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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본 연구에서는 영산강 유역을 대상유역으로 영산강을 양질의 수자원으로 보전함으로서 수생태계 회복 및

영산호 수자원의 다목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영산강 유역을 개 소유. 11

역으로 구분하고 각 소유역별로 조사분석된 자료를 모형에 입력하여 장래수질예측을 실시하였다, QUAL2E .

수질예측 결과를 토대로 각 하도구간에 설정된 목표수질을 만족하도록 오염부하량을 삭감하여 소유역별

최대허용오염부하량 을 제시하였다(Total Maximum Daily Load) .

핵심용어 목표수질 오염부하량 최대허용오염부하량핵심용어 목표수질 오염부하량 최대허용오염부하량핵심용어 목표수질 오염부하량 최대허용오염부하량핵심용어 목표수질 오염부하량 최대허용오염부하량: QUAL2E, , ,: QUAL2E, , ,: QUAL2E, , ,: QUAL2E, , ,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수역으로 유입되는 하 폐수를 배출허용 기준이나 방류수 수질기준에 따라 규제하는 농도규제 중심의 수질·

관리는 오염원에 대해 동일한 규제치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형평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장점은 있으

나 수질오염 물질 배출이 수환경 용량을 초과는 경우에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다 특히 배출자가 분명하지, .

않은 규제 미만의 소규모 배출원과 비점오염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 오염배출량이 환경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수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수질보전을 위한 기존의 토.

지이용 규제정책도 일정 규모 이하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소규모 시설에 대한 효율적 규제가 안 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규제에 의한 주민의 재산권 제한으로 민원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오염원의 총, .

량적인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이 스스로 오염원 총량발생을 억제함과 동시에 환경친화적으로 지

역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수질관리 기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산강을 양질의 수.

자원으로 보전함으로서 수생태계 회복 및 영산호 수자원의 이용을 다목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최대허용오

염부하량 관리 기법을 도입하였다(total maximum daily load, TMDL) .

연구방법 및 적용연구방법 및 적용연구방법 및 적용연구방법 및 적용2.2.2.2.

소유역구분 및 유달오염부하량 산정소유역구분 및 유달오염부하량 산정소유역구분 및 유달오염부하량 산정소유역구분 및 유달오염부하량 산정2.12.12.12.1

오염부하량 산정 및 예측을 위하여 각 지류 및 본류의 지류합류점을 대상으로 하여 영산강 개 오례천2 , ,

증암천 풍영정천 광주천 황룡강 지석천 만봉천 고막원천 함평천의 소유역을 개의 소유역으로 분할하였, , , , , , , 11

으며 소유역구분 및 소유역 명칭은 표 과 같다 영산강유역의 유달율 산정을 위해 년 월 년, 2.1 . 2001 11 2003～

월의 자료 중 갈수기를 포함한 저수기 개월간의 개년 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유량자료는 광주하수처리장3 (5 3 ) ,

의 방류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료를 분석하여 작성된 유황분석에 따라 영산강 대표지점인 나주지점의 비

1) 정회원 동신대학교 토목공학과 부교수 E-mail : psc@dsu.ac.kr

2) 정회원 동신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수료 E-mail : kyg8987@paran.com

3) 정회원 영산강 유역환경청 E-mail : rms001@me.go.kr



유량 을 적용하였다 이를 요약하여 소유역별 유달율과 유달부하량은 표 에 나타내었다( /sec/ ) . 2.2 2.3 .㎥ ㎢ ～

하 천 소유역 번호 소유역명 소유역 범위

본 류 1 본류 유역 담양( )Ⅰ 금성면 담양읍 대덕면 대전면 수북면 용면 월산면, , , , , ,

오례천 2 오례천유역 오례천발원지 오례천하구～

증암천 3 증암천유역 증암천발원지 증암천하구～

풍영정천 4 풍영정천유역 풍영정천발원지 풍영정천하구～

광주천 5 광주천유역 광주천발원지 광주천하구～

황룡강 6 황룡강유역 황룡강발원지 황룡강하구～

지석천 7 지석천유역 지석천발원지 지석천하구～

본류 8 본류 유역 나주( )Ⅱ 노안면 금천면 봉황면, ,

만봉천 9 만봉천유역 만봉천발원지 만봉천하구～

고막원천 10 고막원천유역 고막원천발원지 고막원천하구～

함평천 11 함평천유역 함평천발원지 함평천하구～

표 소유역 구분 및 소유역 명칭표 소유역 구분 및 소유역 명칭표 소유역 구분 및 소유역 명칭표 소유역 구분 및 소유역 명칭2.12.12.12.1

표 소유역별 유달율 산정표 소유역별 유달율 산정표 소유역별 유달율 산정표 소유역별 유달율 산정2.22.22.22.2

소유역 유역면적
( )㎢

배출부하량
(kg/day)

유 량
(m
3
/sec)

수 질
( /L)㎎

실측부하량
(kg/day)

유달율
(%)

본류 유역1 309.67 4876.24 1.27 2.58 281.66 5.78

오례천 59.2 659.54 0.24 2.00 41.81 6.34

증암천 149.34 2666.76 0.61 1.89 99.66 3.74

풍영정천 68.93 3380.33 0.28 3.95 96.14 2.84

광주천 106.47 65736.78 0.44 8.71 351.87 1.78

황룡강 567.37 17494.85 2.80 2.74 661.89 8.32

지석천 662.35 18545.57 3.20 2.15 594.43 3.21

본류 유역2 70.54 7461.16 0.29 6.00 149.44 2.00

만봉천 102.53 1665.10 0.42 5.60 202.73 12.18

고막원천 217.05 1977.73 0.89 3.26 249.45 12.61

함평천 198.15 10815.01 0.81 3.08 215.49 1.99

표 소유역별 유달부하량 산정 및 연도별 추정 단위표 소유역별 유달부하량 산정 및 연도별 추정 단위표 소유역별 유달부하량 산정 및 연도별 추정 단위표 소유역별 유달부하량 산정 및 연도별 추정 단위2.3 BOD ( : /d)2.3 BOD ( : /d)2.3 BOD ( : /d)2.3 BOD ( : /d)㎏㎏㎏㎏

하천 소유역
년2002 년2005 년2010

배출부하량 유달부하량 배출부하량 유달부하량 배출부하량 유달부하량

영

산

강

본류 유역1 4876.24 281.66 7483.44 432.25 10619.62 613.40

오례천 659.54 41.81 1028.95 65.22 1472.81 93.35

증암천 2666.76 99.66 4165.66 155.67 5966.76 222.98

풍영정천 3380.33 96.14 4142.69 117.82 4953.19 140.87

광주천 19721.03 351.87 22983.14 410.07 26283.59 468.96

황룡강 17494.85 661.89 20851.93 941.09 25057.24 1290.83

지석천 18545.57 594.43 27412.87 878.65 38089.28 1220.86

본류 유역2 7461.16 149.44 14688.57 294.20 23372.08 468.12

만봉천 1665.10 202.73 3191.45 388.57 5025.51 611.87

고막원천 1977.73 249.45 2679.53 337.97 3522.06 444.24

함평천 10815.01 215.49 19773.46 393.98 30526.15 608.23



모형에 의한 수리입력계수 산정모형에 의한 수리입력계수 산정모형에 의한 수리입력계수 산정모형에 의한 수리입력계수 산정2.2 HEC-RAS2.2 HEC-RAS2.2 HEC-RAS2.2 HEC-RAS

본 연구에서는 영산강하천정비기본계획 보완(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에서의 하천단면자료를 이용하1998」

였다 수리입력계수의 산정은 각 지점별로 유속과 유량을 산정하여 동일 제 구간 내에서의 수심 유량관계. - ,

유속 유량관계를 회귀분석에 의하여 구간 별로 수심 유량계수와 유속 유량계수를 표 와 같이 산정- (reach) - - 2.4

하였으며 계수의 유량적용범위는 구간별로, 0.5 500m～ 3 로 개의 구간 모두 동일하게 분석하였고 조도계/sec 7

수는 영산강 하천정비기본계획 건설교통부 을 이용하여 를 적용하였다, . 1998 0.026 0.035 .『 』 ～

표 구간별 수리학적 입력계수 산정결과표 구간별 수리학적 입력계수 산정결과표 구간별 수리학적 입력계수 산정결과표 구간별 수리학적 입력계수 산정결과2.42.42.42.4

하도구간

입력계수
구간1 구간2 구간3 구간4 구간5 구간6 구간7

유속 유량계수-
ａ 0.0057 0.2043 0.1520 0.0416 0.0236 0.0009 0.0009

ｂ 0.8763 0.2313 0.3802 0.4592 0.6511 0.9623 0.9014

수심 유량계수-
α 0.5434 0.1001 0.1386 0.2272 0.4318 5.3690 5.6115

β 0.1676 0.4747 0.4263 0.2883 0.2962 0.0041 0.0008

조도계수 n 0.035 0.030 0.030 0.030 0.030 0.026 0.026

유량적용범위
Q

(cms)
0.5 500～ 0.5 500～ 0.5 500～ 0.5 500～ 0.5 500～ 0.5 500～ 0.5 500～

모형의 보정 및 검증모형의 보정 및 검증모형의 보정 및 검증모형의 보정 및 검증2.32.32.32.3

모형의 보정에 사용된 수질자료는 표 에 나타낸바와 같이 년 월 년 월의 자료를 평균3.5 2001 11 2002 3～

하여 보정 자료로 년 월 년 월의 자료를 평균하여 검증자료로 활용하였다 유량은 광주하수종말2002 11 2003 3 .～

처리장의 방류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년의 과거자료를 이용하여 영산강의 대표지점인 나주지점의 비유1989

량을 이용하여 저수기 유량을 산정하여 적용하였다 그 결과 그림 과 그림 에서와 같이 각 수질항목별. 2.1 2.2

예측치가 실측치에 근접하여 증감의 형상이 유사하게 나타나 좋은 보정결과를 보여 주었다 모형의 검증은.

모형의 보정에 사용된 자료군으로 정의된 현상범위내에서 보정된 모형을 적적히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예측치와 실측치의 증감이 유사하게 나타나 좋은 검증결과를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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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모형의 농도의 보정 및 검증결과 그림 모형의 농도의 보정 및 검증결과그림 모형의 농도의 보정 및 검증결과 그림 모형의 농도의 보정 및 검증결과그림 모형의 농도의 보정 및 검증결과 그림 모형의 농도의 보정 및 검증결과그림 모형의 농도의 보정 및 검증결과 그림 모형의 농도의 보정 및 검증결과2.1 DO 2.2 DO2.1 DO 2.2 DO2.1 DO 2.2 DO2.1 DO 2.2 DO

수질예측 결과수질예측 결과수질예측 결과수질예측 결과3.3.3.3.

장래수질예측장래수질예측장래수질예측장래수질예측3.13.13.13.1

영산강 유역의 허용배출오염부하량 결정을 위해 담양댐 직하류부터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읍 몽탄대교까지

의 구간을 개의 하도구간과 개의 소구간으로 설정하고 수리학적 입력자료와 조사된 수질자료 등을88km 7 88



모형에 적용하였다 모형의 보정검증과정을 거쳐 오염원 조사에서 결정되어진 년 유달QUAL2E . 20052010

오염부하량을 적용하여 저수량에 의한 지류의 추정 농도를 산정하였다 이를 모형에 적용하여BOD . QUAL2E

장래 수질예측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는 그림 과 같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간별 목표수질은 광주하수. 3.1 .

종말처리장에서 황룡강 유입하기 전의 제 구간은 으로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은 등급 수질3 5 /L , 3 2 (3 /L)㎎ ㎎

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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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년 영산강 유역의 농도 예측결과3.1 20052010 BOD

3.23.23.23.2 목표수질 만족을 위한 소유역별 최대허용오염부하량 결정목표수질 만족을 위한 소유역별 최대허용오염부하량 결정목표수질 만족을 위한 소유역별 최대허용오염부하량 결정목표수질 만족을 위한 소유역별 최대허용오염부하량 결정

목표수질 만족을 위한 소유역별 최대 허용오염부하량을 결정은 각 하도구간에 설정된 목표수질을 만족시

키는 방법으로 각 소유역의 목표삭감율을 시행착오법으로 산정하여 소유역별 최대허용오염부하량을 결정하

였다 년의 소유역별 최대허용오염부하량 결정시 년의 목표수질 만족하기 위한 소유역별 목표삭감량. 2010 2005

이 환경기초시설과 다자간의 노력에 의해 감해졌다고 가정하고 년과 년의 목표수질을 만족할 수 있, 2005 2010

는 소유역별 최대허용오염부하량은 년의 경우 최대허용오염부하량이 지석천 유역이 로2005 23,300.94kg/day

최대값 오례천 유역이 로 최소값으로 분석되었고 년의 경우는 지석천 유역이, 956.93kg/day , 2010

로 최대값 오례천 유역이 로 최소값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는 표 표22,425.05kg/day , 966.54kg/day . 3.1 3.2～

와 같다.

표표표표 3.13.13.13.1 목표수질 만족을 위한 하도구간별 최대허용오염부하량 년목표수질 만족을 위한 하도구간별 최대허용오염부하량 년목표수질 만족을 위한 하도구간별 최대허용오염부하량 년목표수질 만족을 위한 하도구간별 최대허용오염부하량 년- 2005- 2005- 2005- 2005

소유역
발생부하량

(kg/day)

삭감량

(kg/day)

배출부하량

(kg/day)
목표수질

목표수질만족을

위한 삭감량

TMDL

(kg/day)

본류 유역1 18439.14 10955.70 7483.44 3ppm 7% 6959.60

오례천 2510.77 1481.82 1028.95 3ppm 7% 956.93

증암천 10157.21 5991.55 4165.66 3ppm 7% 3874.06

풍영정천 11631.59 7488.90 4142.69 3ppm 18% 3397.00

광주천 68998.88 46015.74 22983.14 5ppm 56% 10112.58

황룡강 39207.18 27891.38 11315.80 3ppm 71% 3281.58

지석천 60098.15 32685.28 27412.87 3ppm 15% 23300.94

본류 유역2 45294.54 30605.97 14688.57 3ppm 15% 12485.29

만봉천 10021.74 6830.29 3191.45 3ppm 47% 1691.47

고막원천 8518.91 5839.38 2679.53 3ppm 20% 2143.62

함평천 59972.64 40199.19 19773.46 3ppm 43% 10875.40



표표표표 3.23.23.23.2 목표수질 만족을 위한 하도구간별 최대허용오염부하량 년목표수질 만족을 위한 하도구간별 최대허용오염부하량 년목표수질 만족을 위한 하도구간별 최대허용오염부하량 년목표수질 만족을 위한 하도구간별 최대허용오염부하량 년- 2010- 2010- 2010- 2010

소유역
발생부하량

(kg/day)

삭감량

(kg/day)

배출부하량

(kg/day)
목표수질

목표수질만족을

위한 삭감량

TMDL

(kg/day)

본류 유역1 21575.32 10955.70 10095.78 3ppm 31% 6966.08

오례천 2954.63 1481.82 1400.78 3ppm 31% 966.54

증암천 11958.31 5991.55 5675.17 3ppm 31% 3915.87

풍영정천 12442.09 7488.90 4207.51 3ppm 20% 3366.01

광주천 72299.34 46015.74 13413.04 5ppm 27% 9791.52

황룡강 43412.50 27891.38 7486.90 3ppm 56% 3294.24

지석천 70774.56 32685.28 33977.35 3ppm 34% 22425.05

본류 유역2 53978.05 30605.97 21168.79 3ppm 34% 13971.40

만봉천 11855.80 6830.29 5025.51 3ppm 50% 2512.76

고막원천 9361.44 5839.38 2986.16 3ppm 10% 2687.54

함평천 70725.34 40199.19 21628.09 3ppm 40% 12976.86

결론결론결론결론4.4.4.4.

본 연구는 영산강을 대상유역으로 담양댐 직하류에서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읍 몽탄대교까지의 구간88km

에 개의 하도구간과 개의 요소로 구분하여 장래 수질예측을 실시하였다 수질예측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7 88 .

한 하도구간별 목표수질을 만족을 위한 소유역별 최대허용오염부하량을 결정함으로써 오염원 발생에 대하여

총량적인 저감 방안의 마련과 동시에 환경친화적으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영산강의 년의 장래수질예측 결과 광주하수종말처리장의 상류부 수질은 농도 기준으로 각1) 20052010 BOD

각 로 예측되어 등급 수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0.96 /L 3.41 /L, 0.96 /L 4.21 /L ,㎎ ～ ㎎ ㎎ ～ ㎎ Ⅲ

하류부의 수질은 농도 기준으로 각각 로 예측되어 등급 수질을 유BOD 4.03 /L 7.16 /L, 4.09 7.51 /L㎎ ～ ㎎ ～ ㎎ Ⅳ

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목표수질 만족을 위한 소유역별 최대허용오염부하량을 제시한 결과 년의 경우 최대허용오염부하량이2) 2005

지석천 유역이 로 최대값 오례천 유역이 로 최소값으로 분석되었고 년의23,300.94kg/day , 956.93kg/day , 2010

경우는 지석천 유역이 로 최대값 오례천 유역이 로 최소값으로 분석되었다22,425.05kg/day , 966.54kg/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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