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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근래 지속적으로 진행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하여 이전보다 불투수 지역이 많이 증가하였고 도심지역

에는 대부분 하수관거가 매설되어 있는 등 물순환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왜곡되어 있다 이를 올바르게 바.

로잡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의 수문학적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안양천 유역의 지류인 학의천을 대상유역으로 선정하고 유출 수량 및 오염물질 발생량을 PCSWMM(Storm

과 를 이용하여 모의하였다 은 하수관거를Water Management Model) PLOAD(Pollutant Loading) . PCSWMM

포함하여 연속유출모의를 수행할 수 있으며 는 를 기반으로 하는 모형으로 토지이용별PLOAD GIS Screening

원단위를 이용하여 소유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량을 추정할 수 있다 기준년도 년에 대해 모든 조건은 동. 2002

일한 상태에서 토지이용만 년 년 년으로 변화시켜 모의를 수행하였다 년 년 년1975 , 2000 , 2016 . 1975 , 2000 , 2016

의 불투수 면적비는 각각 이며 침투량은 년의 에서 년과 년에 각각2.6%, 22.8%, 24.1% 1975 23% 2000 2016

와 로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지표유출량은 년의 보다 년과 년에 각각17.9% 17.6% , 1975 48.1% 2000 2016 55.0%,

로 증가하였다 또한 오염물질이 유역에서 발생하여 하천으로 전달되는 유달량은 유역전체로 보면55.4% .

년 보다 년에 는 배 는 배 는 배 은 배 는 배 증가하였다 이러한1975 2000 BOD 4.0 , COD 3.3 , SS 2.7 , TN 1.3 , TP 1.6 .

모의 결과는 학의천 유역에 대해 소유역별로 발생하는 연도별 유출량 및 오염물질 유달량을 정량적으로 제

시하므로 유역관리방안을 도출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핵심용어 학의천 유역 연속유출모의 토지이용변화핵심용어 학의천 유역 연속유출모의 토지이용변화핵심용어 학의천 유역 연속유출모의 토지이용변화핵심용어 학의천 유역 연속유출모의 토지이용변화: , , , SWMM, PLOAD: , , , SWMM, PLOAD: , , , SWMM, PLOAD: , , , SWMM, PLOAD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근래에 들어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인구가 증가하여 유역의 물순환이 심각하게 왜곡됨에 따라 유

역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수질관리에 있어서 점오염원의 제어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비점오염.

원 제어에 대한 과제가 부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이 전체 오염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수질관리에 있어서 비점오염원 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양천 유역의 지류인 학의천유역의 유출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PCSWMM(Storm Water

의Management Model; James and Huber, 2003) RAIN, TEMPERATURE, RUNOFF, TRANSPORT Block

을 사용하여 연속유출모의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PLOAD(Pollutant Loading; Edwards and

를 이용하여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비점오염원 유달량을 모의하였다Miller, 2001) .

적용모형적용모형적용모형적용모형2.2.2.2.

2.1 SWMM2.1 SWMM2.1 SWMM2.1 SWMM

은 호우에 의한 유출량과 수질을 예측하기 위해 소유역이나 하수관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PCSWMM

* 정회원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정교수 Email: kilselee@snu.ac.kr

** 정회원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박사과정 Email: cool77@snu.ac.kr

***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석사과정 Email: srsun31@hanmail.net

****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석사과정Email: ok7749@hotmail.com



호우사상을 모의한다 최대 개의 소유역 및 하도. 2000 관로를 구성할 수 있으며 배수유역은 합성 및 분리가,

가능하다 모형은 도시유역 내에서 강우사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출량과 오염물질에 대한 지표. PCSWMM

면 및 지표하 흐름 배수관망에서의 유출량 추적 저류량 산정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와 비용계산 등을 모의, , ,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모형이며, RUNOFFTRANSPORTEXTRANSTORAGE/TREATMENTRAIN

TEMPERATURECOMBIN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STATISTICS Block .

본 연구에서는 연속유출모의를 위해 강우량 자료는 증발산량 자료는 지표수 및RAIN, TEMPERATURE,

지하수유출 모는 하도 및 하수유출 모의 시에는 을 사용하였다RUNOFF, TRANSPORT Block . RUNOFF

에서 지표수유출 모의 시에는 비선형저수지 방정식을 침투량 산정 시에는Block (Nonlinear Reservoir) , Horton

또는 방정식을 사용하며 에서 하도 및 하수유출 모의 시에는Green-Ampt TRANSPORT Block Kinematic

방정식을 사용한다Wave .

2.2 PLOAD2.2 PLOAD2.2 PLOAD2.2 PLOAD

통계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오염발생량을 산정하며 사용자가 실험 또는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 토지이용도별

오염물질의 수치에 의존하여 결과값을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정량적인 결과 분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단위로 모의되어 특정 기간별 오염발생량을 산정하지 못하는 단점이 발생한다 그러나 사용하기에 용이하며.

소유역별 오염발생량의 결과 값을 간단하게 모의할 수 있고 통계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모든 오염물질에 대한

모의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또한 의 정성적인 효과 분석과 유역의 오염특성. BMP(Best Management Practice)

을 분석할 수 있어 자세한 결과값을 모의 할 수 있는 모형의 적용의 선행연구로서 사용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역

관리의 목표설정에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에서 비점오염원을 산정하는 와 방법PLOAD Export Coefficient Method Simple Method

중 원단위법을 이용하여 각 소유역의 토지 이용별 오염발생량을 산정하는 를 이용하Export Coefficient Method

였으며 월별오염물의 발생량은 월별 유출량비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와 유출량비, . Export Coefficient Method

를 이용하여 월별 오염발생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각각 아래의 식 와 같다(1), (2) .

   ×  (1)

   ×   (2)

여기서 는 오염발생량(kg/year), 는 원단위(kg/ha/year), 는 원단위별 면적 을 의미하고(ha) , 는

월별 비점오염원 발생량(kg/month), 는 월별 유출량비를 의미한다.

연구내용연구내용연구내용연구내용3.3.3.3.

대상유역 현황대상유역 현황대상유역 현황대상유역 현황3.13.13.13.1

학의천은 국가하천인 안양천의 지류로서 지방 급 하천이다 학의천의 지류로는 청계사천과 갈현천이 있으2 .

며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를 관류한다 학의천은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에서 발원하고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 .

으로 유하하여 안양천과 합류하며 유역면적은, 44.58 이다.

입력 자료의 구성입력 자료의 구성입력 자료의 구성입력 자료의 구성3.23.23.23.2

수문순환과정의 해석을 위한 기본 자료로서 소유역폭 면적 하도길이 경사 소유역 하도 등의 지형학적, , , ( , )

요소들은 필수적이며 특히 도시 지역에서와 같이 강우와 유출의 관계가 토지이용현황 등과 복잡하게 연관되,

어지는 수문현상의 해석을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지형요소의 추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IS

소프트웨어인 를 이용하여 자료입력요소들을 정밀하게 산정하였다Arcview 3.2 .

학의천유역의 특성인자를 추출해내기 위해 유역분할을 실시하였는데 먼저 전체유역의 경계를 정한 후 지,

형도 와 안양시 현대(1:5,000) ( Eng., 2002)의왕시 금호 의 하수관망도 및 행정구역경계도 박달( Eng., 2003) ,

석수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 및 배수구역도를 이용하여 배수구역 경계를 설정하였다 이 배수구역도로부.

터 관로형태와 설치위치 등을 구성한 후 개의 소유역으로 분할하였고 소유역별 배수체계의 특징을 나타내32

면 그림 과 같다1 .



그림 소유역 및 하수관거 분류도그림 소유역 및 하수관거 분류도그림 소유역 및 하수관거 분류도그림 소유역 및 하수관거 분류도1.1.1.1.

또한 토지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학의천 유역의 Landsat

과TM(Thematic Mapper) ETM+ (Enhanced Thematic

영상을 이용하여 수역 시가지 나지 습지 초지Mapper) , , , , ,

산림 농업지역의 개 종류로 구분된 년 년의 토, 7 1975 , 2000

지이용도를 수집하였으며 년에 대한 자료는 도시계획2016 ,

하수도계획 등의 문헌을 통하여 작성하였다 그림( 2). 2016

년은 년에 비하여 도시화 지역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2000

았으나 번 소유역의 포일지구 주변이9 ‘ ’ 0.42  만큼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며 번 소유역의 내손택지개발사업, 2 ‘

지구 주변이’ 0.159  만큼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도시

화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토지이용이 년과1.27% . 2000

년일 때는 큰차이가 없었는데 이것은 안양시와 의2016

왕시가과거 년 동안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도심지가 거30

의 포화 상태가 되어 도심지의 발전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년 년 년년 년 년년 년 년년 년 년(a) 1975 (b) 2000 (c) 2016(a) 1975 (b) 2000 (c) 2016(a) 1975 (b) 2000 (c) 2016(a) 1975 (b) 2000 (c) 2016

그림 학의천 유역의 연도별 토지이용현황도그림 학의천 유역의 연도별 토지이용현황도그림 학의천 유역의 연도별 토지이용현황도그림 학의천 유역의 연도별 토지이용현황도2. (Landset_TM)2. (Landset_TM)2. (Landset_TM)2. (Landset_TM)

토지이용
년1975 년2000 년2016

면적 ( ) 점유율 (%) 면적 ( ) 점유율 (%) 면적 ( ) 점유율 (%)

수역 0.30 0.67 0.26 0.57 0.26 0.57

시가화 1.13 2.44 10.16 22.82 10.74 24.08

나지 0.15 0.33 0.47 1.06 0.47 1.06

습지 0.02 0.04 0.00 0.00 0.00 0.00

초지 1.96 4.32 1.06 2.36 1.06 2.36

산림 29.76 67.01 25.61 57.47 25.11 56.37

농업지역 11.26 25.19 7.02 15.72 6.94 15.56

총계 44.58 100.00 44.58 100.00 44.58 100.00

표 학의천 유역의 토지 이용도 변화표 학의천 유역의 토지 이용도 변화표 학의천 유역의 토지 이용도 변화표 학의천 유역의 토지 이용도 변화1.1.1.1.

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4.4.4.4.

4.1 PCSWMM4.1 PCSWMM4.1 PCSWMM4.1 PCSWMM

학의천 유역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수원기상대의 강우량 년 월 년 월 시간단위 과 증발량(1964 1 2004 8 , 1 )～

자료 년 월 년 월 일단위 를 이용하여 연속유출모의를 수행하였다 강우량 자료는 의(1964 1 2004 8 , ) . PCSWMM～

을 증발량 자료는 에서 월별 증발접시계수 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과거RAIN Block , TEMP Block ( = 0.7) . (1975

년 현재 년 미래 년의 토지이용에 대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년동안의 학) (2000 ) (2016) 2001 9 1 2004 8 30 3



의천 전체유역의 유출특성에 대하여 모의하였다 학의천 전체유역의 유역출구지점은 비산교 지점이며 상류에. ,

는 산지와 농업지역이 하류에는 고도로 도시화된 지역이 분포하는 전형적인 도시하천 유역의 토지이용을 나타,

내고 있다 하도를 모의한 경우 토지이용이 년일 때의 기저유량 이 년 년일때의 기저유. 1975 (Baseflow) 2000 , 2016

량보다 0.4 m
3
많았다 을 이용하여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과거 년 현재 년 미래/s . PCSWMM (1975 ) (2000 ) (2016

년 의 유출량을 월부터 월까지 구분하여 모의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와 같다) 1 12 2 .

월
년1975 년2000 년2016

월별유출량(m3) 유출비(%) 월별유출량(m3) 유출비(%) 월별유출량(m3) 유출비(%)

월1 1,928,664 5.1 827,010 3.2 839,189 3.2

월2 1,720,051 4.5 734,339 2.8 720,007 2.8

월3 2,105,150 5.5 992,992 3.9 1,020,478 3.9

월4 3,555,684 9.4 2,609,647 10.1 2,627,669 10.2

월5 2,482,477 6.5 1,442,869 5.6 1,423,796 5.5

월6 2,199,967 5.8 1,156,324 4.5 1,151,089 4.5

월7 4,838,144 12.8 3,939,678 15.3 3,952,170 15.3

월8 10,702,778 28.2 9,856,786 38.2 9,897,955 38.3

월9 2,309,584 6.1 1,306,544 5.1 1,314,526 5.1

월10 2,332,415 6.1 1,325,614 5.1 1,321,628 5.1

월11 1,858,687 4.9 770,861 3.0 785,563 3.0

월12 1,910,264 5.0 812,844 3.2 808,578 3.1

합계 37,943,865 100.0 25,775,508 100.0 25,862,648 100.0

표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월별 유출량표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월별 유출량표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월별 유출량표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월별 유출량2.2.2.2.

4.2 PLOAD4.2 PLOAD4.2 PLOAD4.2 PLOAD

학의천 유역을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원단위 최지용 를 적용하였으며 습지는 수역과 동일한 원단위로( , 1997) ,

초지는 산림과 동일한 원단위로 고려하여 과거 년 현재 년 미래 년 의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1975 ) (2000 ) (2016 )

유역의 연도별 비점오염원 발생량을 모의하였고 실측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 학의천 유역의 평균 유달률 김정(

욱 등 을 이용하여 비점오염 유달량을 산정하였다 그림 표 모형은 강우유출 모의가 불가, 1998) ( 3, 3). PLOAD

능하기 때문에 에서 모의된 유출량 자료를 이용하여 월별 유출량 비를 산정하여 월별 비점오염 유달PCSWMM

량을 모의하였다 표( 4).

년에서는 학의천 유역에 하수도 시설이 거의 없으므로 전체 유역에 대해 비점오염 발생량이 학의천으로1975

유입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년과 년에서는 비차집유역인 번부터 번까지의 소유역에서 발생하는, 2000 2016 1 6

비점오염원 발생량과 차집유역인 번부터 번 소유역중에서 분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강우시 비점오염원7 32

발생량이 우수관거를 통해 직접 하천으로 들어가는 번 소유역의 비점오염 발생량이7, 9, 15 18, 21, 23 32～ ～

실질적으로 학의천 유역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모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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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년1975 년2000 년2016

BOD 10.01 40.00 42.99

COD 17.38 57.07 60.24

SS 53.45 144.26 152.84

TN 9.76 12.35 12.76

TP 0.84 1.32 1.39

표표표표 3.3.3.3. 연도별 비점오염 유달량연도별 비점오염 유달량연도별 비점오염 유달량연도별 비점오염 유달량

단위( :  kg/year)

그림 연도별 비점오염 유달량그림 연도별 비점오염 유달량그림 연도별 비점오염 유달량그림 연도별 비점오염 유달량3.3.3.3.



결론결론결론결론5.5.5.5.

본 연구에서는 과 를 이용하여 학의천 유역의 유출량과 비점오염 유달량을 모의하였다PCSWMM PLOAD .

년에는 시가화 지역이 에 불과 했으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년에는 까지 증가하였고 산림1975 2.4% 2000 22.8%

과 농업지역은 각각 이상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유역 전체에서 발생하는 오염 유달량도 급격히 증가하였는9% .

데 는 약 배 는 약 배 는 약 배 는 약 배 은 약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BOD 4.0 , COD 3.3 , SS 2.7 , TP 1.3 , TN 1.6

으며 을 이용하여 모의된 유출량을 이용하여 유출량비로써 각 월별 오염유달량을 계산한 결과, PCSWMM 6 9～

월 사이에 오염유달량이 전체 유달량의 이상을 차지하여 우기시 오염물질의 유달량이 다른 기간에50 60%～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역 별로는 농경지와 산림지역이었던 학의천 하류지역이 도시화.

되면서 번대 소유역의 비점오염원의 양이 다른지역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 .

이 결과 학의천 유역의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도시화의 비율이 높은 번대 소유역에서는 건기시20

비점오염물질을 수시로 제거하는 비구조적인 비점오염 관리방안과 불필요한 개발을 자제하고 오염물질을 저감

시킬 수 있는 시설을 증대하는 구조적 방안이 필요하며 농경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번 소유역에 대해서1 6～

는 과 를 제거하는 농업지역에서의 비점오염 관리방안이 필요하다TN TP .

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

본 연구는 세기 프런티어 연구개발 사업인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사업단 과제번호 과21 ( 1-7-2)

주 웹솔루스의 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연구비 지원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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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물질

년1975 년2000 년2016

BOD COD SS BOD COD SS BOD COD SS

월1 508.86 883.28 2,716.98 1,283.41 1,831.06 4,628.54 1,394.95 1,954.80 4,959.37

월2 453.82 787.74 2,423.10 1,139.60 1,625.88 4,109.89 1,196.84 1,677.18 4,255.04

월3 555.42 964.10 2,965.60 1,540.99 2,198.55 5,557.49 1,696.30 2,377.10 6,030.74

월4 938.13 1,628.41 5,009.02 4,049.82 5,777.94 14,605.46 4,367.88 6,120.88 15,528.79

월5 654.98 1,136.91 3,497.16 2,239.14 3,194.61 8,075.33 2,366.73 3,316.58 8,414.24

월6 580.44 1,007.53 3,099.17 1,794.46 2,560.18 6,471.62 1,913.41 2,681.34 6,802.61

월7 1,276.50 2,215.74 6,815.67 6,113.85 8,722.73 22,049.26 6,569.55 9,206.17 23,356.22

월8 2,823.82 4,901.59 15,077.39 15,296.40 21,823.62 55,165.64 16,453.02 23,056.25 58,494.14

월9 609.36 1,057.73 3,253.59 2,027.58 2,892.78 7,312.36 2,185.09 3,062.05 7,768.48

월10 615.38 1,068.18 3,285.76 2,057.17 2,935.00 7,419.08 2,196.90 3,078.59 7,810.45

월11 490.40 851.23 2,618.40 1,196.27 1,706.74 4,314.29 1,305.81 1,829.89 4,642.46

월12 504.00 874.85 2,691.06 1,261.42 1,799.69 4,549.26 1,344.07 1,883.50 4,778.47

합계 10,011.11 17,377.28 53,452.91 40,000.12 57,068.80 144,258.21 42,990.55 60,244.33 152,841.01

표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월별 비점오염 유달량 변화표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월별 비점오염 유달량 변화표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월별 비점오염 유달량 변화표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월별 비점오염 유달량 변화4.4.4.4.

단위 월( : k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