시설의 확

보, 안 시설 설치, 악취 발생을 최 한 억제하는 시설의 

설치 등에 한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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