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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ombined sewer overflows during rainfall events contain sewer sediments and surface pollutants. This can cause signi-
ficant chemical, physical and biological problems to receiving watershed. However, there are no method that can commonly apply 
to decide criteria for controlling the pollutant load. In this study, it sets up the reduction goals of combined sewer overflow through 
long-term simulation using the rainfall-runoff model. From a review of domestic and foreign management standard of combined 
sewer overflow for this, it makes decision that 60% (phase 1), 85% (phase 2) of total pollutant load and frequency per year for 
reduction goals is more proper. Also, the result of analyzing long-term simulation (minimum 10 years) applied to research basin 
indicates that reduction goals of BOD pollutant load are 1,123 kg (phase 1) and 2,374 kg (phase 2), and overflow volumes for 
research objective achievement are 11,685 m3 (phase 1) and 24,701 m3 (phase 2).
Key Words : Combined Sewer Overflows (CSOs), Pollutant Loads, CSO Reduction Goals, Rainfall-Runoff Model

요약 : 합류식하수관로시스템에서 강우시 유출수는 관로내 퇴적물과 지표면 세척효과에 의한 오염물질 등이 혼합되어 하천

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방류수계에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CSOs의 오염

부하량 관리기준을 결정함에 있어 통일된 방법론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수유출모형을 활용한 장기

간 CSOs 유량-수질모의를 통하여 CSOs의 오염부하량 저감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CSOs 관리기준을 검

토하였으며, 그 결과 연간 총 월류부하량 및 발생빈도를 총 2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1단계에서는 60%, 2단계에서는 85%
를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도출된 저감 목표 기준을 대상지역에 적용하여 장기간(최소 10년간)의 CSOs 발생 모의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BOD 월류부하량 저감목표는 1단계 1,123 kg, 2단계 2,374 kg이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대응해야 할 

월류량은 1단계 11,685 m3, 2단계 24,701 m3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CSOs, 월류부하량, 월류부하 저감목표, 우수유출모형

1. 서 론

하천은 강우사상 동안에 CSOs (CSOs, Combined sewer 
overflows), 우수(SW, Stormwater), 분류식하수관거월류수

(SSOs, Sanitary sewer overflows) 등의 미처리된 유량을 받

아들이게 되는데, 이들은 방류수역에 화학적․물리적․생

물학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에 따라 US EPA
에서는 강우시 발생하는 우수유출수(WWFs, Wet weather 
flows)를 통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제어하고자 

명확한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집중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1,2)

합류식 하수도 시스템(CSS, Combined sewer system)에서 

발생하는 합류식하수관거월류수(CSO)는 강우로 인한 초기 

유출과 함께 지표면의 비점오염원을 이송시키며 생활오수 등

과 혼합 되어 하천으로 방류됨에 따라 하천수를 오염시켜 

청천일의 오염부하 못지않게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3) 특히, 
강우시의 유출수는 지표면에 퇴적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운

반하고, 하수관로와 맨홀하부에 퇴적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단시간 내에 유출시키는 초기세척 현상을 동반하여 인근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을 배출시킴에 따라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일반적으로 강우초기의 유출수 농도는 

급격히 증가한 후 서서히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

나 강우초기 이후에는 유출유량의 증가로 전체 오염부하량

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합류식 하수관거 시스템

에서는 건기시의 하수처리뿐만 아니라 강우시 하수관로내 

퇴적물의 일시 다량유출과 지표면 오염물질의 세척에 의한 

초기오염까지 관리하여 방류수역의 수질환경을 향상시켜야 

한다.4)

현재 국내에서도 CSOs의 오염부하량, 월류 횟수 등에 관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상유역의 월류빈도, 월류량, 월류

부하량 측정 및 산정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5) 이

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선진국과 같이 우수유출모형을 이용

하여 대상유역별 월류빈도, 월류량, 월류부하량 등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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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바탕으로 월류수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만 통일된 관리기준과 이를 통한 월류수 저감

목표 설정에 관한 절차와 방법론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시

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6)

본 연구에서는 1년간 측정된 유량-수질 자료를 바탕으로 

우수유출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장기간 CSOs 발생

모의를 통하여 CSOs의 오염부하량 저감목표 설정에 관한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CSOs에 관

한 국내외 오염부하량 저감목표 설정을 위한 관리기준을 검

토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적용이 가능한 관리기준을 설정

하였다. 이후,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1년간 CSOs 유량-수질 

자료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유출 모형을 구축하여 

장기간의 CSOs 발생모의를 수행한 뒤, 문헌을 통하여 도

출된 CSO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월류부하량 저감목표 설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적용사례를 제시하였다.

2. CSOs 오염부하량 저감목표 설정

본 단계에서는 CSOs 오염부하량 저감목표 및 관리기준

을 제안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선행되어진 연구 및 관련기

준에 대한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보다 

엄격해지고 있는 목표수질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저

감목표 및 관리기준을 제안하였다.

2.1. 국내 CSOs 관련 기준

국내의 CSOs에 관련된 기준을 살펴보면, 하수도시설기준7)

에서는 우천시 합류식하수도의 방류부하량 저감목표 기준

을 대상처리구역 혹은 배수구역에서 배출되는 연간 오염방

류부하량을 인근수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 이하로 

삭감하거나 혹은 분류식하수도로 전환하였을 경우에 배출되

는 연간 오염방류부하량과 같은 정도로 하거나 그 이하로 

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수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수생태계를 보전함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목표수준이 유동적일 수 있음을 뜻한다.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에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의 설계규모 및 용량에 관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해

당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 mm 이상

의 강우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관련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지하우수 저류시설 설치 시범

지역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9)에서는 분류식 하수도시설의 

오염부하 배출시의 수준과 비슷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BOD 
농도를 기준으로 40 mg/L 이하로 제어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서울시 초기우수처리 대책 연구10)에서는 CSOs의 방류 BOD 
농도를 50 mg/L 이하로 방류시키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는 

처리대상 강우를 35 mm로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합류식하

수도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시설 설치 타당성조사11)는 9)의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CSOs 오염부하발생량의 50%를 삭감함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새만금유역 CSOs처리시설 종합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12) 및 합류식 하수관거 성능 개선방안 연구6)에

서는 7)의 기준을 근간으로 하여, 대상지역에서 연간 발생한 

총 월류오염부하 삭감량의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2.2. 국외 CSOs 관련 기준

미국 EPA의 CSO 관리법규를 살펴보면, 1987년 NPDES 
허용 기준내 CSOs 처리를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9개 최소

관리(NMC, Nine minimum controls)13) 프로그램을 통해 장

기적인 CSO 관리계획(LTCP, Long-term control plan)14)을 

수립 및 실행하도록 하였다. CSO 관리정책은 CSOs는 강

우시에만 발생하도록 하며, CSOs의 발생은 기술 및 수질에 

기초한 CWA의 요구에 준수해야 하고, 수질, 수중 생물, 인
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도록 함을 목표로 하며,15) 
관리계획은 단계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LTCP에서는 CSOs의 장기간 관리 관점에서 유역계획(Wa-
tershed planning)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이는 유역 관리 

기준으로 수질오염 제어의 요구사항을 평가하고 다른 점․

비점오염원 제어와 함께 CSO 제어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으

로, 이러한 유역접근법(Watershed approach)은 CSO 제어를 

위한 실증수단(Demonstration approach)에서 다루고 있으며, 
NPDES 허가제16)에서 승인한 수질기준(WQS, Water quality 
standard)의 성과로 입증하도록 하며, 수생태계의 상태와 

CSOs 이외의 오염물질에 관한 고려사항을 제공하고, 일총

최대오염부하량(TMDLs, Total maximum daily loads)의 개

발을 촉진하고 있다. Fig. 1은 유역에서 CSO 계획을 실시하

기 위한 절차를 나타내며, 이러한 접근법을 통하여 수계에 

대한 파악을 우선적으로 수행한 뒤 수계의 각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목표수질을 설정하도록 한다.

Fig. 1. Watershed-based CSO control planning approach for a 
receiving water segment.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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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measured and verified results14)

No. Criteria

1

No more than an average of four overflow events per year, 
provided that the permitting authority may allow up to two 
additional overflow events per year. For the purpose of this 
criterion, an overflow event is one or more overflows from a 
CSS as the result of a precipitation event that does not re-
ceive the minimum treatment specified.

2

The elimination or the capture for treatment of no less than 
85% by volume of the combined sewage collected in the CSS 
during precipitation events on a system-wide annual average 
basis.

3

The elimination or removal of no less than the mass of the 
pollutants identified as causing water quality impairment through 
the sewer system characterization, monitoring, and modeling 
effort for the volumes that would be eliminated or captured for 
treatment under paragraph 2 above.

그러나 실증수단은 장기적인 유량 및 수질 모니터링을 필

요로 함에 따라 장기간의 조사시간과 높은 비용이 발생하

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증수단

과 상반되는 방법인 추정수단(Presumption approach)이 제

시되고 있다(Table 1). 추정수단에서는 CSO 미처리수의 월

류빈도를 연간 평균 4~6회 이하로 발생하게 하거나, 강우시 

연간 평균기준으로 CSO 발생량이나 오염염부하량을 85% 
이상 처리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지

역적 특성을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일률적인 적용으로 모델

링 구축을 위한 현장모니터링 소요시간 및 조사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본의 경우, 합류식하수도 개선 가이드라인17)에서 합류

식을 분류식으로 교체할 때 배출되는 오염부하량과 같은 수

준으로 CSO 관리목표를 설정하여 발생횟수를 50% 감축시

키고 있으며, 스크린을 설치하여 협잡물 유출을 최소화하

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하수도법 시행령18)에서는 적용시

기를 2단계로 구분하여 BOD 방류수질기준(유량가중평균)
을 1단계 70 mg/L, 2단계 40 mg/L로 규정하였다. 영국은 

친수이용 정도에 따라 별도의 CSO빈도 기준을 설정하였으

며, 6 mm고형물 분리와 10 mm고형물 분리에 대하여 고친

수성에서 각각 년 2회 이상, 년 1회 이하, 중친수성에서는 

각각 년 31회 이상, 년 30회 이하로 규정하였다.19) 독일의 

경우에는 설계 기준을 월류횟수 년 0.5~2회, DO 5.0 이하, 
NH3 0.1 이하로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20)

2.3. CSO 오염부하량 저감목표

국내외 CSO 관련 기준들을 살펴본 결과, 기본적으로 인근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규정되고 있으며, 이
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의 특성을 명확

히 반영하고, 장기간 모니터링에 기초한 실측 자료에 기반

한 명확한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US EPA의 실증수단과 같이 장기적인 모니터링

과 수계 모델링을 통한 방류수계에 관한 분석과 CSOs 발
생이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대상지역별로 저감목

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수립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론은 장기간의 조사와 과다

한 비용 발생에 따른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며, 
CSOs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국내 실정을 고려한다

면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월류부하량 저감 목표 설

정을 위해서는 미국의 추정수단과 같이 CSO 발생량이나 부

하량을 일정 수준까지 저감하도록 하되, 영국 등과 같이 발

생빈도로 설정하는 방법이나 일본과 같이 단계적인 적용시

기를 적용하는 방법과 같은 저감기준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부하량 및 발생빈도를 

대상으로 한 저감기준 설정은 기존의 국내외 기준과 비교

하여 보다 명확한 처리 기준을 제시하며, 단계적 접근을 통

하여 보다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닐 것으로 판

단된다. 단, 국외 사례의 적용이 국내실정에 적합한지에 대

한 검토는 관련자료 및 선행연구의 부재로 불가하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국외의 저감목표 수준에 근접한 기준을 설정

하여 국내에의 적용 가능성 및 절차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

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CSO 오염부하량 저감목표 설정

을 위하여 연간 총 월류부하량 및 발생빈도를 대상으로 2
단계에 걸쳐 CSO 오염부하량 저감목표를 설정하며, 각 단

계별 오염부하량 저감 기준을 1단계 60%, 2단계 85%로 설

정하였다.

3. 우수유출모형을 통한 CSOs 오염부하량 저

감목표 검토

문헌고찰을 통해 설정한 CSOs 오염부하량 저감목표를 우

수유출모형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월류부하량과 발생빈

도 2개 기준에 의해 각 단계별로 다른 값이 산정될 수 있어 

모형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각 단계별로 산정된 저

감목표값을 비교하여 이 중 방어적으로 높은 값을 최종 오

염부하량 저감목표로 설정하였다. 
대상유역을 선정하고, 모의 기간은 선행 연구21)에서 결정

한 최근 10년(2001~2010)의 실강우를 대상으로 하며, 장기

간의 모의 결과를 활용하여 통계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의 결과 중 발생된 월류사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오름차

순으로 정렬하여 백분위수로 정리한 뒤, 설정된 단계별 저감

목표에 해당하는 값을 산정하였다. 또한, 월류부하량과 월류

량과의 상관관계식을 도출하여 산정된 오염부하량 저감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응해야 할 월류량을 제시하였다.

3.1. 대상유역 

본 연구 대상유역은 Fig. 2에 나타낸 광진구 중랑천 하류

에 위치한 군자배수분구 중 군자우수토구 유역이며, 주택지

와 상업지가 약 49%, 도로 및 공공시설물 26%로 약 75%가 

도시화가 되어 있으며, 그 외 약 20% 정도는 산지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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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scription of study area and monitoring point.

(a) Automatic water sampler (b) Pump type water sampler

Fig. 3. Installed water sampler for water quality monitoring.

어 있다. 해당 배수유역 면적은 약 0.96 km2이다.
서울시 광진구는 동북경계에 있는 용마봉(348 m), 아차산

(287 m)을 정점으로 하고, 산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이 

해발고도 100 m 이하의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표
고분포 현황은 EL.30 m 이하 지역이 67.89%, EL.30~50 m 
지역이 13.62%로 대부분 50 m 이하인 저지대이며, 평균표

고는 41.92 m이다. 경사 분포는 0~5° 범위 지역이 70.09%, 
평균경사는 6.57°로 완만한 지역 특성을 나타낸다. 과거 15
년 동안 인구변화 추이는 매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지만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아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인구현

황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수도는 100% 

합류식 지역이며, 2010년 기준으로 하수시설 보급률은 100%
를 기록하였다.

3.2. CSO 모니터링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대상유역에 대한 강우시 유량 및 수질 변

화 특성을 파악하고 우수유출모형의 검보정을 위해 군자우

수토구 지점에서 유량 및 수질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유량 

모니터링의 경우 대상지점 우수토실 전․후단에 Flo-tote3 
전자식 유량계(Hach/Marsh-Mcbirney Inc., USA)를 설치하

였고, 수질 모니터링의 경우 Fig. 3의 자동채수기(ISCO, USA)
와 수동채수기를 설치하여 시료를 채수하였다. 자동채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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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urnal Patterns (b) Daily pattern

Fig. 4. Characteristics of wastewater flow during dry period.

Fig. 5. Characteristics of wastewater quality (BOD) during the dry period.

는 각 900 mL의 총 14개 샘플을 채수 가능하고, 수동채수

기는 관로내 수중펌프를 설치하여 on/off 방식으로 현장상

황에 따라 작업자가 수동으로 채수하였으며, 성상변화를 방

지하고자 4℃로 유지시켜 이송 및 보관하였다. 수질분석 항

목은 BOD, COD, SS, T-N, T-P, pH로 총 6개 항목에 대하

여 시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BOD를 기준으로 CSO 오
염부하량을 산정하였다.

수질 모니터링을 위한 시료채수는 월류수의 수질이 평시

보다 악화되는 최소기준22)에 따라 선행건기일수 3일을 고

려하여 실시하였다. 건기시는 2시간 간격, 강우시에는 강우

시작 전과 종료 후의 일정기간이 충분히 포함되도록 강우

초기에는 5~15분 간격으로 채수하였으며, 이후 30분 간격, 
강우발생 종료 후에는 1시간 간격으로 채수하였다.

3.2.1. 건기시 하수발생량 및 수질 특성

수질 우수유출모형 구축시 입력값인 건기시 하수의 유량 

및 수질 특성을 확인하였다. 건기시 하수 유량의 경우 Fig. 
4(a)와 같이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의 데이터

를 활용하여 요일별로 정리하였다. 오전 2~7시 사이의 시

간대에서 가장 적은 유량이 측정되었고, 출근시간대인 오전 

8~9시 사이에서 가장 많은 유량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Fig. 4(b)는 요일별 평균유량으로 전체평균은 0.095 m3/s를 

기록하였으며, 수요일이 가장 적고, 토요일이 가장 많은 유

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기시 하수 수질(BOD)측정은 2011년 3월 29일, 8월 25

일, 11월 2일, 2012년 5월 30일, 6월 27일에 수행하였으며, 
각 48시간 측정하였다(Fig. 5). 청천시 발생하수 패턴과 비

교시 2~7시 사이에서 가장 낮은 수질농도를 보여 유량 패턴

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지만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유량 패

턴과 달리 서서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평균농도

는 138.69 mg/L로 확인되었다.

3.2.2. 강우시 하수발생량 및 수질 특성

강우시 하수의 유량 및 수질 측정은 월류가 발생하는 유효 

강우사상에 대하여 총 4회 실시하였으며, 2012년 3월 23일
(Event 1), 4월 2일(Event 2), 6월 29일(Event 3),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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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easured results of overflow occurred rainfall events.

Table 2. Characteristics of overflow events 

Number Date
Total rainfall

(mm)
Intensityavg.

Intensitymax

(5 min)
DWP
(day)*

Event 1 2012-03-23 21 0.97 6 5

Event 2 2012-04-02 50.5 2.25 18 8

Event 3 2012-06-29 84 5.6 30 16

Event 4 2012-11-11 7.5 1.88 12 4

(Event 4)에 발생하였다. 각각의 강우사상에 대한 총 강우량, 
강우강도, 선행건기일수는 Table 2와 같으며, 총 4개 강우사

상에 대하여 측정된 유출량, 월류량, BOD 농도의 변화를 

Fig. 6에 나타내었다.
강우시 유량 및 수질 발생특성은 누적강우량이 1 mm 이

상일 때 월류가 발생하며, 유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과 

Table 3. Analysis of measured data of overflow occurred rain-
fall events

Number
Total discharge Overflow

Flow (m3) EMC (mg/L) Flow (m3) EMC (mg/L)

Event 1 16,006 183 1,139 226

Event 2 39,567 107 7,855 83

Event 3 72,719 35 44,708 32

Event 4 15,953 61 3,834 50

거의 동일하게 수질이 증가하여 첨두농도를 기록하고 이후 

급격한 하강곡선을 그리며 건기시 평균수질의 1/4의 수준으

로 떨어지는 경향이 보였다. Table 3은 각각의 월류사상에서 

측정된 총 유출량과 월류량, 유량가중평균농도(EMC), 오
염부하량을 나타낸 것으로, Event 1의 경우 총 유출량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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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ollutograph comparing measured and simulated data of Event 3.

가 월류되었고 EMC는 1.2배 높았다. Event 2의 경우는 20%
의 월류수가 발생하고 EMC는 0.8배로 낮았는데 이는 월류

가 초기우수가 지난 시점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Event 3, 
4는 각각 60%, 23%의 월류수가 발생하였고, EMC는 비슷

한 수치를 보였다. 월류수의 오염부하량의 경우 선행건기일

수가 16일로 가장 길고, 강우사상이 초기에 밀집되고 강우강

도도 가장 강했던 Event 3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EMC
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일자가 최근으로 오면서 점차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지역적 특성의 변화 또는 거리청

소 등 정책의 영향일 수 있으며, 따라서 최근 측정값이며 초

기우수에 따른 고농도 유입수 발생의 특성을 명확히 나타낸 

Event 3, 4를 대상으로 우수유출모형을 검보정하였다.

3.3. 우수유출모형 구축

3.3.1. 우수유출모형 구축

우수유출모형은 도시지역의 유량 및 수질 예측에 널리 사

용되고 있는 XP-SWMM (v2011)을 사용하였다. 유량 모형

은 선행 연구21)에서 구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수질 모형

을 추가로 구축하였다. 기본적인 모형의 구성요소는 기 구

축한 유량 모형과 같으며, 직경이 500 mm 이상인 관로를 

기준으로 관로 463개, 맨홀 450개로 구성되어 있고 소유역

은 484개로 분할하여 각 소유역의 하류맨홀에 각각 연결시

켰다(Fig. 7).

Fig. 7. Model description of study area (Manhole, sewer, sub- 

catchment).

추가적으로 오염물질 모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앞서 모형 

구축을 위해 수행한 유량 및 수질 모니터링 데이터를 기반

으로 건기시 하수 유량과 수질의 일시적 변동값을 입력하였

다. 그리고 측정된 월류사상 중 일반적인 강우시 수질패턴

이 나타난 2012년 6월 29일, 2012년 11월 11일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보정을 수행하였다. SWMM 모형에서는 오염물

의 모의는 건기시 지표면의 축적(Build up)과 강우시 세척

(Wash off) 현상에 의해 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유출되는 양

을 산정하게 되며, 이러한 두 인자가 오염물 모의에서 큰 영

향을 미친다.23) 본 연구에서는 축적량 경험식으로 Exponen-
tial Function과 세척 현상에 의한 유출량은 농도-유출량 곡

선(Rating Curve Method)을 사용하였고, 시행착오법을 통해 

검보정을 수행하였다. 모의 시, 유효강우, 강우데이터의 시

간간격 및 모의 샘플링시간은 선행 연구21)에서 설정한 기준

을 따랐다.

3.3.2. 우수유출모형 보정 및 검증

우수유출모형 검보정에 쓰인 측정데이터는 앞서 확인한 

4개 월류사상 중 Event 3과 4의 수질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축한 우수유출 모형을 활용하여 장기간 모

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월류부하량의 저감목표

를 도출함이 목적이므로 검보정의 지표를 월류수의 오염부

하량(BOD)으로 설정하였으며, 첨두농도가 발생한 시점을 추

가로 비교하여 재현성을 검증하였다.
Table 4는 Event 3에 대한 보정 결과이며, 측정 데이터는 

월류부하량 1,340 kg, 첨두농도의 발생시각은 2012년 6월 

29일 22:00인 반면, 모의 결과는 월류부하량 1,385 kg으로 

오차가 3%가 발생하였으며 첨두농도의 발생시각은 동일 

21:50으로 10분 빠르게 나타났다. 미국 EPA의 Hydrologic 
simulation program-FORTRAN (HSPF)24)에서 제시한 허용

한계에 따르면 본 보정 결과는 ‘Very good’에 해당하는 등

급으로 적절한 유량-수질발생 모형이 도출된 것으로 사료된

다. Fig. 8은 측정 데이터와 모의 결과의 BOD 농도 변화를 

Table 4. Comparison of measured and calibrated results (Event 3)

　 Peak time Total pollutant load (kg)

Simulated BOD 21:50 1,385

Measured BOD 22:00 1,340

Error -10 mi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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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ollutograph comparing measured and simulated data of Event 4.

Table 5. Comparison of measured and verified results (Event 4)

　 Peak time Total pollutant load (kg)

Simulated BOD 2:05 257

Measured BOD 2:20 221

Error -15 min 16%

나타내며, 초기 첨두농도 발생시점과 2시경 농도가 재상승

하는 부분, 이후 많은 강우량에 의해 희석되어 낮은 농도를 

유지함을 잘 재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vent 4를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는 Table 5이며, 측정 데

이터와 모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월류부하량은 오차가 16%
로 모의 결과가 높게 나타났고, 첨두농도 발생시점은 15분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EPA HSPF 기준 중 ‘Good’에 해당

하며, Fig. 9에서 보이듯 초기 첨두농도 발생과 이후 급격한 

하강 후 다시 소폭 상승하는 실제 BOD 농도변화가 높은 수

준에서 재현됨을 확인하였다.

3.4. 대상유역의 월류부하량 및 월류부하 발생빈도 저
감목표 검토

본 절에서는 앞서 제안한 월류부하량 저감목표에 따라 대

상유역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월류부하량과 월류부하 

발생빈도 2개 기준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여 저감목표를 결

정하였으며, 1단계 60%, 2단계 85% 저감목표를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3.4.1. 대상유역의 월류부하량 저감목표 설정 

대상유역에서 앞서 설정한 연간 총 BOD 월류부하량을 1
단계(60% 저감), 2단계(85% 저감)로 저감시키기 위한 월류

부하량 저감목표를 설정하였다. Table 6은 2001~2010년(10
년간)의 수질모의 결과이며, 이때 월류는 총 199회 발생하

였고, 연간 평균 월류량은 232,957 m3, 평균 BOD 월류부하

량은 21,478 kg이었다.
Fig. 10은 199개 월류사상에서의 월류부하량을 오름차순

으로 정렬하여 백분위수로 표현한 그래프이다. 여기서 ‘L60’
의 위치는 해당 점선 아래의 회색바(Bar)의 면적이 전체면

적(추세선 아래의 면적)의 60%가 되는 지점이며, 이때 해당

되는 1,123 kg의 월류부하량을 각각의 월류사상에서 저감

시키면 연간 총 BOD 월류부하량(106,700)의 60%인 64,570
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Table 6. Results of long-term simulation about overflow, BOD 

load, and frequency

Year overflow (m3) BOD (kg) frequency

2001 100,994 18,800 14

2002 318,402 26,064 26

2003 222,736 22,902 22

2004 286,963 19,395 18

2005 258,019 16,359 19

2006 146,149 19,334 19

2007 333,871 30,462 19

2008 290,743 26,294 22

2009 198,122 14,012 19

2010 173,574 21,155 21

Average 232,957 21,478 20

Fig. 10. BOD load frequency spectrum showing standard of 
loads for 60%, 85% reduction in total BOD overflow 
loads.

전체 면적의 85%인 90,877에 상대되는 부하량은 2,194 kg으
로 2단계 저감목표가 된다.

이러한 방법은 하나의 월류사상 안에서 월류수의 오염농

도는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산정되어 실제 현상을 그대로 반

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CSOs의 오염물질 

농도는 강우 초기에 높으며 이후 강우로 인한 희석효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 기준을 적용할 경우의 실제 

저감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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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BOD load frequency spectrum showing the 60th, 85th 
percentile load.

3.4.2. 대상유역의 월류부하 발생빈도 저감목표 설정

본 장에서는 연간 총 BOD 월류부하 발생빈도를 1단계, 
2단계로 저감시키기 위한 월류부하량 저감목표를 설정하였

다. 이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Fig. 11과 같이 백분위수로 

표현된 월류부하량 그래프를 도시한 후 60, 85의 백분위수

에 해당하는 BOD 월류부하량을 저감목표로 설정한다. 10년
간의 모의결과로 미루어 추정하면, 연도별로 추세선과 같은 

추이로 월류부하가 발생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목표가 되는 백분위수에 해당하는 월류부하량에 대응한다

면 그보다 적은 양이 발생한 월류사상은 무조건 저감할 수 

있으며, 이는 발생빈도를 저감함과 같은 의미가 된다. 따라

서, 각각의 월류사상에서 ‘L60’에 해당하는 887 kg을 저감

한다면 총 발생빈도에서 60%의 빈도 저감을 기대할 수 있

다는 의미이며, ‘L85’의 경우에는 저감목표가 2,374 kg이 

된다.

3.5. 대상유역의 월류부하량 및 발생빈도 저감목표 달성
을 위한 월류량 산정

앞서 대상유역에서의 월류부하량 및 발생빈도를 1, 2단
계로 저감시키기 위한 월류부하량 저감목표를 설정하였다. 
기준을 월류부하량으로 하였을 경우 1단계는 BOD 월류부

하량 1,123 kg, 2단계는 2,194 kg이였으며, 월류부하 발생빈

도일 경우는 1단계 887 kg, 2단계 2,374 kg이었다. 이는 수

계 모델링에 의한 정확한 분석없이 추정적인 성격이 강하며 

월류수에 의해 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

할지 확실하지 않으므로 방어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2개 기준에 의해 산정된 저감목표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

므로 각각의 기준에 동일한 저감 퍼센트 적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개의 기준에 의해 저감목표를 산정하고, 
수계를 더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각 단계에서 산정된 

저감목표 중 높은 값인 1단계는 1,123 kg, 2단계는 2,374 kg
로 설정함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월류부하

량 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각의 월류사상에서 대응

해야 하는 월류량을 산정하였다. 

Fig. 12. Relationships between overflow and load in simulation 
results.

Fig. 12는 월류부하량 저감목표에 해당하는 월류량을 산

정하기 위한 월류부하량과 월류량과의 상관관계식 그래프

이며, 모의된 10년 동안의 결과 중 월류가 발생한 총 199개
의 결과에서 각각의 월류사상마다의 월류량 및 월류부하량

을 나타낸 것이다. 월류수의 수질은 불규칙적인 강우특성의 

영향으로 일정한 분포를 보이지 않아 R2값은 낮았지만, 선
형적으로 증가함이 실제 현상을 적절히 모의한 것이라 판단

되어 1차식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1단계에서는 BOD 월류

부하량 저감목표인 1,123 kg에 해당하는 11,685 m3의 월류량

을 대응해야 하며, 2단계에서는 2,374 kg에 해당하는 24,701 
m3의 월류량을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우수유출모형 모의를 바탕으로 CSO 오염부하

량 저감목표를 설정하는 절차 및 기준을 도출하고자, 국내

외 CSO 관리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국내 실정

에 적합한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대상유역을 선정하고 유

량-수질 모니터링을 통하여 우수유출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도출된 월류부하량 저감목표 기준에 따라, 이
를 달성하기 위해 대응해야 할 월류량을 산정하였다.

1) CSOs 오염부하량 관리기준은 인근 수계에 미치는 영

향이 최소화하도록 설정(예, 협잡물/SS 제어, 부영양화 방

지, 용존산소 감소 방지, 물고기의 폐사(Fish kill) 방지)해야 

함이 기본이며, 관리대책 수립 및 이행은 지역의 특성에 맞

게 실시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수계 모델링을 

통한 방류수계의 분석이 우선시 되어, CSOs로 인한 영향

을 확인한 뒤 저감목표를 설정해야 함이 원칙으로 경제적 

여건 및 현장조건 등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2) 1)의 접근방법에 있어 현실적으로 도입에 한계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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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대상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

도록 저감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CSO 오염부하량 저감목

표 설정을 위하여 연간 총 월류부하량 및 발생빈도를 대상

으로 2단계에 걸쳐 CSO 오염부하량 저감목표를 설정하며, 
각 단계별 기준은 1단계 60%, 2단계 85%의 저감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3) 2)에서 도출된 관리기준을 토대로 대상유역을 선정하

여 시험한 결과, 월류부하량 및 발생빈도를 대상으로 산정

된 저감목표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월류부하량 저감의 

목적이 인근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각 인자 중 저감목표값이 높은 인자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모의 결과를 활용하여 월

류량과 월류부하량의 상관관계식을 도출하여 설정된 월류

부하량 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응해야 하는 월류량 산

정이 가능하고, 이러한 결과는 CSO 저류조 설계 및 우천시 

수생태 환경 보호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정책 수립 시 의사

결정의 판단근거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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