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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오염원에 대한 농도규제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계전체의 환경용량을 감안

하여 원하는 목표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허용할 수 있는 오염총량을 해당 배수구역에 할당하고 초

과량은 적정수준으로 삭감토록 하는 광범위한 유역관리 기반의 수질정책이다 금강수계에서는 차. 1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하에 시행계획 및 이행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나 시행초기(2004~2010) ,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도정착을 위한 현안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지자체간 갈등을 줄이.

고 지역균형발전과 광역적 수질관리정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기되어온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오염배출부하량 산정을 위하여 년 청주시의 모든 동단위 오염원자2007

료를 구축하고 오염부하량을 배출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강우배출특성을 적용하기 위하여 하수.

발생유량 실측자료와 오염원자료에 반영된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하수발생유량을 비교분석 하였

다 청주시 지역의 강우배출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오염부하량을 산.

정함으로써 현상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상의 실용적인 오염부하량 산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수질오염총량관리 오염부하량 산정 유역관리핵심용어 수질오염총량관리 오염부하량 산정 유역관리핵심용어 수질오염총량관리 오염부하량 산정 유역관리핵심용어 수질오염총량관리 오염부하량 산정 유역관리: , ,: , ,: , ,: , ,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오염원에 대한 농도규제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계전체의 환경용량을 감안

하여 원하는 목표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허용할 수 있는 오염총량을 해당 배수구역에 할당하고 초

과량은 적정수준으로 삭감토록 하는 광범위한 유역관리 기반의 수질정책이다 우리나라는 낙동강.

수계를 시작으로 년부터 년까지 금강 및 영산섬진강수계에 대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2004 2010 ·

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시행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도정착을.

위한 현안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오염부하량 산정에 관련되어 재기된 문제점으로는 오염원자.

료 수집의 어려움과 부정확성 문제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통합적인 원단위적용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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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하량이 과다 또는 과소 산정되는 문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있어서 오염원 예측시 개,

발로 인한 오염부하량이 포함되어 예측되는 문제 토지계 오염부하량 산정시 강우사상의 반영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으나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적 특성이나 현.

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통합적인 수계관리 체제하에서 규제는 지역적으로 해야 하는 점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오염부하량 산정에 관한 문제는 지자체별 개발용량과 직접.

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요한 지자체간 갈등을 줄이고 지역균형발전과 광역적 수질관리정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기되어온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를 보다 원활이 시행할 수 있도록 청주시에 오염부하량 배출특성을 분석하고 강우배

출특성 적용을 통해 오염부하량을 산정한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실용적인 오염부하량 산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2.2.2.2.

오염부하량 산정 및 배출특성 분석오염부하량 산정 및 배출특성 분석오염부하량 산정 및 배출특성 분석오염부하량 산정 및 배출특성 분석2.12.12.12.1

오염부하량 산정은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국립환경구원 에 따라 산정하였다 오염원(2004, ) .

자료는 년 전국 오염원 조사 년 청주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 및 검증 작업을 거2007 (2008 , )

쳤다 토지계 오염부하량 산정을 위한 유효강우일수 및 유효강우고 유효강우일수비 등은 기본계획.

시 기준 년 에 따랐으며 환경기초시설에 적용되는 건기 및 우기 구분은 년 해당 년도의(2002 ) , 2007

기상청 강우자료를 적용하였다 오폐수 발생유량 및 발생부하량 산정시 적용되는 발생원단위는.

실측자료를 우선하였으며 실측자료가 없는 경우는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에서 제시하는 발생

원단위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계산된 오염배출부하량은 일최대 배출부하량으로써 환경기초시.

설의 경우 일별 배출 BOD5를 이용하여 금강법 시행규칙 별표 에 의하여 기준배출수질을 산정하4

여 평균유량을 곱한 부하량으로 하였다 또한 청주시가 포함하고있는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

염부하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단위유역별오염원별

배출특성을 분석하였다.

강우배출특성의 반영과 실측자료와의 검증강우배출특성의 반영과 실측자료와의 검증강우배출특성의 반영과 실측자료와의 검증강우배출특성의 반영과 실측자료와의 검증2.32.32.32.3

합리적인 강우배출특성 반영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에 적용되는 건기 및 우기 구분에 임의의 강

우유달시간 및 영향일을 적용하여 오염배출부하량을 산정한 후 각각의 경우에 적용된 관거유입유,

량과 청주시 용암동 지역의 관거유입유량 실측자료와 비교하여 실제 강우사상 반영여부를 검증하

였다 청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한 결과와 청주시 용암동 실측데이터와의 비교를 위해 산정된.

배출유량비를 각각의 오염원별 특성에 따라 배분하였다.

하수배출특성 적용에 따른 오염배출부하량하수배출특성 적용에 따른 오염배출부하량하수배출특성 적용에 따른 오염배출부하량하수배출특성 적용에 따른 오염배출부하량2.42.42.42.4

본 연구에서 적용한 강우배출특성에 따른 오염배출부하량을 산정하였다.

결과 및 토의결과 및 토의결과 및 토의결과 및 토의3.3.3.3.

연구 대상지역 및 범위연구 대상지역 및 범위연구 대상지역 및 범위연구 대상지역 및 범위3.13.13.13.1

연구 대상지는 그림 과 같이 금강수계에 해당하는 청주시 지역이다 청주시에 포함된 금강수계1 .



- 109 -

단위유역은 금본 무심 미호 유역이 해당된다G, A, B .

주요하천으로는 미호천과 무심천이 흐르고 있으며 청주하수종말처리장과 청주산업단지폐수종말,

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이 있다.

그림그림그림그림 1111 연구대상지 청주시 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도연구대상지 청주시 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도연구대상지 청주시 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도연구대상지 청주시 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도. :. :. :. :

청주시 오염부하량 배출특성 분석청주시 오염부하량 배출특성 분석청주시 오염부하량 배출특성 분석청주시 오염부하량 배출특성 분석3.23.23.23.2

주요하천으로는 미호천과 무심천이 흐르고 있으며 청주하수종말처리장과 청주산업단지폐수종말,

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이 있다 표 과같이 년 청주시는 총인구 인 축산두수. 1 2007 633,043 ,

두 산업폐수발생량41,309 , 56,680 m
3
일 토지면적/ , 153.4 km

2
매립장 침출수, 228.2 m

3
일의 현황을/

보였으며 양식계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와 그림 와 같이 총배출부하량은, . 2. 2.

일로 산정되었고 생활계 일 축산계 일 산업계 일 토7798.06 kg/ 4,779.76 kg/ , 247.44 kg/ , 382.31 kg/ ,

지계 일 매립계 일로 산정되었다 또한 총 오염배출부하량중에서 생활계가 차2,388.64 kg/ , 4.91 kg/ .

지하는 비중에 로 가장 높았으며 토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로 나타났고 산업계61% , 31% , 5%,

축산계 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립계는 미만의 극히 작은 비중을 차지했다 단위유3% . 0.1% .

역별로는 미호 유역이 무심 유역이 금본 유역은 전체 배출량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B 56%, A 44%, G

보였다 미호 유역과 무심 유역은 생활계에서 가장 많은 부하량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B , A ,

금본 는 토지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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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1111 년 청주시 오염원 현황년 청주시 오염원 현황년 청주시 오염원 현황년 청주시 오염원 현황. 2007. 2007. 2007. 2007

오염원 구분오염원 구분오염원 구분오염원 구분 년 현황년 현황년 현황년 현황2007200720072007

생활계 인구 인( ) 633,043

축산두수 두( ) 41,309

산업폐수
발생량(m3 일/ )

56,680

토
지
면
적
(km2)

계 153.4

전 17.3

답 28.8

임야 45.8

대지 44.5

기타 16.7

매립장침출수
방류량(m

3
일/ )

228.2
그림그림그림그림 2222 단위유역별 오염원 형태별 구성비단위유역별 오염원 형태별 구성비단위유역별 오염원 형태별 구성비단위유역별 오염원 형태별 구성비....

표표표표 2222 단위유역별 배출부하량 산정결과단위유역별 배출부하량 산정결과단위유역별 배출부하량 산정결과단위유역별 배출부하량 산정결과.... 단위( : BOD5 일kg/ )

단위유역단위유역단위유역단위유역 생활계생활계생활계생활계 축산계축산계축산계축산계 산업계산업계산업계산업계 토지계토지계토지계토지계 매립계매립계매립계매립계

금본G 8.93 4.81 0.00 14.55 0.00

무심A 2,144.14 59.39 64.45 1,151.07 0.01

미호B 2,626.68 183.24 317.87 1,218.01 4.90

합계 4,779.76 247.44 382.31 2,383.64 4.91

하수배출특성의 반영과 실측자료와의 비교하수배출특성의 반영과 실측자료와의 비교하수배출특성의 반영과 실측자료와의 비교하수배출특성의 반영과 실측자료와의 비교3.23.23.23.2

청주시 용암동지역의 건기시 및 우기시 하수발생유량 실측자료와 오염배출부하량 산정에 반영

된 자료를 기초로 하수발생량을 비교하였다 표 에서는 건기시의 하수발생량을 비교하고 있는데. 3 ,

영향일을 일로 적용하였을 경우에 실측자료와 가장 근사한 값이 산출되었다 표 와 같이 우기시2 . 4

에는 영향일을 일로 적용하였을 경우에 가장 근사한 값이 산출되었다 실측자료의 제한으로 인해1 .

비교대상이 용암동에 국한되어 있긴하나 오염배출부하량 산정시 강우의 유달시간과 영향일을 적,

용하는 것이 하수배출특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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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3333 건기시 하수발생량 비교건기시 하수발생량 비교건기시 하수발생량 비교건기시 하수발생량 비교....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관거유입량관거유입량관거유입량관거유입량 관거이송유량관거이송유량관거이송유량관거이송유량

실측 DATA 17,106.10 19,033.90

기존
방식

유량 24,333.09 20,442.55

비교 142.2% 107.4%

유달
시간
일1

유량 24,333.09 20,561.06

비교 142.2% 108.0%

영향일
일1

유량 24,333.09 20,234.20

비교 142.2% 106.3%

영향일
일2

유량 24,333.09 20,069.23

비교 142.2% 105.4%105.4%105.4%105.4%

표표표표 4444 우기시 하수발생량 비교우기시 하수발생량 비교우기시 하수발생량 비교우기시 하수발생량 비교....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관거유입량관거유입량관거유입량관거유입량 관거이송유량관거이송유량관거이송유량관거이송유량

실측 DATA 30,918.20 23,869.50

기존
방식

유량 21,256.15 24,629.03

비교 68.7% 103.2%

유달
시간
일1

유량 21,256.15 23,712.12

비교 68.7% 99.3%

영향일
일1

유량 21,256.15 23,781.79

비교 68.7% 99.6%99.6%99.6%99.6%

영향일
일2

유량 21,256.15 23,253.86

비교 68.7% 97.4%

하수배출특성 적용에 따른 오염배출부하량 비교하수배출특성 적용에 따른 오염배출부하량 비교하수배출특성 적용에 따른 오염배출부하량 비교하수배출특성 적용에 따른 오염배출부하량 비교3.33.33.33.3

하수배출특성을 적용하여 오염배출부하량을 산정한 결과를 표 에 나타내었다 기존방식에 비해5 .

유달시간 이나 강우 영향일을 적용하였을 때에 배출부하량이 다소 높게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기존방식에 의한 배출부하량이 다소 적게 산정되었음을 의미한다. .

표표표표 5555 하수배출특성에 따른 오염배출부하량 비교하수배출특성에 따른 오염배출부하량 비교하수배출특성에 따른 오염배출부하량 비교하수배출특성에 따른 오염배출부하량 비교....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생활계생활계생활계생활계 축산계축산계축산계축산계 산업계산업계산업계산업계 토지계토지계토지계토지계 매립계매립계매립계매립계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기존방식 4,779.76 247.44 382.31 2,383.64 4.91 7,798.06

유달시간 일1 4,475.24 247.44 378.01 2,317.58 4.97 7,423.25

영향일 일1 4,790.94 247.44 382.48 2,389.75 4.99 7,815.61

영향일 일2 4993.18 247.44 385.35 2410.10 5.02 8,041.09

결론결론결론결론4.4.4.4.

본 연구에서는 청주시의 오염부하량 배출특성을 분석하고 기존방식의 강우배출특성을 개선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오염배출부하 저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오염원별단위유역별 배출.

특성을 분석하고 강우배출특성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주시 용암동 하수발생량 실측자료와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지역의 오염배출특성은 오염원별로는 생활계와 토지계에 오염배출부하.

량이 집중되어있으며 단위유역별로는 미호 와 무심 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B A . ,

청주시의 오염배출부하량의 저감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계와 토지계 오

염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며 생활계와 토지계 오염부하량을 보다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는 하수 및 강우 배출특성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교대상이 청주.

시 용암동 하수발생량 실측자료에 국한되어 있는 단점이 있으나 실측자료의 범위가 청주시 하수,

처리구역 전역으로 확대된다면 청주시의 오염배출구조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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