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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olicy of total maximum daily load (TMDL) was adopted to manage water pollutants so as to keep the total 
amount of pollutants in the watersheds within established target water quality. While the TMDL was implemented in all four 
major river basins, various problems occurred. Even though the corrections for problems were conducted, the rol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was not established exactly. This study was presented to suggest a rol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
ment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MDL. When the central government establishes the environmental criteria with water quality
standards and pollutants in the main rivers, the local government should establish the level of target pollutants in the watershed. 
Also,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continuously implementing the water quality and flowrate monitoring of the tributaries to find
out the degree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in the tributaries. Especially, the basic plan of TMDL for the whole watershed should 
be established by the river basin environmental office at the centr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established the 
implementation plan of TMDL for the watershed where exceeds the established target water quality. The performance assessment 
of TMDL should be implemented every year to the water quality and flowrate monitoring of the tributaries for satisfaction 
assessment of target water quality in the watershed by the lower-lever government. The performance assessment report of TMDL 
included with an analysis of causes for the excess water quality in the watershed should be submitted to the river basin environ-
mental office at the end of the TMDL planning period.
Key Words : Total Maximum Daily Load (TMDL),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Basic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Performance Assessment, Water Quality and Flowrate Monitoring

요약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유역에 설정된 오염물질 항목별 목표수질을 만족할 수 있도록 배출부하량을 총량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그 동안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일부 보완되었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먼
저, 중앙정부는 국가하천의 주요지점에 수질기준 및 대상항목을 포함하는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유역에
서 대상항목의 목표수질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류하천의 수질개선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천의 수질 
및 유량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유역환경청은 전체 수계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질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류하천의 수질 및 유량을 모니터링을 통하여 매년마다 단위유역의 목표수질 
만족여부 만을 평가해야 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보고서는 단위유역의 목표수질 초과에 대한 원인분석을 포함하여 
계획기간 최종년도에 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어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평가,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1. 서 론

하천은 물이 이동하는 통로로서 인간의 생활과 문화의 장

인 동시에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공간이기도 하다. 하천의 
기능적인 측면은 이수, 치수, 환경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천의 물이 오염된다면 이수기능과 환경기능은 사실상 기

대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

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었는데, 수질오염총량관

리제는 환경규제 제도로 하천의 주요지점에서 대상항목별 

목표로 하는 농도가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이

다.1,2) 즉, 설정된 목표수질이 달성된다면 해당유역은 수질

오염총량관리제도로 인한 규제가 따르지 않지만, 목표수질

을 초과하는 유역은 해당항목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개발

사업의 입지규제가 따르게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구, 축
산, 산업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을 위해 한강수계는 1999년, 

낙동강을 포함한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는 2002년에 각

각 특별법이 제정되었다.3~6) 임의제로 시행중인 한강수계

를 제외한 낙동강, 금강(만경강·동진강수계 포함), 영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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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mplementation procedure of TMDLs.

섬진강수계는 2004년부터 의무제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시행과정 및 절차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

체의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시행체계 

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추진내용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역할정

립을 통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고자 한다.

2.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주요내용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을 위해 환경부장관은 목표수

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수질총량관리 목표, 총량관리 

대상항목, 지방차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 할당, 오
염부하량의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그
리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에 필요한 

수계환경자료, 오염원조사, 오․폐수량 산정방법, 오염부하

량 산정방법, 수질모델링 및 허용부하량 산정방법 등이 기

술된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을 제정하였다.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의 이용 상황 및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계구간별 총량관리항목과 목표수질을 정하였으

며, 광역자치단체 장은 관할구역의 수계단위 기본계획을 수

립하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기본계획에 따라 목표

수질을 초과하는 유역은 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에 따라 수질오

염총량관리를 실시한다. 현행, 수질오염총량관리는 매 5년 

단위의 계획기간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법률 및 
기본방침에 따라 수계 내 물의 이용상황 및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고시하게 되는데, 주요 

상수원의 영향지역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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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경기준 중 수질환경기준 II등급 이내를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질총량 관리대

상항목을 정함에 있어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를 제1단
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여 유기물 지표인 BOD5 1개 항목

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2단계 계

획기간에는 BOD5 항목과 금강수계의 대청호 하류유역을 

제외한 전 수계에 T-P 항목을 추가적으로 지정하였다.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정립

3.1. 하천 수질․유량모니터링

물 관련 계획은 어느 특정시기의 유량(기준유량)을 기준

으로 정하여 수립하는데, 하천제방 및 교량설치 등을 위한 

치수계획에서는 유량이 가장 많은 홍수량(Q1)을 기준유량(경
우에 따라서 30~100년 빈도)으로 하고, 하천 물 환경 정책

에서는 하천 유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수질농도가 높아지는 

갈수기(Q355 전․후)를 기준유량으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기준유량을 저수량(Q275) 또는 평수량

(Q185)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획수립에 있
어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기준유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하천 수질․유량모니터링이 선행되어야 하며, 모니터링을 통

하여 구축된 자료는 기준유량을 산정하고, 단위유역 말단지

점에 설정된 목표수질 만족여부 평가 및 오염물질 삭감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7,8)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한 하천의 수질․유량 모니터

링은 Table 1에서와 같이 중앙정부(4대강 물환경연구소)에
서 본류의 단위유역 말단에 설정된 목표수질 지점을 대상

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3대강수계 오염총량

관리 단위유역 내 지류하천의 시․군 경계지점을 추가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9) 원칙적으로 지류하천(지방하

천)의 수질 및 유량모니터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하나, 계획단계부터 자치단체의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는 이유로 무리하게 측정기관(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지

정․추진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제약조건으

로 인해 오히려 수행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서 지류하천까

지 모니터링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 

계획보다 지류하천의 지점수를 통합․축소하여 관리개선

지역의 선정과 수질개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자

료의 확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효용성 또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궁극적으로 하천 수질 및 유량의 모니터링 결과분석을 통

Table 1. The number of water quality and flowrate monitoring 
of watershed and tributary in four major river basin

Basin 
Class

Han-
river

Nakdong-
river 

Geum-
river

Yeongsan-
river

Total

Watershed 49 41 32 23 145

Tributary - 45 22 27 94

하여 하천유량이 많고 수질농도가 높은 유역을 찾아 그 해

당유역에서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지역의 설정과 수질개

선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구

축되어야 한다.10,11) 특히,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역특성을 진단하고 수질개

선지역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모니터링

이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정한 지점수를 선

정하여 평수기~갈수기를 중심으로 연간 30회 이상을 측정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하천의 목표수질 설정지점

은 중앙정부(기관)에서 측정하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주

요지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 측정결과는 상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여 각종 하천 및 환경계획의 수립에 활용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예방하여야 한다.

3.2. 목표수질 설정

현행 제도에서와 같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하천

환경관리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 경계의 하천

에 목표수질 농도를 설정하고, 시․군․구 경계지점의 하

천에 광역자치단체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

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정부는 국가하천의 주

요지점에 관리하려는 수질환경목표(항목 및 농도)만을 고

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하천의 수질환경목표를 달성하

기 위하여 국가하천에 유입하는 지류하천(지방하천 등) 말
단지점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목표

수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목표수질의 설정

은 국가하천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하천의 주

요지점에 이수 및 생태적 여건과 목표수질의 현실성, 그리

고 하천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인 

목표치를 정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물론 
중앙정부와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 광역자치단체는 현재의 

유역상태와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를 기초로 협의하여

야 함을 전제로 한다.
한편, 목표수질 설정지점의 수질항목도 현행 제도에서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하천의 이수 및 생태적 목적과 유역특

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유기물(BOD5) 또는 T-P를 

설정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12,13) 중앙정부는 국가하

천이 이수목적과 생태적 기능에 맞도록 수질항목별 환경관

리기준을 정하고, 환경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향후 농도

증가가 예견되는 수질항목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질

총량관리 항목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목표수질을 

달성했거나 오염원의 감소로 개선될 전망인 수질항목은 과

감하게 수질총량관리 항목에서 제외하고, 유역관리 특성상 

중요항목을 새로이 지정하는 등 하천유역의 변동특성에 따라 
관리항목과 수질목표는 탄력적으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 
또한, 해당 유역에서 총량관리대상 항목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1~2개 항목으로 극히 제한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 
외 유역관리에 필요한 수질항목은 일반적인 수질정책차원

으로 관리하여야 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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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mprovement of procedure on TMDL pla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3.3.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의 수립

3.3.1. 계획수립의 주체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은 설정한 기준유량 시기에 목

표수질을 초과한 단위유역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하여 환
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행계획은 기초자치단체장

이 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오염부하량 산출 및 삭

감계획 등이 자치단체의 총량관리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중
앙정부의 의지대로 수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계획수립

기준인 하천유량 조건(기준유량)인 저수량 시기는 강수량이 

거의 없어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아 수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점오염물질이란 것이 분명함에도 불

구하고 삭감대상을 비점오염물질로 규정하거나, 목표수질

을 초과하고 있으나 국책사업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더 많

은 배출허용량을 부여하고, 오히려 목표수질 보다 훨씬 낮

은 하천유역에서는 배출부하량을 삭감하여야 하는 모순적

인 계획들이 여러 단위유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총량관리 계획을 수립함에 있

어 총량관리단위유역별 관리항목과 항목별 목표가 결정되

면, 이를 달성하는 방법은 광역자치단체에 전적으로 일임하

여야 하며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

로 목표수질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1) 계획의 수립주체에 

있어서도 기본계획은 현행과 같이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유역환경청)가 4대강별 각각의 

수계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취지에 맞도록 

시행계획은 관할구역 중 목표수질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

려가 있는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하

는 것이 타당하다.

3.3.2. 계획수립 대상지역

현행 제도상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은 전체 수계를 

대상으로 수립하고 있으나, 시행계획은 단위유역 말단에 설

정된 목표수질이 총 2회(3년 평균 1회)를 초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당시 단위유

역의 목표수질을 만족하여 시행계획 수립대상 지역에서 제

외되더라도 해당 단위유역의 수질이 목표수질을 초과하게 

되면 계획기간 중간에 시행계획을 뒤늦게 수립하게 되는 문

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하천유황이 심

하게 변화하는 유역조건에서는 하천유량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

에 계획수립 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목표수질 초과여부 

판정에 있어서도 기준유량의 개념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

다.15) 즉, 기준유량 이상인 홍수량(Q1) 풍수량(Q95) 등의 유

황은 하천유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로 일반적인 유역에서 

점오염물질 배출량과 함께 비점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이 증

가한다 하더라도 하천유량 증가율이 훨씬 크므로 수질농도는 
낮아지게 된다. 이와 같이 하천의 오염농도(L/Q)원리에 따라 
기준유량시기에 목표수질을 만족하도록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한다면, 기준유량 이상의 유황조건에서는 목표수질이 만

족해지므로 기준유량 시기의 오염물질 발생량, 배출량, 하
천유량, 수질농도 등의 특성을 토대로 해당유역 내 대상오

염물질의 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6)

따라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대상지역은 전체 

수계를 대상으로 하되,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유역에서 수

질개선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대상지역은 기준유량(저수량 또

는 평수량) 시기에 물이 흘러가는 유역을 대상으로 한정하

여 수립하여야 한다. 즉, 하천까지 물이 이르지 않는 지역

에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삭감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직

접적인 수질개선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
역관리계획의 수립에 있어 대상지역이 지나치게 크면 소유

역의 다양한 특성을 모두 고려함으로 인해 오히려 하천수질

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가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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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17,18)

결론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환경규제 제도로써 

대상지역을 최소화함이 타당하고, 목표수질을 만족하는 유역

과 기준유량 시기에 물이 흘러가지 않는 지역은 하수를 재

이용하거나 배출하지 않는 시설까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실시를 이유로 사전적인 개발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또한,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기준유량 시기에 하천에 물이 흘러가지 않는 유역의 오염물질 
삭감계획은 후순위가 되어야 한다.

3.3.3. 재정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수립에 따라 오염물질 삭감을 위한 
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오염원이 목표수질 지점과 가까운 
곳이거나, 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의 차이가 적고, 단위

면적당 오염물질 배출부하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단위 예

산투입 대비 수질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오염 

물질 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폐
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설치사업은 중앙정부가 각각의 개별사

업별로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재원투자 비용대비 수질개선 

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자체

적으로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국비

가 지원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 시설을 설치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계획수립에 맞게 재정지원을 계획함에 있어서 수

질개선 사업비를 중앙정부에서 통합항목으로 설정하여 지원

하도록 하고 목표수질과 현재수질의 차이가 큰 지역, 수질

농도차이 뿐만 아니라 하천유량이 많은 지역, 유역면적이 넓

은 지역 등에는 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3.4. 이행평가

기초자치단체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행평가보고서)를 해마다 작성

하여 해당 수계관리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5년 단위로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계획기간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이 포함된 이행평가보고서를 시행계

획이 수립된 모든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많은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이행평가 과정 또한 중앙정부(국립환경과학원 등)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 절차상 이행평가보고서 작성 전 과

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계획기간까지 특정항목의 수질목

표를 달성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

평가는 목표수질 달성여부 평가가 주요내용 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행평가는 매년 하천 유량 및 수질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단위유역 말단에 설정된 목표수질 만족여부에 대

한 기초자치단체의 자체평가보고서를 시행계획 승인기관인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를 간략

화 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단위유역별 이행평가보고서는 

강수량 증가, 오염물질 삭감, 오염원감소 등 어떠한 이유에

서든 목표로 하는 수질농도를 달성하여 수질총량관리제를 

종료했거나, 계획기간의 최종년도에 한 번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19)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기간 동안 목표수질을 만족한 단

위유역은 해당항목의 목표수질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해당유역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종

료해야 한다. 만약 계획기간 내 목표수질을 만족하지 못하

였다면, 해당유역의 목표수질 초과유역에 대하여 원인분석과 
함께 적절한 수질개선계획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행평가보

고서를 작성하여 시행계획 승인기관과 해당 수계관리위원

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행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현
실적으로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동일수계 내에서 

다른 단위유역 현황을 고려하여 목표수질을 조정할 수 있

도록 해야 하며, 목표수질을 초과한 단위유역은 수질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함께 기준유량시기에 물이 흘러가는 유

역을 중심으로 총량관리 항목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신규입지를 제한해야 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

난 여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 수질개선지역의 

선정과 개선여부 파악을 위해서 목표수질이 설정된 국가하

천은 중앙정부, 지방하천 및 소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상시

적으로 하천의 수질 및 유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중앙정부는 국가하천의 주요지점에 이수목적과 생태적 

기능에 맞도록 수질환경목표(항목 및 농도)만을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하천의 수질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지류하천(지방하천) 말단지점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수질항목 및 목표수질농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하천유역의 

변동특성에 따라 수질항목과 목표수질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3)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은 전체 수계를 대상으로 중

앙정부(유역환경청)가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관할구역 중 기
준유량 시기에 목표수질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하도록 하며, 수
질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중앙정부에서 통합항목으로 설정

하여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4)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는 하천 유량 및 수질의 

모니터링 결과를 통하여 매년 목표수질 만족여부만을 평가

하고, 이행평가보고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 계획기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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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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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년도에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 초과유역에 대한 원인분석 

및 수질개선계획을 주된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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