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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수도권의 중요한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경안천 유역의 오염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많은 인공습지조성이 계획되었으나 이들의 위치선정의 적합성에 대한 분석이 부

족한 실정이다 또한 경안천은 상류에서 중류까지는 주변 농경지의 용수공급을 위해 많은 수중보.

가 설치되어 물의 흐름이 단절되어있어 수리적 요소에 인공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하류로 갈,

수록 하천이 곡선형태로 흐르고 하폭 또한 넓어져 자체적으로 유기물이 증가하기 좋은 환경을 가

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의 자연적 인공적 요소를 고려한 물리적 모델을 구축하고 각 오염원특성별,

부하량 분석을 통한 속성정보를 반영하였으며 오염저감시설설치 시나리오의 타당성분석을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과정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첫째 비점오염원의 주된 경로중 하나인 축산계부. ,

하량 저감을 위하여 지형적 인자를 고려한 인공습지조성 적지분석 결과를 모델에 반영하였HSPF

다 둘째 기존 오염 총량제에서 수행해오던 오염부하량 산정방식을 통해 산정된 양을 유역단위로. ,

재분배 하여 오염원 분포를 반영하였다 주요 오염부하량인 축산계와 토지계의 오염부하량만을 적.

용하였으며 일부 오염원 항목들은 생략하거나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모의하

였다 셋째 각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경안천 인공습지조성가능성 및 수질개선 효과. ,

를 예측하였다 기존의 점오염원 처리시설만으로는 하천에서의 목표수질을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오염원 저감시설뿐 아니라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인 인공습지를 기존의 처리시설에

연계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기존습지시설의 오염저감율은 각 시설들의 평균값을 적용하였으.

며 처리효율은 각각 로 적용하였다 오염원분포를 고려한 모의결과BOD, TN, TP 40%, 25%, 12% .

현재 인공습지 입지대상지역들 중 좀 더 효율적인 오염저감 효과를 보이는 지역이 분석되었다.

.....................

핵심용어핵심용어핵심용어핵심용어 :::: Win-HSPF, Non-Point Source, Pollutant Distribution, BMPRACWin-HSPF, Non-Point Source, Pollutant Distribution, BMPRACWin-HSPF, Non-Point Source, Pollutant Distribution, BMPRACWin-HSPF, Non-Point Source, Pollutant Distribution, BMPRAC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서울 및 경기권에 식수로 제공 되어지고 있는 팔당호의 수질이 다른 수계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현실에 있어 경안천이 수질오염의 주된오염원으로 평가되어진 이후 많은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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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경안천 주변으로 많은 인구와 가축 사업체 농경. , ,

지 도로 등 다양한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점 비점오염원의 유입량 증가와 오염물질 관리방안, · ,

팔당호의 부영양화 관리 방안 부재 등이 수질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수질개선을 위한 추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비점오염원의 주된 경로인 축산계 부하량의 오염저감 방안이 필요.

한 상황에서 각종 기계획 된 경안천변 수질개선 사업들을 검토하여 최적의 경안천 수질유지를 위

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오염원분포분석 및 시나리오개발오염원분포분석 및 시나리오개발오염원분포분석 및 시나리오개발오염원분포분석 및 시나리오개발2.2.2.2.

대상유역대상유역대상유역대상유역2.12.12.12.1

그림 수질 보정지점을 고려한 대상지유역분할1.

수도권의 중요한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경안천 유역의 오염배출량을 저

감하기 위하여 많은 인공습지조성이 계획되었으나 이들의 위치선정의 적합성에 대한 분석이 부족

한 실정이다 또한 경안천은 상류에서 중류까지는 주변 농경지의 용수공급을 위해 많은 수중보가.

설치되어 물의 흐름이 단절되어있어 수리적 요소에 인공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하류로 갈수록,

하천이 곡선형태로 흐르고 하폭 또한 넓어져 자체적으로 유기물이 증가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오염원분포분석 및 오염저감계획수립오염원분포분석 및 오염저감계획수립오염원분포분석 및 오염저감계획수립오염원분포분석 및 오염저감계획수립2.22.22.22.2

생활계 배출부하량(a) 축산분포(b) 축산계 배출부하량(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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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배출부하량(d) 도시분포(e) 토지계 배출부하량(f)

그림 도식화된 각 유역별 개별배출부하량 배출부하량 처리배출부하량2. (IDPLs), (DPLSs), (TDPLs)

경안천의 상류유역에서 많은 오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 축산 및 생활계

로부터 오염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역의 상류유역에 축산시설이 밀집되.

어있고 이에 대한 처리 없이 배출이 발생하여 오염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오염저감을 위한 습지시설계획을 위해 와 를 이용하여 대상지에 대한 토지피복GIS RS

및 습지분포 분석을 통한 적지분석을 수행하여 잠정적 개발 가능지를 탐색하고 용량을 산정하였

다 적정한 습지규모를 구성하기 위해 습지관리를 위한 유량안정성 처리장으로부터의 거리 주변. , ,

토지이용현황 처리효율에 따른 깊이를 분석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HRT, SLT, BOD, GIS .

기존계획검토 및 시나리오개발기존계획검토 및 시나리오개발기존계획검토 및 시나리오개발기존계획검토 및 시나리오개발2.32.32.32.3

유역No.

수질(

측점)

현 재

지방 정부에 의한 계획 분석 후 수립된 계획

기존 부하 저감 계획 경기도( ) 축산부하 저감계획 선진화위원회( ) 오염분포분석통한 시설계획

처리장 신설 ① 습지 설치 ② 처리장 신설 ③ 습지 설치 ④ 습지설치 ⑤ 습지설치 ⑥

KA01
(Sta.1)

동부 (800)▲
길업 (10,000)▷
마포 (10,000)▷

KA02
(Sta.2)

금어천 (6,900)▷
삼계 (8,200)▷

대대천▼
대대천하류◇

(83)

지점3 ▷

감소(10% )

KA03
(Sta.3)

용인 (47,971)▲
오포 (7,972)▲

오포 증축( )▲
(2,000)

용인◇
(27,971)

지점5 ▷

감소(40% )

KA04
(Sta.4)

매산 (527)▲
모현 (16,000)▲

KA06
(Sta.5)

광주 (22,770)▲
지점5 ▷

감소(40% )

KA07
(Sta.6)

경안 (20,525)▲
남한산성 (435)▲
광동리 (1,352)▲

불당 (100)▲

오전 (100)▲

엄리 (180)▲

검복 (100)▲

정지리1,2,3◇

(85,159)

정지리4,5,6◇

(330,148)

지점1 ▷

감소(2% )

KA05
도척 (1,145)▲
만선 (157)▲

곤지암 (16,598)▲

하수처리장 축산처리시설 습지 생태적 수질정화 비오톱: , : , : , :▲ ▼ ▷ ◇

표 1 경안천 오염저감시설 대안 단위 저감율. ( : /day, BOD )



468

기존 지방정부에 의해 계획된 오염저감시설현황 및 본논문에서 오염분포분석을 통한 시설계획 결

과를 정리한 바는 표 과 같다 기존계획은 지자체의 대상지역에 대한 오염제거에 대한 적극적 의1 .

지의 표현으로 판단되며 각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에 의한.

이러한 오염저감계획과 본 논문에서의 오염의 분포분석을 반영한 시설의 설치의 타당성을 비BMP

교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모의를 수행하였다.

3.3.3.3. 모델구성모델구성모델구성모델구성

자료구축자료구축자료구축자료구축3.13.13.13.1

경안천유역을 모형에 적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이용하였다 소유역BASINS_HSPF 10m×10m DEM .

의 분할 기능은 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적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개의 소유역BASINS Delineation 7

과 하천망을 구성하였고 지형학적인 인자를 추출하였다, .

의 과 은 기상자료를 입력받아 유역에서의 유출량 및 비WinHSPF PERLND Block IMPLND Block

점오염 부하량을 산출하며 은 유역에서의 비점오염 부하량과 하천으로 유입되는, RCHRES Block

점오염부하량을 이용하여 하천에서의 수질을 예측한다 수위 유량자료와 수질측정자료를 이용한. -

모형의 보정 및 점정을 통해 하천에서의 수질반응 및 유역에서의 비점오염유출과 관련된 인자를

결정하였다.

수문 및 수질보정수문 및 수질보정수문 및 수질보정수문 및 수질보정3.23.23.23.2

모델 보정기간은 년이며 년에 대해 모델을 검증하였다2004~2005 2005~2006 .

그림 수문 및 수질보정3.

시나리오분석시나리오분석시나리오분석시나리오분석4.4.4.4.

처리장의 용량증설과 습지의 신설을 구현한 번시나리오가 가장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8

고 있다 단순히 처리장만의 증설로 유사한 수준의 효과를 거둘수 있으나 습지를 설치함으로써 생.

계획구분 오염저감시설항목
계획

구분

시나리오구분

1 2 3 4 5 6 7 8

기존 부하 저감 계획

경기도( )

처리장신설 × × × × ×
습지설치 × × ×　

축산부하 저감계획

선진화위원회( )

처리장신설 × ×
습지설치 × ×　

오염분포분석통한 시설계획

본 연구( )
습지설치

× × × ×

× × × ×

표 2 각 시나리오별 구성계획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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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학적으로나 심미적으로 인간에게 좀더 환경친화적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역유역유역유역 BODBODBODBOD 현재평균현재평균현재평균현재평균
시나리오구분시나리오구분시나리오구분시나리오구분

1111 2222 3333 4444 5555 6666 7777 8888

농도( /L)㎎ 4.04 4.04 4.03 4.03 4.04 4.04 4.04 4.03 4.03

부하량( /d)㎏ 180 180 178 178 180 180 180 178 178

저감율(%) - 0.17% 1.44% 1.54% 0.00% 0.00% 0.17% 1.54% 1.54%

농도( /L)㎎ 3.48 3.47 3.47 3.46 3.48 3.48 3.47 3.46 3.46

부하량( /d)㎏ 412 412 403 403 407 411 410 402 400

저감율(%) - 0.12% 2.15% 2.23% 1.14% 0.28% 0.40% 2.41% 3.04%

농도( /L)㎎ 5.84 5.84 5.83 5.83 5.83 5.83 5.83 5.81 5.81

부하량( /d)㎏ 1,270 1,268 1,254 1,253 1,256 1,263 1,262 1,248 1,241

저감율(%) - 0.14% 1.30% 1.34% 1.11% 0.56% 0.63% 1.71% 2.32%

농도( /L)㎎ 5.96 5.95 5.87 5.87 5.94 5.95 5.94 5.86 5.85

부하량( /d)㎏ 1,605 1,602 1,563 1,562 1,582 1,594 1,592 1,554 1,542

저감율(%) - 0.13% 2.56% 2.64% 1.40% 0.68% 0.77% 3.15% 3.89%

농도( /L)㎎ 4.70 4.69 4.65 4.65 4.69 4.66 4.66 4.61 4.60

부하량( /d)㎏ 2,228 2,224 2,183 2,178 2,200 2,203 2,199 2,155 2,139

저감율(%) - 0.16% 2.03% 2.22% 1.25% 1.13% 1.31% 3.27% 3.99%

농도( /L)㎎ 4.57 4.57 4.53 4.52 4.56 4.54 4.53 4.49 4.49

부하량( /d)㎏ 2,612 2,607 2,559 2,554 2,577 2,583 2,578 2,527 2,508

저감율(%) - 0.19% 2.03% 2.23% 1.34% 1.11% 1.29% 3.24% 3.99%

농도( /L)㎎ 2.14 2.13 2.14 2.13 2.14 2.14 2.13 2.13 2.13

부하량( /d)㎏ 280 279 280 279 280 280 279 279 279

저감율(%) - 0.62% 0.00% 0.62% 0.00% 0.00% 0.62% 0.59% 0.62%

표 3 각 시나리오별 유역별 농도 부하량 현재대비 저감율. BOD , , (%)

결 론결 론결 론결 론5.5.5.5.

동일한 크기의 유역단위라 할지라도 각 유역별 오염발생 및 유출특성이 다른 상황에서 오염저,

감시설의 위치선정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최적오염시설설치 적지선정을 위해.

다음의 연구과정을 수행하였다.

첫째 대상지역에 대한 오염원분포분석을 수행하였다 발생되는 오염원의 양이 같을지라도 배출되, .

는 오염원의 개별특성에 따라 이들이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이를 이.

용하여 수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유역과 오염원항목 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오염원분포분석을 통해 부각된 유역을 중심으로 자체오염저감시설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들과 기존의 지방정부에 의한 오염저감시설계획을 이용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셋째 경안유역의 오염유출현상을 모의하는 유역모델을 구축하였다, HSPF .

넷째 경안천 유역모델을 이용하여 오염저감을 위한 최적의 오염저감시설입지계획을 검토하, HSPF

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지방정부에 의해 수립된 점원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입지선정의 타

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계획에서는 오염원의 분포에 대한 충분한 분석없이 유역의.

동일성을 가정하고 입지선정을 수행함으로서 유역의 오염배출구조 및 항목특성을 반영하지 못하

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에 경안유역에 대한 오염원 분포분석을 수행하여 오염저감시설계획을 수.

립하고 입지를 선정하여 모델링을 통한 기존의 계획과의 비교 검토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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