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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effectiveness of the first flush treatment system using settling process was evaluated to reduce urban nonpoint source 
pollutant loads to surface water during storm events. A pilot scale system was constructed and tested in the field and surface runoff 
samples were collected automatically according to pre-defined conditions. Nine rainfall events were tested and average removal 
efficiencies of TSS (Total Suspended Solid), TP (Total Phosphorus) and TN (Total Nitrogen) were evaluated as 87.4%, 75.3%, and 
43.6%, respectively. Concentration and removal efficiency of pollutants were found to be affected by an amount of rainfall and 
rainfall intensities of the respective events. This seemed to be caused by the greater particulate fractions of first flushed samples 
than the samples collected in later time periods during the same rainfall events. The study showed that it is possible to remove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nonpoint source pollutant loads in initial rainfall runoff by using a simple settling process for TSS and 
TP without requiring additional power or chemicals.
Key Words : Stormwater Runoff, First Flush, Nonpoint Source Pollutant, Settling, Urban Basin

요약 : 강우 초기 표면 유출에 의해 지표수로 전달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고안된 초기우수처리 장치의 효율

을 분석하였다. 장치는 파일럿 규모로서 실험실 수준의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설계되었다. 강우시 사전에 설정된 조건들에 따

라 실험 장치로 채수를 실시하였으며, 24시간 동안 정치하여 침강에 의해 오염물질을 제거한 상등수의 수질을 측정하여 효과

를 분석하였다. 총 9번의 강우에 대하여 평균적인 제거 효율은 총고형물질(Total Suspended Solid, TSS), 총인(Total Phosphorus, 
TP) 그리고 총질소(Total Nitrogen, TN)에 대하여 각각 87.4%, 75.3% 및 43.6%로 나타났다. 초기 강우 유출수 오염물질의 농

도는 강우량과 강우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강우 초기 각 오염물질의 고형물질의 분율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강우시 발생하는 유출수에 의한 오염부하의 상당부분을 단순한 침강

만으로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추가의 동력이나 화학물질의 투입 없이도 고형물질 

분율이 높은 TSS와 TP의 제거 효율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강우유출수, 초기세척, 비점오염물질, 침강, 도시유역

1. 서 론

사람들의 활동이나 자동차의 주행 등에 의해 도시 표면에 

축적되는 폐기물 중에는 토사나 중금속, 유기 물질 및 기름 

등 인체에 유해하거나 난분해성 물질들이 포함되어있다. 강우

에 의해 씻겨나간 오염물질들은 분류식 하수관거 시스템에서 

우수거를 통해 하천에 직접 유출되고, 합류식 관거의 경우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은 하천으로 직접 방류

되어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하천 바닥에 퇴적되어 지속적인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1) 우리나라의 하수처리장 및 하수

관거의 보급률은 2014년을 기준으로 각각 92.5% 및 77.8%로 

보고되며, 과거에 비하여 개선된 반면 강우 등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2) 정부 합동 연구진은 국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점

오염원에 의해 배출되는 수질오염 부하량은 전체의 약 70% 

정도에 이른다고 보고한 바 있다.3) 특히 강우 초기에 발생하

는 초기세척효과(first flush effect)는 단시간에 많은 양의 오염

물질을 포함하여 방류되기 때문에 강우에 의한 오염부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4) 강우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적절하게 대응하여 처리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 소하천은 물론 중규모 및 4대강 그리고 해양까

지 오염시킬 수 있으며, 수계의 부영양화는 물론 독성물질과 

난분해성 물질에 의한 오염 현상에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5) 그렇지만 비점오염물질의 배출특성은 시기와 장

소에 따라 다양한 조건에서 변하며 진단 및 대책을 위한 자료

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효율적인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6~9) 반면, 비점오염부하의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어 

왔다. Lee 등10)은 Vortex Screen 장치를 이용하여 강우유출수 

내 미세입자 처리 특성에 대한 관찰 결과를 보고하였다.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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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a) Conceptual design of first flush management system(FiRM) (b) Pilot scale treatment system installed inside stormwater 
monitoring system.

등11)은 우리나라 오염총량 관리를 위해 유수지의 크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 비점오염 물질을 제어하는 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Kang and Baek12)은 비점오염부하를 저감하는 시설 중 

자연형 시설의 유형별 식생현황을 조사하여 연구한 바가 있다. 
한편, Kang and Lee13)는 SWMM을 이용하여 자연형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모의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환경부에서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계 시 필요한 인자와 적절한 관리 

방법 등을 제시하고자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설명서14)를 발간한 바가 있다. 국내외에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고 방법 및 시설들이 개발되어 왔지만 처리시설

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비용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비점오염부

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15) 

본 논문에서는 강우시 도시유역에서 하천으로 전달되는 오

염물질 부하량을 저감하고자 초기우수 처리시설을 개발하고 

실험실 수준의 실험을 거쳐16~19) 현장 적용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파일럿 규모로 수행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진들은 초기우수 처리시설을 제어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21)을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 유역에서 

강우에 의한 비점오염물질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설치 및 

유지관리 양면에 효율적인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지표수 수

질관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실험방법

2.1. 연구대상지역

대전광역시 관평동에 위치한 관평천은 금강으로 유입되는 

갑천 하류의 지천으로서 유로연장 5.54 km에 유역면적은 

10.85 km2의 소규모 도시 하천이다. 관평천의 유역은 2005
년경 개발되어 주거, 상업지역, 연구시설 및 산업시설로 구

성된 하류와 오랫동안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아직 개발이 적

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류지역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

에서는 관평천 유역 중 주거 및 상업 지역이 주로 형성되어 

있는 소유역 안의 분류식으로 이루어진 우수거 말단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2.2. 초기우수처리 시설

Fig. 1은 본 연구에서 제안된 초기우수처리 시설(FiRM, First 
Flush Management System)의 개념도 및 현장 실험을 위해 

설치된 실험 장치를 보여 주고 있다. 강우 발생시 초기우수

를 처리하기 위한 이 시설은 입구에 조대형 고형물질 유입 

제어를 위한 전처리 시설, 침전조 역할을 하는 호퍼와 관 그

리고 여과조 역할을 하는 다단 섬유 필터 시스템으로 이루어

져 있다. 이 시설은 하천의 둔치 지하 또는 유수지의 바닥 

등에 설치할 수 있으며, 전체의 수량은 수위차를 이용하여 

중력에 의해 이동하므로 동력이 소요되지 않는다. 또한, 침
강이라는 자연의 자정작용을 이용함에 따라 오염물질을 제

어하는 데에 약품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현장 실험

을 위한 초기우수 처리시설의 크기는 파일럿 규모로 제작되

었으며 침전조 역할을 하는 호퍼 3개와(L 0.3 m, W 0.3 m, 
H 0.5 m) 4개의 관(L 1 m, W 0.15 m, H 0.15 m)으로 구성

되어 있다. 마지막 단의 여과조의 경우 3개의 필터시스템(L 
0.3 m, W 0.3 m, H 0.35 m)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시설에 

대한 실험실 수준의 연구 결과는 Seo and Kim16)에 의해 자

세하게 보고된 바 있다. 또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여과 시

설의 기본적인 개념 및 효율은 Koo 등20)에 의해 보고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침강장치에만 국한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한편 도시 표면에 도달한 빗물은 지하로 스며드는 비

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지하수위 또한 감소하여 하천의 유

지 유량이 작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침강시설에 

의해 처리된 도시 강우 유출수는 처리 즉시 방류될 수 있지

만 하천의 건천화를 대비해 처리된 유출수를 위한 둔치 지

하의 저류조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하천의 상황이나 후속되는 

강우의 조건에 따라 하천으로 방류될 수 있다. Fig. 2는 초

기우수처리 시설을 운영 관리 하는 강우유출수 종합관리시

스템(ISTORMS)의 흐름도와 사용자 편의시스템(Graphic User 
Interface)의 화면 중의 하나를 예시로 보여주고 있으며, 현
장이나 실내에서 이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 혹은 자동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2.3. 실험 방법

Fig. 1과 같이 현장에 설치된 침강장치의 성능 검증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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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a) Flow of the ISTORMS (integrated stormwater runoff management system) and (b) a Screen capture of a graphic user 

interface of ISTORMS.

Table 1. Characteristics of rainfall events before collecting samples

Date Total Rainfall (mm) Duration (hr) Average Rainfall Intensity (mm/hr) Dry Days (day)

2015. 03. 18. 10.2 6.83 1.49 4.83

2015. 08. 25. 2.2 0.83 2.64 0.07

2015. 10. 01. 3.6 1.17 3.09 19.31

2015. 11. 07. 2.4 0.75 3.20 12.00

2016. 03. 04. 3.4 0.58 5.83 0.77

2016. 07. 16. 14.4 0.17 86.40 3.71

2016. 08. 26. 3.6 0.75 4.80 2.42

2016. 09. 27. 3.4 1.92 1.77 8.87

2016. 10. 07. 2.4 3.75 0.64 2.22

해 본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 대상 조건은 기존의 관찰 결과16,22)와 Han and Seo23)가 

제시한 “강우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 및 관평천의 수질농

도는 초기에 급격히 상승하다 4~6시간 이내에 안정적인 수

준으로 감소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강우 초기에 5분 동

안 20 m3 이상 유출되는 경우를 의미 있는 유출로 설정하

였다. 유출된 강우유출수를 저장하기 위한 파일럿 규모의 

초기우수처리 시설 침강장치의 용량은 약 230 L이며 정량

펌프로 가득 채우는 데에는 약 3.5분가량 소요되었다. 채취

된 유출수는 Seo 등19)이 제시한 “강우시 발생하는 강우유

출수의 오염물질은 24시간 이내에 침강을 통하여 제거된

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4시간 동안 침강을 수행하였

다. 침강이 완료된 강우 유출수의 상등수를 채수하여 TSS, 
TN과 TP 농도를 각각 분석하여 오염물질 제거 효율을 분

석하였다. 본 실험은 2015년에 4회, 2016년 5회 등 총 9회
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후반부 5회의 강우에 대해서는 시간

별 유입 유량과 수질에 대한 실측이 병행되었다. 시료 채취 

당시 해당 강우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2.4. 강우 유출 수질 분석

초기우수처리시설의 설계 인자 및 운영 조건 등을 수립하

기 위해 각 강우사상에 따른 강우유출수의 유량 및 비점오

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분석 방법

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강우유출수가 지표수에 미치는 영

향을 산정하기 위해 유량가중평균농도(event mean concentra-
tion, EMC), 초기유출부하량 비(mass first flush ratio, MFF) 
그리고 비점오염원 비(cumulative pollutant load ratio, CPLR)
를 사용하였다.

2.4.1. 유량가중평균농도(event mean concentration, 
EMC)

일반적인 강우유출수가 지표수에 미치는 영향을 산정하기 

위해 식 (1)과 같은 유량가중평균농도인 EMC(Event Mean 
Concentration)25~28)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

(1)

C(t) = t시간에서의 오염물질의 유출농도(mg/L)
Q(t) = t시간에서의 유출량(m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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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MC for stormwater events

Total rainfall (mm) Storm duration (hr) Average rainfall intensity (mm/hr) TSS (mg/L) TN (mg/L) TP (mg/L)

2015. 10. 01. 44.0 11.4 3.86 12.86 2.00 0.239

2016. 03. 04. 5.6 1.7 3.29 54.35 2.42 0.650

2016. 08. 26. 27.2 3.6 7.56 22.54 2.65 0.138

2016. 09. 27. 25.6 6.7 3.82 30.44 1.27 0.188

2016. 10. 07. 51.4 17.3 2.97 17.78 1.07 0.140

Table 3. MFFn for stormwater events

2015. 10. 01. 2016. 03. 04. 2016. 08. 26. 2016. 09. 27. 2016. 10. 07.

Peak flow (m3/s) 1.64 0.50 1.67 1.22 0.89

n : Peak (%) 26.5 41.4 41.1 47.8 51.5

MFFPeak

TSS 1.3 0.9 1.2 1.3 1.4

TN 1.3 0.9 1.0 1.2 1.2

TP 1.4 0.4 0.9 1.4 1.1

Mass (%)

TSS 34.6 36.0 49.7 64.0 70.1

TN 34.8 36.3 41.6 59.0 62.4

TP 35.8 17.5 36.3 65.8 57.2

2.4.2. 초기세척질량비(mass first flush ratio, MFF)
Park 등29)은 초기 t시간까지 유출되는 유량에 대한 오염

물질의 질량비를 분석하여 초기유출량의 20%에서 40%가

량의 총 부하량이 유출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

(2)

M = 유출된 총 오염부하량(g)
V = 유출된 총 유출유량(m3)
C(t) = t시간에서의 오염물질의 유출농도(mg/L)
Q(t) = t시간에서의 유출량(m3/s)

2.4.3. 누적오염부하량비(cumulative pollutant load ratio, 
CPLR)

Bertrand-Krajewski 등30)과 Deletic31)이 도시 지역에서 빗물

에 의한 초기세척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식과 같은 

누적 오염부하량 비를 이용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조

재현과 서형준32)이 강원도 영량호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

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된 바 있다. 누적 오염부하

량 비는 어느 강우 사상에서 총오염부하량에 대한 특정 시간

까지 오염부하량의 비로서 무차원의 지표이다.

 





∙





∙

× (3)

C(t) = t시간에서의 오염물질의 유출농도(mg/L)
Q(t) = t시간에서의 유출량(m3/s)

3. 결과분석

3.1. 강우유출 특성 분석

Fig. 3은 앞서 보고한 9가지의 강우 사상 중 연속 샘플링

이 수행된 5개의 강우 사상을 시간에 따라 실측된 유출유량

과 TSS, TN 및 TP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강우 사상에 따

라 다소 차이가 나타나지만, 기존에 보고된 바와 같이16,22,23) 
유출강우 전반적으로 모두 초기에 수질농도가 모두 높게 나

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3.2. 유량가중평균농도(EMC) 산정 결과

5가지 강우 사상에 대한 EMC 분석 결과는 평균적으로 TSS
는 27.6 mg/L, TN 1.88 mg/L 그리고 TP 0.271 mg/L로 도

출되었다. Table 2의 EMC를 비교해 볼 때, 총 강우량, 강우 

지속기간 및 강우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질 농도는 감소

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3.3. 초기세척질량비(MFF) 산정 결과

Table 3의 결과는 각 강우 사상의 최고 유량이 0.5~1.67 m3/s
의 범위로 분석되었으며, 이때 발생한 총 유량은 전체의 26.5~ 
51.5%로 도출되었다. 각 강우 사상에서 최고 유량이 나타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초기세척 비율과 오염물질 부하량

은 평균적으로 TSS 1.2, 50.9%, TN 1.1, 46.9% 그리고 TP 1.0, 
42.5%로 나타났다. 특히 2016. 09. 27.과 2016. 10. 07.의 두 날 

짜의 강우 사상은 초기 강우유출수에 가장 많은 오염물질 부하

량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첨두 유량이 발생할 때 다 

른 강우 사상보다 유출된 유량의 비율이 더 큰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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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15. 10. 01.

  

(b) 2016. 03. 04.

(c) 2016. 08. 26.

  

(d) 2016. 09. 27.

(e) 2016. 10. 07.

Fig. 3. Precipitation, hydrographs and concentration graphs of TSS, TN and TP during rainfall events in the study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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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15. 10. 01.

  

(b) 2016. 03. 04.

(c) 2016. 08. 26.

  

(d) 2016. 09. 27.

(e) 2016. 10. 07.

Fig. 4. Cumulative pollutant load ratio of stormwater events of this study.

3.4. 누적오염부하량비(CPLR) 산정 결과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검토된 대부분의 

강우 사상에서 TSS, TN 및 TP 오염물질의 도달률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강우유출수의 오염물질 부하율이 50%가 되

는 시점은 (a)~(c)는 최고유량 발생 이후에 (d)~(e)는 최고

유량 발생 이전에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3.5. 초기우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제거 능력 평가

초기우수 처리시설 침강장치의 오염물질 제거 효과는 Table 4
에 나타낸 바와 같다. 침강으로 제거되는 오염물질 제거율은 

TSS 75.0~96.0%, TN 0.0~85.2%와 TP 29.4~92.5%의 범위

로 나타났으며 평균 제거율과 표준편차는 각각 TSS 87.4%, 
6.0%, TN 43.6%, 22.9%와 그리고 TP 57.3%, 20.1%로 산

정되었다. Table 5는 두 가지 강우 사상에 대한 강우유출수

의 여과 전, 후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여과로 인해 제거되

는 양은 TN의 경우 평균적으로 24.2%, 22.8%이며, TP의 경

우 46.8%, 57.9%로 나타났다. 이는 TP의 양은 TN보다 입자

성 물질이 많아 침강으로 제거할 수 있는 양이 많은 것을 나

타내며, 상대적으로 용존성 물질이 많은 TN의 경우 침강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초기 우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제거 효과는 TSS의 경우 가장 높은 제거율이 나타

났으며, 입자성 물질에 흡착되는 특성이 있는 인의 경우도 비

교적 높은 제거율이 나타났다. 그러나 TN의 경우 입자성 물

질에 흡착이 잘 되지 않고 용존성 비율이 높은 이유에서 제거

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16) 한편, 0.17시간 동

안 14.4 mm의 강우가 발생하여 강우 강도가 86.4 mm/h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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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SS, TN and TP concentrations against rainfall characteristics

Initial concentrations Concentrations After 24 Hours 24 hour removal

TSS TN TP TSS TN TP TSS TN TP

Total rainfall 0.87 0.94 0.43 0.00 0.06 0.01 0.91 0.96 0.91

Duration 0.25 0.12 0.20 0.07 0.00 0.04 0.22 0.13 0.20

Average rainfall intensity 0.89 0.95 0.44 0.00 0.04 0.01 0.94 0.98 0.93

Dry days 0.07 0.01 0.12 0.03 0.00 0.08 0.06 0.01 0.07

Table 4. Removal of TSS, TN and TP in the first flush manage-
ment system

Date
Initial

(mg/L)
After 24 hours 

(mg/L)
Removal

 (%)

2015. 03. 18.

TSS 255.0 23.5 90.8

TN 18.30 5.60 69.4

TP 1.880 0.620 67.1

2015. 08. 25.

TSS 85.3 4.0 95.3

TN 2.12 1.22 42.4

TP 0.323 0.044 86.2

2015. 10. 01.

TSS 74.7 10.6 85.8

TN 2.54 1.75 31.1

TP 0.240 0.140 41.7

2015. 11. 07

TSS 53.6 8.8 83.6

TN 2.22 1.20 45.9

TP 0.319 0.178 44.2

2016. 03. 04.

TSS 122.0 30.5 75.0

TN 0.27 0.15 44.4

TP 2.110 1.490 29.4

2016. 07. 16.

TSS 236.0 9.5 96.0

TN 14.20 2.10 85.2

TP 2.050 0.153 92.5

2016. 08. 26.

TSS 59.8 8.5 85.7

TN 3.49 3.49 0.0

TP 0.135 0.071 47.7

2016. 09. 27.

TSS 59.6 7.1 88.2

TN 2.47 1.33 46.3

TP 0.412 0.155 62.3

2016. 10. 07

TSS 57.5 7.7 86.6

TN 2.19 1.58 27.8

TP 0.272 0.151 44.3

Table 5. TN and TP concentrations of stormwater samples 
before and after the filtration with 1.2 µm filter

2015. 10. 01. 2015. 11. 07.

TN TP TN TP

Before filtration 
(mg/L)

2.73 0.225 1.99 0.302

After filtration 
(mg/L)

1.94 0.108 1.43 0.119

Difference
(mg/L)

0.79 0.117 0.55 0.183

Difference
(%)

24.17 46.80 22.79 57.86

나타난 2016년 7월 16일 자료의 경우 TN 제거율은 85.2%
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당일 기록적인 강우 및 강우 강도에 

따라 TN을 포함한 입자성 물질들이 다량 유입된 것에 기

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5년 3월 15일 채취된 시

료의 경우에도 침강에 의한 TN의 제거율로서는 비교적 큰 

편인 69.4%의 제거율이 기록된 바 있다. 이날에는 6.83시
간 동안 10.2 mm의 강우가 발생하여 1.47 mm/hr의 강우강

도를 기록하였다. 위 두 경우는 강우량이 10 mm를 상회하

는 것이 공통점으로 관찰된다. 해당 연구지역에서 10 mm 
이상의 다량의 강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침강 시설에 의한 

TN의 제거율은 50% 이하로서 여타의 오염물질에 비하여 

비교적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된다.

3.6. 강우 특성에 따른 강우유출수 오염물질 농도 분석

도시 비점오염물질의 강우에 따른 오염물질의 제거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강우 특성과 각 오염물질 상태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초기 유입수의 TSS와 TN 농도의 경우 모든 강우 사상에서 

총 강우량과 평균 강우 강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

나 TP는 다소 작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오염물질의 제

거 효율은 모든 항목에서 강우 강도와 매우 높은 상관성

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초기 강우유출수가 침강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는 입자성 고형물질을 포함한 비중이, 강우 강

도가 높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강우유출수의 입도분포 중, 입자의 크기가 가

장 크게 나타나는 강우 초기에 입자성 오염물질의 비율이 

가장 높다”라는 이전 연구16)에서 제시한 결과와 일치하며, 
이는 침강에 의한 오염물질 저감의 효율이 강우 초기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4. 결 론

본 연구는 강우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제어하기 위

하여 본 연구진이 개발한 초기우수 처리장치의 공정 중 침

강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장치를 성능 검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대전의 관평천의 분류식 유역의 우수거 

말단에서 강우유출수를 채수하여 수질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항목은 TSS, TN 및 TP이며 총 9회 수행되었다.

1) 5가지 강우 사상의 유출특성, EMC, MFF 및 CPLR 분
석을 통하여 적은 양의 강우에도 높은 농도의 비점오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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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강우유출수와 함께 유출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유출 시작 후 2~3시간 후면 강우유출수가 최대로 나타나며, 
비점오염물질 부하 또한 50%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처리 용량의 한계가 있는 시설에서 

단시간 내에 가장 많은 오염물질 부하를 저감하기 위해선, 
유출 시작 후 최소 2시간 동안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것

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초기 강우유출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농도는 강우량

과 강우 강도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SS의 경

우 강우량과 강우 강도에 따라 0.87과 0.89, TN의 경우 0.94
와 0.95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TP의 경우 위의 두 항목보

다 낮은 0.43과 0.44로 나타났다.
3)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채수된 강우

유출수를 24시간 침강시킨 후 검증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은 

평균 TSS 87.4%, TN 43.6%와 TP 57.3%로 산정되었다.
4) 강우시 본 시설에 의한 초기 강우유출수의 입자성 오염

물질 제거 효율은 TSS의 경우 강우량과 강우 강도에 0.91과 

0.94, TN의 경우 0.96과 0.98 그리고 TP의 경우 0.91과 0.93
으로서 모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 2)와 더불어 강우량과 강우 강도가 많거나 클수록 많

은 양의 비점오염물질들을 침강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제거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5) 본 연구의 결과는 인위적인 동력이나 화학 약품을 사

용하지 않고 간단한 침강을 통해 강우유출수의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결

과에 따라 초기우수 처리시설이 활용도가 낮은 하천 둔치 

지하에 설치된다면 강우유출수의 오염물질 저감에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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