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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국토의 지속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의 환경

향평가제도는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구심점이 되고 있습

니다. 이러한 환경 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환경 향 예

측방법과 평가기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원에서는 환경 향

평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02년에는 1차년도 연구로 합리

적인 환경 향 예측기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 향평가제도

가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시 예측

된 내용이 각종 개발사업의 공사중 또는 이용시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를 지속적으

로 검토하고, 개선해야 될 대상과 원인을 도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 향평가, 사후환경 향조사, 운 시 환경관리 등이 각각 서로 다

른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고,  평가내용의 사후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어

서 환경 향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이 거의 수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 향평가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평가된 내용이 실제 현장 운 시 적절하게 

반 되기 위해서는 환경 향 평가내용과 사후환경 향조사결과, 시설의 환경관리실

태 등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비록 수질분야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환경 향평

가시 평가내용과 사후환경 향조사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수질 예측‧평가방법과 

사후환경 향조사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환경 향평가내용의 분석을 위해 주요 개발사업인 도로건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내용과 사후환경 향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하 고, 비

교․분석결과를 토대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 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

지공사, 환경 향평가 대행업체, 건설사업 시공업체 등의 여러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

하 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방법과 사후환경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환경 향평가의 발전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

련하고자 하 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환경 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 향평가, 사후환

경 향조사, 환경관리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제도간의 조화를 도모하며, 향후 환경

향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법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촉매역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제한된 기간과 재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맡아 수행해 주신 본 원의 최

상기박사, 송 일 박사, 서성철 연구원께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고 심사를 맡아주신 환경부 환경평가과 강형신 과장, 한국토지공사 건설환경처 강

재욱 단장, 한국도로공사 환경관리부 권 혁 부장,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석순 

교수, 그리고 본원의 이수재 박사, 맹준호 박사, 이병국 박사, 이창희 박사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연구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닌 연구자 개인의 견

해임을 밝혀둡니다.

2003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윤 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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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환경 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 향평가에서 예측된 내용이 각종 

사업의 공사중 또는 이용시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개선해야 될 대상과 

원인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환경 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정도와 환경 향평가 예측방법

에 대한 타당성 여부, 협의내용 적용가능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사중인 사

업장을 대상으로 환경 향평가 협의내용과 현지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하 다. 평가내

용과 사후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용수 및 하‧폐수 발생량 예측방법의 다양성과 비

현실성, 수질오염 저감방법과 저감효과의 실효성 미흡, 사후조사결과와 사후관리의 

비합리성, 하천 수질관리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환경 향평가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평가된 내용이 실제 현장 운 시 

적절하게 반 되기 위해서는 수질분야 항목별 평가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상사

업별 수질분야 중점항목으로 공사시 우수유출량, 토사유출량, 터널폐수 발생량, 공사

장 오수발생량 등이 있으며, 운 시 고속도로 휴게소 오수발생량의 향예측, 택지 

및 산업단지의 오‧하수발생량과 폐수발생량 예측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질분

야 중점항목별 개선방안을 도출하 으며, 이를 토대로 대상사업별 평가서 작성방법 

개선안과 작성사례를 제시하 다.

사후환경 향조사는 개발사업 공사전 예측되었던 하천 수질의 유지여부와 수질분

야 저감시설의 정상적인 설치‧운 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사시 수질환경의 단

순 확인‧조사뿐만 아니라 평가내용과 사후환경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협

의내용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방법 및 관리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

하다. 즉 하천의 수질관리와 수질분야 시설물의 관리를 구분하고, 개별 개발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아니라 면적을 대상으로 한 수계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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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장기적으로 중‧소의 하천에 대한 수질모델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계중심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수질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부에서는 한강, 낙동강 등에 대한 수질 총량오염관리를 계획하고 

있는 바, 이와 연계하여 중소규모의 모든 수계에 대해서 수계별‧위치별 유지목표농도

를 설정하여 하천의 수질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수계에 대

해서 수질 총량오염관리계획을 수행하면서 수질모델링에 대한 관리방법과 관리체계

(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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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환경 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 향평가에서 예측된 내용이 각종 

사업의 공사중 또는 이용시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개선해야 될 대상과 

원인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환경 향평가, 사후환경 향조사, 운 시 환경관리 등이 각각 서로 다

른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어서 평가내용의 사후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

다. 이에 향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은 거의 수행되고 있지 않으며, 일부 하천의 

수질이 심하게 악화될 경우 세부적인 조사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환경 향평가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평가된 내용이 실제 현장 운 시 적절하게 

반 되기 위해서는 환경 향 평가내용과 사후환경 향조사결과, 시설의 환경관리실

태 등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수질분야와 관련하여 환경 향평가에서는 사업지구 주변 하천과 지하수의 수질을 

측정‧분석하고, 절‧성토 지역에서의 토사유출량 예측과 저감방안(가배수로와 침사

지), 오‧폐수 발생량 예측과 수질오염 저감시설(현장사무소 오수처리시설, 터널폐수

처리시설, 하‧폐수처리시설 등) 설치계획을 예측‧평가하여 제시하고 있다.

위와같이 예측‧평가 되었던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공사중 실시되

는 사후환경 향조사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효성있게 수립되어야 하며, 공사중 변화된 

주변 환경의 조사와 각종 수질오염 저감시설의 저감효과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평가

방법을 개선해야 하다.

우리원에서는 환경 향평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수질분야

와 관련하여 1차년도(2002년)에는 공사시 토사유출량 예측방법, 오수 발생량 예측방

법 등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 다. 2차년도(2003년)에는 예측내용과 현장에 적

용된 예측결과(저감방안과 저감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방법과 저감



     수질분야 환경 향 예측내용과 사후환경 조사결과의 비교․분석2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내용과 사후환경 향조사를 비교‧분석하여 수질 예측‧평가방

법과 사후환경 향조사의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사중인 사업장

을 대상으로 주변 하천 현황, 토사유출 및 수질오염 저감시설의 설치‧운  상태를 현

장조사하고, 수질 조사시기 및 측정위치, 가배수로 및 침사지 위치와 용량, 수처리시

설의 용량과 처리효과 등을 분석‧평가 등을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2. 연구대상 및 조사범위

환경 향평가 대상사업은 도로건설, 도시개발, 항만건설, 관광단지, 산업단지, 철,

도개발, 체육시설, 토석채취, 폐기물, 에너지개발, 국방군사, 매립개간, 공항건설, 산지

개발, 하천이용, 특정개발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협의를 거친 

환경 향평가 건수를 년도별로 파악하여 사업건수가 많은 대상사업을 조사하 다. 

년도별 환경 향평가 건수를 보면, 도로건설이 2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환경

향평가 건수 중 38.8%를 차지하 다. 그 다음으로는 도시개발로 121건, 16.3%를 차

지하 다. 도시개발사업으로는 택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설

치사업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 다. 

평가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도로건설 30건, 택지개발사업 20건, 산업단지조성사

업 7건의 환경 향평가서를 조사하 으며, 평가내용과 사후조사결과를 비교하기 위

하여 도로건설사업과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총 20여건을 대상으로 평

가서와 사후환경 향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하 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하 다. 수질예측 평가방법과 사후환경 향 조사방법의 타당성을 분석하

기 위해서는 월 1회 이상 다양한 조사지점을 대상으로 최소한 1년 이상 지속적인 수

질과 주변 오염원을 현장에서 직접 조사‧분석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최소한 2년 이상의 오랜 연구기간과 전문적인 조사‧분석을 위한 많은 예산이 소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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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질의 직접적인 현장 조사‧분석은 실시할 수 없었으며, 평가

서와 사후환경 향 조사결과 보고서에 제시된 비교‧분석과 이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

를 실시하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비교‧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

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환경 향평가 대행업체, 건설사업 시공업체 등의 여

러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하 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방법과 

사후환경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 다.

대상사업별 수질분야 중점항목으로 공사시 우수유출량, 토사유출량, 터널폐수발생

량, 공사장오수발생량 등이 있으며, 운 시 고속도로 휴게소 오수발생량의 향예측, 

택지 및 산업단지의 오‧하수발생량과 폐수발생량 예측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분

야 중점항목별 개선방안을 도출(제5장)하 으며, 이를 토대로 대상사업별 평가서 작

성방법 개선안(부록 Ⅰ)과 작성사례(부록 Ⅱ)를 제시하 다.

3. 주요 연구결과

□ 환경 향평가 평가내용과 사후조사결과의 비교․분석

ㅇ하천 및 지하수의 수질 조사‧분석

- 수질 조사항목으로 도로건설은 SS, 택지개발사업은 BOD, SS를 대상으로 조사

하고 있으며, 산업단지의 경우 T-N, T-P도 조사되고 있음. 

- 도로사업 B, C사업장의 SS는 급격히 증가하 으나, 사후환경 향조사 결과보

고서에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원인을 파악할 수 없으며, 현장 확인 결과 침사지 

미설치 또는 용량 부족, 상류지역 추가 개발사업(하천정비 등)의 시행 등의 

향으로 예측됨.

- 택지 개발사업 A, E 사업장의 경우 하천수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신설‧가동되었기 때문임. 사후환경 향조사 결

과보고서에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주변 오염원의 변화에 따른 수질변화와 해당 

사업장에서의 수질오염부하로 인한 수질변화를 구분하여 파악할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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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후환경 향조사는 사업 착공시부터 공사 완료후 5년까

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 완료후에는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한 다

음 해에 한하여 환경 향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환경 향

평가와 사후환경 향조사의 시기는 10년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경 향평

가와 사후환경 향조사를 비교하기 매우 어려움.

  ‧ 공사 완료후 5년이 되는 해에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그 해에 환경 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 개별 사업장에 대한 수질평가보다는 수계중심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이 필요함.

〈도로건설〉

구분 환경 향평가 사후환경 향조사

시기 1차 2차 3차 4차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A SS 3 4 2 8 3.0 3.3 3.3 4.0 3.2 2.5

B SS 1.6 1.2 0.8 0.8 0.8 65.2 17.6 12.0

C SS 4.0 6.0 1.0 2.0 27.2 1.4 1.4 22.4

E SS 5.5 5.0 11.0 6.0 10.5 15.0 - - - -

단위 :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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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구분 환경 향평가 사후환경 향조사

시기 1차 2차 3차 4차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A
BOD 101.6 134.6 123.5 63.9 32.8 30.5 33.2 31.4 38.6 36.2 33.0 31.8

SS 66 93 87.4 30.4 46.4 41.9 45.6 43.6 52.5 48.0 42.5 40.5

B
BOD 3.9 6.3 6.8 4.6 4.3 3.8 3.4 9.2 8.8 8.0 -

SS 5.3 9.8 7.5 9.0 10.0 7.5 6.5 15.5 16.0 14.0 -

C
BOD 6.5 12.8 8.7 8.0 8.3 7.7

SS 8 6 16 16 23 12

D
BOD 35.6 20.8 22.0 19.5 21.0 8.5 5.3

SS 63 47.2 44.4 19.5 61.0 7.5 14.0

E
BOD 140 108 157 42 10.2 8.7 6.1 6.6 5.7 4.8

SS 42 39 61 31 3.8 4.2 2.6 11.5 1.9 1.6

단위 : mg/L

〈산업단지조성〉

구분 환경 향평가 예측수질 사후환경 향조사

BOD W-2(방류후) 19.3 19.4 16.2

COD W-2(방류후) 18.0 19.9 23.3

SS W-2(방류후) 20.0 20.0 19.5

TN W-2(방류후) 8.1 예측없음 12.6

TP W-2(방류후) 3.6 예측없음 0.8

단위 : mg/L

ㅇ 침사지 용량 산정방법과 설치계획

- 지하수 발생량 예측방법 및 예측결과의 비교

∙실측자료 : 25∼2,593㎥/일․㎞(0.017∼1.800㎥/min․㎞)

∙문헌자료 : 800∼8000㎥/일․㎞(0.555∼5.555㎥/min․㎞)

∙설계자료 : 720∼4320㎥/일․㎞(0.500∼3.000㎥/min․㎞)

- 평가시 계획된 침사지 용량보다 실제 설치용량은 매우 적음.

  ‧ 도로건설사업은 구간별로 공사가 진행 또는 완료되므로 침사지 설치여부를 

파악하기 매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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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재해 향평가 대상사업은 저류지를 확보하므로 침사

지 설치용량은 양호하나, 부유토사 제거효과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수가 

저류지 하부로 유입됨.

  ‧ 재해 향평가대상외의 사업은 침사지의 설치 및 복구기간에 대한 자료를 거

의 확인할 수가 없었음.

  ‧ 현장 시공자는 침사지 설치의 필요서에 대해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사업명
배출허용입자

(mm)

평가시

침사지 용량 (m
3
)

현장조사 실측 

설치용량(m
3
)

도로

건설

A 0.2 20 약 4

B 0.2 6 약 2

C 0.05 3,528 미설치(사업초기)

D 80%제거 75 약 10

E 0.4 14 약 4

F 80%제거 65 약 8

택지

개발

B 0.08 3,463 100

C 0.125 4,980
5,000이상

(재해 향평가대상)

D 0.1 504 10

E 0.2 664 2

F 0.3 240 2

ㅇ 공사시 오수발생량 예측방법과 처리계획

- 환경 향평가시 예측돤 오수 발생량보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용량은 매우 매우 

크게 나타났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오수 발생 추정량은 평가시 예측량보다 적

게 나타났음. 처리시설은 대부분 위탁관리하고 있음.

  ‧ 오수처리시설 신고시 오분법에 의한 설치기준에 의해 현장사무소의 건면적

에 따라 설치용량 결정하기 때문이며, 현장사무소의 상주 근무인력은 예측인

원에 비하여 매우 적게 확인되었음(특히 택지개발의 경우)

  ‧ 현장 조사결과, 현장사무소에는 발주사(토지공사 등)와 감리사가 있으며, 시

공업체들은 별도의 사무실과 식당을 운 하고 있음. 시공업체에서 배출되는 



제1장 서론 7

오‧하수로 인하여 하천이 심하게 오염된 곳도 있음.

사업명
평가시 예측량

(㎥/d)

처리시설 신고용량

(㎥/d)

오수발생 추정량

(㎥/d)

처리수질

BOD SS

A 19 60 5 20 20

B 20 70 2 - 43

C 19 50 5 20 20

D 17.7 10 10 20 20

E 10 15 7 20 20

F 11 22 8 20 20

  ※ 처리수질은 위탁관리자가 제시한 수질임

ㅇ 휴게소 오수발생량 예측방법과 처리계획

- 평가시 예측량보다 설치용량(신고용량)이 적지만, 실제 오수 발생량보다는 설

치용량이 큼

  ‧ 평가가시 예측량은 향후 교통량(예 2011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 휴게소 오수처리시설은 오수 발생량의 추이에 따라 증설이 가능하므로 단계

별 발생량 예측 및 처리시설 설치계획이 필요함.

- 이용시 휴게소 발생오수에 대한 사후환경 향조사는 실시하고 있지 않음. 오수 

처리수가 방류되는 하천에 대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휴게소는 대부분 산림과 수질이 양호한 곳에 설치되므로 질소, 인에 대한 처

리와 수질관리도 필요함.

휴게소명

평가시

예측량

(㎥/d)

평가시

적용 원단위

현재 오수발생량

(㎥/d)

현재 상수사용량

(㎥/d) 신고용량

(㎥/d)발생량

(L/인)

발생부하

(g/인)
성수기 비수기 성수기 비수기

G 1,499 18.7 6.545 50 30 60 30 200

H 1,035 18.7 6.545 60 40 60 40 500

I 452 16.99 1.7 300 100 300 100 280

J 325 17.03 1.7 250 160 270 190 340



     수질분야 환경 향 예측내용과 사후환경 조사결과의 비교․분석8

ㅇ 터널폐수 발생량 예측방법과 처리계획

- 평가시 예측량의 1/3∼1/95 수준으로 터널폐수처리시설 설치

  ‧ D사업장의 경우 터널공정이 4.5% 진행되었으나, 터널폐수 발생량이 처리시

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고 있음.

  ‧ E사업장는 현재 처리용량보다 많은 폐수가 발생

- 현장 조사결과, 터널 작업시간뿐만 아니라, 작업시간 외 유출되는 지하수의 SS 

농도가 매우 높았음.

- 또한 양방향굴착일 경우에는 터널 시점과 종점중 한 곳에만 터널폐수 처리시설

을 설치한 경우도 있음.

사업명
평가시 예측량

(㎥/d)

평가시 원단위

(㎥/km․분)

신고용량

(㎥/d)

현재 폐수발생량

(㎥/d)

터널연장

(m)

터널공정

(%)

A 3,204 3.0 100 45.4 613 42.0

B 6,624 3.0 70 2.0 770 8.4

C 9,176 1.4 200 140 2,307 9.48

D 259.2 0.49 80 80 378 4.5

E 1,718 1.4 300 300∼500 456 80

ㅇ 산업단지 하‧폐수 발생량 예측방법과 처리계획

- 평가시 예측된 용수량보다 이용시 실제 용수량은 매우 적게 나타났음. 이에 따

라 폐수발생량도 매우 적을 것으로 추정됨.

- 평가시기와 산업단지 입주시기 및 입주율에 많은 차이가 있어서 예측된 폐수 

발생량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입주시기를 고려한 단계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입주현황에 따라 협의내

용 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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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입주면적(m2)
용수원단위

(㎥/천㎡/일)

예측용수량

(㎥/일)

실측용수량

(㎥/일)

음․식료품 39,522.5 17.933 708.6 291.4

섬유․의복 5,090.7 28.667 145.9 28.4

종이․인쇄 - 31.567 - -

석유화학 116,275.5 15.467 1,798.4 186.0

비금속광물 - 7.467 - -

제1차금속 3851 10.267 39.538 0.0

조립금속․

기계장비
143,585.8 7.333 1,052.9 0.8

기타제조업 3,308.3 6.833 22.6 -

□ 수질분야 평가 및 관리방법의 개선방안

ㅇ 하천 및 지하수의 수질 조사‧분석

- 평가내용과 사후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사후관리

방법을 개선 또는 전환 

ㅇ 침사지 용량 산정방법과 설치계획

-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침사지 용량을 계획

 ‧ 재해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예측하고, 저감대책을 수립

- 개별 시설물이 설치되는 공사기간 중 수질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하여 관리

ㅇ 공사시 오수발생량 예측방법과 처리계획

- 공사 근무인력은 상주인원과 비상주인원을 구분하여 오수발생량을 산정

 ‧ 기본설계보고서에 제시된 인력수급계획과 유사한 규모의 사업인력수급현황

을 참조

- 오수발생 대상시설은 현장사무소, 식당, 합숙소, 작업소 등으로 구분

- 단독정화조보다는 합병정화조, 자체 오수처리시설(포기조), 기존 하수관로에 

유입‧처리하고, 오수 발생량이 소량(2∼3㎥/일 이하)일 경우 가능한 수거‧위

탁처리

- 수질이 양호하고, 수량이 많은 하천과 저수지에 인접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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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계획을 수립

ㅇ 휴게소 오수발생량 예측방법과 처리계획

-  휴게소 발생오수에 대한 수질관리 강화

  ‧ 수질 향예측, T-N 및 T-P 관리, 저류조 설치, 처리수 재이용등

ㅇ 터널폐수 발생량 예측방법 처리계획

- 터널폐수 발생량 원단위의 적정 범위와 적용방법을 개선

  ‧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처리계획(시설용량 등)의 변경을 용이하도록 함.

- 터널폐수 처리수가 방류되는 하천에 대한 수질관리 강화

ㅇ 하‧폐수 발생량 예측방법과 처리계획

-  수질모델을 이용한 예측 및 사후관리 강화   

  ‧ 단순혼합식 또는 수질모델링 적용기준, 수질모델을 적용 세부 수행방안에 대

하여 연구개발

-  수계중심의 수질 평가 및 관리를 수행함.

  ‧ 개별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리보다는 면적단위의 평가와 수질관리가 필

요함.

- 입주시기를 고려한 단계별 처리계획을 수립

  ‧ 입주현황에 따라 협의내용 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

ㅇ 사후환경 향조사 및 관리방법 개선방안

- 평가내용과 사후환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사후환경 향조사 결과보고서

를 작성함.

  ‧ 수질 조사시기, 조사지점, 조사기간, 조사항목 등을 개별 시설물 설치규모와 

종류에 따라 세분화

  ‧ 환경 관련 시설물과 관리 대상 항목이 실시설계 및 예산에 반 되었는지 확

인할 수 있도록 표를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

- 수계중심의 수질관리 강화하기 위하여 하천의 수질관리와 수질분야 시설물의 

관리를 구분함.

  ‧ 수질관련 시설물에 대한 실시설계 및 예산서를 별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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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관련 시설물의 관리는 시공자와 견제관계가 있는 별도 감리업체를 활용

하는 방안 

- 하천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수질의 조사‧분석과 평가계획을 수립함.

  ‧ 개별 개발사업에 대한 수질 향평가와 사후관리가 아니라 면적을 대상으로 

수계관리를 실시함. 이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중‧소의 하천에 대한 수질모델링

을 실시

- 수계중심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수질 유지목표농도를 설정

함.

  ‧ 침사지 부유토사 제거효과를 고려하여 인접한 하천(농수로)의 현재 부유물

질 농도보다 10∼25㎎/ℓ(수질기준 Ⅰ급 이하)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유물질 

유지목표농도를 설정

  ‧ 환경부에서는 한강, 낙동강 등 5대강에 대한 수질 총량오염관리제도가 수행

되고 있는 바, 이와 연계하여 중‧소규모의 모든 수계에 대해서 수계별‧위치별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하여 하천의 수질 관리리계획을 수립

  ‧ 또한 모든 수계에 대해서 수질 총량오염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질모델링

에 대한 관리방법과 관리체계(관리주체 등)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

□ 사업 종류별 수질분야 평가방법 개선안(부록 Ⅰ, Ⅱ)

◦ 도로, 택지, 산업단지 평가방법 (안)

◦ 수질분야 평가 항목별 작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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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수질분야 예측방법의 이론적 고찰

1. 침사지 용량산정방법 및 설치계획

가. 우수유출량 예측방법 

〈표 2-1〉 우수 유출량 예측방법의 종류

1 : 합리식

   1) 도시하천유역

      1-① : 도달시간( t c)은 Kirpich 경험공식

      1-② : 도달시간( t c)은 Kerby 경험공식

      1-③ : 도달시간( t c)은 Kraven 경험공식.

      1-④ : 도달시간( t c)은 Rziha 경험공식

      1-⑤ : 도달시간( t c)은 California Culvert Practice 방안

      1-⑥ : 도달시간( t c)은 SCS lag Eqn.

   2) 자연하천유역

      1-㉠ : 도달시간( t c)은 Kerby 경험공식

      1-㉡ : 도달시간( t c)은 Federal Aviation Agency 방안

      1-㉢ : 도달시간( t c)은 SCS 평균유속공식

 2 : SCS 방법(무차원 단위도)

 3 : 중안의 종합단위도법

 4 : Clark의 유역추적법

 5 : HEC-HMS

 6 : 도시수문모형(ILLUDAS, SWMM)

우수유출량은 지형적 특성, 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데 유출에 향

을 미치는 유역특성 인자들 중에서 비교적 유출에 상당히 큰 향을 미치는 유역면적

과 평균경사도에 따른 유출량 산정 방안, 유역면적과 유로길이에 따른 산정방안, 사업

면적(A1)과 절토량(Qs)에 적용방안을 참고하여 적절한 우수유출량 산정공식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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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량은 지형적 특성, 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데 유출에 향

을 미치는 유역특성 인자들 중에서 비교적 유출에 상당히 큰 향을 미치는 유역면적

과 평균경사도에 따른 유출량 산정 방안, 유역면적과 유로길이에 따른 산정방안, 사업

면적(A1)과 절토량(Qs)에 적용방안을 참고하여 적절한 우수유출량 산정공식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1) 유역면적과 평균경사도에 따른 유출량 산정 방안

유출현상은 하나의 유역특성에 의해 향을 받지 않고 여러 인자들의 복합적인 

향을 받는다. 그 중에서 유역면적과 평균경사도에 따른 제안 방안들을 〈표 2-2〉에 

정리하 다.  

먼저 유역면적이 작은 경우, 대개 이는 합리식의 가정에 크게 위배되지 않기 때문

에 합리식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유역면적이 커질수록 그리고 평균경사도가 커질

수록 일반적으로 유역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해지므로 합리식의 사용은 지양될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유역면적이 1 ㎢
 
미만이라는 제한보다도 더 작은 제한을 둔 것은 

좀더 나은 결과를 산정하기 위함이다.

〈표 2-2〉 유역면적(A)과 평균경사도(S)에 따른 적용방안

     평균경사(S)
유역면적
 (A, ㎡)

0.5 % 이하 0.5 ∼ 2 % 2 ∼ 7 % 7 % 이상

도시 자연 도시 자연 도시 자연 도시 자연

 100,000 이하
1-㉠,
1-㉡,
6

1-②,
1-③,
1-⑥,
5

1-㉡,
1-㉢,
6

1-④,
1-③,
1-⑥,
5

1-㉡,
1-㉢,
6

1-①,
1-②,
1-⑤,
5

1-㉡,
1-㉢,
6

1-②,
1-⑤,
2, 5

 100,000 ∼
         200,000

1-㉡,
1-㉢,
6

1-②,
1-③,
1-⑥,
5

1-㉡,
1-㉢,
6

1-④,
1-③,
1-⑥,
5

1-㉡,
1-㉢,
6

1-①,
1-②,
1-⑤,
2, 5

1-㉡,
1-㉢,
6

2, 5

 200,000 ∼
         300,000

1-㉡,
1-㉢,
6

1-②,
1-③,
1-⑥,
2, 5

1-㉡,
1-㉢,
6

1-④,
1-③,
1-⑥,
2, 5

2, 6 2, 5 2, 6 2, 5

 300,000 ∼
         500,000

1-㉡,
1-㉢,
2, 6

2, 4, 5 2, 6 2, 4, 5 2, 6 2, 3, 
4, 5 2, 6 2, 3, 

4, 5

 500,000 ∼
       1,000,000

2, 4, 6 2, 4, 5 2, 6 2, 4, 5 2, 6 2, 3,
4, 5 2, 6 2, 3, 

4, 5,

 1,000,000 이상 2, 4, 6 2, 4, 5 2, 6 2, 3, 
4, 5 2, 6 2, 3,

4, 5 2, 6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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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역면적과 유로길이에 따른 산정방안

유역면적과 유로길이에 대한 제안방안들은 〈표 2-3〉에 정리하 다.  먼저 유역면

적을 유로길이의 자승으로 나눔으로써 무차원수(A/L
2
)로 구분하 다. 여기서 무차원

수(A/L
2
)가 1이 된다는 것은 유역의 형상(basin shape)이 정사각형에 가까움을 나타

낸 것이다. 또한 1보다 작다는 것은 폭이 긴 직사각형의 형태에 가까우며 유역면적에 

비해 유로길이가 상당히 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도달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만일 유역전체에 유역출구로부터 등강우강도로 인한 유출량의 시간변화를 

보면, 무차원수(A/L
2
)가 작을수록 첨두유량까지는 가장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표 2-3〉 유역면적(A)과 유로길이(L)에 따른 적용방안

           A/L2 
유역면적
 (A, ㎡)

2.0 이상 2.0 ∼ 0.5 0.5 이하

도시 자연 도시 자연 도시 자연

 100,000 이하 1, 6 1, 5 1, 6 1, 5 1, 6 1, 2, 5

 100,000 ∼
         200,000

1, 6 1, 5 1, 6 1, 2, 5 2, 6 2, 5

 200,000 ∼
         300,000

1, 2, 6 1, 2, 5 1, 2, 6 2, 5 2, 6 2, 4, 5

 300,000 ∼
         500,000

1, 2, 6 2, 4, 5 2, 6 2, 4, 5 2, 4, 6 2, 3, 4, 5

 500,000 ∼
       1,000,000

2, 4, 6 2, 4, 5 2, 6 2, 3, 4, 5 2, 4, 6 2, 3, 4, 5

 1,000,000 이상 2, 4, 6 2, 3, 4, 5 2, 4, 6 2, 3, 4, 5 2, 4, 6 2, 3, 4, 5

3) 사업면적(A1)과 절토량(Qs)에 적용방안

개발사업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토공으로서 많은 토사량을 발생시키고 있다. 결국 

토사량이 크게 발생할수록 유역의 형상(basin shape)은 크게 변하며, 하천생태에 상당

한 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발생된 토사량은 수질중에 부유물질(SS, 

Suspended Solid)의 증가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평균절토깊이(Qs/A1)와 사업면적에 따른 유출 산정 제안 방안을 〈표 2-4〉



     수질분야 환경 향 예측내용과 사후환경 조사결과의 비교․분석16

에 정리하 다.  

〈표 2-4〉 사업면적(A1)과 유로길이(Qs)에 따른 적용방안

    Qs/A1(m)
사업면적
(A1, ㎡)

1 미만 1 ∼ 3 3 이상

도시 자연 도시 자연 도시 자연

 100,000 이하 1, 6 1, 5 1, 6 1, 5 1, 6 1, 5

 100,000 ∼
        200,000

1, 6 1, 5 1, 6 2, 5 2, 4, 6 2, 5

 200,000 ∼
        300,000

1, 6 1, 2, 5 2, 6 2, 3, 4, 6 2, 4, 6 2, 3, 4, 5

 300,000 ∼
        500,000

1, 2, 6 2, 3, 4, 5 2, 4, 6 2, 3, 4, 6 2, 4, 6 2, 3, 4, 5

 500,000 ∼
      1,000,000

2, 4, 6 2, 3, 4, 5 2, 4, 6 2, 3, 4, 6 2, 4, 6 2, 3, 4, 5

 1,000,000 이상 2, 4, 6 2, 3, 4, 5 2, 4, 6 2, 3, 4, 6 2, 4, 6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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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도시하천유역에 대한 도달시간 공식

공식명

(발표년도)

공      식

(tc 단위 : min)
제한사항 또는 비고

Kerby

(1949)

t c=36.264(rL
1.5/H0.5)

0.467

 L : 흐름 경로길이 (km)

 H : 표고차(m)

 r : 포장지역            0.02

    거칠은 裸垈地            0.10

    거칠고 풀이 없는 지역   0.30

    잔디   0.40

    나무나 풀이 빽빽한 지역  0.80

 L이 0.4 km 이하인 도시유역 

 유역면적 0.04 km
2 이하, 하도 

 경사는 1 % 이하인 유역

Izzard

(1945)

t c= [41.025(0.0007 I+c)L
0.33]/[S1/3I 2/3]

 I : 강우강도(in/hr)

 c : 지체계수

 L : 흐름경로길이(ft)

 S : 흐름경로경사(ft/ft)

 r : 하천형태에 따른 지류인자

 지체계수(c) =

  평평한 포장지역    : 0.007

  콘크리트 포장지역  : 0.012

  자갈포장지역    : 0.017

  잘려진 잔디밭    : 0.046

  조 한 잔다밭    : 0.060

Kinematic

Wave

(1965, 1973)

t c=0.94L
0.6n0.6/[I0.4S0.3]

 L : 지표면 흐름길이(ft)

 n : Manning의 조도계수

 I : 강우강도(in/hr)

 S : 지표면 흐름경사(ft/ft)

 개발지역의 지표면 유출해석에 

 이용

Federal

Aviation

Agency

(1970)

t c=1.8(1.1-C)L
0.5/S0.333

 L : 지표면 흐름길이(ft)

 C : 합리식의 유출계수

 S : 지표면 흐름경사(%)

 주로 공항지역에 이용할 수 있

 도록 미공병단에서 개발, 도시

 지역에서도 이용, 지표면 흐름 

 역에 적용

SCS

평균유속

공식

(1975)

t c=1/60 ∑L/V
 L : 지표면 흐름길이(ft)

 V : 표면상태에 따른 평규유속(ft/s)

 지표면 상태에 따라 평균유속

 을 산정하여 도달시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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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자연하천유역에 대한 도달시간 공식

공식명

(발표년도)

공      식

(tc 단위 : min)
제한사항 또는 비고

Kirpich

(1940)

t c=3.976 L
0.77
S
-0.385

 L : 유역의 최장하천 길이(km)

 S : 유역의 평균경사(H/L, m/m)

 H : 유역출구점과 본류 최원점까지의

     표고차

 지표면 흐름이 지배적인 농경지 소

 유역, 

 하도경사가 3∼5 %

 유역면적이 0.435 km2이하

Kerby

(1959)

t c=36.264(L⋅N)
0.467
/S
0.2335

 L : 유로의 최원점부터 하천유입부분까

     지의 직선거리(km)

 S : 유로의 평균경사(m/m)

 N : 유역의 조도를 나타내는 상수

 불투수성 완만한 표면  N = 0.02

 나지의 비포장표면     N = 0.10 

 초지가 없는 나지의 거친표면 

                       N = 0.20 

 초지로 구성된 표면    N = 0.40

 낙엽으로 덮힌수목지역 N = 0.60

 초지와 산림이 우거진 표면

                       N = 0.80

Johnstone

and

Cross

(1949)

t c= (282/r
2
)(L/S)

0.5

 L : 본류 유로길이(mi)

 S : 본류 유로평균길이(H/L, ft/mi)

 r : 하천형태에 따른 지류인자

  25∼1,624 mi2의 유역면적

Kraven
t c=0.444 LS

-0.515

 L : 유로길이(km)

 S : 유로경사(H/L, m/m)

 지표면 흐름이 지배적인 중하류, 하

 도경사가 1/200 이하인 유역

Rziha
t c=0.833 LS

-0.6

 L : 유로길이(km)

 S : 유로의 평균경사(H/L, m/m)

 지표면 흐름이 지배적인 상류, 하도

 경사 1/200 이상인 유역

California 

Culvert

Practice

(1942)

t c=60[11.9L
3
/H]

0.385

 L : 최장 유로길이(mi)

 H : 상류 분할점과 출구의 표고차(ft)

 산지 소유역

SCS Lag

Eqn.

(1975)

t c= [100L
0.8{ (1000/CN)-9}0.7]/[1900S0.5]

 L : 최장 흐름경로(ft)

 CN : SCS 유출곡선지수

 S : 유역평균경사(%)

 주로 농경지 유역에 적용, 0.8 km2

 이하의 도시유역도 적용 가능, 

 도시 불투수지역에서는

  t c= 1.67×유역지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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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사유출량 예측방법

1) 토사유출 원단위

토사유출원단위를 이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Q= 
1
365
A×C×D

Q：토사유출량(ton/일)

A：배수면적(ha)

C：1ha당 연간 유출 토사량(m3/ha/year)  

D：토사의 도(ton/m
3
)

토사유출원단위 값은 주로 나지, 황무지 등의 토사유출범위인 200~400㎥/ha/년의 

평균값인 300㎥/ha/년을 준용하고 있다. 기상자료에서 연중 강우일수를 책정하여 1

일 토사유출량 원단위를 산정하고 있다. 토사유출량 원단위는 다음과 같다.

〈표 2-7〉 지표상태에 따른 토사유출량 원단위

토지의 상태 토사유출량 (㎥/ha/년) 두 께 (mm)

나지, 황무지 등

벌 지, 초 지

채 벌 지

보통의 임야지역

200∼400

15

2

1

20∼40

1.5

0.2

0.1

자료 : 「골프사업연감」

한편 기상자료에서 연중 강우일수를 책정하여 1일 토사유출량 원단위를 산정는 경

우도 있다.

1일토사유출량(톤/ha/일)= 300㎥/ha/년강우일수/년 ×토사밀도(톤/㎥)

토사유출량 원단위를 이용한 예측은 토사유출범위가 넓고 토양의 특성과 강우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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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려가 전혀 없어 그 신뢰도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토사유출량은 우수유출량에 따

라 크게 좌우된다. 그러나 현재의 예측방법은 우수유출량과 토사유출량을 별도로 계

산하여 토사의 오탁농도를 산정하고 있어 적절한 예측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지표

상태의 유출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토사유출 원단위인 300㎥/ha/년을 준용하고 있어 

더욱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 또한 그 근거가 일본의 1970년대에 발간된 골프사업

연감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수정범용토양손실공식(RUSLE)

수정범용토양손실공식(RUSLE; universal soil loss equation)은 건설현장에서 단순 

호우사상에 의한 토양침식 산출이 가능하도록 수정 보완되었다.

A= R․K․LS․C․P = R․K․LS․VM

A : 단위면적당 토사침식량(ton/acre)

R : 강우침식인자(100ft․ton/acre․in/hr)

K : 토양침식인자(ton/acre․R)

LS : 지형(경사면 길이 : 경사도)인자

C : 작물관리인자

P : 토양보존관리인자

VM : 건설현장적용계수

가) 강우침식인자 - R

강우는 토사침식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토사유출 인자로서 강우침식은 빗방울

의 지표 충돌에 의한 이탈과 강우유출에 의한 토립자 운반에 따라 달라잔다. 강우침

식인자(R)는 강우에서 침식지수(특정강우의 침식력) 단위의 수를 표현하는 수치로 30

분 최대강우강도와 강우의 총 동력학적 에너지(Kinematic Energy)의 곱으로 표현되

는 연평균 침식도 EI30을 100으로 나눈 값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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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식지수단위 : 주어진 강우강도에서 1인치 강우의 운동에너지

   E=916+331log 10X   ( in/hr)

 - 에너지 단위 : 강우량(in) × E

 - R=
ΣEI 30max

100
 

   I 30max  =  30분 지속 최대 강우강도(in/hr)

나) 토양침식인자 - K

강우에 의한 침식에 대해 저항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계수로 토양의 입경분포, 유기

물함량(%), 토양구조 및 투수성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토양침식인자는 0.1∼0.7의 범

위를 가지며, 유역의 토양구성비를 근거로 Wischmeier의 C값 추정도표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다) 지형인자 - LS

강우에 의한 토양침식은 경사지역의 길이와 경사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토양침식에 

대한 지형의 효과를 반 하기 위해 LS를 제시하 다. 사면 경사도 계수이고 L은 사면 

길이 계수이다.

  LS= (
ℓ
72.6

)
m

(
65.41S 2

S 2+10,000
+

4.6S

S
2+10,000

+0.065)

여기서 ℓ = 경사길이(ft)

       S = 경사도(%)

       m = 경사에 따라 변하는 지수

            0.2 :   S < 1%               0.3 :   1 < S < 3%

            0.4 :   3 < S < 5%           0.5 :   S > 5%

라) 토양침식조절인자 -  CP(원공식), VM(건설현장)

① 작물관련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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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Cover)인자라고도 불리워지는 작물관리인자(Cropping Management Factor, 

C)는 지피상태에 따른 침식도를 나타내는 무차원계수로서 지피상태가 상시휴경지

(Fallow)의 침식계수 1.0을 기준으로 하여 도출한 다른 지피상태의 상대적 침식계수

이며 다음과 같다.  

〈표 2-8〉 작물관리인자(C, 무차원)

지피상태  작물관리인자 C  비     고 

휴경지, 나대지

경 작 지

목 초 지

산 림 지

도시지역

1.000

0.080

0.010

0.005

0.010

상대적 침식계수 평가의 

기준

② 토양보존관리인자 - P

토양보존관리인자는 여러 가지 구조적 토양 보존관리(자연등고선보존, 계단식보존, 

Strip Cropping보존)등에 따른 침식계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무차원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표 2-9〉 토양보존관리인자 (P, 무차원)

유역경사도 

(%)
등고선유지

등경사유지

초 지 경 지

1.0 ∼ 2.0

2.1 ∼ 7.0

7.1 ∼ 12.0

12.1 ∼ 18.0

18.1 ∼ 24.0

0.60

0.50

0.60

0.80

0.90

0.30

0.25

0.30

0.40

0.45

0.45

0.40

0.45

0.60

0.70

③ 건설현장 토양침식인자 - VM

1971년 Wischmeier 와 Johnson, Cross등 에의해 건설 현장에 확대 적용하기 위하

여 산정된 값으로 원공식의 경작인자(C)와 토양보전대책인자(P)의 결합지수로 건설

현장 침식표면의 특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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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건설현장 토양침식인자 - VM

현  장  조  건 VM

1. 나대지

  현장부지 6∼8인치 교란

       〃     강우후

  불도우져 작업중

       〃   (벌개제근후)

  불도우져 사면공사중

       〃   (벌개제근후)

  무작위 공사중

2. 아스팔트 포장공사

 1250 gallons/acre

  605 gallons/acre

  151 gallons/acre

3. 초지조성공사

  조성후 60일이내

  조성후 60일이후

1.00

0.89

1.30

1.20

1.30

1.20

0.90

0.02

0.14∼0.57

0.65∼0.70

0.40

0.05

다. 침사지 용량산정방법

침사지의 용량산정방법은 대상사업지구의 토질조사시 측정된 입도분포 결과를 바

탕으로 입경별 표면부하율을 산정하여 제거 대상 최소입경을 결정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침강속도에 대한 표면부하율은 해당 입경 이상의 크기 입자를 제거

할 수 있는 수치를 의미하므로 Stokes법칙을 이용하여 침강속도를 산정한다.

◦Stokes 법칙

  Vs = 
g⋅(ρs - ρω)⋅d

2

18⋅μ

        여기서  Vs :  침강속도 (㎝/sec)

                g :  중력가속도(980㎝/sec
2
)

                 ρs : 토사입자의 비중 (2.61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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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ρω : 물의 도 (1.000g/㎤)

μ : 물의 동점성 계수 (0.01g/㎝․sec)

침사지의 규모를 산정하기위해 제거대상 최소입경별 제거효율을 산출할 때에는 침

전속도에 따른 침전속도곡선을 작성하고 이 곡선을 이용하여 설계속도 V0에서 제거

되는 총입자분율을 계산할 수 있으며, 입자에 대한 총 제거효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

할 수 있다.

     
제거된 분율 = (1 - F0) + 1Vo

⌠
⌡

Fo

0
VdF

여기서, 1-F0 : 속도V가 V0보다 큰 입자의 제거분율
            

      
1
Vo
⌠
⌡

Fo

0
VdF : 속도V가 Vo보다 작은 입자의 제거분율

또는 설정한 제거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입경을 입도분포로부터 추적하는 방

법도 사용된다. 제거대상 최소입경이 결정되면 최소입경으로부터 수면적부하(표면부

하율)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침사지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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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폐수 발생량 예측방법

가. 오수발생량 예측방법

1) 현장사무소 오수발생량 예측방법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발생량 및 오염부하량의 산정은 대부분 「환경부고시 제 

2001-168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

방법」을 참조한 원단위 사용방법이 적용되고 있다.「건설공사표준품셈」을 이용한 

오수발생시설 등에 대한 공사규모별 면적을 설정하고,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

량 산정방법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의 오수발생량 및 발생오수의 

BOD농도를 예측하고 있다. 

〈표 2-11〉 공사금액별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

          구    분

 공사금액

현장사무소면적

(㎡)

창고면적

(㎡)

작업소면적

(㎡)

합숙소면적

(㎡)

5,000만원 미만 60 20 80 50

5,000∼1억원 미만 70 30 120 70

1억원∼5억원 미만 100 80 150 80

5억원∼10억원 미만 120 120 180 120

10억원∼30억원 미만 160 120 200 160

30억원∼100억원 미만 200 120 220 200

100억원 이상 240 120 240 240

가설물 기준면적 1인당/3.3㎡

수급계획에 

의한 순환 

저장용량 비교, 

시멘트용 1식

- 1인당/2.5㎡

휴   게   소   기거자 3명당 3㎡(기준면적 : 1인당/㎡)

식        당   30인 이상일 때 설치(기준면적 : 1인당/㎡)

자료 : 대한건설진흥회. 2001. 「건설공사표준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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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건축용도별 오수발생 원단위

구     분
적용원단위

오수발생량 발생오수 BOD농도

현장사무소 (사무소) 15L/m
2
․일 100mg/L

합 숙 소 (주거시설) 200L/인․일 200mg/L

식    당 (급식시설) 15L/인․1식 330mg/L

작 업 소 40L/인․일 100mg/L

자료：「환경부고시 제 2001-168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및 단독정화

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현재 평가서에서 적용되고 있는 원단위를 이용한 오수발생량 산정방법들은 각 평

가대행업체별로 산정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데  현장근무인력의 산정은 「공업

진흥청 고시 제91-1090호, 건축용도별 처리인원 산정기준」에 의한 방법을 피하고 대

상사업에 대한 기본설계보고서 등에서 제시한 인력수급계획을 토대로 하여 상주인원

과 비상주인원을 구분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부고시 제 2001-168호, 건축

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중 단독정

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방법은 단독정

화조의 용량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에 건설하는 오수처리시설과는 전혀 무관

한 것이다. 단독정화조는 수세식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만을 처리하는 정화시설이

고 오수처리시설은 오수와 분뇨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공사현장은 오

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다. 따라서 단독정화조 용량산정을 위한 처리대상인원 산정

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기존에 현장사무소, 합숙소, 식당, 창고, 작업소 등의 

오수발생시설 중 창고는 오수발생시설에서 제외해도 무방할 것이다. 오수발생시설이

란 오수처리시설로 관거가 매설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관거가 매설되지 않은 창고

에 대해서는 오수발생량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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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게소 오수발생량 예측방법

휴게소 오수발생량은 장래의 예상교통량과 휴게소 이용정도를 고려하여 휴게소 이

용객 수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오수발생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목표연도의 교

통량을 산정하고 휴게소 이용교통량과 차종별 평균승차인원을 곱하여 휴게소 이용객 

수를 산정하게 된다.

∘휴게소 오수발생량(m
3
/일) = 예상교통량(대/일) × 휴게소이용율(%) × 차종

  별 평균승차인원(인/대) × 오수발생원단위(L/인) × m
3
/1000L

환경 향평가서에서 주로 적용되는 휴게소이용률(%)과 평균탑승인원(인/대)은 고

속도로 부대시설 이용실태조사 보고서(한국도로공사, 2000)와 도로설계요령 제6권 도

로안전 및 부대시설(한국도로공사, 2001) 등의 자료가 이용되고 있다.

〈표 2-13〉 휴게소 이용율 및 평균승차인원

자료 근거
휴게소 이용률 평균승차인원

차종 이용률(%) 차종 인원(인/대)

고속도로 부대시설 이용실태조사 

보고서, 2000, 한국도로공사

소형차 18.3 소형차 1.7

버스 10.4 버스 24.9

화물차 16.1 화물차 1.2

도로설계요령 제6권 도로안전 및 

부대시설, 2001, 한국도로공사

승용차 13.6 승용차 3

소형버스 13.6 소형버스 3

대형버스 7.5 대형버스 30

화물차 13.9 화물차 1.8

휴게소 오수발생량 원단위는 환경부고시 원단위와 고속도로 휴게소 오수정화시설 

표준화 연구(한국도로공사, 1998) 등의 자료가 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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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휴게소 오수발생량 및 부하량 원단위

자료근거 건축물용도

오수발생량 및 부하량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BOD부하

(g/인)

건출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

독정화조 처리대상인구 산정방법, 

환경부고시 제2001-168호

휴게소 50L/인 260 13

고속도로 휴게소 오수정화시설 표

준화 연구, 1998,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13.3L/인 246 3.27

그 외에 시설별 원단위를 이용한 오수량 산정방법과 상수도시설기준(환경부, 1997)

의 상수사용량 원단위를 이용한 방법 등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적절치 못한 방법

들이므로 사용치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설별 원단위를 이용한 오수량 산정방법은 도로설계요령 제6권 도로안전 및 부대

시설(한국도로공사, 2001)에 근거한 휴게소 건축계획시 휴게소의 식당, 매점, 화장실, 

주유소 등의 면적을 기준으로 환경부고시 제2001-168호 건출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구 산정방법 중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구 산정방법을 적용

하여 오수발생량을 예측하는 것인데, 오수발생량 예측과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구 

산정방법은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예측결과에 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상수도

시설기준의 상수량원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휴게소에서 사용되는 상수량이 아니

므로 정확한 예측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하수발생량 예측방법

하수발생량의 예측은 용수사용량을 예측하여 오수발생량을 예측하는 방법과 계획

급수량으로 부터 오수발생량을 예측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용수사용량을 예측할 때에는 기본계획서에서 제시하는 계획급수량을 이용할 수 있

다. 기본계획서에서 제시하는 계획급수량은 상위계획 즉, 해당지역의 수도정비기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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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또는 용수공급계획을 근거로 하여 용수량을 산정하거나 해당지역의 과년도 상수

도 통계로부터 회귀분석을 통해 추세선을 작성하고 목표년도의 급수량을 산정하며, 

경우에 따라 유사지역, 유사사업, 유사단지 등 비교 가능한 기존사업의 용수사용량을 

근거로 용수량을 산정하는 방법들이 있다. 다만, 산정된 용수량을 제시할 때에는 상기

방법들로부터 예측된 용수량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방법으로 산정된 용

수량에 대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용수량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용수량의 산정은 대개 안전율을 고려하여 용수수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량

을 산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로부터 오수발생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지나친 예

측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계획급수량에 대한 해당지역의 상위계획

이 없거나, 해당지역의 용수이용량에 대한 자료가 없거나, 계획급수량을 적용할 수 

없는 대상사업일 경우에는 용수사용 원단위를 적용하되 규모가 비슷한 유사시설과 

비교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만약, 원단위의 적용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유사시설의 용

수사용량을 토대로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수량의 산정은 예측된 용수사용량을 근거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

수량과 달리 용수량은 그 근거가 명확하고 오수량에 비해 비교적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수발생 원단위를 이용하는 것보다 보다 정확한 오수발생량을 예측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용수사용량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보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계획급수량을 근거로 오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유달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계획급

수량은 급수시 상수관거에서 유실되는 양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획급수량과 용수사용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역적으로 다소차이는 있지만 통

상적으로 유달율은 80%를 적용하므로 계획급수량에 유달율을 곱하는 것이 보다 정확

한 용수사용량일 것이다. 유달율을 고려한 오수량 산정은 다음과 같다.

일최대오수량 = 일최대급수량 × 유달율(80%) × 오수화율(80∼90%)

 + 지하수유입율(오수발생량×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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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화율은 대개 80∼90%을 적용하는 데 유달율을 고려하 으므로 오수화율은 

90%를 적용하는 적이 타당할 것이다. 또 지하수 유입율은 오수발생량의 10∼20%를 

적용하도록 하수도시설기준에서 권고하고 있다. 오수가 오수처리시설이나 하․폐수

처리시설로 유입될 때 신설관거를 이용할 경우에는 10%를 적용하고 지관은 신설하되 

본관은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20%를 적용하도록 한다. 다만, 본관이 최근에 

매설되었다면 신설관거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준원단위를 이용한 계획급수

량으로 오수발생량을 예측하 거나, 오수발생원단위를 이용하여 예측하 을 경우에

는 다수의 유사시설의 오수발생량과 비교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표준원단위를 이용

한 계획급수량은 신뢰도가 타 방법에 비해 다소 낮기 때문에 오수발생량의 예측 또한 

신뢰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정을 위한 유사사례을 제시하도록 한다. 오수발

생원단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동일한 이유로 유사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용수사용량으로부터 오수발생량을 예측하 다 하더라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준원단위를 이용한 산정결과도 제시하도록 한다. 오수처리시설은 오분법

의 규정에 의해 용량이 산정되므로 오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원단위인 「건축

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

2001-168호)」에 준하여 오수발생량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오수농도, 오수발생량, 오

염부하량을 동시에 제시하고, 오염부하량을 산정할때에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

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1-168호)」를 이용할 수 

있다.

다. 폐수발생량 예측방법

산업폐수 발생량의 예측은 일반적으로 공업용수량을 예측하고 사업장별 폐수화율

을 적용하여 폐수발생량을 산정하게 된다. 공업용수량을 예측할 때에는 공업용수도 

중장비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건교부, 1994)와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건

교부․산자부․한국토지공사, 1998) 등의 원단위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문헌에서 제

시한 사업장별 공업용수원단위에 사업장면적을 곱하여 사용공업용수량을 예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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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폐수화율을 곱하여 발생폐수량을 예측하게된다. 또 사업장별 발생폐수의 

오염물질 농도를 곱하여 오염부하량을 계산하게된다. 발생폐수의 오염물질 농도는 

폐수배출시설 표준원단위 조사연구(Ⅰ,ⅡⅢ)(국립환경연구원, 1997․1998․1999)에서 

제시한 값을 주로 인용하고 있다. 

공업용수량을 예측하기 위한 원단위로는 사용되는 공업용수도 중장비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건교부, 1994)의 용수량 원단위는 다음과 같다.

〈표 2-15〉 공업용수량원단위 Ⅰ

구      분
용수원단위

(㎥/천㎡/일)

음‧식료품 17.933

섬유‧의복 28.667

종이‧인쇄 31.567

석유‧화학 15.467

비금속광물 7.467

제1차금속 10.267

조립금속‧기계장비 7.333

기타제조업 6.833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건교부․산자부․한국토지공사, 1998)에서 제시

하고 있는 공업용수량 원단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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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공업용수량원단위 Ⅱ

구      분
용수원단위

(㎥/천㎡/일)
폐수화율(%)

폐수원단위

(㎥/천㎡/일)

섬유제품 33.40 58.66 19.59 

화합물 및 화학제품 15.01 15.39 2.31 

목재 및 나무제품 2.16 1.39 0.0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9.77 76.03 30.24 

고무 및 플라스틱 54.68 18.05 9.87 

비금속광물제품 7.98 60.99 4.87 

제1차금속 28.22 20.09 5.67 

조립금속제품 0.96 36.50 0.35 

기타 기계 및 장비 3.42 3.80 0.13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3.94 10.90 0.43 

자동차 및 트레일러 3.31 25.98 0.86 

기타 운송장비 2.51 25.53 0.64 

가구 및 기타 7.73 53.72 4.15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 2.49 0.43 0.01

주로 공업용수도 중장비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와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

구에서 제시되는 원단위가 적용되지만 중수도 시설기준 및 관리방안 등 마련에 관한 

연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1)의 자료도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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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공업용수량원단위 Ⅲ

구     분
용수원단위

(㎥/천㎡/일)

음‧식료품

식료품 19.2

음료품 36.6

담배 3.0

섬유‧의복

섬유 13.9

염색 140.5

의복 19.5

가죽제품 17.4

가죽가공 83.2

신발 5.1

종이‧인쇄

나무, 나무제품 7.0

가구 4.0

종이제품 6.4

제지, 펄프 165.7

인쇄, 출판 8.5

석유‧화학

산업용 화학물 26.4

기타 화학 10.9

석유정제업 5.8

석유, 석탄제품 6.6

고무제품 15.4

플라스틱제품 14.1

비금속광물

도자기, 자기 9.7

유리, 유리제품 5.0

비철금속광물 9.8

제1차금속
1차 철강산업 8.4

1차 비철금속 13.9

조립금속‧기계장비

조립금속제품 12.1

기계 5.3

전기기계 10.1

수송용기계 4.5

과학, 정 기계 8.1

기타제조업 기타제조업 8.3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오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종업원수

를 예측하고 인구당 배출하는 생활오수의 양을 산정하고 있다. 공업배치 기본계획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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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을 위한 조사연구(한국산업개발연구원, 1998)의 종업원수 원단위가 주로 이용되는

데 그 원단위는 다음과 같다. 

〈표 2-18〉 업종별 종업원수 원단위Ⅰ

구      분
종업원수 원단위

(인/천㎡)

음‧식료품 7.500

섬유‧의복 23.684

종이‧인쇄 6.400

석유‧화학 4.0547

비금속광물 2.222

제1차금속 2.267

조립금속‧기계장비 11.111

기타제조업 27.143

그 외에 산업총조사보고서(통계청, 1998)의 원단위가 적용될 수 있다.

〈표 2-19〉 업종별 종업원수 원단위Ⅱ

구      분
종업원수 원단위

(인/천㎡)

음‧식료품 4.782

섬유‧의복 26.427

종이‧인쇄 13.076

석유‧화학 4.683

비금속광물 1.059

제1차금속 1.923

조립금속‧기계장비 7.385

기타제조업 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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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폐수 처리수가 하천에 미치는 향

향예측은 수질모델을 이용하여 향을 예측하되, 배출량이 적거나 수용하천이 

소하천으로 자료가 빈약한 지역은 단순혼합공식과 유하거리에 따른 오염물질예측공

식을 이용하여 방류지점의 향과 유하거리별 향을 예측한다. 〈표 2-20〉와 같은 

예측방법 선정기준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배출량이 500m
3
/d이하일 경우에는 혼

합공식과 유하거리별 오염예측공식을 적용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수질모델을 적용

하되, 수용하천이 지방2급 미만의 소하천의 경우에는 혼합공식과 유하거리별 오염예

측공식을 적용한다. 다만, 방류지점은 소하천이더라도 실제 대하천으로 곧바로 유입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수용하천의 인근 하류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

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청정지역, 가지역일 경우에는 배출량에 상관없이 수질모델을 

적용하도록 한다. 

〈표 2-20〉 예측방법 선정기준

배출량(m3/d) 예측방법

  〈 500 혼합공식, 유하거리별 오염예측공식

 〉500
지방2급 미만 혼합공식, 유하거리별 오염예측공식

지방2급 이상 수질모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청정지역, 가지역
수질모델

단순혼합공식과 유하거리에 따른 오염물질예측공식을 이용하여 방류지점의 향

과 유하거리별 향을 예측한다.

▪단순혼합공식

C(mg/L)=
Q11+Q22
Q1+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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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혼합지점의 BOD농도(mg/L)

       Q1：오수발생량(m
3
/d)

       Q2：하천유량(m
3
/d)

       C1：오수 BOD농도(mg/L)

       C2：하천 BOD농도(mg/L)

▪유하거리에 따른 오염물질예측공식

BODt=Lo10
-k×t

여기서, BODt ：t시간 유하후의 BOD농도

Lo：초기 혼합지점의 BOD농도

k：탈산소계수(1/d)

t：유하시간(d)

탈산소계수는 다음의 〈표 2-21〉을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 배

출되는 오수의 경우는 약 0.15를 준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하천에서 실측한 값을 사용

하기 위해서는 실측범위 내에 다른 지류의 유입이나 유출이 없어야 하며 실측범위 

내 여러지점을 실측하고 그 기울기로 탈산소계수를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오수가 유

입되어 혼합된 상태에서 실측하여야 하기 때문에 올바른 값을 측정하기 어렵다. 게다

가 하천수량이 달라지면 탈산소 계수값도 변하기 때문에 올바른 값을 측정하기가 어

렵다.

유하거리에 따른 향을 예측할  때에는 갈수시와 평수시 풍수시로 구분하여 예측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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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수종에 따른 탈산소계수(t)

오수의 종류 k(1/d)

가정오수

약오염(〈100) 0.15

평균(100∼250) 0.15

강오염(〉250) 0.15

하수처리장 배출수
최초침전지 0.15

최종침전지 0.05∼0.15

하천

1∼4 0.04∼0.1

〉4
얕은 하천 0.06∼0.24

깊은 하천 0.12∼0.24

자료：환경 ASSESSMENT MANUAL, 일본환경기술연구회, 1978

예측범위는 방류지점으로부터 유하거리 5∼10km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예측하도

록 한다. 그러나 오수발생량이 수용하천(소하천 제외)의 1/4이상이거나 수용하천이 

하상계수가 커서 유속이 빠른 경우에는 예측범위를 10km이상으로 한다, 또한 인근에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등이 위치하여 있을 경우에는 특정구역이 시작되는 지

점까지 예측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질모델을 적용하여 향예측을 실시할 때는 하천의 경우에는 BOD, SS, TN, TP

에 대해 예측하고 호소의 경우에는 BOD, COD, SS, TN, TP에 대해 예측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질모델을 적용하여 수용하천에 미치는 향을 예측할 때에는 해당하천에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여 예측하되 시나리오분석, 보정(calibration),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 등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입․출력자료도 동시에 제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시나리오분석은 모델인자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worst case를 설정하거나, 최다빈도 case를 설정할 수도 있다. 또는 수용하천이 갈수

시, 평수시, 풍수시로 구분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또한 입력자

료에 대한 보정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 때에는 인근 또는 해당하천의 실측치를 사

용하는 것이 좋다.(수질분야 적용모델 현황 : 부록 Ⅲ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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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질분야 예측방법의 적용현황

환경 향평가 대상사업은 도로건설, 도시개발, 항만건설, 관광단지, 산업단지, 철,

도개발, 체육시설, 토석채취, 폐기물, 에너지개발, 국방군사, 매립개간, 공항건설, 산지

개발, 하천이용, 특정개발 등이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 협의를 거친 환경 향평가 

건수를 년도별로 파악하여 사업건수가 많은 대상사업을 조사하 다. 

도로건설이 2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환경 향평가 건수 중 38.8%를 차지하

다. 그 다음으로는 도시개발이 121건으로 16.3%를 차지하 다. 도시개발사업으로

는 택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이 있다. 

〈표 3-1〉에서 대상사업별 환경 향평가 협의건수를 제시하 다. 주로 환경 향평가

를 실시하는 대상사업은 도로건설, 도시개발, 항만건설, 관광단지, 산업단지 등으로 나타

났다. 상기 5가지 대상사업은 전체 환경 향평가 실시 건수 중 78%를 차지하 다.  

〈표 3-1〉 년도별 환경 향평가 협의 건수

구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합계 비율(%)
도로건설 2 56 57 64 53 56 288 38.8

도시개발 2 27 25 22 20 25 121 16.3

항만건설 1 13 13 6 23 19 75 10.1

관광단지 1 8 14 6 7 14 50 6.7

산업단지 12 6 8 7 12 45 6.1

철도개발 3 7 13 4 6 33 4.4

체육시설 4 7 4 7 7 29 3.9

토석채취 2 2 2 3 17 26 3.5

폐기물 6 4 3 2 7 22 3.0

에너지개발 1 4 2 4 4 3 18 2.4

국방군사 1 1 5 1 3 3 14 1.9

매립개간 1 1 1 2 1 1 7 0.9

공항건설 3 3 6 0.8

산지개발 1 1 1 3 0.4

하천이용 1 1 1 3 0.4

특정개발 1 1 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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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대상사업별 수질분야 환경 향평가 중점내용

구분 도로건설 도시개발 항만건설 관광단지 산업단지

현황조사 수질현황 ◎ ◎ ◎ ◎ ◎

공사시

향예측

우수유출량 ◎ ◎ ◎ ◎ ◎

토사유출량 ◎ ◎ ◎ ◎ ◎

터널폐수발생량 ◎

공사장오수발생량 ◎ ◎ ◎ ◎ ◎

운 시

향예측

휴게소오수발생량 ◎

오․하수발생량 ◎ ◎ ◎ ◎

산업폐수발생량 ◎

저류지 설치계획 ◎ ◎ ◎

사후환경 향조사기간
공사완료

까지

공사완료

까지

공사완료

후 5년까지

공사완료

후 5년까지

공사완료

후 5년까지

도로건설, 도시개발, 항만건설, 관광단지건설, 산업단지건설 중 수질분야 환경 향

평가 중점항목을 나열하고,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할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하 다. 〈표 3-2〉은 대상사업별 수질분야 환경 향평가 중점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도로사업은 환경 향평가 실시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으로 우수유출량, 토사유출량, 

터널폐수 발생량, 공사장 오수발생량 등의 중점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운 시 고속

도로 휴게소 오수발생량의 향예측이 필요하다. 도시개발중 택지개발사업은 우수유

출량, 토사유출량, 공사장 오수발생량 등을 포함하고 있고, 산업단지 개발은 운 시  

폐수발생량 예측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로건설사업, 도시개발

중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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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사지 용량 산정방법과 설치계획

가. 우수유출량 예측방법

수질분야 환경 향평가에서 우수유출량 예측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우수유출량

의 예측은 강우시 유출되는 토사로 인한 인근 하천의 부유물질 농도를 파악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부유물질 저감을 위한 침사지 설치시 침사지 유효용량을 결정하는 중요

한 인자이다.

〈표 3-3〉 도로건설사업에서의 우수유출량 예측방법 적용현황

구  분 개  소 총  계

예측방법
합리식 30

30
기타 0

예측기준 재현기간

5년 2

29
10년 24

20년 1

30년 2

사례분석 결과 도로건설 환경 향평가 30개 사례 중 모두가 합리식을 이용하여 우

수유출량을 산출하고 있었으며 유출계수(C)는 하수도시설기준을 참조한 경우가 28개

로 가장 많았으며 강우강도는 1993년 도시수문학강좌 또는 대한토목학회 논문집에 

실린 소위 이원환 경험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갯수로는 총 30개 사례분석

중 24개 다. 재현기간은 10년 빈도가 가장 많았으며, 유입시간은 7분이 9개, 10분이 

15개로 조사되었다.

 택지개발사업 환경 향평가 20개 사례 중 합리식을 이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산출

한 경우가 12개이었고, Clark 단위도법을 이용한 경우가 4개, SCS합성단위도를 이용

한 경우가 4개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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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식을 이용한 경우에는 도로건설사업과 같이, 대부분이 유출계수(C)는 하수도

시설기준을 참조하 고, 강우강도는 1993년 도시수문학강좌 또는 대한토목학회 논문

집에 실린 소위 이원환 경험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재현기간은 10년 빈

도를 주로 사용하 다 .

Clark 단위도법이나 SCS합성단위도를 이용한 경우에는 대부분 재해 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인해 재해 향평가 작성지침에 따라 합리식 대신에 Clark 단위도법이나 

SCS합성단위도를 이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산정하 으며, 재현기간도 50년빈도를 적

용하 다.

〈표 3-4〉 택지 및 산업단지조성사업에서의 우수유출량 예측방법 적용현황

구  분 개소 총계 비  고

예측방법

합리식 19

27
산업단지는 7개소 

모두 합리식
Clark 단위도법 4

SCS합성단위도 4

예측기준 재현기간

10년 19

27
산업단지는 7개소 

모두 재현기간 10년
20년 1

50년 7

나. 토사유출량 예측방법

도로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파악한 토사유출량 예측방법은 대부분 토사유출 원단위

를 이용하는 방법이 적용되었다. 사례조사를 실시한 도로건설사업은 거의 모두 토사

유출원단위를 이용하여 토사유출량을 예측하고 있다. 토사유출원단위를 이용한 경우

가 29개이고, RUSLE를 이용한 경우가 1개에 불과하 다.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토사유출량 산정방식은 토사유출량 원단위를 이용하는 방법

과 RUSLE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재해 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RUSL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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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고 있으며 정상년의 평균강우와 단일호우를 대상으로 토사유출량을 산출하고 

있다. 재해 향평가에서는 50년빈도 단일호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환경 향평가시

에도 주로 50년빈도가 적용되지만 10년빈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표 3-5〉 토사유출량 예측방법 적용현황

구  분 개  소 비  고

도로건설
토사유출원단위 30

RUSLE 0

택지개발

토사유출원단위 13

RUSLE 7 재해 향평가 대상사업

산업단지
토사유출원단위 7

RUSLE 0

토사유출량 원단위를 이용한 예측은 토사유출범위가 넓고 토양의 특성과 강우강도

의 고려가 전혀 없어 그 신뢰도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토사유출량은 우수유출량에 따

라 크게 좌우된다. 그러나 현재의 예측방법은 우수유출량과 토사유출량을 별도로 계

산하여 토사의 오탁농도를 산정하고 있어 적절한 예측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지표

상태의 유출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토사유출 원단위인 300㎥/ha/년을 준용하고 있어 

더욱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 또한 그 근거가 일본의 1970년대에 발간된 골프사업

연감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사 도(D)는 주로 2.65ton/m
3
를 적용하고 있으며 몇 개의 사례에서는 토질조사

를 실시하여 토사 도를 실측한 예도 있었다. 일률적인 토사 도 값을 적용하기 보다

는 토질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지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토사 도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토사유출저감을 위한 침사지 설계에서 토사 도가 입자침

강속도 즉 수면적부하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토사 도가 클수록 침강속도가 빨

라지므로 수면적부하가 커지게 되며, 소요면적이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토사 도(D)중 

2.65ton/m
3
보다 적게 설정하면 침사지 설치를 위한 필요 면적이 증가하는 경향을 가진다. 



     수질분야 환경 향 예측내용과 사후환경 조사결과의 비교․분석44

다. 침사지 용량산정

침사지의 용량을 설계할 때에는 제거대상최소입경에 따라 수면적부하가 결정되고 

수면적 부하에 따라 용량이 결정되어지는데 사례조사를 분석한 결과, 도로건설사업

에서는 제거대상최소입경은 0.02∼0.4mm이었으며 수면적부하는 24∼14,083m
3
/m

2
/

일 이었다. 따라서 동일한 유출량에 대해 최소 침사지 용량과 최대 침사지 용량의 차

이는 587배이었다. 즉, 수면적부하 10,483m
3
/m

2
/일 보다 수면적부하 24m

3
/m

2
/일이 

587배의 수면적을 가지게 된다.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는  제거대상최소

입경은 0.1∼0.6mm이었으며 수면적부하는 223∼6,613m
3
/m

2
/일 이었다. 

〈표 3-6〉 침사지 용량 산정방법 적용현황

구  분
수면적 부하(m3/m2/일) 최소제거입경

최소 최대 최소 최대

도로건설 24 14,083 0.02 0.4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223 6,613 0.1 0.6

2. 하․폐수 발생량 예측방법

가. 공사시 오수발생량 예측방법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발생량 및 오염부하량의 산정은 대부분 「환경부고시 제 

2001-168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

방법」을 참조한 원단위 사용방법이 적용되고 있다.「건설공사표준품셈」을 이용한 

오수발생시설 등에 대한 공사규모별 면적을 설정하고,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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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산정방법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의 오수발생량 및 발생오수의 

BOD농도를 예측하고 있다. 

나. 휴게소 오수발생량 예측방법

휴게소 오수발생량 원단위는 환경부고시 원단위와 고속도로 휴게소 오수정화시설 

표준화 연구(한국도로공사, 1998) 등의 자료가 주로 이용된다.

〈표 3-7〉 휴게소 오수발생량 및 부하량 원단위

자료근거 건축물용도

오수발생량 및 부하량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BOD부하

(g/인)

건출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

독정화조 처리대상인구 산정방법, 

환경부고시 제2001-168호

휴게소 50L/인 260 13

고속도로 휴게소 오수정화시설 표

준화 연구, 1998,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13.3L/인 246 3.27

그 외에 시설별 원단위를 이용한 오수량 산정방법과 상수도시설기준(환경부, 1997)

의 상수사용량 원단위를 이용한 방법 등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적절치 못한 방법

들이므로 사용치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시설별 원단위를 이용한 오수량 산정방법은 도로설계요령 제6권 도로안전 및 부대

시설(한국도로공사, 2001)에 근거한 휴게소 건축계획시 휴게소의 식당, 매점, 화장실, 

주유소 등의 면적을 기준으로 환경부고시 제2001-168호 건출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구 산정방법 중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구 산정방법을 적용

하여 오수발생량을 예측하는 것인데, 오수발생량 예측과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구 

산정방법은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예측결과에 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상수도

시설기준의 상수량원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휴게소에서 사용되는 상수량이 아니

므로 정확한 예측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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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터널폐수 발생량 예측방법

〈표 3-8〉 터널폐수 발생량 예측방법 적용현황

구분 갯수 총계

예측방법

지하수 8

18
지하수+굴착용수 4

지하수+타설용수 6

지하수+굴착용수+타설용수 0

예측기준

지하수

① 5

18
② 2

③ 7

④ 4

굴착용수
실측치 1

4
④ 3

타설용수 타설량의 10% 6 6

① 터널공사중 발생하는 오탁수처리방안연구. 1995 한국수자원공사

② 고속도로 터널설계 실무자료집, 한국도로공사

③ 기존 자료를 이용한 원단위

④ 출처를 알수 없음

〈표 3-8〉는 도로건설사업에서의 터널폐수 발생량 예측내용 사례조사를 분석한 

것으로, 터널폐수 발생량을 예측할 때 지하수만으로 예측한 경우가 총 18개 사례중 

8개 으며, 지하수+굴착용수로 예측한 경우가 4개, 지하수+타설용수로 에측한 경우

가 6개이었다. 

지하수 발생원단위는 0.2∼3m3/km․min 정도의 범위로 적용되었으며, 타설용수

는 1m3/hr이 주로 적용되었다. 굴착용수는 오차범위가 넓게 나타났는데 그 범위는 

2∼127.8m3/da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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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업폐수 발생량 예측방법

산업폐수 발생량의 예측은 일반적으로 공업용수량을 예측하고 사업장별 폐수화율

을 적용하여 폐수발생량을 산정하게 된다. 공업용수량을 예측할 때에는 공업용수도 

중장비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건교부, 1994)와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건

교부․산자부․한국토지공사, 1998) 등의 원단위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문헌에서 제

시한 사업장별 공업용수원단위에 사업장면적을 곱하여 사용공업용수량을 예측하고 

사업장별 폐수화율을 곱하여 발생폐수량을 예측하게 된다. 또 사업장별 발생폐수의 

오염물질 농도를 곱하여 오염부하량을 계산하게 된다. 발생폐수의 오염물질 농도는 

폐수배출시설 표준원단위 조사연구(Ⅰ,ⅡⅢ)(국립환경연구원, 1997․1998․1999)에서 

제시한 값을 주로 인용하고 있다. 총  7개여소의 산업단지건설에 관한 환경 향평가

서 또는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분석하여 주로 적용되는 원단위와 산정방법들을 파악

하고자 하 으며 그 결과는 〈표 3-9〉에서와 같다. 

〈표 3-9〉 산업폐수 발생량 예측방법 적용현황

예측기준 예측방법 예측기준 비  고

공업용수량

① 2

기타 2② 3

③ 0

폐수화율

① 0

기타 3② 4

③ 0

오염농도

① 0

기타 1② 0

③ 6

① 공업용수도 중장비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건교부,1994

②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건교부․산자부․한국토지공사,1998

③ 폐수배출시설 표준원단위 조사연구(Ⅰ,Ⅱ,Ⅲ),국립환경연구원, 1997․1998․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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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별 예측방법 적용현황 조사 결과표

가. 도로건설사업

〈표 3-10〉 도로건설사업 우수유출량 산정방법 사례분석

사업명 예측방법

예측기준

유출계수

(C)

강우강도

(I)(mm/hr)

재현기간

(년)

유입시간

(분)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합리식 0.2, ① 133.2, ③ 10 10

고창∼장성간 고속도로 합리식 0.4, ① 154.9, ③ 10 7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합리식 0.3, ① 187∼255,② 10
Kerby식 

적용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합리식 0.2, ① 112.58, ③ 10 10

북면∼용대간 도로 합리식 0.3,0.5,① 143.43,③ 30 7

야은∼원덕간 도로 합리식 0.2, 0.3, ① 126.19,⑥ 10 10

청주∼상주간 고속도로 합리식 - 110, ⑦ 20 10

서면∼근남간 도로 합리식 0.3, ① 88.11, ③ 10 10

여주∼양평간 중부내륙

고속도로
합리식 0.3, ① 160.97 10 10

김천시관내 우회도로 합리식 0.3, ① 186.9, ③ 10 10

경부고속도로(옥천∼

동간) 
합리식 0.3, ① 119.96, ③ 10 10

신양∼신풍간 도로 합리식 0.3, ① 131.81 ,③ 10 10

광대산간 도로 합리식 0.3, ① 133.07, ③ 10 10

두교리∼죽산간 도로 합리식 0.3, ① 197.97, ③ 10 7

벌교∼주암간 도로 합리식 0.3, ① 133.07, ③ 10 10

장흥∼송추 우회도로 합리식 0.5, ① 72.47, ③ 10 45

수원시 국도대체우회도

로(태안∼ 통)
합리식 0.3, ① 80.55, ③ 10 10

신령∼고노간 도로 합리식 0.35, ④ 110∼150, 10

Kerby식 

적용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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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사업명 예측방법

예측기준

유출계수

(C)

강우강도

(I)(mm/hr)

재현기간

(년)

유입시간

(분)

임곡∼현동간 도로축

조공사
합리식 0.3, ① 64.65, ③ 10 60

전주∼광양간고속도

로(전주∼임실간)
합리식 0.3, ① 175.9, ② 10 7

대전∼남일간 도로 합리식 0.52, ③ 30, ③ - -

청주내덕∼청원북일 

도로
합리식 0.3, ① 121.92, ③ 10 7

김제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합리식 0.2, 0.3, ① 128.87, ③ 10 7

동해고속도로(주문진

∼속초간)
합리식 0.3, ① 83.7, ③ 5 7

진동∼마산간 4차로 합리식 0.3, ① 124.65, ③ 10 10

진교∼노량간 4차로 합리식 0.3, ① 113.5, ③ 5 7

청운∼도계간 도로 합리식 0.3, ① 157.7, ③ 10 10

구미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합리식 0.2, ① 108.6, ⑤ 10

Kerby식 

적용

신창∼대정간 도로 합리식 0.3, ① 81.34, ③ 30 7

광주 제2순환도로 4구

간
합리식 0.2, ① 137.2, ③ 10 10

①하수도시설기준,1998, 환경부

②대한토목학회(토목공학 Hand Book)

③도시수문학강좌, 한국대표확률 강우강도식의 유도,대한토목학회,1993 (이원환 경험식)

④응용수문학, 1997

⑤한국 확률강우강도 작성, 건교부,2000

⑥계획강우량 설정을 위한 권역별 확률강우강도식의 유도, 대한토목학회,2001

⑦한국 확률강우량도, 건설부,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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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도로건설사업 우수유출량 산정방법 사례분석 현황

구분 갯수 총계

예측방법
합리식 30

30
기타 0

예측기준

유출계수

① 28

30③ 1

④ 1

강우강도

② 2

29

③ 24

⑤ 1

⑥ 1

⑦ 1

재현기간

5년 2

29
10년 24

20년 1

30년 2

유입시간

7분 9

26
10분 15

45분 1

60분 1

①하수도시설기준,1998, 환경부

②대한토목학회(토목공학 Hand Book)

③도시수문학강좌, 한국대표확률 강우강도식의 유도,대한토목학회,1993 (이원환 경험식)

④응용수문학, 1997

⑤한국 확률강우강도 작성, 건교부,2000

⑥계획강우량 설정을 위한 권역별 확률강우강도식의 유도, 대한토목학회,2001

⑦한국 확률강우량도, 건설부,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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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도로건설사업 토사유출량 산정 내용 분석

사업명 예측방법

예측기준

토사유출원단위(C)

(m3/ha․년)

토사 도(D)

(ton/m3)

무안∼광주간 고속도

로 건설사업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2.65

고창∼장성간 고속도

로 건설사업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1.657

춘천∼양양간 고속도

로 건설사업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200, ① 1.86

목포∼광양간 고속도

로 건설사업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2.65

북면∼용대간 확장 

및 포장공사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2.65

야은∼원덕간 도로확

장공사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2.66∼2.67

청주∼상주간 고속도

로 건설공사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2.65

서면∼근남간 도로확

장공사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2.65

여주∼양평간 중부내

륙고속도로 건설공사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1.84∼2.08

김천시관내 우회도로 RUSLE - 1.75

경부고속도로(옥천∼

동간)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1.85

신양∼신풍간 도로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1.8∼2.0

광대산간 도로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2.65

두교리∼죽산간 도로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2.65

벌교∼주암간 도로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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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사업명 예측방법

예측기준

토사유출원단위(C)

(m3/ha․년)

토사 도(D)

(ton/m3)

장흥∼송추 우회도로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

수원시 국도대체우회

도로(태안∼ 통)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2.65

신령∼고노간 도로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1.7

임곡∼현동간 도로축

조공사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1.84∼2.08

전주∼광양간고속도

로(전주∼임실간)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2.65

대전∼남일간 도로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2.65

청주내덕∼청원북일 

도로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2.65

김제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2.65

동해고속도로(주문진

∼속초간)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400, ① 2.65

진동∼마산간 4차로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1.6

진교∼노량간 4차로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400, ① 2.65

청운∼도계간 도로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2.65

구미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2.65

신창∼대정간 도로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2.65

광주 제2순환도로 4

구간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2.65

① 골프사업연감,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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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도로건설사업 침사지 설계 사례조사

사업명
수면적부하

(m3/m2․일)

제거최소

입경(mm)
사업명

수면적부하

(m3/m2․일)

제거최소

입경(mm)

무안∼광주간 고

속도로
354 0.074

장흥∼송추 우회도

로
1,800 0.2

고창∼장성간 고

속도로 
14,083 0.425

수원시 국도대체우

회도로(태안∼ 통)
1,296

0.15

(80%)

춘천∼양양간 고

속도로 
639 0.1 신령∼고노간 도로 440 0.075

목포∼광양간 고

속도로 
639 0.1

임곡∼현동간 도로

축조공사
3,600 0.4

북면∼용대간 도

로
864∼2,160 0.05

전주∼광양간고속

도로(전주∼임실간)
146∼319 0.05∼0.07

야은∼원덕간 도

로
320 0.07 대전∼남일간 도로 354 0.074

청주∼상주간 고

속도로 
3,600 0.4

청주내덕∼청원북

일 도로
1,300 0.15

서면∼근남간 도

로
639 0.1

김제시관내 국도대

체우회도로
320 0.07

여주∼양평간 중

부내륙고속도로
1,800 0.1

동해고속도로(주문

진∼속초간)
320 0.074

김천시관내 우회

도로
320 0.074

진동∼마산간 4차

로 
4,518 0.4

경부고속도로(옥

천∼ 동간)
639

0.1

80%

진교∼노량간 4차

로
320 0.075

신양∼신풍간 도

로 
1,814

0.2

80%
청운∼도계간 도로 97∼1,987 (80%)

광대산간 도로 2764 0.3
구미시관내 국도대

체 우회도로
414

0.03∼0.15

(80%)

두교리∼죽산간 

도로
640

0.1

70%
신창∼대정간 도로 24 0.02

벌교∼주암간 도

로
540∼1,440

0.15, 0.09

70%

광주 제2순환도로 4

구간
63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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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도로건설사업 공사시 오수발생량 예측내용 사례조사

사업명 예측방법
예측기준

인구 면적

무안∼광주간 고속도

로 
①

타사례에서 인력산정

상근:20인, 통근:80인으로 가정

상근:200L/인․일

통근:100L/인․일

고창∼장성간 고속도

로
①, ②

식당 :15L/인․급식

합숙소: 250L/인․일

현장사무소:

15L/m2․일

춘천∼양양간 고속도

로
①

타사례에서 이력산정

상근:73인, 비상근109인

상근:200L/인․일

(BOD: 200mg/L)

비상근:40L/인․일

(BOD: 200mg/L)

목포∼광양간 고속도

로
①

타사례에서 이력산정

상근:73인, 비상근:110인

상근:200L/인․일

(BOD: 200mg/L)

비상근:40L/인․일

(BOD: 100mg/L)

북면∼용대간 확장 

및 포장공사
①, ②

상근:48인, 비상근:25인

상근:200L/인․일

비상근:40L/인․일

식당:15L/인․급식

김천시관내 우회도로 ①
작업장:40L/인․일

식당:15L/인․급식

경부고속도로(옥천∼

동간) 
①

작업장:40L/인․일

합숙소:200L/인․일

신양∼신풍간 도로 ①
작업장:40L/인․일

합숙소:200L/인․일

광대산간 도로 ①

현장사무소:15L/인․일

합숙소:200L/인․일

식당:15L/인․급식

두교리∼죽산간 도로 ①, ②

작업장:40L/인․일

식당:15L/인․급식

합숙소:200L/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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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사업명 예측방법
예측기준

인구 면적

벌교∼주암간 도로건

설공사
①, ②

현장사무소:15L/인․일

합숙소:200L/인․일

장흥∼송추 우회도로 ① 합숙소:200L/인․일

수원시 국도대체우회

도로(태안∼ 통)
①, ②

작업장:40L/인․일

식당:15L/인․급식

합숙소:200L/인․일

신령∼고노간 도로 ①
합숙소:200L/인․일

식당:15L/인․급식

임곡∼현동간 도로축

조공사
①

작업장:40L/인․일

합숙소:200L/인․일

전주∼광양간고속도

로(전주∼임실간)
①, ②

작업장:40L/인․일

식당:15L/인․급식

합숙소:200L/인․일

대전∼남일간 도로 ①, ②

작업장:40L/인․일

식당:15L/인․급식

합숙소:200L/인․일

청주내덕∼청원북일 

도로
①

작업장:40L/인․일

합숙소:200L/인․일

김제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①

작업장:40L/인․일

합숙소:200L/인․일

동해고속도로(주문진

∼속초간)
①

작업장:40L/인․일

식당:15L/인․급식

합숙소:200L/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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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사업명 예측방법
예측기준

인구 면적

진동∼마산간 4차로 ①
작업장:40L/인․일

합숙소:200L/인․일

진교∼노량간 4차로 ①
작업장:40L/인․일

합숙소:200L/인․일

청운∼도계간 도로 ①, ②
현장사무소:15L/인․일

합숙소:200L/인․일

구미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①, ② 합숙소:200L/인․일

신창∼대정간 도로 ①
작업장:40L/인․일

합숙소:200L/인․일

광주 제2순환도로 4

구간
①

작업장:40L/인․일

합숙소:200L/인․일

①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1-168호)

②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진흥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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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도로건설사업 터널폐수 발생량 예측내용 사례조사

사업명

예측방법 예측기준

지하수
굴착

용수

숏크리트 

타설용수

지하수

(m
3
/km․분)

굴착

용수

숏크리트 

타설용수

무안∼광주간 고

속도로
③

타설량의 

10%
3 1m3/hr

고창∼장성간 고

속도로
① 1.4

춘천∼양양간 고

속도로
③

타설량의 

10%
2 1m3/hr

목포∼광양간 고

속도로
③

타설량의 

10%
3 1m3/hr

북면∼용대간 확

장 및 포장
④ 1∼1.5m3/분

야은∼원덕간 도

로
③ 1.68

서면∼근남간 도

로
②

실측

조사
1.5 2m3/일

중부내륙고속도

로(여주양평간)
① 1.4

경부고속도로(옥

천∼ 동간)
③

타설량의 

10%
3 1m3/hr

신양∼신풍간 도

로 확포장공사
③

타설량의 

10%
3 1m3/hr

장흥∼송추 우회

도로
④ 0.2

임곡∼현동간 도

로축조공사
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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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사업명

예측방법 예측기준

지하수
굴착

용수

숏크리트 

타설용수

지하수

(m3/km․분)

굴착

용수

숏크리트 

타설용수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전주

∼임실간)

① 1.4

대전∼남일간 

도로
② ④ 0.5 27.9m3/d

동해고속도로(

주문진∼속초

간)

① 1.4

진동∼마산간 

4차로 
③

타설량의 

10%
2 1m

3
/hr

청운∼도계간 

도로
④ ④ 127.8m3/d․장비

구미시관내 국

도대체 우회도

로

④ ④ 0.2 120m
3
/d

① 터널공사중 발생하는 오탁수처리방안연구. 1995 한국수자원공사

② 고속도로 터널설계 실무자료집, 한국도로공사

③ 기존 자료를 이용한 원단위

④ 출처를 알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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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도로건설사업 터널폐수 발생량 예측내용 사례조사 분석

구분 갯수 총계

예측방법

지하수 8

18지하수+굴착용수 4

지하수+타설용수 6

지하수+굴착용수+타설용수 0

예측기준

지하수

① 5

18
② 2

③ 7

④ 4

굴착용수
실측치 1

4
④ 3

타설용수 타설량의 10% 6 6

① 터널공사중 발생하는 오탁수처리방안연구. 1995 한국수자원공사

② 고속도로 터널설계 실무자료집, 한국도로공사

③ 기존 자료를 이용한 원단위

④ 출처를 알수 없음

〈표 3-17〉 도로건설사업 휴게소 오수발생량 예측내용 분석

사업명
예측방법 예측기준

오수발생량 이용인구 원단위 인구

무안∼광주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한국도로공사 원단위

고속도로 휴게소 오수정화시

설 표준화 연구(1998)

도로설계요령 

제6권, 2001, 한

국도로공사

13.3L/인

3.27g/인

승용차:3인

소형버스:3인

대형버스:30인

화물차:1.8인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한국도로공사 원단위

고속도로 휴게소 오수정화시

설 표준화 연구(1998)

고속도로 부대

시설 이용실태

조사, 2000, 한

국도로공사

13.3L/인

3.27g/인

소형차:1.7인

버스:24.9인

화물차:1.2인

청주∼상주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한국도로공사 원단위

고속도로 휴게소 오수정화시

설 표준화 연구(1998)

기준미제시
13.3L/인

3.27g/인

중부내륙고

속도로(여주

양평간)건설

공사

한국도로공사 원단위

고속도로 휴게소 오수정화시

설 표준화 연구(1998)

고속도로 부대

시설 이용실태

조사, 2000, 한

국도로공사

13.3L/인

3.27g/인

소형차:1.7인

버스:24.9인

화물차: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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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택지개발사업

〈표 3-18〉 택지개발사업 우수유출량 산정방법 사례분석

사업명 예측방법
예측기준

유출계수(C) 강우강도(I) 재현기간(년) 유입시간(분)

경산백천지구 합리식 0.3, ① 116.7, ③ 10 10

광주하남 2지구 합리식 0.3, ① 124.6, ③ 10 5

기흥신갈지구 합리식 0.3, ①

기흥읍 

하수도 

정비계획,19

94

10 10

김해율하지구
Clark 

단위도법
- - 50 -

용인동백지구 
Clark 

유역추적법
- -

50/5(토사유

출산정시)
-

김포장기지구 
SCS합성단위

도
10 -

화성동탄지구
SCS합성단위

도
50 -

파주교하지구
Clark 

단위도법
50/1 -

용인 구성지구
Clark 

단위도법
- - 50 -

울산봉화2지구 합리식 0.5, ① 69∼86, ③ 10 15∼25

안산 신길지구
SCS합성단위

도
50 -

하남풍산지구 합리식 0.3, ① 157.74, ③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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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사업명 예측방법
예측기준

유출계수(C) 강우강도(I) 재현기간(년) 유입시간(분)

양주고읍지구 합리식 0.3, ① 157.8, ③ 10 10

광명소하지구 합리식 0.3, ① 150.04, ③ 10 10

전주효자4지구 합리식 0.3, ① 202.8, ③ 10 7

고양행신2지구 합리식 0.3, ① 66.8, ③ 10 60

군포부곡지구 합리식 0.2, ① 114.88, ③ 20 15

의왕청계지구
SCS합성단위

도
50 -

광주진월지구 합리식 0.52, ③ 66∼106, ③ 10 kerby식적용

의정부녹양지

구
합리식 0.3, ① 157.74, ③ 10 10

①하수도시설기준,1998, 환경부

②대한토목학회(토목공학 Hand Book)

③도시수문학강좌, 한국대표확률 강우강도식의 유도,대한토목학회,1993 (이원환 경험식)

④응용수문학, 1997

⑤한국 확률강우강도 작성, 건교부,2000

⑥계획강우량 설정을 위한 권역별 확률강우강도식의 유도, 대한토목학회,2001

⑦한국 확률강우량도, 건설부, 1988

〈표 3-19〉 택지개발사업 우수유출량 산정방법 사례분석

구분 갯수 총계

예측방법

합리식 12

20Clark 단위도법 4

SCS합성단위도 4

예측기준 재현기간

10년 12

2020년 1

50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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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택지개발사업 토사유출량 산정방법 사례조사

사업명 예측방법

예측기준

토사유출원단위(C)

(m
3
/ha․년)

토사 도(D)

(ton/m
3
)

경산 백천지구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2.65

광주 하남 2지구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2.65

기흥신갈지구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2.66

김해 율하지구 RUSLE

R:1150

K:0.31∼0.5

LS:0.05∼0.11

C:0.8

P:0.55

1.5

용인 동백지구 RUSLE

R:355

K:0.48

LS:0.16∼4.04

VM:0.5∼0.78

1.41

김포 장기지구 RUSLE -

화성 동탄지구 RUSLE

R:5852

K:0.027

LS:10.44

VM:0.229∼0.71

0.9∼1.31

파주 교하지구 RUSLE

R:520

K:0.48

LS:0.16

C:0.57

P:1

2.65

용인 구성지구 RUSLE

R:1098

K:0.27

LS:1.06∼3.08

VM:0.0056∼0.4359

-

울산 봉화2지구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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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사업명 예측방법

예측기준

토사유출원단위(C)

(m3/ha․년)

토사 도(D)

(ton/m3)

안산 신길지구 RUSLE

R:4060

K:0.038∼0.045

LS:1.37∼5.07

VM:0.27∼0.29

-

하남풍산지구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2.65

양주고읍지구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2.65

광명소하지구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1.85

전주효자4지구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1.53

고양행신2지구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2.65

군포부곡지구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1.65

의왕청계지구 RUSLE

R:557

K:0.195

LS:2.27

VM:0.081∼0.2

-

광주진월지구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2.65

의정부녹양지구
토사유출량(톤/일)=

A×C×D×1/365
300, ① 2.65

①: 골프사업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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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택지개발사업 침사지 설계 사례분석

사업명
수면적부하

(m3/m2․일)

제거최소

입경(mm)
사업명

수면적부하

(m3/m2․일)

제거최소

입경(mm)

경산 백천지구 5,400 0.6 안산 신길지구 223 0.25

광주하남 2지구 639 0.1 하남풍산지구 640 0.1

기흥신갈 택지 3,600 0.4 양주고읍지구 1,800 0.2

김해율하지구 1,968 0.2 광명소하지구 1,800 0.2

용인동백지구 6,613 0.25 전주효자4지구 1,800 0.2

김포장기지구 1,376 0.25 고양행신2지구 1,800 0.2

화성동탄지구 4,518 0.4 군포부곡지구 639 0.1

파주교하지구 1,814 0.2 의왕청계지구 1,296 0.15

용인 구성지구 639 0.1 광주진월지구 816 0.2

울산봉화2지구 1,814 0.2 의정부녹양지구 1,80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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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택지개발사업 공사시 오수발생량 예측내용 사례조사

사업명 예측방법
예측기준

인구 면적

경산 백천지구 ①

식당 :15L/인․급식

합숙소: 200L/인․일

작업실: 40L/인

-

광주하남 2지구 ①

식당 :15L/인․급식

합숙소: 200L/인․일

작업실: 40L/인
-

기흥신갈 택지 ①, ② 현장사무소: 40L/인 -

김해율하지구 ①, ②
합숙소 : 200L/인․일

작업실: 40L/인
-

용인동백지구 ②, ③ -

사무소: 25L/m2․일

실험실: 25L/m
2
․일

숙소: 45L/m2․일

식당: 185L/m2․일

샤워실: 58L/m
2
․일

김포장기지구 ① 현장사무소: 40L/인 -

화성동탄지구 ① - -

파주교하지구 ①
합숙소 : 200L/인․일

작업실: 40L/인
-

용인 구성지구 ①, ②
합숙소 : 200L/인․일

사무실: 15L/인․일
-

울산봉화2지구 ①, ②

식당 :15L/인․급식

합숙소: 200L/인․일

작업실: 40L/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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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사업명 예측방법
예측기준

인구 면적

안산 신길지구 ① 합숙소 : 200L/인․일
사무소: 15L/m

2
․일

식당: 65L/m2․일

하남풍산지구 ①
합숙소: 200L/인․일

작업실: 40L/인․일
-

양주고읍지구 ①
합숙소 : 200L/인․일

작업실: 40L/인․일
-

광명소하지구 ① 합숙소 : 200L/인․일 -

전주효자4지구 ①, ②
합숙소 : 200L/인․일

사무실: 15L/인․일
-

고양행신2지구 ①, ②
합숙소 : 200L/인․일

사무실: 15L/인․일
-

군포부곡지구 ①, ②

식당 :15L/인․급식

합숙소: 200L/인․일

작업실: 40L/인

-

의왕청계지구 ①
합숙소 : 200L/인․일

사무실: 15L/인․일
-

광주진월지구 ①, ②
합숙소: 200L/인․일

작업실: 40L/인
-

의정부녹양지구 ①, ② 작업실: 40L/인 -

①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1-168호)

②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진흥회. 2001

③ 상수도 시설기준, 환경부.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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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단지개발사업

〈표 3-23〉 산업단지 폐수발생량 및 부하량 예측 사례분석

사업명 예측방법 예측기준

원주 동화농공단지 조성

사업

공업용수량 산정

→폐수화율 적용

→오염농도 적용

공업용수량 : ①
폐수화율 : ②
오염농도 : ③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

지구 기본설계

공업용수량 산정

→폐수화율 적용

→오염농도 적용

공업용수량 : ②
폐수화율 : ②
오염농도 : ③

부산정관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공업용수량 산정

→폐수화율 적용

→오염농도 적용

공업용수량 : ②
폐수화율 : ②
오염농도 : ③

안정국가산업단지 지정

에 따른 환경성 검토서

작업인원당 폐수

발생량원단위용

→오염농도 적용

작업인원당 발생원단위 : ③
오염농도 : ③

천안 제4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업용수량 산정

→폐수화율 적용

→오염농도 적용

공업용수량 : ②
폐수화율 : 85%적용
오염농도 : ③

문수농공단지 조성사업 

사전환경성검토

공업용수량 산정

→폐수화율 적용

→오염농도 적용

공업용수량 : ①
폐수화율 : ② 
오염농도 : ③

어곡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 협의 변경

공업용수량 산정

→폐수화율 적용

→오염농도 적용

공업용수량 : 기입주 시설의 용수사용량 원
단위를 적용
오염농도 : ③, 타 산업단지 배출수질 조사결
과

① 공업용수도 중장비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건교부,1994

②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건교부․산자부․한국토지공사,1998

③ 폐수배출시설 표준원단위 조사연구(Ⅰ,ⅡⅢ),국립환경연구원,1997․1998․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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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환경 향평가 평가내용과 사후조사결과의 비

교․분석

수질환경 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정도와 환경 향평가 예측방법에 대한 타당성

여부, 협의내용 적용가능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환경 향평가 협의내용과 현지조사결과를 비교하 다.

현지조사는 도로건설사업과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총 20여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 으며 도로건설사업은 터널시공이 진행 중인 현장을 우선적으로 선

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 고, 휴게소 오수발생량을 조사하기 위해 완공된 고속도

로 휴게소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여 총 10건의 현장조사를 실시하 다. 택지개발사

업의 현장조사 대상은 사업의 진행정도와 사업의 규모정도를 고려하여 선정하 다. 

사업시행 초기인 사업장, 사업이 중반이상 진행된 사업장, 사업이 거의 완료된 사업장

으로 구분하고, 또한 재해 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이하의 사업장으로 구

분하여 총 6건의 현장조사를 실시하 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총 5건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 향평가시 예측된 인근하천의 수질과 사업시행이후 인근하천의 수질 

실측치를 비교․검토하 으며, 한 곳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환경 향평가시의 산업

폐수 발생량과 산업단지 조성이후 실제 산업폐수 발생량을 비교하 다.

1. 하천 및 지하수의 수질 조사․분석

환경 향평가시는 환경기준의 항목을 토대로 수질을 조사하 으나 사후조사 시에

는 BOD, SS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었고, 산업단지의 경우 T-N, 

T-P도 조사되고 있었다.

도로건설사업에서 하천수질의 변화는 주로 토사유출로 인한 부유물질(SS)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하천수질 중 부유물질(SS)의 농도가 증가되지 않았다면, 효율적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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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역 설정, 적절한 침사지의 설치, 적절한 가배수로 설치, 토사가 유출될 수 있는 

절성토구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표 4-1〉 도로건설사업 시행 전후 주변하천수질 비교

구분 환경 향평가 사후환경 향조사

시기 1차 2차 3차 4차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A SS 3 4 2 8 3.0 3.3 3.3 4.0 3.2 2.5

B SS 1.6 1.2 0.8 0.8 0.8 65.2 17.6 12.0

C SS 4.0 6.0 1.0 2.0 27.2 1.4 1.4 22.4

E SS 5.5 5.0 11.0 6.0 10.5 15.0 - - - -

B 도로건설사업장과 C 도로건설사업장 주변하천의 SS농도를 살펴보면 환경 향평

가시보다 사후환경 향조사시 주변하천의 SS농도가 증가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 도로건설사업장의 결과를 보면 여름철(2분기) 주변하천 SS농도가 65mg/L까지 증

가 되었는데, 이는 강우량이 많은 여름철에 하천으로 토사가 유출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E 도로건설사업장은 B, C 사업장에 비해 농도의 증가가 높지는 

않지만 공사전에 비해 2∼3배정도 SS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도로사업 

B, C사업장의 SS는 급격히 증가하 으나, 사후환경 향조사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자

료만으로는 원인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현장 확인 결과 침사지 미설치 또는 용량 부

족, 상류지역 추가 개발사업(하천정비 등)의 시행 등의 향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택지개발사업에서 하천수질의 변화는 오수발생에 의한 BOD변화와 토사유출로 인

한 부유물질(SS)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의 주변하천 수질변화를 

파악하는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사업지역이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어 하천에 

향을 미치는 인자가 사업의 시행 외에도 많고,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오염량보

다 기존의 주거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량이 많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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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변화의 정도를 가늠하기 힘들다.

〈표 4-2〉 택지개발사업 시행전후 주변하천수질 비교

구분 환경 향평가 사후환경 향조사

시기 1차 2차 3차 4차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A
BOD 101.6 134.6 123.5 63.9 32.8 30.5 33.2 31.4 38.6 36.2 33.0 31.8

SS 66 93 87.4 30.4 46.4 41.9 45.6 43.6 52.5 48.0 42.5 40.5

B
BOD 3.9 6.3 6.8 4.6 4.3 3.8 3.4 9.2 8.8 8.0 -

SS 5.3 9.8 7.5 9.0 10.0 7.5 6.5 15.5 16.0 14.0 -

C
BOD 6.5 12.8 8.7 8.0 8.3 7.7

SS 8 6 16 16 23 12

D
BOD 35.6 20.8 22.0 19.5 21.0 8.5 5.3

SS 63 47.2 44.4 19.5 61.0 7.5 14.0

E
BOD 140 108 157 42 10.2 8.7 6.1 6.6 5.7 4.8

SS 42 39 61 31 3.8 4.2 2.6 11.5 1.9 1.6

A 택지개발사업장과 E 택지개발사업장 주변하천의 BOD농도를 살펴보면 환경

향평가시보다 사후환경 향조사시 주변하천의 BOD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하수도의 보급으로 인해 하천으로 방류되던 생활하수가 하수종말처리

시설로 유입되면서 하천의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A 택지개발사업장

과 E 택지개발사업장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신규로 건설되었다. 이로 인해 SS

농도도 감소하여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향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후환경 향조사에서는 이러한 주변 환경기초시설이나 제반여건에 의한 하천수

질의 변화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단지 사후 향조사 당시의 수질만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장 인근 하천의 수질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 향평가시의 주변하천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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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후환경 향조사시 수질을 비교하고 환경 향평가시 폐수배출로 인한 주변하천

의 향을 예측한 예측수질을 동시에 비교하여 사업의 시행으로 주변하천에 미치는 

향과 환경 향평가의 예측의 신뢰성 등을 파악하고자 하 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후환경 향조사는 사업착공 시부터 공사완료 후 5년까지 

실시하고 다만, 공사완료 후에는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한 다음 해에 한하여 환경

향조사를 실시하되, 공사완료 후 5년이 되는 해에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에 환경 향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후환경 향조

사를 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경제침체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의 입주율이 저

조하여 사후환경 향조사 대상 산업단지가 드물고 공사 후 5년이 지난 산업단지는 

환경 향평가서를 구하기 어려워 공사전과 공사 후의 수질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표 4-3〉 산업단지조성사업 시행전후 주변하천수질 비교

구분 환경 향평가 예측수질 사후환경 향조사

BOD W-2(방류후) 19.3 19.4 16.2

COD W-2(방류후) 18.0 19.9 23.3

SS W-2(방류후) 20.0 20.0 19.5

TN W-2(방류후) 8.1 예측없음 12.6

TP W-2(방류후) 3.6 예측없음 0.8

제시된 산업단지의 주변 하천수질 결과를 살펴보면, A, C, D 산업단지 모두 사업의 

시행전 보다 하천수질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폐수방류지점의 상

류수질이 환경 향평가시 보다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며, 산업단지의 발생폐수가 하

천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힘들었다. 이는 사후환경 향조사시에 방류

지점의 단순 수질비교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천의 수질에 향을 미치는 기

초시설의 신규입지나 하천수질변화의 근황에 대한 제시가 없어 발생폐수가 하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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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환경 향평가시 사업시행이후 발생폐수로 인한 하천의 수질변화를 예측하는데 

있어 대부분 BOD, COD, SS등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D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COD에 대해서만 수질을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질 향을 예측

할 때에는 BOD, COD, SS, TN, TP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후환경

향조사시에는 중금속까지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환경 향평가시 하천수질조사는 주로 2∼3계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정확한 수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3계절이상을 대상으로 수질을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사지점의 하천유량을 제시하여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환경 향평가서 작성시 하천유량은 60%이상이 

측정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하천수질조사 지점을 선정할 때에도 사업의 시행으로 심각하게 향 받을 수 있는 

지점과 향후 하천의 수질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지점을 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사후환경 향조사시에는 환경 향평가시와 동일한 지점에 대해 수질조사를 실

시할 필요가 있다. 사후환경 향조사를 통해 하천의 수질현황 파악은 물론 사업의 시

행으로 인한 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환경

향평가로 피드백 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할 것이다.

2. 침사지 용량 산정방법과 설치계획

환경 향평가 협의내용의 침사지 용량이 공사시에 효과적으로 반 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하 다. 환경 향평가의 협의내용의 해당 배수구역내 필요 

침사지용량과 현장의 실제용량을 비교하고, 평가서에서는 제시되어 있는 침사지 깊

이를 조사하 으며, 토사유출로 침사지에 축적된 토사의 준설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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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침사지설치계획과 실측용량 비교

사업명
배출허용입자

(mm)

평가시 침사지 용량 

(m
3
)

현장조사 실측 설치용량

(m
3
)

도로

건설

A 0.2 20 약 4

B 0.2 6 약 2

C 0.05 3,528
미설치

(사업초기)

D 80%제거 75 약 10

E 0.4 14 약 4

F 80%제거 65 약 8

택지

개발

B 0.08 3,463 100

C 0.125 4,980
5,000이상

(재해 향평가대상)

D 0.1 504 10

E 0.2 664 2

F 0.3 240 2

〈표 4-4〉는 협의내용 소요침사지 용량과 현장조사 실측용량을 비교한 것인데 도

로건설사업에서 협의내용의 소요침사지 용량과 현장 실측용량을 그대로 비교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었다. 도로건설사업은 사업진행방식의 특성상 사업구간별로 침사지를 

설치하고 해당구간의 사업이 완료되면 침사지를 제거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환경 향평가의 협의내용과 실측내용을 객관적으로 비

교할 수 있는 E 도로건설현장의 침사지 용량을 조사한 결과,  환경 향평가서상의 협

의내용이 해당 배수구역내의 필요 침사지용량이 14.4m
3
으로 나타나 있지만 현장조사

에서는 약 4m
3
정도로 차이가 있었으며 침사지 깊이에서도 2.5m로 평가서에서는 제시

되어 있지만 실제 1m이하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 토사유출로 침사지에 축적된 

토사를 준설치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F 도로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조사에서는 환경 향평가서 협의내용상 침사지 용량

이 65m
3
이었으나 실제로는 약 4m

3
 용량의 침사지 두 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유효수심

도 토사를 준설치 않아 낮아져 있었다.



제4장 환경 향평가 평가내용과 사후조사결과의 비교․분석 75

현장조사시 침사지의 부지확보가능성과, 침사지의 침전능력을 검토하 는데 우선 

부지확보가능성면에서는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부지가 협소하여 협의내용의 침사지

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침사지의 침전능력에 대해서는 침

사지 유지관리정도가 미흡하여 토사유출로 인해 침사지 유효수심이 낮아진 후 준설

치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 

〈그림 4-1〉은 도로건설현장과 인접지역을 촬 한 것으로 공사현장의 주변지역이 

대부분 논이기 때문에 침사지의 필요부지를 확보하기위해 공사기간 동안 부지를 임

대하는 것이 힘들어 보인다.

〈그림 4-1〉 도로건설현장과 인접지역

〈그림 4-2〉는 침사지의 설치 후 준설 등의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퇴적물이 축적되

어 유효수심이 낮아진 예를 촬 한 것이다. 침사지의 설치에 있어 충분한 용량을 설

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C 도로건설현장의 침사지 설치용량을 살펴보면 타 사례에 비해 소요용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거대상입경이 적어서 소요 수면적부하가 낮기 때문이다. 현

재, C 도로건설현장은 사업초기단계여서 침사지를 설치하지 않고 있지만 사업의 시

행으로 인해 침사지를 설치할 경우 엄청난 소요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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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같이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림 4-2〉 도로건설현장의 침사지 설치 실태

택지개발사업은 선형사업이 아닌 면적인 사업으로 도로건설처럼 사업의 진척정도

에 따라 침사지의 설치․제거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침사지의 소요부지를 

실시설계 당시부터 정확하게 설정하고 사업기간 중 절․성토 부분 등으로부터 유출

되는 토사를 적절히 저감할 필요가 있다. 현지조사를 실시한 현장을 살펴보면, E, F건

설현장은 현재 사업의 진척도가 50%를 넘었거나 그 미만으로 강우시 토사가 유출될 

우려가 있었으나 침사지를 거의 설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비록 아파트 건설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림 4-3〉, 〈그림 4-4〉를 보면 침사지의 필요성을 알 수 있

을 것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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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E 택지개발사업장 건설장면

〈그림 4-4〉 E 택지개발사업장 침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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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현장 중 일부는 협의내용보다 넓은 저류지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저

류지가 침사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 다. 재해 향평가에 의해 

설치되는 임시저류조는 〈그림 4-5〉와 같다. 

〈그림 4-5〉 임시 저류조 개략도

침사지는 우수유출수의 월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침사지 하부로 토사가 침전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그림 4-5〉의 저류조는 침전효과가 전혀 없을 것으

로 판단되었다.

전반적으로 평가시 계획된 침사지 용량보다 실제 설치용량은 매우 적었으며,  도로

건설사업은 구간별로 공사가 진행 또는 완료되므로 침사지 설치여부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재해 향평가 대상사업은 저류지를 확보하므

로 침사지 설치용량은 양호하나, 부유토사 제거효과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 재해 향평가대상외의 사업은 침사지의 설치 및 복구기간에 대한 자

료를 거의 확인할 수가 없었다. 

환경 향평가시에 우수에 의한 토사유출량을 예측하고 토사유출저감을 위한 침사

지 용량을 산정할 때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배수구역의 설정 없

이 공사현장 전면적에 대한 우수유출량과 토사유출량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침사지 

용량을 산정하는 문제와 우수유출량 예측시 재현기간을 높게 설정하여 침사지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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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대하게 책정되어 왔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침사지 설치에 있어서

는 공사시 침사지 위치 또는 용량이 평가서 협의내용과 다르게 설치되는 경우가 있었

다.

본 연구에서 침사지 용량산정에 대한 자료조사와 침사지 설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검토한 결과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대부분 침사지의 용량을 확보할 만한 부

지가 없었으며 공사시 상황에 따라 침사지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도로건설은 

사업대상지역에 대해 동시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사업을 시행

하는 것으로 환경 향평가서에 협의한 침사지용량의 설치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웠

다. 또한 배수구역도 현장 실정에 맞도록 변경되어 침사지의 위치도 변경되는 실정이

었다. 환경 향평가서에서는 침사지가 각 배수구역 또는 공사전체면적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량을 대상으로 침사지 용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사후환경 향조사시에 적절

한 침사지 설치여부를 확인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었다.

3. 하․폐수 발생량 예측방법과 처리계획

가. 공사시 오수발생량 예측방법과 처리계획

공사시 현장사무소를 설치할 때 현장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는 정화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환경 향평가서에서는 수용인원 즉 상주인구 및 비상주인구

를 구분하여 발생량을 예측하고 있다. 

건설현장별 환경 향평가시 오수발생량 예측량과 현재 설치용량, 실제 발생량을 

조사하여 〈표 4-5〉에 제시하 다. 실측한 발생오수량은 1회 조사 결과이고 유량계

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운전자의 의견을 참조하 다. 또 처리수질은 운전일지에 제시

된 것을 참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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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시설 설치 현황

사업명

평가시

예측량

(㎥/일)

처리시설신고용량

(㎥/일)

추정오수발생량

(㎥/일)

처리수질

BOD SS

A 19 60 5 20 20

B 20 70 2 - 43

C 19 50 5 20 20

D 17.7 10 10 20 20

E 10 15 7 20 20

F 11 22 8 20 20

현장조사결과 E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오수발생량 예측치가 10m3/일 이었으며 환

경 향평가서 협의내용은 예측치에 안전계수 1.5를 곱하여 15m3/일로 하고 있다. 현

장실측치를 살펴보면 약 7m3/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사무소에 설치된 오수처리

시설의 용량은 25m3/일이었다. F 건설현장의 경우에도 예측치는 11m3/일이었으며 

실측치는 약 8m3/일 정도 다. 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용량은 22m3/일이었다. 

현장에서 설치되는 오수처리시설의 용량이 큰 이유는 환경 향평가시 수용인구를 

대상으로 오수발생량을 예측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대부분 면적기준으로 발생량을 

산정하고 처리용량을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림 4-6〉와 같이 현장사무소의 면

적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환경 향평가시 예측은 의미를 지니지 못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4장 환경 향평가 평가내용과 사후조사결과의 비교․분석 81

〈그림 4-6〉 현장사무소 설치예

오수처리시설 신고시 오분법에 의한 설치기준에 의해 현장사무소의 건면적에 따라 

설치용량 결정되기 때문이며, 현장사무소의 상주 근무인력은 예측인원에 비하여 매

우 적게 확인되었고, 택지개발의 경우 현장 조사결과, 현장사무소에는 발주사(토지공

사 등)와 감리사가 있었으며, 시공업체들은 별도의 사무실과 식당을 운 하고 있어 

시공업체에서 배출되는 오‧하수로 인하여 하천이 심하게 오염된 곳도 있었다.

공사중 발생하는 오수의 처리계획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오수발생량 선정방법이 

향평가 대행업체별로 상이하고,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위치, 처리방법이 구

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 향평가상의 다양

한 오수발생량 예측방법들은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환경 향평가 협의내용의 오수

처리시설 용량보다 현장의 오수처리시설이 더 크게 설치되었다.

또 대부분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위탁처리를 실시하고 있어 사후환경 향조사

시에는 오수처리시설의 유출수질도 조사하여야 하겠지만 인근 하천 또는 오수처리시

설로부터 방류되는 지점의 하천에 대한 수질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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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휴게소 오수발생량 예측방법과 처리계획

휴게소 오수발생량은 예상교통량과 휴게소 이용정도를 고려하여 휴게소 이용객수

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오수발생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환경 향평가시 예측

한 휴게소오수처리시설의 용량과 실제 발생량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최근에 개통되어 운 중인 휴게소를 대상으로 교통량 및 이용객수를 파악하

고 실제 발생하는 오수량을 조사하여 〈표 4-6〉에 제시하 다. 제시된 값은 세부적

인 절차에 의해 파악된 공식적인 결과는 아니며, 상수사용량과 오수발생량은 운 자

의 의견을 참조하여 제시된 것이다.

〈표 4-6〉 오수 예측량과 발생량의 비교

휴게소명

평가시

예측량

(㎥/d)

평가시

적용원단위

현재 오수발생량

(㎥/d)

현재 상수사용량

(㎥/d) 신고

용량

(㎥/d)발생량

(L/인)

발생부하

(g/인)
성수기 비수기 성수기 비수기

G 1,499 18.7 6.545 50 30 60 30 200

H 1,035 18.7 6.545 60 40 60 40 500

I 452 16.99 1.7 300 100 300 100 280

J 325 17.03 1.7 250 160 270 190 340

G 휴게소의 경우는 평가시 예측된 오수량은 1,499㎥/d인데 반해 현재 설치된 용량

은 200㎥/d이었으며 실제 오수발생량은 성수기가 50㎥/d, 비수기가 30㎥/d이었다. 

또 J 휴게소의 경우 평가시 예측량인 325㎥/d을 고려하여 설치용량은 340㎥/d를 설

치하 으며 현재 발생되는 오수량이 성수기 기준으로 250㎥/d이었다. 이러한 오수발

생량 예측에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교통량 예측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으

로 판단된다. 

비록 환경 향평가의 예측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협의내용의 처리용량보다 시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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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적게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오수처리시설은 발생량의 증

가에 따라 증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단계별 증설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터널폐수 발생량 예측방법과 처리계획

터널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는 터널폐수 발생량에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

다. 터널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터널공사중 지하수 유출량, 굴착용수 발

생량, 숏크리트 타설폐수량 등에 대한 예측이 미흡하며, 지형특성에 따른 지하수 발생

량의 차별화와 처리시설 용량의 적정성, 터널폐수 처리시설의 처리효과 등에 대한 미

흡함이 지적되어 왔다.

지하수 발생량 산출 원단위는 현재 1.4m
3
/km․일 또는 3m

3
/km․min 등이 주로 

적용되고 있으나 이 두가지 원단위 자체도 2배 이상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 원단위 

적용 자체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의 지하수위분포 또는 수자원의 분

포, 지질특성등 따라 지하수 유출량이 매우 상이할 것이므로 어느 지역에서나 적용가

능하게 보편 타당한 원단위를 산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표 4-7〉 도로건설현장의 터널폐수 처리시설 용량 실태

사업명

평가시

예측량

(㎥/일)

평가시

원단위

(㎥/km․min)

신고

용량

(㎥/일)

현재

폐수발생량

(㎥/일)

터널연장

(m)

터널공정

(%)

A 3204 3.0 100 45.4 613 42.0

B 6,624 3.0 70 2.0 770 8.4

C 9176 1.4 200 140 2,307 9.48

D 259.2 0.49 80 80 378 4.5

E 1,718 1.4 300 300∼500 456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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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은 도로건설현장의 터널폐수 처리시설 용량 실태를 현장조사한 결과다. 

현장조사시 굴착이 진행중인 곳은 없었다. 따라서 굴착용수는 제외하고 지하수 발생

량 만을 산정하 다.

평가시 예측량의 1/3∼1/95 수준으로 터널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D사업장의 경우 터널공정이 4.5% 진행되었으나, 터널폐수 발생량이 처

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고 있었고,  E사업장는 현재 처리용량보다 많은 폐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장 조사결과, 터널 작업시간뿐만 아니라, 작업시간 외 유출되는 지하수의 SS 농

도가 매우 높았으며, 양방향굴착일 경우에는 터널 시점과 종점중 한 곳에만 터널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도 있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지하수 발생원단위는 지하철 등이 굴착시 발생되는 지하수량

을 토대로 작성된 것인데 국내 도로건설시 터널은 고도가 높은 곳에 설치되는 예가 

많아 국내실정에 맞는 지하수 원단위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4-7〉은 산 정상

부에 설치된 터널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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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높은 고도에 설치된 도로터널 예

사후환경 향조사에서 실측되는 터널폐수 발생량의 결과를 활용하면 지역별 또는 

지형별, 연장별 지하수 발생 원단위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실측

된 터널폐수 발생량이다. 이러한 실측결과의 종합적인 분석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원

단위 보다는 신뢰성 있는 폐수 발생량의 예측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한다.

터널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터널공사중 지하수 유출량, 굴착용수 발

생량, 숏크리트 타설폐수량 등에 대한 예측이 미흡하며, 지형특성에 따른 지하수 발생

량의 차별화와 처리시설 용량의 적정성, 터널폐수 처리시설의 처리효과 등에 대한 미

흡함이 지적되어 왔다.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터널폐수 발생량의 대부분은 지하수 유출량이었는데 현

재 환경 향평가서에서는 숏크리트 타설시 발생하는 지하수와 폐수만을 터널폐수로 

간주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루에 작업가능한 숏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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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타설길이(3∼6m)에 대해서만 지하수량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숏크리트

를 설치한 이후에도 지하수는 지속적으로 유출되므로 터널폐수 발생량 산정시에는 

전체 터널길이에 대한 지하수 발생량을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현재의 

평가서상에서 적용하고 있는 지하수 발생원단위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현재 주로 적용되고 있는 원단위인 1.4m
3
/km․분 또는 3m

3
/km․분 

등은 지하수위에 인접한 지하철공사 또는 고도가 낮은 지역의 터널공사에 적용되었

거나 공사시 실측되어진 값으로 고도가 높은 또는 산악지역의 도로 터널공사에는 적

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 또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터널폐수 총발생량을 산정할 경우에는 지하수유출량과 함께 굴착용수 발생량도 포

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굴착기의 사용으로 인한 폐수발생량이 상당

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일방향 굴착과 양

방향 굴착을 고려하여 터널의 시점과 종점에 터널폐수처리시설을 모두 설치할 것인

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하․폐수 발생량 예측방법과 처리계획

산업단지 건설시 산업폐수 발생량을 예측하여 폐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

설등을 설치하고 있다. 산업폐수 발생량 예측은 용수원단위에 폐수화율을 적용하여 

폐수발생량을 산정하는 원단위 적용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적용되어지

는 원단위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 원단위를 이용한 예측치와 산업단지 후 발생

하는 산업폐수량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E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최종 발생량과 입주한 업체를 대

상으로 용수사용량과 발생량을 조사하여 환경 향평가시 주로 사용되는 예측방법들

과 비교․분석을 실시하 다. 

용수사용량 예측에 주로 적용되는 원단위인 공업용수도 중장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한 원단위, 산업입지 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한 원단위,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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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설기준 및 관리방안 등 마련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한 원단위를 사용한 예측량과 A 

산업단지의 폐수발생량 실측치를 〈표 4-8〉에서  비교하 다.

〈표 4-8〉 원단위를 이용한 용수예측량과 실측용수사용량의 비교

구  분
입주면적

(m
2
)

용수원단위

(㎥/천㎡/일)

예측용수량

(㎥/일)

실측용수량

(㎥/일)

음․식료품 39,522.5 17.933 708.6 291.4

섬유․의복 5,090.7 28.667 145.9 28.4

종이․인쇄 - 31.567 - -

석유화학 116,275.5 15.467 1,798.4 186.0

비금속광물 - 7.467 - -

제1차금속 3851 10.267 39.538 0.0

조립금속․기계장비 143,585.8 7.333 1,052.9 0.8

기타제조업 3,308.3 6.833 22.6 -
원단위: 공업용수도 중장비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건교부, 1994)

공업용수도 중장비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건교부, 1994)에서 제시한 업종별 용수

사용량 원단위를 적용한 예측량과 E 산업단지의 실측치를 비교․분석한 결과, 대부분 

예측치가 실측치에 비해 크게 상회하 다. 특히 조립금속․기계장비 업종의 용수사

용량은 큰 차이가 있었다. 예측치는 1,052.9m
3
/일이었지만, 실측치는 0.8m

3
/일에 불

과하 다.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환경 향평가시의 문제점으로는 폐수발생량의 예측과 수질

의 예측에 대한 신뢰성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산업단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공업용수도 중장비 계획 수립

에 관한 연구(건교부, 1994),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건교부․산자부․한국

토지공사, 1998), 오염농도:폐수배출시설 표준원단위 조사연구(Ⅰ,ⅡⅢ)(국립환경연구

원, 1997․1998․1999) 등의 원단위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예측치

가 실측치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계획시에 예측한 유치업종

과 실제 입주하는 업종의 차이가 있어 예측이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례로 

E 산업단지의 경우에 환경 향평가서상에서 10,000 m
3
/일의 산업폐수 발생량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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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산업단지 조성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10,000 m
3
/일로 설계하여 착

공하 으나, 현재 입주율 50%에서 발생되는 폐수발생량은 500 m
3
/일에 미치지 못하

고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시 업종별 폐수발생원단위를 적용하는 것 보다 가동중인 산

업단지의 폐수발생량 조사를 통해 조성하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부지면적에 따른 폐

수발생량을 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업단지의 폐수종

말처리시설을 설계할 때에도 계열화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환경관련 전문가 의견 주요내용

환경 향평가방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 향평가와 관련한 전문가들

의 평가방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 다. 환경관련 전문가로는 한국도로공사 

환경 향평가 담당자, 한국토지공사 환경 향평가 담당자, 시공사의 관리소장 및 환

경담당자, 환경 향평가 대행업체 담당자 등이며 환경 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가감없이 제시하 다.

가. 도로건설사업

1) 하천 및 지하수의 수질 조사․분석

현재 환경 향평가시 하천수질의 경우에는 하천 교량공사지점 상,하류 및 계획노

선하류에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 휴게소 인근하천등을 조사지점으로 선정하고 , 지

하수의 경우에는 노선변 집단마을, 터널인근 마을등을 조사지점으로 선정하여 대부

분 분기별(계절) 1회정도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휴게소 및 현장사무실의 경우

에는 실시설계가 상당기간 진행된 후에 입지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황조사

지점 선정시 시기적인 문제점이 있다.  또한 교량공사 및 토사유출에 의한 향은 공

사시로 일시적이며, 터널공사 및 휴게소 오수발생에 의한 향은 운 시까지 장기적

으로 발생되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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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환경 향평가시 하천 및 지하수질 조사의 목적은 계획노선 인근지역의 

수자원분포‧이용 및 오염원 분포현황, 수질현황을 조사‧분석함으로써 당해 사업시행

에 따른 하류수계에 미치는 향정도를 예측‧평가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이다.   그러나 현행 환경 향평가시 수질 현황조사는 해당수계의 질(質)적 관점에 치

우쳐서 조사가 행해지고 있으며,  계획노선 상류수계의 오염원분포 및 하류수계의 수

자원이용현황, 지하수 이용실태 파악은 다소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지하수의 경우에는 지하수의 오염성평가도 중요한 요소이나 고속도로공사시 지

하수에 미치는 향은 터널공사 및 대 절토에 의한 지하수 유출로 공사지역보다 낮은 

인접지역에  위치한  지하관정의 수위저하 향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사

시행전후의 향여부의 확인을 위해서는 공사전 지하수 활용실태의 조사가 필요하다.

지하수원 분포 및 이용실태 조사는 과거로부터 상당기간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

는 토착주민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며, 현장방문시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지하수를 식

수원으로 활용하는 집단주거지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된 지하수현황을 확인하는 절차

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천수 및 지하수의 조사지점 선정은 당해 사업특성을 면 히 파악하고, 수질오염

원인, 터널, 현장사무실, 교량, 휴게소등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의 수질 

및 유량현황을 적절히 파악 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터널폐수 

처리수 방류하천, 교량공사지역 상, 하류, 휴게소 및 현장사무실 처리오수 방류하천 

등의 현황수질을 조사하고 장래 향예측 및 환경 향조사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휴게소에서 오수를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경우 방류하천의 수질예측 및 평가를 위

한 원칙적인 조사지점은 유량의 측정이 가능한 배출지점 직하류에서  실시하여야 하

며, 하천의 경우에는 방류지점에서 거리가 충분히 이격된 하류수역 및 당해 하천이 

유입되는 본류하천, 호소, 해역등에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휴게소 오수처

리수 방류예정 하류하천에 대한 수질 및 이수에 대한 현황조사는 휴게소 오수의 처리

수질 결정 및 지속적인 환경 향의 예방차원에서 중요하므로 조사시기 결정시 방류

하천의 유량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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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하천에 대한 환경 향 예측시 갈수기시를 기준으로 예측을 수행하게 되므로 

해당하천의 갈수기시 유량 및 하천수질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나 갈수기 기

간이라도 조사시기전의 강우기간, 강우량에 따라 유량상태가 매우 상이할 것이므로  

해당하천의 비유량을 병행 조사하여 방류하천에 미치는 수질 향예측시 비교분석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토사유출량 예측방법과 침사지 용량산정

환경 향평가시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 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위한 침사지의 용

량 및 설치위치 선정시 지적된바 있는 문제점을 조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배수구역의 설정방법

환경 향평가시 배수구역의 설정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그 한 가지 방법은 계획노선의 절성토 경계부가 표시된 1:1,200 평면도에 종단구배 

및 수로, 하천등 배수시설의 위치를 고려하여 계획노선에 편입되는 지역만을 대상으

로 배수구역을 구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계획노선 편입지역 이외에서의 

강우는 계획노선 공사지역으로 유입이 전혀 안되며,  해당 배수구역 전체의 표토(임

야등)가 제거된 나지화상태를 가정하는 방법이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현재상태의 지형 및 계획노선이 포함되어 있는 1:5,000 또는 

1:10,000축적의 지형도를 활용하여 계획노선을 중심으로한 상류지역을 대상으로 배수

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인데 이는 공용중의 배수설계를 위한 배수구역 구분작업과 동

일하게 이루어지는 방법이며, 대상 배수구역내 포함된 계획도로에 의한 공사시행전

후의 향을 광역적으로 비교․분석 할 수 있다.

나) 강우재현기간

현재 환경 향평가서 침사지 용량산정시 10년 빈도 또는 20년 빈도의 강우강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산출된 강우강도는 50∼150mm/hr로 폭우수준이므로 이러한 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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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침사지가 그 기능을 하기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강우강도의 재현기간은 당해 도로건설의 토목공사 기간인 3∼5년을 대상으

로 재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토사유출 원단위

 토사유출 원단위의 적용은 현재 환경 향평가시 나지, 황무지등의 토사유출량인 

200∼400㎥/ha/년 의 평균값이 300㎥/ha/년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

은 원단위 적용에는 강우강도와의 관계 및 토양의 피복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

적인 적용이라는 문제점이 있으며, 실제 도로공사시 도로부분은 충분한 다짐공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절개지구간의 약 70%는 암반지역이나 이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

므로 해당 배수구역내 강우침식인자, 토양침식인자, 지형인자(경사도,경사길이등)등

을 고려하여 토사유출량을 산정 할 수 있는 수정범용토양손실공식(RUSLE)을 적용하

는 방안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은 강우시 공사 예정지역에서의 토사유출발생 상황 

및 하류하천의 오탁농도 조사, 유사지역 공사중의 토사유출 향 조사를 실시하여 강

우강도, 경사도, 토지피복상태와 토사유출 발생과의 상관관계, 침사지의 효과분석등

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향평가시 토사유출 향분석에 적용 할 수 있는 토사유출

량 산정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토사유출에 의한 향평가시에는 공사지역이 포함된 전체 배수구역을 대상으

로 공사시행 전후의 토사유출량 산정을 비교분석하고 공사시행에 따른 향정도를 

예측하는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 침사지의 용량 및 설치위치

 강우시 토사유출을 저감하기 위한 침사지의 설치계획 수립시 10년 또는 20년 강

우강도를 적용하여 산출된 침사지의 소요면적 및 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할 뿐만 아니

라 공사현장 내에 침사지 설치부지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또한 실제 도로 공사의 경우 환경 향평가시 설정된 배수구역 내에서도 소규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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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며, 공사진행 상태도 수시로 변동되므로 

일정면적으로 일정장소에 침사지 설치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으므

로 환경 향평가시에는 동일 배수구역내에 요구되는 침사지의 면적 및 용량을 산출

하여 사업계획에 반 하고  침사지의 면적 산정방법 및 설치지점 선정기준 등을 권고

하는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공사시의 침사지 설치는 현장에 대해 

수시로 점검을 시행함으로서 공사중 실제 우수가 집중되는 지점을 우선 파악후 설치

하도록 권고하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도로공사시 시공자는 가능할 경우 공사지역 외부의 강우가 공사지역내로 유

입되지 않도록 산마루측구 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토사 사면부에는 

비닐덮개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터널폐수 처리시설

터널굴착시 발생되는 폐수라고 하면 터널굴착에 따라 대상지역 및 상부지역에 분

포하는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터널내부 숏크리트등의 콘크리트와 혼합되어 높은 pH 

및 SS를 함유한 상태로 배출되는 터널공사 유출수를 말한다. 

지하수(폐수) 발생량 산출 원단위로는 현재 1.4m
3
/km․분 또는 3m

3
/km․분 등이 

주로 적용되고 있으나 이 두가지 원단위 자체도 2배이상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 원단

위 적용 자체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의 지하수위분포 또는 수자원의 

분포, 지질특성등 따라 지하수 유출량이 매우 상이할 것이므로 어느 지역에서나 적용

가능한 보편 타당적인 원단위를 산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다.

 또 다른 지하수유출량 산출방법으로는 예측모델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이 방법은 

대상지역별 일반적인 특성(지하수위등)의 반 이 가능하므로 원단위법보다는 현실성

이 있으나 예측조건에 필요한 입력자료의 적용성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터널굴착 폐수발생량에 대한 현장 사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굴착연장과 폐수발생량

과의 특별한 상관관계는 확인하지 못하 으며, 기존 원단위가 실제 공사시 터널폐수

발생량 보다 과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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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시 오수처리시설

 공사중 설치되는 현장사무소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의 처리계획에 대한 문제점

으로는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이 향평가 대행업체별로 상이하고, 현장사무소 오수처

리시설의 설치위치, 처리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검토 협의기관의 의견이 

있었다.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시설의 용량결정을 위한 환경 향평가상의 오수발생량 예측

방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면적기준으로 발생량을 

산정하는 방법과 근무인원에 의한 예측방법이다.

실제 현상사무소 오수처리장의 설계시에는 대부분 환경부고시 제2001-168호에 의

한 면적기준에 의거 오수발생량을 산출하여 용량을 결정하고 있으나, 오수가 전혀 발

생되지 않는 창고시설이 오수발생시설에 포함되는 등 용량산정이 과다한 측면이 있

으므로 용수사용량 및 근무인원에 의한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대부분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전문처리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나  

사후환경 향조사시에는 오수처리시설의 유출수질과 함께 인근 하천 또는 오수처리

시설로부터 방류되는 지점의 하천에 대한 수질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오수처리수 

방류하천에 미치는 향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전 현황조사가 필수적이나 환경

향평가시 현장사무실의 위치가 구체적이지 못하며, 실제 공사시 위치변경이 발생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평가시가 아니더라도 현장사무실의 위치가 결정되면 방류

수계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휴게소 오수처리시설 

휴게소에서 발생되는  오수의 처리계획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오수발생량 산출방법 

및 성수기를 고려한 오수처리시설의 용량결정, 처리방법, 처리수질 결정등이 중요한 

요소이다.  휴게소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으로는 현장사무소 오수발생량 예측방법과 

마찬가지로 건축연면적에 의한 방법인 환경부고시 제2001-168호에 의한 건축연면적

기준에 의거 오수발생량을 산출하는 방법과 휴게소 이용객을 추정하여 원단위법에 



     수질분야 환경 향 예측내용과 사후환경 조사결과의 비교․분석94

의해 오수발생량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으나 휴게소의 경우 다중 이용시설로서 휴게

소 이용인원에 의한 화장실  및 음식점 이용에 의해 발생되는 오수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으므로 용수사용량 및 이용인원에 의한 원단위를 이용하여 오수발생량을 산

정방법이 바람직하다.

 이용인원에 의한 예측방법으로는 「고속도로휴게소 오수정화시설표준화연

구,1998, 한국도로공사」에 제시된 원단위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차종별 휴

게소 이용율 및 평균 승차인원에 적용에 따라 오수발생량의 변동이 발생된다.

휴게소 오수의 발생특성은 평일, 주말, 성수기(명절, 하계휴가등)에 따라 변동폭이 

매우 크므로 처리장의 용량산정에 매우 어려움이 있으나 연중 몇일에 불과한 성수기

를 고려하여 처리용량을 산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주말 발생량을 기준으로 처

리용량을 산정하되 성수기를 대비하여 저류조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평가단계에서는 방류하천의 

수질현황 및 이수를 고려하여 처리수질만을 결정하고 처리방법은 사업시행자에게 위

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평가후 휴게소공사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정도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하므로 처리효율이 우수하고 경제적인 새로운 

처리공법의 개발을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택지개발사업

1) 침사지규모산정

환경 향평가시 수질항목에서 면사업이나 선형사업시에 침사지규모를 설정할때는 

일반적으로 의견제시한 제거효율(강우시 유출되는 토사의 80%를 제거)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소입경을 입도분포로부터 추적하는방법을 적용하여 제거대상입경이 결정

되면 최소입경으로부터 수면적부하를 산정하고 이를 통해 침사지규모를 산정한다. 

그러나, 이를 환경 향평가시 침사지규모를 수립하게되면 대부분의 사업구간에서

의 토사의 80%를 제거할 수 있도록 용량을 선정시에는 과다한 침사지용량이 계획되

게 된다. 특히,  침사지공간확보를 위해 추가소요부지가 요구되며, 침사지설치지점의 

토지소유주와의 적절한 합의가 어려워 실제 공사시에는 공사시행전에 침사지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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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평가시 협의내용 이행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강우시 유출되는 토사의 80%를 제거하기위해 과도한 침사지용량을 산출하

도록 권고하는 것보다는 토사유출을 원천척으로 봉쇄할 수 있는 저감방안 및 현실적

으로 실현가능한 방법을 수립토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사업지구 및 토취장 주변지역의 토사에 대한 입도분석을 토대로 강우시 유출되는 

토사의 80%이상을 제거할 수 있는 침사지를 산정할 경우 사업지구 면적에 비해 비현

실적으로 큰 규모의 침사지 면적면적이 필요하게 되어 실제 공사현장에서 침사지의 

설치 및 운 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공사용 침사지 규모에 관한 

적정한 설계기준이 필요하다. 

〈표 4-9〉 토질조사결과 예

 project : 000 택지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LL PI 5
(mm)

2
(mm)

0.4
(mm)

0.08
(mm)

0.01
(mm)

0.005
(mm)

T.P-1 2.71 NP NP 100.0 99.9 75.3 39.8 15.0 10.0 SM

T.P-2 2.67 NP NP 100.0 100.0 93.3 55.6 24.0 18.0 ML

T.P-3 2.70 33.6 16.2 100.0 98.8 94.5 77.0 37.0 28.0 CL

T.P-4 2.66 NP NP 100.0 100.0 89.8 54.5 25.0 17.0 ML

T.P-5 2.69 46.7 20.3 99.3 98.8 88.4 68.7 48.0 38.0 CL

U.S.G.SNO. 비중

Atterberg
Limits(%)

Grain Size Distribution
Finer Than(%)

〈표 4-10〉 입자직경별 토사분포 예

입자직경(㎜이상) 5 2 0.4 0.08 0.01 0.005

입경분포 0.1% 0.5% 11.7% 40.9% 70.2% 77.8%

〈표 4-11〉 침사지 규모 산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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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배수구역

면    적

(ha)

유  입

우수량

(㎥/s)

제거목적  직경별 침사지규모

0.08㎜ 0.01㎜

필요면적(㎡) 용량(㎥) 필요면적(㎡) 용량(㎥)

사업지구 64.17 6.402 1,334 *(0.2%) 3,001 92,811(14.5%)* 208,826

토 취 장 7.21 0.720 150 337 10,434 23,477

주 : *(   %) : (필요침사지면적/사업지구면적)×100

2) 수질 향 예측시 문제점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수역의 향을 예측하기 위해 하천이나 저수지 등의 수질

모델링을 실시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나,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확보되

지 못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주변수계 실측자료를 토대로 모델

의 보정 및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나, 사업기간의 제한으로 몇차례의 측정결과만을 모

델링에 적용하게 되어 예측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모델 수행의 

의미가 적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사업기간내에 충분한 실측을 통하여 수질모델링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부득

이하게 환경부 수질측정망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월 1회의 측정빈도만으로는 

수질예측이 어려운 조건들도 있었으며 확보할 만한 하천유량자료가 부족하여 건교부

의 수위측정망 자료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의 수위측정자료들은 건기시의 

유량산정에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모델링시 제약조건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한강, 금강 등 대권역 하천들에 대해서 수질자동측정망이 운 되고 있으나, 측정항목

들이 대부분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감시목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 일반적인 수질

모델링에 필요한 항목들은 측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수동측정망의 경우 역시 

양염류항목들은 총질소와 총인의 형태로만 제시되어 있어 세부항목들에 대한 예측시 

항목들에 대한 가정을 포함하여야만 한다. 대하천들의 경우는 대부분 수위표를 이용

한 유량산정을 택하고 있어, 자료의 정확성을 떠나 실시간 자료 등 가용할 자료가 확

보될 수 있으나, 지방2급 이하의 소하천들에 대한 유량자료를 확보하는데에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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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 유역면적비 등을 적용하여 수행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많은 제약조건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환경부 수동측정망의 수질자료와 함께 측정이 가능

한 지점들에 대해서는 유량실측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재해 향평가와의 중복항목 조정의 필요성

1996. 6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180만㎡이상의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재해 향평가가 신설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2001. 1월 통합 향평가법(환경․교통․

재해등에관한 향평가법)의 시행과 함께 재해 향평가 대상규모가 확대(180만㎡ → 

30만㎡)되어 환경 향평가와 동시에 재해 향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

향평가의 수리․수문항목과 재해 향평가와 평가항목 중복에 따른 이중검토가 이

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 4-12〉 환경 및 재해 향평가 대상규모[통합법 시행령 별표 1]

구 분 환경 향평가 재해 향평가

대상사업 및 규모

․택지개발사업 : 30만㎡

․유통단지 : 20만㎡

․산업단지 : 15만㎡

․택지개발사업 : 30만㎡

․유통단지 : 30만㎡

․산업단지 : 30만㎡

협의요청시기 실시계획승인전 실시계획승인전

〈표 4-13〉 환경 및 재해 향평가서 작성규정

구 분
환경 향평가

(환경 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

재해 향평가

(재해 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

수리․수문

․수문관측자료 및 하천특성

  등 현황조사와 저감방안

  수립 등

․유역및 하천특성과 강우및

  수문등 현황조사와 유출량

  저감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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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사지 설치규모 설정관련 재해분야와 평가 역 조정이 필요하며, 재해 향평가서 

작성규정상 침사지 규모산정 기준 등이 상세하게 수립되어 있어 현재 환경 향평가

서에 제시되는 가배수로 및 침사지 관련자료는 재해 향평가서에 제시된 내용을 인

용하는 상황이다.

〈표 4-14〉 침사지관련 재해 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 

세부항목 작성방법

확율강우량 산정 설계강우는 원칙적으로 50년 빈도의 강우를 기준

토사유출량 산정 모형 설정
미국에서 개발된 RUSLE와 원단위법, 비유량 

사량법을 사용

저감시설용량 및 설치시기 결정 퇴적토사의 최소입경은 0.25mm로 한다.

개선방안으로는 환경 향평가와 재해 향평가를 동시에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

는 재해분야와 평가서검토업무 조정을 통하여 평가서 검토 간소화및 이중의견 제시 

등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수리․수문항목 및 수질분야의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규모 산정과정 등은 재해 향평가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환경 향

평가분야에서는 수질확보 및 개선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환경 향평가와 재해

향평가간 평가서 검토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4) 절수기기 및 중수도 설치계획

초안 의견수렴 및 보완시 절수기기와 중수도 설치계획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

다. 절수기기 및 중수도 설치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도법에 제시되어 있으나, 택지 

및 산업단지 등 단지조성사업은 부지조성사업 시행자와 시설설치 사업시행자가 구분

되어 있어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를 알 수 없는 부지조성계획 단계에서 시행되는 환

경 향평가서상에 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절수기기 및 중수도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방안이 없으며 단지조성사업자가 이를 관리 또는 규제할 방안이 없다. 따라서 

단지조성사업의 절수기기 및 중수도 설치계획 등에 대해서는 환경 향평가 단계에서

는 제외하고 해당 시설물의 건축인․허가 단계에서 지자체장이 수도법에 근거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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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별 현장조사 비교‧분석 결과표

가. 도로건설사업

〈표 4-15〉 현장조사 대상 도로건설사업 사업개요

사업명
도로연장

(km)

터널연장

(m)

사업비

(백만원)

사업공정

(%)

A 34.3 613 488,400 19

B 62.02 770 687,715 11.4

C 61.00 2,307 1,034,443 15.2

D 23.37 378 219,021 12.0

E 446 15

F 374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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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A 도로건설사업장의 사업전과 사업시행중의 수질비교

구분

환경 향평가 사후환경 향조사

W-4
W-4

2002 2003

시기
1차 2차 3차 4차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8월 11월 2월 10월 5월 9월 12월 3월 5월 9월

수온 - - - - - - - - - -

pH 7.6 7.4 7.4 7.4 7.4 7.5 7.4 7.4 7.4 7.4

DO 8.2 8.9 9.2 8.9 7.5 7.2 9.6 7.7 7.5 7.4

BOD 1.4 1.8 1.2 2.2 2.3 2.6 2.1 2.0 1.9 1.7

COD 2.0 2.4 1.8 3.0 - - - - - -

SS 3 4 2 8 3.0 3.3 3.3 4.0 3.2 2.5

TN 1.43 1.52 1.40 1.82 - - - - - -

TP 0.05 0.07 0.05 0.07 - - - - - -

대장균 2,200 800 1,200 1,400 - - - - - -

Hg ND ND ND ND - - - - - -

Pb ND ND ND ND - - - - - -

Cd ND ND ND ND - - - - - -

Cr
6+

ND ND ND ND - - - - - -

CN ND ND ND ND - - - - - -

As ND ND ND ND - - - - - -

PCB - - - - - - - - - -

유기인 ND ND ND ND - - - - - -

ABS 0.02 0.03 0.01 0.05 - - - - - -

비고 : 측정지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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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B 도로건설사업장의 사업전과 사업시행중의 수질비교

구분

환경 향평가 사후환경 향조사

W-7
W-4

2002 2003

시기
1차 2차 3차 4차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96.2 96.5 96.7 96.9 02.5 02.8 02.11 03.3

수온 9.2 15.2 19.6 17.4

pH 7.3 7.98 7.07 7.86 6.98 6.96 7.2 7.55

DO 11.5 10.8 9.5 9.71 9.1 8.0 10.4 11.5

BOD 2.5 2.1 1.4 1.4 1.1 1.6 1.4 1.0

COD 3.0 2.4 1.6 2.2 3.1 4.1 3.5 2.9

SS 1.6 1.2 0.8 0.8 0.8 65.2 17.6 12.0

TN 0.350 0.413 1.122 0.869 - - - -

TP 0.069 0.048 0.186 0.136 - - - -

대장균 2.1×102 1.4×102 1.5×102 1.7×102 - - - -

Hg 0.027 0.024 ND ND - - - -

Pb 0.041 0.036 ND ND - - - -

Cd ND ND ND ND - - - -

Cr
6+

ND ND ND ND - - - -

CN ND ND ND ND - - - -

As ND ND ND ND - - - -

PCB ND ND ND ND - - - -

유기인 ND ND ND ND - - - -

ABS ND ND ND ND - - - -

비고 : 측정지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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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C 도로건설사업장의 사업전과 사업시행중의 수질비교

구분

환경 향평가 사후환경 향조사

W-3
W-16

2002 2003

시기
1차 2차 3차 4차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98.2 98.4 98.7 - 02.7 02.9 02.11 03.3

수온 9.2 15.2 19.6 17.4

pH 7.4 7.2 7.2 7.6 7.38 7.34 7.82 7.69

DO 10.0 8.9 8.2 8.7 - - - -

BOD 1.2 2.3 2.1 1.4 1.7 1.3 1.0 1.4

COD 2.0 3.0 2.4 1.8 4.9 2.8 1.5 2.0

SS 4.0 6.0 1.0 2.0 27.2 1.4 1.4 22.4

TN 2.508 2.639 2.166 1.938 - - - -

TP 0.027 0.028 0.061 0.092 - - - -

대장균 2.4×10
3
2.9×10

3
2.2×10

3
2.1×10

3
- - - -

Hg ND ND ND ND - - - -

Pb ND ND ND ND - - - -

Cd ND ND ND ND - - - -

Cr
6+

ND ND ND ND - - - -

CN ND ND ND ND - - - -

As ND ND ND ND - - - -

PCB ND ND ND ND - - - -

유기인 ND ND ND ND - - - -

ABS 0.123 0.081 0.070 0.067 - - - -

비고 : 측정지점 동일



제4장 환경 향평가 평가내용과 사후조사결과의 비교․분석 103

〈표 4-19〉 E 도로건설사업장의 사업전과 사업시행중의 수질비교

구분

환경 향평가 사후환경 향조사

W-2
W-2

2003

시기
1차 2차 3차 4차 2분기 3분기

01.2 01.4 01.7 02.6 03.6 03.9

수온 5.1 17.0 22.3 22.0 17.9 18.0 

pH 7.5 7.3 7.2 7.1 6.92 7.09 

DO 8.8 12.3 6.6 8.6 8.68 8.15 

BOD 2.9 1.5 0.7 1.0 2.1 1.9 

COD 3.4 5.0 4.6 4.8 4.3 3.7 

SS 5.5 5.0 11.0 6.0 10.5 15.0 

TN 1.451 2.166 1.369 1.413 3.828 1.720 

TP 0.037 0.067 0.035 0.039 0.053 0.077 

대장균 1000 900 1800 2000 800 600 

Hg ND ND ND ND ND ND

Pb ND ND ND ND ND ND

Cd ND ND ND ND ND ND

Cr6+ ND ND ND ND ND ND

CN ND ND ND ND ND ND

As ND ND ND ND ND ND

PCB ND ND ND ND ND ND

유기인 ND ND ND ND ND ND

유량 0.3470 0.2950 1.3990 -

비고 : 측정지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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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협의내용 소요침사지 용량과 현장조사 실측용량 비교

사업명
우수유출량

m
3
/sec

강우빈도

(년)

수면적부하

(m
3
/m
2․일)

배출허용

입자

(mm)

평가시 

소요 

침사지 

용량(m3)

현장조사 

실측 

설치용량

(m3)

A 0.04∼0.76 10 1,814 0.2 20 약 4

B - 10 1,800 0.2 6 약 2

C 0.24~2.01 10 - 0.05 3,528 미설치

D - 10 - 80%제거 75 약 10

E 0.24 10 3,600 0.4 14 약 4

F 0.108 20 3,600 80%제거 65 약 8

〈표 4-21〉 도로건설현장의 터널폐수 처리시설 용량 실태

사업명

평가시

예측량

(㎥/일)

평가시

원단위

(㎥/km․min)

신고

용량

(㎥/일)

현재

폐수발생량

(㎥/일)

터널연장

(m)

터널공정

(%)

A 3204 3.0 100 45.4 613 42.0

B 6,624 3.0 70 2.0 770 8.4

C 9176 1.4 200 140 2,307 9.48

D 259.2 0.49 80 80 378 4.5

E 1,718 1.4 300 300∼500 456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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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 향조사에서 실측되는 터널폐수발생량의 결과를 활용하면 지역별 또는 

지형별, 연장별 지하수 발생원단위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실측된 

터널폐수 발생량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합하여 결과를 해석한다면 현재 적용되고 있

는 원단위 보다는 신뢰성 있는 폐수발생량의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실측된 터널폐수발생량 현장조사결과

① 익산-포항 고속도로(익산-장수간) 제6공구신정터널 

 ￭ 2003년 10월 8일 ∼ 2003년 10월 15일(7일간)

 ￭ 익산방향 : STA.30+613∼31+311 (L=698m)

 ￭ 장수방향 : STA.30+620∼31+295 (L=675m)

 ￭ 일평균 유출량 : 99.7 m
3
/일(83m

3
/㎞‧일)

 ￭ 굴착연장별 유출량 : 

구분
굴착연장(m)

(양방향)

누적굴착연장(m)

(양방향)

유출량

(㎥/일)

유출원단위

(㎥/㎞․분)

1일차 5 1,199 100 0.058

2일차 4 1,204 97 0.056

3일차 3 1,208 89 0.051

4일차 5 1,211 100 0.057

5일차 5 1,216 102 0.058

6일차 4 1,221 110 0.063

7일차 4 1,225 100 0.057

② 익산-포항 고속도로(익산-장수간) 제8공구 물곡터널 

 ￭ 익산방향 : 46+750 ~ 47+192 (L=442m)

 ￭ 장수방향 : 46+740 ~ 47+177 (L=437m)

 ￭ 2003년 5월 5일 ∼ 2003년 5월 11일(7일간)



     수질분야 환경 향 예측내용과 사후환경 조사결과의 비교․분석106

 ￭ 굴착연장별 유출량 : 

구분
굴착연장(m)

(양방향)

누적굴착연장(m)

(양방향)

유출량

(㎥/일)

유출원단위

(㎥/㎞․분)

1일차 6.0 844.5

일평균 250m3/일

(290m3/㎞‧일)
0.202

2일차 4.5 850.5

3일차 3.0 855.0

4일차 6.0 858.0

5일차 6.0 864.0

6일차 4.5 870.0

7일차 4.5 874.5

③ 익산-포항 고속도로(익산-장수간) 제10공구 침곡터널 

￭ 익산방향 : STA.54+239∼56+820 (L=2,581m)

￭ 장수방향 : STA.54+220∼56+870 (L=2,650m)

￭ 조사기간 : 2003년 4월 10일 ∼ 2003년 4월 16일(7일간)

￭ 조사기간내 총 유출량 : 2,885 m3

￭ 일평균 유출량 : 412 m3/일(164m3/㎞‧일)

￭ 굴착연장별 유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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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굴착연장(m)

(양방향)

누적굴착연장(m)

(양방향 )

유출량

(㎥/일)

유출원단위

(㎥/㎞․분)

1일차 12 2,504 425 0.118

2일차 8 2,516 390 0.108

3일차 12 2,524 418 0.115

4일차 12 2,536 424 0.116

5일차 8 2,548 385 0.105

6일차 12 2,556 425 0.115

7일차 12 2,568 418 0.113

④ 동해고속도로(동해∼주문진간) 4공구(동해1터널) 

￭ 조사기간 : 2002. 11∼2003.  6

⑤ 동해고속도로(동해∼주문진간)5공구(동해2터널)

￭ 조사기간 : 2002.  3∼2002. 12

⑥ 동해고속도로(동해∼주문진간)6공구(동해3터널)

￭ 조사기간 : 2003.  1∼2003.  6

￭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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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굴진장(m) 조사시기 ㎥/일 ㎥/분 ㎥/㎞․분

4공구
770

2002. 11 13 0.010 0.013

     12 31 0.022 0.029

2003.  1 21 0.015 0.019

      2 5 0.003 0.004

      3 4 0.003 0.004

      4 3 0.002 0.003

      5 4 0.003 0.004

      6 2 0.001 0.002

평    균 10.4 0.007 0.010

5공구
600

2002.  3 346 0.240 0.400

      4 365 0.253 0.422

      5 452 0.314 0.523

      6 436 0.303 0.505

      7 361 0.251 0.418

      8 365 0.253 0.422

      9 309 0.215 0.358

     10 260 0.181 0.301

     11 308 0.214 0.356

     12 326 0.226 0.377

평     균 352.8 0.245 0.408

6공구
683

2003.  1 1,350 0.938 1.373

      2 1,465 1.017 1.490

      3 1,290 0.896 1.312

      4 1,410 0.979 1.434

      5 1,388 0.964 1.411

      6 1,202 0.835 1.222

평     균 1,351 0.938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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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도로건설현장의 실측 터널폐수 발생원단위

구분 터널연장 조사시기
발생원단위

(㎥/㎞․분)

①
698

675
10월 0.057

②
442

437
5월 0.202

③
2,581

2,650
4월 0.113

④ 770 11월∼6월 0.01

⑤ 600 3월∼12월 0.408

⑥ 683 1월∼6월 1.373

비고 : 굴착용수 제외

터널폐수의 발생량을 산정할 때 지하수발생량과 숏크리트 타설용수를 위주로 산정

되고 있다. 그러나 굴착용수도 상당량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굴착용수는 터널 굴착을 위한 점보드릴 사용시 공급용수와 버럭처리를 위한 살수용

수로 나눌 수 있다. 이를 고려한 굴착용수 산정 예를 〈표 4-2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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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굴착용수 사용량 산정 예

구분 발생폐수 계산

점보드릴

(발파)

∙단위길이당 천공시간:1.7min/m

∙천공길이: 448m/막장

∙분당 사용수량: 0.066m
3
/min

∙막장당 사용수량

   Q=1.7min/m×448m/막장×0.066m3/min = 50.3m3/막장

∙1일 사용수량(1일 2cycle 기준)

   QT=50.3m
3/막장×2cycle/d = 100.6m3/d

점보드릴

(락볼트 천공)

∙단위길이당 천공시간:1.7min/m

∙1막장당 천공길이: 68m/막장

∙분당 사용수량: 0.066m3/min

∙막장당 사용수량

  Q=1.7min/m×68m/막장×0.066m3/min = 7.6m3/막장

∙1일 사용수량(1일 2cycle 기준)

  QT=7.6m
3
/막장×2cycle/d = 15.2m

3
/d

버럭처리 중

 살수량

∙1분당 살수량: 0.1m3/min

∙1막장당 살수시간 : 60min/막장

∙1막장당 사용수량

  Q= 0.1m3/min×60min/막장 = 6.0m3/막장

∙1일 사용수량(1일 2cycle 기준)

  QT= 6.0m
3/막장×2cycle/d = 12m3/d

총계 QT = 127.8m
3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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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터널 굴착시 사용되는 점보드릴

〈표 4-24〉 터널폐수처리시설 주변하천 현황

사업명 평가시 주변하천수질 공사시 주변하천수질

A

 PH : 7.3    Cd : ND

 DO : 8.6    BOD : 2.4

 COD : 3.0   SS : 3.7

․터널내 처리수는 전량 재이용함에 따른 

무방류 계획으로 사후조사지점에서 제외

됨.

B

 PH : 7.24    Cd : ND

 DO : 8.5     BOD : 1.6

 COD : 3.4   SS : 0.9

․평가시 : 시점→종점굴착

  공사시 : 종점→시점굴착으로

  하천수질조사 자료없음.

C

 PH : 7.5    Cd : ND

 DO : 9.2    BOD : 0.8

 COD : 1.0   SS : 2.5 

 PH : 7.15   Cd : -

 DO : -     BOD : 0.9

 COD : 1.9  SS : 2.9 

E 방류대상하천 없음 방류대상하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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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도로건설현장의 터널폐수 처리시설 설치예

〈표 4-25〉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시설 설치 현황

사업명

평가시

예측량

(㎥/d)

예측방법

처리시설

신고용량

(㎥/d)

발생오수량

(㎥/d)

처리수질

BOD SS

A 19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산정방법
60 5 20 20

B 20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산정방법
70 2 - 43

C 19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산정방법
50 5 20 20

D 17.7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산정방법
10 10 20 20

E 10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산정방법
15 7 20 20

F 11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산정방법
22 8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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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현재 운 중인 휴게소 교통량 및 이용객수 현황

휴게소명
교통량(대/일) 이용객수(인/일) 완공

년도상행 하행 성수기 비수기

G 3,953 3,837 800 300 2001

H 3,288 3,136 1,400 600 2002

I 16,083 16,445 7,000 3,500 2002

J 11,705 11,667 30,000 12,000 2001

〈표 4-27〉 휴게소 오수 예측량과 발생량의 비교

휴게소명

평가시

예측량

(㎥/d)

평가시

적용원단위

현재 오수발생량

(㎥/d)

현재 상수사용량

(㎥/d) 신고

용량

(㎥/d)발생량

(L/인)

발생부하

(g/인)
성수기 비수기 성수기 비수기

G 1,499 18.7 6.545 50 30 60 30 200

H 1,035 18.7 6.545 60 40 60 40 500

I 452 16.99 1.7 300 100 300 100 280

J 325 17.03 1.7 250 160 270 190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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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휴게소 오수처리시설의 공정 및 처리수질

휴게소명

평가시

예측량

(㎥/d)

처리용량

(㎥/d)
처리공정

처  리  수  질

BOD SS TN TP

G 1,499 200
활성슬러지+

분리막(MF)
6(8) 3(8) - -

H 1,035 500
활성슬러지+

후처리시설
5.2(10) 9(10) - -

I 452 280
활성슬러지+

분리막(UF)
1.6(20) 0.8(20) - -

J 325 340
활성슬러지+

분리막(UF)
1.7(20) 0.8(20) - -

〈표 4-29〉 휴게소 오수처리시설 관리현황

휴게소명
처리시설

운 주체

처리시설

관리인원

처리시설 

점검주기

(위탁일경우)

처리수질 

조사주기

G 위탁 2 주 1회 월 1회

H “ “ “ “

I “ “ “ “

J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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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0〉 휴게소 오수처리시설 주변하천 현황

휴게소명 환경 향평가시 주변하천수질
운 시 주변 

하천수질

G

pH : 7.47

DO : 6.72

BOD : 5.90

COD : 7.37

SS : 18.63

TN : 5.32

TP : -

Cd : ND

CN : ND

Pb : ND

Cr
+6 : ND

As : ND

Hg : ND

ABS : ND

PCB : ND

-

H

pH : 7.0

DO : 7.0

BOD : 15.4

COD : 21.1

SS : 6.0

TN : 1.13

TP : 0.658

Cd : ND

CN : ND

Pb : ND

Cr
+6 : ND

As : ND

Hg : ND

ABS : 0.641

PCB : ND

-

I

pH   : 6.69

DO   : 9.1

BOD : 3.3

COD : 4.3

SS   : 4.6

TN  : 1.001

TP  : 0.189

Cd : ND

CN : ND

Pb : ND

Cr
+6
 : ND

As : ND

Hg : ND

ABS : ND

PCB : ND

-

J

pH  : 6.97

DO  : 9.3

BOD : 3.2

COD : 4.1

SS   : 18.1

TN  : 1.175

TP  : 0.205

Cd : ND

CN : ND

Pb : ND

Cr
+6 : ND

As : ND

Hg : ND

ABS : ND

PCB : ND

-

나. 택지개발사업

〈표 4-31〉 현장조사 대상 택지개발사업장 사업개요

사업명
면적

(천㎡)

사업비규모

(백만원)

사업공정율

(%)
완공연도

A 3,119 1,086,472 100 ‘03. 3

B 5,931 1,500,000 65 ‘04.12

C 3,308 1,100,000 31 ‘05.10

D 391 68,471 38 ‘05

E 1,101 384,352 71 ‘04

F 841 305,299 4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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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 A 택지개발사업장의 사업전과 사업시행중의 수질비교

구분

환경 향평가 사후환경 향조사

W-5
 W-1

2001 2002

시기

1차 2차 3차 4차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95.10 ‘96.2 ‘96.5
‘97.1

0
4월 6월 9월 12월 4월 6월 9월 12월

수온 20.9 4.9 13.5 - - - - - - - - -

pH 7 7 7.12 7.08 7.3 7.2 7.4 7.3 7.8 7.5 7.3 7.6

DO 1.7 1.3 1.4 1.7 4.6 4.4 4.2 4.5 7.6 7.2 6.3 6.8

BOD 101.6 134.6 123.5 63.9 32.8 30.5 33.2 31.4 38.6 36.2 33.0 31.8

COD 85 113 108.7 40.1 - - - - - - - -

SS 66 93 87.4 30.4 46.4 41.9 45.6 43.6 52.5 48.0 42.5 40.5

TN 8.62 9.56 9.06 12 - - - - - - - -

TP 0.85 1.03 0.99 1.62 - - - - - - - -

대장균
6.4×

106
1.2×

107
8.6×

106
7.4×1

06
- - - - - - - -

Pb 0.035 0.043 0.041 0.005 - - - - - - - -

Cd 0.007 0.009 0.009 0.008 - - - - - - - -

비고 : 측정지점 비동일; 가장 유사한 지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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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 B 택지개발사업장의 사업전과 사업시행중의 수질비교

구분  

환경 향평가 사후환경 향조사

W - 4

W - 1

2002 2003

시기
1차 2차 3차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99.2 ‘99.4 ‘99.8 4월 6월 9월 12월 4월 6월 9월 -

pH 7.3 7.7 7.6 7.4 7.5 7.3 7.7 8.0 7.4 7.5 -

온도 10.9 14.2 24.9 - - - - - - - -

DO 9.9 8.6 7.9 - - - - - - - -

BOD 3.9 6.3 6.8 4.6 4.3 3.8 3.4 9.2 8.8 8.0 -

COD 5.6 8.8 8.1 - - - - - - - -

SS 5.3 9.8 7.5 9.0 10.0 7.5 6.5 15.5 16.0 14.0 -

CN N.D N.D N.D - - - - - - - -

Cr+6 N.D N.D N.D - - - - - - - -

Zn N.D N.D N.D - - - - - - - -

Cd N.D N.D N.D - - - - - - - -

As N.D N.D N.D - - - - - - - -

Hg N.D N.D N.D - - - - - - - -

ABS 0.011 0.011 0.014 - - - - - - - -

PCB N.D N.D N.D - - - - - - - -

유기인 N.D N.D N.D - - - - - - - -

대장균
1.1×1

03
2.4×10
3

1.9×10
3 - - - - - - - -

비고 : 측정지점 비동일; 가장 유사한 지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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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4〉 C 택지개발사업장의 사업전과 사업시행중의 수질비교

구분  

환경 향평가 사후환경 향조사

W - 5
W - 2

2003

시기
1차 2차 3차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98.3 ‘98.10 ‘00. 3 3월 6월 9월

수온 6.5 15.5 8.5 - - - -

pH 7.2 7.1 7 - - - -

DO 8.1 7.6 7.8 8.3 7.7 7.8 -

BOD 6.5 12.8 8.7 8.0 8.3 7.7 -

COD 8 7.8 13.6 - - - -

SS 8 6 16 16 23 12 -

TN 9.5 9.0 9.5 - - - -

TP 0.42 0.48 0.58 - - - -

대장균 2200 2400 4000 - - - -

ABS 0.02 0.04 0.05 - - - -

n-H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 - - -

비고 : 측정지점 비동일; 가장 유사한 지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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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5〉 D 택지개발사업장의 사업전과 사업시행중의 수질비교

구분  

환경 향평가 사후환경 향조사

W - 2

W - 2

2002∼2003

시기

2차 3차 4차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96.7 ‘96.10 ‘97.2 ‘02.11 ‘03. 3 ‘03. 5 ‘03. 8

pH 7.5 7.5 7.4 6.9 7.5 7.5 7.5

DO 4.2 5.5 5.4 2.1 6.2 8.3 8.8

BOD 35.6 20.8 22.0 19.5 21.0 8.5 5.3

COD 49.3 26.5 27.2 26.0 29.6 12.5 9.1

SS 63 47.2 44.4 19.5 61.0 7.5 14.0

TN 2.41 1.39 1.39 - - - -

TP 5.92 4.67 4.67 - - - -

대장균 1300 4100 1000 - - - -

Hg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 - - -

Pb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 - - -

비고 : 측정지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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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6〉 E 택지개발사업장의 사업전과 사업시행중의 수질비교

구분  

환경 향평가 사후환경 향조사

W - 5
W - 5

2002 2003

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94.9 '94.11 '95.1 '99.2 '99.5 4월 6월 9월 12월 4월 6월

수온 21 10 3 2.5 15

pH 7.3 7 6.5 7.5 7.4 7.6 7.6 7.6 7.6 7.3 7.4

DO 0.5 2.6 0.2 7.7 6.5 7.5 7.4 7.6 7.6 7.9 7.7

BOD 140 108 157 42 42 10.2 8.7 6.1 6.6 5.7 4.8

COD 131 100 138 47 48 13.1 11.2 8.7 8.4 8.5 7.6

SS 42 39 61 31 32 3.8 4.2 2.6 11.5 1.9 1.6

TN 8.36 8.2 12.7 - -

TP 2.92 3 2.8 - - - - - - - -

대장균 2800 1600 920 4000 9000 - - - - - -

ABS 0.38 0.4 0.58 0.32 0.35 - - - - - -

Cl- 85.1 77.9 99.3 - - - - - - - -

Cu 0.04 0.06 불검출 - - - - - - - -

Fe 2.56 2.4 2.5 - - - - - - - -

탁도 38 40 52 - - - - - - - -

전도율 440 480 510 - -

비고 : 측정지점 비동일; 가장 유사한 지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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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7〉 협의내용 소요침사지 용량과 현장조사 실측용량 비교

사업명

우수

유출량

(㎥/sec)

토사

유출량

배수면적

(㏊)

최소제거

대상입자

필요

용량

(m3)

실제

설치용량

(m
3
)

비고

A 28.1 543.6 312 0.2mm 2,085 0 사업완료

B 48.1 780 358.3 0.08mm 3,463 100

C 39.4 1,290.4 326.5 0.125mm 4,980 5,000이상 저류지

D 2.6 25,860 63.8 0.1mm 504 10

E 16.4 499.7 110.4 0.2mm 664 2

F 12.7 394.8 87.2 0.3mm 240 2

〈표 4-38〉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시설 설치 현황

사업명

평가시

예측량

(m3/d)

예측방법

처리시설

신고용량

(m3/d)

발생오수량

(m
3
/d)

처리수질

BOD SS

B 28
공사투입인원에

따른 예측
60 10 - -

C 60

용수공급량을 

기준으로 오수화율 

90%적용

66.6 10 8 18

D 10 오분법 10 5 20 20

E 6
공사투입인원에

따른 예측
12 5 20 20

F 6
공사투입인원에

따른 예측
14 5 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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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단지개발사업

〈표 4-39〉 A 산업단지 조성사업 주변 하천수질 

구분
환경 향평가시 

수질
예측수질

사후환경 향조사시 

수질

BOD

W-1(방류전) 3.7 1.0

W-2(방류후) 2.4 확인 불능 1.0

W-3(방류후) 3.3 1.1

SS

W-1(방류전) 2.7 3.8

W-2(방류후) 1.2 확인불능 2.9

W-3(방류후) 1.5 3.5

비고: 환경 향평가 1995년, 사후환경 향조사 2002년

〈표 4-40〉 B 산업단지 조성사업 주변 하천수질 

구분
환경 향평가시 

수질
예측수질

사후환경 향조사시 

수질

BOD

W-1(방류전) 16.3 17.4

W-2(방류후) 19.3 19.4 16.2

W-3(방류후) 23.9 13.8

COD

W-1(방류전) 20.6 27.7

W-2(방류후) 18.0 19.9 23.3

W-3(방류후) 17.9 25.3

SS

W-1(방류전) 64.3 27.5

W-2(방류후) 20.0 20.0 19.5

W-3(방류후) 30.5 23.8

TN

W-1(방류전) 7.8 10.0

W-2(방류후) 8.1 예측없음 12.6

W-3(방류후) 7.3 16.9

TP

W-1(방류전) 4.9 0.9

W-2(방류후) 3.6 예측없음 0.8

W-3(방류후) 4.1 1.0

비고 : 환경 향평가 1994년, 사후환경 향조사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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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1〉 C 산업단지 조성사업 주변 하천수질 

구분
환경 향평가시 

수질
예측수질

사후환경 향조사시 

수질

BOD

W-1(방류전) 0.5 1.2

W-2(방류후) 0.4 확인불능 1.8

W-3(방류후) - 2.2

COD

W-1(방류전) 1.2 1.8

W-2(방류후) 1.8 확인불능 2.1

W-3(방류후) - 2.7

SS

W-1(방류전) 2.4 3.8

W-2(방류후) 1.2 확인불능 8.2

W-3(방류후) - 12.8

비고 : 환경 향평가 1993년, 사후환경 향조사 2002년

〈표 4-42〉 D 산업단지 조성사업 주변 하천수질 

구분
환경 향평가시 

수질
예측수질

사후환경 향조사시 

수질

BOD

W-3(방류전) 9.8

W-5(방류후) 8.4 예측없음 5.3

W-6(방류후) 13.2

COD

W-3(방류전) 10.5

W-5(방류후) 9.2 15.7 6.5

W-6(방류후) 14.8

SS

W-3(방류전) 18.0

W-5(방류후) 9.0 예측없음 8.7

W-6(방류후) 24.0

TN

W-3(방류전) 6.7

W-5(방류후) 24.6 예측없음 14.1

W-6(방류후) 7.9

TP

W-3(방류전) 0.9

W-5(방류후) 2.7 예측없음 0.7

W-6(방류후) 3.0

비고: 환경 향평가 1997년, 사후환경 향조사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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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3〉 A 원단위를 이용한 용수예측량과 실측량의 비교

구  분
입주면적

(m2)

용수원단위

(㎥/천㎡/일)

예측용수량

(㎥/일)

실측용수량

(㎥/일)

음․식료품 39,522.5 17.933 708.6 291.4

섬유․의복 5,090.7 28.667 145.9 28.4

종이․인쇄 - 31.567 - -

석유화학 116,275.5 15.467 1,798.4 186.0

비금속광물 - 7.467 - -

제1차금속 3851 10.267 39.538 0.0

조립금속․기계장비 143,585.8 7.333 1,052.9 0.8

기타제조업 3,308.3 6.833 22.6 -

원단위: 공업용수도 중장비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건교부, 1994)

〈표 4-44〉 B 원단위를 이용한 용수예측량과 실측량의 비교

구  분
입주면적

(m2)

용수원단위

(㎥/천㎡/일)

예측용수량

(㎥/일)

실측용수량

(㎥/일)

음․식료품 39,522.5 31.410 1241.4 291 

섬유․의복 5,090.7 33.400 170.0 28.4 

종이․인쇄 - 39.770 - -

석유화학 116,275.5 15.010 1,745.3 186.0 

비금속광물 - 7.980 - -

제1차금속 3,851.0 28.220 108.7 0.0

조립금속․기계장비 143,585.8 0.960 137.8 0.8 

기타제조업 3,308.3  원단위없음 - -

원단위: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건교부․산자부․한국토지공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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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5〉 C 원단위를 이용한 용수예측량과 실측량의 비교

구  분
입주면적

(m2)

용수원단위

(㎥/천㎡/일)

예측용수량

(㎥/일)

실측용수량

(㎥/일)

음․식료품 39,522.5 19.2 758.8 291 

섬유․의복 5,090.7 13.9 70.8 28.4 

종이․인쇄 - 6.4 - -

석유화학 116,275.5 15.4 1,790.6 186.0 

비금속광물 - 9.8 - -

제1차금속 3,851.0 8.4 32.3 0.0

조립금속․기계장비 143,585.8 8.0 1,148.7 0.8 

기타제조업 3,308.3 8.3 27.5 -

원단위: 중수도 시설기준 및 관리방안 등 마련에 관한 연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1)

〈표 4-46〉 A 원단위를 이용한 폐수발생 예측량과 실측량의 비교

구  분
입주면적

(m2)

예측용수량

(㎥/일)

폐수화율

(%)

예측폐수량

(㎥/일)

실측폐수량

(㎥/일)

음․식료품 39,522.5 708.6 42.9 304.0 271.4

섬유․의복 5,090.7 145.9 58.66 85.6 28.4

종이․인쇄 - - 39.77 - -

석유화학 116,275.5 1,798.4 15.01 269.9 20.8

비금속광물 - - 7.98 - -

제1차금속 3851 39.538 28.22 11.1 0.0

조립금속․기계장비 143,585.8 1,052.9 0.96 10.1 0.8

기타제조업 3,308.3 22.6 80
주)

18.1 -

원단위 : 공업용수도 중장비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건교부, 1994)

폐수화율 :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건교부․산자부․한국토지공사, 1998)

주) 임의로 폐수화율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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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공업용수도 중장비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의 원단위를 적용한 

폐수배출량 예측치와 실측치의 비교

〈표 4-47〉 B 원단위를 이용한 폐수발생 예측량과 실측량의 비교

구  분
입주면적

(m2)

예측용수량

(㎥/일)

폐수화율

(%)

예측폐수량

(㎥/일)

실측폐수량

(㎥/일)

음․식료품 39,522.5 1,241.4 42.9 532.6 271.4

섬유․의복 5,090.7 170.0 58.66 99.73923 28.4

종이․인쇄 - - 39.77 - -

석유화학 116,275.5 1,745.3 15.01 261.9688 20.8

비금속광물 - - 7.98 - -

제1차금속 3851 108.7 28.22 30.66815 0.0

조립금속․기계장비 143,585.8 137.8 0.96 1.323287 0.8

기타제조업 3,308.3 - - - -

원단위 :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건교부․산자부․한국토지공사, 1998)

폐수화율 :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건교부․산자부․한국토지공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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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의 원단위를 적용한

            폐수배출량 예측치와 실측치의 비교

〈표 4-48〉 C 원단위를 이용한 폐수발생 예측량과 실측량의 비교

구  분
입주면적

(m2)

예측용수량

(㎥/일)

폐수화율

(%)

예측폐수량

(㎥/일)

실측폐수량

(㎥/일)

음․식료품 39,522.5 758.8 42.9 325.5 271.4

섬유․의복 5,090.7 70.8 58.66 41.5 28.4

종이․인쇄 - - 39.77 - -

석유화학 116,275.5 1,790.6 15.01 268.8 20.8

비금속광물 - - 7.98 - -

제1차금속 3851 32.3 28.22 9.1 0.0

조립금속․기계장비 143,585.8 1,148.7 0.96 11.1 0.8

기타제조업 3,308.3 27.5 80
주)

22.0 -

원단위 : 중수도 시설기준 및 관리방안 등 마련에 관한 연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1)

폐수화율 :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건교부․산자부․한국토지공사, 1998)

주) 임의로 폐수화율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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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중수도 시설기준 및 관리방안 등 마련에 관한 연구의 원단위를 

적용한 폐수배출량 예측치와 실측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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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수질분야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

수질분야 향평가내용과 사후환경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용수 및 하‧폐

수 발생량 예측방법의 다양성과 비현실성, 수질오염 저감방법과 저감효과의 실효성 

미흡, 사후조사결과와 사후관리의 비합리성, 하천 수질관리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평가내용과 사후조사계획을 보다 구체

적이고 실효성 있게 수립하여 평가서와 사후환경 향조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

요하며, 중‧장기적으로 하천 수질관리 목적에 적합한 평가방법과 관리체계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질 조사․분석, 토사 유출량 예측과 저감대책, 하‧폐수 발생

량 예측과 처리계획, 사후환경 향조사, 수환경 관리방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 으

며, 수질분야 항목별 개선방안을 토대로 도로사업, 택지사업,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평

가사업의 개선(안)을 작성하 다.

1. 수질분야 예측방법과 하‧폐수 처리계획 개선방안

가. 하천 및 지하수의 수질 조사․분석

하천 및 지하수의 수질조사는 사업예정지구 주변 하천 및 지하수에 대한 기초 자료

로서 수질환경에 대한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공사시 및 

이용시 수질환경에 미치는 향의 변화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매우 중요

하다. 이에 수질의 조사시기, 조사지점, 조사주기 등은 현재의 수질과  공사시 및 이용

시 수질을 비교‧분석하기에 적합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하천 및 지하수 수량과 수질은 계절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갈수시, 평수시, 

풍수시 등을 고려하여 3회 이상 수질을 측정‧분석하며, 수질과 함께 수량을 측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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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하지만 교량, 터널, 도로구간별 절‧성토공사 등 각종 시설물 공사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가 있으므로 시설물이 설치기간 중에 수질을 측정‧분석해야 하다. 주변 수

환경이 양호할 경우에는 시설물이 설치기간 중 월1회 수질을 측정‧분석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도로건설시 휴게소, 단지개발시 자체 하‧폐수처리장을 설치할 경

우 처리수 배출계획지점에 대한 수량과 함께 수질(T-N, T-P 농도 포함)을 갈수시, 평

수시, 풍수시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수질 측정지점은 침사지 인접한 하천, 각종 하‧폐수처리시설에서의 처리수가 방류

되는 하천, 사업지구 우수배제 계획지점, 주변 사용중인 지하수 이용현황 등을 수질측

정지점으로 선정한다. 또한 수질 측정위치는 지형과 하천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선정

할 수 있으나, 수질측정 대상으로부터 20∼50m 이내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

질모델링을 이용하여 수질을 예측할 때는 하천의 수질뿐만 아니라 우수유출 관련 수

위 및 유량, 유역면적 및 유로연장 등 수리‧수문 현황자료를 세부적으로 조사해야 한

다.

터널공사, 휴게소나 택지 및 산업단지에서 용수공급을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할 경

우 개발지역 주변 지하수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범위는 지형과 지하수 매장

형태에 따라 조사범위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터널 주변 500m 이내

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현재의 수질과  공사시 및 이용시 수질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하천개황도를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천개황도에는 사업지역(또는 계획노선)와 수

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등고선은 제외하고, 하천과 물흐름방향을 명확히 표시

해야 한다. 또한 하천개황도에 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취수지점(주변 마

을 지하수 취수원 포함), 특정오염원(매립장, 하수처리장, 산업단지, 위락단지, 석산개

발, 골프장 등), 주변마을, 현장사무소(오수처리시설 설치지점), 우수배제 계획지점 등

을 표시하며, 사업지역(또는 계획노선)과의 개략적인 이격거리를 표기하는 것이 필요

하다. 수질 조사․분석 결과로서 계획노선 주변 수계도(하천개황도), 계획노선 주변의 

하천현황,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등 일반현황과 수질조사지점, 조사일자, 하천수질 조

사결과, 지하수질 조사결과 등을 수질측정‧분석결과와 함께 평가서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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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침사지 용량 산정방법과 설치계획

도로 및 단지개발시 절‧성토 공사나 교량을 설치할 경우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

므로 우수 유출량과 토사 유출량 예측하며, 하천으로의 부유토사 유출저감을 위하여 

가배수로 및 침사지, Sheet Pile, 오탁방지막 등의 토사유출 저감대책이 필요하다. 

1) 우수 유출량과 토사 유출량 예측방법

우수 유출량 산정방법에는 합리식, 표준유출법, 수문고선 추적법 등이 있으며, 토사 

유출량 산정방법에는 원단위, 범양토양손실공식 등이 있다.(본문 제2장-1-나. 참조). 

우수 유출량 산정방법은 시설물의 규모 및 종류와 지형과 지질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도로사업의 절‧성토 공사시에는 원단위를 이용하고, 

단지개발사업의 부지공사시에는 범양토양손실공식을 이용하여 토사 유출량을 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도로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지구 주변 하천과 인접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구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원단위 보다 범양토양

손실공식을 이용하여 토사 유출량을 세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량의 가도작업과 터파기 작업시 부유토사가 발생하며, 이들 시설물 작업은 하천

내에서 실시되므로 부유토사의 발생량과 유하거리를 예측해야 한다. 대부분의 평가

서는 터파기작업시의 부유토사량만을 예측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본의 향평

가서(일본 관서국제공항 환경 향평가서, 운수성, 1974, 1991년 수정보완)의 수치를 

원단위로 사용하여 부유토사량을 산정하고 있는데, 기초시공공법을 고려하여 적절한 

원단위 또는 예측방법을 선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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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가도 및 터파기 작업시 부유토사 발생원단위

구       분  가도 설치시  터파기 작업시

토공작업량

부유토사 발생 원단위

부유토사 발생량

100m 3/hr

5㎏/m 3

0.139㎏/sec

25.0m 3/hr

85.0㎏/m 3

0.590㎏/sec

 자료) 일본 관서국제공항 환경 향평가, 운수성, 1974, 1991년 수정보완

부유토사의 오탁확산에 대한 예측시에는 하천유량과 유속을 고려하여 예측방법을 

선정한다. 유속이 빠르거나, 계획노선과 인접한 하천의 하류(5㎞ 이내)에 상수원보호

구역, 수변구역,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청정지역이 있을 경우 입도분석을 실시하

고, 확산예측모델을 적용하여 유하거리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하천으로의 부유토사 유출 예측방법 및 저감대책

하천으로의 부유토사 유출저감을 위하여 절‧성토 공사와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조성할 경우 토사유출 저감대책으로는 배수로(가배수로 포함), 덮개설치 및 조기녹화, 

침사지 설치 등이 있으며, 교량 설치시 하천변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유로변경, 

Sheet Pile, 오탁방지막 등이 있다.

절‧성토 공사시에는 절토지역의 지형을 고려하여 배수구역을 세분화하고, 절토지

역 좌우 계곡부 또는 소하천 등을 고려하여 침사지를 절토지역 좌우에 설치해야 한다. 

성토부 하단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하며, 하천을 횡단하는 지역이 있는지 조사하여 하

천과 가배수로가 교차하는 지역에 소규모 침사지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취장 

또는 사토장 주변 하천 현황을 조사하여 가배수로 및 침사지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도로사업의 특성상 계획노선과 인접하여 대규모 침사지를 설치하기가 어렵다. 이

에 배수구역을 세분화하여 침사지 면적을 가능한 50㎡ 이하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단지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시 일시적으로 설치될 침사지 면적은 가능한 100㎡ 이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지역 여건상 여러개의 침사지를 설치하기가 어려울 경우 다단

계 가배수로 또는 2중 침사지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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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사지 용량은 우수 및 토사 유출량 산정을 위한 강우강도의 적용에 따라 크게 달

라지며, 10년 빈도 이상 강우강도를 적용할 경우 우수 및 토사 유출량과 침사지 설치 

계획용량이 비현실적으로 커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10년 빈도 이상 강우강도는 일

반적인 폭우 이상의 재해에 해당되므로 이를 위하여 대규모 침사지를 설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수 및 토사 유출량 산정방법과 재

해에 대한 토사유출 방지대책에 대하여 중기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재로서는 예측된 침사지 용량을 기준으로 지형 여건에 맞게 다단계 가배수로 및 이중 

침사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기시 비닐덮개 설치 및 조기녹화를 철저히 실

시한다면 상당한 토사유출 저감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저감효과와 침사지 

용량과의 상관관계는 단기적으로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량 공사시 하천으로의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가도 또는 가교, 축도, 가배수로 및 

침사지, 유로변경, 오탁방지막, 우물통공법 등이 있다. 가도보다는 가교 설치시 토사 

유출량이 적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량적으로 제시된 자료는 없다. 교량 설치시 

토사 유출량은 수로내 교각 설치수, 하천의 형태와 유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이를 세분화하여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에 교량 공사시 토사유

출에 대한 현장 분석을 통하여 여러 가지 경우의 예측방법을 중장기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같이 토사유출 예측량과 침사지, 오탁방지막 등 저감방안에 대한 저감효과는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천의 수질관리 측면에서

는 공사시 수질 조사시기, 조사지점 등을 세분화하여 수질 측정‧분석을 강화하고, 공

사시 하천의 부유물질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즉 교량별로 유

로변경, 오탁방지막 등의 저감시설 위치,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면을 작성하

고, 교량이 설치되는 하천의 수질 측정지점은 가능한 50m 이내, 또는 오탁방지막 외

각지점을 선정하도록 한다. 또한 부유토사의 유하거리와 저감방안을 고려하여 가능

한 현재의 부유물질 농도보다 SS 10∼25㎎/ℓ(수질기준 Ⅰ등급 이하)이 초과되지 않

도록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하며, 부유물질 유지목표농도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경우 

추가적인 저감대책(우물통공법, 오탁방지막 등)을 수립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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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설치된 교량은 대부분 교면에서의 우수가 하천 수로에 직접 유입되도록 설계

되어 있다. 이는 이용시 교량 노면으로부터 유출되는 우수에는 차량기름 등 오염물질

이 포함될 수 있다. 이에 교량 노면에서의 오염물질이 하천 수로에 직접 유입되지 않

도록 초기우수를 하천 바깥쪽으로 배수하는 계획과 처리계획(유수분리와 침전물 제

거 등)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우수량이 크게 산정될 경우 배수관의 크기가 

비현실적으로 커지므로 초기강우량을 5∼10㎜로 적용하여 일부 초기우수를 구간별 

육교형 배수관을 통하여 수로 바깥쪽(하천변)에 배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또

한 교량 구간별 종단구배를 고려하여 양방향 배수, 여러개의 배수관 설치 등의 방안

을 생각할 수 있다. 수로폭이 크지 않은 하천은 배수관경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초기

우수가 수로내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관 설치(크기 및 위치), 교면배수 차집방법, 

유수분리와 침전물 제거방법 등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초기우수 배수 및 처리계획(집수정 설치 등)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우수 처리방법으로 식생형, 장치형, 처리형 등이 있으나, 각 방법별 처리량, 부

유물질 제거효과, 용해성 오염물질(BOD, T-N 등) 제가효과 등에 장‧단점이 있으므로 

각 구간별 하천변 특성과 우수유출량을 고려하여 처리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그림 5-1〉 교량 배수관 설치계획(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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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초기우수 처리시설별 비교. 검토

관리유형 장          점 단           점

저 류 형

(저류조)

∙강우유출수의 수질과 수량 모두를 

조절하는 가장 저렴한 수단

∙비교적 대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함

∙용존성 오염물질은 제거효율 적음

침 투 형

(침투조)

∙자연배수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안 

해당지역이 자연수 균형을 유지

∙지역이 홍수피크를 감소

∙지하수 재충전

∙부적절한 설계로 인한 실패율이 높

고 관리요구가 높음

∙부적절하게 관리되면 냄새, 모기, 수

화 등으로 불쾌감을 유발

∙고농도의 오염물질부하나 침전물 

부하를 처리하는데는 부적절

∙토양층내에서 처리되지 않은 오염

물질에 의해 지하수 오염을 유발

식 생 형

(식생

여과대)

∙강우로부터 토양을 보호함으로써 

침식물 생산량을 감소시킴

∙유속이 감소됨에 따른 여과, 흡수 

그리고 중력침전으로 부유성 침전

물이 제거

∙오염물 제거에 필요한 이상적 환경

이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함.

∙수질조절을 위해서는 저정과 침투

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가 있음.

∙오염물제거를 위한 일정규모의 토

지가 필요함.

장 치 형

(여과조)

∙부유성 고형물과 고형물에 부착된 

오염물질 제거 가능

∙박테리아 및 조류 제거에도 효과적

임

∙다양항 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음

∙모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재 적용

이 가능

∙대규모 배수지역에서는 부적합

∙여층관리가 처리효율에 직접적인 

향을 주므로 정기적인 여층삭취 

및 교체가 요구됨

∙유입부에 전처리 시설(침전)이 요구

됨

∙불투수성 지역에서만 적용 가능함

처 리 형

(응집･

침전법)

∙하수처리형의 다른시설보다 가장 

간단

∙BOD, SS, T-P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효과를 얻을 수 있음.

∙침전시간의 단축을 위한 초고속응

집 침전법의 개발로 소요부지를 최

소화 시킬 수 있음

∙설치장소에 제약없음

∙기술의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음.

∙관리인 배치와 상시 관리가 필요

∙약품비 및 동력비 등 운전비가 소요

됨

∙슬러지 발생 및 처분에 대한 문제점

이 있음.

∙주민과의 친화성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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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폐수 발생량 예측방법과 처리계획

하‧폐수 발생량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산정될 경우 하‧폐수 처리수가 사업지구 주

변 하천의 하류지역에 미치는 수질 향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각종 하‧폐수발생 예측량과 실제 발생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과 하‧폐수 처리시설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다양한 하‧폐수 발생량 산정방법과 적용방법이 중장기적으로 개

발되어야 한다. 또한 하‧폐수 처리수가 하천에 미치는 향을 단순혼합식이나 경험식

이 아닌 수질모델을 이용하여 수질을 예측‧평가해야 하나, 이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

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하‧폐수 발생량 산정방법의 효과적인 적용방법과 가능한 수질

모델링 이용한 수질예측의 확대를 위한 적용대상의 확대, 실효성 있는 수질오염 저감

방안의 계획수립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 다.

개발사업 공사시 하‧폐수가 발생하는 대상으로 공사기간 중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시설, 휴게소 오수처리시설, 터널폐수 처리시설과 이용시 설치‧

운 되는 택지 및 산업단지내 하‧폐수처리시설 등이 있다. 

1) 공사시 오수 발생량 예측방법과 처리계획

공사시 오수 발생량 예측하기 위해서는 공사 근무인력을 산정해야 한다. 공사 근무

인력은 공사 금액별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에 따라 상주인원과 비상주인원을 구분하

여 현장근무인력을 산정, 기본설계보고서에 제시된 인력수급계획을 토대로 상주인원

과 비상주인원을 구분하여 산정, 유사한 규모의 사업인력수급현황을 참조하여 산정

하는 방법이 있다. 현장근무인력의 산정에 있어 「건축용도별 처리인원 산정기준(공

업진흥청 고시 제91-1090호)」에 의한 방법과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

법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 2001-168호)」중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후자의 방법은 단독정화조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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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현장에 분뇨처리를 위한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현장에서의 오수발생시설은 현장사무소, 식당, 합숙소, 작업소 등으로 한다. 비상주

인원의 세면용수 및 화장실용수를 오수발생량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작업소의 경우에

는 현장에 설치계획이 없어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한다.

공사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대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 또는 연

계처리하기 때문에 오수가 수용하천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

다. 그러나 향예측을 통해 저감대책을 수립한다는 원칙 하에서 미처리시의 향에 

대해서도 예측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도 사고나 재난에 의해 

또는 처리시설의 처리효율감소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미처리 상황을 예측한다는 차

원에서 꼭 필요하다. 

공사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수용하천에 미치는 향을 예측할 때에는 다음

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공사시 수질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미처리시 

향에 대해 예측한다. 둘째 단순혼합공식과 유하거리에 따른 오염물질예측공식을 

이용하여 방류지점의 향과 유하거리별 향을 예측한다. 유하거리에 따른 향을 

예측할 때에는 갈수시, 평수시, 풍수시로 구분하여 예측한다. 셋째 예측범위는 원칙적

으로 방류지점으로부터 유하거리 1km로 한다. 미처리시의 ‧향에 대해 예측한다. 

공사시 발생하는 오수를 수거하여 위탁‧처리하거나, 인접한 하수관거에 유입처리할 

경우 방류하천에 미치는 수질 향예측은 필요없다. 

  ▪단순혼합공식

(4-1)
C(mg/L)=

Q11+Q22
Q1+Q2

      여기서, C：혼합지점의 BOD농도(mg/L)

       Q1：오수발생량(m
3/d)

       Q2：하천유량(m
3/d)

       C1：오수 BOD농도(mg/L)

       C2：하천 BOD농도(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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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하거리에 따른 오염물질예측공식

(4-2)BODt=Lo10
-k×t  

         여기서, BODt ：t시간 유하후의 BOD농도

            Lo：초기 혼합지점의 BOD농도

    k：탈산소계수(1/d)

    t：유하시간(d)

탈산소계수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산정 할 수 있다. 현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의 경

우는 약 0.15를 준용해도 된다. 하천에서 실측한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류의 

유입이나 유출이 없어야 하며, 실측범위내 여러 지점을 실측하고, 그 기울기로 탈산소

계수를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오수가 유입되어 혼합된 상태에서 실측하여야 하기 때

문에 올바른 값을 측정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하천수량이 달라지면 탈산소 계수값도 

변하기 때문에 올바른 값을 측정하기가 어렵다. 

〈표 5-3〉 오수종류에 따른 탈산소계수(k)

오수의 종류 k(1/d)

가정오수

약오염(〈100) 0.15

평균(100∼250) 0.15

강오염(〉250) 0.15

하수처리장 배출수
최초침전지 0.15

최종침전지 0.05∼0.15

하    천

1∼4 0.04∼0.1

〉4
얕은 하천 0.06∼0.24

깊은 하천 0.12∼0.24

자료) 환경 ASSESSMENT MANUAL, 일본환경기술연구회, 1978

오수 처리수의 방류수질기준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오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수질

기준) 제1항 [별표 1] [개정 1999]에 준하여 설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BOD 및 SS를 

20㎎/ℓ 이하로  처리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한 상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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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수변구역, 수량이 적고 수질이 양호한 하천(2ppm 이하) 등에 인접한 지역에 오수

처리시설이 불가피하게 설치될 경우 오수 처리수가 주변 하천에 미치는 향을 예측

하고, 오수 처리수의 방류수질기준을 강화하여 BOD 및 SS를10㎎/ℓ 이하로  처리하

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처리수의 방유수질기준을 BOD 10㎎/ℓ 이하로 계획할 경

우 처리수는 화장실 청소수, 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방안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

하다.

현장사무소의 오수처리시설은 가능한 수질이 양호하고, 수량이 많은 하천과 저수

지에 인접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하천과 인접하여 현장사무

소가 설치될 경우 우수유출로 인한 하천으로의 오염물질 유입될 수 있으며, 오수 처

리수의 농도 및 방류하천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여 관리하기가 어려워진다.

오수처리시설에는 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 자체 오수처리시설 등이 있으나, 단독

정화조는 처리효율이 낮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현장사무소 주변에 기존 하수

관로가 있을 경우 유입‧처리하고, 오수 발생량이 소량(2∼3㎥/일 이하)일 경우 가능

한 수거‧위탁처리하는 계획이 바람직하다.

오수 처리수의 배출되는 하천(20∼30m 이내)에 대한 수질을 공사시 정기적으로 측

정‧분석하며, 수질 측정시기는 갈수시, 평수시, 풍수시를 고려하여 분기 1회 실시해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한 상류지역, 수변구역, 수량이 적고 수질이 양호한 하천 

등에 인접한 지역에 오수처리시설이 불가피하게 설치될 경우 공사시 수질을 월 1회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휴게소 오수 발생량 예측방법과 처리계획

휴게소 오수 발생량 예측은 용수사용량으로부터 예측한다. 용수사용량에 오수전환

율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급수유달율 및 지하수유입 등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급수 유달율을 고려한다. 또한 오수발생 원단위를 이용한 오

수 발생량도 예측하고, 예측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용수사용량으로부터 

구해진 오수 발생량과 비교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수 발생량을 제시할 때에

는 성수기와 평일 즉 평균 발생량과 최대 발생량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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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배출오수의 농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BOD, COD, SS, T-N, T-P 등에 대한 

농도를 예측하고, 각 항목에 대하여 오염부하량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게소

는 대부분 하천의 수질이 양호한 곳에 설치되므로 질소, 인에 대한 농도를 예측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배출오수의 농도도 유사시설의 자

료 또는 휴게소 정화시설에 대한 조사자료를 인용하고, 오수 발생량도 평균․최대로 

구분해야 한다.

사업지구에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오‧하수 처리량이 하천에 미치는 

향을 예측한다. 배출량이 적거나 수용하천이 소하천으로 자료가 빈약한 지역은 단순

혼합공식과 유하거리에 따른 오염물질 예측공식을 이용하여 방류지점의 향과 유하

거리별 향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용하천의 인근 하류(5∼10㎞ 이내)에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청정지역, 동‧식물 서식지로서 보전가

치가 있는 수량이 적은 하천이 위치할 경우 경우에는 수질모델을 적용하도록 한다.

휴게소에서 필요한 용수가 지하수를 개발하여 공급될 경우 지하수 향조사를 실

시한다. 지하수 향조사에는 지하수 조사공 위치, 함양량 평가, 주변 지하수원 현황

(위치, 착정심도, 일일 및 연간 사용량 등), 양수시험, 적정 채수량, 장기 양수시 수위

회복시험(대수성 수리상수), 최대 예정 채수량에 따른 주변 관정의 향 등이 필요하

다.

휴게소가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동법 제6

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마친 마을하수도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있을 경우 공공처리시설로 오

수를 유입‧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게소 위치가 하수처리대상 구역 외에 위치하

고 있어 오․폐수의 유입처리가 어려운 경우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이하 하수처리시

설)을 설치한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활성슬러지법, 장기폭기법, 회전원판법 및 접촉산

화법 등에 대하여 비교하면 아래와 같으며, 이들 처리공정은 방류수질기준 BOD 

20mg/L정도일 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류수질기준 BOD 10mg/L이하일 경

우에는 후단에 여과, 흡착공정 등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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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오수처리공법의 비교

구     분 활성슬러지법 장기폭기법 회전원판법 접촉산화법

BOD부하

(kg/㎥ㆍ일)
0.3∼0.6 0.1∼0.4 5∼12 0.25∼0.5

부하변동 불안정 불안정 안정 비교적 안정

BOD제거율(%) 85∼95 85∼95 80∼90 85∼95

슬러지반송율

(%)
25∼50 75∼150 - -

수온변동 비교적 안정 비교적 안정 4℃이상필요 비교적 안정

슬러지발생량 대(0.4∼0.6) 소 중(0.3∼0.4) 소

N, P제거 불가능 불가능 소량가능 불가능

처리대상 대규모 중규모 소ㆍ중규모 소ㆍ중규모

시설면적 중 대 소 중

운 관리 용이 약간용이 용이 용이

관리시스템 복잡 복잡 복잡 복잡

기술필요성 대 대 중 중

문  제  점

ㆍ슬러지 발생량

이 많고 처리가 

힘들다

ㆍ송풍에 의한 

소음 피해 예상

ㆍ송풍에 의한 

소음 피해 예상

ㆍ슬러지 반송에 

유의

ㆍ슬러지에 특 

별한 주의를 요

함

ㆍ국내설치

실적이 적다.

ㆍ접촉매체에 과

다한 미생물막이 

형성 및 탈리로 

처리수의 수질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음

휴게소에서의 오수 발생량은 평수기와 성수기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

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용량, 유량조정조, 처리방법 등이 실시설계에 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휴게소는 대체로 산림과 하천이 양호한 지역에 설치되므로 오수 처리수의 방류수

질기준을 강화하여 BOD 10㎎/ℓ 이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T-N의 처리방법

을 고려하여 처리시설 설치계획과 주변 하천의 수질(BOD, SS, T-N 등)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방류수역의 부 양화가 문제되면서 수생식물의 양염류 제거가 오수처리의 중요

한 사항으로 대두되었다. 질소, 인을 함유한 방류수는 하천에서 조류와 수생생물 성장

을 촉진하여 호소의 부 양화를 가속시킬 수 있고, 심미적인 면에서 불쾌감을 줄 수 

있다. 현재 방류수 수질기준 상 질소, 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질소․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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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수생태의 오염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지조건이 가능하면 습지조성을 통한 식물의 자정을 통해 대체할 수도 있다. 습지식

물을 이용한 정화로 침전․흡착 등의 물리화학적 작용이나, 저습지의 생태계에 관련

한 생물화학적 작용으로 입자상 양염의 침전․흡착 및 인의 불활성화 작용 및 퇴적

물중에 서식하는 탈질균에 의한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의 탈질작용, 유수, 퇴적

물 표면, 수생식물의 표면 등에 서식하는 종속 양세균에 의한 유기물의 무기화 작용 

등으로 질소화합물의 질산화, 인의 토양흡착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5-2〉 인공수초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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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인공습지도 예

오수발생량, 오수처리시설 설치위치, 처리수 방류지점 등을 사후환경 향조사 결

과보고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오수 처리수가 배출되는 하천

(처리수 배출지점 20∼30m 이내)에 대한 수질을 공사시 정기적으로 측정‧분석할 계

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질 측정시기는 갈수시, 평수시, 풍수시를 고려하여 분기 1회 

실시한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한 상류지역, 수변구역, 수량이 적고 수질이 

양호한 하천 등에 인접한 지역에 오수처리시설이 불가피하게 설치될 경우 공사시 수

질을 월 1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폐수 처리수의 재이용은 용수의 공급량과 방류수량을 감소시키고, 방류하천의 

수질개선에도 효과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휴게소 오수 처리수는 반

드시 수도법 중수도 수질기준에 의한 수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용도에 재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사용용도는 화장실 세정수, 살수, 스키장 제설수, 조경용도, 

공장부지 청소수 등 비음용 잡용수와 농업용수로 사용될 수도 있다. 오수 처리수 재

이용할 경우 재이용량에 따라 처리수의 저류조 용량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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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중수도 수질기준

구 분 수세식 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

용수

대장균군수
검출되지 

아니할 것

검출되지 

아니할 것

검출되지 

아니할 것

검출되지 

아니할 것

잔류염소

(결합)

0.2㎎/ℓ

이상일 것

0.2㎎/ℓ

이상일 것
-

0.2㎎/ℓ

이상일 것

외 관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탁 도
2NTU를 넘지 

아니할 것

2NTU를 넘지 

아니할 것

2NTU를 넘지 

아니할 것

2NTU를 넘지 

아니할 것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10㎎/ℓ를 넘지

아니할 것

10㎎/ℓ를 넘지 아

니할 것

10㎎/ℓ를 넘지 아

니할 것

10㎎/ℓ를 넘지 아

니할 것

냄 새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pH 5.8∼8.5 5.8∼8.5 5.8∼8.5 5.8∼8.5

색 도
20도를 넘지

아니할 것
- -

20도를 넘지 아니할 

것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Mn기준)

20㎎/ℓ를 넘지

아니할 것

20㎎/ℓ를 넘지

아니할 것

20㎎/ℓ를 넘지

아니할 것

20㎎/ℓ를 넘지

아니할 것

자료：환경부. 2001.「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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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중수도처리시설 예시도

3) 터널폐수 발생량 예측방법과 처리계획

터널폐수  발생량은 굴착용수뿐만 아니라 지하수 유출량을 고려하여 예측해야 한

다. 터널 작업시간과 작업거리만을 기준으로 폐수 발생량을 산정하면 안되며, 터널 

전체 길이에 대하여 폐수 발생량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일방향굴착과 양방향

굴착에 따라 터널의 시점과 종점에 터널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터널 공

사시 폐수 발생량은 지형 및 지질과 지하수 매장 형태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설계자료의 최소치 0.500㎥/min․㎞이상으로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계획노선과 인접한 하천의 하류(5㎞ 이내)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

구역,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청정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터널폐수 처리수가 인접

하천 및 지하수에 미치는 수질 농도변화를 예측해야 한다.

  ‧ 실측자료 : 25∼2,593㎥/일․㎞(0.017∼1.800㎥/min․㎞)

  ‧ 문헌자료 : 800∼8000㎥/일․㎞(0.555∼5.555㎥/min․㎞)

  ‧ 설계자료 : 720∼4320㎥/일․㎞(0.500∼3.00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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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터널 용출수량 조사결과(단위 : ㎥/일․㎞)

구         분 최대 최소 평균 비        고

설계

자료

고속도로 터널설계 실무 자료집 2,160 720 1,440 한국도로공사(1995년)

 도로설계요령(제4권 터널) 4,320 2,880 3,600 한국도로공사(2002년)

문헌

자료

Physical＆Chemical

Hydrogeology
8,000 3,000 5,500 -

수로터널의 설계와 시공 2,000 800 1,400 -

실측

자료

울산 공업용수로 실측조사 80 49 64 -

용담댐 수로터널 실측조사 40 25 34 1994년

용담댐도수로 실측조사 700 - 100∼140 1996년

천도수로 실측조사(제3사갱)

                   (제1사갱)

2,593

2,223

1,114

2083

1,881

2,153
-

자 료 : 1. 터널공사중 발생하는 오탁수처리방안 연구, 1995, 한국수자원공사

     2. 고속도로 터널설계 실무자료집, 1995년, 한국도로공사

       3. 도로설계요령, 2002, 한국도로공사 

터널 공사시 발생하는 폐수를 침사지에서 간이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고 판단되므로 폐수 발생량에 적합한 침사조, 집수정, 반응조 등의 용량을 산정하고, 

실시설계에 반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터널 폐

수 발생량 원단위는 매우 다양하며, 실제 폐수 발생량도 지형여건과 지하수 매장형태

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적합한 예측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하

지만 사후관리 측면에서 설계자료의 최소치 0.500㎥/min․㎞이상으로 폐수발생 원

단위를 적용하여 처리시설 용량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공사시 현

장여건에 따라 폐수처리시설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공사시 폐수 발생량이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저류조(일일 폐수 발생량의 2∼

3배 정도) 설치계획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폐수 처리수는 가능한 청소수, 절토사면의 

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터널, 폐수처리시설, 폐수 처리수의 방류하천 등을 사후환경 향조사시 확인 할 수 

있도록 개략적인 도면을 작성하고, 터널폐수 처리수의 방류하천(또는 농수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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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을 공사시 정기적으로 측정‧분석할  사후환경 향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터

널 착공부터 공사 완료시기를 사후환경 향조사 결과보고서에 제시하고, 공사기간 

중 인접한 하천에 대한 수질 측정‧분석은 가능한 월 1회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특

히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구역 등의 상류지역)

〈표 5-7〉 폐수배출 허용기준

  항목

 지역

1일 폐수배출량 2,000㎥이상 1일 폐수배출량 2,000㎥미만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청 정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40 이하

가 60 이하 70 이하 60 이하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나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특 례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자 료 :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터널공사로 인한 지하수맥 단절이나 지하수위 저하 등 공사시 예기치 못한 향으

로 인하여  주변 마을을 포함한 터널예정지 주변지역에 지하수 공급의 차질이 발생할 

경우 원할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대체관정 개발 등과 같은 적절한 대책을 관계기관 

및 주민과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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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관정개발을 위한 양수시험방법

구    분 특               징

단계 양수시험

∘한계 양수량 및 유출 가능량을 알기 위한 시험임.

∘여러 단계로 양수량을 구분하여 실험하며 첫째 단계에서 양수를 계

속하여 수위가 안정되면  양수량을 다음 단계로 증가함. 

∘시험결과는 양수량과 수위 강하량과의 관계를 양대수 Graph에 나타

냄. 

  이 Graph에서  곡선의 변곡점에 해당하는 양수량이 한계 양수량임.

대수층 시험

∘대수층 시험은 대수층의 투수계수, 저류계수등 대수층 성상을 파악하

기 위한 시험으로 연속시험과 수위 복지시험으로 구분함.

 - 연속시험 : 한계 양수량보다 적은 양수량에서 연속적으로 양수하여 

수위강하량과 시간과의 관계를 양대수 Graph에 도시하여 수위강하

의 변화율을 측정함.

 - 수위 회복시험 : 연속 시험종료후 회복되는 수위와 시간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시험을 수위 회복시험 이라 함.

군 정 시 험

(지하수위 변화

에 따른 부등침

하 방지 대책)

∘여러개의 우물의 지하수 안전 양수량을 구하기 위한 시험으로 여러

개의 시험위치에서 시험함.

∘개개의 정호는 각 정호이 한계양수량 이내에서 양수, 인접 정호 존재

시에는 10 - 20 cm 이상의 수위 변동시 양정의 양수량 제어함.

4) 하‧폐수 발생량 예측방법과 처리계획

가) 택지에서의 하‧폐수 발생량 예측방법 및 처리계획

오수량의 산정은 예측된 용수사용량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다. 운 시 용수 사용량 

산정은 기본계획서에서 산정된 계획 급수량을 준용한다. 기본계획서에서 제시하는 

계획 급수량의 산정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상위계획 즉, 해당지역

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또는 용수공급계획을 근거로 하여 용수량을 산정하는 방안, 해

당지역의 과년도 상수도 통계로부터 회귀분석을 통해 추세선을 작성하고 목표년도의 

계획 급수량을 산정하는 방안, 유사지역, 유사사업, 유사단지 등 비교가능한 기존사업

의 용수사용량을 근거로 용수량을 산정하는 방안이 있다. 산정된 용수량을 제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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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상기 방법들로부터 예측된 용수량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방법으로 산

정된 용수량에 대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용수량을 제시해

야 한다.

용수량은 그 근거가 명확하고 오수량에 비해 비교적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수발생 원단위를 이용하는 것보다 용수사용량을 근거로 정확한 오수 발생

량을 예측할 수 있다. 다만, 용수사용량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보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최대하수량 = 일최대급수량 × 유달률(80%) × 오수화율(80∼90%)

      + 지하수유입율(오수발생량×10∼20%)

오수화율은 대개 80∼90%을 적용하는데 유달률을 고려하면 오수화율은 90%를 적

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하수 유입율은 오수발생량의 10∼20%를 적용하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서 권고하고 있다. 오수가 오수처리시설이나 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될 

때 신설관거를 이용할 경우에는 10%를 적용하고, 지관은 신설하되 본관은 기존의 시

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20%를 적용하도록 한다. 다만, 본관이 최근에 매설되었다면 신

설관거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준 원단위를 이용한 계획 급수량으로 오수 발생량을 예측하 거나, 오수발생 원

단위를 이용하여 예측하 을 경우에는 다수의 유사시설의 오수 발생량과 비교하여 

제시하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준원단위를 이용한 계획 급수량은 신뢰도가 타 방법에 

비해 다소 낮기 때문에 오수 발생량의 예측 또한 신뢰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정을 위한 유사사례를 제시하도록 한다. 오수발생 원단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동일

한 이유로 유사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용수사용량으로부터 오수 발생량

을 예측하 다 하더라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준 원단위를 이용한 

산정결과도 제시하도록 한다

사업지구에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수질모델을 이용하여 오‧하수 처리

량이 하천에 미치는 향을 예측한다.

배출량이 적거나 수용하천이 소하천으로 자료가 빈약한 지역은 단순혼합공식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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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리에 따른 오염물질예측공식을 이용하여 방류지점의 향과 유하거리별 향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용하천의 인근 하류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환경

보전법에서 정한 청정지역, 가지역일 경우에는 배출량에 상관없이 수질모델을 적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질모델을 적용하여 향예측을 실시할 때는 하천의 경우에는 BOD, SS, TN, TP

에 대해 예측하고, 호소의 경우에는 BOD, COD, SS, TN, TP에 대해 예측해야 한다. 

수질모델을 적용하여 수용하천에 미치는 향을 예측할 때에는 해당하천에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여 예측하되 시나리오분석, 보정(calibration),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 등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입․출력자료도 동시에 제시하

는 것이 필요하다.

시나리오분석은 모델인자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최악의 경우를 설정하거

나, 최다빈도 경우를 설정할 수도 있다. 또는 수용하천이 갈수시, 평수시, 풍수시로 

구분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입력자료에 대한 보정을 수행하여

야 하는데, 이 때에는 인근 또는 해당하천의 실측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수처리계획은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할 

경우와 자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할 경우 기존 하수

종말처리장 처리대상구역, 처리대상구역에서의 하수발생량, 하수처리시설용량과 가

동율(여유용량), 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 등을 조사한다. 조사결과 필요시 하수종말처

리장 처리시설의 증설 또는 자체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지구내 자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하수처리수가 주변 하천에 미치

는 향을 검토하여 방류수질기준, 방류지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

다. 입주시기에 하수처리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 산업단지 하‧폐수 발생량 예측방법 및 처리계획

산업단지에서의 하‧폐수 발생량은 생활하수와 공업하수로 구분하여 원단위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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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산정한다. 유사한 규모의 산업단지 사례를 조사하고, 원단위를 이용한 발생량 

예측결과와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업폐수량 산정시 이용되는 원단위 근거 자료로는 산업입지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건설교통부외, 1982.2), 공업단지개발편람(건설부, 국토개발연구원, 1991년)가 있

으며, 개별 산업단지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의 폐수화율과 지하수 전환율을 적용하여 

공업 폐수량을 산정하는 방법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생활하수량은 용수사용량을 근

거로 하여 산정한다(택지에서의 하‧폐수 발생량 예측 참고). 발생폐수의 오염물질농

도는 발생폐수의 오염물질 농도는 폐수배출시설 표준원단위 조사연구(Ⅰ,ⅡⅢ)(국립

환경연구원, 1997․1998․1999)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운 시 하‧폐수 처리량이 하천

에 미치는 향은 택지개발사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하‧폐수 발생량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산정되고,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율의 변동이 크며, 시설용량의 증설 또는 폐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업폐수 발생량 예측과 처리수가 방류 하천에 미치는 향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

운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와같은 변동성이 더욱 크게 나

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LCD 등 일부 특정 생산업체는 많은 시설증설계획이 있는 반

면에 일부 산업단지는 입주율이 저조한 상태이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과 하‧폐수 처리시설의 규모와 종

류에 따라 다양한 하‧폐수 발생량 산정방법과 적용방법이 중장기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수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면적단위의 평

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하천관리를 위한 수계별 수질 총량오염관리체계기 구축되어

야 한다. 현재 환경부에서 한강, 낙동강 등 5대강을 중심으로 수질 총량오염관리계획

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현재 상태에서 수질분야 평가방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오염 저감대책의 효율적인 수립방안에 대하여 검토하 다.

산업단지 하‧폐수의 처리방법으로는 사업지구내 자체 하‧폐수종말처리장 설치하

는 방안, 공장폐수는 자체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생활하수는 주변 하수종말

처리장에 유입‧처리하는 방안, 공장폐수는 개별 공장에서 1차 처리하여 생활하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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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주변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 등의 방안 등이 있다. 

자체 하‧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경우 개별 공장폐수의 1차 처리계획(하‧폐수종

말처리장 유입수질), 하‧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질기준 등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

요하다. 하‧폐수종말처리장의 처리방법과 처리효율을 고려하여 개별공장에서의 

BOD, COD, SS, T-N, T-P,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는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별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1차 처리수와 생활하수를 혼합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킬 경우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오염부하량은 감소되지 않으나, 공장폐수의 1차 처리수와 생활하수의 

혼합수질은 낮아진다. 이에 개별 공장에서의 폐수 처리수와 오‧하수의 유입관로는 별

도로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지구의 하‧폐수종말처리장 

처리수가 주변 하천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여 방류수질기준, 방류지점 등에 대한 계

획을 수립해야 한다.

생활하수와 공장폐수의 분리하여 처리할 경우 공장폐수는 개별업체서 1차 처리 후 

자체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하고,  생활하수는 주변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

리한다. 이 경우에도 개별공장에서의 하수와 폐수를 분리하여 관로설치계획을 수립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하‧폐수를 모두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할 경우 

사업지구내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지 않고, 개별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의 1차 처리수와 생활하수를 혼합하여 사업지구 주변에 있는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한다. 이 경우 우선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대상구역, 처리대상구역에서

의 하수발생량, 하수처리시설용량과 가동율(여유용량), 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 등을 

조사해야 한다. 사업지구 개발목표년도를 기준하여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대상구

역에서의 추가 개발계획과 하수발생 예측량, 사업지구에서의 하수발생량 등을 조사

하고, 사업지구 개발목표년도에 하수처리시설 용량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

하다. 조사결과 필요시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의 증설 또는 자체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산업단지 조성시 수도법(시행령 제15조)에 준하여 중수도 설치대상 시설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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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고, 해당 시설은 수도법(제11조1항)에 의해 중수도 의무화 시설을 설치할 사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수도의 적용을 검토할 때에는 우선 경제적 타당성과 중수도 

공급방식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를 통해 공급할 수 있는 중수량을 예측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공급되는 중수로 인해 상수도급수량과 하‧폐수 발생량의 감소 정도를 예측

할 필요가 있다.

〈표 5-9〉 중수도 공급방식의 분류

구분 중수도 공급방식

개별순환방식
사무소, 빌딩등에 있어 그 건물에서 발생하는 배수를 자가처리하여 빌

딩내에서 다시 이용하는 방식

지구순환방식

비교적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좁은 지구 즉, 아파트 단지나 신규 건설

되는 주거지역 등에 있어 사업자와 건축물 등의 소유주가 공동으로 중

수도를 운 하고 해당 건축물의 수요에 따라 중수를 급수하는 방식

광역순환방식

일정지역내에서 해당지역의 빌딩과 주택 등 일반적인 중수의 수요에 따

라 중수도로부터 광역적, 대규모적으로 공급하는 방식. 주로 대규모 하

수종말처리장 유출수나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유출수를 처리하여 이용

하․폐수 처리수의 재이용은 용수의 공급량과 방류수량을 감소시키고, 방류하천의 

수질개선에도 효과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반드시 수도법 중수

도 수질기준(표)에 의한 수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용도에 재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한

다. 사용용도는 화장실세정수, 살수, 스키장제설수, 조경용도 등 비음용 잡용수와 농

업 및 공업용수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빗물을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빗물을 이용할 경우 도시 및 택지개발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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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환경 향조사 및 관리방법 개선방안

사후환경 향조사는 개발사업 공사전 예측되었던 하천 수질의 유지여부와 수질분

야 저감시설의 정상적인 설치‧운 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같은 단순 확인조

사 뿐만 아니라 평가내용과 사후환경을 비교‧분석하므로써 예측방법의 타당성를 검

토하여 평가방법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으며, 개발계획의 실효성 있는 사전검토, 

사후관리의 효율성 증대 등 하천의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가내용과 사후환경을 효과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한 수질

분야 사후조사계획(안)을 작성하 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 다.

가 . 사후환경 향조사 추진현황

1) 사후환경 향조사의 정의

사후환경 향조사는 환경 향평가서등에관한작성규정 제2조 5항에 명시된 바와같

이 사업착공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당초의 환경 향평

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행위를 말한다.

2) 사후환경 향조사의 범위 및 조사항목

사후환경 향조사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계획 등에 환경 향평가를 통

해 반 된 협의내용이 이행되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또, 환경 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 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환경 향을 조사한다. 조사결과 당해 사업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

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

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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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 향조사의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시행규칙 제4조①항)

․평가서초안에 의견통보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장이 제시한 항목(시

행규칙 제4조①항)

․평가항목별 주요평가내용 준용(사후환경조사계획 작성방법 1항)

․환경 향의 변화와 대상사업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환경 향 저감대책의 

이행여부 확인계획(사후환경조사계획 작성방법 5. 기타)

․사후환경 향조사결과 환경기준 또는 유지하고자 하는 기준 초과시의 조치계획

(사후환경조사계획 작성방법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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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환경 향조사의 법적 시행절차

사후환경 향조사의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협 의 완 료

(환경부 or 관할환경청승인기관)

※ 법 제20조(이의신청기간)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사 업 승 인

“협의내용 반 여부 확인․통보”

(승인기관→관할환경청)

※법 제21조

공 사 착 공

환경 향조사 착수

(사업자 또는 향평가대행자)

공사착공신고

(사업자→승인기관 및 관할환경청)

※ 법 제27조 

공사착공일로부터 20일이내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사업자→승인기관 및 관할환경청)

※법 제25조제2항(지정후 10일이내)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협의내용변경(사업계획변경시)

법 제24조 사업계획등의 변경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관리
※ 법 제25조제2항 관리대장 비치

【규칙 별지 제8호 서식】

환경 향조사결과 작성·제출

(사업자→승인기관 및 관할환경청)

※법 제25조제4항 매년도별 조사결과

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통보

 【환경 향조사등에관한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그림 5-5〉 사후환경 향조사 법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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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5〉 에서와 같이 사후환경 향조사가 실시됨에 있어 기관별 조치사항으

로는 다음과 같다.

◦ 사업승인기관(중앙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통보

- 확인결과 다음해 1월31까지 협의기관에 통보(신설, 시행령 제25조)

- 사업계획승인시 협의내용의 반 여부 확인 및 반 되지 않았을 때 반 하도록 

하여야 함(법 제21조①)

-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업계획 확정시 내용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변경시도 같음)(법 제21조②, 법제24조③)

- 사업장에 대한 현지 조사․확인을 통하여 협의내용 미이행 시에는  필요한 조

치 및 공사중지 명령 등을 하여야 함. 

- 공사중지 명령 후 협의기관에 즉시 통보(법 제26조)

◦ 환경부(환경관리청)

- 환경 향평가 협의내용을 결정하여 사업승인기관에 통보

- 사업장에 대한 현지 조사․확인을 통하여 협의내용 미이행 시에는  필요한 조

치 및 공사중지 요청을 하여야 함.

◦ 사업자(의무사항)

- 협의내용이행의무 : 사업계획등에 반 된 협의내용을 이행(법25조①) 

- 사업착공 등의 통보 :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이상 공사

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및 승인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법27조, 별지 10호서식) 

- 관리대장의 비치 : 사업자는 공사현장에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유지(법 제25조②)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및 자격기준(법2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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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9호 서

식】에 의하여 승인기관의 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자격기준으로 함 

- 협의내용의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서류 제출(법제25조⑦)

․ 협의내용의 이행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 및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

- 사전공사 시행의 금지에 관한 사항(법제28조) 

․ 협의․재협의 등 사업계획이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련되는 공사를 시

행하여서는 안 됨(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이하의 벌금)

사후환경 향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자가 법적 절차를 위반하 을 경우에는 과태료 

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5-10〉 사후환경 향조사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부 과 금 액(만원)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협의내용 관리대장 미비치 200 300 500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미지정 200 300 500

환경 향조사 일부 미실시 300 500 1000

환경 향조사 미실시 500 700 1000

환경 향조사 결과 허위보고 500 700 1000

환경 향조사 결과 미통보 300 400 500

피해방지조치 미이행 500 700 1000

행정조치 미이행 500 700 1000

사업착공․준공 통보 미이행 200 300 500

공사일시중지(3월이상)통보 미이행 200 3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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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업자가 협의기준을 초과하 을 경우에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토록 하

고 있는데 이는 환경 향평가 협의를 받은 사업으로서 확정된 평가협의내용에 오염

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협의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초과하여 운

하는 시설의 운 자에게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하여 환경 향평가 협의내용이 

이행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 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 규정의 폐수배출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의 폐수종말처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의 하수종말처리시설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제8호내지제10호의 규

정에의한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의 부과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료채취(점검) →  시료분석 →  조치요청 →
 조치계획서

제출
→

조치완료보고 →

 조치내용확인

및

 시료채취

→  초과부담금 부과 → 납    부

다만,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 대상시설중 환경부장관이 협의통보한 협의내용에 

협의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협의기준을 무시하고 승인내용에 협

의기준을 미 반 한 경우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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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 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환경 향조사등에관한규칙제3조 에서 환경 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을 명시하고 있다. 

 

〈표 5-11〉 환경 향 조사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제3조 관련)

조 사 대 상 사 업 조 사 기 간

1.  별표 1에 규정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다음 사업

  (1)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2)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및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소

  (3) 항만의 건설

  (4) 수자원의 개발

  (5) 비행장의 신설

  (6)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사업

  (7)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8)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  

     한 (1) 내지 (7)의 사업

  (9)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매립시설

사업착공시부터 공사완료후 

5년까지. 다만, (1)의 경우 

공사완료후에는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한 다음 해

에 한하여 환경 향조사를 

실시하되, 공사완료후 5년

이 되는 해에도 입주율이 70

퍼센트에 도달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 해에 환경

향조사를 실시한다. 

 2.  별표 1에 규정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위의 제1호에 규정된 사업외의 사업

사업착공시부터공사완료시

까지

자료：환경 향조사등에관한규칙 별표1

〈표 5-12〉 조사항목별 조사기준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역 조사지점
조사

방법

조사

주기

수질 공사시

운 시

환경기준항목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

향이 없거나  경미한 

항목은 제외 할 수 있다)

〃

사업시행에 따

라 향을 받

을 것으로 예

상되는 지역

〃

환경 향

평가시 조

사예측한 

지점

〃

수질오염

공정시험

방법

〃

분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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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후환경 향조사 추진현황

사후환경 향조사 실시현황을 년도별로 살펴보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표 5-13〉 협의내용 이행관리 사업장 현황

년도별 지방청
대상

사업장

사후관리

계획사업장

점검

사업장

미이행

사업장수

협의내용 

이행촉구

공사

중지

합계 2031 1817 651 629 25

2001 소계 938 464 499 129 127 3

경인청 156 24 55 17 17 1

낙동강청 249 108 108 18 18 0

금강청 162 68 34 12 11 1

산강청 108 98 108 29 28 1

원주청 146 38 57 23 23 0

대구청 76 76 81 6 6 0

전주청 41 52 56 24 24 0

2002 소계 974 479 527 187 177 10

경인청 142 26 45 16 16 0

낙동강청 268 104 104 74 64 10

금강청 176 57 44 7 7 0

산강청 122 111 122 25 25 0

원주청 156 65 74 24 24 0

대구청 71 71 88 13 13 0

전주청 39 45 50 28 28 0

2003.8말 소계 981 592 312 151 146 7

한강청 76 44 26 9 9 0

경인청 90 29 34 27 27 0

낙동강청 295 138 28 41 38 3

금강청 176 62 35 5 3 2

산강청 71 110 71 29 29 0

원주청 148 76 32 8 8 0

대구청 72 72 48 20 20 0

전주청 53 61 38 1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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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별로 1명당 100∼200건의 사업장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고 인력부족으로 

종합점검 및 합동점검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환경 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4〉는 사업장별 협의내용 미이행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2002년 기준 사업

장 점검건수 중 30.2%가 협의내용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4〉 사업장별 협의내용 미이행 현황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상

전 체
45.6

(214/469)

36.4

(209/506)

38.5

(210/545)

28.3

(151/532)

30.2

(170/562)

37.4

(89/238)

공 공
48.6

(171/352)

41.2

(161/391)

37.8

(158/418)

26.5

(109/411)

32.1

(139/433)

38.2

(71/186)

민 간
36.8

(43/117)

417

(48/115)

40.9

(52/127)

34.7

(42/121)

24.0

(31/129)

34.6

(18/52)

단위 : % (미이행건수/사업장 점검건수)

나. 사후환경 향 조사계획 개선방안

수질분야에서 평가내용과 사후환경을 효과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질 

조사시기, 조사지점, 조사기간, 조사항목이 개별 시설물 설치규모와 종류에 따라 세분

화되어야 하며,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시설물의 세부항목을 효과적으로 확인‧검증하

는 것이 필요하다.

수질분야 평가내용과 사후환경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질 뿐만 아니라 하천

의 유황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터널공사시 또는 휴게소나 단지조성시 지하수를 

개발하여 용수를 공급할 경우 사업지구 주변 사용중인 심정의 지하수위 등 수리‧수무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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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및 지하수 수량과 수질은 계절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갈수시, 평수시, 

풍수시 등을 고려하여 분기 1회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한 상류지역, 수변구역, 수량이 적고 수질이 양호한 하천 등에 인접한 지역에 하‧

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될 경우 공사시 수질을 월 1회 실시한다.

교량, 터널, 오수처리시설, 침사지 등 시설물 공사시기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수질 

조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로이설, 제방보강, 심정개발, 

사업지구내 교량공사 등은 착공부터 공사완료시기를 사후환경 향조사 결과보고서

에 제시하고, 시설물이 설치되는 시기에는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로 구분하여 수량과 

수질을 측정‧분석하고, 유황과 사업지구 주변 사용중인 심정의 지하수위 등 수리‧수

문 현황도 동시에 실시한다.(특히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구역 등의 상류지역)

수질 조사항목은 시설물과 저감시설 및 저감방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선정될 수 

있다. 예를들어 침사지와 인접한 하천(농수로)와 공사시 오수처리수의 방류지점(유량, 

온도 pH SS, BOD), 휴게소 오수처리수와 하‧폐수 처리수 방류지점(SS, BOD, T-N, 

T-P, 중금속 등 특정 유해물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과 인

접한 상류지역, 수변구역, 수량이 적고 수질이 양호한 하천 등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하천 수질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2000년)에 제시된 모든 수질항

목을 측정‧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질 측정지점은 침사지, 오수 처리수 방류지점, 하수 처리수 방류지점 등으로부터 

20∼50m이내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처리수 방류량, 하천의 유황과 유속에 따라 수

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부유물질 유발시설이나 처리수가 방류되는 지점과 

인접한 구역의 수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천개황도에 수질 조사지점과 주변 현황

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후환경 향조사시 수질조사지점이 변경될 수 있으므

로 이를 하천개황도에 표시해야 한다.

공사시 수질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침사지 부유토사 제거효과

를 고려하여 인접한 하천(농수로)의 현재 부유물질 농도보다 10∼25㎎/ℓ(수질기준 

Ⅰ급 이하)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유물질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유물질 유지목표농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경우 추가적인 저감대책(침사지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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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또는 추가 설치, 하천 유입부에 저류조 설치 등)을 수립해야 한다.

하수 처리수가 배출되는 방류하천에 대한 수질 유지목표농도는 갈수기 예측된 농

도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 향평가시 조사결과, 무처리시 향

예측, 저감시설 설치시 향예측, 사후환경 향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할 계획을 수립

해야 한다.

환경 관련 시설물과 관리 대상 항목이 실시설계 및 예산에 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표)를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질저감시설중 실

시설계 및 실시설계예산에 반 되는 항목으로는 산마루측구 가배수로, 간이침사지, 

오수정화시설, 터널폐수처리시설, 수로박스 및 횡배수관, 수로 및 용수로 이설 등이 

있으며, 교량 설치시 가도(또는 가교, 축도), 오탁방지막, Sheet Pile 등이 있다.

〈표 5-15〉 수질오염 저감시설의 실시설계 및 실시설계예산(사례)

실시설계예산(안) 구    분 환경시설비용 실시설계서 추가비용

지형‧지질
사토장 3,595 2,100 1,495

지하수 향저감 (263) - (263)

동‧식물
운하내 조경 5,216 - -

수생태계 보호대책 389 ○ 389

대기질

수질오염

오수방류 관로 13,099 13,099 -

오수정화시설 xxx xxx xxx

터널(B/P장) 

폐수처리장
○ ○ ○

토사유실방지망(비닐덮

개)
xxx - xxx

수로박스 및 횡배수관 ○ ○ ○

수로및용수로 이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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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후환경 향 관리방법 개선방안

사후환경 향조사와 관련하여 수질조사의 시기 및 시점, 조사항목 부적정, 협의내

용의 불확실성과 관리의 한계, 조사바용 및 사후관리 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

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가내용과 사후환경을 비교‧분석 수질조사계

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조사의 시기 및 시점과 조사항목을 시설물 종류에 따라 다소 

세부적으로 제시하 으며, 평가결과와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할 것을 제안하 다. 또

한 협의내용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질관련 각종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실시

설계 및 예산서와 비교‧검토할 것을 제안하 다(사후환경 조사계획 개선방안).

사후환경관리의 문제점으로 사후환경 조사비용의 부족, 사후환경 및 협의내용 관

리인력 부족,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 미흡과 형평성 결여, 사전공사 방지대책 

미흡 등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후환경 조사비용의 현실화, 사후관리 예산

확대 및 인력확충, 사전공사 관리규정 강화 및 과징금 부과. 사후환경 전담기관의 제

도화 등의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수질분야 향평가와 사후관리의 근본적인 

목적이 하천의 수질관리에 있는 것을 고려하여 관리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주요하다

고 판단된다. 즉 하천의 수질관리와 수질분야 시설물의 관리를 구분하여 관리주체를 

다르게 하는 것이다. 

수질관련 시설물에 대한 실시설계 및 예산서를 별도로 작성할 경우, 이에 대한 이

행여부와 변경관리 등은 환경뿐만 아니라 토목‧설계 등의 전문지식이 요구될 것이다. 

이에 수질관련 시설물의 관리는 시공자와 견제관계가 있는 별도 감리업체를 활용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감리업체에 환경기술인력을 의무적으로 수용

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환경감리업체나 사후관리 전담기관을 운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수질관련 시설물과 분리하여 수질관리를 할 경우 수계중심의 수질 관리방법을 강

화해야 한다. 수질분야 환경 향평가와 사후환경 향조사의 목적은 각종 개발사업으

로 인한 하천의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천에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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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 수질의 조사‧분석과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개별 개발사업에 

대한 수질 향평가와 사후관리가 아니라 면적을 대상으로 수계관리가 필요하며, 이

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중‧소의 하천에 대한 수질모델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 베를린(구동독) 환경과의 경우 20여년 전부터 2명의 담당자가 하천과 관련된 

현황자료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수질모델링(QUAL2)을 수행하면서 변경‧개발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수질관련 시설물의 설치‧운 은 대부분 사업자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

수계중심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수질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부에서는 한강, 낙동강 등 5대강에 대한 수질 총량오염관리를 계

획하고 있는 바, 이와 연계하여 중소규모의 모든 수계에 대해서 수계별‧위치별 유지

목표농도를 설정하여 하천의 수질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수

계에 대해서 수질 총량오염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질모델링에 대한 관리방법과 관

리체계(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별 개발사업이 개발될 경우 해당 수계의 수질 총량오염관리기준으로 방류농도와 

방류지점에 대한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중‧장기적으로 수질 총

량오염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우선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

하다.

외국의 경우 시설물이 설치되는 상‧하류간의 농도차를 측정하여 관리하는 사례가 

있다(표). 하천의 수질은 처리수 방류량, 하천의 유황과 유속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하천 수질기

준 Ⅰ∼Ⅲ등급이 25㎎/ℓ 이하이므로 이를 기준하여 부유물질 유지목표농도를 설정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타당성은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실험연구를 통하여 결정되

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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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공사지역 상류와 하류간의 SS농도차에 따른 대처사례

구분 대처방안

상류와 하류간의 농도

차가 10mg/L일 경우

MRDC(Maritime Road Development Corporation, 도급

자)는 NBHC(New Brunswick Highway Corporation, 발

주자)와 설계사 및 Project와 관련 있는 관계행정기관에 

통고하고 SS 부하를 줄이기 위한 필요한 모든 방안을 취

하기 시작함

상류와 하류간의 농도

차가 100mg/L일 경우

MRDC는 NBHC와 설계사에 즉시 통고하고 공사와 관련

한 전반적인 활동과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을 재점검하며 

보수활동을 이행함

상류와 하류간의 농도

차가 200mg/L일 경우

MRDC는 공사중지의 필요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SS의 

농도 수준을 제어하기 위한 즉각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또한 NBDOE(New Brunswick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관할지방환경청)에 즉시 통고하고, NBHC 

및 설계사와 함께 조치활동의 과정을 결정하고 이행함

1) Fredericton-Moncton Highway Project,1999, Manag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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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수질분야와 관련하여 환경 향평가에서는 사업지구 주변 하천과 지하수의 수질을 

측정‧분석하고, 절‧성토 지역에서의 토사유출량 예측과 저감방안(가배수로와 침사

지), 오‧폐수 발생량 예측과 수질오염 저감시설(현장사무소 오수처리시설, 터널폐수

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설치계획을 예측‧평가하여 제시하고 있다.

환경 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 향평가에서 예측된 내용이 각종 

사업의 공사중 또는 이용시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개선해야 될 대상과 

원인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환경 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정도와 환경 향평가 예측방법

에 대한 타당성 여부, 협의내용 적용가능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사중인 사

업장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환경 향평가 협의내용과 현지조사결과를 비

교‧분석하 다. 평가내용과 사후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용수 및 하‧폐수 발생량 예

측방법의 다양성과 비현실성, 수질오염 저감방법과 저감효과의 실효성 미흡, 사후조

사결과와 사후관리의 비합리성, 하천 수질관리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수질분야 항목별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ㅇ 수질 조사기간 및 시기, 조사위치, 조사항목 등이 부적합하게 설정되며, 유량과 

유속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

ㅇ 예측된 침사지 용량이 비현실적으로 크고, 교량 공사시 토사유출량 예측, 저감

대책, 사후관리가 연계성 없이 수행되고 있다.

ㅇ 터널폐수 발생량 원단위의 범위차이가 매우 크고, 터널폐수 예측량과 실제 발생

량에 비하여 처리시설 용량은 매우 적게 설치운 되고 있다.

ㅇ 오수처리수가 방류되는 하천에 대한 수질관리가 미흡하며, 오수처리시설 설치

위치, 수질 측정지점, 측정시기 등에 대한 계획과 관리가 소홀하다.

ㅇ 하‧폐수 발생 예측량과 실제 발생량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사업지구 주변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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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수질 오염부하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미흡하다. 또한 평가시기와 산업단지 

입주시기 및 입주율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측된 폐수 발생량을 기준으로 

사후관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ㅇ 사후환경 조사비용의 부족, 사후환경 및 협의내용 관리인력 부족, 협의내용 미

이행에 대한 조치 미흡과 형평성 결여, 사전공사 방지대책 미흡 등으로 인하여 

협의내용이행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환경 향평가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평가된 내용이 실제 현장 운 시 적절하게 

반 되기 위해서는 공사중 실시되는 사후환경 향조사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효성있

게 수립되어야 하며, 공사중 변화된 주변 환경의 조사와 각종 수질오염 저감시설의 

저감효과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방법을 개

선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ㅇ 평가내용과 사후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사후관리

방법을 개선 또는 전환해야 한다.

ㅇ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침사지 용량을 계획하고, 재해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예측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 시설물이 설치되는 공

사기간 중 수질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ㅇ 터널폐수 발생량 원단위의 적정범위와 적용방법을 개선하고, 터널폐수 처리수

가 방류되는 하천에 대한 수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처리계획(시설용량 등)의 변경을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ㅇ 수질 향예측, T-N 및 T-P 관리, 저류조 설치, 처리수 재이용 등 휴게소 발생오

수에 대한 수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ㅇ 산업단지의 경우 입주시기를 고려한 단계별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입주현

황에 따라 협의내용 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수질모델을 

이용한 예측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단순혼합식과 수질모델

링 적용기준, 수질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수행방안에 대하여 연구개발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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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후환경 조사비용의 현실화, 사후관리 예산확대 및 인력확충, 사전공사 관리규

정 강화 및 과징금 부과. 사후환경 전담기관의 제도화 등의 개선뿐만 아니라, 사

후관리 조사계획과 관리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사후환경 향조사는 개발사업 공사전 예측되었던 하천 수질의 유지여부와 수질분

야 저감시설의 정상적인 설치‧운 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사시 수

질환경의 단순 확인‧조사뿐만 아니라 평가내용과 사후환경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

요하다. 예측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방법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으며, 개발

계획의 실효성 있는 사전검토, 사후관리의 효율성 증대 등 하천의 효과적인 수질관리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내용과 사후환경을 효과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한 수질분야 

사후조사계획(안)을 작성하 으며, 협의내용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질관련 각

종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실시설계 및 예산서와 비교‧검토할 것을 제안하 다. 

수질분야 향평가와 사후관리의 근본적인 목적이 하천의 수질관리에 있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의 관리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하천의 수질관리와 수질분

야 시설물의 관리를 구분하여 관리주체를 다르게 하는 것이다. 

수질관련 시설물에 대한 실시설계 및 예산서를 별도로 작성할 경우, 이에 대한 이

행여부와 변경관리 등은 환경뿐만 아니라 토목‧설계 등의 전문지식이 요구될 것이다. 

이에 수질관련 시설물의 관리는 시공자와 견제관계가 있는 별도 감리업체를 활용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감리업체에 환경기술인력을 의무적으로 수용

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환경감리업체나 사후관리 전담기관을 운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수질관련 시설물과 분리하여 수질관리를 할 경우 수계중심의 수질 관리방법을 강

화해야 한다. 수질분야 환경 향평가와 사후환경 향조사의 목적은 각종 개발사업으

로 인한 하천의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천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

적인 수질의 조사‧분석과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개별 개발사업에 

대한 수질 향평가와 사후관리가 아니라 면적을 대상으로 한 수계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중‧소의 하천에 대한 수질모델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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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중심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수질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부에서는 한강, 낙동강 등 5대강에 대한 수질 총량오염관리를 계

획하고 있는 바, 이와 연계하여 중소규모의 모든 수계에 대해서 수계별‧위치별 유지

목표농도를 설정하여 하천의 수질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수

계에 대해서 수질 총량오염관리계획을 수행하면서 수질모델링에 대한 관리방법과 관

리체계(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단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평가방법과 사후조사계획, 그리고 중장기

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수계중심의 수질관리를 구분하여 제시하 으나, 하천 수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필요

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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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 사업 종류별 수질분야 평가방법 개선(안) 179

부록Ⅰ. 사업 종류별 수질분야 평가방법 개선(안)

1. 도로 건설사업 평가방법(안)

가. 수리‧수문

1) 수리‧수문 현황조사

◦ 조사대상 : 사업지구를 통과하거나 인접한 하천 및 저수지

◦ 조사범위 : 대규모 절‧성토구간, 터널, 교량, 현장사무소, 휴게소 등과 인접한 하

천 및 지하수를 주변 지형과 하천의 특성에 따라 선정한다. 특히 계획노선과 인

접(5∼10㎞ 이내)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청정

지역은 조사범위에 포함시킨다.

◦ 조사항목 : 계획노선과 인접한 하천의 하류 10㎞ 이내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

구역,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청정지역이 있을 경우 기존 측정자료를 토대로 

조사항목에 대한 세부내용을 조사한다.

- 수문관측자료 : 우량관측소 현황 및 관측자료, 수위관측소 현황 및 관측자료, 

연평균 및 월평균 강우량, 강우강도-빈도-지속시간  

- 우수유출 관련자료 : 수위·유량곡선(Rating curve), 유황(갈수량, 저수량, 평수

량, 풍수량, 연평균 유량), 유량지속곡선

- 하천특성 : 유역면적 및 유로연장, 하천유지유량, 하천수위, 유량, 유속간의 상

관관계, 하천시설물(교량, 보, 취수장 등), 유달시간, 유달율, 하천자정계수, 하

천형상 및 평균 구배

- 저수지 특성 : 유역면적 및 유역특성, 저수량(총 저수량, 유효저수량), 수위(저수

위, 평수위, 상시 만수위), 호소의 수심 및 수표면적, 유입수량 및 유출수량, 상

시 방류량, 호소수의 순환 및 성층시기

- 수자원이용 현황 : 취수원 위치, 규모, 용도, 내수면 활용 및 레크레이션 이용상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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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법 : 가급적 수역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간동안 현지조사를 실시하

고, 재해 향평가서, 한국수문조사서, 홍수량조사보고서, 하상변동조사보고서,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 등 기존의 조사자료를 최대한 활용토록 한다.

◦ 조사결과 작성사례(부록 Ⅱ-1-가 참조) : 계획노선 주변 수계현황(하천개황도), 

강수량, 교각설치 하천유황, 수자원 이용현황(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지하수 

이용현황, 계획노선 주변 오염원 현황 등

- 터널 공사시 주변 지역의 지하수 이용현황을 조사한다. 지형과 지하수 매장형

태에 따라 조사범위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터널 주변 500m 

이내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향예측

◦ 하천내 교각 설치로 인한 향

- 하천통과 교량현황

  교량명, 교량구간(Sta.), 연장(m), 교각 설치계획(전체 교각수, 유로점유수)횡단

하천현황 등을 조사

- 하천통과 하천의 수리변화(관련 계획의 검토)

  교량 설치 전‧후 계획홍수위(EL.m), 계획홍수위 증감(m), 교량설치지점 기존 

제방고 등

◦ 터널 공사시 지하수에 미치는 향

- 터널 주변의 수자원 이용현황, 터널의 길이(500∼700m 이상) 등을 고려하여 지

하수모델링을 실시하고, 지하수위 강하량을 예측한다. 지하수모델링을 실시하

지 않을 경우 터널 주변 지하수 이용현황(위치, 이용량, 수위 등)을 조사한다.

- 지하수 모델링 사례(부록 Ⅳ 참조)

  지하수 부존량, 지하수 함양량(물수지와 통계자료 이용을 비교), 격자망 설정, 

지하수위 강하량, 터널 주변 관정의 향(수원별 수위강하) 등을 조사한다.



부록 Ⅰ. 사업 종류별 수질분야 평가방법 개선(안) 181

3) 저감방안

◦ 홍수위에 대한 제방고의 안전성

- 하천통과 교량의 교각설치로 인하여 수위상승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제방고

가 홍수위보다 낮아질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제방보축 보강공사를 우선적으

로 시공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존 수로 및 소하천 보전대책

- 수로암거 및 횡배수관 설치계획과 수로이설계획을 수립한다. 위치, 규모, 연장 

등을 표로 작성한다. 

- 수로폭이 5m 이상(하저폭 2.5m 이상)으로 크고 수로연장이 긴 곳, 동‧식물 서

식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 곳은 시멘트, 코크리트 등을 사용하지 않는 자연

형 수로로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수로가 이설되어 기존 하천으로 합류되는 지점의 수질을 공사시 정기적으로 측

정‧분석할 사후환경 향조사계획을 수립한다.

◦ 터널공사시 지하수 보전대책

- 터널공사로 인하여 주변 지하수 이용(농업용수 등)에 미치는 향을 조사‧비교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주변 마을에서 현재 사용중인 지하수의 현황

(수위, 수량 등)과 공사시 현황을 조사‧비교할 사후환경 향조사계획을 수립한

다. 조사대상 지하수원의 위치를 표로 제시한다.

- 지하수맥 단절이나 지하수위 저하 등으로 인접마을 지하수 이용(농업용수 등)

에 피해가 생길 경우 심정개발 등의 사전계획을 수립한다.

- 지하수 개발시기가 오래되거나 등록되지 않아 현황조사시 누락된 지하수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들 미등록 지하수원 중 착정심도가 낮아 지하수 사용에 향

이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될 경우 지하수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

의 후 새로운 지하수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 저감대책 작성사례(부록Ⅱ-1-다 참조)

- 제방 보강구간 도면에 표시

- 수로암거 및 횡배수관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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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로이설계획

4) 사후환경 향조사계획

◦ 조사항목 : 지하수 이용현황은 지하수 조사시 탐문조사를 병행한다.

〈부록 표 1-1〉 수리․수문 사후환경 향조사 내용

구 분 사 후 환 경  향 조 사 내 용

조  사  항  목

 -수로이설 선시공 실시 유‧무

 -제방보강공법 선시공 실시 유‧무

 -터널인근마을 지하수이용상황 파악 

◦ 조사범위 및 조사지역 : 

- 수로이설지역, 제방보강지역, 터널로 인하여 지하수 이용에 변화가 예상되 지

역 등

◦ 조사기간

- 갈수시, 평수시, 풍수시 등을 고려하여 3회 이상 유황과 사업지구 주변 사용중

인 심정의 지하수위 등 수리‧수무현황을 조사한다.

- 수로이설, 제방보강, 심정개발, 사업지구내 교량공사 등은 착공부터 공사완료시

기를 사후환경 향조사 결과보고서에 제시하고, 공사기간 중에는 인접하천에 

대한 수질 측정‧분석을 월 1회 이살 실시할 경우 유황과 사업지구 주변 사용중

인 심정의 지하수위 등 수리‧수문 현황도 동시에 실시한다.(특히 상수원보호구

역, 수질보전구역 등의 상류지역)

◦ 조사주체(예 : 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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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질

1) 수질 현황조사

◦ 하천개황도 작성

- 계획노선 주변 수계도(등고선 제외)에 하천의 물흐름방향, 상수원보호구역(취

수장), 수변구역, 교량, 터널, 주변마을, 현장사무소(오수처리시설 설치지점), 토

취장 또는 사토장 등을 수질 측정지점(노선과의 개략적인 이격거리 포함)과 함

께 표시하여 작성한다. 상수원보호구역(취수장), 토취장 등을 도면에 표시하기

가 어려울 경우 개략적인 방향과 이격거리를 표시

- 사업지구 특정 오염원(하수처리장, 매립장 등)을 조사하여 계획노선 주변 수계

도에 표시한다.

◦ 하천 및 지하수 수질 조사‧분석

- 하천 및 지하수 수량과 수질은 계절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갈수시, 평수

시, 풍수시 등을 고려하여 3회 이상 수질을 측정‧분석한다. 

- 교량설치 하류지점(20∼50m), 터널 입‧출구 주변 하천 또는 농수로(처리수 배

출지점), 오수처리시설에서의 처리수 배출지점, 토취장(또는 사토장) 주변 하

천, 터널 주변 사용중인 지하수 이용 등을 수질 측정지점으로 선정한다.

- 수질 측정지점은 지형과 하천의 유형에 따라 선정되어야 하나, 수질측정 대상

으로부터 20∼50m 이내로 선정한다. 특히 계획노선과 인접한 하천의 하류(5㎞ 

이내)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청정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하류지역의 수질 조사지점을 선정한다.

- 수질측정‧분석결과 : 지표수와 지하수 측정지점과 측정결과를 표로 작성한다. 

조사 지점별 하천의 수량을 표기한다. 

◦ 조사결과 작성사례(부록 Ⅲ참조)

- 계획노선 주변 수계도(하천개황도), 계획노선 주변의 하천현황, 상수원보호구

역 현황 등 일반현황

- 수질조사지점, 조사일자, 하천수질 조사결과, 지하수질 조사결과 등

- 수질측정‧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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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으로 인한 향예측

가) 공사시 우수 유출량과 토사 유출량 예측

◦ 공사시 우수 유출량 산정방법에는 합리식, 표준유출법, 수문고선 추적법 등이 

있으며, 토사 유출량 산정방법에는 원단위, 범양토양손실공식 등이 있다.

- 하천 및 지하수와 인접한 구간에 대해서는 배수구역과 주변 현황을 도면에 표

시하고, 부유물질 농도변화를 예측한다.

◦ 우수 유출량과 토사 유출량 산정

- 우수 유출량 및 토사 유출량 산정방법(본문 제2장-1 참조)

◦ 강우시 토사유출량을 산정할 경우 공인된 공식을 사용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

하여 작성한다.

- 우수유출량을 예측할 경우에는 예상되는 배수구역의 유역면적, 평균경사도, 유

로길이 등을 고려한다.

- 우수유출량을 예측할 때에는 배수구역과 배수지점의 선정에 유의한다.

- 강우강도를 산정 할 때에는 확률빈도를 10년 빈도 정도로 하되, 토사유출로 심

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는 확률빈도를 높게 선정할 수 있다. 

- 강우침식인자를 설정할 때에는 우수유출량 산정에 적용한 강우강도를 사용한

다.

- 범용토양손실공식을 적용하여 토사량을 산출할 때에는 유사전달률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우수유출량과 토사유출량을 예측하여 제시할 때에는 사업시행전, 공사시, 운

시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 예측결과 작성사례(부록 Ⅱ-2-나 참조)

- 배수구역 구분, 배수구역별 우수유출량, 배수구역별 토사유출량

나) 교량 공사시 토사유출에 의한 향

◦ 가도작업과 터파기 작업시의 향을 예측한다. 또한 기초시공공법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측방법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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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평가서는 터파기작업시의 부유토사량만을 예측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본의 향평가서(일본 관서국제공항 환경 향평가서, 운수성, 1974, 

1991년 수정보완)의 수치를 원단위로 사용하여 부유토사량을 산정하고 있는데, 

기초시공공법을 고려하여 적절한 원단위 또는 예측방법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

하다.

〈부록 표 1-2 〉 부유토사량 예측 원단위

구       분  가도 설치시  터파기 작업시

토공작업량

부유토사 발생 원단위

부유토사 발생량

100m 3/hr

5㎏/m 3

0.139㎏/sec

25.0m 3/hr

85.0㎏/m 3

0.590㎏/sec

 자료) 일본 관서국제공항 환경 향평가, 운수성, 1974, 1991년 수정보완

◦ 부유토사의 오탁확산에 대한 예측시에는 하천유량과 유속을 고려하여 예측방법

을 선정한다.

   - 유속이 빠르거나, 계획노선과 인접한 하천의 하류(5㎞ 이내)에 상수원보호구

역, 수변구역,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청정지역이 있을 경우 입도분석을 실

시하고, 확산예측모델을 적용하여 유하거리를 예측한다.

    유하거리 = 수심×유속÷침강속도

◦ 예측결과 작성사례(부록Ⅱ-2-나참조)

   - 교량축조시 하천에 미치는 향

   - 입자별 구성비

   - 토사입자의 직경별 침강속도

   - 토사입자의 직경별 유하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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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터널폐수 발생량 예측

◦ 굴착용수뿐만 아니라 지하수 유출량을 고려하여 폐수 발생량을 예측한다.

- 터널 공사시 폐수 발생량은 지형 및 지질과 지하수 매장 형태에 따라 매우 다르

게 나타날 수 있으나, 설계자료의 최소치 0.500㎥/min․㎞이상으로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실측자료 : 25∼2,593㎥/일․㎞(0.017∼1.800㎥/min․㎞)

     ‧ 문헌자료 : 800∼8000㎥/일․㎞(0.555∼5.555㎥/min․㎞)

     ‧ 설계자료 : 720∼4320㎥/일․㎞(0.500∼3.000㎥/min․㎞)

- 터널 작업시간과 작업거리만을 기준으로 폐수 발생량을 산정하면 안되며, 터널 

전체 길이에 대하여 폐수 발생량을 산정한다. 또한 굴착용수도 반드시 포함하

며 양방향 굴착일 경우에는 시점과 종점에 터널폐수처리시설을 모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터널폐수 방류에 의한 향

  계획노선과 인접한 하천의 하류(5㎞ 이내)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환

경보전법에서 정한 청정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터널폐수 처리수가 인접하천 및 

지하수에 미치는 수질 농도변화를 예측한다.

◦ 콘크리트 혼합시설(Batch Plant) 등에 의한 콘크리트 폐수 발생량과 오염부하량

을 예측할 필요가 있으며, Batch Plant의 위치를 도면에 명시한다.

◦ 예측결과 작성사례(부록Ⅱ-2-나 참조)

- 터널설치계획(위치, 연장 등)

- 터널공사시 지하수 유출량, 터널공사시 배출수(폐수)량

- 터널공사시 발생하는 배출수 수질, 터널폐수 오염부하량

- 콘크리트 혼합시설(Batch Plant)에서의, 폐수발생량, 오염부하량

- 콘크리트 혼합시설(Batch Plant) 설치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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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사시 오수발생량 예측

◦ 공사 근무인력의 산정 : 사업여건에 따라 아래 제시된 방법 중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근무인력을 산정한다.

- 공사 금액별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에 따라 상주인원과 비상주인원을 구분하여 현

장근무인력을 산정

- 기본설계보고서에 제시된 인력수급계획을 토대로 상주인원과 비상주인원을 구분

하여 산정

- 유사한 규모의 사업인력수급현황을 참조하여 산정

※) 「공업진흥청 고시 제91-1090호, 건축용도별 처리인원 산정기준」에 의한 방법

과 「환경부고시 제2001-168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및 단독정

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중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은 바람직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양한다.

◦ 공사시 오수발생량 예측

- 현장에서의 오수발생시설은 현장사무소, 식당, 합숙소, 작업소 등으로 한다. 

- 「환경부고시 제 2001-168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및 단독정화

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 오수 처리수가 방류하천에 미치는 수질 향예측(부록 Ⅱ-3 참조)

- 미처리시의 ‧향에 대해 예측한다.

- 단순혼합공식과 유하거리에 따른 오염물질예측공식 또는 수질모델을 이용하여 

방류지점의 향과 유하거리별 향을 예측한다. 

※ 공사시 발생하는 오수를 수거하여 위탁‧처리하거나, 인접한 하수관거에 유입처

리할 경우 방류하천에 미치는 수질 향예측은 필요없다.

- 단순혼합공식과 유하거리에 따른 오염물질예측공식을 이용하여 방류지점의 향

과 유하거리별 향을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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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혼합공식

C(mg/L)=
Q11+Q22
Q1+Q2

여기서, C：혼합지점의 BOD농도(mg/L)

       Q1：오수발생량(m
3/d)

       Q2：하천유량(m
3/d)

       C1：오수 BOD농도(mg/L)

       C2：하천 BOD농도(mg/L)

  ▪유하거리에 따른 오염물질예측공식

BODt=Lo10
-k×t      

   여기서, BODt ：t시간 유하후의 BOD농도

            Lo：초기 혼합지점의 BOD농도

    k：탈산소계수(1/d)

    t：유하시간(d)

- 탈산소계수는 〈부록 표 2-15〉를 참고하여 산정 할 수 있다. 현장에서 배출되

는 오수의 경우는 약 0.15를 준용해도 된다. 

- 유하거리에 따른 향을 예측할 때에는 갈수시, 평수시, 풍수시로 구분하여 예

측한다. 

◦ 예측결과 작성사례(부록Ⅱ-2-나 참조)

    - 오수발생 원단위

    - 가설물의 규모, 오수발생량 예측결과(방법 1)

    - 도로현장의 근무인원, 오수발생량 예측결과(방법 2)

    - 방법별 오수발생량 산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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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하관정에 대한 향

◦ 사업지구내 생활‧농업‧산업용수로 이용되던 지하관정, 우물 등과 지질조사시 

발생된 관정을 조사하여 표로 작성한다.

바) 휴게소 오수 발생량 예측

◦ 휴게소 설치시 필요한 향예측

- 장래 교통량과 휴게소 이용객 수를 예측한다.

- 휴게소 용수사용량을 예측한다. 

- 예측된 용수량으로부터 오수량을 산정한다.

- 배출오수의 농도를 산정하고 오염부하량을 예측한다.

- 미처리 오수의 방류시 주변하천에 미치는 향에 대하여 예측한다.

- 용수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지하수를 용수로 사용할 경우 주변지역의 

지하수사용에 미치는 향을 제시한다.

◦ 휴게소 용수 공급량 예측

- 계획노선에 휴게소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장래 교통량과 휴게소 이용객 수를 예

측할 필요가 있다. 교통량 및 이용객 수의 예측은 용수량 및 오수 발생량을 산

정하는데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 휴게소 용수사용량을 예측할 경우에는 유사시설의 자료를 활용한 예측을 한다. 

즉, 유사한 교통량․입지조건 등의 기존시설의 용수사용량을 활용하는 방안이

다.

- 현재의 용수량을 예측한 후 교통량 및 이용객수를 바탕으로 향후 용수사용량도 

예측하고, 성수기의 최대 용수 사용량과 계절별 용수 사용량을 제시한다. 

- 상수도시설이 아닌 지하수를 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변지역의 지하수사용

에 미치는 향을 예측한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관정의 실태와 용도 및 수량

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하수 향조사를 통해 사용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지하수 향을 조사할 때에는 양수시험을 통해 적정 채수량 등을 산출하고 

지하수개발에 따른 향범위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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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소 오수 발생량 예측

- 오수량 산정은 용수사용량으로부터 예측한다. 용수사용량에 오수전환율을 고

려하여 산정하고, 급수유달율 및 지하수유입 등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급수 유달율을 고려한다. 

- 또한 오수발생 원단위를 이용한 오수발생량도 예측하고, 용수사용량으로부터 

구해진 오수발생량과 비교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오수발생량을 제시할 때에는 성수기와 평일 즉 평균 발생량과 최대 발생량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휴게소 오염부하량 예측

- 배출오수의 농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BOD, COD, SS, TN, TP 등에 대한 농도

를 예측하고, 각 항목에 대하여 오염부하량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출

오수의 농도도 유사시설의 자료 또는 휴게소 정화시설에 대한 조사자료를 인

용하고, 오수 발생량도 평균․최대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오수 처리수가 방류하천에 미치는 수질 향예측

- 사업지구에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오‧하수 처리량이 하천에 미치

는 향을 예측한다.

- 배출량이 적거나 수용하천이 소하천으로 자료가 빈약한 지역은 단순혼합공식

과 유하거리에 따른 오염물질 예측공식을 이용하여 방류지점의 향과 유하거

리별 향을 예측할 수 있다.

※ 단순혼합공식 :  공사시 오수처리수가 방류하천에 미치는 향예측 참조

- 하지만 수용하천의 인근 하류(5∼10㎞ 이내)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

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청정지역, 동‧식물 서식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 수량이 

적은 하천이 위치할 경우 경우에는 수질모델을 적용하도록 한다.

◦ 지하수 향예측

- 휴게소에서 필요한 용수가 지하수를 개발하여 공급될 경우 지하수 향조사를 

실시한다.

- 지하수 향조사결과 지하수 조사공 위치, 함양량 평가, 주변 지하수원 현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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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착정심도, 일일 및 연간 사용량 등), 양수시험, 적정 채수량, 장기 양수시 수

위회복시험(대수성 수리상수), 최대 예정 채수량에 따른 주변 관정의 향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 예측결과 작성사례(부록 Ⅲ-2-나 참조)

- 업소와 휴게소 오수발생량 예측

- 오수 처리수가 주변 하천에 미치는 향예측

- 지하수 향조사

3) 저감방안

가) 절‧성토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대책

◦ 배수로(가배수로 포함), 덮개설치 및 조기녹화, 침사지 설치에 대한 기본 설계방

법 (부록Ⅱ-2-다 참조)

◦ 가배수로 및 침사사지 설치계획

- 도로사업의 특성상 계획노선과 인접하여 대규모 침사지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침사지 면적은 가능한 50㎡ 이하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절토지역의 지형을 고려하여 배수구역을 세분화하고, 절토지역 좌우 계곡부 또

는 소하천 등을 고려하여 침사지를 절토지역 좌우에 설치한다.

- 성토부 하단에 가배수로를 설치하며, 하천을 횡단하는 지역이 있는지 조사하여 

하천과 가배수로가 교차하는 지역에 소규모 침사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

여 계획을 수립한다.

- 하천 및 농수로, 터널 주변 절‧성토 공사구간의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위치를 

사후환경 향조사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세부적인 도면에 작성한다.

- 토취장 또는 사토장 주변 하천 현황을 조사하고, 토취장에서의 토사유출 향

예측 및 저감방안으로 가배수로와 침사지(용량산정)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토

취장 침사지 주변 하천의 수질을 공사시 정기적으로 측정‧분석할 계획(사후환

경 향조사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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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감대책 작성사례(부록Ⅱ-2-다 참조)

- 공사진행에 따른 성토사면 저감방안

- 토사유출저감대책 설치예시

- 강우시 토사유실 방지 개념도  

- 토양입도 분석결과

- 침사지 면적 및 용량

- 토사유출 저감대책 설치 예시

- 입자의 직경별 침전효율

나) 교량 수질오염 저감대책

◦ 교량 공사시 하천으로의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가도 또는 가교, 축도, 가배수로 

및 침사지, 유로변경, 오탁방지막, 우물통공법 등에 대하여 교량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교량별로 유로변경, 오탁방지막 등의 저감시설 위치,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도

록 개략적인 도면을 작성한다.

- 교량이 설치되는 하천의 수질 측정지점은 가능한 50m 이내, 또는 오탁방지막 

외각지점으로 선정한다.

- 부유토사의 유하거리와 저감방안을 고려하여 가능한 현재의 부유물질 농도보

다 SS 10㎎/ℓ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한다. 부유물질 유지

목표농도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경우 추가적인 저감대책(우물통공법, 오탁방지

막 등)을 수립한다.

◦ 이용시 교량 노면으로부터 유출되는 우수에는 차량기름 등 오염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들이 하천에 직접적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초기우수를 하천 바깥

쪽으로 배수하는 계획과 처리계획(유수분리와 침전물 제거 등)을 수립한다.

- 배수관 설치(크기 및 위치), 교면배수 차집방법, 유수분리와 침전물 제거방법 

등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초기우수 배수 및 처리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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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우수량이 크게 산정될 경우 배수관의 크기가 비현실적으로 커지므로 초기

강우량을 5∼10㎜로 적용하여 일부 초기우수를 구간별 육교형 배수관을 통하

여 수로 바깥쪽(하천변)에 배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배수관 설치계획을 수립

한다.

- 초기우수 처리시설별 개요

〈부록 표 1-3 〉 초기우수 처리시설별 개요

관리

유형
시    설    개    요 관리시설의 종류

저 류 형

∙비점오염원 및 우수유출수의 유출저감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

∙유역의 말단부에 설치되어 유입된 우수를 조절

저류지, 연못, 이중목

적

저류지, 인공습지 등

침 투 형

∙우수를 지하로 침투되도록 유도하는 시설

∙지표면이나 지하의 일정공간에 쇄석등의 다공질 매

질을 충진 불포화지층을 통해 분산침투시키는 시설

침투조, 침투토랑,

건조정, 유공포장 등

식 생 형
∙비점오염원의 제거뿐만 아니라, 동･식물 서식공간 

제공, 녹지경관 조성 등의 기능도 수행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등

장 치 형

∙강우유출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물리･화학적 장치를 이용

Swirl concentrators,

여과조, 수유입장치,

S t o r m c e p t e r , 

Stormgate

처 리 형∙하수처리형 시설로 에너지 소모적이고, 비용 고가

물리화학적 응집･침전

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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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우수 처리시설별 비교. 검토

〈부록 표 1-4 〉 초기우수 처리시설별 비교. 검토

관리유형 장          점 단           점

저 류 형

(저류조)

∙강우유출수의 수질과 수량 모두를 조절

하는 가장 저렴한 수단

∙비교적 대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함

∙용존성 오염물질은 제거효율 저고

침 투 형

(침투조)

∙자연배수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안 해당

지역이 자연수 균형을 유지

∙지역이 홍수피크를 감소

∙지하수 재충전

∙부적절한 설계로 인한 실패율이 높고 관리

요구가 높음

∙부적절하게 관리되면 냄새, 모기, 수 화 

등으로 불쾌감을 유발

∙고농도의 오염물질부하나 침전물 부하를 

처리하는데는 부적절

∙토양층내에서 처리되지 않은 오염물질에 

의해 지하수 오염을 유발

식 생 형

(식생

여과대)

∙강우로부터 토양을 보호함으로써 침식

물 생산량을 감소시킴

∙유속이 감소됨에 따른 여과, 흡수 그리고 

중력침전으로 부유성 침전물이 제거

∙오염물 제거에 필요한 이상적 환경이 유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함.

∙수질조절을 위해서는 저정과 침투가 충분

하지 못할 경우가 있음.

∙오염물제거를 위한 일정규모의 토지가 필

요함.

장 치 형

(여과조)

∙부유성 고형물과 고형물에 부착된 오염

물질 제거 가능

∙박테리아 및 조류 제거에도 효과적임

∙다양항 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음

∙모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재 적용이 

가능

∙대규모 배수지역에서는 부적합

∙여층관리가 처리효율에 직접적인 향을 

주므로 정기적인 여층삭취 및 교체가 요

구됨

∙유입부에 전처리 시설(침전)이 요구됨

∙불투수성 지역에서만 적용 가능함

처 리 형

(응집･

침전법)

∙하수처리형의 다른시설보다 가장 간단

∙BOD, SS, T-P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효

과를 얻을 수 있음.

∙침전시간의 단축을 위한 초고속응집 침

전법의 개발로 소요부지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음

∙설치장소에 제약없음

∙기술의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음.

∙관리인 배치와 상시 관리가 필요

∙약품비 및 동력비 등 운전비가 소요됨

∙슬러지 발생 및 처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

음.

∙주민과의 친화성이 부족

◦ 교량 공사시 일반적인 수질오염 저감대책

- 교량공사는 일반적으로 하천내 가도설치, 기초터파기 공사, 기초공사, 교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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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교량상판설치 순으로 진행되며, 가도설치시와 기초터파기 공사시 부유토사

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 가도설치보다는 가급적 가교를 설치하여 계획한다.

- 하천 수면부의 교각설치를 피하여 계획하되, 불가피할 경우 수심 등을 고려하

여 교각 공사시 가급적 우물통 공법으로 계획한다.

- 하천의 하류부에 취수장, 상수보호구역 등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 Sheet Pile, 오

탁방지막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저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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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5〉 토사유출 저감공법 비교. 검토

공 종
토사유출

저감공법
내              용 적     용

가  도

설  치

토사이용

․토사를 이용한 가도설치로 하천의 토사유입이 

큼

․콘크리트 흄관을 이용하여 하천흐름 유지

․건천이나 소하천의 단

기공사시 적용

가 마 니

쌓    기

․토사를 채운 가마니를 쌓아 가도를 건설하며, 하

천내 토사유입이 매우 적음

․콘크리트 흄관을 이용하여 하천흐름 유지

․수심이 얕고 유량이 적

은 하천에 적용

철구조물

(가교)

․H-Pile 등을 이용한 철구조물로 가교 건설

․별도의 하천흐름을 위한 장치 필요 없음

․수심이 깊고 유량이 많

은 하천에 적용

기  초

터파기

우 물 통

공    법

․우물통을 이용 공사지역과 하천수를 분리․차단

시켜 하천으로의 토사유출을 방지

․원지반이 견고하고 하

천유량이 많은 하천에 

적용

가물막이

(Sheet Pile)

․터파기 지점 주위에 Sheet Pile을 타설하여 공사

지역과 하천수를 분리․차단시켜 하천으로의 

토사유출 방지

․원지반이 무르고, 수심

이 깊고 유속이 빠른 

하천에 적용

축도이용
․터파기를 이용한 가도설치로 하천의 토사유출 

방지

․수심이 얕고 유량이 적

은 하천에 적용

기타

흄관설치
․유량이 많지 않을 때 흄관(가배수관)을 이용하여 

수로 확보

․유량이 적은 하천에 적

용

오탁방지막(Si

lt Protector) 

설치

․Silt Protector의 원리는 일정구역을 고강도의 합

성섬유로 만든 투수성이 있는 특수막을 이용하

여 파고, 바람, 유속 등의 향을 최소한도로 감

소시켜 작업구역내 발생토사 입자를 여과 및 침

전 등에 의해 부유물질의 유출, 확산을 방지

․하천의 수리특성(유속, 

수위), 하상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질 및 연

장, 폭을 결정하여 설

치

◦ 상수원보호구역 통과구간 수질오염 저감방안

-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의 교량설치와 관련하여 집합정과 집수매거의 위치, 

교각과의 이격거리 등 현황을 조사(자세한 도면)하여 공사시 집합정(또는 취수

지점)에 미치는 토사유출 향예측을 분석하고, 위의 향예측에 따라 필요시 

취수지점의 변경(취수관로 이설), 이중 오탁방지막 설치, 우물통공법, 유로변경 

등 저감대책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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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 집합정(또는 취수지점)에 미치는 수질을 수시(월1회 정도) 조사‧분석하

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 

등의 사후환경 향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교량 운 시 발생하는 차량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강성 보호책, 유류유출 등 환

경오염사고 대비 안전시설(유흡착포등 비치, 가드레일 설치, 주의표지판과 안

내판 설치 안전운행을 위한 속도측정계 설치 등), 비상연락망 구축 등의 대책을 

수립한다.

-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을 통과하는 교량 외 도로구간에 대하여 배수로와 집

수정을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배수구역별 배수관과 집수정의 크기 및 위치, 유

수분리와 침전물 제거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시설계에 반 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 저감대책 작성사례(부록Ⅱ-2-다 참조)

   - 교량공사시 부유토사 저감대책

   - 교량공사시 오탁방지막 설치예시

다) 터널폐수 처리계획

◦ 터널 공사시 발생하는 폐수를 침사지에서 간이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

다고 판단되므로 폐수 발생량에 적합한 침사조, 집수정, 반응조 등의  용량을 산

정하고, 실시설계에 반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 터널공사시 발생하는 폐수는 중화처리하여 방류하고, 지하수 유출로 인한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하여 입‧출구의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계획(침사지 또는 저류

조 용량)을 수립한다.

- 처리수는 가능한 청소수, 절토사면의 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방안을 수립

한다.

◦ 터널, 폐수처리시설, 폐수 처리수의 방류하천 등을 사후환경 향조사시 확인 할 

수 있도록 개략적인 도면을 작성하고, 터널폐수 처리수의 방류하천(또는 농수

로)에 대한 수질을 공사시 정기적으로 측정‧분석할  사후환경 향조사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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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한다.

- 터널 착공부터 공사 완료시기를 사후환경 향조사 결과보고서에 제시하고, 공

사기간 중 인접한 하천에 대한 수질 측정‧분석은 가능한 월 1회 실시한다.(특히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구역 등의 상류지역)

◦ 대제관정의 개발계획

- 터널공사로 인한 지하수맥 단절이나 지하수위 저하 등 공사시 예기치 못한 

향으로 인하여  주변 마을을 포함한 터널예정지 주변지역에 지하수 공급의 차

질이 발생할 경우 원할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대체관정 개발 등과 같은 적절한 

대책을 관계기관 및 주민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 대체관정의 필요시에는 지하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8조에 의거 관정을 개

발토록 할 것이며, 개발시에는 지하수의 최대 양수량을 파악하여  양수시험을 

현장여건에 맞게 실시함으로써 적정양을 양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 터널 방수 및 배수계획을 수립한다

◦ 콘크리트 혼합시설(BATCH PLANT) 설치시 폐수처리계획을 수립한다.

◦ 저감대책 작성사례(부록Ⅱ-2-다 참조)

   - 터널 폐수처리시설 설치계획

라) 공사시 발생오수 처리계획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오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수질기준) 제1항 [별표 1] 

[개정 1999]

◦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한 상류지역, 수변구역, 수량이 적고 수질이 양호한 하천

(2ppm 이하) 등에 인접한 지역에 오수처리시설이 불가피하게 설치될 경우 오수 

처리수가 주변 하천에 미치는 향을 예측하고, 오수 처리수의 방류수질기준을 

강화하여 BOD 10㎎/ℓ 이하로  처리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처리수의 방유수질

기준을 BOD 10㎎/ℓ 이하로 계획할 경우 처리수는 화장실 청소수, 조경용수 등

으로 재이용하는 방안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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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사무소의 오수처리시설은 가능한 수질이 양호하고, 수량이 많은 하천과 저

수지에 인접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 오수처리방법

- 오수처리시설에는 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 자체 오수처리시설 등이 있으나, 단

독정화조는 처리효율이 낮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현장사무소 주변에 기존 하수관로가 있을 경우 유입‧처리하는 계획을 수립한

다.

- 오수 발생량이 소량(2∼3㎥/일 이하)일 경우 가능한 수거‧위탁처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오수 처리수가 배출되는 하천(20∼30m 이내)에 대한 수질을 공사시 정기적으

로 측정‧분석할 계획을 수립한다. 수질 측정시기는 갈수시, 평수시, 풍수시를 

고려하여 분기 1회 실시한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한 상류지역, 수변구역, 수

량이 적고 수질이 양호한 하천 등에 인접한 지역에 오수처리시설이 불가피하

게 설치될 경우 공사시 수질을 월 1회 실시한다.

◦ 저감대책 작성사례(부록Ⅱ-2-다 참조)

- 수용하천에 미치는 향(BOD농도)

- 오수처리시설의 개요

마) 지하관정 폐공조치

◦ 사업구간내 생활‧농업‧산업용수로 이용되던 지하관정, 우물 등과 지질조사시 

발생된 관정과 공사시 추가로 발견될 관정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3항”에 준하여 폐공 조치할 계획을 수립한다.

- 기존 폐공 조치된 관정과 향후 폐공 조치할 관정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 향후 폐공 조치할 관정은 사후환경 향조사 결과보고서에 폐공 조치한 시기와 

위치를 표로 작성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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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제24조 3항

1. 지표하부에 시멘트 등이 주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굴착한 깊이까지 시멘트 슬러리, 

점토등 물이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를 주입하여 다짐하면서 되메움을 할 것.

2. 지표하부에 시멘트 등이 주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호벽이나 구멍이 많이 

뚫린 관 등이 설치되어 이쓴 경우에는 가능한 이를 제거한 후 굴착한 깊이까지 

시멘트 슬러리, 점토 등 물이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를 주입하여 다짐하면서 되메

움을 할 것.

바) 휴게소에서의 발생오수 처리계획

◦ 휴게소가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동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마친 마을하수도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있을 경우 공공

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휴게소 위치가 하수처리대상 구역 외에 위치하고 있어 오․폐수의 유입처리가 

어려운 경우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이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다.

◦ 휴게소에서의 오수 발생량은 평수기와 성수기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

려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용량, 유량조정조, 처리방법 등이 실시설계에 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 휴게소는 대체로 산림과 하천이 양호한 지역에 설치되므로 오수 처리수의 방류

수질기준을 강화하여 BOD 10㎎/ℓ 이하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T-N의 처리방법을 고려하여 처리시설 설치계획과 주변 하천의 수질

(BOD, SS, T-N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오수발생량, 오수처리시설 설치위치, 처리수 방류지점 등을 사후환경 향조사 

결과보고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 오수 처리수가 배출되는 하천(처리수 배출지점 20∼30m 이내)에 대한 수질을 

공사시 정기적으로 측정‧분석할 계획을 수립한다. 수질 측정시기는 갈수시, 평

수시, 풍수시를 고려하여 분기 1회 실시한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한 상류지

역, 수변구역, 수량이 적고 수질이 양호한 하천 등에 인접한 지역에 오수처리시



부록 Ⅰ. 사업 종류별 수질분야 평가방법 개선(안) 201

설이 불가피하게 설치될 경우 공사시 수질을 월 1회 실시한다.

◦ 오수 처리수 재이용계획

- 하․폐수 처리수의 재이용은 용수의 공급량과 방류수량을 감소시키고, 방류하

천의 수질개선에도 효과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휴게소 오수 처리수는 반드시 수도법 중수도 수질기준에 의한 수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용도에 재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사용용도는 화장실 세정

수, 살수, 스키장 제설수, 조경용도, 공장부지 청소수 등 비음용 잡용수와 농업

용수로 사용될 수도 있다.

- 오수 처리수를 재이용할 경우 재이용량에 따라 처리수의 저류조 용량을 산정한

다.

◦ 저감대책 작성사례(부록Ⅱ-2-다 참조)

- 업소 오수처리시설 설치계획

- 휴게소 오수처리시설 설치계획

4) 사후환경 향조사계획

◦ 사후환경 향조사시 수질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하천개황도에 공

사시 수질 측정지점을 표시한다.

◦ 하천 및 지하수 수량과 수질은 계절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갈수시, 평수

시, 풍수시 등을 고려하여 분기 1회 실시한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한 상류지

역, 수변구역, 수량이 적고 수질이 양호한 하천 등에 인접한 지역에 오수처리시

설이 불가피하게 설치될 경우 공사시 수질을 월 1회 실시한다.

- 교량, 터널, 오수처리시설, 침사지 등 시설물 공사시기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수질 조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 수질 조사항목은 시설물과 저감시설 및 저감방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선정될 

수 있다. 수질 조사항목에 유량, 수온, pH 등은 모두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침사지와 인접한 하천(농수로)의 수질 : SS, BOD 등 

- 공사시 오수처리수의 방류지점 : SS, BO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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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소 오수 처리수 방류지점 : SS, BOD, T-N, T-P 등

※)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한 상류지역, 수변구역, 수량이 적고 수질이 양호한 

하천 등에 대해서는 하천 수질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2000년)에 제시된 모

든 수질항목을 측정‧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 수질 측정지점은 침사지, 오수 처리수 방류지점, 하수 처리수 방류지점 등으로

부터 20∼50m이내가 적정하다.

◦ 하천개황도에 수질 조사지점과 주변 현황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후환경

향조사시 수질조사지점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하천개황도에 표시해야 

한다.

◦ 공사시 수질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한다.

- 침사지 부유토사 제거효과를 고려하여 인접한 하천(농수로)의 현재 부유물질 

농도보다 10㎎/ℓ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부유물질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한다. 

부유물질 유지목표농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경우 추가적인 저감대책(침사지 

용량 확대 또는 추가 설치, 하천 유입부에 저류조 설치 등)을 수립한다.

- 하수 처리수가 방류되는 하천에 대한 수질 유지목표농도는 갈수시 예측된 농도

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 환경 향평가시 조사결과, 무처리시 향예측, 유지목표농도, 사후환경 향 조

사결과를 비교‧분석할 계획을 수립한다.

◦ 환경 관련 시설물과 관리 대상 항목이 실시설계와 실시설계예산에 반 되었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표를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한다.

- 수질저감시설의 실시설계 및 실시설계예산에 반 되는 항목 : 

  산마루측구 가배수로, 간이침사지, 오수정화시설, 터널폐수처리시설, 수로박스 

및 횡배수관, 수로 및 용수로 이설, 토사유실방지망(비닐덮개), 발생사면의 조

기피복 및 법면녹화 등

- 교량 설치시 : 가도(또는 가교, 축도), 오탁방지막, Sheet Pile 등

◦ 저감대책 작성사례(부록Ⅱ-2-다 참조)

- 하천별 목표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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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목표농도

- 수질 사후환경 향조사 항목

- 지표수 사후환경 향조사 지점

- 지하수 사후환경 향조사 지점

- 수질 사후환경 향조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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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지개발사업 평가방법(안)

가. 수리‧수문

1) 수리‧수문 현황조사

◦ 조사대상 : 사업지구를 통과하는 하천, 사업지구와 인접한 하천과 지류를 대상

으로 조사한다.

◦ 조사범위 : 조사대상 하천의 범위는 주변 지형과 하천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르

게 나타나므로 우수 유입량과 유출량 및 수질에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 및 유역을 개별 사업지구 위치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특히 우수와 사업지

구내 하수처리장 처리수가 배출되는 하천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범위에 필히 포

함시켜야 한다.

◦ 조사항목 : 

- 수문관측자료 : 우량관측소 현황 및 관측자료, 수위관측소 현황 및 관측자료, 

연평균 및 월평균 강우량, 강우강도-빈도-지속시간  

- 우수유출 관련자료 : 수위·유량곡선(Rating curve), 유황(갈수량, 저수량, 평수

량, 풍수량, 연평균 유량), 유량지속곡선

- 하천특성 : 유역면적 및 유로연장, 하천유지유량, 하천수위, 유량, 유속간의 상

관관계, 하천시설물(교량, 보, 취수장 등), 유달시간, 유달율, 하천자정계수, 하

천형상 및 평균 구배

- 저수지 특성 : 유역면적 및 유역특성, 저수량(총 저수량, 유효저수량), 수위(저수

위, 평수위, 상시 만수위), 호소의 수심 및 수표면적, 유입수량 및 유출수량, 상

시 방류량, 호소수의 순환 및 성층시기

- 수자원이용 현황 : 취수원 위치, 규모, 용도, 내수면 활용 및 레크레이션 이용상

황

◦ 조사방법 : 가급적 수역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간동안 현지조사를 실시하

고, 재해 향평가서, 한국수문조사서, 홍수량조사보고서, 하상변동조사보고서,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 등 기존의 조사자료를 최대한 활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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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 유역현황, 하천특성, 강우 및 수문조사(수문 및 수위관측소 현황, 관

련계획의 검토)로 구분하여 조사결과를 적성한다.

- 유역현황 : 하천개황도에 사업지구, 하천과 물흐름방향, 우량관측소, 저수지, 수

자원이용(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취수지점 등), 특정오염원(매립장, 하수처

리장, 산업단지, 위락단지, 석산개발, 골프장 등) 등을 표시하여 작성한다

- 하천특성 : 대상하천의 기하학적 특성, 하도특성, 유형특성을 표로 작성한다.

  대상하천의 기하학적 특성 : 행정구역, 수계명, 하천명, 유역면적, 유로연장, 유

역 평균폭, 형상계수(A/L
2
)

  대상하천의 하도특성 : 행정구역, 수계명, 하천명, 유역면적, 유로연장, 하상경

사, 하상 도, 하상계수, 형상계수

  대상하천의 유형특성 : 행정구역, 유역면적, 갈수량, 저수량, 평수량, 풍수량, 기

준 갈수량, 연평균 유량

- 강우 및 수문조사(수문 및 수위관측소 현황, 관련계획의 검토)

  ‧ 수문 및 수위관측소 현황

  우량 관측소 일람표 : 관측소명, 위치, 경도, 위도, 해발고, 관측시기, 관할기관

(비고에 적용 관측소 표기)

  관측소별 우량자료 보유현황 : 자료형태(시강우), 관측소, 기록년, 년수, 관측년, 

관할관서

  ‧ 관련계획의 검토 : 홍수량 산정, 소리천 계획홍수위, 하폭 및 기설제방고 등

◦ 조사결과 사례

2) 사업시행으로 인한 향예측

◦ 예측항목 : 대상수역의 유황변화 (유속, 유량, 수위 등), 수역이용상황 변화, 우수

유출량 변화

◦ 예측범위 :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의 조사범위에 준하여 설정하고, 대상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시간적 범위는 공사시행중과 공사완료후 이용시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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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방법 : 예측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유황 등 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측모델을 이용한 수치해석, 수리모형시험, 유사사례에 의한 방법중에서 적절

한 방법을 선택하여 예측한다. 

◦ 예측결과 : 검토대상지역의 설정, 홍수 유출량 산정, 용수로 단절

- 검토대상지역의 설정: 유출량 산정지점, 검토대상설정 범위도

- 홍수유출량 산정

유출량 산정모형 : SCS, Clark, Nakayasu 단위도법

‧설계강우의 지속시간 및 유출량 산정 : 

홍수도달시간 산정, 평균유속 산정

‧임계지속시간의 결정 : 개발전‧중‧후의 임계지속시간

‧개발 전‧중‧후의 유출량 산정 : 

××지점 지역방법별 재현기간별 첨두유량 및 임계지속시간 산정

개발전‧중‧후 홍수량 및 유출용적 비교

- 용수로 단절 : 사업지구 내‧외 용수로 현황

◦ 예측결과 사례

- 유출량 산정지점, 검토대상설정 범위도

- 홍수유출량 산정, 홍수도달시간 산정, 평균유속 산정

‧임계지속시간의 결정 : 개발전‧중‧후의 임계지속시간

‧개발전‧중‧후의 유출량 산정 : ××지점 지역방법별 재현기간별 첨두유량 및 

임계지속시간 산정

개발 전‧중‧후 홍수량 및 유출용적 비교

- 용수로 단절 : 사업지구 내‧외 용수로 현황

3) 저감방안

◦ 홍수 유출량 저감대책

- 구 저류지 규모 : 계획저류지 바닥면적, 상부면적, 바닥표고, 수위, 제방고, 제

방여유고, 계획저류용량, 시설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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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저류지 위치도

- 홍수량 및 유출용적, 홍수량 및 유출총량 저감효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향평가법」이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재

해 향평가 대상사업이 강화되어 환경 향평가 대상사업과 동일한 바, 재해

향평가 진행현황과 평가결과에 준하여 저감방안을 작성한다

◦ 용수로 변경계획

◦ 사업지구내 하천정비계획

- 사업지구내 하천은 복개하지 않고, 콘크리트, 시멘트 등을 사용하지 않는 자연

형 하천으로 정비한다. 자연형 하천은 가능하면 시멘트, 콘크리트 등을 사용하

지 않고, 노면 배수가 직접 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집수정 등을 설치하고, 표

유류와 파충류 등의 동물이동을 고려하여 정비되는 것이다.

- 사업지구내 하천정비는 가능한 공사초기 선시공하는 계획을 수립여야 한다.

◦ 운 시 용수공급계획은 수질분야 하수처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 저감대책 사례

- 구 저류지 규모와 위치도

- 홍수량 및 유출용적, 홍수량 및 유출총량 저감효과

- 용수로 변경계획(표와 그림)

4) 사후환경 향조사계획

◦ 조사항목 : 지하수 이용현황은 지하수 조사시 탐문조사를 병행한다.

〈부록 표 1-6〉 수리․수문 사후환경 향조사 내용

구          분 사 후 환 경  향 조 사 내 용

조  사  항  목

 -수로이설 선시공 실시 유‧무

 -제방보강공법 선시공 실시 유‧무

 -터널인근마을 지하수이용상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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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범위 및 조사지역 : 

- 수로이설지역, 제방보강지역, 터널로 인하여 지하수 이용에 변화가 예상되는 지

역 등

◦ 조사기간

- 갈수시, 평수시, 풍수시 등을 고려하여 3회 이상 유황과 사업지구 주변 사용중인 

심정의 지하수위 등 수리‧수문 현황을 조사한다.

- 수로이설, 제방보강, 심정개발, 사업지구내 교량공사 등은 착공부터 공사완료시기

를 사후환경 향조사 결과보고서에 제시하고, 공사기간 중에는 인접하천에 대한 

수질 측정‧분석을 월 1회 이상 실시할 경우 유황과 사업지구 주변 사용 중인 심

정의 지하수위 등 수리‧수무현황도 동시에 실시한다.(특히 상수원보호구역, 수질

보전구역 등의 상류지역)

◦ 조사주체(예 : 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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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질

1) 수질 현황조사

◦ 하천개황도 작성: 하천개황도(등고선 제외)에 사업지구, 사업지구 내‧외 하천과 

물흐름방향, 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취수지점(주변 마을 지하수 취

수원 포함), 특정오염원(매립장, 하수처리장, 산업단지, 위락단지, 석산개발, 골

프장 등), 주변마을, 현장사무소(오수처리시설 설치지점), 우수배제 계획지점 등

을 표시하여 작성한다.

- 사업지구 주변 점오염원을 조사하여 작성한다. 조사지역의 범위는 사업지구의 

위치와 인접 하천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나, 사업지구 인접 하천

을 중심으로 유입 또는 합류되는 하천까지 상하류 5∼10㎞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 하천현황, 수역별 환경기준 적용 등급 및 달성기간, 상수도 현황(취‧정수장현황, 

하수도 현황, 하수관거 현황, 하수처리장 현황 및 계획,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등

을 표로 작성한다.

◦ 하천 및 지하수 수질 조사‧분석

- 하천 및 지하수 수량과 수질은 계절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갈수시, 평수

시, 풍수시 등을 고려하여 3회 이상 수질을 측정‧분석한다. 

- 침사지 인접한 하천, 공사시 오수처리수의 방류지점, 사업지구 우수배제 계획

지점, 주변 사용중인 지하수 이용현황 등을 수질측정지점으로 선정한다.

- 수질 측정지점은 지형과 하천의 유형에 따라 선정되어야 하나, 수질측정 대상

으로부터 20∼50m 이내로 선정한다.

- 수질측정‧분석결과 : 지표수와 지하수 측정지점과 측정결과를 표로 작성한다. 

조사 지점별 하천의 수량을 표기한다. 특히 사업지구에 자체 하수처리장을 설

치할 경우 처리수 배출계획지점에 대한 수량과 수질(T-N, T-P 농도 포함)을 갈

수시, 평수시, 풍수시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 조사결과 사례

- 하천개황도(그림), 점오염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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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현황, 수역별 환경기준 적용 등급 및 달성기간, 상수도 현황(취‧정수장현

황, 하수도 현황, 하수관거 현황, 하수처리장 현황 및 계획, 상수원보호구역 현

황 등을 표로 작성

- 수질 측정‧분석결과표

2) 사업시행으로 인한 향예측

가) 공사시 우수 유출량과 토사유출량 예측

◦ 우수 유출량 산정방법에는 합리식, 표준유출법, 수문고선 추적법 등이 있으며, 

토사 유출량 산정방법에는 원단위, 범양토양손실공식 등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 우수 유출량과 배수구역별 토사유출량을 산정하고, 강우시 토사유출농도를 예

측한다.

나) 공사시 오수발생량 예측

◦ 도로건걸사업 평가방법(안)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한다.

다) 지하관정에 대한 향

◦ 도로건걸사업 평가방법(안)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한다.

라) 운 시 용수 사용량 산정

◦ 기본계획서에서 산정된 계획 급수량을 준용한다. 기본계획서에서 제시하는 계

획 급수량의 산정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첫째, 상위계획 즉, 해당지역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또는 용수공급계획을 근거로 

하여 용수량을 산정하는 방안이 있다.

- 둘째, 해당지역의 과년도 상수도 통계로부터 회귀분석을 통해 추세선을 작성하

고 목표년도의 계획 급수량을 산정하는 방안이 있다.

- 셋째, 유사지역, 유사사업, 유사단지 등 비교가능한 기존사업의 용수사용량을 

근거로 용수량을 산정하는 방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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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된 용수량을 제시할 때에는 상기 방법들로부터 예측된 용수량을 비교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방법으로 산정된 용수량에 대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용수량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계획 급수량에 대한 해당지역의 상위계획이 없거나, 해당지역의 용수이용량에 

대한 자료가 없거나, 계획 급수량을 적용할 수 없는 대상 사업일 경우에는 용수

사용 원단위를 적용하되 규모가 비슷한 유사시설과 비교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 원단위의 적용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유사시설의 용수사용량을 토대로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별시설 등의 용수량산정에 있어서는 표준원단위가 적용될 수 있는데 건축물

의 면적당 급수량 원단위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원단위는 환경부의 

상수도시설기준(환경부, 1997. 12.) 및 건설부의 상수도 시설기준(상수도 시설기

준, 건설부, 1992.) 등이 있다.

마) 운 시 오‧하수량(이하 오수량) 산정

◦ 오수량의 산정은 예측된 용수사용량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다. 오수량과 달리 용

수량은 그 근거가 명확하고 오수량에 비해 비교적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수발생 원단위를 이용하는 것보다 보다 정확한 오수 발생량을 예측할 

수 있다. 다만, 용수사용량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

을 통해 이를 보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최대하수량 = 일최대급수량 × 유달률(80%) × 오수화율(80∼90%)

      + 지하수유입율(오수발생량×10∼20%)

- 오수화율은 대개 80∼90%을 적용하는데 유달률을 고려하면 오수화율은 9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지하수 유입율은 오수발생량의 10∼20%를 적용하도록 하수도시설기준에서 권

고하고 있다. 오수가 오수처리시설이나 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될 때 신설관

거를 이용할 경우에는 10%를 적용하고, 지관은 신설하되 본관은 기존의 시설

을 이용할 경우에는 20%를 적용하도록 한다. 다만, 본관이 최근에 매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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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신설관거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표준 원단위를 이용한 계획 급수량으로 오수 발생량을 예측하 거나, 오수발생 

원단위를 이용하여 예측하 을 경우에는 다수의 유사시설의 오수 발생량과 비

교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표준원단위를 이용한 계획 급수량은 신뢰도가 타 방

법에 비해 다소 낮기 때문에 오수 발생량의 예측 또한 신뢰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정을 위한 유사사례를 제시하도록 한다. 오수발생 원단위를 이용하

는 경우도 동일한 이유로 유사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적절한 용수사용량으로부터 오수 발생량을 예측하 다 하더라도 오수처리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준 원단위를 이용한 산정결과도 제시하도록 한다.

◦ 표준 원단위를 이용한 산정

- 오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원단위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

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1-168호)」

- 주택단지 오수처리

- 오염부하량을 산정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

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1-168호)」를 이용할 수 있다.

바) 운 시 하수 처리수가 하천에 미치는 향

◦ 사업지구에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수질모델을 이용하여 오‧하수 처

리량이 하천에 미치는 향을 예측한다.

- 배출량이 적거나 수용하천이 소하천으로 자료가 빈약한 지역은 단순혼합공식

과 유하거리에 따른 오염물질예측공식을 이용하여 방류지점의 향과 유하거

리별 향을 예측할 수 있다.

- 하지만 수용하천의 인근 하류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환경보전법에

서 정한 청정지역, 가지역일 경우에는 배출량에 상관없이 수질모델을 적용하도

록 한다. 

◦ 수질모델을 적용하여 향예측을 실시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 수질모델을 적용하여 향예측을 실시할 때는 하천의 경우에는 BOD, SS,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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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에 대해 예측하고, 호소의 경우에는 BOD, COD, SS, TN, TP에 대해 예측한

다.

- 수질모델을 적용하여 수용하천에 미치는 향을 예측할 때에는 해당하천에 적

절한 모델을 선택하여 예측하되 시나리오분석, 보정(calibration), 민감도분석

(sensitivity analysis) 등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입․출력자료도 동

시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시나리오분석은 모델인자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최악의 경우를 설정하

거나, 최다빈도 경우를 설정할 수도 있다. 또는 수용하천이 갈수시, 평수시, 풍

수시로 구분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 입력자료에 대한 보정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 때에는 인근 또는 해당하천의 

실측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예측결과 사례

- 우수 유출량 산정결과, 배수구역별 토사유출량 산정결과, 강우시 토사유출농도 

예측

- 공사 금액별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

- 현장사무소, 식당, 합숙소, 작업소 등의 오수 발생 원단위「환경부고시 제 

2001-168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

원 산정방법」

- 급수량 추정, 오‧하수량 추정

- 수질모델의 종류 및 적용방안

3) 저감방안

가) 침사지 설치계획

◦ 침사지 용량 산정방법

- 제거대상입자 결정 : 대상 사업지구의 토질조사시 측정된 입도분포 결과를 바

탕으로 입경별 표면부하율을 산정하여 제거 대상 최소입경을 결정한다.

※) 입도분포에 대한 조사 없이 하수도 시설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면적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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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제거 대상 입경인 3,600㎥/㎡/d, 0.4㎜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심

각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하수도 시설기준에서 제시하는 수면적부하와 제

거 대상 입경은 하수관거를 통해 유입되는 하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자연지

형에서 발생하는 토사와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하수에서는 입자가 큰 토사가 

대부분이고 침사지를 통과하는 토사의 경우에도 일차침전지와 이차침전지를 

거치며 제거되므로 하수도시설기준의 권고안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침강속도 : 침강속도에 대한 표면부하율은 해당 입경 이상의 크기 입자를 제거

할 수 있는 수치를 의미하므로 Stokes법칙을 이용하여 침강속도를 산정한다. 

토사침강속도 작성사례(표)

  Vs =
1
18μ

g (ρs-ρ) d 2

     여기서, Vs : 독립입자의 침전속도 (cm/sec)

              g : 중력가속도(980cm/sec2)

             ρs : 입자의 도(g/㎤)

             ρ : 유체의 도(g/㎤)

             d : 입자의 직경(cm)

             μ : 유체의 점성계수(g/cm/sec)

- 침사지 용량산정 : 침사지 소요면적은 우수유출량, 표면부하율과 여유율(약 

10%정도)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침사지 용량은 계획 침사지 면적과 설계수심

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침사지 면적 작성사례(표)

침사지의 소요 수면적(㎡) = 
설계우수유출량 (m 3

/hr)소요표면적부하율( m 3
/ m

2
․hr)

×여유율
침사지 용량(㎥) = 계획침사지 면적(㎡) × 설계수심(m)

- 침사지의 유효수심 : 토사 퇴적부를 고려하여 설계수심은 2m 이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사 퇴적부의 고려 없이는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시 토사의 퇴

적으로 인해 침사지의 침전능력이 조기에 상실될 수 있으므로 토사 퇴적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유효용적은 유효수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타당할 



부록 Ⅰ. 사업 종류별 수질분야 평가방법 개선(안) 215

것이다.

※) 하수도 시설기준에 따라 침사지의 유효수심을 1.2∼1.5m정도로 하여 설치하

고 있다. 그러나 대상 사업의 공사현장에서는 초기강우시 다량의 토사가 유출

되고 이로 인해 침사지의 기저부에 퇴적된며, 일정량이 퇴적되면서 침사지의 

유효용량과 유효수심이 감소하여 침사지의 침전능력이 감소하게 된다. 하수처

리장의 침사지는 하루동안 유입되는 토사량이 거의 일정하고 주기적으로 토사

를 준설하기 때문에 유효수심과 설계수심이 동일하여도 무관하지만 대상 사업

의 공사현장에서는 유효수심으로 설계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침사지 설치위치

- 우수가 집중되는 계곡부, 가배수로 주변 등에 설치하되 유지관리가 용이한 지

역을 대상으로 위치를 선정한다.

- 공사시 일시적으로 설치될 침사지 면적은 가능한 100㎡ 이하가 적절하다고 판

단되며, 지역 여건상 여러개의 침사지를 설치하기가 어려울 경우 다단계 가배

수로 또는 2중 침사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 절토지역의 지형을 고려하여 배수구역을 세분화하고, 절토지역 좌우 계곡부 또

는 소하천 등을 고려하여 침사지를 절토지역 좌우에 설치하며, 성토부에는 가

배수로가 설치되는 바, 하천을 횡단하는 지역이 있는지 조사하여 하천과 가배

수로가 교차하는 지역에 소규모 침사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위치를 사후환경 향조사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략적

인 도면에 배수구역별로 작성한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하천과 인

접한 지역, 터널 입출구와 인접한 지역 등의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위치는 

가능한 세부적인 도면에 작성한다.

◦ 침사지 관리계획

- 침사지 준설시기는 호우 발생 후에는 공사인부를 동원하여 퇴적토사를 준설토

록 한다다. 준설된 토사는 임시 야적장을 설치하여 자연 건조하고, 자연 건조된 

토사는 성토재로 활용한다.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리형 매립장으로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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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매립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침사지와 인접한 하천(농수로)의 수질을 측정‧분석할 사후환경 향조사계획을 

수립한다. 침사지 부유토사 제거효과를 고려하여 인접한 하천(농수로)의 현재 

부유물질 농도보다 10㎎/ℓ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부유물질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한다, 위의 지점에서 부유물질 유지목표농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경우 추

가적인 저감대책(침사지추가 설치, 하천 유입부에 저류조 설치 등)을 수립한다.

◦ 일반적인 토사유출 저감방안

∙절․성토 등의 토공작업을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 실시토록 계획

∙우수를 신속히 배제할 수 있도록 수로Box를 우선 설치하고 토공작업지역의 강

우유입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하천 또는 도로측면을 따라 가배수로를 설

치하여 토사 유출수를 수로Box로 유도토록 하여 농경지로 토사유출수의 유입

을 방지

∙장기간 노출되는 절․성토지역에는 사면의 적정 구배조정 후 식재계획에 의

거, 조기 식재를 하여 사면으로 토사유출을 최소화

∙절토지역은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고, 평지 및 성토지역은 가배수로와 우수유

입 방지둑을 설치하여 우수를 신속히 배제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가마니나 비닐 등 덮개를 덮고 노선을 따라 가

배수로 및 물막이공을 설치

∙현장여건에 맞도록 기존 지형 및 계획구배를 고려하여 우수가 잘 배제되는 곳

을 선정하여 침사지를 설치

∙침적된 토사는 주기적(강우 후)으로 제거하여 침사지의 효율을 극대화하며, 준

설된 토사는 자연건조하여 성토재 등으로 활용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시 공사구간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공토록 하

여 토사유출수로 인한 향을 감소토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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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시 오수 처리계획

◦ 도로건설사업 평가방법(안)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한다.

다) 지하관정 폐공조치

◦ 도로건설사업 평가방법(안)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한다.

라) 운 시 용수 공급계획

◦ 용수공급에 대해 수도정비기본계획 또는 도․송수시설에 관련된 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용수공급량의 안정적인 수급계획을 수립한다.

- 해당 정수장의 시설용량, 여유용량, 증설용량을 제시한다. 

- 사업지구 개발목표년도에 사업지구에서 필요한 용수량이 상위 수도정비계획에 

적절히 반 되도록 한다.

〈부록 표 1-7〉 사업지구 상수공급계획 사례

  덕남정수장

시설용량 : 440,000m3/일 

여유용량 : 320,000m
3
/일

(2002년기준) 

증설용량 : 930,000m3/일

송하배수지

 용   량 : 65,000m
3
/일

 관경(D) : 900mm

사업지구

◦ 지하수를 개발하여 용수를 공급할 경우

- 도로건설사업 평가방법(안)의 휴게소 설치시 지하수 향조사와 대체관정 개발

계획을 참조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바) 운 시 하수처리계획

◦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할 경우

-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대상구역, 처리대상구역에서의 하수발생량, 하수처

리시설용량과 가동율(여유용량), 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 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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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지구 개발목표년도를 기준하여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대상구역에서의 

추가 개발계획과 하수발생 예측량, 사업지구에서의 하수발생량 등을 조사하고, 

사업지구 개발목표 년도에 하수처리시설 용량의 적정성을 분석한다.

- 위의 조사결과 필요시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의 증설 또는 자체 하수처리시

설의 설치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 사업지구내 자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 사업지구가 조성된 후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건설될 예정이거나 증설이 필요

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의 하수처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며, 하수처리수가 주변 하천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여 방류수질

기준, 방류지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 입주시기에 하수처리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 우수 및 오수 배제계획

- 우수 및 오수의 분류식 관로 설치계획(설계도면 작성)을 수립한다.

◦ 하‧폐수 재이용 계획

- 하․폐수 처리수의 재이용은 용수의 공급량과 방류수량을 감소시키고, 방류하

천의 수질개선에도 효과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반드시 수도법 중수도 수질기준에 의한 수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용도에 재이

용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사용용도는 화장실세정수, 살수, 스키장제설수, 조경

용도 등 비음용 잡용수와 농업 및 공업용수로 사용될 수 있다.

- 중수도의 적용을 검토할 때에는 우선 경제적 타당성과 중수도 공급방식에 대해

서 검토하고, 이를 통해 공급할 수 있는 중수량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급되는 중수로 인해 상수도급수량과 하‧폐수발생량의 감소 정도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 절수대책 검토 :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수도법 시행규칙 별표2)

- 중수도 공급방식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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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8〉 중수도 공급방식의 분류

구분 중수도 공급방식

개별순환방식
사무소, 빌딩등에 있어 그 건물에서 발생하는 배수를 자가처리하여 

빌딩내에서 다시 이용하는 방식

지구순환방식

비교적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좁은 지구 즉, 아파트 단지나 신규 

건설되는 주거지역 등에 있어 사업자와 건축물 등의 소유주가 공동

으로 중수도를 운 하고 해당 건축물의 수요에 따라 중수를 급수하

는 방식

광역순환방식

일정지역내에서 해당지역의 빌딩과 주택 등 일반적인 중수의 수요

에 따라 중수도로부터 광역적, 대규모적으로 공급하는 방식. 주로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 유출수나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유출수를 처

리하여 이용

◦ 빗물 이용방안(부록Ⅵ 참조)

◦ 저감대책 작성사례

4) 사후환경 향조사계획

◦ 사후환경 향조사시 수질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하천개황도에 공

사시 수질 측정지점을 표시한다.

◦ 하천 및 지하수 수량과 수질은 계절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갈수시, 평수

시, 풍수시 등을 고려하여 분기 1회 실시한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한 상류지

역, 수변구역, 수량이 적고 수질이 양호한 하천 등에 인접한 지역에 오수처리시

설이 불가피하게 설치될 경우 공사시 수질을 월 1회 실시한다.

- 침사지, 사업지구내 교량, 수로이설, 오수처리시설 등 시설물 공사시기를 제시

하고, 이에 따라 수질 조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 수질 조사항목은 시설물과 저감시설 및 저감방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선정할 

수 있다. 수질 조사항목에 유량, 수온, pH 등은 모두 조사한다. 

- 침사지와 인접한 하천(농수로)의 수질 : SS, BOD 등 

- 공사시 오수처리수의 방류지점 : SS, BO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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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 처리수 방류지점 : SS, BOD, T-N, T-P 등

※)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한 상류지역, 수변구역, 수량이 적고 수질이 양호한 

하천 등에 대해서는 하천 수질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2000년)에 제시된 모

든 수질항목을 측정‧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 수질 측정지점은 침사지, 오수 처리수 방류지점, 하수 처리수 방류지점 등으로

부터 20∼50m이내가 적정하다.

◦ 하천개황도에 수질 조사지점과 주변 현황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후환경

향조사시 수질조사지점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하천개황도에 표시해야 

한다.

◦ 공사시 수질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한다.

- 침사지 부유토사 제거효과를 고려하여 인접한 하천(농수로)의 현재 부유물질 

농도보다 10㎎/ℓ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부유물질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한다. 

부유물질 유지목표농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경우 추가적인 저감대책(침사지 

용량 확대 또는 추가 설치, 하천 유입부에 저류조 설치 등)을 수립한다.

- 하수 처리수가 방류되는 하천에 대한 수질 유지목표농도는 갈수시 예측된 농도

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 환경 향평가시 조사결과, 무처리시 향예측, 유지목표농도, 사후환경 향 조

사결과를 비교‧분석할 계획을 수립한다.

◦ 환경 관련 시설물과 관리 대상 항목이 실시설계와 실시설계예산에 반 되었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표를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한다.

- 수질 저감시설의 실시설계 및 실시설계예산에 반 되는 항목 : 

  산마루측구 가배수로, 간이침사지, 오수정화시설, 수로박스 및 횡배수관, 수로 

및 용수로 이설, 토사유실방지망(비닐덮개), 발생사면의 조기피복 및 법면녹화 

등

    교량 설치시 : 가도(또는 가교, 축도), 오탁방지막, Sheet Pil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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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단지 개발사업 평가방법(안)

가. 수리‧수문

◦ 택지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나. 수질

1) 수질 현황조사

2) 사업시행으로 인한 향예측

◦ 택지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가) 공사시 우수 유출량과 토사유출량 예측, 나) 공사시 오수발생량 예측, 

다) 지하관정에 대한 향은 택지개발사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한다.

라) 운 시 용수 사용량 산정

◦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구분하여 원단위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유사한 규모의 

산업단지 사례를 조사하고, 원단위를 이용한 발생량 예측결과와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공업용수량 산정

- 공업용수도 중장비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건교부, 1994),

- 산업입지원단위산정에 관한 연구(건교부․산자부․한국토지공사, 1998), 2006

년 계획 원단위, 연평균 증가율

-중수도시설기준및관리방안등마련에관한연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1)

◦ 생활용수량 산정

- 기본계획서에서 산정된 계획급수량을 준용한다.(택지개발사업 참고)

- 공업단지개발편람(건설부, 국토개발연구원, 1991년)

- 단지설계 계산요강(한국토지개발공사, 1989년)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01-168호)

◦ 예측결과 작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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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운 시 하‧폐수량 산정

◦ 생활하수와 공업하수로 구분하여 원단위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유사한 규모의 

산업단지 사례를 조사하고, 원단위를 이용한 발생량 예측결과와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공업폐수량 산정

- 산업입지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부외, 1982.2

- 공업단지개발편람(건설부, 국토개발연구원, 1991년)

- 개별 산업단지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의 폐수화율과 지하수 전환율을 적용하여 

공업폐수량을 산정할 수도 있다.

◦ 생활하수량 산정

- 용수사용량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다.(택지개발사업 참고)

- 종사자수 원단위를 이용하여 산정

 ‧ 산업총조사보고서(통계청, 1998)

 ‧ 공업배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한국산업개발연구원, 1998)

◦ 발생폐수의 오염물질농도

- 발생폐수의 오염물질 농도는 폐수배출시설 표준원단위 조사연구(Ⅰ,ⅡⅢ)(국립

환경연구원, 1997․1998․1999)

◦ 예측결과 작성사례

바) 운 시 하‧폐수 처리수가 하천에 미치는 향

◦ 택지개발사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예측결과 작성사례

3) 저감방안

가) 침사지 설치계획, 나) 공사시 오수처리계획, 다) 지하관정에 대한 향, 라) 운

시 용수공급계획, 바) 기타 저감방안은 택지개발사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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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운 시 하‧폐수처리계획

◦ 하‧폐수 처리계통

- 사업지구 내 자체 하‧폐수종말처리장 설치, 공장폐수는 자체 폐수종말처리장에

서 처리하고, 생활하수는 주변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 공장폐수는 개별 

공장에서 1차 처리하여 생활하수와 함께 주변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 등

의 방법이 있다.

-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는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 공장에서 발

생하는 폐수의 1차 처리수와 생활하수를 혼합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킬 

경우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오염부하량은 감소되지 않으나, 공장폐수의 1차 처

리수와 생활하수의 혼합수질은 낮아진다. 이에 개별 공장에서의 폐수 처리수와 

오‧하수의 유입관로는 별도로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체 하‧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

- 개별 공장폐수의 1차 처리계획(하‧폐수종말처리장 유입수질), 하‧폐수종말처리

장 방류수질기준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하‧폐수종말처리장의 처리방법과 처

리효율을 고려하여 개별공장에서의 BOD, COD, SS, T-N, T-P,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의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한다.

- 개별공장에서의 생활하수는 공장폐수와 구분하여 별도의 하수관로를 통하여 

하‧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키도록 한다.

- 사업지구내 설치된 하‧폐수종말처리장에서의 처리수가 주변 하천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여 방류수질기준, 방류지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 생활하수와 공장폐수의 분리처리계획

- 공장폐수는 개별업체서 1차 처리 후 자체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하고,  

생활하수는 주변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한다.

- 개별공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폐수의 분리식 관로설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 계획

- 사업지구내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지 않고, 개별 공장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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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의 1차 처리수와 생활하수를 혼합하여 사업지구 주변에 있는 기존 하수종

말처리장에 유입‧처리한다.

-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대상구역, 처리대상구역에서의 하수발생량, 하수처

리시설용량과 가동율(여유용량), 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 등을 조사한다.

- 사업지구 개발목표년도를 기준하여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대상구역에서의 

추가 개발계획과 하수발생 예측량, 사업지구에서의 하수발생량 등을 조사하고, 

사업지구 개발목표년도에 하수처리시설 용량의 적정성을 분석한다.

- 위의 조사결과 필요시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의 증설 또는 자체 하수처리시

설의 설치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 수도법(시행령 제15조)에 준하여 중수도 설치대상 시설이 있는지 검토하고, 해

당 시설은 수도법(제11조1항)에 의해 중수도 의무화 시설을 설치할 사전계획을 

수립한다.

◦ 우수 및 오수 배제계획, 하‧폐수 재이용계획 등은 택지개발사업과 동일한 방법

으로 작성한다.

◦ 저감대책 작성사례

4) 사후환경 향조사계획

◦ 하천개황도 작성, 수질 조사시기, 수질 조사항목, 수질 측정지점, 실시설계와 실

시설계예산에 반 여부 확인 등 일반적인 사항은 택지개발사업과 동일한 방법

으로 작성한다.

◦ 하‧폐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 배출계획지점에 대해서는 유량, 수온, pH 등을 포

함하여 하천 수질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2000년)에 제시된 모든 수질항목을 

측정‧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하천개황도에 수질 조사지점과 주변 현황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후환경

향조사시 수질조사지점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하천개황도에 표시해야 

한다.

◦ 공사시 수질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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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 처리수가 방류되는 하천에 대한 수질 유지목표농도는 갈수시 예측된 농도

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갈수시, 평수시, 풍수시로 구분하여 수질 유지목표농도

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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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Ⅱ. 도로건설사업 평가서 작성사례

1. 수리‧수문 

가. 수리․수문현황 조사사례

◦ 계획노선 주변 수계현황

〈부록 표 2-1〉 계획노선 주변 수계현황 사례

하천명 본 류
제1지
류

기   점 종   점
유로
연장
(km)

유역
면적
(㎢)

비 고

섬진강

섬진강 곡성군 입면 광양시 태인 - - 국가

서시천 구례군 산동면 구례군 구례읍 28.2 153.0 지방2급

황전천 순천시 월정리 순천시 황전면 22.1 135.9 지방2급

동천 동천 순천시 서면 순천시 대대리 35.5 371.0 지방2급

서천 서천 광양시 봉강면 광양시 광양읍 28.9 163..0 지방2급

자료) 한국하천일람, 2002, 건설교통부

◦ 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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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2-1〉 월별 강수량



     수질분야 환경 향 예측내용과 사후환경 조사결과의 비교․분석228

◦교각설치 하천유황

〈부록 표 2-2〉 교각설치 하천유황 사례

구    분 유속 (m/sec) 유량 (㎥/일) 통과교량명 비  고

황  전  천
1)

0.1 817,344 황전천교 평수시

섬  진  강2) 0.31 4,052,160 섬진대교 평수시

백련천(W-6) 0.13 4,957 백련천교
4회측정 

평균
자료) 1)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황전천), 1991. 12, 전라남도

자료) 2) 섬진강수계종합정비계획(하천정비기본계획), 1989. 12, 건설부

◦수자원 이용현황(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부록 표 2-3〉 수자원 이용현황(상수원보호구역) 사례

보호구역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

위         치

취수시설

수원
수질

등급명칭

취수

능력

(㎥/일)

정읍시

상  동 1972.  4.  1 3.034
전북 정읍시

내장상동
상동 15,000 정읍천 Ⅰ

옥정호 1999.  8. 12 20.613
전북 정읍시 

산내면
칠보 90,000 옥정호 Ⅱ

부안군 부안댐 1999. 12. 31 17.118
전북 부안군 

변산면
부안 87,000 부안호 Ⅱ

자 료 : 1. 전주지방환경청, 2003, 환경관리과 

       2. 전국상수원보호구역지정현황, 200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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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4〉 수자원 이용현황(취수장) 사례

시  설  명
시설용량

(㎥/일)
정수형식

1일 

평균급수량(

㎥/일)

위  치

구례군

구례정수장 3,000 완속여과 2,980 봉남 349 

마산정수장 2,600 완속여과 672 마산 288-1

산동정수장 3,500 급속여과 577 산동 위안 월계 479

계 9,100 - 4,229 -

순천시

남정정수장 92,000 급속여과 67,205 순천 남정

옥천정수장 7,000 완속여과 2,017 순천 옥천 

승주정수장 2,000 급속여과 723 순천 승주 평중산

계 101,000 - 69,945 -

광양시

용강정수장 25,100 급속여과 18,550 광양시 광양읍

마동정수장 30,000 급속여과 26,670 광양시 광양읍

계 55,100 - 45,220 -

자료) 상수도 통계, 2002, 환경부

◦지하수 이용현황

〈부록 표 2-5〉 지하수 이용현황 사례

구  분 주      소
음용

여부

구 경

(㎜)

착정

심도

(m)

펌프

용량

(HP)

일일사

용량

(㎥)

연간사

용량

(㎥)

16공구

W-16-01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115
비음용 150 20 2 - -

W-16-02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523
음용 25 15 0.5 4 1460

17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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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노선 주변 오염원 현황

〈부록 표 2-6〉 계획노선 주변 오염원 현황

구  분 주      소 상  호  명

13공구

W-13-01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우사(10마리)

W-13-02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우사(9마리) 

W-13-01 전라남도 순천시 지본리 백암석유주식회사

W-13-02 전라남도 순천시 지본리 YBM 소재테크

15공구
W-15-08 전라남도 순천시 판교리 광양석산 사업소

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향예측

◦ 하천통과 교량현황 조사사사례

〈부록 표 2-6〉 하천통과 교량현황 조사 사례

구

분
교량명

위    

치(STA.)

교량제원

(m)

교각설치

계획(개소)
횡 단 조 건

제방

도로

존재

여부
연장 폭

전체

교각

유로

점유

1

공

구

정읍천교 1+067.00∼
1+305.50

238.5 20.90 8 6 천원천 ○

공평교 1+527.50∼1
+542.50

15.0 34.30 0 - 수로 및 마을진입로 -

입석교
6+935.50∼
6+950.50 15.0 21.06 0 -

관광농원 진․출입로 

및 수로
-

고부2교 9+497.00∼
9+527.00 30.0 28.90 0 - 농로 및 수로 -

2

공

구

원교 2+150.00∼
2+180.00

30.0 29.15 0 - 석우2호배수로 -

미전교 3+103.00∼
3+143.00

40.0 20.90 0 - 동진강 도수로 -

백양교 3+295.84∼
3+331.16

35.0 20.90 0 - 동진강 배수로 -

도천교 5+071.00∼
5+111.00

40.0 20.90 0 - 농로 및 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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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통과 하천의 수리변화

〈부록 표 2-7〉 하천통과 하천의 수리변화 사례

측 점

(No.)

누 가

거 리

(m)

홍수량

(㎥/sec)

계획빈도(100년)계산홍수위(EL.m) 계  획

홍수위

(EL.m)

비   고

교량설치전 교량설치후 증감(m)

0 0 775 24.06 24.06 - 24.47

+97 97 〃 23.91 24.01 +0.10 24.55 정읍천교

1 200 〃 24.05 24.05 - 24.63

+129.4 329.4 〃 24.25 24.25 - 24.74 보

2 400 〃 24.18 24.18 - 24.80

3 600 〃 24.58 24.58 - 24.96

+182 782 〃 25.04 25.04 - 25.11 모촌교

주) 1. 정읍천 수위의 배수 향으로 천원천 하류부의 계획홍수위는 상향조정되었음.

    2. 교량능력 검토는 계획홍수위에 의하여 검토하고 세굴검토는 100년빈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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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감방안

◦ 제방 보강구간

〈부록 그림 2-2〉 제방 보강구간 사례



 부록 Ⅱ. 도로건설사업 평가서 작성사례 233

◦수로암거 설치계획

〈부록 표 2-8〉 수로암거 설치계획 사례

공

구

번

호

위치

(STA. 

km+m)

규 격

(m/m)
연장(m)

공

구
번호

위치

(STA. 

km+m)

규격(m/m) 연장(m)

16

6
JCT R-B 

1+074
2.0×2.0 22

12

21 29+447 3.0×2.0 56

7
JCT R-F 

1+195
2.0×2.0 40 22 29+576 2.0×2.0 59

8
JCT R-H 

1+665
2.0×2.0 38 23 29+920 3.0×2.5 111

9
남해선형개량 

225+172
2.0×2.0 29 24 34+382 2.0×2.0 112

15
10 7+461 2.5×2.5 75 25 34+630 2.0×2.0 50

11 11+910 2.5×2.5 15 11 26 36+028 2.5×2.5 55

◦ 횡배수관 설치계획

〈부록 표 2-9〉횡배수관 설치계획

공구 번호
위  치

(STA. km+m)

규모

(Ø)

연장

(m)
공구 번호

위치(STA. 

km+m)

규모(

Ø)

연장(

m)

16

1 0+991 1,000 49

14

42 19+298 1,200 43

7
동순천IC R-C 

0+280
1,000 40 43 19+299 1,200 22

16

남해고속도로 

선형개량 

255+374

1,200 78 44 19+432 1,200 42

4 5+731 1,000 74 45 19+464 1,20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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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로이설계획

〈부록 표 2-10〉 수로이설계획

공

구
구분

위  치

(STA. km+m)

총연장

(m)

규격

(m/m)

공법 및 

재질
공법 선정 사유

16 농수로

 남해고속도로 

선령개량 

255+850 ∼ 

256+960(우)

135
4.4×2.0×3.

0
돌쌓기

호남콘크리트부지 저촉 

최소화

15

농수로 7+140∼7+430 297 2.5×2.5 석축
소규모 농수로 이설로서 

단면의 확보를 위함

계곡수

로
7+430∼7+530 116 1.0×1.0 석축

수로이설 폭이 협소하여 

단면의 확보를 위함

송내천 11+780∼11+850 85 2.0×2.0

U형 

콘크리트

개거

종단경사가 급하여 

낙차공을 설치하기 위함

계곡수

로
11+880∼11+960 119 1.5×1.5

U형 

콘크리트

개거

종단경사가 급하여 

낙차공을 설치하기 위함

◦교량능력 검토결과

〈부록 표 2-11〉 교량능력 검토결과 사례

교각번호

여  유  고

비 고
계획 홍수위(m)

받침대 

상단표고(m)
여유고(m)

P1 24.55 29.24 4.69

정읍천교P2 24.55 28.62 4.07

P3 24.55 28.00 3.45

주) 교량능력검토는 계획홍수위에 의하여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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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이설 종‧평면도(15공구 STA. 7+430∼7+530)

평

 

면

도

종

횡

단

면

도

규격 1.0×1.0(m/m), 116m

형식 석        축

〈부록 그림 2-3〉 수로이설 종‧평면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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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질

가. 수질 현황조사

W - 2

W - 3

W - 4

W - 5

GW - 2

W - 6
W - 7

GW - 3

W - 1

GW - 1

STA.8+0

STA.6+0

STA.4+0

STA.2+0

STA.10+0

STA.11+6

STA.10+0

STA.8+0

STA.6+0

STA.4+0

STA.2+0

STA.0+0

〈부록 그림 2-4〉 수질현황도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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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노선 주변의 하천현황

〈부록 표 2-12〉 계획노선 주변의 하천현황 사례

하천명
유수의 계통(수계)

하천

등급
기      점 종      점

유로

연장

(㎞)

유로

면적

(㎢)
본류 1지류 2지류

동진강 동진강 국가
전북 정읍 정우
태인면 신태인의 

경계

전북 부안 
동진
안성리 

51.03
1,124.

14

고부천 동진강 고부천 국가 전북 정읍 고부
고부면해보

전북 부안 
동진

동진강(국가)
합류점

37.00 247.17

정읍천 동진강 정읍천 국가

전북 정주 내장 
상동,

시기3동, 내장동의 
경계

전북 정읍 
이평

동진강(국가)
합류점

33.00 433.00

천원천 동진강 정읍천 천원천 지방2
전북 정읍 입암
동천리 683번지선

전북 정읍 
상평

정읍천(국가)
합류점

14.57 76.20

자 료 : 한국하천일람, 2002, 건설교통부

◦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부록 표 2-13〉상수원보호구역 현황 사례

보호구역명 지정일자
지정면적

(㎢)
위         치

취수시설

수원
수질

등급명칭
취수능력(

㎥/일)

정읍시

상  동 1972.4.1 3.034
전북 
정읍시 
내장상동

상동 15,000 정읍천 Ⅰ

옥정호 1999.8.12 20.613
전북 
정읍시 
산내면

칠보 90,000 옥정호 Ⅱ

부안군 부안댐 1999.12.31 17.118
전북 
부안군 
변산면

부안 87,000 부안호 Ⅱ

자 료 : 1. 전주지방환경청, 2003, 환경관리과 

       2. 전국상수원보호구역지정현황, 200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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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조사지점

〈부록 표 2-14〉 수질조사지점 사례

지   점 측    정    지    점    위    치
측정지점좌표

X(㎞) Y(㎞)

지표수

W-1 전북 정읍시 정읍교 밑 184.50 231.70

W-2 전북 정읍시 원면 석호지 하류 150m 179.30 237.60

W-3  전북 정읍시 국성리 29번 국도 서측 300m 179.80 240.10

W-4  전북 정읍시 청량리 29번 국도 동측 200m 180.90 241.70

W-5
 전북 부안군 백산면 거룡리 (주)한국에스캄 

앞 하천
183.70 246.90

W-6 전북 정읍시 하모동 하모교 상류 50m 185.00 230.34

W-7 전북 정읍시 모촌동 모촌교 하류 500m 184.38 230.55

지하수

GW-1 전북 정읍시 고부면 만수리 492 181.20 232.70

GW-2 전북 부안군 백산면 대죽리 111 180.70 243.00

GW-3 전북 정읍시 공평동 194번지 183.79 230.75

◦조사일자

  ◦ 1차 측정기간 : 2001.  10. 10 ∼ 10. 13(시료채수일 : 2001. 10. 13)

  ◦ 2차 측정기간 : 2002.   1. 30 ∼  2.  2(시료채수일 : 2002.  2.  1)

  ◦ 3차 측정기간 : 2002.   5. 27 ∼  5. 30(시료채수일 : 2002.  5. 30)

  ◦ 4차 측정기간 : 2002.   8. 21 ∼  8. 24(시료채수일 : 200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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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질 조사결과

〈부록 표 2-15〉 하천수질 조사결과

구   분 W-1 W-2 W-3 W-4 W-5 W-6 W-7
환경기

준

유량

(㎥/s)

1차

-
2차

3차

4차

수온

(℃)

1차 8.2 7.8 8.0 7.6 8.4 - -

-
2차 4.2 3.6 3.4 2.7 3.1 - -

3차 17.2 18.3 17.5 18.4 18.3 - -

4차 22.8 23.2 23.5 23.0 21.8 - -

pH

1차 6.40 6.80 6.30 6.50 6.40 - -

6.5∼8.5
2차 6.79 8.28 6.77 7.89 7.33 - -

3차 6.68 7.85 5.97 6.60 6.27 - -

4차 7.31 8.07 7.36 6.96 7.03 - -

DO

(㎎/ℓ)

1차 7.9 8.1 7.5 8.3 8.3 - -

5이상
2차 9.2 9.1 8.2 6.9 8.3 - -

3차 8.0 8.2 7.9 7.9 7.9 - -

4차 7.9 7.6 7.0 6.3 7.9 - -

BOD

(㎎/ℓ)

1차 7.0 5.5 12.4 4.5 4.8 - -

3이하
2차 2.8 4.7 4.9 144.2 7.4 - -

3차 5.4 6.5 6.7 13.9 9.4 - -

4차 2.3 4.2 6.8 9.6 4.0 - -

SS

(㎎/ℓ)

1차 18.0 6.0 28.0 12.0 21.0 - -

25이하
2차 6.4 3.6 1.3 195.1 17.2 - -

3차 9.8 10.4 21.4 55.0 21.5 - -

4차 10.8 14.8 19.2 41.6 20.8 - -

T-N

(㎎/ℓ)

1차 4.569 2.890 9.106 3.006 3.697 - -

-
2차 4.156 3.201 5.472 57.816 6.504 - -

3차 3.528 2.008 6.346 11.384 5.190 - -

4차 2.958 2.416 5.856 7.591 6.013 - -

T-P

(㎎/ℓ)

1차 0.299 0.114 0.390 0.214 0.255 - -

-
2차 0.053 0.067 0.316 6.576 0.300 - -

3차 0.110 0.120 0.269 1.002 0.144 - -

4차 0.132 0.119 0.307 1.163 1.003 - -

대장균군

(MPN

/100㎖)

1차 3.8×103 2.0×103 7.8×103 4.0×103 5.0×103 - -

1,000이

하

2차 2.0×102 7.0×102 1.1×103 4.0×104 1.7×103 - -

3차 2.6×10
3
2.2×10

3
4.0×10

3
5.0×10

3
2.8×10

3
- -

4차 2.0×103 2.0×103 2.2×103 2.7×103 2.7×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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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질 조사결과

〈부록 표 2-16〉 지하수질 조사결과 사례

  조사지점

 

 조사항목

GW-1 GW-2 GW-3

1차 2차 3차 4차 평균 1차 2차 3차 4차 평균 5차 6차 7차 8차 평균

pH 6.90 6.31 6.39 6.40 6.50 6.80 6.13 6.11 6.48 6.38 6.2 6.3 6.2 6.4 6.3

TS(㎎/ℓ) 86 144 135 155 130 104 138 118 146 127 99 100 113 102 104

KMnO4소비량

(㎎/ℓ)
1.30 0.64 0.92 0.90 0.94 0.90 0.64 2.81 0.90 1.31 0.60 0.30 2.6 3.8 7.3

NH3-N(㎎/ℓ)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0.05 0.06 0.24 0.09

NO3-N(㎎/ℓ) 1.3 2.8 1.5 1.8 1.9 0.8 2.4 1.1 2.0 1.6 1.8 3.84 5.2 1.1 3.0

Cl-(㎎/ℓ) 120.4 20.6 20.0 22.5 45.9 29.0 31.6 5.32 35.5 25.4 20.0 20.0 21.0 23.0 21.0

일반세균(CFU

/㎖)
12 2 3 2 5 5 2 2 2 3 8 N.D 8 1937 662

대장균군(CFU

/50㎖)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경도(㎎/ℓ) 88.0 53.0 57.0 52.0 62.5 76.0 38.5 88.1 42.0 61.2 42.0 16.0 60.0 40 39.5

SO4
2-(㎎/ℓ) 34.0 39.1 190.1 153.9 104.3 29.0 33.5 72.2 159.7 73.6 95.0 98.9 99.0 81 93.5

Zn(㎎/ℓ) 0.039 0.085 0.025 0.018 0.042 0.015 0.008 0.013 0.013 0.012 N.D N.D N.D N.D N.D

Fe(㎎/ℓ) N.D 0.094 N.D N.D 0.024 N.D 0.148 N.D N.D 0.037 0.28 0.28 0.19 0.18 0.23

냄새/맛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무

색도/탁도(도)
1/0.

2
1/0.2 1/0.2 1/0.2 1/0.2 1/0.2 1/0.3 1/0.2 1/0.2 1/0.2 1/0.7 1/0.4 1/0.4

1/0.5

2
1/0.51

주) Cu, Mn, Hg, Pb, Cr+6, As, Cd, 페놀, CN, Al, ABS는 조사 전 지점에서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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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향예측

1) 공사시 우수 유출량과 토사 유출량 예측

◦ 배수구역의 구분

〈부록 표 2-17〉 배수구역의 구분 사례

구      분 Station.NO 연장(m)
배수구역 면적(ha)

도로개설 발생사면 전   체

1공구

⑭배수구역
9+527.0∼10

+380.0
853.0 1.71 1.07 2.78

⑮배수구역
10+380.0∼1

1+079.0
699.0 1.40 1.26 2.66

백산

우회도로

배수구역
8+660.0∼9+

380.0
720.0 1.44 1.34 2.78

배수구역
9+380.0∼10

+000.0
620.0 1.24 0.71 1.95

전           체 20,419.6 40.85 32.13 72.98

주) 1. 절․성토사면 면적은 실제 토사유출에 기여되는 면적을 대상으로 1:1,200 실측지형도

상에서 구적(CAD상 구적)하 음.

   2. 1공구 : STA. 0+000∼11+556, 2공구 : STA. 0+000∼8+500, 백산우회도로 : STA. 8+50

0∼10+000

   

◦ 배수구역별 우수유출량

〈부록 표 2-18〉 배수구역별 우수유출량 사례

구      분 Station.NO 연장(m)
배수면적

(ha)

유출

계수

강우강도

(mm/hr)

우수유출량

(㎥/sec)

1공구

①배수구역
0+000.0∼0

+820.0
820.0 2.64 0.3

147.48

0.32

②배수구역
0+820.0∼1

+067.0
247.0 1.44 0.3 0.18

백산

우회도로

배수구역
8+660.0∼9

+380.0
720.0 2.78 0.4

147.48

0.46

배수구역
9+380.0∼1

0+000.0
620.0 1.95 0.3 0.24

전       체 - 20,419.6 72.98 - - 10.72

주) 1공구 : STA. 0+000∼11+556, 2공구 : STA. 0+000∼8+500, 백산우회도로 : STA. 8+5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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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구역별 토사유출량 및 SS가중농도

〈부록 표 2-19〉 배수구역별 토사유출량 및 SS가중농도 사례

구      분
배수면적

(ha)

토사유출량

원단위

(㎥/㏊․년)

토사 도

(ton/㎥)

토사유출량

(ton/일)

SS유출

농도

(㎎/ℓ)

1공구

①배수구역 2.64

150 2.65

9.90 358.1

②배수구역 1.44 5.40 347.2

백산

우회도로

배수구역 2.78
150 2.65

10.43 262.4

배수구역 1.95 7.31 352.5

전          체 72.98 273.75 -

◦ 수용하천에 미치는 향예측

〈부록 표 2-20〉 수용하천에 미치는 향예측 사례

예측지점

(수용하천)

현   황   치 유   입   치 혼합농도 가중

농도

(㎎/ℓ)

비    고유량 

(㎥/sec)

농도 

(㎎/ℓ)

유량 

(㎥/sec)

농도 

(㎎/ℓ)

유량 

(㎥/sec)

농도

(㎎/ℓ)

W-6(정읍천) 0.71 1.0 0.32 358.1 1.03 111.9 110.9 ①배수구역

W-7(천원천) 1.09 5.5 0.52 292.2 1.61 98.1 92.6
②, 

③배수구역

주) 1. 현황치는 수질환경 현황 8차 조사시 실측치를 적용함.

    2. 혼합농도는 혼합공식을 사용하 음. 

2) 교량 공사시 토사유출에 의한 향

◦ 교량축조시 하천에 미치는 향

〈부록 표 2-21〉 교량 축조시 하천에 미치는 향 사례

구   분

현     황 가중농도(㎎/ℓ)

비  고
유량(㎥/sec) SS농도(㎎/ℓ)

터파기 

작업시

가도로 

작업시

정읍천교
1.09 5.5 567.0 127.5 천원천(W-7)

0.71 1.0 870.4 195.8 정읍천(W-6)

주) 현황치는 수질환경 현황 8차 조사시 실측치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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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별 구성비

〈부록 표 2-22〉 입자별 구성비 사례

                                                             (단위 : %)

구  분

0.005

㎜

이하

0.075

㎜

이하

0.150

㎜

이하

0.425

㎜

이하

2.0㎜

이하

4.75

㎜

이하

12.7

㎜

이하

19.1

㎜

이하

25.4

㎜

이하

38.1

㎜

이하

비  고

BB-13-2 - 12.7 16.2 25.8 33.7 41.0 51.5 58.6 65.8 73.9
정읍천

교
BB-13-3 - 22.8 37.4 82.3 100.0 - - - - -

BB-13-4 - 17.6 19.0 20.2 28.7 47.5 78.6 89.8 93.6 98.3

자 료 : 정읍∼신태인간 도로건설공사 지반조사보고서 

◦토사입자의 직경별 침강속도(비중2.65일 경우)

〈부록 표 2-24〉 토사입자의 직경별 침강속도 사례

직   경

(㎜)

침 강 속 도

(㎜/sec)

직   경

(㎜)

침 강 속 도

(㎜/sec)

직   경

(㎜)

침 강 속 도

(㎜/sec)

1.00 100 0.20 21.0 0.04 1.10

0.90 92 0.15 15.0 0.03 0.62

0.80 83 0.10 7.4 0.02 0.28

0.70 72 0.09 5.6 0.015 0.155

0.60 63 0.08 4.8 0.010 0.069

0.50 53 0.07 3.7 0.009 0.056

0.40 42 0.06 2.5 0.008 0.044

0.30 32 0.05 1.7 0.007 0.034

◦토사입자의 직경별 유하거리

〈부록 표 2-25〉 토사입자의 직경별 유하거리 사례

구  분
토사입경

(mm)

침전속도

(mm/sec)

유속

(m/sec)

수심

(m)
유하거리(m) 비  고

정읍천교
0.075 4.8

1.37 0.22
63

W-7(천원천)
0.050 1.7 177

주) 상기의 유속 및 수심은 수질환경 현황 8차 조사시 실측치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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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터널폐수  발생량 예측

◦ 터널설치계획

〈부록 표 2-26〉 터널설치계획 사례

구   분 위치(STA.) 터널명 공  법 연장(m) 갱문형식

1 5+690∼6+060 고부1터널 대단면터널 370 원통절개형

2 6+555∼6+605 고부2개착 개착터널 50 -

◦터널공사시 지하수 유출량

〈부록 표 2-27〉 터널공사시 지하수 유출량 사례

구  분 터널연장 적용 원단위 지하수 유출량 비    고

고부1터널 370m 0.6㎥/min․㎞ 320㎥/일 일방향굴착

◦터널공사시 배출수(폐수)량

〈부록 표 2-28〉 터널공사시 배출수(폐수)량 사례

구  분 터널연장

배출수(폐수) 발생량

비    고
계 지하수 유출량

작업(굴착)

용수량

고부1터널 370m 406.4㎥/일 320㎥/일 86.4㎥/일 일방향굴착

◦ 터널공사시 발생하는 배출수 수질

〈부록 표 2-29〉 터널공사시 발생하는 배출수 수질 사례

구     분
오염물질농도

pH SS(㎎/ℓ)

용담도수로 터널, 

천도수로 터널 등
10∼12 500∼1,000

마석터널 11이상 350이상

자 료 : 1. 터널공사중 발생하는 오탁수처리방안 연구, 1995, 한국수자원공사

 2. 마석∼답내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중 터널공사(마석, 모란터널) 폐수배출시설 설  

치,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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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폐수 오염부하량

〈부록 표 2-30〉 터널폐수 오염부하량 사례

구     분 배출수(폐수)량
적용 원단위 오염부하량

pH SS(㎎/ℓ) pH SS(㎏/일)

고부1터널 406.4㎥/일 10∼12 500∼1,000 10∼12 203.2∼406.4

자 료: 터널공사중 발생하는 오탁수처리방안 연구, 1995, 한국수자원공사

◦콘크리트 혼합시설에서의 폐수발생량

〈부록 표 2-31〉 콘크리트혼합시설에서의 폐수발생량 사례

구  분
용 량

(㎥/hr)

콘크리트 

단위중량(t/㎥)

폐수원단위

(㎥/ton)

원단위(㎎/ℓ) 폐수발생량

(㎥/일)COD SS

BatchPlant 60 2.3 0.02 52∼192 76∼214 22.1

주) 오염원단위는 콘크리트 제품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원단위이며, 1일작업시간은 8hr을 적

용하 음.

자 료: 1. 폐수배출시설 설치 업무처리 요령, 1996, 환경부

      2. 폐수배출시설 표준 원단위 조사연구, 1996, 국립환경연구원

      3. 건설표준품셈, 2003, 건설연구사

◦ 콘크리트 혼합시설 운 으로 인한 오염부하량

〈부록 표 2-32〉콘크리트혼합시설에서의 오염부하량 사례

구  분
용 량

(㎥/hr)

설치개소

(개소)

폐수발생량

(㎥/일)

오염부하량(㎏/일)
비     고

COD SS

Batch Plant 60 1 22.1 1.1∼4.2 1.7∼4.7
터널종점 갱구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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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혼합설비(Batch Plant)시설 설치예정지

두승교
배수용성토

Batch Plant

〈부록 그림 2-5〉 콘크리트 혼합설비시설 설치예정지 도면 사례

4) 공사시 오수발생량 예측

◦발생 원단위

〈부록 표 2-33〉오수발생원단위 

분류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1일 오수발생량 BOD농도(㎎/L)

10 업 무 시 설 15L/㎡ 100

2 주 거 시 설 200L/인 200

16 부 대 급 식 설 15L/1인․1급식 330

자 료 : 환경부고시제2001-168호,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

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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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물의 규모

〈부록 표 2-34〉 가설물의 규모

구   분
현장사무소

창고 숙 소
감독․감리자 수급자

면적(㎡) 250 430 120 350

자료 : 건설표준품셈, 2003, 건설연구사

◦오수발생량 예측결과(방법 1)

〈부록 표 2-35〉 오수발생량 예측결과(방법 1) 사례

구        분
면적

(㎡)

오수발생량 BOD오염부하량
비   고

원단위 발생량 원단위 부하량

현  장

사무소

감독․

감리자
250 15ℓ/㎡ 3.75㎥/일 100㎎/ℓ 0.38kg/일 -

수  급  

자
430 15ℓ/㎡ 6.45㎥/일 100㎎/ℓ 0.65kg/일 -

숙  소 350 200ℓ/인 9.80㎥/일 200㎎/ℓ 1.96kg/일
n(인)=0.14A

(면적)

계 1,030 - 20.0㎥/일 - 2.99kg/일

주) 도로사업의 특성상 창고에서는 오수발생량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 음.

자료 : 1. 건설표준품셈, 2003, 건설연구사

      2. 환경부고시 제2001-168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 도로현장의 근무인원

〈부록 표 2-36〉 도로현장의 근무인원 사례

구            분 연  장 폭 원
현장사무실 

전체 근무인원
상주인원

마석-답내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11.36km 20.0m(4차선) 40인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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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발생량 예측결과(방법 2)

〈부록 표 2-37〉 오수발생량 예측결과(방법 2) 사례

구    분
인원수

(인)

오수발생량 BOD오염부하량
비   고

원단위 발생량 원단위 부하량

식당
15 15ℓ/1인

․1급식

0.7㎥/일
330㎎/ℓ

0.23kg/일 상주인원(1일3식)

25 0.8㎥/일 0.26kg/일 비상주인원(1일2식)

현장사무

소
40 15ℓ/㎡ 10.2㎥/일 100㎎/ℓ 1.02kg/일 현장사무소면적

숙소 15 200ℓ/인 3.0㎥/일 200㎎/ℓ 0.60kg/일 상주인원

계 - 14.7㎥/일 - 2.11kg/일

주) 도로사업의 특성상 창고에서는 오수발생량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 음.

자료 : 1. 마석-답내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현장, 2003, 현장조사자료

      2. 환경부고시 제2001-168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방법별 오수발생량 산정 비교

〈부록 표 2-38〉 방법별 오수발생량 산정 비교 사례

구   분 방법 1 방법 2
적             용

전    체 1공구 2공구외

발 생 량 20.0㎥/일 14.7㎥/일 29.4㎥/일 14.7㎥/일 14.7㎥/일

주) 1. 방법1 : 건설표준품셈에 따른 가설물의 규모를 이용한 오수발생량

    2. 방법2 : 현재 공사중인 현장의 근무인원 조사결과를 이용한 오수발생량

◦ 현장사무실 오수 방류시 하천수질 향예측

〈부록 표 2-39〉 현장사무실 오수 방류시 하천수질 향예측 사례

구      분 방류수

황 전 천 섬 진 강

합류지점
섬진강 합류전

(0.07일유하)

섬진강

합류지점

구례상수원

보호구역

(0.09일유하)

유량(㎥/일) 4.85 817,349 817,349 4,969,509 4,869,509

BOD농도

(㎎/ℓ)

무처리

시
92 1.6 0.55 2.0 0.5

오수처

리시
10 1.6 0.55 2.0 0.5

주) 황전천합류지점까지 유량, 농도의 변화는없으며, 추가적인 오염물질 및 유량의 유입은 없

는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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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감방안

1) 절성토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대책

◦공사진행에 따른 성토사면 저감방안

〈부록 표 2-40〉 공사진행에 따른 성토사면 저감방안 사례

구    

분
저  감  대  책 저감대책 모식도

공사

초기

․부지정지 공사가 시

행되는 시기로 가배수

로 및 침사지(물막이

공)를 설치

가배수로

계획노선

성토

공사

중기

․성토작업이 대부분 

완료되는 시기로 가배

수로 및 침사지와 더

불어 주요 성토사면에 

비닐덮개를 설치토록 

하며, 측구를 선시공

하여 성토사면의 토사

유출을 방지

비닐덮개 측구시공

가배수로

성토

계획노선

공사

말기

․가배수로 및 측구 

등을 시공하여 가배수

로 역할을 대체토록 

하고, 조속한 떼식제

를 통하여 성토사면 

안정과 토사유출 최소

화

사면식재 측구시공

계획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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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사유출저감대책 설치예시(Ⅰ) 

토사유실방지망 산마루측구

〈부록 그림 2-6〉 토사유출저감대책 설치예시 사례

◦강우시 토사유실 방지 개념도  

산마루측구

농경지

비닐덮개 비닐덮개

산마루측구계획노선

가배수로 가배수로

계획노선비닐덮개 비닐덮개

가배수로 가배수로

성토지역

↑

↑

↑ ↑

↑

↑ ↑

- 절토지역

- 성토지역

↑

〈부록 그림 2-7〉 강우시 토사유실 방지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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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입도 분석결과

〈부록 표 2-41〉 토양입도 분석결과 사례

구  분 0.075㎜이하 0.150㎜이하 0.425㎜이하 2.0㎜이하 4.75㎜이하 12.7㎜이하 비 중

TP-2 21.5 30.3 55.6 87.1 95.2 100 2.67

TP-3 19.5 29.7 64.9 95.7 100 - 2.68

TP-7 18.6 24.1 51.2 94.0 100 - 2.68

TP-8 16.3 20.5 39.8 80.1 93.5 100 2.69

평 균 19.0 26.2 52.9 89.2 97.2 100 2.68

자 료 : 정읍∼신태인간 도로건설공사 지반조사보고서          

◦침사지 면적 및 용량

〈부록 표 2-42〉 침사지 면적 및 용량산정 사례

구            분

우수유

출량

(㎥/sec)

침사지면적

(㎡)

침사지용량

(㎥)

설치위치

(STA.)

1공구

①배수구역
0+000.0∼

0+820.0
0.32

35.4 52.5 0+780(좌)

(2단계침사지)17.7 26.6

31.3 47.0 0+800(우)

(2단계침사지)15.6 23.4

②배수구역
0+820.0∼

1+067.0
0.18

18.8 28.2 1+020(좌)

(2단계침사지)9.4 14.1

18.8 28.2 1+070(우)

(2단계침사지)9.4 14.1

③배수구역
1+305.5∼

1+720.0
0.34

35.4 52.5 1+440(좌)

(2단계침사지)17.7 26.5

35.4 52.5 1+400(우)

(2단계침사지)17.7 26.5

 X배수구역

주) 1. 시점→종점 방향으로 좌․우 선정

    2. ①, ②, ③ 배수구역은 2차 침전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최대한 방지토록 계     

   획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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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사유출저감대책 설치 예시

침사지 가배수로

〈부록 그림 2-8〉 토사유출저감대책 설치 예시

◦ 입자의 직경별 침전효율

〈부록 표 2-43〉 입자의 직경별 침전효율 사례

토사의 직경(㎜) 0.10 0.075 0.06 0.05 0.04 0.03 0.02 0.015 비   고

침강속도(㎜/sec) 7.40 4.80 2.50 1.70 1.10 0.62 0.28 0.155 토사비

중 2.65제거율(%) 100.0 100.0 67.6 45.9 27.7 16.8 7.6 4.2

2) 교량 수질오염 저감대책

◦ 교량공사시 부유토사 저감대책

〈부록 표 2-44〉 교량공사시 부유토사 저감대책 사례

교 량 명 저 감 시 설 기초공사 저감공법 공사용 하천횡단 도로

황전천교 오탁방지막(91m) 가우물통 가교 설치

섬진대교 오탁방지막(171m) 물돌리기 가교 설치

백련천교
하천접속부 

마대쌓기
물돌리기 흄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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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공사시 오탁방지막 설치예시

〈부록 그림 2-9〉 교량공사시 오탁방지막 설치예시

◦교량노면에서의 초기우수배제를 위한 배수관 설치계획

3) 터널폐수 처리계획

◦ 터널 폐수처리시설 설치계획

〈부록 표 2-45〉 터널 폐수처리시설 설치계획 사례

터널명 연장(m)

적용원단위

(㎥/km․mi

n)

터널폐수

발생량

(㎥/일)

처리시설

용량(㎥/

일)

폐수처리

시설

설치위치

16공구 광  양
전주방향 905

0.2

261
700 종점부

광양방향 893 257

13공구

황전2터널
전주방향 420 121

420 종점부
광양방향 400 115

황전3터널
전주방향 895 258

420×2
시점부

종점부광양방향 877 253

12공구

구례1터널
전주방향 1,635 471

700×2
시점부

종점부광양방향 1,655 477

구례2터널
전주방향 1,313 378

600×2
시점부

종점부광양방향 1,311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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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승교
배수용성토

폐수처리시설

B/P장

〈부록 그림 2-10〉 터널 폐수처리시설 설치계획 도면 사례

4) 공사시 발생오수 처리계획

◦ 수용하천에 미치는 향(BOD농도)

〈부록 표 2-46〉수용하천에 미치는 향 사례

구  분 방류하천

하천현황치 처  리  전
처리수 방류후 

혼합농도(㎎/ℓ)

유량

(㎥/sec)

농도

(㎎/ℓ)

유량

(㎥/일)

농도

(㎎/ℓ)

20이하 

방류시

10이하

방류시

1 공 구 정 읍 천 1.800 4.4 14.7 143.5 18.3 9.4

2 공 구 배 수 로 0.004 7.7 14.7 143.5 20.0 10.0

주) 1. 방류하천의 현황치는 환경질 측정시 W-1(정읍천), 3지점(도수로)의 실측 평균치를 적용

하 음. 단, W-1지점의 경우 W-6지점과 W-7지점의 합류후 지점으로서 유량은 수질환

경 현황 8차 조사시 W-6지점과 W-7지점에 대한 실측치의 합계를 적용함.

    2. 혼합후 농도는 단순혼합공식에 의해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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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의 개요

〈부록 표 2-47〉오수처리시설의 개요 사례

구    분

오수배출

량

(㎥/일)

시설용량

(㎥/일)

유입수질

(㎎/ℓ)

방류수질

(㎎/ℓ)
설 치 위 치

오수정화시

설

1공구 14.7 15.0이상 143.5 10이하 주천삼거리 우측

2공구 및 

백산우회도로
14.7 15.0이상 143.5 10이하 원교차로 좌측

5) 휴게소에서의 발생오수 처리계획

◦ 업소 오수처리시설 설치계획

〈부록 표 2-48〉 업소 오수처리시설 설치계획 사례

구         분 16공구 본선 13공구 황전 I/C 11공구 구례I/C

위         치 STA. 1+280 황전 I/C 구례I/C

용    량(㎥/일) 10 10 10

방류수농도
BOD(㎎/ℓ) 10이하 10이하 10이하

SS(㎎/ℓ) 10이하 10이하 10이하

◦휴게소 오수처리시설 설치계획

〈부록 표 2-49〉휴게소 오수처리시설 설치계획 사례

구         분 간 이 휴 게 소

위         치 STA. 92+080(순천방향) STA. 91+650(전주방향)

용    량(㎥/일) 170 170

방류수농도
BOD(㎎/ℓ) 10이하 10이하

SS(㎎/ℓ) 10이하 1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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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후환경 향조사계획

◦ 하천별 목표등급

〈부록 표 2-50〉하천별 목표등급 사례

수역기호 수역명 수역구간 적용등급 달성기간(년)

5-1 오수천 전구간 Ⅰ 1

5-3 요  천 전구간 Ⅰ 3

자료 : 환경처고시 제91-35호 수역별 환경기준적용등급 및 달성기간

주) 연간 275일 이상 유지되는 저수위보다 높은 수위에서 달성 유지되어야 함

◦유지목표농도

〈부록 표 2-51〉유지목표농도

구      분 pH BOD(㎎/ℓ) SS(㎎/ℓ) DO(㎎/ℓ)

유지목표농도 6.5∼8.5 1∼2이하 25 이하 7.5 이상

◦ 수질 사후환경 향조사 항목

〈부록 표 2-52〉수질 사후환경 향조사 항목 사례

구분 사 후 환 경  향 조 사 내 용

조  사  

항  목

◦저감시설 설치‧운  실태조사(실시설계 및 예산서 확인)

-공사시 절‧성토지역 및 사토장의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현황

-교량설치지역의 하천내 부유토사 저감시설 설치현황

-현장사무실내 오수처리시설 및 Batch Plant 폐수처리시설 설치현황

-터널 폐수처리시설 설치현황

◦수질측정 조사

-절‧성토공사 지역, 교량설치지점, 현장사무소, B/P, 터널폐수 처리시설 인근 하

천의 수질변화 파악을 위한 지표수 측정

-터널 폐수처리시설 처리수 방류하천 수질측정

-공사장 및 터널 인근 마을의 지하수 수질변화 파악을 위한 지하수 수질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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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수 사후환경 향조사 지점

〈부록 표 2-53〉지표수 사후환경 향조사 지점 사례

번  호 조  사  지  점 평가시 조사지점

W - 1 13공구 황전천교 하류 50m W-9의 하류

W - 2 13공구 섬진대교 하류 50m(구례1터널폐수 유입) W-8의 상류

W - 3
14공구 B/P, 현장사무실 하류하천(황전1,2터널폐수 유입)

처리수 유입지점 20m 이내
Ẁ-3의 하류

W - 4
14공구 사토장 하류하천(황전1터널폐수 유입),

처리수 유입지점 20m 이내
W-10의 하류

W - 5
14공구 B/P, 현장사무실 하류하천(황전1,2터널폐수 유입)

처리수 유입지점 20m 이내
Ẁ-3의 하류

◦ 지하수 사후환경 향조사 지점

〈부록 표 2-54〉지하수 사후환경 향조사 지점 사례

번  호 조 사 지 점 관 련 터 널 평가시 조사지점

GW - 1 16공구 주령마을 광양터널 -

GW - 2 15공구 건천마을 서면1터널 GW - 10

GW - 5 14공구 청소골산장 서면3, 4터널 GW - 8

GW - 9 13공구 내구마을 황전2터널 -

GW - 10 13공구 복호마을 황전3터널 GW - 5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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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사후환경 향조사 계획

〈부록 표 2-55〉수질 사후환경 향조사 계획 사례

구   분 조  사  지  역 조  사  내  용
조  사  방  

법

조사횟

수

공 사 시 

(공사착

공일∼

완료시)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설

치지역

 -침사지처리수의 방류수역

인 하천

 -인근 하천(서시천지류, 둔

기천, 수지천, 소하천, 요천, 

오수천, 둔남천, 오수천지류, 

오수취수장 인근 오수천 등 

9개소)

․강우시 비닐덮개 설치

여부

․침사지 운 상태 및 설

치효과 검토

 -침사지 주기적 준설 및 

우수관로 준설여부 파악

 -조사항목 : 수온, pH, 

DO, SS, BOD

․현장조사

․수질오염공

정시험방법

1회/분

기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역

 -측정지점 3개소(9,8,7공구)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적정 처리여부

  -조사항목 : 수온, pH, 

DO, SS, BOD

․현장조사

․수질오염공

정시험방법

1회/분

기

․하천횡단 교량설치지역

 -대명1교(둔남천), 오수천

교(오수천), 요천교(요천), 

수지교(수지천) 등

․가도설치, 물막이공설

치, 오탁방지막 설치유무

 -조사항목 : 수온, DO, 

pH, SS

․현장조사

․수질오염공

정시험방법

1회/분

기

․터널설치지역

 -천마터널, 사매1터널, 오

수2터널, 오수3터널(4개소)

․터널 유출수 적정처리

여부

 -조사항목 : 수온, pH, SS

․현장조사

․수질오염공

정시험방법

1회/분

기

․B/P 및 C/P 설치지역

 

․B/P 및 C/P 운 으로 

배출폐수 처리시설 설치

여부 및 적정 처리여부

․현장조사

․수질오염공

정시험방법

1회/분

기

․공사시 발견된 지하관정

지역

․지하수관정 되메움여부 

파악

․현장조사 1회/분

기

주) 침사지 설치지역과 하천횡단 교량설치지역의 향 하천은 중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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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Ⅲ. 수리․수문 및 수질분야 적용모델 현황

1. 수리․수문분야

가. HEC-1

HEC-1은 USACE의 HEC(Hydrologic Engineering Center)에서 유역에서의 강우-

유출현상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하여 1967년에 처음 개발되었으며 그후 1990년까지 계

속적인 수정이 이루어져 왔다.

이 모델은 flood hydrograph package로 분석 대상 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모델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근 많은 연구에 의해 유량 곡선분

석 뿐만 아니라 댐 안정성 분석 및 홍수시 범람 예상구간 분석 그리고 연속적 강우유

출량 예측 등 새로운 분석기능이 첨가되었다.

모델 적용을 위해 대상 유역은 단위유역으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표현되며, 각 단위 

유역에는 지면 유출수 이동경로와 하천 수로 또는 호수를 표현할 수 있다. 강우-유출

에 대한 분석과정은 강우, 침투 또는 차단(강우 손실), 유효 강우(초과 강우)의 유출, 

기저 유량과의 합류, 유출량의 흐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과정에 대해 제공되는 

적용식들을 분석 대상 지역의 특징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HEC-1

에서 요구되는 입력자료는 유역 면적, 기저유량, 하천의 수심 등이며 모델결과로 유역 

내 원하는 지점에서의 유량곡선을 얻을 수 있다.

나. TR-20

TR-20은 강우의 결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유출을 계산하기 위한 수문모델로 

Hydrology Branch of Soil Conversation Service(SCS)와 Hydrology Laboratory of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ARS)가 공동으로 개발하 으며, 개발이래 SCS에 의해 

계속적인 수정이 이루어져 왔다. 모델 적용을 위하여 유역을 수문학적으로 동일한 소

유역으로 나누어야 하며 소유역에 따른 유출량이 계산되어진다.

TR-20을 이용하여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각 소유역에 대한 배수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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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면적과 지연시간, curve number, 강우강도, 지류의 길이, 특정지점의 단면에 대한 

자료, 각 구조물에 대한 높이와 저장능력 등의 자료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시뮬레이

션 결과, 유촐과 하천 또는 호수를 통한 흐름으로부터 강우유량곡선은 얻을 수 있으

며, 지류로부터 통합되어지거나 지류에 의해 분리되는 유량곡선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원하는 단면 또는 구조물의 위치에서 강우시 최대유량, 강우발생시간, 발생당시의 수

표면 높이 등이 계산되어질 수 있다.

다. NFF

NFF(National Flood Frequency)는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대한 강우 정도

와 빈도를 예측하기 위해 USGS(US Geological Survey)에 의해 개발된 회귀식을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과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와 공

동으로 프로그램화한 것이다. 회귀식은 측정지역의 자료를 바탕으로 유역 및 기후와 

유출수량간의 관계가 회귀분석을 통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유역과 

기후의 특징에 대한 변수를 결정해줌으로써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도 유출수량 특징을 결정할 수 있다.

NFF는 최대 유출수량(flood peak discharge)를 예측하기 위한 회귀식과 통제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유출수량 곡선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통계

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수량 빈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이 모델은 유출수의 

량과 빈도를 예측하기 위해 도시지역과 시골지역에 대해 각각 다른 적용식을 사용한

다.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측정지역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역 및 기후

특성과 유출수 특성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식의 계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유출수 특성이란 빈도에 따른 최대유량 및 지연시간이며, 유역 및 기후 특성이란 유

역면적 , 경사도, 강우강도, 유역의 개발정도 및 불투수면의 비율 등이 포함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어진 회귀선과 연구 대상지역의 변수를 결정해 줌으로써 측정되지 

않은 대상지역에 대한 유출수 빈도에 다른 최대 유량과 평균 유량곡선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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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HEC-2

HEC-2는 USACE의 HEC에서 개발한 수리모델로서 MENU2, EDIT2, PLOT2, 

SUMPO, COED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Package의 형태이다.

HEC-2는 어떤 단면을 가진 하천에서 수표면의 단면도를 1차원적으로 계산하기 위

한 프로그램이며, 일정한 물의 흐름이나 점차 변화하는 흐름 상태에서 가능하다. 단면

에 대한 입력자료로서 굴착물 또는 구조물 등 다양한 경로들이 사용될 수 있으며, 다

리와 둑 그리고 수로와 같은 구조물을 통한 수표면의 단면도를 계산할 수 있다. 모델

의 적용 결과, 하천의 단면도와 계산된 수표면의 단면도를 얻을 수 있다. PLOT2는 

이러한 결과를 도표화할 수 있으며, SUMPO는 HEC-2의 결과를 표로 작성할 수 있다. 

이 때 원하는 표만을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다.

마. FESWMS-2DH

FESWMS-2DH(Finite Element Surface-Water Modeling system:Two-Dimensional 

Flow in a Horizontal Plane)은 USGS의 U. S. Federal Highways administration에 의

해 개발된 수리모델로서, DINMOD, FLOMOD, ANOMOD으로 구성되어 있다. 

FLOMOD는 2차원적 흐름을 시뮬레이션하며, DINMOD는 FLOMOD에서 사용되는 

2차원 유한요소망을 생성하는 전처리 프로그램이다. ANOMOD는 FLOMOD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도표화하는 후처리 프로그램으로 지하수위 또는 지표수위 등고선과 

유속 등을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

FEMWMS-2DH는 수표면에서 2차원적으로 흐르는 복잡한 흐름 상태를 시뮬레이

션 할 수 있으며, 섬 주위의 흐름, 불규칙한 흐름, 교각을 통해 흐르는 흐름 등과 같이 

다양한 흐름상태에서 적용될 수 있다.

바. RMA-2

RMA-2는 1973년 USACE의 WES(Waterway Experimental Station)에서 처음 개발

하여 지금까지 개선되어져 오고 있는 수리모델이다. 하천이나 호수의 수리현상 뿐만

아니라 하구나 항만에서 조석조류변화까지 예측이 가능하다. 이 모델은 연속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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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운동방정식을 유한요소법으로 풀이한 2차원모델으로, 모델 적용을 위해서는 x, y

축 방향의 평균유속, 수심 등의 자료와 조도계수 등이 요구된다. 모델 결과 유속의 

방향과 세기를 예측할 수 있다.

2. 수질분야

가. QUAL2E

QUAL2E는 1985년에 U.S. EPA에 의해 PC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한 하천수질

모델로써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질모델이다. QUAL2E는 원

래 1970년에 TWDB(Texas Water Development Board)에서 개발된 QUALI을 수정하

여 미국연방환경보호청의 지원으로 Water Resources Engineers, Inc에서 1973년에 개

발한 QUALII을 다시 수정하여 개발한 것이다.

이 모델은 1차원 운반확산식에 기초한 수치모델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유입에 

따른 하류방향의 수질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정상상태를 가정하나 일변화에 다른 수

질(온도, DO)의 변화를 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동적인 상태의 모델링이 가능하다. 

QUAL2E 모델을 사용하여 예측 가능한 수질항목은 용존산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엽록소 a, 유기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질소, 유기인, 용존인, 분

변성 세균,비보전성 물질 3가지, 보전성 물질 2가지-총 15개 항목으로 이용하는 목적

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1987년 QUAL2E 모델에 몬테카를로 기법

(Monte Carlo technique)과 일차함수 오차 분석기법(first order error analysis 

technique)을 도입하여 확률 모델인 QUAL2E UNCAS를 개발하여 현재사용이 가능

하다. 여러 개의 지천을 동시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하천거리가 수

백 Km에 해당하는 대형 하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나. STREAM

STREAM(Segment Travel River Ecosystem Autograph Model)모델은 국내에서 개

발된 하천 수질모델로 경사가 비교적 급하고 하천 거리가 짧은 하천에 비교적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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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수 있다. 한국과학재단의 연구지원으로 1989년부터 박과 이에 의해 반응조 나

열법(cell-in-series)을 기초로 개발되어 확산계수에 대한 보정이 필요 없으며 부착식물

에 의한 용존산소 변화를 포함하는 장점이 있다. 수질반응 기작은 QUAL2E와 유사하

게 이루어졌으나 모델 내부에 그래픽이 설계되어 사용이 매우 간편하다. 정상상태를 

가정한 1차원적 모델이며 시뮬레이션 가능한 수질항목은 용존산소,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엽록소a, 유기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유기인, 용

존인, 분변성 세균, 비보존성 물질 3가지, 보존성 물질 2가지이다. STREAM 모델에 

몬테가를로 기법을 적용하여 확률모델 STRESS를 개발하 으며 개발된 확률모델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무작위 현상을 시뮬레이션하고 결과를 통계 분석하여 출현 가능

한 농도, 신뢰구간, 확률분포 등을 계산한다. QUAL2E에 비해 여러 개의 지천을 동시

에 모델링 할 수 없는 단점은 있으나 사용이 간편하며 우리 나라 소형하천에서 나타

나는 수질 및 수리현상을 잘 표현한다는 장점이 있다.

다. KQUAL97

KQUAL97은 미국연방환경보호청에서 개발한 QUAL2E 모델을 국내 대형 하천에 

적합하도록 개선한 모델이며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지원으로 1997년 박과 이에 의해 

개발되었다. 모델의 입․출력자료와 기본구성은 QUAL2E와 동일하며, 지배방정식 

또한 일차원 이류 확산식으로 QUAL2E와 같으나 하천거리가 수백 Km이며 유입 지

천이 수십개에 해당하는 대형하천에서 수질변화도 동시에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또한 QUAL2E에 비해 하천 내부 생성에 따른 유기물 증가나 탈질화와 같

은 수질변화 기작도 포함되어 있다.

라. WASP5

WASP(Water Quality Simulation program)은 1981년 Di Toro 등에 의해 미국 연방

환경보호청에서 처음 개발되었으며, 수정과 보완을 거쳐 1993년 수체 내 독성물질 거

동까지 분석 가능한 WASP5 모형으로 발전되어 왔다. WASP5는 수체와 퇴적물을 포

함하는 모델이며, 유한구획법(finite segment method)에 기초하고 있다. 이 모델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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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강, 호수, 하구 등 여러 형태의 수체에 적용가능하며, 정상상태를 기본으로 하나, 

시간에 따른 수질변화도 예측할 수 있다.

WASP5는 두가지 주요 수질문제인 일반수질(DO, BOD, 양물질)과 독성물질(유

기화학물질, 금속 등)에 대한 부 모델인 EUTRO5와 TOX15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

획간 수체 이동량을 산정하는 DYNHYD5도 포함하고 있다.

마. WQRRS

WQRRS(Water Quality for River-Reservoir system)는 1978년, USACE의 HEC에 

의해 개발된 호수 수질 모델이다. 이 모델은 정상 상태와 비정상상태에서 수리 및 수

질계산이 가능하며, 월별 수질 시뮬레이션은 가능하나 일별, 또는 계절별 시뮬레이션

은 어렵다. 시뮬레이션 가능한 수질항목은 어류, 부착성 동물, 동물성 플랑크톤, 식물

성 플랑크톤, detritus, 유기성 퇴적물질, 무기성 SS, 무기성 퇴적물질, 용존 인산염-P, 

총 무기성 탄소, 용존 암모니아-N, 용존질산염-N, 용존 아질산염-N, 용존 생화학적 산

소, 분변성 박테리아, 총 알카리도-CO3
2-
, 총 용해성 고형물질, pH등 총 21가지이다.

호수는 수평방향으로 구획을 구분하고 각 구획의 수체는 완전혼합되어 균일한 수

질을 유지하며 연직방향으로만 유속과 확산에 의한 수채이동으로 수질변화가 일어난

다고 가정하는 1차원 모델이다. 연직1차원 모델이기 때문에 좁고 긴 수로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다목적댐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모델이다.

바. HSPF

HSPF(Hydrdological Simulation Program-FORTRAN)는 U.S. EPA에 의해 1980년

에 개발되었으며, 1997년에 Version 11.0까지 개선되어 왔다. 강우로 인한 비점오염물

질 유출과정을 하천내의 수리와 퇴적물-화학물질 상호작용과 결합시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유역모델과 하천모델이 결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HSPF는 1차원적 해석을 통해 하천유역의 수문학적 특성과 수질을 동시에 시뮬레

이션 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가능한 수질 항목은 보존성물질, 수온, 무기성 퇴적물(세

가지 퇴적물 유형: 모래, 실트, 진흙), DO, BOD, 무기질소(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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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아질산성질소), 무기인(인산), 플랑크톤(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저서

조류), 유기성 질소, 유기인, 유기탄소, pH, 무기성 탄소(CO2, 총 무기성 탄소), 알칼리

도이다.

모델 적용 결과, 강우로 인한 유출 유량과 퇴적물 부하량, 양물질과 농약 농도의 

시간적 변화, 유역의 어떤 지점에서의 수질과 수량의 시간적 변화 등을 얻을 수 있다. 

적용 범위가 큰 모델이나 너무 많은 입력 자료를 필요로 하고 적용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사. CE-QUAL-W2

CE-QUAL-W2는 1974년 USACE에서 개발된 수직 2차원 수질 모델이다. 이 모델은 

하천에 댐을 설치하여 생긴 폭이 좁고 수심이 깊은 인공 호수에 매우 적합하며 온도, 

염분도, 부유물질, 박테리아, 용존유기물, 조류, 용존산소, 양염류 등 19개의 수질 항

목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폭방향으로 균일한 수질을 가정하며 수심과 상하류 방

향으로 수질변화를 표현한다. 또한 수지형으로 유입되는 지류를 포함할 수 있으며 호

수 내 물순환과 수직 수온분포를 잘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공댐 설치

로 형성된 국내 대형 호수나 하구언에 의한 호수 등의 부 양화나 수온 분포 예측에 

매우 적합하다.

아. RMA-4

RMA-4 모델은 1973년 USACE에서 하천 및 하구의 유속분포 및 수질변화를 예측

하기 위해 RMA-2와 함께 개발되어진 수질모델이다. RMA-4는 x, y 방향으로 적분된 

2차원 이류 및 확산식을 기본식으로 하며, 2차원 유한요소법을 기초로 정상상태 또는 

동적 상태에서의 수질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되었다.

RMA-4는 RMA-2의 유속벡터 결과를 이용하여 보전성 물질이나 비보전성 물질에 

관계없이 단순히 수질항목(최대 6개)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계산하며, 예측하고

자 하는 상태 즉 정상상태 또는 동적 상태에 따라 적합한 입력자료가 준비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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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노선 인근에 정천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16공구 광양터널 및 13공구 황

전터널 구간에 대하여 터널굴착전과 굴착후의 지하수유출․유동에 따른 지하수위 강

하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그에 따른 주변지역 지하수 이용의 향성을 파악하여 사

전 민원 발생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 다.

1. 지하수 부존량 및 함양량 

가. 지하수 부존량

지하수 부존량이 얼마나 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한 계산은 암석내 공극에 충진되

어 있는 물의 양으로서 평가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는 지

층 속에 있는 물의 전부가 아니고 중력에 의하여 나올 수 있는 부분뿐이다. 모세관현

상에 의하여 부착되어 있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며, 이를 유효공극율(effective 

porosity)로 표현한다.

유효공극율을 야외의 대수층 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상수로 저류계수가 있으며, 이

는 자유면 지하수에서 비산출율(specific yield)과 동일하다. 즉 비산출율은 정호를 통

해 산출 가능한 일종의 공극율로서 이를 유효공극율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양수시험과 같이 수십 시간 정도의 수위변화에 의해서 지층으로부터 짜여

져 나와 지하수류에 가해지는 수량은 지층 전체적의 불과 몇 %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경년변화와 같이 장시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낼 수 있다. 즉 

대수층 시험에서 얻어진 저류계수보다 높은 수치로 전체를 생각해야 할 것으로, 전체

적인 저류계수의 산출은 장기적인 수문적 자료에 의한 물수지의 해석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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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하수 함양량

지하수 함양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물수지 분석방법과 1986년 건설부에서 

발간된 국내 물자원 통계자료와 건설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간한 지하수자원 기

본조사(2차) 자료를 이용하여 지하수 함양량을 산출․비교하 다.

1) 집수유역

유역면적은 유역의 한계선으로 둘러싸인 전 집수 면적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유

역의 경계는 산능선 즉 지형적 분수령(Topographic divide, watershed)이 분수계가 

되나 우리나라와 같이 수 차례에 걸친 지각변동을 받은 고기 암석으로 형성된 지역에

서는 유역 주변의 지질구조에 따라 한 유역의 외부로부터 내부로 지하수가 흘러 들어

가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의 분수계를 긋기란 힘들다.

따라서, 본 조사부지에서는 지형적 분수령에 대한 유역뿐만 아니라 단층 및 절리 

등과 관련된 지질 구조가 지하수 유동과 부존량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므로 유역 주변

에 발달한 선구조 및 지질구조 분포를 고려하여 광역적인 집수 유역을 설정하 으며 

그 면적은 〈부록 그림 4-1〉에 명시하 다. 



부록 Ⅳ.  터널공사시 지하수에 미치는 향 예측 사례 269

광

양

터

널

황

전

터

널

〈부록 그림 4-1〉 집수유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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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수지 분석방법

전통적인 수문학적 물수지 분석은 물의 순환과정에서 수문제량을 평가하여 지하수

의 함양량을 추정하고 수자원의 부존한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일반적으로 이 방법은 장기간에 걸친 평균적 균형상태를 가정하기 때문에 중간과

정에서의 동적인 수문 및 수리상태를 고려하지 못하는 결점이 있다.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계획단계에서 수자원의 지역적인 부존량의 정도를 파악하고 대수층의 초기 

및 경계조건을 설정하는데 있어 수문학적인 물수지 분석은 필수적이다.

수문학적인 물수지 분석은 일정 수역 내의 강수량과 직접유출, 증발산량, 지하수함

양량 간에 수문평형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다음식으로 표현된다.

                         R = P - DR - ETR ± IU

    여기서  R    : 지하수함양량

            P    : 강수량

           DR   : 지표유출량

           ETR  : 증발산량

           IU    : 타수역으로부터 지하수 유출입량

가) 강수량(Precipitation)

본 조사지역의 강수량은 순천기상대에서 1993∼2002년까지 10년간의 측정자료의 

평균치 1,521.4mm/yr을 이용하여 연간 총 강수량을 산출하 으며 〈부록 표 4-1〉에 

나타내었다. 

〈부록 표 4-1〉 조사지역의 강수량

구    분 면적 (km²) 강수량 (m) 총 강수량 (m³) 비  고

광양터널 2.09 1.5214 3.18 x 106

황전터널 1.76 1.5214 2.68 x 106

나) 증발산량(ETR)

증발산은 수면으로부터의 증발(Evaporation)과 식물로부터의 증산(Transpiration)

을 합한것으로서 수분이 기체상태로 대기로 환원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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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상학적 인자 이외에도, 식물의 종류, 색깔의 농도, 식물의 도, 성장속도, 잎 표

면의 크기  등의 식물요소뿐만 아니라 토양의 공극율, 투수계수, 입자의 크기, 토양의 

함수율 등에 직접적으로 향을 받는다.

증발산량 산정방법에는 ①측정에 의한 방법, ②이론적 방법, ③기후인자와의 상관

관계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증발산량 산정의 이론적 방법으로서는 ①공기 동력학적 방법과 ②에너지 보존법칙

의 방법이 사용되었으나 증발산량(ETR)의 경우에는 식물 표면으로부터의 증발이 고

려되어야 하므로 자유수면에서와 같은 공기동력학적 방법은 사용될 수 없다. 즉 증발

산량 산정은 자유수면 및 식물의 표면으로부터의 증산량이 계산되어야 한다. 증발산

량의 추정은 이론적 방법에 의한 것으로 Penman, H.L(1948), Thornthwaite, 

C.W(1994), Turc(1975) 등 여러 공식이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Thornthwaite가 1944년

에 제시한 월열지수법을 이용하 으며 증발산량 계산은 다음과 같다.

한해의 월별 평균 기온을 tn℃(n=1,2,3……12월)라 하고 월열지수를 j라 할 때,

      j=( tn5 )
1.514

=0.0875 ( tn) 1.514 라는 경험식을 제시하 다.

그리고 년열지수(yearly heat index)는 월열지수의 합이므로

      J= ∑
12

n=1
j n 이다.

월평균기온이 t℃인 임의 월의 잠재증발산량 PEχ는 다음식으로 주어진다.

     PEχ=1.62 ( 10tnJ )
α

cm/month

여기서   α = (675 x 10-9) J 3 - (771 x 10-7) J 2 + (179 x 10-4) J + 0.498

잠재증발산량은 1개월을 평균 30일로 잡고 월평균 일조시간을 12시간으로 하 을 

때의 월 잠재증발산량의 이론치이므로 평균기온이 t℃인 특정 월에 대한 실 증발산

량 PE는 다음식으로 보정한다.

     PE= PEχ×
DT
30×12

cm/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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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 : 해당월의 일수, T : 해당월의 평균 일조시간(시간/일)이다.

조사지역의 관련 자료 및 계산과정을 〈부록 표 4-2〉에 정리하 다.

〈부록 표 4-2〉 증발산량(1993∼2002)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평균온도(

℃)
0.0 1.6 6.0 12.2 17.0 21.3 25.1 25.0 20.3 13.8 7.2 1.7 151.2

평균일조량 

(hr/day)
5.17 5.71 6.38 7.01 6.91 5.37 5.23 5.23 5.66 5.74 5.04 5.32 68.75

tn
5

-0.01 0.32 1.21 2.45 3.41 4.27 5.01 5.00 4.05 2.76 1.44 0.33 30.24

월열지수 0.00 0.00 1.33 3.87 6.39 9.00 11.47 11.44 8.32 4.66 1.74 0.19 58.40

α    (675 x 10-9) J 3 - (771 x 10-7) J 2 + (179 x 10-4) J + 0.498

PEx 

(잠재증발

산량)

0.00 0.00 2.08 5.63 9.00 12.38 15.53 15.49 11.50 6.690 2.67 0.33 81.29

DT
360

0.43 0.48 0.53 0.58 0.58 0.45 0.44 0.44 0.47 0.48 0.42 0.44 5.73

PE(cm) 

(실증발산

량)

0.00 0.00 1.10 3.29 5.18 5.54 6.76 6.75 5.42 3.20 1.12 0.15 38.50

(α = 1.41)

〈부록 표 4-3〉 조사지역의 총 증발산량

구     분 면적 (km²) 증발산량 (m) 총 증발산량 (m³) 비  고

광양터널 2.09 0.385 8.05 x105 연강수량의 25.3%

황전터널 1.76 0.385 6.78 x105 연강수량의 25.3%

다) 지표유출량(Direct Runoff) 및 충진량(Recharge)

지상에 도달한 강우의 일부는 흙의 표면을 통하여 침투하고, 그 초과분은 흙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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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 흘러 유출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강우로부터 야기되는 유출은 침투량에 크게 

향을 미치며, 침투량의 계산은 강우와 유출의 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표유출량의 계산은 1986년 건설부에서 발간한 “국내 물자원”의 자료를 근거로 

년간 총강수량의 55%를 이용하여 산출하 으며 각 조사구역의 총 지표유출량은 〈부

록 표 4-3〉과 같다.

〈부록 표 4-3〉 조사지역의 지표유출량

구     분 면적 (km²) 지표유출량 (m) 총 지표유출량 (m³) 비    고

광양터널 2.09 0.8368 1.75 x 106 연강수량의 55%

황전터널 1.76 0.8368 1.47 x 106 연강수량의 55%

여기서 연간 총강수량 1,521.4 mm중 지표유출량 836.8mm를 제하고 난 값은 증발

산량, 침투량, 그리고 토양층내 저유된 물이 되는데, 증발산량은 전술한 바와 같이 

459.2 mm가 되므로 실제 조사지역에 분포하는 토양층내에 저유된 양과 타 수역으로

부터의 지하수 유․출입량을 무시할 때, 대수층내로 유입되는 지하수 함양량

(Recharge)은 다음〈부록 표 4-4〉와 같다

   함양량 = 강수량 - 증발산량 - 지표유출량 

〈부록 표 4-4〉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

구   분
면 적 

(km²)

강 수 량

(m3/yr)

지표유출량 

(m3/yr)

증발산량

(m3/yr)

지 하 수  함 양 량

연 간 (m3/yr) 일 (m3/day)

광양터널 2.09 3.18 x 106 1.75 x 106 8.05 x105 6.25×105 1.71× 103

황전터널 1.76 2.68 x 106 1.47 x 106 6.78 x105 5.32×105 1.43×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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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국의 물이용 자료로부터 함양량 평가

지하수의 기원은 강우에 의한 순환수이며, 자연계에서 물의 순환과정중 지하수로 

저류 유동하는 물이 지하수인 것이다.

1986년 건설부에서 발간한 “국내 물자원”에 의하면 우리나라 년간 총 강수량은 

1,267억톤이고 이중 지표로 유출하는 양이 55%인 697억톤이며, 나머지 45%에 해당하

는 570억톤이 손실량이다.  손실량중 60%에 해당하는 342억톤이 증발량이고, 40%에 

해당하는 228억톤이 지하수 함양량이며 이중, 8.8%인 20억톤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양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를 근간으로 하여 본 조사지역의(광양터널: 2.09㎢, 황전터널: 1.76㎢)에 대하여 

수자원 양을 산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부록 Ⅳ.  터널공사시 지하수에 미치는 향 예측 사례 275

하천유출량(m³)

1.75x10
6
(836.77mm/ye

ar)

총강수량(m³)

3.18×106(1521.4mm/ye
ar)

손실량(m³)

1.43x10
6
(684.63mm/ye

ar)

증발산량(m³)

8.05x10
5
(384.91mm/yea

r)

지하수함양량(m

³)

6.25x10
5
(299.72mm/ye

ar)

광양터널

하천유출량(m³)

1.47x10
6
(836.77mm/ye

ar)

총강수량(m³)

2.68x106(1521.4mm/ye
ar)

손실량(m³)

1.21x10
6
(684.63mm/ye

ar)

증발산량(m³)

6.78x10
5
(384.91mm/year

)

지하수함양량(m

³)

5.32x10
5
(299.72mm/ye

ar)

황전터널

〈부록 그림 4-2〉 함양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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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수 향 예측‧분석 방법

가. 개  요

지하수를 보유하고 있는 대수층의 함양량은 강수, 증발산, 관정으로부터의 양수, 기

저유출 등으로 인하여 지하수가 연중 지속적으로 이동하며 외형적으로는 수위변화로 

나타난다. 따라서 적정채수량이나 포획구간이 일정하지 않고 제반 수문 조건과 지하

수위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므로 물수지 분석에서 가장 큰 변화 요소인 강수량

의 년간 변화량 중 갈수기 끝 시점에서,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고 오염유발 가능

성 없이 취수할 수 있는 채수량을 적정채수량이라 한다. 그리고 오염물질과 관련된 

포획구간은 오염물질이 취수정으로 유입될 수 있는 지표 범위 구역을 말한다.

향범위는 자연수위가 양수의 향으로 수위강하를 일으키는 지역을 말하며, 포

획구간보다는 상당히 넓은 범위가 해당된다. 향범위와 포획구간은 취수량과 강수

량, 증발산량, 기저유출량 등 함양에 향을 미치는 대수층의 지하수 유출입량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진다.

나. 지하수 모델링 산정

지하수 모델링의 정의에 대하여는 많은 이론이 있지만 국제 모델링센터(IGWMC)

에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 “Non-Unique, simplified, mathematical description of an 

existing ground-water system, coded in a programming language." 즉 대수층 구조

와 지하수 유동현상을 가능한 여러 가지 수학적 수식으로 단순화시켜 모델로 묘사하

고 이를 컴퓨터 프로그램화 한 것으로서 대수층의 경계조건, 수리상수, 지하수 유출입 

조건등을 코드로 입력하여 대수층의 반응이 분석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컴퓨터분야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예를 들면 Workstation 용 OA 인 Unix 

체계의 발전과 Fortran 90 같은 고급언어의 개발에 힘입어 지하수 모델링 기법의 기

능과 역할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또한 그래픽 기능같은 후처리 기법도 급속하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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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여 지하수 모델링 분석결과에 신뢰도를 증가시켰다.

-현재 지하수모델링 기법의 활용분야

․대수층내 지하수 유동체계에서 수리역학적 구조와 조절기능을 수학적으로 분

석하고  그 결과를 지하수 관련 정책수립 기초자료, 정책방향,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미리 예측

․지하수의 유동분석과 오염물질의 이동에 관한 과학적인 분석은 물론 미래에 

예측되는  수문학적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등

상기와 같은 예측기능은 지하수 보전정책 수립에 활용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환경의 보호와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기술로 활용되는 것이다.

다. 모델링 산정 프로그램 선정

국제 지하수모델링센터(IGWMC)에 등록된 모델링 프로그램은 여러 연구기관의 기

술자에 의해 개발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기 현장의 특수 여건에 

따라 개발되었기 때문에 분석 기능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중 프로그램 이론의 과학적 타당성과 현장 적용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어 일반 

지하수 전문 연구기관은 물론 미국 지질조사소인 U.S.G.S 에서도 가장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MODFLOW로서 본 과업에서도 이를 사용하 다.

MODFLOW를 이용하여 지하수부존량 및 적정채수량을 확인하고, MODPATH로 

포획구간 및 지하수의 유로분석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경로를 확인하며, 그 외 흡착, 

분산 등 오염물질 거동특성은 MT3D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는 동 3개 프로그램을 모

두 미국 U.S.G.S에서 개발하여 서로 호환이 되도록 입력 File 구조를 같은 구조로 설

계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MODFLOW 입력화일을 MODPATH와 MT3D

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부존량 분석에서 오염물질 거동까지 일괄처리가 가능하

므로 시간 절약과 신뢰도가 향상되어 본 조사에서도 동 프로그램을 이용하 다.

MODFLOW 프로그램은 Darcy's 법칙에 근거한 충적층이나 퇴적암류 대수층을 기

본적인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므로 자연상태 대수층의 여러 가지 복잡한 현상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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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적용 한계성을 갖고 있었으나, 프로그램의 Source File을 공개하여 이를 해결하

다. 공개된 프로그램은 전세계 사용자들이 계속 연구하여 특수한 자연현상을 해결하

기 위한 Sub Program들을 다수 개발할 수 있었으며, 최근에는 HORIZONTAL 

FLOW BARRIER, BCF3, STREAM, COMPACTION 등이 개발되어 절리대가 주 대수

층 역할을 하는 암반 대수층의 지하수 수문도 상당한 신뢰도를 갖고 분석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모델 구축시 선구조도, 지형도, 지질도, 토양도 등을 이용하여 제반 대수층 상

수를 입력할 수 있는 CAD 또는 GIS 프로그램들과 같은 MODFLOW 연계 프로그램

들이 다수개발, 상업화됨으로써 지형도 상에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며 대수층 경계

조건을 입력할 수 있게 되었다. 

지하수 유동해석 수식의 기본적인 가정 중 하나로 대수층이 모든 방향으로 무한하

게 뻗어있다는 가정이 있다. 이 가정은 향권 범위 내에 대수층 경계조건이 없다면 

분석 결과에 큰 향은 없으나, 실제 대수층 구조는 복잡하고 대상 범위가 넓어 PC로 

분석은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PC 컴퓨터의 메모리 제한성은 그동안 대수

층 분석에 제약을 가져왔고 일부 전문가들만이 Workstation급 컴퓨터에서 

MODFLOW와 ARC/INFO 프로그램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컴퓨터 분야의 

급속한 성장으로 PMWIN과 더불어 CAD용 프로그램이 상업화되어 최근 

MODFLOW의 활용이 확대되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부딪칠 수 있는 복잡한 대수

층의 경계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보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로 MODFLOW의 신

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장점들을 고려하여 본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구

례∼순천간) 건설사업 환경 향평가 지하수 수문분석에는 MODFLOW 프로그램을 

사용하 다.

라. MODFLOW

지하수 모델링은 대수층 조건과 흐름 등의 자연상태를 수식으로 표현하고 컴퓨터

에 의해 계산하는 것으로서 입력자료의 정확도에 따라 그 분석결과의 신뢰성이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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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현장조사에서 얻어지는 모든 정확한 분석과 입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대

한 검증이 필요하다.

지하수 수문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실제 대수층 구조를 이해하고 유역경계와 

지하수 수문사의 대규모 경계조건을 알아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

하고 이를 그대로 도면에 옮기는 실내작업을 시행한다.

기초적인 모델구조가 형성되면 현장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대수층 수리계수와 기

타 토양자료, 기상자료 등 본 보고서의 모든 조사자료들을 검토하고 종합하여 수학적

모델로서 현장의 대수층을 그대로 묘사할 수 있도록 현장자료를 입력한다.

현장자료 중 대수층 시험자료는 양수정, 관측정 같은 일부 작은 면적을 대표하는 

값으로서 넓은 모델지역 전체를 대변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평형상태 Simulation

에서  투수량 계수를 미지수로 하고 기타 자료는 조사된 값을 입력한 후 출력되는 

수위와 관측수위가 맞을 때까지 투수량계수를 지역적으로 조금씩 바꾸어 가고 최종

적으로 두 수위값이 일치되는 상태의 투수량계수를 이후 모델 분석시 이용하게 된다.

이 과정을 검증과정이라 하며 모델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하여 

평형상태에서 만족할 만한 모델을 구축하 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조사당일 한 시점

에 서 대수층의 유입량과 유출량이 일정하다는 평형상태를 분석한 것이므로 다시 비

평형상태 분석을 하여야 한다. 

비평형상태에서는 1년간의 장기 수위관측자료를 이용하여 강우량의 변화에 따른 

장기간의 수위변화를 역시 관측수위와 모델의 계산값이 일치되도록 재검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2차 검증이 끝나면 완전한 모델이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모 델을 이용하여 조건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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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DY STATE SIMULATION

Newton 제2법칙

           유입량 = 유출량

저류변화가 없다

모델링 목적의 세부설정

․수치지도로부터 경계자료 입력

․목적에 맞는 입출력 자료 설계

모델범위 및 격자구조 설계

대수층 경계조건 설정

․수치지도로부터 경계자료 입력

․관정위치도 등 DB 입력

현장조사 입력

․관측정 수위, 시험정 채수량

대수층 조건 설정

․피압, 자유면, 다층구조 대수층 구

분

SIMULATION

실측치와 모델수위 확인, 투수계수 

조절

․Trial-and Error 기법으로 

Simulation 반복

   

TRANSIENT STATE 

SIMULATION

시간에 따른 저류변화

유입량 = 유출량 + 수위변화

저류량 변화

추가 입력자료

․저류계수 입력

․Stress 별 자료 입력(최소 1년)

 - 강수량, 증발산량, 하천 

   관정별 채수량등

SIMULATION

모델분석치와 1년치 수위 검증

․Trial-and Error 기법으로 Simulation 

반복

모델 구축 확정

․부존량 분석

PREDICTION

미래 예측모델 분석

․조건별 대수층 변화 예측

․각 시간 단계에서의 수위․ 향범

위 예측

〈부록 그림 4-3〉 Simulation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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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imulation 결과

가. 격자망 설정(Grid Installation)

조사 지역에 대한 모델링은 그 주변 일대의 지형적 특성과 수리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 하 고, 계산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격자망을 구성하

다. 

또한, 현장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터널 구간을 중심으로 격자의 수를 설정하 고, 

터널 통과 구간의 격자는 세립격자로 다시 구분하여 격자를 구성하여 다음 〈부록 

표 4-5〉와  같이 격자망 구성을 나타내었다.

〈부록 표 4-5〉 격자망 구성 

구     분 격자망  구성

광양터널

(L=905m)

전체 크기 2,000m×1,500m

셀의 수 100×100

셀의 크기 20×15, Layer = 1

황전터널

(L=895m)

전체 크기 2,000m×1,500m

셀의 수 100×100

셀의 크기 20×15, Layer = 1

  

본 조사지역에 대한 격자망 선정시 지표수 분수령을 토대로 집수유역을 벗어나는 

지역  은 지하수 유동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Inactive Cell로 지정하

으며, 집수유역 구간은 Active Cell로 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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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명
격자망 설정

광 양

터 널

황 전

터 널

〈부록 그림 4-4〉 격자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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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imulation

현장 주변 지역의 물수지분석 및 대수성시험, 기상자료를 근거로하여 〈부록 표 

4-6〉에 제시된 입력자료를 이용하여 터널 구간의 수리특성을 Simulation하 다

〈부록 표 4-6〉MODFLOW Modeling에 적용한 각종 입력자료 

입  력  인  자 내    용

대수층의 형태 자유면대수층 1층구조

초 기 수 위
굴착전 각 시추공에서 측정한 수두를 이용하여 작도한 PM 

map의 수위

수리지질

특성인자

수리전도도

광양터널 6.14E×10-04∼3.20E×10-07 cm/sec

황전터널 7.04E×10-04∼5.21E×10-06 cm/sec

저류계수

광양터널 5.0E-04

황전터널 5.0E-04

공  극  율

광양터널 0.1

황전터널 0.1

함양량
강수량의 

19.7%

광양터널   6.25x105m³(299.72mm/year)

황전터널   5.32x105m³(299.72mm/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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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등수위선도(Equipotential)

터  널

굴착전

터  널

굴착후

〈부록 그림 4-5〉 광양터널 등수위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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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등수위선도(Equipotential)

터  널

굴착전

터  널

굴착후

〈부록 그림 4-6〉 황전터널 등수위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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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하수위 강하량

본 계획지역의 터널구간에 대하여 MODFLOW Program을 이용한 Simulation 결

과, 지하수위 강하량은 다음〈부록 표 4-7〉과 같이 광양터널 인근 1∼27m, 황전터널 

1∼13m로 예측되었으며, 현황조사된 계획노선 인근지역의 관정별 향을 검토한 결

과 〈부록 표 4-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관정의 착정 심도가 터널 굴착에 따른 

지하수위 강하량보다 깊기 때문에 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천현황 조사시 발견되지 않은 정천중 지표 가까이에서 채수되는 정천이 

있을 경우 지하수위의 강하로 인한 지하수 사용에 향이 예상된므로, 공사시 탐문조

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록 표 4-7〉 터널굴착에 따른 지하수위 강하량

구     분
계획고

(EL.m)

지하수위(EL.m) 터널내 

유입량

(m3/day)굴착전 굴착후
수  위

강하량

광양

터널

총연장

(L = 905m)
120.0 109.0∼169.0 108.0∼142.0 1∼27 1,335

황전

터널

총연장

(L = 895m)
110.0 83.0∼126.0 82.0∼113.0 1∼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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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4-8〉 터널굴착에 따른 주변 관정의 향

구   

분

관 정

번 호
검   토   내   용 비   고

광양

터널

W-16-9

∼

W-16-11

☞ W-16-9 ∼ W-16-11은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위치한 생활용 및 농업용 관정으로 일일사용량은 0.5∼5 

m
3
이다. 

   본 관정은 터널시점부와 약 100∼400m정도 떨어져

있고, 대표지점의 착정심도는 각각 18, 164m이며 터널

굴착에 의한 수위강하량이 거의없다.

W-16-9 지점

착 정 심 도 : 

18m

W-16-11 지점

착 정 심 도 : 

164m

W-16-12

∼

W-16-18

☞ W-16-12 ∼ W-16-18은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및 순천시 왕지동에 위치한 생활용 및 농업용 관정으로 

   본 관정은 터널구간과 근접하거나 터널종점부에서 

약 100∼300m정도 떨어져있으며, 터널굴착에 의한 수

위강하량이 약 1∼2m 내외여서 향을 크게 미치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된다.

황전

터널

W-13-52

∼

W-13-62

☞ W-13-52 ∼ W-13-62은 전남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에 

위치한 생활용 및 농업용 관정으로 일일사용량은 0.5∼

40 m
3
이다. 

   본 관정은 터널시점부에서 약 200∼500m 내외로 떨

어져있으며, 터널굴착에 의한 수위강하량이 약 2m내외

이고, 대표지점의 착정심도는 각각 18, 20m로 크게 향

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W-13-53 지점

착 정 심 도 : 

18m

W-13-58 지점

착 정 심 도 : 

20m

W-13-63

∼

W-13-65

☞ W-13-63 ∼ W-13-65는 전남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에 

위치한 생활용 및 농업용 관정으로 일일사용량은 0.5∼

50 m3이다. 

   본 관정은 STA. 26+000 지점에서 300∼700m 떨어져

있으며, 터널굴착에 의한 수위강하량이 약 0.3∼0.7m로 

비교적 작은 편이고, 대표지점의 착정심도가  22m로 

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W-13-65 지점

착 정 심 도 : 

2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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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Ⅴ. 심정개발시 지하수 향조사 사례

황전휴게소의 급수계획은 지하수를 이용할 계획이며 ｢지하수 향에 대해 법률 제

4599호(93.12.10 공포,94.8.9 시행, 건설부)｣과 1999년 개정 공포된 동시행령 및 시행규

칙에 근거하여, 사전 지하수 향조사를 시행하여 적정한 채수용량 및 인근 정천에 미

치는 향을 예측하 다.

가. 지하수조사공 위치선정

지하수 부존가능성 및 개발가능 위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구물리 탐사 위치선정

을 위하여 수직 전기 비저항탐사를 실시하 으며, 비저항값과 이상대의 형태로 보아 

지하수 함양량이 풍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장비진입이 가능한 지점에〈부록 표 5-1〉 

및 〈부록 그림 5-1〉과 같이 착정위치를 선정하 다.

〈부록 표 5-1〉 지하수 조사공위치

공   번 위          치
토출경

(mm)

정호경

(mm)

굴착심도

(m)

RES-V-1

황전주휴게소

(상,하행선)

 전라복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269번지 50 200 80

RES-V-2

황전휴게소

(상,하행선)

전라복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621-2번지
32 20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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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5-1〉 지하수 조사공위치

나. 전국의 물이용 자료로부터 함양량 평가

지하수의 기원은 강우에 의한 순환수이며 자연계에서 물의 순환과정중 지하수로 

저류 유동하는 물이 지하수이다.  

1986년 건설부에서 발간한 “국내 물자원”에 의하면 우리나라 년간 총 강수량은 

1,267억톤이고 이중 지표로 유출하는 양이 55%인 697억톤이며, 나머지 45%에 해당하

는 570억톤이 손실량이며, 손실량중 60%에 해당하는 342억톤이 증발량이고, 40%에 

해당하는 228억톤이 지하수 함양량이며, 이중 8.8%인 20억톤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양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를 근간으로하여 본 조사지역에 대하여 수자원 양을 산출하여 보면 다음 〈부록 

그림 5-2〉와 같다.

RES-V-1

RES-V-2

황전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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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유출량(m³)

1.73x106(836.77mm/ye

ar)

총강수량(m³)

3.15x106(1521.4mm/ye

ar)

손실량(m³)

1.42x106(684.63mm/y

ear)

증발산량(m³)

7.97x105(384.91mm/ye

ar)

지하수함양량(m³)

6.23×105(299.72mm/ye

ar)

황전휴게소

〈부록 그림 5-2〉 황전휴게소 인근 수자원양

다. 정천 현황 조사

본 지역의 정천현항을 파악하여 인근마을의 지하수이용에 미칠 수 있는 향 등을 

검토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주로 지표 분수령 지역에 대하여 수문현황을 조사하 다. 

본 조사지역과 인근 부락에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관정은 현장

조사결과〈부록 표 5-2〉와 같이 총 관정수는 33개이며 관정 1공당 1일 사용량은 약 

20∼40㎥/day내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하수 향조사의 주 대상 지역내에 반경 약 1Km를 중심으로 개발․이용되고 있

는 각종 정천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주로 가정용, 농업용 및 가축 사육 등의 생활

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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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5-2〉 황전휴게소 인근 정천 이용 현황

NO 주      소
음용

여부

구 경

(㎜)

착정

심도

(m)

펌프

용량

(HP)

일일

사용량

(㎥)

연간

사용량

(㎥)

W-1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452 - 30 30 3 30 1,260

W-2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 - - - - -

W-3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150-3 - 250 80 7.5 - -

W-4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269 - 250 80 7.5 - -

W-5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388-8 - 250 62 7.5 - -

W-6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 - - - - -

W-7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227 - 50 28 0.5 28 3,360

W-8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203 - 65 20 1 20 840

W-9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234 - 50 28 0.5 28 3,360

W-10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220 - 65 28 0.5 28 3,360

W-11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228 - 50 28 0.5 28 3,360

W-12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513 비음용 50 30 0.5 - -

W-13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 - - - - -

W-14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78-3 - 30 30 3 30 1,260

W-15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 - - - - -

W-16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200 - 65 20 1 20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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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5-2〉 계속

NO 주      소
음용

여부

구 경

(㎜)

착정

심도

(m)

펌프

용량

(HP)

일일

사용량

(㎥)

연간

사용량

(㎥)

W-17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 - - - - -

W-18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 - - - - -

W-19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 - - - - -

W-20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 - - - - -

W-21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 - - - - -

W-22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 - - - - -

W-23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 - - - - -

W-24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923 비음용 50 18 0.8 40 4,800

W-25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755 - - - - - -

W-26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 - - - - -

W-27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 - - - - -

W-28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 - - - - -

W-29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용림초교 - 50 20 0.5 28 3,360

W-30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 - - - - -

W-31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 - - - - -

W-32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 - - - - -

W-33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 - - - - -

라. 단계양수시험(Step-drawdown Pumping Test)과 양수정의 적정채수량

단계양수시험은 과잉채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양수

정별  단계시험결과는 이용하고자 하는 양이 함양량의 안정율을 고려한 개발가능량

보다 적으며 정호의 효율이 최적인 상태에서 채수할 수 있는 산출량이라 할 수 있다.

적정채수량은 일반적으로 정호의 형태 및 위치 대수층의 두께 그리고 source bed

로 부터의 거리 등에 따라 좌우되고 사용자의 용수사용 형태와도 관계가 있는 상대적

인 개념이므로 단계 양수시험 결과에 따라 우물의 양수능력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RES-V-1에서의 적정 채수량은 75㎥/day 로 산출되었고, RES-V-2에서의 적정채수량은 

154㎥/day 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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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5-3〉 황전휴게소 인근 정천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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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5-3〉 양수정별 단계 양수시험 결과 총괄표

RES-V-1

구 분
양수량 

(m3/day)

양수시간 

(min)

수위강하

Sw (m)

비 양수량

Q/Sw 

(m2/day)

대수층수두손실

계수

Sw/Q (day/m2)

1 단계 40 120 4.410 9.070 0.11025

2 단계 60 120 9.210 6.515 0.15350

3 단계 80 120 19.670 4.067 0.24588

4 단계 90 120 33.580 2.680 0.37311

우물수두손실계수(C) 2.27×10-³

대수층 수두손실계수(B) 0.02

적정채수량 75.0m
3
/day

RES-V-2 

구 분
양수량 

(m3/day)

양수시간 

(min)

수위강하

Sw (m)

비 양수량

Q/Sw 

(m2/day)

대수층수두손실

계수

Sw/Q (day/m2)

1 단계 40 120 11.150 11.659 0.08577

2 단계 60 120 12.610 11.102 0.09007

3 단계 80 120 16.350 9.786 0.10219

4 단계 90 120 22.230 8.097 0.12350

우물수두손실계수(C) 4.09×10⁴

대수층 수두손실계수(B) 0.032

적정채수량 154m3/day

마. 장기양수시험과 수위회복시험

지하수내의 오염물질을 이동시켜 취수공으로 모일 수 있는 범위를 포획구간

(Capture Zone)이라하며 포획구간은 지하수의 흐름에 따라 형태와 크기가 결정되므

로 지하수의 유량과 지하수면 경사, 그리고 대수층의 투수계수와 공극율이 주 변수가 

된다. 시추조사 지점의 지하수 유동방향은 각 지점모두 상류부에서 해안 방향으로 각

기 다르게 나타나며 지구내 상류부로부터 하류부까지의 동수구배는 시추조사공의 실

측 자연수위 및 해안과의 거리등을 참고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장기 양수시험시의 수위변화 자료를 토대로 Theis곡선의 초기자료를 적용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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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를 이용하여 산출된 수리상수, 수위회복시험결과로 산출된 수리상수를 총괄하면 

다음 〈부록 표 5-4〉와 같다.

〈부록 표 5-4〉 조사공 양수시험 및 회복시험 대수성 수리상수 총괄표

공  번 구  분
정호경

(mm)

토출경

(mm)

적정채수

량

(m3/day)

심도

(m)

투수량계수

(T)

(m2/day)

수리전도도

(K)

(m/day)

저류계수

(S)

RES-V-1
장기양수

200 50 75.0 80
2.138

2.942×10-2 4.192×10-2
수위회복 2.494

RES-V-2
장기양수

200 32 154.0 70
5.209

8.283×10
-2
7.255×10

-2

수위회복 3.550

바. MODFLOW Simulation결과

Modflow Program을 이용하여 휴게소 최대 예정채수량을 기준으로 Modeling을 

실시한 결과 황전휴게소 상․하행선에서 375㎥/day의 지하수를 양수할 경우 1,095일 

경과후 착정공 주변에서 최대3.6m의 수위강하를 보인다.

〈부록 표 5-5〉최대 이용예정량을 고려한 Simulation 결과

구   분 양수기간(일) 수위강하(EL.m) 수위강하차(m)

황전휴게소

상․하행선

초기 지하수위 41.0 -

1095일 경과 후 37.4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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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등수위선도

굴착
전

굴착

후

(1,09
5일
후)

〈부록 그림 5-4〉 황전휴게소 상․하행선 등위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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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최대 예정채수량에 따른 주변관정의 향

현황조사된 계획노선 인근지역의 관정별 향을 검토한 결과 〈부록 표 5-6〉에 제

시된 바와 같이 모든 관정의 착정 심도가 터널 굴착에 따른 지하수위 강하량(3.6m)보

다 깊기 때문에 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황조사시 발견되지 않은 

정천중 지표 가까이에서 채수되는 정천이 있을 경우 지하수위의 강하로 인한 지하수 

사용에 향이 예상되므로, 공사시 탐문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록 표 5-6〉최대 예정채수량에 따른 주변관정의 향

구  

분

관 정

번 호
검   토   내   용

황전

휴게

소

상․

하행

선

W-1

☞ W-1관정은 전남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에 위치한 농업용 관정으로 일일사

용량은 30m
3
이다. 

   본 관정은 휴게소와 약 600m정도 떨어져있으며, 터널굴착에 의한 수위강

하량이 거의없다.

W-3

∼

4

☞ W-3∼4관정은 전남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에 위치한 생활용 및 농업용 관

정으로 본 관정은 휴게소와 약400m정도 떨어져 있으며 수위강하량이 약 0.

5∼1m 내외여서 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W-7

∼

12

☞ W-7∼12관정은 전남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에 위치한 생활용 및 농업용 

관정으로 일일사용량은 20∼28 m3이다. 

   본 관정은 휴게소에서 약 300m 내외로 떨어져있으며, 채수에 의한 수위

강하량이 약 1m내외이고, 관정심도는 30m내외로 크게 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W-13

☞ W-13관정은 전남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에 위치한 농업용 관정으로 휴게

소 예정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시공시 폐공될 것이므로 향이 없을 것

으로 판단된다

※ W-13관정은 휴게소 예정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시공전에 관정 소유

주와 합의 후 관계법에 의거하여 폐공처리하며, 관정소유주가 관정개발을 요

구시에는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지하수법 제82h,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

8조)절차에 따라 관정개발을 추진해야 할 계획임

W-14

∼

22

☞ W-14∼22관정은 전남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에 위치한 농업용 및 생활용 

관정으로 휴게소에서 약 100내외로 떨어져 있으며, 채수에 의한 수위강하량

이 1∼2m내외이고 관정심도가 30m 내외로 크게 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

다.

W-23

∼

33

☞ W-23∼33관정은 전남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에 위치한 농업용 및 생활용 

관정으로 휴게소에서 약 200∼800m내외로 떨어져 있으며 채수에 의한 수위 

강하량이 0.5∼1m이고 관정심도가 20m∼30m내외로 약간의 수위강하 현상

이 보이지만 관정심도에 비해 미약하므로 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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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Ⅵ. 빗물이용 방안 사례

본 사업지구는 현행 수도법제11조의3항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시설물(체육시

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운동장 또는 체육관으로서 지붕면적이 

2천400제곱미터 이상이고, 관람석 수가 1천400석 이상인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지구내 학교시설의 지붕에서 집수되는 빗물을 이용하여 수자원 부족

현상에 대처, 하수처리의 부하율 감소, 초기우수의 처리로 비점오염원 저감 등과 같은 

효과를 얻도록 하 다.

우리나라에서 빗물이용 사례는 2002년 월드컵 개최 도시의 운동장 10개 중 4개(인

천, 대전, 전주, 서귀포)에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화장실 세정수, 청소용수, 조경

수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외국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수자원 대체 수원으로 이용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 빗물이용 용도 검토

본 사업지구내 집수되는 빗물 중 활용지역 및 집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집수지역

을 학교시설로 선정하 다. 이용용도는 근린공원 및 완충녹지의 조경용수, 학교살수

용수 등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나. 빗물 저수용량 산정

본 사업지구내 빗물이용을 위한 집수지역은 학교시설로, 빗물이용량은 “수도법시

행규칙제4조의3(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항”에 준하여 지붕면적의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으로 계획하 으며, 집수지역별 빗물이용량을 산정한 결과 <표 

7.2.3-35>와 같이 1,560㎥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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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6-1〉 집수지역별 빗물 저수량

집수지역
부지면적

(㎡)

건폐율

(%)

집수면적

(㎡)

빗물집수

원단위

빗물저수량

(㎥)

학교시설 52,000 60 31,200 0.05m 1,560

다. 빗물이용량 산정

본 사업지구내 빗물을 조경용수, 학교 운동장 살수용수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필요

수량은 조경용수, 학교 운동장 살수용수로 구분하여 산정하 다.

용도별 원단위는 기존자료 및 유사사례의 자료를 이용하 으며, 조경용수의 원단

위는 「인천국제공항 식재지반조성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서, 1998.6.19, 신공항건설

공단」에 보고된 6월의 최대 관개요구량 3.5㎜/일, 살수용수는 면적당 2㎜을 적용하

다.

일 빗물이용량은 <표 7.2.3-36>과 같이 조경용수는 약 231.5㎥/일, 학교 운동장 살

수용수 등 41.6㎥/일로 총 273.1㎥/일로 산정되었다.

또한, 일 빗물이용량을 년간 사용량으로 환산할 경우, 조경용수는 사용기간을 3

월∼9월까지 그 기간 중 비오지 않은 139일을 조경살수 기간으로, 운동장 살수는 3∼

9월 사이 1주간 1회 이상으로 계획하 다. 년간사용량은 조경용수 32,178.1㎥/년, 학

교 운동장 살수용수 1,497.6㎥/년으로 년간 33,675.7㎥의 빗물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본 사업지구내 년간 총 빗물 이용량은 사업지구 용수수요량(7,686㎥/일

×365일/년=2,805,390㎥/년)의 1.2%에 해당되며, 약 1.2%의 상수대체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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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6-2〉 빗물이용량 산정

용          도
부지면적

(㎡)
원 단 위

용수량

(㎥/일)

년간사용일

수

년간사용량

(㎥/년)

조경용수 녹   지 66,142 3.5㎜/일 231.5 139일 32,178.1

학교운동장 살수용수등

(운동장면적)
20,800 1㎜/㎡ 41.6 36회 1,497.6

계 20,800 - 45.1 - 1,636.6

자료 : 인천국제공항 식재지반조성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서, 1998.6.19, 신공항건설공단

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계획

빗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가 오지 않을 때 대기중에 있던 오염물질이 씻겨 내려

오거나 혹은 집수면에 쌓인 오염물질들이 비가 처음 오기 시작할 때 몇 분동안 빗물 

저장조로 쓸려 내려오게 되므로 초기 빗물 0.5∼1.0㎜는 여과후 흘려(overflow)보낼 

계획이다.

저류시설의 시설용량은 수도법시행규칙제4조의3에 의해 집수지역(지붕면적)에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사업지구의 빗물 이용량은 

일 최대 273㎥이다. 

따라서, 빗물 저류시설의 시설용량은 사업지구내 빗물 이용량을 고려하여 집수량

을 저류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계획하 으며, 저류시설은 집수지역별로 지하에 설치하

도록 권장하여 상수대체효과 및 우․오수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겠다.

마. 빗물이용 계획

빗물이용은 빗물저류조의 상등수를 취수하여 녹지 및 주변녹지대의 조경용수, 학

교 운동장 살수용수로 활용할 계획이다.

용수활용은 살수용 차량으로 이송하여 녹지대에 살수하고, 학교 운동장 살수는 직

접 펌핑하여 살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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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6-3〉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수도법시행규칙제4조의3【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11조의3제2항의 규

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2.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빗물에 섞

여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빗물을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빗물 저류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것

  가.제곱미터단위로 표시한 지붕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

  나.물의 증발이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

  다.내부청소에 적합한 구조

  4.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빗물을 사용하는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송수

관․배수관 등 송․배수시설

  ②제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각호의 시설에 준용한다.

  ③빗물이용시설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분명

히 하여야 한다.

  2.제1항 각호의 시설은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물질 제거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④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을 만들어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

검, 청소일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10. 4]

바. 절수기기 사용방안 검토

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2(절수설비의 설치대상)에서는 절수설비 설치 대상이 되는 

신규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거의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다.

따라서 본 사업지구내 건축물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해 오수배출을 최소토록 할 계획이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수도법시행규칙 제4조의2에 ｢별표 2｣준하여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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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용수조경용수

청소용수청소용수

비상용수비상용수

((소화용수소화용수 등등))

Over flow

Out flow

집수시설집수시설

지붕면지붕면

운반시설운반시설

관관 경경

처리시설처리시설

filterfilter

(1(1차차))

pH

수
위

전도도

pp 펌프시설펌프시설

저장저장 및및 감시시설감시시설

용용 량량

(Sand filter 2(Sand filter 2차차))

급수시설급수시설

운동장살수용수운동장살수용수

조경용수조경용수

청소용수청소용수

비상용수비상용수

((소화용수소화용수 등등))

Over flow

Out flow

〈부록 그림 6-1〉 빗물이용 예시도

〈부록 표 6-4〉 절수설비 설치대상 건물

수 도 법 

시행령

제15조의2【절수설비의 설치대상】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건축물 및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2. 기타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98. 2. 24]

수 도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

비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98. 2. 28]

※ 건축법(법률 제6,370호, 2001. 1.16)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

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대통령령 제16,874호, 2000. 6.27)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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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6-5〉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별표 2)

가. 수도꼭지

종류 기 준

샤워용 공급수압 1kgf/㎠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일 것.

샤워․ 

욕조용

공급수압 1kgf/㎠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일 것(토수구 

방향의 최대토수유량은 제외).

세면용

공급수압 1kgf/㎠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일 것. 다만, 공

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공급수압 1kgf/㎠에서 최대토수유량

이 1분당 5리터 이하일 것.

세면․ 

샤워용

(1) 토수구 방향 : 공급수압 1kgf/㎠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일 것.

(2) 샤워헤드 방향 : 공급수압 1kgf/㎠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일 것.

주방용 공급수압 1kgf/㎠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0리터 이하일 것.

나. 변기

종 류 기 준

로탱크형 

대변기

(1) 최대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일 것(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장소에 한함).

(2)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장소의 대변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최대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일 것(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

동하는 변기는 제외).

  (나)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대변용으로 작동하

을 때의 최대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이어야 하며 소변용으로 작동하 을 

때의 사용수량이 대변용 사용수량의 70% 이하일 것.

세척밸브 

부 착 형 

대변기

(가)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 을 때 사용수량이 15리터 이하일 것(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장소에 한함).

(나)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장소의 대변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1)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 을 때 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일 것(대․소

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

   2)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대변용 또는 소변용

으로 1초 동안 작동하 을 때 사용수량이 각각 15리터 이하 또는 9리터 이

하일 것.

소변기 1회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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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rehensiv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IA and Post-EIA in the Subject of Water Quality

One of the important processes in EIA is to check how the result of EIA 

would adequately be fulfilled throughout the whole stages of a project from 

construction to utilization.  Monitoring process plays such an important role 

in EIA because it can detect any significant environmental changes due to 

development activities as well as it can also verify how the project is well 

being performed based on the result of EIA.

In this research, we analyzed the results of water quality field in EIA and 

monitoring reports for several EIA-performed projects, which are currently 

in construction stage, in order to examine critical aspects that are the 

applicability of the EIA results, the validity of the environmental impacts 

predicted by EIA, the propriety of suggested mitigation and etc. From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as well as field observations in sites, it is evidently 

indicated that three major problems in water quality field of EIA are unreality 

in estimating the amount of water-use or foul water, uncertainty of the 

effectiveness of mitigation methods for water pollution, and discordance 

between monitoring plan and monitoring result. The improvement methods 

related to the above problems has been studied in the research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EIA and proper evaluation methods for the EIA has been 

discussed.

It was found that the monitoring plan and system should be changed to 

be able to confirm the results of the EIA in the real situation after the 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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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therefore, suggested that the current system of monitoring process 

in water quality needs to be improved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EIA. For example, first, the management of running water qualities should 

be separated from that of water facilities. Second, an area-based management 

method for water system is required. To do that, it is necessary to conduct 

water quality modeling for small- to mid-sized rivers for the long run. Third, 

in order to reinforce the water quality control of water system, it is required 

to decide the target concentration for maintaining the running water quality 

in relation to the total amount-based pollution control of water quality for 

major rivers manag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inally, it is also 

indispensable to establish a specific plan for the management of the water 

quality modeling for all of national water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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