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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ke Sihwa has a very unique watershed environment, surrounded by industrial, urban and rural catchment area with different 
land use. The first flush phenomenon was investigated in 3 catchment area. 4TG, representing the industrial area, shows rapid 
discharges of highly concentrated pollutants during the early stages of a storm and it is indicating a strong first flush effect. At 
AS, representing the urban area, the pollutant concentration reached its peak approximately 2~3 hours after the start of storm, 
which is a strong first flush effect did not appear. JJB and MS represent the rural areas, the PEMC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highly concentrated pollutants were discharged during the middle and latter stages of a storm, instead of early pollutant runoff 
due to the effects of rainwater runoff. 

keywords : First flush phenomenon, Mass first flush ratio, Non-point source, Runoff

1. 서 론1)

강우유출 기에는 강우 후기보다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상을 보이며 이를 기유출 상(first flush 
phenomenon)이라 부른다(Deletic and Maksumovic, 1998; 
Gupta and Saul, 1996). 기유출 상이 발생하는 동안에는 

많은 양의 오염물질들이 수계로 빠르게 유출되고 수질에 상

당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and Bang, 
2000). 일반 으로 강우시에는 기유출 상의 향으로 오

염물질 농도곡선(pollutograph)이 수문곡선(hydrograph) 보다 

선행하여 첨두피크를 타나내는 상을 보인다. 강우 기 유

역으로부터 유출되는 오염물질들은 유역면 , 강우강도, 불
투수층 면 , 선행무강우일수, 토지이용형태, 수리･수문조건 

등 인 으로 조 이 어려운 다양한 요소들의 향을 받는

다(김진호 등, 2008; 이병수 등, 2008; Gupta and Saul, 
1996). 비 오염물질은 일반 으로 일간, 계 간 배출량 변

화가 크고, 측과 정량화가 어렵고, 많은 종류의 오염물질

을 포함하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이 동 등, 2001; 최지

용, 1998; Bedient et al., 1980; Ichiki and Yamada, 1999). 
최근 체계 인 수질 리를 한 소유역별 비 오염원 리

의 요성이 확 되면서 다양한 토지이용에 합한 비 오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jmoh@khu.ac.kr

염원 리 없이는 목표수질 달성을 기 할 수 없다는 것이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국내 사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김이형과 이선하, 2005). 이에 토지이용 황이 다른 소유역

을 상으로 시간별 유량가 평균농도(Partial Event Mean 
Concentration: PEMC), 기세척효과(First flush effect), 
기세척비율(Mass first flush ratio: MFF), 상 계분석 등 

활발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다(신창민 등, 2004; 
Bertrand- Krajewski et al., 1998; Deletic, 1998; Kim et al., 
2007; Lee et al., 2002; Luo et al., 2009).
본 연구 상지는 공단, 도심  농 유역의 서로 다른 3

개 소유역이 시화호를 심으로 함께 분포하고 있는 독특

한 유역  특성을 갖고 있다. 아직까지 토지이용 황이 

서로 다른 3개 소유역을 상으로 동시에 비 오염물질 유

출특성을 분석한 사례는 없고, 부분 단일 소유역을 상

으로 강우유출수 향에 따른 비 오염물질 기유출특성

을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 황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3개 소유역을 상으로 강우시 오염물질 

기유출 상을 비교 분석하 다.

2. 연구방법

2.1. 상유역 황

시화호 유역은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에 포함된 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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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and use conditions in Lake Sihwa watershed

Site
Land use (%)

Residential Factory Paddy & Upland Forest Commercial Others
Industrial area 4TG - 60.1 - 35.6 - 4.3

Urban area AS 17.5 0.5 13.5 38.2 3.8 26.5

Rural area
JJB 6.4 - 35.5 52.6 - 5.5
MS 5.6 1.2 51.4 26.3 - 15.5

Fig. 1. Sampling sites in Lake Sihwa watershed.

된 간사지와 얕은 구릉지 로 지세가 비교  완만하며, 
EL.100.0 m 미만이 75~99.2%로 부분 낮은 평탄한 지형

으로 되어있다. 시화호 유역은 크게 소유역별 토지이용 황

에 따라 시흥시의 시화공단과 안산시의 반월공단을 포함한 

공단유역, 안산신도시를 포함한 도심유역, 그리고 주로 화

성시를 심으로 하는 농 유역으로 구분된다(Fig. 1). 시화

호 유역 체 면   농 유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2.1%
로 가장 넓은 유역면 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단유역은 

13.2%, 도심유역이 10.3%를 차지하고 3개 소유역외에 남

측간석지 등이 나머지 유역 유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해양부, 2008).
환경부의 토지피복도( 분류, 30 m)를 이용하여 각 소유

역에 한 토지이용 황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

내었다. 공단유역에 포함된 반월공단 4토구(4TG)는 공업지

역이 60.1%를 차지하고 있어 불투수층 비율이 높고 강우시 

고농도의 다양한 오염물질 유입이 발생할 것으로 단된다. 
도심유역에 치한 안산천(AS)은 주거  상업지역이 

21.3%, 산림(녹지 포함)지역이 38.2%로 신도시 조성시 녹

지공간이 많이 조성된 유역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장 보

(JJB)와 문산천(MS)은 농경지와 산림지역이 약 77~88%를 

차지하고 있어 농경지와 산림의 향이 클 것으로 단되

고, 본 연구 조사지 인 하류구간의 경우 부분 농경지가 

분포해 있는 특성을 보여 농 유역의 향이 높을 것으로 

단되어 농 유역으로 구분하 다.

2.2. 조사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시화호 소유역별 토지이용 황 특성에 따

라 공단유역을 표하는 반월공단 4토구(4TG), 도심유역을 

표하는 안산천(AS), 농 유역을 표하는 반월천･동화

천･남 천 합류지 인 장 보(JJB)와 문산천(MS)을 상으

로 비강우시 수질조사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정기 으로 수질조사를 실시하여 총 66회 조사를 수행하

다(Fig. 1). 강우시 수질조사는 강우사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2008년 6회, 2009년 4회 총 10회 강우사상을 상으로 시

간별연속조사를 수행하 고, 본 연구에서는 각 소유역별 유

역특성에 따른 비 오염물질 유출특성을 잘 반 하고 있는 

강우 Event를 선택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시료채

수는 자동채수기(RoboChemTM Auto sampler, P1-1224)를 

이용하여 유출이 빠른 공단과 도심유역은 기강우시작 후

( 강우량 3~5 mm), 기 6개 시료는 30분 간격으로 채

수하고, 그 이후 시료는 1시간 간격으로 채수하도록 설정

하 다. 반면, 농 유역은 기 6개 시료까지는 1시간간격

으로 채수하고 그 이후에는 2시간 간격으로 채수하도록 설

정하 다. 유량측정은 유량계(Flo-Tote 3, Marsh Mcbirney)
를 수 측정은 음  수 계(SLM-1000, Sondar, CMDA방

식)를 이용하여 매 15분 간격으로 데이터가 측정되도록 설

정하여 측정하 고, 수질과 더불어 유량, 강우량, 수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 다. 강우시 유입하천 수질특성분석

을 해 SS, CODMn는 Standard Method(APHA, 1998)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 2004)에 하여 분석하 고, 
TN과 TP는 자동분석기(SKALAR, SANplus Analyzer 5000)
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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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오염물질 유출특성 분석방법

2.3.1. 구간별 유량가 평균농도(Partial Event Mean Concentra-

tion, PEMC)

유량가 평균농도(EMC)는 강우사상에 따른 단순 평균농

도이기 때문에 비 오염원이 갖고 있는 강우지속시간에 따

른 구간별 오염물질 유출농도변화  기세척 상 등 다

양한 유출특성을 설명할 수 없는 문제 을 갖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 오염원이 갖고 있는 다양한 오염

물질 유출특성을 나타내기 해 식 (1)과 같이 PEMC 개념

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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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EMC는 구간별 유량가 평균농도(mg/L), m(t)는 

강우지속시간 변화에 따른 유출오염부하량, v(t)는 강우지속

시간 변화에 따른 유출유량, Ct는 강우시 시간변화에 따라 

유출되는 오염물질농도, Qt는 강우시 시간변화에 따라 유

역으로부터 유출되는 유출유량을 나타낸다(Kim et al., 
2007; Michael and Masoud, 2005).

2.3.2. 기세척효과(First flush effect)

2.3.2.1.  유출량과  부하량과의 비율에 의한 방법

강우에 의한 기세척효과(First flush effect) 분석을 해 

무차원의  유출량과  부하량과의 비율에 의한 방

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고 그 수학  표 은 식 (2)와 

같다.

M(V) =
  (2)


 > 1 : Flushing (2-1)




≤ 1 : No flushing (2-2)

여기서, 강우지속시간 동안의 유량 Q(t)에 한 유량 

∑Q(t)비인 Q(t)/∑Q(t)를 x축으로 하고, 오염부하량 L(t)에 

한 오염부하량 ∑L(t)비인 L(t)/∑L(t)을 y축에 도시

하 다. 유출량과 부하량 비율의 값이 1보다 큰 

경우는 측치가 이등분선(bisector) 쪽에 치하고 기

세척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반 로 결과 값

이 1보다 작은 경우는 측치가 이등분선 아래 치하고 

기세척효과는 없고 강우 후기에 오염물질 유출이 발생하

는 것으로 단한다(Bedient et al., 1978; Gupta and Saul, 
1996).

2.3.2.2. 유출량과 부하량과의 멱함수 계에 의한 방법

기세척효과를 평가하기 한 방법으로 M(V) curve를 

아래 식 (3)과 같은 멱함수(power function)로 표 하여 설

명하 다(Bertrand-Krajewski et al., 1998; Saget and Chebbo, 
1995).

F(X) = Xb (3)

여기서, b는 기세척효과 계수를 나타내며, 기세척효

과 계수 값은 Log-transform 되어 식 (4)와 같은 일차원 회

귀식에 의하여 b값이 산정되어진다.

ln(F(x)) = b･ln(X) (4)

First Flush Definition : b = 1 : Uniform Loading
b < 1 : First flush effect
b > 1 : Dillution effect

여기서, F(X)는 L(t)/∑L(t)를 X는 Q(t)/∑Q(t)를 의미하며, 
기세척효과 계수 b는 M(V) curve와 이등분선(bisector)간

의 차이(gap)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기세척효과 강도는 b
값과 역 상 계를 보인다. 즉 b값이 1보다 작으면 작을

수록 기세척 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3.2.3. 시간에 한 부하량과 유출량 차이에 

의한 방법

Gupta and Saul (1996)은 총 부하량  부하량과 총 

유출량  유출량 비율과 시간간의 계를 이용하

여 기세척 상을 정의하여  다른 표 을 제안하 다. 
시간에 한 부하량과 유출량간의 계를 사

용하여 시간에 따른 부하량과 유출량의 차이가 

0.2 이상이면 강한 기세척 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단

하 다(Fig. 2). 이는 기존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표 된 그

래 와 유사하지만 이 방법은 시간의 변화에 한 상

계를 포함하고 있어 M(V) curve의 시간  변화를 설명하

Fig. 2. Definition of the first flush according to Gupta and 
Sau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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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ange of runoff pollutants in dry and rainy season (and average) (Unit : mg/L)

Site
Dry season Rainy season

SS CODMn TN TP SS CODMn TN TP

4TG 14~127
(48)

27.7~175.6
(63.4)

2.1~74.7
(63.4)

0.38~10.19
(2.11)

6~2,120
(166)

8.9~383.2
(43.7)

2.0~44.5
(7.6)

0.09~8.32
(1.25)

StDev 27 28.6 11.3 1.93 242 45.1 7.1 1.48

AS 3~25
(9)

3.8~12.1
(6.7)

2.0~7.7
(3.7)

0.07~0.28
(0.15)

8~860
(102)

5.9~25.2
(12.9)

1.4~9.6
(4.8)

0.10~1.67
(0.45)

StDev 5 2.1 1.0 0.05 125 4.9 1.8 0.33

JJB 4~81
(32)

5.7~18.8
(11.2)

0.5~12.1
(4.7)

0.06~0.61
(0.20)

33~2,684
(310)

4.2~180.5
(18.0)

1.6~16.2
(3.8)

0.08~5.95
(0.55)

StDev) 18 3.9 2.7 0.11 476 18.4 1.8 0.62

MS 7~93
(32)

7.8~38.5
(15.2)

1.0~6.2
(2.7)

0.05~0.51
(0.16)

33~1,345
(162)

9.6~30.1
(15.5)

1.0~4.9
(2.6)

0.11~1.42
(0.35)

StDev 16 5.4 1.3 0.09 193 5.0 0.8 0.18

기에 충분하고 기세척효과가 갖고 있는 시간 인 개념을 

표 하기에 효율 인 분석방법이다.

2.3.3. 기세척비율(Mass first flush ratio, MFF)

기세척비율은 강우지속시간 동안 다양하게 변화하는 

유출부하량과 유출유량을 일정시 에서의  유출량과 

부하량 비율 산정을 통해 강우시 유출되는 오염물질 

양을 정량화하여 표 할 수 있는 기세척 상을 설명하는 

 다른 방법 에 하나이고 그 수학  표 은 식 (5)와 

같다.

MFFn =

















 (5)

여기서, n은 강우지속시간 동안에 일정시 에서의 유출유

량부피를 의미하고, 범 는 0%에서 100%이다. 한 C(t)와 

Q(t)는 각각 t시간에서의 유출량과 오염물질의 유출농도이

며, M과 V는 각각 유출오염물질 부하량과 유출유량 부피

를 의미한다. 한 로 MFF30의 평균값이 2.0라고 한다면 

기우수유출수의 부피 30%에 오염물질 부하량의 부피 

60%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결과  고찰

3.1. 유입하천 수질특성(Dry & Rainy season)

시화호 유역 유입하천에서 ’08~’09년 동안 수행한 정기

조사 수질결과를 통해 비강우시  강우시 각 소유역별 유

역특성에 따른 유입하천 오염물질 유출특성을 비교 분석하

다(Table 2). SS는 비강우시 4TG에서 평균 48 mg/L로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냈고, JJB와 MS도 평균 32 mg/L로 

높게 나타났다. 공단유역과 농 유역 하천에서는 조사 시기

에 따라 SS 유출농도 범 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

우시 모든 하천에서 SS 평균 유출농도가 비강우시보다 최

 10배 이상 격하게 증가하 고, JJB에서는 최  2,684 
mg/L (Avg. 310 mg/L)의 고농도 입자성오염물질 유출 상

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은 JJB의 경우 

일정강우(약 40 mm 이상) 이상시 상류에 있는 제수문을 

개폐하여 평상시 축 되어있던 고탁도의 오염물질이 일시

으로 유출되는 수문학  특성이 큰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단된다. CODMn는 비강우시 4TG에서 평균 63.4 mg/L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사시기별 유출농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강우시에는 4TG 경우 기세척효과 향으로 강

우 기 최  383.2 mg/L의 고농도 유기물이 유출되었고, 
유량증가에 따른 희석효과로 인해 평균농도는 비강우시보

다 낮게 나타났다. AS  JJB에서는 비강우시보다 평균 농

도가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강우시 유역으로부터 다량

의 유기물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N  TP는 비강

우시 특히 4TG에서 미처리공장폐수  하수 등의 유입으

로 인해 다른 유역 하천들보다 3~5배 정도 높은 농도의 

양염류가 유출되는 특성을 보 다. 강우시에는 유량증가에 

따른 희석효과로 인해 TN의 경우 4TG와 MS에서 비강우

시보다 평균 농도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 TP는 유기물질과 

토사 등과 같은 물질과 결합성이 강한 특성을 갖고 있어 

강우시 지표면 유출을 통해 배출되는 TSS와 결합하여 유

출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4TG를 제외한 유입하천에서 

강우시 높은 농도로 유출되는 상을 나타냈다.

3.2. 구간별 유량가 평균농도(PEMC)

4TG는 강우유출이 시작된 후, 약 40~60분 사이 오염물

질 PEMC가 격하게 증가하 고, 유량증가에 따른 희석작

용 향으로 인해 최고농도를 보인 후 60분 안에 PEMC는 

다시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Fig. 3). AS는 기강

우 시작 후 약 120~150분 사이에 SS, CODMn, TP PEMC
가 빠르게 증가하 고, SS를 제외한 다른 오염물질 PEMC
변화 범 는 크지 않았다. JJB는 상류 제수문 개방 시 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정 강우이상시 평균 240~360 min 사
이에 오염물질별 PEMC가 격하게 상승하고, 강우  

PEMC를 회복하는 데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S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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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TG (b) AS

(c) JJB (d) MS

Fig. 3. Partial EMC according to the different land use in Lake Shiwa watershed.

PEMC변화 범 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CODMn와 TP의 

PEMC변화 패턴은 SS와 매유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MS는 강우시속시간에 따른 오염물질별 PEMC변화 속도가 

매우 늦고 변화 폭도 크지 않은 특성을 보 다. 시화호 유

역에 치한 공단, 도심  농  3개 소유역의 경우 에 

나타낸 PEMC 분석결과와 같이 강우유출수 향에 따라 

소유역별 오염물질 유출특성이 각각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기세척효과(First flush effect)

3.3.1.  유출량과  부하량과의 비율에 의한 방법

공단유역은 유출량 변화에 해 오염물질의 농도 변화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강우 기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유출되

는 강한 기세척효과를 나타내는 유출특성을 보인다(강용

태 등, 2007; 신창민 등, 2004; Lee et al., 2002). 4TG에서

는 SS, CODMn, TN, TP 모두 측치가 이등분선 에 분

포하고 있어 기세척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SS, 
CODMn, TP 측치는 이등분선과 상당한 차이를 두고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강한 기세척효과가 나타나 기존 다

른 지역에서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유출특성을 나타내고 있

다(Fig. 4). AS에서는 SS는 기세척효과가 나타나고 있으

나 다른 오염물질들은 측치가 부분 이등분선상을 심

으로 분포하고 있어 뚜렷한 기세척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기존 도심유역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기세척 상 결과와는 다른 특성으로, 이러한 결과

의 원인은 AS는 하천변에 녹지와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강우시 오염물질 유입을 지연시키는 완충지 역할을 수행한 

결과로 단된다. JJB는 상류유역 수문학  특성상 SS, 
CODMn, TP는 이등분선 에 측치가 많이 분포하는 특성

을 보여 강우사상별 는 환경 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세척효과가 약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TN의 경우 유출량 증가와 오염물질 유출간의 상 성이 없

는 유출특성을 갖고 있어 기유출 상이 뚜렷하게 나타

나지 않았다. MS의 경우 부분 측치가 이등분선상에 

는 아래에 분포하고 있는 결과를 나타내어 강우유출시간

동안 오염물질 농도가 수문곡선과 상 성을 갖고 일정하게 

유출되거나, 강우후기에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특성을 나타

내었다. 농 지역의 경우 연구자에 따라 기세척효과 분석

결과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농 지역에서 기세척효과

를 평가하는 일은 쉽지 않다(이병수 등, 2008). 이는 부

분 투수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토양의 성질  상태, 강
우강도, 지형, 수문학  특성 등이 각 조사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역  특성으로 단된다(원철희 등, 
2009). 따라서, 본 연구결과도 시화지역에 치한 3개 소유

역 특성에 따른 결과로 향후 다른 지역 기세척효과 결과

와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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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TG (b) AS

(c) JJB (d) MS

Fig. 4. Cumulative mass and volume curve for SS, CODMn, TN and TP.

3.3.2. 유출량과 부하량과의 멱함수 계에 의한 

방법

본 연구기간동안 강우시 조사한 강우 Event를 상으로 

소유역별 특성에 따라 분석한 first flush coefficient b 값의 

범 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b값을 통해 오염물질별 

기세척효과 강도를 분석한 결과 SS와 CODMn는 4TG>AS> 
JJB>MS 순으로 나타났고, 강우사상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4TG와 JJB에서 특히 강한 기세척효과가 나타났다. TN은 

4TG를 제외한 다른 하천에서는 평균 b값이 1.0보다 커서 

기세척효과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TP는 4TG>JJB> 
MS>AS 순으로 기세척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본 분석

방법은 기세척효과 유무와 세기를 수치화해서 표 하여 

오염물질별 기세척효과 세기 등을 보다 쉽게 단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3.3.3. 시간에 한 부하량과 유출량 차이에 

의한 방법

4TG에서 부하량과 유출량의 최  차이는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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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ange of the first flush coefficient b (and average)

Parameters
Industrial area Urban area Rural area

4TG AS JJB MS
SS 0.06~1.30 (0.40) 0.18~2.40 (0.85) 0.07~2.39 (0.88) 0.39~1.55 (0.99)

CODMn 0.10~1.41 (0.48) 0.61~1.12 (0.85) 0.28~3.89 (0.89) 0.74~1.14 (0.97)
TN 0.20~1.23 (0.76) 0.55~1.75 (1.01) 0.78~1.89 (1.05) 0.66~1.58 (1.11)
TP 0.11~1.22 (0.51) 0.41~1.83 (0.98) 0.23~1.80 (0.92) 0.59~1.34 (0.97)

(a) 4TG (b) AS

(c) JJB (d) MS

Fig. 5. Difference between cumulative runoff mass and volume curves.

CODMn, TN, TP 각각 0.30, 0.26, 0.14, 0.39로 TN을 제외

한 모든 항목에서 0.2보다 높게 나타났고, 발생시 도 강우

기로 나타나 강한 기세척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AS는 부하량과 유출량의 최  차이 발생

시 은 강우 기이지만 SS, CODMn, TN, TP 분석결과가 

각각 0.11, 0.09, 0.05, 0.07로 모든 항목에서 강한 기세

척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Fig. 5). 이는 하천 제외지  주

변부가 녹지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 강우사상  강우

패턴 등 환경 인 요소가 오염물질 유출에 향을 미쳐 이

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단된다. JJB는 SS, CODMn, 
TP 값이 각각 0.24, 0.17, 0.17로 비교  강한 기세척효

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세척효과 발생 시 이 

강우 기가 아닌 강우 시작 후 일정시간 경과 후,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나 강우후기 오염물질의 유출 상이 나타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S는 SS, CODMn, TN, TP의 값이 

각각 0.06, 0.04, 0.01, 0.02로 모두 강우유출수 향에 따

른 기세척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세척효과 분석결

과 4TG에서는 기세척효과 강도가 TP>SS>CODMn>TN순

으로, AS와 JJB에서는 SS>CODMn>TP>TN순으로 나타났다. 
본 방법은 강우지속시간 변화에 따른 오염물질 기유출특

성을 표 하고 있어 앞선 두 방법보다 기세척효과를 보

다 객 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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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FF ratio (30 and 50%) for SS, CODMn, TN and TP.

3.4. 기세척비율

강우유출수의 향으로 유출되는 비 오염물질의 양을 

정량 으로 산정하기 해 각 유역별 표지 에서 수질항

목별 MFFn을 산정하여 Fig. 6과 Table 4에 나타내었다. 
4TG는 SS의 경우 MFF30에서 최  77%(평균 56%)의 오염

물질부하량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강우 기 부분의 

입자성오염물질이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물  

양염류도 MFF30에서 최  약 76%(평균 51%)의 값을 보여 

강우 기 유출수에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유출되

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AS는 오염물질별(SS, CODMn, TN, 
TP) 기세척비율 산정결과 MFF30에서 약 32% 미만, MFF50 
에서 약 53%의 오염물질부하량이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시화호 유역에 치한 도심유역에서는 오염물질

별 기세척비율 분석결과 강우 기보다는 일정시간 경과 

후(약 2~3시간 후), 많은 양의 오염물질들이 유출되는 특성

을 나타내어, 4TG와 다른 기세척비율 결과를 나타내었

다. JJB와 MS은 MFF30에서 약 28%, MFF50에서는 평균값

이 1.02  1.01로 강우유출수부피 50%에 오염물질부하량

의 약 50%가 포함되어 유출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시화

호 상류지역에 치한 두 농 유역은 4TG와 AS에서 나타

난 유출특성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기세척 상도 

나타나지 않았고, 강우 기 강우유출수에 포함되어 유출되

는 오염부하량의 부피도 상 으로 은 유출특성을 나타

내었다. 본 연구결과 시화호 유역에 치한 각 소유역별 

유역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기세척비율 특성을 통해서도 

각 소유역별 유출특성을 악할 수 있었다.

3.5. EMC와 강우특성의 상 계분석

시화호 소유역별 토지이용 황에 따른 강우특성 인자와 

비 오염물질간의 Pearson 상 계수를 Table 5~8에 나타내

었다. 4TG의 경우 선행무강우일수와 SS가 0.65(p<0.05) 로 

높은 상 계를 보여 공단유역에서는 무강우일수가 토구 

 공단유역에 축 되어있던 입자성오염물질의 유출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우강도, 총강우량, 
유량 등 다른 강우인자와 오염물질 유출과는 상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S는 평균 강우강도와 SS가 0.70 
(p<0.05)로 높은 상 계를 보 고, 오염물질간의 상 계

에서는 SS와 TP가 0.72(p<0.05)로 상 성이 매우 높게 나타

났다. JJB는 상류 수문학  특성이 오염물질 유출에 큰 

향을 미치는 환경 때문에, 평균 강우강도와 SS, CODMn, TP가 

각각 0.86(p<0.01), 0.79(p<0.05), 0.86 (p<0.01)로 매우 높은 

상 성을 나타내었다. 오염물질간 상 계에서 SS와 TP의 

상 성이 0.80(p<0.01)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인은 토사

와 같은 입자성물질과 결합성이 강해 강우시 토양유실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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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FF30 and MFF50 values of pollutants in Lake Sihwa watershed

Site
Basic statistics

MFF30 MFF50 MFF30 MFF50 MFF30 MFF50 MFF30 MFF50

Min. (%) Max. (%) Mean (%) StDev. (%)

4TG

SS 43.5 70.3 77.0 93.6 56.0 80.7 11.8 8.3
CODMn 38.8 55.7 82.2 93.0 54.9 77.0 14.2 10.1

TN 32.3 47.0 74.4 86.5 43.6 63.6 13.8 11.3
TP 44.7 59.0 70.8 85.8 55.2 74.9 9.0 9.3

AS

SS 7.3 23.8 68.0 80.5 34.2 55.6 17.9 19.5
CODMn 29.2 47.8 43.2 61.1 35.1 55.3 4.4 4.8

TN 18.1 37.7 35.3 58.2 28.4 48.8 4.8 5.2
TP 13.0 31.9 48.3 71.7 28.4 50.3 10.0 11.3

JJB

SS 6.3 28.4 56.1 73.0 28.3 53.2 16.2 17.5
CODMn 16.4 27.2 53.3 67.0 30.2 51.9 11.2 14.7

TN 16.4 34.9 38.8 57.0 27.4 48.1 8.6 8.1
TP 15.2 28.4 41.4 67.0 27.0 50.7 9.5 12.9

MS

SS 17.5 40.1 55.9 74.6 28.3 53.1 11.7 9.3
CODMn 26.3 48.0 37.2 54.8 30.6 51.5 3.0 2.5

TN 17.3 34.9 40.2 59.0 26.3 45.9 6.8 6.7
TP 21.9 46.2 41.4 59.8 30.8 52.7 6.4 4.3

MFF30 : The pollution load transported by the first 30% of runoff volume.
MFF50 : The pollution load transported by the first 50% of runoff volume.

Table 5. Pearson coefficients from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EMCs and rainfall runoff variables in 4TG
Site SS CODMn TN TP ADD ARAIN TRAIN TRUNOFF DURATION

4TG

SS 1.00
CODMn  .50 1.00

TN -.10  .41 1.00
TP  .46  .68*  .75* 1.00

ADD  .65* .09 -.11  .20 1.00
ARAIN .19 -.19 -.38 -.12  .21 1.00
TRAIN .21 -.23 -.44 -.18  .20   .98** 1.00

TRUNOFF .05 -.28 -.44 -.28  .14   .95**  .95** 1.00
DURATION -.05 -.15 -.44 -.31  -.29 -.03 .16  .07 1.00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Note : ADD(Antecedent Dry Day), ARAIN(Average Rainfall Intensity), TRAIN(Total Volume of Rainfall), TRUNOFF(Total Volume of Runoff)

Table 6. Pearson coefficients from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EMCs and rainfall runoff variables in AS
Site SS CODMn TN TP ADD ARAIN TRAIN TRUNOFF DURATION

AS

SS 1.00
CODMn  .29 1.00

TN -.24  .64* 1.00
TP  .72* .45 -.02 1.00

ADD .07 .25 -.07  .49 1.00
ARAIN  .70* -.46  -.71*  .39 -.08 1.00
TRAIN .42 -.67*  -.68*  .24 -.05   .90** 1.00

TRUNOFF .42 -.56 -.58  .37  .05   .84**   .97** 1.00
DURATION -.35 -.18  .43 -.13 -.10 -.18  .18  .26 1.00

께 직  지표면으로 유출되는 특성에 따른 결과로 단된

다. MS는 평균강우강도, 총강우량, 총유량과 SS간의 상 성

이 각각 0.92(p<0.01), 0.85(p<0.01), 0.91(p<0.01)로 시화호 

유역에 치한 농 유역에서는 강우특성이 입자성 오염물질 

유출에 미치는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단  국토확장  수도권 인구와 산업분산을 목 으로 

시화방조제 건설을 통해 만들어진 시화호는 공단, 도심  

농 유역의 서로 다른 유역특성을 갖고 있는 소유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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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earson coefficients from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EMCs and rainfall runoff variables in JJB
Site SS CODMn TN TP ADD ARAIN TRAIN TRUNOFF DURATION

JJB

SS 1.00
CODMn  .57 1.00

TN  .06 .08 1.00
TP   .80**  .72*  .44 1.00

ADD -.57 .04  .29 -.25 1.00
ARAIN   .86**  .79*  .13  .86** -.33 1.00
TRAIN  .79* .26 -.11 .50 -.65  .76* 1.00

TRUNOFF  .63 .18 -.02 .47  -.71*  .68*  .92** 1.00
DURATION  .05 -.65 -.21 -.23 -.52 -.17 .46  .50 1.00

Table 8. Pearson coefficients from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EMCs and rainfall runoff variables in MS
Site SS CODMn TN TP ADD ARAIN TRAIN TRUNOFF DURATION

MS

SS 1.00
CODMn -.34 1.00

TN  .11  .36 1.00
TP  .72*  .04  .45 1.00

ADD -.36  .73*  .50 -.19 1.00
ARAIN  .92** -.25  .20  .73* -.21 1.00
TRAIN  .85** -.35 -.01 .57 -.20  .94** 1.00

TRUNOFF  .91** -.29 -.19 .58 -.44  .88**  .86** 1.00
DURATION -.25 -.25 -.74* -.56 -.00 -.27 .06 -.07 1.00

둘러 쌓여있는 매우 독특한 유역환경을 갖고 있다. 각 소

유역을 표하는 유입하천에서 강우유출수 향에 따른 오

염물질 기유출 상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단유역을 표하는 4TG는 PEMC분석결과 기강우 

시작 후, 약 1 hr 안에 오염물질별 첨두농도가 나타나고 

유량증가에 따른 희석효과로 인해 빠르게 농도가 다시 

감소하는 유출특성을 나타내었다. 기세척효과 분석에

서도 강한 기세척효과를 나타내었고, SS, CODMn, TN, 
TP 모두 MFF30에서 약 52%의 오염물질부하량이 기

강우유출수에 포함되어 유출되는 특성을 보 다.
2) 도심유역을 표하는 AS는 PEMC분석결과 기강우 시

작 후, 약 2~3 hr 경과 후 SS, CODMn, TP가 첨두농도를 

나타낸 후, 다시 빠르게 농도가 감소하는 유출특성을 보

다. 기세척효과 분석결과에서는 SS를 제외한 다른 

오염물질들은 뚜렷한 기세척효과를 나타내지 않았고, 
MFF30에서 약 32%의 오염물질부하량이 강우유출수에 

포함되어 유출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3) 농 유역을 표하는 JJB  MS는 같은 농 유역에 치

해 있지만 수문학  특성으로 인해 비 오염물질 유출특

성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PEMC분석결과 JJB는 약 5hr 
후에 MS는 약 9 hr 후에 TN을 제외한 오염물질별 첨두농

도가 나타나는 유출특성을 나타내었다. 농 유역 특성상 

기세척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MFF50에서 약 50%의 

오염물질부하량이 포함되어 유출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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