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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불투수지역의 증가에 따른 도시지역의 비점오염원 해석 및 예측은 수자원 관리측면에서 중요성이 증가

하고 있다 그러나 실측자료의 부족 오염물질 발생경로의 불명확 간헐성 강우 및 유역특성에 따라 오염. , , , ,

부하량 및 첨두농도 등의 변화가 심하므로 인하여 연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장기적인 자료수집과 국내실정에 맞는 모형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

강우에 의한 수질항목별 오염부하량 및 농도계산이 가능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모형은ILLUDAS-NPS .

국내의 도시지역 유출해석에 주로 사용되는 모형에 건기 및 우기시의 수질해석 과정들을 추가ILLUDAS

하여 해석되어 진다 건기시의 경우 유량 및 수질 계산은 계수지정법. 을 사용하였으며 우기시의 경우 유량,

계산은 기존 모형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였고 수질 계산은 일일 오염물 축적법과 쓸림방정식을 적ILLUDAS ,

용하여 계산시간별 오염물질 부하량 및 농도 등을 계산하였다. 모형의 검정을 위하여 홍제천 시험유역의 총

가지 강우사상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총부하량 첨두농도 첨두농도 발생시간 등에서 전반적으로 실측3 , ,

치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모형과 등의 기존 도시유출. , ILLUDAS-NPS SWMM, STORM

수질 모형들에 의한 결과들의 비교에서 모형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잘 일치함을 확인SWMM

할 수 있었다 추후 합리적이고 보다 정확한 비점오염 해석을 위하여 도시지역의 건거시 오염물질의 축적. ,

율 및 초기강우에 의한 오염물질 쓸림량 등에 관한 실험 및 현장자료 축적이 필요하다.

핵심용어 도시유역 비점오염 수질핵심용어 도시유역 비점오염 수질핵심용어 도시유역 비점오염 수질핵심용어 도시유역 비점오염 수질: , , , NPS, ILLUDAS, ILLUDAS-NPS, SWMM, STORM: , , , NPS, ILLUDAS, ILLUDAS-NPS, SWMM, STORM: , , , NPS, ILLUDAS, ILLUDAS-NPS, SWMM, STORM: , , , NPS, ILLUDAS, ILLUDAS-NPS, SWMM, ST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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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비점오염원의 경우 발생경로가 불명확하며 간헐적으로 유입하기 때문에 관측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토양 토지이용 및 선행건기일수 등에 따라 초기 강우시 하천수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 ,

히 강우특성조건에 따라 도시하천에 부하되는 의 양은 다양하다, NPS .

본 연구에서는 도시유역의 유출 및 수질을 동시에 모의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도시 배수구역의

유출해석에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는 모형에 수질해석 모듈을 추가시킨ILLUDAS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및 모형들과 적용 결과를 비교 검토하였ILLUDAS-NPS SWMM STORM

다.

모형 개발 및 적용모형 개발 및 적용모형 개발 및 적용모형 개발 및 적용2.2.2.2.

모형의 구성모형의 구성모형의 구성모형의 구성2.12.12.12.1

도시유역의 초기강우 발생시 비점오염해석을 위한 모형은ILLUDAS-NPS 기존 모형ILLUDAS

에 수질모의를 위한 부분을 추가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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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모의를 위하여 토지이용의 경우 주택지역 고층주택지역 상업 공업지역 공원 녹지 농지, , ,

지역 등 총 가지로 구분하였다 비점오염물질량은4 . 일일 오염물 축적법(Daily Pollutant

을 이용하여 오염물질Accumulation Method) (SS, BOD5 별 일일 오염물질 축적량을 입력한 후 토)

지이용면적 불투수면적 건기일수 등을 고려하여 강우이전까지의 축적량을 산정하며 우기시에는, , ,

쓸림방정식 을 적용하여 계산시간별 오염물질 쓸림량을 계산한다(Washoff Equation) .

건기시의 수질은 사용자가 선택사항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하였다. 건기시의 경우 유량 및 수질

계산은 계수지정법( 을 이용하였으며 토지이용 및 수질항목별 유Specification of the Coefficients)

량 및 오염물질 계수 인구수 및 수질항목별 부하율 시간 등을 반영하였다 이, (24 ) . 모형은 단일 사

상 과 중 소규모 도시유역의 비점오염을 해석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주요 계산(Single Event)

과정은 그림 과 같다1 .

기존기존기존기존 ILLUDAS ILLUDAS ILLUDAS ILLUDAS 모형의모형의모형의모형의 알고리즘을알고리즘을알고리즘을알고리즘을 적용하여적용하여적용하여적용하여 대상대상대상대상 시험유역의시험유역의시험유역의시험유역의 유출수문곡선유출수문곡선유출수문곡선유출수문곡선
계산계산계산계산 ((((유역유역유역유역 추적추적추적추적 ::::시간시간시간시간 ////면적곡선면적곡선면적곡선면적곡선 방법방법방법방법 , , , , 홍수홍수홍수홍수 ((((관거관거관거관거 ) ) ) ) 추적추적추적추적 ::::저류방정식저류방정식저류방정식저류방정식 이용이용이용이용 ))))

일일일일일일일일 오염물오염물오염물오염물 축적법축적법축적법축적법 (Daily Pollutant Accumulation Method)(Daily Pollutant Accumulation Method)(Daily Pollutant Accumulation Method)(Daily Pollutant Accumulation Method)을을을을
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 일일일일일일일일 오염물질오염물질오염물질오염물질 (SS, BOD(SS, BOD(SS, BOD(SS, BOD 5555) ) ) ) 축적량축적량축적량축적량 입력입력입력입력

((((토지이용토지이용토지이용토지이용 ::::일반주택지일반주택지일반주택지일반주택지 , , , , 고층주택지고층주택지고층주택지고층주택지 , , , , 상상상상 ////공업지공업지공업지공업지 , , , , 공원공원공원공원 ////녹지녹지녹지녹지 ////농지농지농지농지 ))))

토지이용별토지이용별토지이용별토지이용별 불투수면적불투수면적불투수면적불투수면적 및및및및 건기일수를건기일수를건기일수를건기일수를 고려하여고려하여고려하여고려하여 강우초기의강우초기의강우초기의강우초기의
수질항목별수질항목별수질항목별수질항목별 오염물질오염물질오염물질오염물질 축적량축적량축적량축적량 계산계산계산계산 후후후후 쓸림방정식쓸림방정식쓸림방정식쓸림방정식 (((( WashoffWashoffWashoffWashoff Equation)Equation)Equation)Equation)을을을을

적용하여적용하여적용하여적용하여 계산시간별계산시간별계산시간별계산시간별 오염물질오염물질오염물질오염물질 쓸림량쓸림량쓸림량쓸림량 계산계산계산계산

초기강우에초기강우에초기강우에초기강우에 의한의한의한의한 유출수문곡선과유출수문곡선과유출수문곡선과유출수문곡선과 계산시간별계산시간별계산시간별계산시간별 오염물질오염물질오염물질오염물질 쓸림량을쓸림량을쓸림량을쓸림량을 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
계산시간에계산시간에계산시간에계산시간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수질항목별수질항목별수질항목별수질항목별 농도계산농도계산농도계산농도계산 ((((건기시건기시건기시건기시 수질모의는수질모의는수질모의는수질모의는 선택사항선택사항선택사항선택사항 ))))

수질항목별수질항목별수질항목별수질항목별 (SS, BOD(SS, BOD(SS, BOD(SS, BOD 5555)))) 오염농도곡선오염농도곡선오염농도곡선오염농도곡선 및및및및
오염물질오염물질오염물질오염물질 총부하량총부하량총부하량총부하량 (kg), (kg), (kg), (kg), 첨두농도첨두농도첨두농도첨두농도 (mg/l), (mg/l), (mg/l), (mg/l), 첨두농도발생시간첨두농도발생시간첨두농도발생시간첨두농도발생시간 (hr) (hr) (hr) (hr) 계산계산계산계산

그림 모형의 유출 및 수질계산 흐름도그림 모형의 유출 및 수질계산 흐름도그림 모형의 유출 및 수질계산 흐름도그림 모형의 유출 및 수질계산 흐름도1. ILLUDAS-NPS1. ILLUDAS-NPS1. ILLUDAS-NPS1. ILLUDAS-NPS

대상 유역 및 적용강우대상 유역 및 적용강우대상 유역 및 적용강우대상 유역 및 적용강우2.22.22.22.2

홍제천은 서울시의 서북측에 위치하며 한강하류부의 우안측에 위치하고 있다 관측점이 있는 서.

대문구청 지점의 상류 유역면적은 약 16.8km
2
으로서 홍제천 전체면적의 약 서울시 전체면36.4%,

적의 약 를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유역의 상류부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하류부는2.7% .

평탄한 편이며 유로연장은 약 으로 조사되었다 표 유출분석을 위하여 전 유역을 총9.46km ( 1). 29

개의 소유역들로 구분하였다 그림( 2).

그림 홍제천 배수계통그림 홍제천 배수계통그림 홍제천 배수계통그림 홍제천 배수계통2.2.2.2.

표 유역 개요 서대문구청 상류표 유역 개요 서대문구청 상류표 유역 개요 서대문구청 상류표 유역 개요 서대문구청 상류1. ( )1. ( )1. ( )1. ( )

유 역유 역유 역유 역
면 적면 적면 적면 적
(km(km(km(km

2222))))
유로연장유로연장유로연장유로연장
(km)(km)(km)(km)

하상경사하상경사하상경사하상경사
형상계수형상계수형상계수형상계수
(A/L(A/L(A/L(A/L2222))))

홍제천 16.8 9.46

1/132
하류부( )
1/31

중 상류부( )

0.19

표 적용 강우조건표 적용 강우조건표 적용 강우조건표 적용 강우조건2.2.2.2.

사 상사 상사 상사 상 일 시일 시일 시일 시 선행 건기일수 일선행 건기일수 일선행 건기일수 일선행 건기일수 일( )( )( )( ) 총 강우량총 강우량총 강우량총 강우량(mm)(mm)(mm)(mm)

E-1
1997, 5, 12
15:40 23:50∼

4 43.7

E-2
1997, 6, 25
12:00 21:00∼

19 28.9

E-3
1997, 9, 2
0:00 4:00∼

10 32.5

토지이용은 주거지 상업 공업지 임야 기타 로 구성되어있다 우량관측30.6%, 2%, 66.1%, 1.3% .

은 서대문구청의 디지털 우량계와 경기대 서대문 에서 설치한 자기우량계를 동시에 이용하여 사용( )

하였다 수위 유량 시료채취 등은 시험유역의 출구점인 서대문구청 홍연 교 직하류의 폭. , , 2 29.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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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웨어에서 측정하였으며 건기시 시간 유량 및 수질실험도 병행하였다24 .

수질 시료의 분석은 공정시험법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수온 등은 현장 측정을 실시하였DO, pH,

고, BOD5 등은 실내실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모형의 검정을 위하여 선택한 개의 강우, SS . 3

조건은 표 과 같다2 .

모형의 검정모형의 검정모형의 검정모형의 검정2.32.32.32.3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유출 및 수질매개변수 보정을 위하여 시행착오법을 이용ILLUDAS-NPS

하였으며 실측치와 모의치의 상대오차를 최소화하는 최적 매개변수를 채택하여 검정을 위한 입력

자료를 구성하였다 초기강우시의 토지이용 및 수질항목별 오염물질 축적량은 기존 관측자료가 없.

기 때문에 실측치로부터 계산된 오염물질 부하량을 감안하여 시산법으로 보정하였다 또한 쓸림. ,

계수 등의 매개변수의 입력치들도 동일한 과정을 통하여 보정 및 검정을 실시하였다. SWMM,

및 모형에 의한 계산결과와 관측된 강우 및 수질분석 자료들과의 유출STORM ILLUDAS-NPS

용적 첨두유량 총부하량 첨두농도 발생시간 등을 비교하였다, , , , .

첫 번째 강우사상 의 경우 전반적인 유출수문곡선의 형태는 모든 모형들에서 비슷하였으며(E-1)

첨두유량 및 발생시간의 경우 모형에 의한 결과가 실측치와 가장 작은 편차를 보ILLUDAS-NPS

여주었다 표( 3).

표 유출 및 수질해석 결과표 유출 및 수질해석 결과표 유출 및 수질해석 결과표 유출 및 수질해석 결과3. (E-1)3. (E-1)3. (E-1)3. (E-1)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항 목항 목항 목항 목 실측치실측치실측치실측치 SWMMSWMMSWMMSWMM STORMSTORMSTORMSTORM ILLUDAS-NPSILLUDAS-NPSILLUDAS-NPSILLUDAS-NPS

유출유출유출유출

유출용적유출용적유출용적유출용적(m(m(m(m
3333)))) 1.30E+5 1.35E+5 1.49E+5 1.72E+5

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CMS)(CMS)(CMS)(CMS) 10.90 11.44 12.56 11.98

발생시간발생시간발생시간발생시간(hr)(hr)(hr)(hr) 7.75 8.40 9.00 8.33

수질수질수질수질

BODBODBODBOD5555

총부하량총부하량총부하량총부하량(kg)(kg)(kg)(kg) 6,590 3,140 3,030 5,168

첨두농도첨두농도첨두농도첨두농도(mg/l)(mg/l)(mg/l)(mg/l) 58.0 57.6 58.0 57.7

발생시간발생시간발생시간발생시간(hr)(hr)(hr)(hr) 8.20 7.47 9.00 8.17

SSSSSSSS

총부하량총부하량총부하량총부하량(kg)(kg)(kg)(kg) 139,000 67,200 69,000 120,376

첨두농도첨두농도첨두농도첨두농도(mg/l)(mg/l)(mg/l)(mg/l) 1,389 1,388 1,387 1,390

발생시간발생시간발생시간발생시간(hr)(hr)(hr)(hr) 8.20 7.43 9.00 8.17

BOD5 의 경우 총부하량 및 발생시간의 경우 모형에 의한 결과치가, SS ILLUDAS-NPS

모형보다 실측치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및 모형의SWMM, STORM . ILLUDAS-NPS SWMM

경우 첨두유량의 발생시간보다 오염물질 항목별 첨두농도가 빠르게 발생되었으며 이는 첨두유량,

의 발생시간 이전의 초기유출시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부하되는 특성을 반영한 결

과이다 그림( 3).

유출수문곡선 오염농도곡선유출수문곡선 오염농도곡선유출수문곡선 오염농도곡선유출수문곡선 오염농도곡선(a) (b) (BOD(a) (b) (BOD(a) (b) (BOD(a) (b) (BOD5555 및 누가부하량 오염농도곡선 및 누가부하량및 누가부하량 오염농도곡선 및 누가부하량및 누가부하량 오염농도곡선 및 누가부하량및 누가부하량 오염농도곡선 및 누가부하량) (c) (SS)) (c) (SS)) (c) (SS)) (c) (SS)

그림 유출 및 수질 계산결과의 비교그림 유출 및 수질 계산결과의 비교그림 유출 및 수질 계산결과의 비교그림 유출 및 수질 계산결과의 비교3. (E-1)3. (E-1)3. (E-1)3. (E-1)

두 번째 강우사상 의 경우 모형에 의한 계산결과는(E-2) ILLUDAS-NPS BOD5 및 의 첨두치SS

는 실측치와 근사하였으나 총 유출용적 및 부하량에는 타 강우의 경우와는 달리 실측치와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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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를 보였는바 이는 실측치의 결측구간 보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표 유출 및 수질해석 결과표 유출 및 수질해석 결과표 유출 및 수질해석 결과표 유출 및 수질해석 결과4. (E-2)4. (E-2)4. (E-2)4. (E-2)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항 목항 목항 목항 목 실측치실측치실측치실측치 SWMMSWMMSWMMSWMM STORMSTORMSTORMSTORM ILLUDAS-NPSILLUDAS-NPSILLUDAS-NPSILLUDAS-NPS

유출유출유출유출

유출용적유출용적유출용적유출용적(m(m(m(m
3333)))) 6.51E+4 7.84E+4 1.07E+5 7.37E+4

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CMS)(CMS)(CMS)(CMS) 10.13 8.97 11.03 8.03

발생시간발생시간발생시간발생시간(hr)(hr)(hr)(hr) 4.12 3.92 5.00 3.83

수질수질수질수질

BODBODBODBOD5555

총부하량총부하량총부하량총부하량(kg)(kg)(kg)(kg) 6,630 2,230 3,150 3,155

첨두농도첨두농도첨두농도첨두농도(mg/l)(mg/l)(mg/l)(mg/l) 74.5 74.2 74.4 74.6

발생시간발생시간발생시간발생시간(hr)(hr)(hr)(hr) 3.25 2.59 6.00 3.83

SSSSSSSS

총부하량총부하량총부하량총부하량(kg)(kg)(kg)(kg) 87,400 46,800 69,500 67,131

첨두농도첨두농도첨두농도첨두농도(mg/l)(mg/l)(mg/l)(mg/l) 1,701.3 1,702.0 1,702.6 1,700.8

발생시간발생시간발생시간발생시간(hr)(hr)(hr)(hr) 2.17 2.57 6.00 3.83

BOD5 항목에서는 총부하량 경우 모형에 의한 결과치가 실측치와는 다소 차이ILLUDAS-NPS

가 발생하였으나 모형들간에는 가장 실측치와의 편차가 적었다 첨두농도는 모든 모형에서 실측치.

와 유사하게 모의되었으며 발생시간의 경우 모형순으로 나타SWMM, ILLUDAS-NPS, STORM

났다 항목에서는 총부하량의 경우 모형의 결과가 실측치와 가장 비슷하였으나 발생. SS STORM

시간의 경우 과대하게 산정되었다 첨두농도의 경우 전반적으로 실측치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

었다 반면 모형의 경우에는 유출 및 오염도 곡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측치와. STORM

많이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모형내의 최소 계산시간 간격이 시간으로, STORM 1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역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림( 4).

유출수문곡선 오염농도곡선유출수문곡선 오염농도곡선유출수문곡선 오염농도곡선유출수문곡선 오염농도곡선(a) (b) (BOD(a) (b) (BOD(a) (b) (BOD(a) (b) (BOD5555 및 누가부하량 오염농도곡선 및 누가부하량및 누가부하량 오염농도곡선 및 누가부하량및 누가부하량 오염농도곡선 및 누가부하량및 누가부하량 오염농도곡선 및 누가부하량) (c) (SS)) (c) (SS)) (c) (SS)) (c) (SS)

그림 유출 및 수질 계산결과의 비교그림 유출 및 수질 계산결과의 비교그림 유출 및 수질 계산결과의 비교그림 유출 및 수질 계산결과의 비교4. (E-2)4. (E-2)4. (E-2)4. (E-2)

세 번째 강우사상 의 경우 모형에 의한 유출용적 첨두유량의 결과값이 실(E-3) ILLUDAS-NPS ,

측치와 매우 유사하였고 모형에 의한 유출수문곡선의 감수부는 실측치와 매우, ILLUDAS-NPS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그러나 첨두발생시간의 경우에는 모형이 실측치와( 5). , SWMM

의 편차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모형의 경우에는 유출용적 및 첨두발생시간의 값들이 실. STORM

측치와의 편차가 과대함을 보여주었다 표( 5).

표 유출 및 수질해석 결과표 유출 및 수질해석 결과표 유출 및 수질해석 결과표 유출 및 수질해석 결과5. (E-3)5. (E-3)5. (E-3)5. (E-3)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항 목항 목항 목항 목 실측치실측치실측치실측치 SWMMSWMMSWMMSWMM STORMSTORMSTORMSTORM ILLUDAS-NPSILLUDAS-NPSILLUDAS-NPSILLUDAS-NPS

유출유출유출유출

유출용적유출용적유출용적유출용적(m(m(m(m
3333)))) 8.35E+4 9.91E+4 1.40E+5 8.29E+4

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CMS)(CMS)(CMS)(CMS) 13.13 12.27 13.16 13.13

발생시간발생시간발생시간발생시간(hr)(hr)(hr)(hr) 2.88 2.85 4.00 2.33

수질수질수질수질

BODBODBODBOD5555

총부하량총부하량총부하량총부하량(kg)(kg)(kg)(kg) 3,710 4,230 4,990 3,777

첨두농도첨두농도첨두농도첨두농도mg/l)mg/l)mg/l)mg/l) 75.5 74.2 75.6 75.5

발생시간발생시간발생시간발생시간(hr)(hr)(hr)(hr) 2.58 2.15 3.00 2.33

SSSSSSSS

총부하량총부하량총부하량총부하량(kg)(kg)(kg)(kg) 25,100 50,800 54,700 43,615

첨두농도첨두농도첨두농도첨두농도mg/l)mg/l)mg/l)mg/l) 885 891 886 885

발생시간발생시간발생시간발생시간(hr)(hr)(hr)(hr) 3.08 2.16 3.00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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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5 항목에서는 총부하량 첨두농도의 결과치 중 모형에 의한 결과치가 실측, ILLUDAS-NPS

치와 가장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발생시간의 경우 등의 순. ILLUDAS-NPS, SWMM, STORM

으로 실측치와 근사하게 나타났다 항목에서는 총부하량의 경우 모형들에 의한 결과치가 실측. SS

치보다는 과대하게 산정되었으며 모형에 의한 결과치가 가장 근접하게 나타났다ILLUDAS-NPS .

첨두농도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모든 모형에서 실측치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발생시간의 경.

우에는 등의 순으로 실측치와 근사하게 나타났다 그림STORM, ILLUDAS-NPS, SWMM .( 5).

유출수문곡선 오염농도곡선유출수문곡선 오염농도곡선유출수문곡선 오염농도곡선유출수문곡선 오염농도곡선(a) (b) (BOD(a) (b) (BOD(a) (b) (BOD(a) (b) (BOD5555 및 누가부하량 오염농도곡선 및 누가부하량및 누가부하량 오염농도곡선 및 누가부하량및 누가부하량 오염농도곡선 및 누가부하량및 누가부하량 오염농도곡선 및 누가부하량) (c) (SS)) (c) (SS)) (c) (SS)) (c) (SS)

그림 유출 및 수질 계산결과의 비교그림 유출 및 수질 계산결과의 비교그림 유출 및 수질 계산결과의 비교그림 유출 및 수질 계산결과의 비교5. (E-3)5. (E-3)5. (E-3)5. (E-3)

결 론결 론결 론결 론3.3.3.3.

본 연구에서는 도시유역의 초기강우 기간에 배수계통으로 부하되는 유량 및 수질을 해석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모형은 홍제천 유역에서의 실측치와의 검증 및 기존ILLUDAS-NPS .

의 유출 수질해석 모형인 과 비교 검토를 실시하였다SWMM, STORM .

본 연구에서는 건기시의 오염물질의 축적 및 초기강우로 인한 쓸림현상을 통하여 총부하량(1) ,

첨두농도 발생시간 등을 모의할 수 있도록 기존 모형의 유출해석 알고리즘에 수질해석, ILLUDAS

부분을 추가하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에 의한 전반적인 유출 수질모의결ILLUDAS-NPS .

과는 기존의 모형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추후 적용성 향상을 위하여 오염SWMM

물질 축적 방법 및 강우특성에 따른 쓸림현상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모형별 유출 및 수질해석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유출용적 첨두유량 총부하량 첨두농도(2) , , , ,

발생시간 등의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및 모형들이 비교적 일ILLUDAS-NPS SWMM

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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