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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한강유역의 오염총량 리제도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주민지원등에

한법률｣에 의해 법  근거를 가지게 됨.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의무제가 아닌 임의제를 체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임의제 실시는 총량 리제도의 시행에 많은 문제 을 야기함.

◦한강유역의 오염총량 리제도에 의무제를 도입할 경우 서울시의 하천수질

개선과 서울시계 유역의 발  측면에 큰 향을 미칠 수 있음. 특히 수도

권의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왕숙천이 합류되는 잠실상수원 수역과 한강하

류의 수질에 정 인 향과 ㆍ장기 인 개발계획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음.

◦한강하류(서울시계 구간)에 한 총량 리제 실시의 당 성은 크게 두 가

지로 살펴볼 수 있음. 첫째, 잠실상수원 수역은 수질이 정체 는 악화되

고 있어 이에 한 개선이 필요한 지역임. 특히 잠실상수원은 수도권의 상

수원수로 이용되고 있으나 경기도 남양주시의 왕숙천과 하남시의 산본천 

등에서 유입되는 많은 수질오염물질로 상수원의 수질이 받고 있음. 둘

째, 랑천 등 한강하류의 4 지천은 수질기 을 크게 과하고 있음.

2. 연구의 목

◦팔당상수원을 포함한 한강수계는 기존의 농도 주 수질 리 정책이 한계

에 도달함에 따라 새로운 수질 리시스템인 총량 리제도의 도입이 필

요한 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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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 리제도 의무시행을 비한 법ㆍ제도

 개선(안)과 서울시의 정책방향 수립, 시행기반을 마련하기 한 연구임.

Ⅱ. 주요 연구결과

1. 한강수계의 특성

◦서울과 경기도의 배출부하량은 서울 44,314.65㎏/일, 경기도 22,116.28㎏/

일로 서울이 경기도의 약 2배인 것으로 나타남. 배출오염부하량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하수처리장으로, 서울과 경기도의 하수처리장 배출부

하량이 각각 체의 85%, 61.8%를 차지함.

◦한강본류 수계를 살펴보면, 잠실상수원의 수질(구의  잠실 측정소)은 

2000년에 들어서 다소 개선되는 상태를 보이다 최근 다시 악화되고 있음. 

한강 수질의 기 인 노량진 측정소(한강 교지 )의 수질은 1990년 이

래 다소 악화되었다가 2000년 이후에는 약간씩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가양지 의 경우 안양천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량의 감소로 수질이 

개선되는 추세이며, 2000년 이후 BOD는 평균 3.1㎎/L정도를 유지하고 있

음(<그림 2-8>~<그림 2-11>).

◦지천의 경우 홍제천을 제외한 왕숙천, 탄천, 랑천, 안양천의 하류지 은 

수질기 인 Ⅱ등 (BOD 3㎎/L)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팔당  방류량을 바탕으로 한강 본류의 유량을 보면 갈수량은 211.7㎥

/sec, 수량은 392.36㎥/sec, 평수량은 573.72㎥/sec로 나타남. 유량이 비

교  풍부한 상태임.

◦ 랑천의 갈수량과 수량은 각각 1.146CMS(㎥/sec), 1.712CMS이고 탄

천은 각각 0.80CMS, 1.76CMS임. 한 안양천은 각각 0.76CMS, 

1.68CMS로 계산됨. 갈수기 때 유량은 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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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ㆍ외 수질오염총량 리제 시행 황

◦ 재 한강수계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 책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보

권역 등 기존의 오염원 입지제한 규제에 한 주민의 반발로, 새로 도입

된 총량 리의 시행이 의무화되지 못하고 ‘자발  시행’이라는 시행체제로 

출발함.

◦팔당호수질정책 의회는 2008년 11월 24일 경기도 주, 이천, 여주, 용

인, 남양주, 가평, 양평 등 한강수계 7개 시ㆍ군의 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환하는데 합의함.

◦환경부는 4 강 수계법을 통합ㆍ제정하여 4 강 역에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할 계획임.

◦미국은 기술 주의 수질 리방법으로 수질환경기 을 달성할 수 없는 수

체를 상으로 각 주정부가 수역을 선정하여 TMDL(Total Maximum 

Daily Load)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TMDL 제도는 총량 리의 상이 되는 오염원, 오염물질, 지정수역 등이 

매우 포 이라는데 있고 리 상이 오염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

오염원도 포함된다는 특징이 있음.

3. 수질오염총량 리제의 문제   여건분석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리제의 문제 은 ① 임의제 시행에 따른 제도정

착의 한계, ② 목표수질 설정과 련된 불확실성, ③ 허용총량 산정  부

하량 할당, ④ 자료확보의 어려움과 신뢰도 하, ⑤ 타 련 계획과의 연

계성 미흡, ⑥ 안 율의 일률 인 용, ⑦ 로세스의 복잡함과 업무의 

어려움 등이 있음.

◦한강서울 권역의 오염총량 리제 여건을 공장(배출업소)과 배출오염부하량 

등으로 분석해 보면 <표 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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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행정
구역수

(개)

면
(㎢)

인구
(명)

배출오염
부하량
(㎎/L)

모니터링
지 수
(개소)

공장  
사업장수

유량(갈수량 기 )

서

울
25개 구 546.46 8,946,684 44,341.7 29개소

1종 8 한강본류(실측치) 211.7CMS

2종 5

4
지천

(계산치)

탄천 0.8CMS3종 32

4종 89

랑천 1.146CMS5종 4,447

경

기
15개 시 861.63 3,477,035 22,116.3 112개소

1종 62

홍제천 0.11CMS2종 63

3종 220

안양천 0.76CMS4종 283

5종 7,852

자료：1. 서울시 수질과 내부자료(2006년 12월 말 기 )

2. 환경부(2007)

<표 1> 한강서울 소유역의 오염총량 리제 여건분석

◦한강서울 소유역의 수질여건은 본류의 경우 구의, 잠실, 가양 모두 수질기

을 만족하 으나 노량진구간은 평균수질(BOD)이 3.5㎎/L로 나타나 기

치 이상임.

◦한강 지류인 왕숙천, 안양천, 랑천, 탄천의 경우 하류부의 수질(BOD)은 

기 치인 II등 (3.0㎎/L) 이상으로 나타나 수질기 을 만족하지 못했으며, 

탄천은 상류도 기 치 이상의 수질을 나타냄. 이처럼 서울시계 구간의 수

질이 수질기 치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총량 리제를 시행할 때 수

질오염 리 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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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책건의

1. 한강수계 수질 리의 기본틀 재정립 필요

◦한강의 팔당상수원 수역은 많은 투자에 비해 양질의 수질을 유지하기 어

려운 상태임. 따라서 기본틀을 다음과 같이 2개의 방향으로 재정립 하여

야 함.

◦첫째, 지속가능한 수질 리체제로 환되어야 함. 즉 팔당상수원을 포함한 

한강수계의 정한 상수원수의 확보, 수질 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질

리체제로 환이 필요함.

◦둘째, 이용목 에 맞는 물이용의 고도화와 합리 인 유역 리체제를 구축

하여야 함. 즉 팔당호와 잠실상수원의 물이용 고도화와 한강유역의 합리

인 토지이용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2. 수질오염총량 리제의 기본방향

1) 총량 리제 확 시행을 한 지역주민의 공감  확보

◦수질오염총량 리제도에 해 서울시와 강원도, 충청북도 등이 원칙 인 

찬성의 입장을 보인 반면 경기도는 반 의견을 표명하고 있음. 팔당호 주

변의 시ㆍ군(양평군, 용인시, 남양주군, 여주군, 가평군, 이천시, 주군) 

 이천시를 제외하고 총량 리제도의 추진에 원칙 으로 동의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총량 리제를 수용하는 시ㆍ군에 인센티 를 확 해 주는 규

정을 발표하 음. 자연보 권역인 이들 지역(총량 리제 시행 시ㆍ군)에 

도시개발사업을 6만㎡에서 10만㎡로 확 하고, 단지의 조성규모도 6

만㎡ 이내에서 제한을 폐지하는 것임.

◦이러한 규제완화라는 구체 인 인센티 로 나타나면 총량 리제의 시행을 

반 하는 시ㆍ군이 찬성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음. 오염총량 리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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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에 면 으로 시행하기 해서는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공감  

확보가 시 함.

2) 총량 리제의 면 인 실시와 자연보 권역에 한 도시개발 규제

의 단계별 완화

◦총량 리제도를 한강수계  지역에 도입하고 자연보 권역에 포함된 시

ㆍ군에 해 단계별로 도시개발을 허용하며 수질오염이 심각한 일부지역

은 새로운 도시개발을 억제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3) 수질오염총량 리제도의 로세스의 단순화로 업무역량 강화

◦수질오염총량 리제도는 담당 공무원에게 많은 업무량을 주고 있으며, 시

행할 경우에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많음. 

◦따라서 수질오염총량 리제도를 시ㆍ군ㆍ구의 일선 수질 련 담당자들이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단순화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최종작업을 

수행할 경우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함.

4) 오염총량 리제와 시ㆍ군ㆍ구의 도시계획수립 등 지역 리의 연계체

제 강화

◦토지이용 리는 도시계획이라는 방법으로 하므로 도시계획 수립 시 수질

오염총량 리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재는 상ㆍ하수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곳의 도시(지역)계획은 실 으로 수질오염원을 리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지 못함.

5) 총량 리제의 정착을 한 차 ㆍ기술  측면의 보완을 해 시간

과 자료확보 필요

◦수질측정주기는 오염총량 리제를 시행하는 지역의 경우 연간 30회 이상 

측정해야 함. 한 제도가 시행된 후 자료 수집과 분석을 해 3~5년의 



vii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이며, 오염원과 유량은 실제 유량값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DB를 구축하여 총량 리제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6) ㆍ장기 으로 총량 리제의 정착 후 상수원수역의 규제완화  물

이용부담 의 단계  폐지

◦수질오염총량 리제가 팔당호 유역에 용되어 총량허용량에 따라 배출업

소를 허가할 경우 ｢수도권정비법｣, ｢수질 수생태계보 에 한법｣ 등 다

른 법률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도시개발사업과 공장 신ㆍ증축에 한 규

제가 폐지되어야 함.

◦물이용부담 은 상수원보호를 해 지역개발행 를 제한받는 상수원수역

의 상류지역과 주민들을 지원하는 제도임. 따라서 이러한 규제가 폐지되

면 물이용부담 제도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것임.

3. 오염총량 리제도의 법ㆍ제도의 개선안

◦한강총량 리제의 의무제 도입과 통합단일법 제정：수질오염총량 리제가 

한강수계에 의무 으로 시행되면 4 강 수계의 개별법에 각각 규정되었던 

내용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주민지원에 

한 법률｣등을 통합단일법인 가칭 ｢ 국 하천수계의 수질 리  주민지

원에 한법｣으로 통합함.

◦  수질을 기반으로 목표수질 제시와 과학 인 수처리방법을 통해 충분한 

지역개발허용량 확보：한강수계 의무제 도입에 따른 체 소유역의 목표

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이를 해 목표수질을 재의 수질을 기반으로 설

정하고 진 으로 개선된 목표수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재 서울

구간의 하천은 달성이 어려운 엄격한 수질기 을 설정하고 있음. 한 지

역개발허용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 인 처리방법에 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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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질오염총량 리제도의 세부사항 개선방안

◦한강수계의 경우 지역개발허용량의 충분한 확보로 의무제를 조기 정착

팔당호 주변의 시ㆍ군과 잠실상수원 수계의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그

리고 잠실 하류수계까지 확 를 제로 할 경우 경기도의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과 인천시 등이 포함됨. 이러한 시ㆍ군의 참여를 해서

는 비교  충분한 지역개발허용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지역 간의 형평성이 확보되는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해 수질 문가 원

회 운

지역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하나 여러 여건상 확보가 쉽지 않

음. 따라서 총량 수질결정에 련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문가 원회

에서 목표수질을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충분한 계획수립  이행평가 기간의 확보 필요

총량 리계획의 제출기한이 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의 빠른 정

착을 해서는 보다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한 평가

주기(1년)도 2~3년 정도의 여유를 주고 기본계획기간(5년)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함.

◦수질모델링을 통한 수질 측의 오차발생 보완

수질모델링에 의한 오차를 이기 해 평면2차원모델을 수행하는 것도 

필요함. 최종 으로 모델링 작업후의 데이터를 가지고 문가 원회를 통

해 수질목표치, 기 배출부하량 등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5. 수질오염총량 리제에 따른 서울시의 략

1) 기본방향

◦한강수계 서울시계 내의 3종 이상 사업장은 45개소로 비교  은 편이

며, 서울시 모든 지역은 하수도시설이 완비되어 있음. 한 한강서울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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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천수질을 보면 한강본류는 잠실수 보 상수원 구간과 한강하류 구간

이 수질기 을 만족하고 있음. 한강 지류천은 수질기 을 만족하지 못하

는 구간이 있으나 이 수질기 은 장래 달성가능성을 목표로 한 것이므로 

총량 리제 목표수질을 잘 설정하면 한강 수질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임. 

즉, 한강서울권역에 수질오염총량 리제도를 면도입할 경우 한강서울수

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되므로 의무제 도입은 바람직함.

2) 세부 략

◦세부목표수질 설정방안 필요

소유역단 로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수질 리를 실시하고 소유역에 포함되

는 제1, 2지천이나 특정지 에는 세부목표수질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한 세부목표수질은 총량부하량을 결정하는 목표수질이 아니라 일정 범

 안에서 리할 수 있는 것으로 시행령 등에서 규정함.

◦잠실상수원 수역 리를 해 총량 리제의 극 인 추진 필요

재 국 하천을 상으로 수질오염총량 리제의 의무실시 여부를 논의

하고 있는 단계임. 수질오염총량 리제는 면시행에서부터 재의 임의

제를 유지하는 방안까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음. 특히 잠실수역은 수도

권 시민이 사용하는 상수원 수역이므로 팔당상수원과 같이 총량 리제 시

행이 극 으로 추진되어야 함.

◦과 억제권역과 성장 리권역에 총량허용량 내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외 

일반산업단지 허용

수질오염총량 리제의 시행을 기반으로 과 억제권역이나 성장 리권역에 

일반산업단지의 허용이 필요함. 특히 잠실하류 수역에 수질오염총량 리제

의 단계별 실시에 따른 배출업소의 단계별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총량 리제를 극 도입하여 오염원 이  시 배출부하량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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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서울시에는 많은 배출업소가 시계 외로 이 하여 규모가 큰 공장 등

이 거의 없는 실정이지만 앞으로는 지가상승과 개발압력 등으로 이 이 

상됨. 이 경우 그만큼의 배출부하량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함.

◦서울시와 경기도의 총량 리부서 신설과 통합 리 체제 구축

서울시와 경기도는 한강수계 체에 총량 리제를 시행할 경우 이를 담

하여 수행하는 리부서와 인원이 필요함. 이를 해서는 총량 리과의 

신설이 필요하며, 서울시와 경기도의 련부서 간의 통합연계와 연구부서

의 통합 연구체제가 필요함.

◦한강서울권역의 모니터링 지 의 추가 선정 필요

모니터링지 은 기존의 모니터링지 에 추가 으로 하수처리장 방류수지

과 제2지류천 합류부, 수질악화가 상되는 지  등을 선정함.

추가 선정지 은 기존 모니터링지  외에 왕숙천수계의 구리하수처리장 방

류지 , 탄천수계의 양재천 합류지 , 탄천과 성남하수처리장 방류지 , 

랑천수계의 의정부하수처리장 방류지 , 우의천 합류지 , 청계천 최하류 

지 , 안양천 수계의 안양하수처리장 합류지 과 목감천 합류지  등임.

◦비 오염원과 한강서울권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 별 목표수질 설정

과거에는 한강합류부의 수질기 이 V등 (BOD 10㎎/L)이었는데, 새로운 

수질기 은 II등 (BOD ㎎/L)으로 높게 강화되어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 

시설이 완공되어 가동되더라도 실 으로 목표수질의 달성이 어려움. 

한 한강 서울권역(서울시계구간)은 하수도가 완비된 지역으로 비 오염원

의 향이 비교  음. 따라서 향후 계 별이나 건기를 기 으로 총량

리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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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  연구의 배경  목  

1. 연구배경

수질오염총량 리제도는 재 낙동강, 강, 산강 그리고 한강 등 4 강에 

해 시행하고 있다. 이  한강을 제외한 3 강 유역은 수질오염총량 리제도

의 실시 기부터 의무제를 도입하여 여러 문제 에도 불구하고 비교  순조롭

게 시행되고 있다. 이들 수계의 경우 수질이 극히 악화되어 양질의 상수원 확보

가 시 하여 총량 리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가장 

요한 심사는 한강수계이다.

비교  유량이 풍부한 한강유역은 수질오염 개선을 한 여러 제도가 작동

되어 수질은 상 으로 양호한 상태이다. 그 지만 팔당호의 수질이 악화되면

서 한강유역의 오염총량 리제도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주민지원등에 한

법률｣(1999년)에 따른 법  근거로 시작하게 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의

무제가 아닌 임의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임의제의 실시는 총량 리제도 

시행에 많은 문제 을 래하 다. 

재 수질오염총량 리제도의 의무화는 낙동강, 산강, 강의 3 강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한강유역만 아직 임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강유역에 한 수

질오염총량제도의 의무제 도입은 우리나라 체 하천의 의무제 실시를 의미한

다. 국 하천에 한 총량 리제도의 의무화는 하천수질 리 시스템이 배출규

제에서 총량 리제로 환됨을 의미하며, 수질 리와 토지이용에 새로운 환

이 될 것이다.

한강유역 총량 리제도의 의무제 도입은 서울시 하천의 수질 개선과 서울시

계 유역의 발 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수도권의 많은 시민이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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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왕숙천이 합류되는 잠실상수원 수역과 한강하류의 수질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며, ㆍ장기 인 개발계획에도 향을  수 있다.

재 서울 단 유역의 수질은 체 으로 보면 악화되거나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잠실상수원상류 수질(BOD)은 1.5~2.0㎎/L로 많은 투자와 노력에 비해 정

체가 지속되고 있고, 잠실상수원하류 수질(BOD)은 4.0~6.0㎎/L로 과거보다 많이 

개선된 상태이나 물놀이를 하기에는 미흡한 수 이다. 랑천 등 4 지천의 수질

(BOD)은 10~20㎎/L로 하천수질기 (II등  3㎎/L이하)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에서 한강하류(서울시계 구간)에 한 오염총량 리제 실시의 당

성은 크게 두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잠실상수원 수역은 수질이 정체 

는 악화되고 있어 수질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잠실상수원은 수도권의 상

수원수로 이용되고 있으나 경기도 남양주시의 왕숙천과 하남시의 산본천 등에서 

유입되는 많은 수질오염물질로 상수원의 수질이 받고 있다. 둘째, 랑천 등 

한강하류의 4  지천은 수질기 을 크게 과하고 있어 총량 리제 도입의 당

성이 높다.

2. 연구목

팔당상수원을 포함한 한강수계는 기존의 농도 주 수질 리 정책이 한계

에 도달함에 따라 새로운 수질 리시스템인 총량 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

이며, 특히 총량 리제도를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환하려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 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리제도의 의무시행에 

비하여 법ㆍ제도  개선(안)과 서울시의 정책방향 수립, 시행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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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의 방법

1. 상  범

이 연구의 상범 는 우선 한강본류 유역과 잠실상수원에 향을 미치는 

왕숙천 유역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탄천을 비롯한 4 하천, 즉 4 하천의 경기

도구간이 포함된 한강 권역지역이 포함되었다. 여기에 총량 리제를 임의시행

하고 있는 팔당호 유역도 일부 포함하 다.

2. 내용  범

오염총량 리제도의 법ㆍ제도상의 문제 을 분석하여 방향설정과 정책건의

를 실시하 다. 한 국내ㆍ외 사례를 분석하여 총량 리제의 시사  등을 도

출하고 팔당호  잠실하류의 총량 리제 의무도입에 한 서울시의 방향과 

략에 해 연구하 다. 여기에 한강서울권역의 수질오염과 부하량 등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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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연구수행도

연구 수행 모식도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수행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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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한강수계의 특성분석

제1  한강수계 일반 황

1. 한강권역의 구분

국가수자원 리종합정보시스템(www.wamis.go.kr)에 따르면, 한강수계는 크

게 5개 유역권역(한강, 낙동강, 강, 섬진강, 산강)으로 나 고 있다. ㆍ

ㆍ소 권역별 계획 수립의 체계는 <표 2-1>과 같다.

구 분 역 할 계획수립자 계획수립기간

권역 규모 수계 향권 환경부장 매10년

권역 규모 향권 환경청장(유역ㆍ지방) 매5년

소권역 소규모 향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매5년

<표 2-1> ㆍ ㆍ소 권역별 계획수립 체계

권역은 환경부 장 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유역으로 수계 향권 규모

가 큰 4 강을 기 으로 구분하며, 각 권역은 인 수계(5개)를 포함한다. 권역

은 유역(지방)환경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유역으로 정부공통으로 사용

하는 물 리정보공통유역도의 권역(117개)과 동일하다. 소권역은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유역으로 정부공통으로 사용하는 물 리정보

공통유역도의 표 유역(840개)과 동일하다. <표 2-2>에는 한강 권역의 구분

황을 나타내었다.

권역 권역 소권역 비고(구수역구간1))

한 강 30 289 63

<표 2-2> 한강 권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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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유역의 구분은 하천유역 리  수질오염총량 리의 기반이 되므로 

요하다. 총량 리는 소유역(단 유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강서울 유역권역(한강유역  팔당  이후부터 서울수계를 포함하는 유

역)에는 탄천, 랑천, 홍제천, 안양천, 창릉천, 굴포천 등의 소유역권역이 포함

된다(<그림 2-1>). 특히 서울의 하수 거  처리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강서울 

권역에 속한 소권역을 재분류하 다(<표 2-3>). 즉, 랑천 소유역은 랑천소

유역과 본류2소유역을, 홍제천소유역은 홍제천소유역과 본류3유역을 포함하

다. 그리고 왕숙천소유역은 잠실상수원에 향을 미치는 수계이므로 포함하 다. 

반면에 본류1소유역(팔당  하류~왕숙천 합류부)과 창릉천소유역, 본류4유역(홍

제천합류부~행주 교 수 표)과 굴포천소유역은 제외하 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그림 2-1> 한강소유역 황도

1) 기존에 사용되던 “수역별 환경기  용등   달성기간(환경부 고시 제91-35호)”의 구분에 

의한 하천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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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범 

왕숙천 소유역 왕숙천

탄천 소유역 탄천

랑천 소유역 랑천, 본류2유역(왕숙천합류부~ 랑천합류부)

홍제천 소유역 홍제천, 본류3유역( 랑천합류부~홍제천합류부)

안양천 소유역 안양천

<표 2-3> 서울특성을 고려한 한강소유역(단 유역)의 재분류

2. 면   행정구역

한강서울의 소유역 면 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546.46㎢로 체의 57.9%, 경

기도는 851.63㎢로 61%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의 유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와 면 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한강하류의 창릉천 유역이 계산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소유역별로 면 을 살펴보면 <표 2-4>와 같다. 랑천 유역은 면 이 

396.52㎢로 총 상유역  가장 큰 비 인 28.4%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탄천 

유역 303.30㎢(21.7%), 안양천 유역 280.31㎢(20.1%), 왕숙천 유역 275.94㎢

(19.7%)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유역별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왕숙천은 노원구와 

랑구, 남양주시, 포천시, 구리시의 일부가 포함되고 나머지 유역인 탄천, 랑

천, 홍제천, 안양천 유역의 행 구역  면 은 부록 <표 1>과 같다.

유역명 체유역면 (㎢) 서울시(㎢) 경기도(㎢) 체유역에 한 비율(%)

왕숙천 275.94 0.20 275.74  19.74 

탄천 303.30 68.47 234.83  21.69 

랑천 396.52 241.43 155.09  28.36 

홍제천 142.01 142.01 0.00  10.16 

안양천 280.31 94.34 185.98  20.05 

총계 1,398.09 546.46 851.63 100.00

<표 2-4> 한강서울권역의 소유역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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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숙천   탄천   중랑천  홍제천   안양천

<그림 2-2> 한강서울권역의 소유역별 면

3. 인구

행정구역 면 비를 이용하여 각 유역의 인구를 산정하면 <표 2-5>와 같다. 

체 유역인구 1,242만 3,718명  서울시의 인구가 894만 6,684명, 경기도는 

347만 7,035명이며, 이는 체 인구에 해 각각 72%, 28%에 해당한다. 여기서 

서울시의 인구가 실제 인구와 차이가 있는 것은 창릉천 소유역을 포함시키지 않

았기 때문이다.

인구비율

구 분 인구(명) 비율(%)

서울시 8,946,684 72

경기도 3,477,035 28

총 계 12,423,718 100

 주：창릉천소유역은 포함 안됨.

<표 2-5> 한강서울권역의 행정구역별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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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과 <그림 2-3>은 소유역별 인구와 그에 따른 비율을 나타낸 것이

다. 랑천은 체 유역인구의 3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

으로 안양천 27.3%, 홍제천 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 2>는 소유

역별 시ㆍ군ㆍ구 인구를 나타낸다.

유역명
인구수 유역별

유율(%)총 계 서울시 경기도

왕숙천 유역 308,758 3,641 305,117 2.49 

탄천 유역 2,087,752 877,750 1,210,002 16.80 

랑천 유역 4,566,676 4,028,176 538,500 36.76 

홍제천 유역 2,070,829 2,070,829 0 16.67 

안양천 유역 3,389,704 1,966,288 1,423,416 27.28 

총계 12,423,719 8,946,684 3,477,035 100

<표 2-6> 소유역별 인구(2005년 기 )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인구수

(천명)
경기

서울

왕숙천    탄천   중랑천  홍제천  안양천

<그림 2-3> 유역별 인구수 비교

서울의 인구는 2020년 목표인구가 980만 명 내외로 재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측하고 있다. 한 서울의 요한 토지이용 변화 사업인 뉴타운

사업을 보더라도 인구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측되고 있다. 사업지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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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본계획에 따르면 뉴타운사업지구의 계획주택수는 총 25만 1,379호로 기존 

주택수(거주단 기 )인 25만 6,317호와 큰 차이가 없어 차후 뉴타운사업으로 

인한 인구수도 변화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구에 따른 오염부하량

은 크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4. 배출업소(오염원) 황

수질오염원은 오염원과 비 오염원으로 나  수 있으며, 오염원은 다시 

인구, 가축 등으로, 비 오염원은 논, 밭, 산림으로 나  수 있다. 이러한 오염원

을 바탕으로 한 부하량 분석은 다음 에 제시하 다. 다만 여기서는 수질오염

물질 배출시설(사업장)에 해 분석하 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ㆍ 검 상업소는 <표 2-7>과 같이 총 4,581개

소로 나타났다. 폐수 배출업소  청색등 이 3,990개소로 87%를 차지하고 

색등 은 58개소로 1.3%이다. 이  총량 리제의 상인 업소는 1~3종으로 총 

45개소이다(1~3종 업소는 주로 공단지역에 치하고, 4~5종 업소는 세차장 등

으로 도심지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  최근 2년간의 지도ㆍ 검 결과 법

규 반이 없었던 청색업소가 38개소이고, 녹색업소는 7개소뿐이다. 그 밖의 소

규모 배출업소는 4,536개소로 거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한강수계 체

에 총량 리제도를 의무제로 도입하여도 큰 문제가 없는 업소가 부분이다.

구 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4,581 8 5 32 89 4,447

청색 3,990 7 4 27 69 3,883

녹색 533 1 1 5 20 506

색 58 58

자료：서울시 수질과 내부자료(2006년 12월 말 기 )

<표 2-7>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ㆍ 검 상업소
(단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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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천 수질모니터링

서울시 하천의 수질 측정망은 총 57개 지 으로 환경부 고시 측정망(수동측

정)이 37개, 서울시 자체 측정망은 20개이다(<표 2-8>). 수질오염 조사지 은 본

류에 10개, 지천에 19개, 상수원수에 5개, 공단배수에 3개가 있으며, 채수 치 

 조사기 은 <표 2-9>와 같다. 그러나 재 서울시 수질모니터링의 경우 측정

횟수, 측정항목, 측정주기가 총량 리제를 비하기 해서는 많이 미흡하다. 즉 

수질측정망에서의 측정횟수는 주로 월1회로 총량 리제를 한 측정횟수인 10

일 1회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자체 측정망의 수질측정항목도 상수

원수와 유해화학물질을 분석하기 한 것이 많고 측정지 도 총량 리제를 비

한 지 으로는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구분 계

환경부 고시 측정망(수동측정) 서울시 자체 측정망

한강본류 지천 상수원수 공단배수
자동측정 유해화학물질측정

하천수 상수원수 하수

지 수 57 10 19 5 3 6 6 8

<표 2-8> 서울시 수질 측정망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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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명 
환경 
기  

채 수  치 조사기  

환경부 
고 시 
측정망 
(수동) 

본류 
(10) 

팔당  Ⅰa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앞) 한강유역환경청 

암 사 Ⅱ 강동구 암사동(암사취수장 앞) 한강유역환경청 

구 의 Ⅱ 진구 장동(천호 교) 한강유역환경청 

잠 실 Ⅱ 송 구 신천동(잠실 교) 한강유역환경청 

뚝 도 Ⅱ 성동구 성수동(성수 교) 한강유역환경청 

보  Ⅱ 용산구 한남동(한남 교) 한강유역환경청 

노량진 Ⅱ 동작구 본동 (한강 교) 한강유역환경청 

등포 Ⅱ 등포구 양평동(성산 교) 한강유역환경청 

가 양 Ⅲ 강서구 가양동(구암공원 앞) 한강유역환경청 

행 주 Ⅲ 고양시 행주외동(행주 교) 한강유역환경청 

지천 
(19) 

탄천4 Ⅱ 강남구 율 동( 곡교) 한강유역환경청 

탄천5 Ⅱ 강남구 삼성동(삼성교) 한강유역환경청 

랑천2 Ⅱ 노원구 상계1동(노원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랑천3 Ⅱ 동 문구 장안동(장안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랑천4 Ⅱ 성동구 성수1동(성동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안양천4 Ⅱ 구로구 고척동(고척교) 한강유역환경청 

안양천5 Ⅱ 양천구 목동(양화교) 한강유역환경청 

홍제천 Ⅱ 마포구 성산동 559-1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양재천 Ⅱ 강남구 치동 27-1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정릉천 Ⅱ 동 문구 용두동(정릉천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도림천 Ⅱ 동작구 신 방동 498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개화천 Ⅱ 구로구 개 동 2-25(남부순환도로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고덕천 Ⅱ 강동구 고덕동(고덕천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성내천 Ⅱ 강동구 성내동(잠실철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청계천1 Ⅱ 구 무교동(모 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청계천2 Ⅱ 성동구 왕십리동(무학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청계천3 Ⅱ 성동구 사근동( 랑천 합류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성북천 Ⅱ 동 문구 신설동(성북천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우이천 Ⅱ 성북구 석 동( 랑천 합류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상수 
원수 
(5) 

암 사 Ⅱ 강동구 암사동 10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구 의 Ⅱ 진구 장동 산 18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자 양 Ⅱ 진구 자양동 70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표 2-9> 수질오염도 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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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명 
환경 
기  

채 수  치 조사기  

환경부 
고 시 
측정망 
(수동)

상수 원수 
(5) 

강 북 Ⅱ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124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풍 납 Ⅱ 강동구 풍납2동 388( 앙병원앞)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공단 배수 
(3) 

구로공단 - 구로구 구로동(철산배수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등포기계공단 - 구로구 온수동(온수 철역)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서남하수처리장 - 서남하수처리장 방류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 
자 체 
측정망 

(20) 

자동
측정망 

하천수 
(6) 

노량진 Ⅱ 동작구 본동(노량진취수장)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선유도 Ⅱ 등포구 양화동(선유도공원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행 주 Ⅲ 고양시 행주외동(농업기반공사펌 장)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랑천 Ⅱ 동 문구 휘경동(휘경빗물펌 장)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탄 천 Ⅱ 송 구 가락동(탄천빗물펌 장)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안양천 Ⅱ 구로구 구로동(신구로빗물펌 장)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상수
원수 
(6) 

 암 Ⅱ 경기도 하남시( 암정수사업소내)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암 사 Ⅱ 강동구 암사동(암사정수사업소내)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구 의 Ⅱ 진구 장동(구의취수장내)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자 양 Ⅱ 진구 자양동(자양취수장내)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풍 납 Ⅱ 송 구 풍납동(풍납취수장내)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강 북 Ⅱ 남양주시 와부읍(강북취수장내)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하 수 
(유해화학물질) 

(8) 

랑 1 랑하수처리장 유입하수 1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랑 2 랑하수처리장 유입하수 2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면 목 면목동빗물펌 장 하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탄 천 탄천하수처리장 유입하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신 천 신천빗물펌 장 하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가 양 서남하수처리장 유입하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등포 등포빗물펌 장 하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난 지 난지하수처리장 유입하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자료：환경부고시 제2008-8호 수질측정망 운 계획

※ 하천수(본류, 지천) 29개 항목 

  ⁃ 월1회(18개 항목)：pH, DO, BOD, COD, SS, 총질소, NH3-N, NO3-N, 총인, 수온, 페놀류, 

기 도도, 분원성 장균군수, 총 장균군수, DTN, DTP, PO4-P, 클로로필-a 

  ⁃ 분기1회(7개 항목)：Cd, CN, Pb, Cr
6+

, As, Hg, ABS

  ⁃ 연1회(4개항목)：PCB, 유기인, TCE, PCE 

<표 계속> 수질오염도 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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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배출오염부하량 산정

1. 개요

한강 체 유역의 오염원은 인구에 의한 생활계 오염원과 가축사육에 의

한 축산계 오염원  공장 등 산업시설에서 유출되는 산업계 오염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 비 오염원으로는 지, 임야, , 답, 기타 토지이용에 따라 발생

되는 오염원이 있다. 각각의 오염원에 따라 오염물질이 다양하고 복합 이어서 

오염발생량을 정량 으로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오염부하량을 산술 으로 

산정하기 해 각 오염물질을 양으로 표 이 가능한 원단 를 용하는 것이 일

반 이므로, 이를 각 오염원에 용하여 부하량을 산정하 다. 수질오염부하량 

평가는 ｢오염총량 리계획수립지침｣을 참조하 으며, 연구 상유역의 배출부하

량은 오염원자료인 ‘2005 오염원자료’(국립환경과학원 내부자료, 2008)를 참조하

여 산정하 다. <그림 2-4>에 수질오염 부하량의 산정방법을 도식화하여 나타내

었다.

<그림 2-4> 수질오염 부하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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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출부하량 산정

1) 서울과 경기도의 배출부하량 비율

서울과 경기도의 배출부하량을 비교해보면 서울 44,314.6㎏/일, 경기도 

22,116.3㎏/일로 서울이 경기도의 2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도 

모두 BOD 배출부하량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오염원은 하수처리장으로 

각각 체의  85%, 61.8%를 차지한다(<표 2-10>, <그림 2-5>).

총계 생활계 축산계 하수처리장 양식계 토지이용

서울 
44,341.6 

(66.7)
0.0

(0.0)
47.9
(0.1) 

37,702.1
(56.7) 

0.0
(0.0)

6,591.7 
(9.9)

경기 
22,116.3

(33.3) 
2,925.6

(4.4) 
1,743.7

(2.6)
13,670.1

(20.6)
430.2
(0.6)  

3,346.7
(5.0)

총계
66,457.9
(100.0)

2,925.6 
(4.4)

1,791.6
(2.7)

51,372.2 
(77.3) 

430.2
(0.6) 

9,938.3 
(15.0)

<표 2-10> 서울과 경기도의 BOD 배출부하량
(단 ：㎏/일, %)

<그림 2-5> 오염원별 BOD 배출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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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역별 배출부하량

(1) 체 유역의 배출부하량

체 유역의 BOD 배출부하량은 66,457.9㎏/일이며, 이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양이 51,372.2㎏/일로 체의 77%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토지이용 

9,938.4㎏/일, 생활계 2,925.6㎏/일로 나타났다(<표 2-11>, <그림 2-6>). 유역별로

는 랑천이 34,464.4㎏/일, 탄천이 17,953.1㎏/일로 부하량이 높게 나타났다.

소유역 총계 　구분 소계 생활계 축산계 하수처리장 양식계 토지이용

왕숙천 3,918.9

서울
1.9 

(0.4) 
　
　

　
　

　
　

　
　

1.9 
(0.4) 

경기
3,917.0 
(100.0) 

1,130.0 
(28.8) 

599.3 
(15.3) 

1,641.9 
(41.9) 

42.3 
(1.1) 

503.5 
(12.8) 

탄  천 17,953.0

서울
10,645.8 

(59.3) 
　
　

14.2 
(0.1) 

9,841.0 
(54.8) 

　
　

790.6 
(4.4) 

경기
7,307.2 
(40.7) 

664.4 
(3.7) 

568.8 
(3.2) 

4,833.4 
(26.9) 

133.1 
(0.7) 

1,107.5 
(6.2) 

랑천 34,464.4

서울
30,767.2 

(89.3) 
　
　

3.7 
(0.0) 

27,861.1 
(80.8) 

　
　

2,902.4 
(8.4) 

경기
3,697.2 
(10.7) 

648.3 
(1.9) 

325.3 
(0.9) 

2,083.5 
(6.0) 

89.7 
(0.3) 

550.4 
(1.6) 

홍제천 　1,727.1 서울
1,727.1 
(100.0) 

　
　

12.5 
(0.7) 

　
　

　
　

1,714.6 
(99.3) 

안양천 　8,394.5

서울
1,199.6 
(14.3) 

　
　

17.5 
(0.2) 

　
　

　
　

1,182.1 
(14.1) 

경기
7,194.9 
(85.7) 

482.9 
(5.8) 

250.3 
(3.0) 

5,111.3 
(60.9) 

165.1 
(2.0) 

1,185.3 
(14.1) 

총 계 66,457.9 
2,925.6

(4.4) 
51,372.2

(77.3)
1,791.6

(2.7)
430.2
(0.6)

9,938.4
(15.0)

<표 2-11> 유역별 BOD 배출부하량
(단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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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계

축산계

하수처리장

양식계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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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유역별 BOD 배출부하량

(2) 소유역별 BOD 배출부하량

소유역별 배출부하량을 살펴보면 왕숙천의 BOD 배출부하량은 경기도에서 

100% 발생하 으며, 이  하수처리장 배출량이 1,641.9㎏/일로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한다. 탄천의 BOD 배출부하량은 서울에서 59%, 경기도에서 41%가 발

생하 으며, 하수처리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랑천의 BOD 배출부하량은 

서울이 89%를 차지하며, 마찬가지로 하수처리장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홍

제천의 BOD 배출부하량은 서울에서 100% 발생했으며, 발생오염원은 토지이용

계가 100%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안양천의 BOD 배출부하량은 서울과 경기도

의 비율이 각각 14%, 86%로 경기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오염원의 부분

이 하수처리장임을 알 수 있다.

(3) 소유역별 TP 배출부하량

체 유역의 TP 배출부하량은 5,802.1㎏/일이며, 이  하수처리장에서 배출

되는 양이 5,050.6㎏/일로 체의 87%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축산계가 283.1㎏/

일, 토지이용이 276.9㎏/일로 나타났다(<표 2-12>, <그림 2-7>). 유역별로는 랑

천 유역이 3,080.3㎏/일, 탄천 유역이 1,686.3㎏/일로 부하량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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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명
TP 배출부하량(kg/일)

총계 생활계 축산계 하수처리장 양식계 산업계 토지이용

왕숙천 314.1 48.2 113.8 127.6  2.3 0.0  22.3 

탄천 1,686.3 58.0 83.6 1,482.8  7.2 0.0  54.7 

랑천 3,080.3 30.9 61.1 2,891.0  4.9 0.0  92.4 

홍제천 44.5 0.0 1.1 0.0  0.0 0.0  43.3 

안양천 676.9 31.2 23.5 549.2  8.8 0.0  64.2 

총계 5,802.1 168.3 283.1 5,050.6 23.2 0.0 276.9 

<표 2-12> 소유역별 TP 배출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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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소유역별 TP 배출부하량

제3  수질변화 분석

1. 한강본류 수계 

서울시 상수원의 약 91%를 취수하고 있는 잠실상수원의 수질(구의  잠실

측정소)은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약간 악화되다가 2000년~2005년에는 다소 

개선되었다. 그러다 최근 3년간은 수질이 다시 악화되는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한강 수질의 기 인 노량진 측정소(한강 교지 )의 수질은 90년 이래 평균 

BOD 3.6㎎/L로 다소 악화되었고, 2000년 이후에는 약간씩 완화되는 추세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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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평균 BOD 4.0㎎/L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 가양

지 의 경우 안양천으로부터 오염물질의 유입량이 감소함에 따라 수질이 개선되

는 추세이며, 2000년 이후 평균 BOD 3.1㎎/L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2-8~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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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측정치 연평균 중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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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구의측정소 연도별 BOD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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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잠실측정소 연도별 BOD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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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노량진측정소 연도별 BOD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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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가양측정소 연도별 BOD 변화추이

2. 주요 지천의 수질 황

한강 주요지천의 연도별 수질변화를 환경부의 최근 10년간 수질측정망 자료

를 통해 살펴보았다. 지천의 수질측정지 은 <그림 2-12>와 같다. 랑천과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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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왕숙천의 2008년 수질이 BOD 13~20㎎/L로 나타나 수질 리가 필요함을 보

여주고 있다(<그림 2-13>). 

<그림 2-12> 한강서울권역 수질측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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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주요 하천별 수질(BOD)변화 추이

1) 왕숙천

왕숙천의 연도별 BOD변화를 살펴보면 왕숙천 4지 을 제외한 상류수역은 

하수 거가 정비되기 시작하면서 약 2~3㎎/L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왕숙천 4지

(한강합류부 지 )은 2000년에 BOD 10㎎/L를 상회하 으며, 2003년에는 24.2

㎎/L로 최고치를 보이다가 최근(2007년)에는 7㎎/L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2-13>, <그림 2-14>). 그러나 잠실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왕숙천은 수질

기 인 Ⅱ등 (BOD 3㎎/L)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연도
측정소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왕숙천1 2.9 4.4 7.4 2.6 3.2 2.5 1.9 2.2 2.3 2.3

왕숙천2 2.7 3.3 5.6 2.5 2.2 2.6 1.7 1.8 1.8 2.2

왕숙천3 3.2 4.4 8.2 7.5 4.1 2.5 3.1 3.3 3.1 2.8

왕숙천4 9.4 7.7 13.2 12.8 19.2 24.2 12.1 11.4 8.8 7

<표 2-13> 왕숙천의 연도별 수질(BOD)변화
(단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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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왕숙천의 연도별 수질변화

2) 탄천

탄천의 연도별 BOD변화를 살펴보면 탄천 1,2지 은 상류지역의 개발로 인

해 BOD가 20~30㎎/L로 하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탄천 3지 은 하천의 

자정작용으로 5~8㎎/L로 개선되고 있다. 최근 탄천 4, 5지 은 20~30㎎/L로 매

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탄천의 목표기 인 Ⅱ등 (BOD 3㎎/L)을 훨씬 

상회하는 값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표 2-14>, <그림 2-15>).

연도
측정소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탄천1 8.2 9.4 11.4 14.8 23.2 25.3 22.8 30.9 28.6 25.9

탄천2 6.6 10.6 13.9 14.9 23.5 20.7 18.5 20.8 20.4 15.7

탄천3 5 4 5.3 7.2 8.7 6.6 5.6 7.3 7.8 6.8

탄천4 20.5 15 20.3 13.2 29.9 24 17.3 33.5 21.2 28.5

탄천5 16.1 11.9 15.7 12.1 19.8 18.1 21.9 21.2 23.6 18.4

<표 2-14> 탄천의 연도별 수질(BOD)변화
(단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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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탄천의 연도별 수질변화

3) 랑천

랑천의 수질을 보면 최상류인 1지 은 2㎎/L로 다른 지천에 비해 양호한 

수질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 하수처리장과 랑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유입되는 2, 4지 은 최근 10㎎/L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랑

천 4지 은 15.7㎎/L로 수질기  Ⅱ등 (BOD 3㎎/L)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표 

2-15>, <그림 2-16>).

연도
측정소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랑천1 3.7 7.6 6.6 4.5 2.7 2.1 1.9 3.4 2 2

랑천2 8.8 7.5 11.4 13 10.3 11.5 7.4 7.9 9.8 10.9

랑천3 7.9 8.9 8.8 9.6 9.6 8.5 4.9 7.2 8.3 6.1

랑천4 13.5 10.9 13.6 16 14.3 143 8.9 9.1 13.7 15.7

<표 2-15> 랑천의 연도별 수질(BOD)변화
(단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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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랑천의 연도별 수질변화

4) 홍제천

홍제천의 수질은 비교  양호한 상태로 수질기  Ⅱ등 (BOD 3㎎/L)을 만

족하고 있다. 이는 홍제천의 하천유지용수를 한강물을 취수하여 공 하기 때문

이다(<표 2-16>).

연도
측정소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홍제천 9.1 8.8 7.4 5.4 3.4 2.4 1.5 2 3.3 1.6

<표 2-16> 홍제천의 연도별 수질(BOD)변화
(단 ：㎎/L)

5) 안양천

의왕시, 안양시, 군포시, 명시, 서울시 등을 류하고 있는 안양천의 상류

지 은 90년  후반 심각한 수질오염을 보 으나 1999년 이후 지속 으로 감소

하여 2007년에는 BOD 2.6㎎/L로 개선되었다. 하류인 안양천 5지 도 최근 8~9

㎎/L로 개선되었는데 이는 최근 건설된 목감천 하수처리장으로 인해 목감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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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이 크게 개선되었고 안양하수처리장의 증설로 안양천 수질이 나아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여 히 수질기  Ⅱ등 (BOD 3㎎/L)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표 2-17>, <그림 2-17>). 

연도
측정소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안양천1 41.6 43.4 19 11.3 4.9 4.6 5.8 3.2 3.4 2.6

안양천2 35.7 34.3 3. 14.8 10 6.3 4.8 5.5 3.2 2

안양천3 23.1 32.9 23.6 46.4 22.8 12 11.1 9.2 9.3 9.8

안양천4 15.2 17.4 13.3 18.5 15.6 11.3 10.8 9.7 10.3 8.9

안양천5 11.1 11.2 11.7 17.9 12.6 9.6 9.7 8 8.8 8.2

<표 2-17> 안양천의 연도별 수질(BOD)변화
(단 ：㎎/L)

<그림 2-17> 안양천의 연도별 수질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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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서울시 내 주요하천 유황분석

1. 본류의 유황

한강본류의 유량을 보면 수질오염모델링에 입력자료로 사용되는 갈수량은 

211.7㎥/sec, 수량은 392.36㎥/sec, 평수량은 573.72㎥/sec로 나타났다(<표 

2-18>). 이것은 팔당  방류량을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이다. 

하천 지
유역면

(㎢)
갈 수 량
(Q355)

 수 량
(Q275)

평 수 량
(Q185)

풍 수 량
(Q95)

비고

한강
여주 수 표 11,104.4 42.49 63.44 104.73 198.11

실측 자료
한강 인도교 24,753.0 211.7 392.36 573.72 878.29

<표 2-18> 한강의 유황분석 실측결과

2. 지천의 유황

주요지천의 유량은 재 주기 으로 측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하천의 수

질 특성을 유량과 결부하여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어렵다. 즉, 재 랑천, 안

양천, 탄천, 홍제천에 한 유황분석은 과거의 유량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유황곡

선을 작성하여 분석해야 한다. 상하천들에는 각각 1개 이상의 수 측소를 

설치, 운 하여 수문자료를 측하고 있으나 그 측기록이 충분치 못하여 수 -

유량 계가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수 -유량 계곡선식이 개발되었다 

해도 측수 가 곡선식을 활용하기 한 수 범 의 미만으로 유황분석에 이용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황분석을 한 자료가 비교  풍

부하여 기존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유황분석 시 많이 이용되는 한강 여주수 표 

지 의 충주  설치  유황자료(1977년~1986년)를 인용하여 계산하 다. <그림 

2-18>과 <표 2-19>는 하천별 유황의 분석결과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 

랑천의 갈수량과 수량은 각각 1.146CMS(㎥/sec), 1.712CMS이고, 탄천은 각

각 0.80CMS, 1.76CMS이며, 안양천은 각각 0.76CMS, 1.68CMS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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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서울시 내 주요하천 유황분석

하천 지
유역면

(㎢)
갈 수 량
(Q355)

 수 량
(Q275)

평 수 량
(Q185)

풍 수 량
(Q95)

비고

랑천 랑천 하구 299.6 1.146 1.712 2.826 5.345
여주 

수 표 
자료 인용 

추정

탄천 탄 천 하구 300.95 0.80 1.76 3.18 6.16

안양천 안양천 하구 286.0 0.76 1.68 3.02 5.85

홍제천 홍제천 하구 40.77 0.11 0.24 0.43 0.83

주：각 하천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참조

<표 2-19> 서울시 내 주요하천 유황분석 결과

<그림 2-19>는 한강 인도교에서의 실측 유량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유황곡

선이다. 한 <그림 2-20>은 각 하천 하구에서의 유황곡선으로, 한강 여주수

표 지 의 유황곡선을 이용하여 유역면  등을 추정하여 작성한 유황곡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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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인도교수 표 유황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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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CMS

홍제천유황곡선

Q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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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CMS
Q275

0.24CMS
Q355

0.11CMS

<그림 2-20> 하천별 유황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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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ㆍ외 사례분석

제1  국내사례

1. 국내 수질오염총량 리제도의 내용

1) 우리나라 오염총량 리제와 외국의 총량규제 비교

외국의 총량규제는 수질보 의 에서 농도규제방식으로는 수질기 을 달

성할 수 없을 경우 효과 인 수질오염방지를 해 배출되는 총량을 규제해야 된

다는 에서 우리나라의 오염총량 리제와 동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오염

총량 리제는 수질 리뿐만 아니라 환경친화 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한 개

발계획의 성격을 갖는다는 에서 기타 국가와 다른 특징이 있다. 한 소규모

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개발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을 고려하여 종합 인 

지역개발계획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 한강수계에 용되는 제도에 있

어서 일본, 미국과 달리 자발성과 인센티 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 

군수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오염총량 리의 수단을 개발하도록 유도한

다(문 주ㆍ황석 , 2005). <표 3-1>은 우리나라의 오염총량 리제와 외국의 총

량규제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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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하천) 미국(하천) 일본(해역) 한국(해역)

명칭
∘오염총량 리제 ∘Total Daily Maximum 

Load
∘수질총량규제 ∘총량규제(가칭)

기본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주민지원 등
에 한 법률

∘Clean Water Act ∘수질오탁방지법 ∘해양오염방지법

시행 ∘1999년 ∘1991년 ∘1979년 ∘2000년

계획  
시행주체

∘시장ㆍ군수 ∘주정부  자치단체 ∘도도부 지사 ∘해양수산부장

계획승인 ∘환경부장 ∘EPA 청장 ∘내각총리 신

리목표
∘수질환경기  는 삭

감 목표량
∘수질환경기 ∘삭감목표량 ∘삭감목표량

리지역

∘팔당호 상류 유역의 
한강수계에 속하는 
시ㆍ군

∘미국 역에 걸쳐 수질
환경 기 을 과하는 
하천

∘특정 폐쇄성 수역 
 정령으로 지정 

(동경만/이세만/
  세토내해)

∘특별 리해역  
통령령으로 

지정

리물질

∘기본 으로 BOD
∘필요시 COD, TN, TP 

지정

∘BOD, TP, TN, 
속, 퇴 물, 유해물질 
등 환경기  과 
항목

∘기본 으로 COD
∘필요시 정령으로 

지정

∘기본 으로 BOD 
는 COD

∘필요시 TN, TP 
지정

리 상
∘기본 으로 지역 내 

모든 오염원 ( ㆍ비
오염원)

∘기본 으로 지역 내 
모든 오염원 ( ㆍ비

오염원)

∘일정규모 이상의 
오염원(규제기  
설정)

∘일정규모 이상의 
오염원(구체  

방안 아직 없음)

총량삭감 
기본방침

∘환경부장 이 실
(기술 )으로 삭감가
능목표를 설정 하고 
연차별 삭감

∘주정부 수질에 근거한 
리목표 달성을 한 

부하량 삭감  배분

∘내각총리 신 실
(기술 )으로 삭

감가능 목표를 설정
하고 연차별 삭감

∘해양수산부장

오염총량 
리계획 

포함사항

∘삭감목표량
∘지역개발에 따른 부하

량 증감
∘연차별 삭감계획
∘삭감방법  재원
∘삭감기 효과

∘삭감목표량
∘오염원별( 오염원, 

비 오염원, 배경 오
염원)부하량 할당

∘부하량 할당 시 안
치 고려

∘삭감기 효과

∘오염원별 삭감목표량
∘연차별 삭감계획
∘삭감방법(총량규제 

상업종  규제 
농도, 하수도정비)

∘구체  내용 마
련

인센티
∘일부 행 제한 완화
∘재정 지원

자료：환경부(2000)

<표 3-1> 우리나라의 오염총량 리제와 외국의 총량규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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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질오염총량 리제도의 국내 사례

우리나라의 하천에는 ㆍ하류에 인구  산업시설이 과도하게 집되어 있

어 행 농도규제방식으로는 환경기 달성에 한계가 있어 수질오염총량 리제를 

도입하 다. 주민지원제도, 수계 리 원회, 물이용부담 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4 강 수계법의 제정 시 오염총량 리제도를 도입하여 수계를 단 유역으로 나

고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체계 인 물 리 정

책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표 3-2>는 한강  강ㆍ낙동강ㆍ 산강(섬진강) 수

계의 추진 황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수계구분 내     용

한강수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주민지원등에 한법률｣(1999.2.8).
∘99.2 한강수계법 제정(의원입법) 시 수질오염총량 리제도 도입
∘수질보 특별 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자연보 지역(국토의계획 이용에 한법률), 

자연보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 의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 로 임의제로 도입
∘04.7.5 국내 최 로 경기도 주시에 한 수질오염총량 리계획 승인 재 시행
∘목표수질(경안천 서하보)：5.5㎎/L, 계획기간(5년)：03년~07년
∘07.1 의무제 환 방안에 하여 지 자치단체 등과 의

타수계

∘｢낙동강수계물 리 주민지원등에 한법률｣(2002.1.14).
∘｢ 강수계물 리 주민지원등에 한법률｣(2002.1.14).
∘｢ 산강ㆍ섬진강수계물 리 주민지원등에 한법률｣(2002.1.14).
∘02.1 ｢ 강수계법｣, ｢낙동강수계법｣  ｢ 산강ㆍ섬진강수계법｣ 제정 시 의무제 수질오

염총량 리제 도입
∘동법에 따라 수계별로 “ 역시ㆍ도 경계지 의 목표수질” 설정ㆍ고시(낙동강 03.9월 

강, 산강 04.4월)
∘05.6월까지 3 강 유역  시ㆍ도(12개)의 오염총량 리기본계획 승인 완료
∘계획기간(7년)：04년~10년 3 강 96개 단 유역에 하여 오염배출량 할당
∘시ㆍ도별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별로 시행계획 수립(08년까지 58개 시ㆍ군 수립 정)
∘부산시, 구시와 3 강수계 23개 시 지역  12개 군 지역은 시행계획 승인ㆍ시행

<표 3-2> 국내 수질오염총량 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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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동강 사례

(1) 낙동강수계 오염총량 리제의 황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해 물 리와 련된 앙부처  역자치단체는 

1999년에 ‘낙동강수계 물 리종합 책’을 마련하고 이 책의 일환으로 같은해 

12월에 오염총량 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결의하 다. 이후 ｢낙동강수계물

리 주민지원등에 한법률｣이 2002년 1월에 제정되었고 10월에는 ‘낙동강수계오

염총량 리기본방침’을 제정하 다. 그리고 환경부는 정시기보다 늦은 2004년 

8월에 부산ㆍ 구 역시, 2005년 2월에는 경상남도의 오염총량 리기본계획을 

승인하 다. 이 계획은 부산 역시와 구 역시에서 2010년까지 낙동강수계에 

배출할 수 있는 두 역시 할구역 내 소유역별 오염물질(BOD기 )의 허용총

량(할당부하량)을 정하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각 역시는 허용총량 범  

내에서 지역개발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과했을 경우에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지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오염총량 리의 

용 상지역은 한강수계와는 달리 의무 인 시행을 제로 하기 때문에 낙동강수

계 체를 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역시는 2004년 8월부터, 기 자치단체의 

시는 2005년 8월부터, 그리고 군지역은 2006년 8월부터 단계 으로 시작하 으

며, 2010년 12월까지 제1차 총량 리계획기간으로 설정하 다. 오염총량 리제 

용지역은 2개 역시ㆍ19개시ㆍ22개군으로 <표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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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상 시행계획( 는 수질개선사업) 수립 상 자치단체 비고

5개 시ㆍ도 2개 역시ㆍ19개 시ㆍ22개 군

부산 역시 부산 역시 16구

구 역시 구 역시 8구

(울산 역시) 울주군

강원도 태백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군 군, 화군, 성주군, 고령군, 천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경주시, 문경시, 포항시, 주시, 천시, 
상주시, 양군, 울진군

경상남도
김해시, 양시, 거창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창원시, 마산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고성군, 하동군

( 라북도) 남원시

( 라남도) 구례군

자료：낙동강유역환경청(2006)

  주： 친 지자체는 2개 수계에 걸쳐 오염총량 리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한 곳

<표 3-3> 오염총량 리 용지역 

(2) 오염총량 리 목표수질

목표수질은 총량 리목표설정을 한 기 치로 하천의 용도(상수원수, 농업

용수 등), 오염원 도, 지역개발정도, 환경기 시설 투자정도, 수량  수질, 수

생태계의 건 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 다. 따라서 역시ㆍ도의 경계지 은 

환경부장 이 설정하고, 역시ㆍ도 할구역 수계구간은 시ㆍ도지사가 환경부

장 의 승인을 받고 설정하게 된다(<표 3-4>).

구 분 계 낙동강 강 만경ㆍ동진강 산강 섬진강 탐진강

계 96 41 22 10 7 14 2

시ㆍ도 경계 24 8 9 - 3 4 -

시ㆍ도 할 72 33 13 - 4 10 -

할 시ㆍ도
부산 2
경남 12
경북 19

충남 6
충북 5

북 2
북 10 남 4

남 5
북 5

남 2

<표 3-4> 목표수질 설정 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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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본 N낙 본 M

낙 본 L
낙 본 K

밀 양 A

밀 양 B낙 본 J낙 본 I
낙 본 H남 강 E

남 강 D

남 강 C

남 강 B

남 강 A

황 강 A

황 강 B

회 천 A낙 본 G

금 호 A

금 호 B
금 호 C

낙 본 F

낙 본 E

감 천 A

낙 본 D
위 천 A

길 안 A

용 전 A

반 변 A반 변 B
미 천 A낙 본 C

위 천 B
병 성 A

이 안 A
영 강 A

금 천 A내 성 B

내 성 A

낙 본 B

낙 본 A

경 상 북도

경상 남도

울산 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 시

안동 시

봉화군

의성군

김 천시

합천 군

상주시

영천시

문경시

청송 군

밀양 시

거창군

산청군

함 양군

청 도 군

영양 군예천군

영주 시

성주군

구미 시
군위 군

창녕 군

의 령군

김 해 시

칠곡 군

함 안 군

경산 시

양산시

고령군 달성 군

동구

남 원시

태백 시

강서

포항시

창 원시

경주시

북구

울 진군

수성구

달서 구

사상

울주

서구

구례 군

사하

금 정

중구

영덕 군괴 산군

장수 군

단양군

무주군

영 월 군

충주 시

보은군

영동 군

제천 시

정선군

삼척시

자료：낙동강유역환경청(2006)

<그림 3-1> 낙동강수계 오염총량 리 단 유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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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의 역시  도 경계지 에서의 목표 수질을 살펴보면, 낙본A구

간은 강원도와 경상북도 경계의 낙동강 본류지 으로 목표수질은 1.5이며, 나머

지 구간의 목표수질은 <표 3-5>와 같다.

수계 구간명 설정지 목표수질

낙본A 강원도와 경상북도 경계의 낙동강 본류 지 1.5

낙본F
경상북도와 구 역시 경계의 낙동강 본류 지
(성주군과 고령군 경계의 신천 합류 후 지 )

2.0

호B
경상북도와 구 역시 경계의 호강 본류 지
(남천 합류 )

2.4

호C
구 역시와 경상북도 경계지 의 호강 본류 지

(낙동강본류 합류  호강본류 지 )
4.0

낙본G
구 역시와 경상남도 경계지 의 낙동강 본류 지

(회천 합류  낙동강본류 지 )
2.9

회천A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경계지 의 회천 본류 지
(낙동강본류 합류  회천본류 지 )

1.5

양A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경계의 양강 본류 지 1.4

낙본L
경상남도와 부산 역시 경계의 낙동강본류 지
(양산천 합류 후 양산시와 부산 역시 경계지 )

3.1

자료：환경부(2004) 

※ 비고

   1. 역시ㆍ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 2002-163호｢낙동강수계 목표수질 설정수계구간 

 유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 은 ｢낙동강수계물 리 주민지원등에 한법률｣ 시행령 제12조제6항의 규정

에 의하여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 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 는 생물화학 산소요구량(BOD5) ㎎/L로 한다.

<표 3-5> 낙동강수계 역시ㆍ도 경계지 의 목표수질 

(3) 오염부하량 할당

낙동강수계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오염총량 리기본방침 제20

조에 근거하여 수계구간별(소유역별), 지방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을 할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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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배출부하량
(2010년)

할당부하량 삭감부하량 비   고

계 407,206 343,403 63,803※

부산

소계 11,283 9,987 1,296※ 낙본N 구간 시행계획의 
삭감목표량(실제 부산시 
삭감량)을 466으로 제시

낙본M 8,336 7,502 834※

낙본N 2,947 2,485 462※

구 45,942 36,427 9,515※

울산 153 138 15※

강원 2,894 1,906 988※

경북 204,463 177240 27,223※

경남 139,341 114,888 24,453※

북 3,096 2,786 310※

남 34 31 3※

<표 3-6> 시ㆍ도별 부하량 황 

2. 한강수계에 한 자치단체의 방향

1) 경기도 주시의 오염총량 리제의 도입

한강 상수원을 둘러싼 경기도와 환경부 그리고 서울특별시 사이의 갈등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이미 1994년도에 팔당 하류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지

정과 련, 서울시와 구리, 남양주 등 해당 지역 지자체들 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불거진바 있었다. 1998년 8월에는 환경부가 ‘팔당호 상수원 특별 책안’을 발표

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바 있다. ‘한

강특별종합 책 추진 5개년 성과평가 보고서’(2003)에 따르면 수변구역  보안

림 지정, 환경기 시설 확충 등 책의 1,2단계는 체로 추진되었으나 팔당호 

 잠실 수 보의 수질은 목표치에 미달하고 경안천, 왕숙천 등 유입지천의 수

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입지천 수질의 악화 원인은 남

양주, 구리, 주, 용인 등 한강 유입지천 주변지역의 인구  산업집 이 심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염심화유역에 한 오염총량제의 시

행을 극 으로 유도하고 더 나아가 의무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 한강수계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 책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보 권역 

등 기존의 오염원 입지제한 규제에 한 주민반발 때문에 새로 도입된 총량 리



제3장 국내ㆍ외 사례분석  45

의 시행이 의무화되지 못하고 자발  시행이라는 체제로 출발하 다. 하지만 자

발 인 시행을 유도하기 해 도입된 인센티 가 직 인 인센티 가 되지 못

함에 따라 환경부는 하수처리장의 인허가, 환경 향평가  각종 개발사업에 

한 의 등 간 인 압박수단을 사용하 고 해당 기 자치단체는 피동 으로 

총량 리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리제의 추진 황

1999년 한강법 제정과 함께 같은 해 12월 경기도 주시가 총량 리계획 용

역에 착수해 4년만에 최종안을 마련하 다. 승인신청에는 약 1년이 걸려 2004년 

7월 국 최 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 다. 주시는 2004년에 이행평가를 

마치고 2005년 이행평가 용역을 진행하 다. 주시 외에 양평군, 용인시, 남양

주시, 이천시, 여주군, 가평군이 기본계획수립에는 착수했으나, 계획을 지연하거

나 단하고 있다가 2005년 부분 용역을 재개하여 2004년도 오염원자료의 업

데이트 등 내용을 수정ㆍ보완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림 3-2>).

<그림 3-2> 경기도 오염총량 리제도 추진 황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찬성시 ․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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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국외사례

재 우리나라의 오염총량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랑스, 국 등이다. 이  TMDL(Total Maximum Daily Loads)

제도를 운 하고 있는 미국은 1972년에 기술 심(technology-based)에서 수질

심(water quality-based)의 수질 리로의 환을 모색하는 근거법(CWA2))을 확

립하 다(차윤경, 2006). 미국은 1985년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오랜 경험을 

축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 인 시행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으며, 그 내용

에 있어서도 수체의 환경용량과 비 오염원을 고려한 수계의 오염총량을 리한

다는 수질오염총량 리제도의 원칙을 반 하고 있다. 독일은 직  총량 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오염총량 리의 원리에 의하여 폐수배출을 허가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 미국

1) 미국의 TMDL 개요

미국은 1972년 수질 리를 한 모법인 Clean Water Act(CWA)의 발효 이

후, NPDES(National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허가 로그램

을 통해 주로 오염원의 처리기술에 근거한 부하량 삭감방법을 심으로 시행

하여 막 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상당한 수질개선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여

히 미국의 수질목표인 낚시와 수 이 가능한 수질에는 미치지 못하 고, 40% 

이상의 수체구간이 수질기 을 달성하지 못했다.

따라서 수질기 을 과하는 많은 구간의 수질이 오염원의 리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우며 수계에 따라 문제가 되는 오염물질이 다르다는 실을 반

하여, 각 주정부는 기술 주의 수질 리방법으로 수질환경기 을 달성할 수 없

2) CWA：Clean Water Act(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 수질청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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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체를 상으로 선정하 다. 그리고 미국 환경청(EPA)의 감시하에 엄격한 

수질 리를 한 수단으로 TMDL(Total Maximum Daily Load)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해당수역의 일반  수질환경기 인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해 

하루 동안 허용되는 오염물질의 최 총부하량(TMDL)을 결정하고, 이 배출량 이

내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도록 리하는 수질 리제도의 일종이다.

이러한 총량규제는 수체에 향을 주는 오염물질에 한 물질수지를 따지고 

이에 근거하여 악화된 수질을 실질 이고 신속하게 개선시키기 한 포 이고 

강력한 수질개선 수단으로 볼 수 있다. TMDL 제도의 특징은 총량 리의 상

이 되는 오염원, 오염물질, 지정수역 등이 매우 포 이라는데 있다. 한 리

상은 오염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 오염원도 포함하기 때문에, 일부 생활

항목만을 리 상으로 하는 일본과는 달리 수치  기 과 서술  기 을 모두 

포함하는 수질환경기 이 설정된 모든 오염물질이 그 상이다. 더불어 리지

역도 수질환경기 을 과하는 모든 수계구간을 그 상으로 한다.

TMDL 용은 <그림 3-3>과 같은 과정으로 수질목표를 충족시키지 않거나 

우려가 있는 수역에 해 주정부가 EPA의 승인을 받은 후 총량 리를 시행한

다. 주정부는 기존의 리방안으로 수질환경기 을 달성할 수 없다고 단되는 

수체를 선별하여 그 목록을 EPA에 보고하고 선별된 수체  수질 리계획상 

TMDL 개발이 우선 으로 필요한 수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수체에 해서는 수

질환경기  달성을 해 수계를 심으로 TMDL 계획을 수립한다. 해당수체의 

환경용량에 따라 자연부하량과 안 요소를 고려한 할당량을 결정한다. 이행계획

은 TMDL에 따라 기존의 수질 리계획을 수정ㆍ변경하여 수질환경기  달성을 

해 배출허가시설을 제한하고, 비 오염원 리를 시행한다. 오염원은 배출허

가 로그램(NPDES)를 통해 집행하고, 비 오염원은 주정부 단 로 수행되는 

최 리방안(BMP：Best Management Practice)을 이용한 비 오염원 리

로그램을 통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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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미국의 개략 인 TMDL 수행과정 

이행계획에 의한 오염원  비 오염원 리의 시행여부, 비 오염원 리

의 효과에 한 감시와 TMDL에 의한 수질환경기  달성여부 평가를 해 주정

부는 수질감시  모니터링 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오염물질의 총량

리 목표가 해당수체의 수질환경기 에 근거한 오염원 리체계이므로 일반 으

로 리단 는 지역  수계를 따르고, 원칙 으로는 자연오염원, 오염원, 비

오염원 등의 모든 오염원을 통합 으로 리한다.

2) TMDL 차

먼  주정부가 오염된 수체를 조사하고 목록을 작성해서 EPA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우선순 가 높은 수체를 상으로 TMDL을 수립하게 된다. 

구체 인 TMDL의 차는 <표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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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목록화 과정

오염된
수체의
확인

수체의 종류와 이수목 에 따른 구분
트 1：오염물에 의해 손상되거나 받는 수체
트 2：오염물에 의해 손상되거나 받지만, 손상되지 않거나 하나 는 그 이상

의 오염물질에 의해 받는 수체
트 3：EPA가 TMDL을 승인했거나 는 그 이상의 오염 물질에 해 설립된 TMDL

이 있지만 수질기 을 아직 달성하지 못한 수체
트 4：손상되었지만 오염원에 한 BPT(Best Practi- cable control Technology) 

이행과 이차 처리로 인해 다음 목록화 과정까지 수질 기 을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기 되는 수체

우선순 의 
결정

규제가 필요한 수역이 확인되면 주정부는 모든 우선순  결정 작업을 시행하기 해 
수역목록을 순  배열함.
∘인간과 수생생물에 한 험성
∘ 의 심과 지지정도
∘특정 수계의 오락 , 경제  그리고 심미  요성
∘서식지와 같은 특정 수계의 취약성
∘필요한 BMP에 한 부하할당 는 배출의 신설 는 확 에 해 는 개정에 

한 허가가 필요한 오염원 할당부하량과 같은 즉각 인 로그램의 필요성
∘수질과 련된 법원 명령과 결정
∘EPA의 연간 운 지침에서 확인된 국가 정책과 우선권

TMDL 
수립과정

문제확인
∘오염된 수계  유역의 구체 인 이름과 지리학  치, 이수목 의 손상과 손상유

발 원인물질 등을 설명

목표분석

∘TMDL의 최종 목 이 수치 인 수질기 에 합한지 여부
∘수계의 임계조건의 확인
∘지정된 성취로의 한 과정인지 확인
∘오염부하와 할당량과의 연 성 분석

오염원평가

∘ , 비 , 자연, 기오염원과 같은 오염원 종류
∘오염원별 상 인 치
∘각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부하량
∘ 련메커니즘의 이동
∘ 상수체로의 오염물질부하의 지속정도와 유입빈도

오염원과 
목표의 연계

∘하천의 수질목표와 허용부하량  허용부하량을 과하는 부하량과의 계를 수립
∘수질기 달성을 해 필요한 오염 감량과 연계

오염부하량 
할당

∘목표달성이 가능하게 각 오염원간에 하고 합리 이고 정당 하게 허용부하를 
나 는 것

∘부하량 할당방법
  - 동일비율로 제거하는 방법
  - 동일한 폐수농도를 규정하는 방법
  - 혼합법

이행과 
모니터링 계획

∘TMDL이 수체나 유역을 해 수립되고 한 오염원부하량이 개발되면 규제행
의 수행에 착수해야함.

TMDL의 평가
∘규제정책이 이행되면 수질기 이 달성되었는지 는 더 이상 오염 험 수역이 아

닌지를 결정하기 해 그 오염수역을 평가함.
∘이용된 모니터링 로그램은 구체  오염문제 는 오염원에 근거하여 계획되어야 함.

<표 3-7> 미국의 TMDL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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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MDL 수립 황

1996년의 조사 결과 미국 역에 걸쳐서 2만개가 넘는 40%의 수체 구간이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는 오염상태인 것으로 명되고 있다. 즉, 30만 마일

이 넘는 하천과 연안, 그리고 5백만 에이커가 넘는 호수가 오염되어 있으며, 미

국 시민 90% 이상이 이러한 오염된 수체에서 10마일 이내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림 3-4>를 보면 동부지역과 서북부지역의 오염이 심한 것을 알 수 있고, 

로리다주, 미시시피주의 수체는 비교  오염이 심함을 알 수 있다.

자료：국립환경과학원(2005)

<그림 3-4> 미국의 오염된 수체 황

2005년 3월 재 미국 총 51개의 주정부와 5개의 미국령(American Samoa, 

Guam, N. Mariana Islands, Puerto Rico, Virgin Islands) 에 51개 모든 주

정부와 푸에르토리코와 버진 아일랜드 등 2개의 미국령이 TMDL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다. 한 EPA는 <그림 3-5>와 같이 총 51개주와 5개의 미국령을 

10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TMDL 리포트, TMDL 로그램 요약문, TMDL 지

침서 등을 제공하고 있다.

Information Being Processed
No Waters Listed
< 5%
5 - 10%
10 - 25%
> 25%

Percent of lmpaired Waters - 1998

Alaska

Hawaii

Puerto R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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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립환경과학원(2005)

<그림 3-5> EPA가 정한 TMDL 지역

4) 미국 Willamette강의 Creswell시 오염총량제 사례

Creswell시의 수질오염총량제 실시는 Willamette강의 Coast Fork유역의 기

온(온도), 박테리아, 수은오염을 감하기 한 계획이다. 실행계획은 Willamette 

유역의 TMDL 기 을 따르고 있으며, 2006년 9월 미국연방환경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승인아래 Coast Fork 유역의 오염부하할

당량 기 을 충족하기 해 시행되었다.

(1) Creswell시의 황

Creswell시는 Coast Fork Willamette 강의 서쪽에 있으며 2004년 재 인

구는 4,120명으로 추정된다. 도시성장경계 내 토지의 51%가 주거용으로, 25%가 

상업용, 14%가 산업용, 나머지 10%가 공원이나 공공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Creswell시의 인구는 향후 50년 동안 2004년의 5배가 넘는 2만여명이 될 

것으로 상된다. 그러한 성장을 수용하기 해서 재 도시성장경계는 2055년

까지 2,000 에이커 정도까지 확 될 것이며 이는 100년 내 강의 범람원에 추가

으로 생길 400에이커의 합동개발( 부분 주거용인)을 포함한다. 

American Samoa

Guam

Northern Marianas

NH

MA

RI

CT

NJ

DE

MD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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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Creswell시의 Coast Fork Willamette강의 모습

(2) TMDL 요소

Creswell시 수질오염총량 리의 목  요소는 온도, 세균, 수은으로 이것은 

Willamette 유역 TMDLs의 체에 포함되어 있는 세 개의 변수이며, 유역 체

의 주요 리 상이다. <그림 3-7>은 Willamette 유역의 상류인 Lane County

의 TMDL 계획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표 3-8>에는 Creswell시의 TMDL 리 

상  매개변수  원인과 요구되는 감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7> Willamette 유역의 상류인 Lane County의 TMDL 계획지역

Lane County TMDL

Planning Area

Stream

303(d)-Listed Stream
(2002 Data)

Highway

Subbasin

Lane County

Urban Growth Boundary

Unincorporated
Community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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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원  인  감

온도

∘하천변 녹지 제거
∘폐수배출
∘산업 오염원
∘수로 변형
∘물 추출(Water extraction)
∘계 인 한랭 패턴의 혼란
∘ 과 수시설

Willamette 유역：다양하다
모든 Subbasins：평균 23%

세균

∘Stormwater 배출
∘공사지역(개발지) 침식  runoff
∘실패한 염체계(Failing septic systems)
∘하수처리시설  다른 오염원 처리시설 
∘우기 때 하수범람
∘불법배출
∘표면 runoff
∘동물 분뇨

도시：80~94%
농경지：66~83%

수은

∘도시, 농경지, 삼림지의 침식
∘공사지역(개발지) 침식  runoff
∘Stormwater를 포함한 기  침 물  runoff 
∘기타 (치과병원, 형 등, etc.)
∘ 오염원
∘잔재 탄
∘자연  발생
∘채굴

Willamette Basin：26.4%
Dorena Lake：29.8%

Cottage Grove：67.8%

<표 3-8> Creswell시의 TMDL 리 상

(3) 실행 략

Coast Fork Willamette 강에 근 한 Creswell시는 하천의 오염원인 열, 세

균, 수은을 감소시키고자 지역에 다음과 같은 략을 실행하 다.

① 강유역 보호 및 복원(Riparian Protection and Restoration)

TMDL이 수립되었을 때 Creswell시에는 강유역 보호를 한 어떠한 책도 

없었다. 이 때문에 토지이용  개발 시 강유역 보호를 한 안을 수질 련조

례로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 다. Creswell시는 Coast Fork를 따라 새로운 수

처리시설을 건설 이며, 그 공사가 완료될 무렵 하천변 복원을 해 식재에 착

수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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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물 폐기물관리(Animal Waste Management)

Creswell시는 기존의 애완동물 폐기물을 수거하는 조례의 수와 더 나은 

안을 통해 동물 폐기물 리를 보강할 정이다. 이를 해 공공지역에 어도 

4개의 pet waste pick-up stations(애완동물 폐기물 수거소)을 설치할 정이며, 

수거소는 표지 , 비닐백을 갖추고 세워질 것이다.

③ Stormwater 계획 및 관리

Stormwater 계획  리는 시의 TMDL을 한 노력  최고 사항이다. 

Stormwater 리는 재 Willamette 유역의 TMDL에 의해 직 으로 처리되

지 않는 오염원들을 감할 것이다. 먼  토지이용  개발계획시에는 개발자들

이 Stormwater와 련하여 다음과 같은 리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수질 보호  강화(Protect and enhance water quality)

∙주  연방 수질기  충족(Meet State and Federal water quality standards)

∙홍수  태풍 때 재산손해 방지(Prevent property damage during floods 

and storms)

∙오염  유출의 감(Reduce pollution and runoff)

∙토종식물종, 어류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Protect native plant species, 

and fish and wildlife habitats)

∙하천 강화를 포함하여 경 의 경치  휴식의 가치 보존(Conserve scenic 

and recreational values of open areas, including stream enhancement)

시는 기존 Stormwater 마스터 랜을 갱신하기 한 계획도 추진 이다. 

한 Stormwater 오염을 이기 한 방법으로 지역세차장 주인과 Stormwater 

처리시설 설치에 해 계속 논의할 것이며, 나아가 감 략에 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것이다. 장기 으로는 

Stormwater 리를 하는 기업에게 개발을 한 인센티 를 주는 방법도 고려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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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침식조절 

개발업자는 개발에 앞서 기존에 식재된 나무들을 어떻게 리할 것인지, 개

발을 통해 배출되는 유출수를 제한하기 한 방법들에 한 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는 1에이커 이상의 난개발행 에 해서는 1200-C 조건을 충족시키기 

해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⑤ 불법배출

시는 불법 폐기물배출 처리를 해 해물질에 한 워크 을 개최하여 

한 교육을 하고, 해폐기물 반 시 자발 인 보고의 장려 방안을 모색할 것

이다.

⑥ 교육ㆍ훈련

시는 수질 문제에 한 한 이해와 올바른 습 을 진시키기 한 교육 

 복지 략을 세울 정이다. 한 시민들에게 정보를 배포하기 해 기존의 

Outlet(소매 ,  로, 지방방송국)을 이용할 것이다. 이러한 Outlet은 시 홈페이

지, planning counter, 시 직원 훈련 등을 포함한다.

(4) 성과측정  모니터링

시는 DEQ(Orego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와 력하여, 시

에서 만든 성과평가  기존 수질 데이터의 검토, 오염 감목표와 련한 계획

의 효과 평가를 한 다른 정보를 포함하여 계획의 성과 평가를 수행할 것이다. 

시는 DEQ에 5년마다 실행 행동을 상세히 담고 기록한 보고서를 제공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수질 리가 처리되어야 하는 방법에 향을  수 있는 시(市)의 

변화에 한 요약을 담을 것이다. 계획은 5년마다 더욱 종합 인 검토가 이루어

지며, 필요한 경우 개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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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3)

1) 수질총량규제의 배경

일본의 공공용수역의 수질상황은 1979년 이후 수질오염방지법의 시행 등에 

의해 총체 으로는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동경만, 이세만, 세토내해 등 

폐쇄성 수역에서는 수질환경기 이 달성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폐쇄성 

수역에 한 새로운 수질보 책으로, 오염부하량의 총량을 일정량 이하로 감

소시키는 수질총량 규제제도를 수립하 다. 도쿄만, 이세만, 세토내해 등 3개 폐

쇄성 해역에 하여 1979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수질총량규제의 상 오염물

질은 화학 산소요구량(COD)로 하고 직 규제 상에 하여는 기 농도와 함께 

배출유량을 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내각총리는 수질환경기 의 달성이 곤

란한 지역에 하여 총리령에서 정한 수질오염항목에 한 오염부하량의 총량감

소에 하여 기본방침을 정하 다.

환경성장 은 5년마다 각각의 특정수역에 해 COD의 오염삭감 목표량과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목표연도를 정한다. 이 목표에 도달한 후에 련 

도지사는 각각의 지역에 한 오염부하 수 을 결정하고 이 수 을 달성하기 

한 로그램을 만들게 된다. 2004년도를 목표로 하는 제5차 수질총량규제 방안

이 2001년 12월에 수립되었고 이에 따라 정해진 삭감 목표에 부합하도록 2002

년 7월 총량규제계획이 수립되었다.

2) 특징

일본의 총량규제는 규제 상 오염원에 배출허용량을 설정해주고 외없이 

이를 수토록 하는 직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환경기 시설설치 

확 와 사업장의 폐수처리를 한 지도ㆍ교육  설비자  지원 등을 강화하여 

총량규제가 단순히 특정오염물질과 특정 배출원에 한 규제정책이라기보다는 

3) 총량 리체제 하에서의 지역환경 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5)에서 발췌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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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역에서의 수질개선을 한 종합 인 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 총량

삭감의 목표량은 민간이나 공공부문의 부담을 덜기 하여 수질환경기 에 직  

연계되지 않고 실여건을 고려하여 설정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총량규제는 

COD를 지정항목으로 선택함으로써 부 향화의 주범인 총인, 총질소 제거를 

한 기술개발 유인에 미흡하 고 수질개선효과가 제도 시행 역사에 비해 미흡하

다는 지 을 받고 있다.

앙환경심의회 수질부회 총량규제 문 원회의 제5차 수질총량규제방안에 

한 간보고서에 따르면, 제5차 총량규제부터 COD 이외에 질소ㆍ인이 포함

되었기 때문에 총량삭감기본방침을 수립하기 해 기존의 오염원 삭감 이외에 

농지와 산림, 가축분뇨, 양식어장, 도시지역 비 오염원 책, 직 정화 책 등의 

비 오염원 련 책도 필요함을 지 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총량규제도 미

국의 TMDL과 같이 배출수 처리 주에서 수체의 수질에 근거한 다양한 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3) 세토내해 사례

세토내해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높은 어획량으로 칭송받던 지역이다. 그러

나 1960년  후반 환경오염과 산업활동의 확산으로 이 지역의 수질이 오염되자 

수질보호를 한 강력한 방책이 요구되었다. 그런 이유로 1973년 세토내해의 환

경보호를 한 잠정법안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부 양화( 조 상 포함)를 없앨 

목 의 새 정책을 포함하기 해 1978년 개정되었다. 즉 ｢환경과 세토내해의 보

존을 한 특정 방안에 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바 었다.

(1) 세토내해의 환경보호를 한 기본법

세토내해 환경보호를 한 기본계획은 1978년에 만들어졌다. 계획은 세토내

해의 환경을 보존하기 해 강제성을 가진 장기간의 보존방안으로 종합 이며 

체계 이다. 세토내해의 환경보호를 한 기본계획의 주요목표는 첫째, 수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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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환경의 질  기 을 보호하는 것과 조 상과 같은 요소를 이는 것, 

둘째, 자연해안선, 경 , 숲을 자연 자원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그 지만 세토내해의 수질이 과거에 악화된 상태 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더 악화되어 해 양식장, 개펄 그리고 자연해안선 주 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괴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지역 환경을 보호하기 해 새로운 방법을 결합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2000년 12월에 기 계획을 수정하여 보존 방안을 수립하 다. 

이 방안은 국가와 지역정부, 지역사회 단체 등에 의한 참가와 트 십을 증진

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하 다. 각 은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기 로 특정 로

그램을 실행할 책임이 있다. 2002년 7월에 각 의 계획은 기본계획의 각 내용

에 기 하여 수정되었다.

(2) 부 양화에 의한 피해 보존

부 양화로 인한 조 상의 발생방지는 시 한 일로, 양분의 농도를 낮추

기 해 1979년부터 3년 연속 지시사항이 주어졌고, 1994년에는 질소와 인 그

리고 그 화합물 수 를 낮추기 한 지시사항이 주어졌다. 그러나 제5차 총량규

제는 질소와 인 그리고 COD에 한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3. 독일

1) 황

독일은 직 인 오염총량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폐수배출허가제’, 

‘폐수부과 제’ 등과 같은 폐수배출규제수단을 오염총량규제 원리에 의하여 운

되고 있다. 목표수질에 따른 유역내 오염부하량을 산정하고 이를 오염원에 할당

하는 차는 없으나, 배출 허가 시 공공수역의 목표수질(Ⅱ등 )달성 범  내에

서 폐수배출량과 배출농도를 허가하고 있다.

한 수질오염 리를 해 해당지역에서의 특정활동을 제한하는 수질보



제3장 국내ㆍ외 사례분석  59

구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농업활동, 건축, 유해물질의 이동 등과 같은 활동을 

부 는 일부 제한하는 3~4개의 지역(zone)으로 구성된다. 주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질보  지역에서는 일반 인 작물생육기간 이외에 이러한 물질의 사

용을 제한하고 있다.

2) 연방 물 리법4)에 의한 폐수배출업소 허가

연방 물 리법에 의하여 허가 청은 폐수배출업소 허가 시 폐수가 유입되는 

공공수역이 목표수질을 달성된다고 확인될 때에만 허가서를 발 한다. 폐수배출

업자는 연방정부에 의해 수립된 최소한의 배출기 을 수하는 경우에만 폐수배

출에 한 허가권이 갱신될 수 있다. 

배출허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출가능한 유해성 물

질의 양은 폐수배출을 인증하는 배출허가서의 발  시 결정된다. 배출허가서에

는 연단 의 배출량,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유해성 정도 등에 한 자료가 포

함되어 있다. 유해성 크기는 평균값으로 기 치와 어떤 상황에서도 과해서는 

안되는 최 치의 50% 에서 하나에 의해 결정된다.

3) 폐수배출기

수자원정책법에 근거한 연방지침에 규정된 요한 기   하나가 1989년 

개정된 연방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배출기 이다. 독일의 경우 부분의 폐수는 

처리장에서 처리되어 수계로 방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배출기 도 처리장에 

해서 규정되어 있으며, 처리장의 규모가 클수록 더 엄격한 기 이 용되고 

있다(<표 3-9>).

4) 독일 수질오염 리제도는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특별한 분업이 존재한

다. 수질 리는 기본 으로 주정부의 책임이지만, 수질 리정책은 연방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

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음용수 공 의 의무뿐만 아니라 폐수의 수집, 처리  처분에 한 

책임도 가지고 있다. 한편 업무를 다망하게 되는 각 수 의 조직들은 실정에 맞는 개별 인 계

획을 세워 정책을 수행하므로 하 수 과 상 수  사이의 수직 인 조정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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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는 20%가 공공하수도로 방류되고 80%가 산업폐수 처리장에서 처리

되고 있다. 이들에 한 배출기 은 수자원정책법에 의해 설정되는데 재 100

개 이상의 항목에 해 설정되어 있다. 만일 방류된 산업폐수가 이러한 배출기

을 과한 경우에는 고율의 벌 을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 으로도 고발

당할 수 있다.

처리장의 크기(PE) COD BOD NH4N P

50~1,000 150 40 - -

1,000~5,000 110 25 - -

5,000~20,000 90 20 10 -

20,000~100,000 90 20 10 2

100,000 이상 75 15 10 1

<표 3-9> 처리장 크기에 따른 가정하수처리장의 배출기
(단 ：㎎/L)

4. 시사

미국 등의 총량 리제도의 시행사례에서 살펴본 시사 은 몇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1) 비 오염원도 리 상에 포함

미국의 TMDL제도는 오염원 뿐만 아니라 비 오염원도 리 상에 포함

하고 있다. 미국의 유역은 지, 수풀 등이 매우 넓기 때문에 오염원만 리하

여서는 총량 리제의 목 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비 오염원도 리하는 것

이 필수 이라고 단된다. 우리나라도 팔당호 상류나 낙동강 유역 등은 비 오

염원이 리 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강서울유역은 하수도 정비지역이

므로 비 오염원의 리는 장기 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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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질오염이 심한 지역에 국한하여 총량 리 실시

폐쇄성 수역인 세토내해 부 양화 사례와 같이 일본은 구체 으로 수질오염

이 발생한 지역에 국한하여 ‘환경과 세토내해의 보존을 한 특정방안에 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 는데, 조방지를 해 질소와 인, COD를 상물질로 

정하여 리하고 있다.

3) 총량 리제(TMDL) 실시  목록화 작업 시행

미국의 TMDL 수립과정  수질오염 수체를 조사하여 오염이 심한 물질항

목을 구분하고 기  달성여부를 분석하여 규제가 필요한 수역의 우선순  등을 

결정하는 목록화 작업이 진행된다. 즉, 배출부하량 할당과 배출업소의 신설 는 

확 에 따른 오염원 할당부하량과 같은 로그램의 제시가 포함된다. 목록화 

과정이 TMDL시행의 요한 단기 이 될 수 있다.

4) 총량 목표수질의 결정 시 수질환경기 에 연계하지 않고, 실여건을 

고려하여 설정

일본의 총량 리제도는 총량삭감목표량에 해 민간이나 공공부문의 부담을 

여주기 해 목표수질 설정에 있어 수질환경기 에 직  연계하지 않고 수역

의 실여건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다. 한강서울권역의 지류천도 수질기 이 II

등 (BOD 3㎎/L)으로 매우 엄격하여 이 기 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이는 ㆍ

장기 으로 개선해야 달성이 가능한 수치이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처럼 실여

건을 고려하여 목표수질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 우리나라 총량 리제

도의 목표수질도 실여건을 고려하고 있지만 탄천 등 4  지류천의 경우  수

질과 수질기 의 차이가 아주 커 목표수질설정 시 더 많은 지천의 실여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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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질오염총량 리제도 추진과 쟁 분석

제1  수질오염총량 리제도의 개요

1. 수질오염총량 리제도의 정의

수질오염총량 리제도란 과학  토  에서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

고 이를 달성ㆍ유지하기 한 허용부하량을 산정하여, 해당 총량 리단  유역

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허용부하량 이내로 규제 는 리하는 것

을 말한다. 오염총량 리제는 목표수질을 과한 수계지역에서만 시행된다. 이 

때 시행시 지자체에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이면 일수록 해당지역에서 개발

할 수 있는 지역개발 용량은 커지므로 지자체의 수질보 에 한 노력 그 자체

가 해당 지자체의 인센티 로 돌아오게 되어 지자체의 환경친화 인 지역개발을 

진한다(환경부, 2004).

2. 수질오염총량 리제와 농도규제 제도의 비교

하천의 허용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지 않는 배출허용기  심의 농도 규제만

으로는 오염부하의 양  증가를 통제할 수 없어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다. 기존

의 농도규제에서의 수질 리  수처리기술은 배출허용기 을 만족하기 한 배

출시설에 제한되지만 오염총량 리제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유역의 환경정보 조

사, 오염물질유출에 한 분석, 측  감기술은 물론 유량확보 등 총체 인 

수질 리수단을 용할 수 있다. <표 4-1>은 농도규제와 오염총량 리제를 비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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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농도규제 오염총량 리

규제방식
∘폐수  오염물질농도를 규제
  농도(C)=오염부하량(L)/폐수량(Q)

∘폐수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
  오염부하량(L)=농도(C)×폐수량(Q)

환경기 과 
계

∘간
  - 폐수배출시설에만 3단계의 차등 환경기

 용
  - 하수처리장 등에 환경기 과 무 하게 

국일률기  용

∘직
  - 환경기 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 부하량 

이내로 배출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ㆍ
규제

장

∘기 설정 용이
  - 지역별로 기 농도만 정하면 되므로 기

설정 용이
  - 업소별 기 이 설정되지 않아 기 설정 

불공평 등 시비 소지가 없음
∘집행용이  비용
  - 순간의 채수에 의한 농도검사만으로 기

 수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단속 
용이

∘규제의 효과가 높음
  -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환경용량 

이하로 항시 유지되므로 환경기  수
가 보장됨

∘오염자 간 형평성 유지
  - 오염물질 다량 배출자에게는 많은 부담, 

소량 배출자에게는 은 부담을 주게됨.
∘유역 리기술 발  도모
  - 유역환경정보, 조사ㆍ분석 기법개발
  - 비 오염원 처리기술 개발
 -  생태ㆍ수질보  유량확보 유도

단

∘규제효과 미흡
  - 오염원 집지  는 폐수 다량 배출업

소가 있는 경우 농도기 을 수하더라
도 오염물질 배출총량은 다량이 되어 환
경기  수가 곤란

∘소규모 배출자에게 불리
  - 폐수량의 다소에 계없이 동일 농도기

이 용되어 폐수가 을수록 오염물
질을 게 내보내게 됨.

∘수질 리기술 제안
  - 배출시설에 한 BAT에 한정된 수질

리

∘허용 오염총량의 설정 어려움
  - 수역별 오염원 황, 하천유량, 자연 정화

율, 목표수질 등 방 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델링, 허용부하량을 산정 후 그 범  
내에서 오염원 별로 허용오염 물질총량 
설정 필요

  - 입력정보, 모델링기법, 총량배분 등 정확
성 논란소지

∘집행 곤란  고비용
  - 순간의 채수만으로 일정기간동안 허용총

량 이내로 배출하 는지 알 수 없어 단
속에 애로

자료：환경부(2005)

<표 4-1> 농도규제와 오염총량 리의 비교

3. 수질오염총량 리의 계획 차

오염총량 리제의 수립 차를 보면 환경부장 은 오염총량 리 기본방침과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시ㆍ도지사는 총량 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장ㆍ군수

는 지역개발계획의 구체 인 내용,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연차별 삭감계획,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한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등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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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수질 리를 한 오염총량 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 의 승인을 

받은 후 자체 으로 추진한다. 오염총량 리 기본방침에 서울시의 법ㆍ제도  

의견과 방향을 건의ㆍ반 할 수 있다(<그림 4-1>).

<그림 4-1> 오염총량 리제의 수립ㆍ시행 차

총량 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에 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의 ‘수질

보 특별 책상 건축물 규모에 의한 입지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

권역안에서의 택지ㆍ 단지 조성사업 규모제한’ 등 행 제한 일부의 용을 

배제함과 동시에 오염총량 리 계획의 시행을 해 필요한 하수처리장 건설 등 

환경 기 시설의 설치ㆍ운 비 등을 우선 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총량 리 상 오염물질의 종류, 총량 리의 목표ㆍ기간, 오염부하량 산정ㆍ

평가기  등 시장ㆍ군수가 수해야 할 오염총량 리계획 수립지침은 환경부장

이 고시하며, 오염총량 리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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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염총량 리제의 리 상물질

오염총량 리계획수립지침(제3조, 이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염총량

리 상 오염물질은 생물화학 산소요구량(BOD)을 기본 상 오염물질로 선정하

고 있다. 외로 환경부장 이 해당수역의 여건을 고려,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하여 화학 산소요구량(COD)과 총질소  총인 등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2) 오염총량 리 목표

오염부하총량을 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역개발 여건, 하천목표수질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되 정부에서 지정한 수질환경기 을 기 으로 

한다.

3) 목표연도의 오염총량  삭감방법

목표연도의 오염총량은 목표연도의 상 배출부하량에서 삭감가능량을 뺀 

것이며, 목표연도 내에서 연차 으로 삭감하여 달성하도록 한다. 총량 리계획 

수립 시 시장ㆍ군수는 오염부하에 한 연차별 삭감계획을 포함해야 하는데, 이

는 총량 리계획의 정한 이행과 이행상황 평가를 해서는 연차별 삭감목표량

을 설정하여 리하는 것이 효과 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해당연도의 삭감

목표량은 삭감가능량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오염부하총량이 년도의 오염부하

총량을 과하지 않도록 설정한다.

4) 오염부하량의 산정

인구, 산업, 축산, 토지 등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산출하기 해 발생ㆍ삭

감ㆍ배출원단 를 표 화하고, 시ㆍ군별로 실시한 오염원 수조사 결과에 표

원단 를 용하여 오염부하량을 산정한다.



제4장 수질오염총량 리제도 추진과 쟁 분석  69

5) 시ㆍ군별 오염총량 리

환경기 시설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하여 오염부하총량을 모니

터링하기 한 자동측정장치를, 하천의 리지 에는 원격자동측정시스템(Tele- 

Metering System, TMS)을 설치함으로써 시ㆍ군의 배출량과 농도를 상시 감시

한다. 한 오염원 증가에 따른 배출부하량과 환경기 시설 확충 등에 따른 삭

감부하량을 차 조표식으로 일목요연하게 리할 수 있는 오염총량 리 장을 

기록하여 매년 이행상황 평가 시 삭감계획의 이행여부를 단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한다.

4. 오염총량 리제도와 련제도

1) 수질오염총량 리 시행을 한 법

오염총량 리제는 4 강 수계 물 리종합 책을 법 으로 뒷받침하는 ｢한강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주민지원 등에 한 법률｣,｢낙동강수계 물 리  주민

지원 등에 한 법률｣,｢ 강수계 물 리  주민지원 등에 한 법률｣,｢ 산강ㆍ

섬진강수계 물 리  주민지원 등에 한 법률｣등 4 강 특별법이 제정됨으로

써 법  시행근거가 마련되었다. 한강은 외 으로 오염총량 리제를 잠실수

보 상류 유역의 시ㆍ군에만 용하되 자율 인 결정에 맡김으로써, 다른 수계와

는 다른 형태로 용되었으나 최근 의에 의해 의무제 환의 기반을 마련하

다. 한강수계와 낙동강수계 특별법의 구체 인 내용은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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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강 낙동강

명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주민지원 등
에 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 리  주민지원 등에 한 
법률｣

수변구역의 
지정

(제4조)①환경부장 은 한강수계의 수질보
을 하여 팔당호, 한강, 북한강  경안천

의 양안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
로 지정ㆍ고시한다.
1. 특별 책지역은 그하천ㆍ호소의 경계로 

부터 1㎞ 이내의 지역
2. 특별 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ㆍ 호

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제4조)①환경부장 은 낙동강수계의 수질
을 보 하기 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과 그 상류지역  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리 이내의 지역 으로서 수질에 미치는 향
이 크다고 인정 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
②환경부장 은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 부
터 500m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오염총량
리기본방침

의 수립

(제8조)①시장ㆍ군수는 지역 수질 리상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오염총량 리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 
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하여 환경부장 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1. 지역개발계획의 구체 인 내용
2.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 총량  

연차  삭감계획
3.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한 오염부하량  오

염부하량 삭감계획
4.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제8조에 따라 오염총량 리계획을 수
립ㆍ시행하는 시ㆍ군에 하여는 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제
22조제2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제9조에 
따른 행 제한의 일부를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①환경부장 은 낙동강수계의 이용 
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통령령 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 수질
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
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역 시ㆍ도 경계
지 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ㆍ도
지사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
부장 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역시ㆍ도 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 수질을 공고하는 지
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장 은 환경친화 으로 토지를 이
용하고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 유
지하기 하여 제37조에 따른 낙동강 수계

리 원회와의 의를 거쳐 오염총량 리
에 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계 시ㆍ도지
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오염총량 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총량 리목표
2. 오염총량 리 상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총량 리계획의 기간
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상수원보호
구역의 지정

*(제7조)①환경부장 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
질 보 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을 상수원 보호를 한 구역(이하 “상수원보
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조)①시ㆍ도지사는 취수시설에서 취수 
하는 원수의 연평균 수질이 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 에 미달하면 그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
에 해당하는 지역을 ｢수도법｣ 제7조에도 불
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
다. 다만, 연평균 수질이 취수시설에서 취수
하는 원수보다 나은 하천의 집수구역에 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4-2> 오염총량제도 련 특별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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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강 낙동강

주민지원
사업

(재11조)① 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에 한 지원사
업에 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상수원 리지역
2. 한강수계 안에서 주민의 자율 인 노력

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
로서 환경부장 이 인정하는 지역

(제23조)①시장ㆍ군수 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에 

한 지원사업에 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 리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상수원 리지역
2. 주변지역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주민의 자율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

을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이내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 이 인정하는 지역

물이용
부담 의 

부과ㆍ징수

(제19조)①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
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해 통
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에서 취수된 원수
를 직  는 정수하여 공 받는 최종 수요
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 을 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 리기 에 납입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종 수요자가 상수원 리지역에 거주하

는 경우
2.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제23조)①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
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하여 통령
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에서 취수된 원수를 
직  는 정수하여 공 받는 최종 수요자에
게 물사용에 따른 부담 을 부과ㆍ징수하여 
기 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지용수
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은 ｢수도법｣제7조임.

<표 계속> 오염총량제 련 특별법 비교

2) 수질 리와 련된 규제내용

오염총량 리제도에서의 오염삭감계획과 지자체의 각종 기본계획(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등)들은 복되거나 동일한 삭감계획을 상호 반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행상 하게 연계된다. 따라서 상호 간의 복ㆍ상충의 제거 

 제도 간 조화방안이 필요하다. <표 4-3>에는 수질오염총량 리제도와 련된 

국내 계획들을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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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련법 련계획

환경 련제도

환경 향평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 향평가법

수질보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 종합계획(장ㆍ 기)

시ㆍ도환경보 종합계획
시ㆍ군환경보 종합계획

수질  수생태계 
보 에 한 법

향권별 환경 리계획
권역 수질보 계획
권역 수질보 계획

수질개선계획(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주민지원등에 한법률)

하수도법
하수도정비종합계획
도ㆍ군건설종합계획

도시계획 련제도
토지이용(개발제한) 사 환경성평가 사 환경성검토

기본계획 도시계획법 도시기본계획

<표 4-3> 수질 리제도와 련된 계획

수질 리와 련된 최상 계획은 환경보 장기종합계획으로 볼 수 있다. 환

경부장 은 이 계획의 추진을 하여 환경보 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시ㆍ 도지사는 할 구역의 환경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한편 환경부장

은 수계별로 향권별 환경 리지역을 지정하여 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환경기 이 달성되지 않는 지역을 특별 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종합 책을 

수립할 수 있다.

오염총량 리제도가 처음 도입된 팔당호 등에 한 한강수계상수원수질 리

특별종합 책에는 그 성격을 수질환경보 법상의 한강 권역 수질보 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오염총량 리제는 수질환경보 법의 향권별 환경 리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볼 수 있으나, 법  근거는 한강법이라는 개

별법에 두고 있다. <표 4-4>에는 수질오염총량 리와 련된 계획의 내용을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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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내     용

환경보 장기
종합계획과 
지자체별 

환경보 계획

∘국가의 기본  시책으로 10년마다 환경보 을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 환경오염도  오염물질 배출량의 측과 환경오염
  -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 망
  - 자연환경의 황  망
  - 환경보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한 단계별 책  사업계획
  -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재원 조달방법
∘이 계획의 종합 ㆍ체계  추진을 하여 5년마다 환경보 기 종합계획을 수립함.
∘환경부장 ㆍ 계 앙행정기 의 장  시ㆍ도지사는 확정된 기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계 앙 행정기 의 장  시ㆍ도지사는 연
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 을 매년 환경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함.

∘시ㆍ도지사는 장기계획  기계획에 따라 할구역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시ㆍ도의 환경보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향권별 
환경 리계획

∘환경부장 은 수질오염의 상황을 악하고 그 방지 책을 강구하기 하여 수질
오염 수계별로 향권별 환경 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 리지역은 권역  권역으로 구분함.
∘환경 리청장은 권역의 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환경 리청장이 할하는 

권역의 특성에 맞는 ‘ 권역 리계획’을 수립함.
∘환경부장 은 권역의 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승인ㆍ요청된 ‘ 권역 리계

획’을 기 로하여 ‘ 권역 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함.

특별 책지역과 
총량규제

∘환경부장 은 환경오염, 환경훼손 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하거나 하
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 을 자주 과하는 지역을 계 앙행정기 의 
장  시ㆍ도지사와 의하여 환경보 을 한 특별 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당해 지역 안의 환경보 을 한 특별종합 책을 수립하여 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음.

∘환경기 을 과하여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ㆍ식물의 생육에 한 해를 가
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는 특별 책 지역  사업장이 집되어 있
는 구역의 경우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 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
할 수 있음.

한강법과 
총량 리계획

∘시장ㆍ군수는 지역수질 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오염총량 리 계획을 수
립ㆍ시행할 수 있음.

∘오염총량 리계획은 오염총량 리 상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총량 리목표의 설
정, 오염총량 리계획의 시행기간,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오염부하량의 삭감방
법을 규정한 오염총량 리계획수립 지침에 의거하여 수립되어야 함.

∘오염총량 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오염총량 리목표, 오염총량 리 상
지역의 인구ㆍ산업  토지이용 등 오염원에 한 집수구역별 기 조사자료, 개발
계획에 따른 구체 인 오염부하량의 산출내역, 오염원의 삭감계획에 따른 삭감내
역, 오염총량 리 상지역의 수질오염 황  망, 주민 등의 의견수렴 등임.

<표 4-4> 수질오염총량 리에 한 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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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질오염총량 리제도와 수도권 규제완화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북부지역의 낙후지역과 자연

보 권역 등 3개 권역에 한 각종 개발행 를 허가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는 

해당 지역을 ‘정비발 지구’로 지정하고, 수도권정비법의 외 용을 받도록 하

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정비발 지구로 지정되면 재 권역별로 가해지는 개발행  제한이 폐지되며, 

공장총량규제 등의 용도 받지 않는다. 한 과 부담 이나 역기반시설 등

의 설치비용 부담도 없다. 재 3개의 권역으로 수도권을 나 고 있는 제도 역

시 ㆍ장기 으로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권역제가 폐지되면 그동안 일률

으로 가해지던 규제가 없어지게 되어 학 신설이나 공장 신ㆍ증설, 택지조성사

업 등이 더 유연해진다.

(1) 수도권 규제 황

수도권 규제와 련한 법령은 모두 56개에 달할 정도로 많으며, 서울과 경기

도 등 수도권 모든 지역을 커버하고 있다. 그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수도권

에 집 된 인구와 산업의 과 해소 등을 목 으로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산업집  활성화  공장설립에 한법률｣ 등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경기도 체를 과 억제권역, 성장 리권역, 자연보 권

역으로 나 어 기업 공장 신ㆍ증설 지, 지의 규모제한, 규모 개발사업 

제한  신설ㆍ이 지 등을 규제하고 있다(<표 4-5>).  ｢산업집  활성화  

공장설립에 한법률｣은 과 억제권 내 기업 공장 신설 지, 성장 리권역 내 

산업단지에서 25개 첨단 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 공장 신ㆍ증설 지(2010년 말

까지 한시  허용)등을 규제하고 있다.



제4장 수질오염총량 리제도 추진과 쟁 분석  75

구분 과 억제권역 성장 리권역 자연보 권역

면 1,996㎢(17.0%) 5,902㎢(50.3%) 3,832㎢(32.7%)

인구 19,033천명(80.9%) 3,580천명(15.2%) 915천명(3.2%)

행정구역

∘서울시권역
∘인천 역시( 부분)
∘경기북부：고양, 남양주

(일부)
∘경기남부：하남, 성남, 수

원, 안양, 부천, 명, 과천, 
의왕

(16개 시)

∘인천 역시(일부)
∘경기북부： 주, 포천, 동

두천, 양주, 연천, 김포, 남
양주(일부)

∘경기남부：안산, 오산, 평
택, 화성, 용인(일부), 안성
(일부)

(12개 시 3개 군)

∘경기북부：양평, 가평
∘경기남부： 주, 여주, 이

천, 용인(일부), 안성(일부)

(5개 시 3개 군)

정비 략
과 화 방지

도시문제 해소
이 기능 수용
자족기반 확충

한강수계 보
주민불편 해소

<표 4-5> 수도권정비 3개 권역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연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연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그림 4-2> 수도권정비 3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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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완화 내용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규모와 업종제한 없이 신ㆍ증설  이 을 허

용하고,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에도 증설규모를 폭 완화하는 등 수도권 규제개

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 2008년 10월 31일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공장총량제 용을 받는 공장의 연면 이 200㎡ 이상에서 500㎡ 이

상으로 확 ㆍ완화된다.  자연보 권역에서도 규모 지 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형 건축물과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도 신ㆍ증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650㎢에 달하는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여 개발토지로 확 하는 

한편,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송도ㆍ청라지구 등 과 제권역을 성장 리권역으

로 조정해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하 다. 권역별 공장규제 완화 내용은 

<표 4-6>과 같다.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자연보 권역의 규제완화내

용은 <표 4-7>에 제시하 다.

구 분 완화내용 공통사항

과 억제권역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이  완 허용(규모, 업종제한 폐지)
∘산업단지 밖 공장증설 확
  (공업지역 첨단업종：1,000㎡→기존공장의 200%)
∘서울에 1만㎡ 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허용
∘과 부담  폐지：서울시내 융 심지의 융 회사  산업단지 R&D 

시설

∘경제자유구역, 미
군 기지 이 지 내 
산업 단지는 총량
규제 제외

∘공장총량제 용
상 200㎡→ 500㎡ 
이상으로 상향

∘지방( 신도시)이
 제외된 공공기
의 사무소 신ㆍ

증축 허용
∘수도권 창업기업의 

취ㆍ등록세 과
(기본세율의 3배)
개선

성장 리권역

∘산업단지 내：공장 신ㆍ증설  이 완화 허용(규모ㆍ업종제한 폐지)
∘산업단지 외 지역：첨단업종(96개) 공장증설 규모 폐지ㆍ확 , 다른 업종

은 기존 부지 내 증설 허용
∘과 억제ㆍ자연보 권역의 모든 공장의 성장권역 내 공업지역 이  허용
∘청라ㆍ송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억제권역 해당 53.3㎢) 신규편입

자연보 권역

∘공장 건축면  산정 시 창고, 사무실 제외
∘환경규제를 입지→오염총량제ㆍ배출규제로 환
∘오염총량제 시행지역 개발사업 허용

(도시개발사업：6만㎡→10만㎡ 이상)
∘ 단지 조성규모 제한(6만㎡ 이내)폐지, 형건축물

(업무용：2.5만㎡ 이상) 허용
∘공업용지 조성, 첨단공장 신ㆍ증설(1,000㎡ 이내)은 2010년까지 결론

자료：한국경제신문(2008.10.31)

<표 4-6> 수도권 3  권역별 규제완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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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시행령 수도권 규제완화

제14조(자연보 권역안에서의 행 제한의 완화) 계
행정기 의 장은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
보 권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 나 이
의 허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1998.10.29, 2001.1.5, 2001.1.29, 
2002.7.24, 2004.4.24, 2005.6.30> 

∘환경규제를 입지→오염총량제ㆍ배출규제로
환

1. 택지조성사업ㆍ공업용지조성사업ㆍ 지 조성사
업ㆍ도시개발사업 는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가. 택지조성사업  그 면 이 6만㎡ 이하인 것으로
서 수도권정비 원회의 심의를 거친것,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주민지원 등에 
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 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동법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 고시된 수변구역을 제
외한다)의 경우 에는 그 면 을 20만㎡ 이하로 
한다.

  나. 공업용지조성사업  면 이 6만㎡ 이하인 것으
로서 수도권정비 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공업용지 조성, 첨단공장 신ㆍ증설은 2010년
까지 결론

  다. 지조성사업  시설계획지구의 면 이 6만㎡ 
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 원회의 심의를 거
친 것

∘ 단지 조성규모 제한(6만㎡ 이내)폐지, 
형건축물(업무용：2.5만㎡ 이상) 허용

  라. 도시개발사업  그 면 이 6만㎡ 이하인 것으로
서 수도권정비 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오염총량제 시행지역 개발사업 허용
  (도시개발사업：6만㎡→10만㎡ 이상)

  마. 복합단지개발사업  그 면 이 6만㎡ 이하인 것
으로서 수도권정비 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표 4-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4) 다른제도와의 계

(1) 수질환경기 과 목표수질의 계

환경부고시 제2008-8호｢수질  수생태계 보 에 한 법률｣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수질측정망운 계획｣에 한강본류  지류

의 수질기 을 <표 4-8>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류의 경우 잠실은 과거 수질 

Ⅰ등 인 BOD 1㎎/L 이하 으나 2008년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Ⅱ등 인 BOD 

3㎎/L 이하로 하향 조정되었다. 한강 지류인 왕숙천, 탄천, 랑천, 홍제천, 안양

천은 모두 과거 수질등  Ⅴ등 인 BOD 10㎎/L 이하 던 것이 Ⅱ등 인 BOD 

3㎎/L 이하로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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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역 과거 수질기 *
20008년도 환경부 

수질측정망(고시) 수질기 **

본류

잠실
(팔당 하류~잠실)

Ⅰ등 (BOD 1㎎/L 이하) Ⅱ등 (BOD 3㎎/L 이하)

노량진
(반포천합류부~ 원천합류부)

Ⅱ등 (BOD 3㎎/L 이하) Ⅱ등 (BOD 3㎎/L 이하)

가양
(홍제천합류부~창릉천합류부)

Ⅲ등 (BOD 6㎎/L 이하) Ⅲ등 (BOD 5㎎/L 이하)

지류

왕숙천 Ⅴ등 (BOD 10㎎/L 이하) Ⅱ등 (BOD 3㎎/L 이하)

탄천 Ⅴ등 (BOD 10㎎/L 이하) Ⅱ등 (BOD 3㎎/L 이하)

랑천 Ⅴ등 (BOD 10㎎/L 이하) Ⅱ등 (BOD 3㎎/L 이하)

홍제천 Ⅴ등 (BOD 10㎎/L 이하) Ⅱ등 (BOD 3㎎/L 이하)

안양천 Ⅴ등 (BOD 10㎎/L 이하) Ⅱ등 (BOD 3㎎/L 이하)

 * 하천 수질환경기 (단  ㎎/L)

   BOD：Ⅰ(1 이하), Ⅱ(3 이하), Ⅲ(6 이하), Ⅳ(8 이하), Ⅴ(10 이하)

** 하천생활환경기 (단  ㎎/L)

   BOD：Ⅰa(1 이하)：매우 좋음, Ⅰb(2 이하)：좋음, Ⅱ(3 이하)：약간 좋음, Ⅲ(5 이하)：보통, 

Ⅳ(8 이하)：약간 나쁨, Ⅴ(10 이하)：나쁨, Ⅵ(10 과)：매우 나쁨

<표 4-8> 한강 수질측정망 수질기  과거ㆍ 재 비교

(2) 수질오염농도규제와의 계

수질환경기  달성을 하여 ｢수질환경보 법｣, ｢하수도법｣ 등에 따라 폐수

배출허용기  는 방류수 수질기 을 정하여 농도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폐수

배출허용기 (28개 항목)은 지역별, 배출량에 따라 차등 설정되어 있으며, 방류

수수질기 (5개 항목 이상)은 지역별, 시설별로 차등화되어 있다. 오염총량 리 

시 농도규제가 없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나 오염총량 리는 농도규제

만으로는 수질환경기 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에 오

염부하량을 할당하여 오염배출량을 더 이도록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 외 소규모 사업장은 농도규제만을 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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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 향평가제도와의 계

지역개발사업이 오염총량 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어도 다른 법령에 따른 제

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사 환경성검토, 환경 향평가 의 

등의 상이 되는 경우에는 련법에 의한 차를 수하여야 한다. 오염총량

리제는 BOD항목에 한해서만 실시하므로 BOD 이외의 질소, 인, 유해물질 등의 

수질항목은 수질환경기 , 4 강 물 리종합 책의 수질개선 목표 등을 고려하

여야 한다.

오염총량 리기본계획에는 BOD항목의 기 자치단체별, 소유역별 할당부하

량(허용총량)이 정해져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구체 인 연차별 삭감계획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시행계획에 반 된 개발사업은 시행계획상 할당

된 오염부하량, 연차별 삭감  개발계획 등의 정성을 검토하고, 시행계획에 

반 되지 않은 개발사업은 사업지구가 치한 소유역의 할당부하량 과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도시계획과의 계

도시계획(지구단 계획 등 포함) 등은 오염총량 리계획이 정하는 할당부하

량의 범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오염총량 리계획과 도시계획을 함

께 수립하는 것이 원칙 으로 바람직하나 계획기간이 서로 달라 실 인 어려

움이 있으므로 두 계획의 총량지표(인구, 산업, 토지이용 등)를 고려하여 의하

고 도시계획의 시행은 오염총량 리계획상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범  내에서 시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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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강수계 물이용부담

(1) 도입배경

팔당호 인근지역은 한강의 수질보 을 해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157㎢), 

1990년 특별 책지역(2,102㎢)으로 지정하여 각종 행 를 제한해오고 있다. 

한 1998년 11월 20일에 수립한 팔당 책에 의해 팔당호와 남ㆍ북한강 하천변에 

수변구역과 보안림이 새로 지정되면서 오염총량 리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재산권행사의 제한에 따르는 충분한 보상이 이 지지 못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실정이다.맑은 한강을 되살리기 해서는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뿐만 아

니라 하류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실하다. 이를 해 하류지역 주민들이 물이용

부담 을 내어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를 지원하여 상ㆍ하류 공 의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물이용부담 의 개요

물이용부담 은 1999년 8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역상수원 과 본류 구간

으로부터 수를 받는 지역, 그리고 역상수원 과 본류 구간 사이의 지류로

부터 수를 받는 지역의 주민ㆍ사업주들에게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1999년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한강 수계인 수도권 지역에만 용되었으나, 2002년 7월

부터는 낙동강ㆍ 강ㆍ 산강ㆍ섬진강 수계로까지 확 되었다.

이 제도는 ｢상수원 수질 개선  주민지원 등에 한 법률｣에 의거해 시행

되며, 목 은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 개선사업 진을 한 재원

을 마련하고, 물 자원의 약을 유도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각각의 수계 안 에

서 해당 수계의 물을 생활이나 공업용수로 공 받는 최종 소비자는 구나 부담

을 내야 하지만, 농업용수는 제외된다. 부과  징수는 수도사업자가 수도요  

통지서에 물 사용량에 비례해 물 이용부담 을 병기해 고지하며, 주민들은 이 

액을 수도요 과 같이 내면 된다. ｢한강법｣ 제22조(기 의 용도)에 의하면 물

이용부담 은 크게 <표 4-9>와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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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내     용

환경기 시설 설치 
 운 비 지원

상수원지역 지자체의 환경기 시설의 설치ㆍ운 비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
를 지원함.(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상수원 수질개선 비용
상수원 수질개선을 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사업(환경친화 인 청정사업지
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에 지원함.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 책지역 거주 주민들 소득증   생활개
선을 해 규정제도와 주민수에 따라 지역별로 지원함.

수변구역 토지매입, 
수변녹지조성

팔당특별 책지역 수계  그 외 상류지역에 지정된 수변구역(하천양안 
500m~1㎞)과 상수원보호구역  법률에 의해 제외되는 지역을 뺀 토지를 
상으로 매입하여 목지 , 인공습지 등을 조성하기 한 사업을 추진한다. 

<표 4-9> 물이용부담 의 용도

물이용부담 은 한강수계 리 원회에서 수계 리기 을 설치하여 리한다. 

수계 리기 은 한강수계 리 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군에 설치된 수질

개선 특별회계로 분배되어 사용된다. 시ㆍ군에서는 사업결과를 매년 한강수계

리 원회에 보고하고, 원회는 기 운  계획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

을 받게 되므로 물이용부담 은 투명하게 리된다.

(3) 한강수계 물이용부담 의 운용

물이용부담 은 처음 징수된 1999년의 징수단가가 톤당 80원이었으며, 2008

년 재 톤당 160원이다. 기 운용계획수립의 차는 <그림 4-3>과 같다.

<그림 4-3> 기 운용계획 수립  확정 차

물이용부담 의 징수 황을 살펴보면 2007년 총 징수 은 3,628억원으로 서

울시가 44.7%, 경기도가 41.4%를 차지한다. 물이용부담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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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3,693억원으로 이  26.6%인 983억원이 토지매입비로 사용되었고 

22%인 814억원이 환경기 시설 설치비로 사용되었다(<표 4-10>, <그림 4-4>).

구  분
집 행 내 역(′99~′07)

′08계획
계 ′99~′01 ′02 ′03 ′04 ′05 ′06 ′07

계 22,607 3,852 2,513 2,908 2,710 3,242 3,689 3,693 4,044

환경기 시설설치  6,075 896 973 1,053 673 1,030 636 814 982

환경기 시설운  3,735 682 363 426 506 531 586 641 746

주  민  지  원  5,666 1,203 778 808 683 724 735 735 735

토  지  매  입  4,189 623 93 259 495 565 1,171 983 1,000

기  타  지  원  2,942 448 306 362 353 392 561 520 581

자료：서울특별시 물 리국 내부자료(2008)

<표 4-10> 물이용부담  집행내역
(단 ：억원)

해당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체 기 의 42.1%인 1,701억원으로 

가장 많은 배분을 받았고 다음으로 강원도가 16.4%, 충청북도가 6% 서울시가 

3.1%를 배분받았다. 기 을 리하는 한강유역환경청은 토지매입과 기타 수질개

선 사업의 추진 등을 포함하여 총 산의 32.1%를 직  리하게 되었다.

환경기초시설설치

환경기초시설운영

주  민  지  원

토  지  매  입

기  타  지  원

억원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기타지원

징수보전

토지매입

주민지원사엄

환경기초시설 운영

환경기초시설 설치

<그림 4-4> 2007 물이용부담  집행내역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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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추진 황을 보면 2008년 징수 기 은 총 4,044억원으로 이  

24.7%인 1,000억원이 토지매입비로 계획된 산이다. 환경기 시설 설치비는 총 

투자비의 24.3%로 982억원이 투자된다. 지자체별로는 2000년에 강원도가 

4.01%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2008년에는 경기도가 46%로 가장 많은 

산을 지원받았으며, 다음으로는 강원도, 충청북도 순이다. 환경기 시설 운

비는 총 투자의 18.5%인 746억원이 배분되었는데, 이  60%는 이미 많은 환경

기 시설을 설치하여 운 하고 있는 경기도가 배정받았다.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체기 의 18.2%인 735억원을 배분받았으며, 이  87%를 규제지역이 집 되

어 있는 경기도가 배정받았다.

제2  수질오염총량 리제도 쟁 분석

1. 한강수계 등 수질오염 총량 리제에 한 문제

수질오염총량 리제는 이 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수질 리 방식이며, 법

의 근거도 특별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 을 안고 있다. 한 제도의 시행과정에

서 여러 가지 시행오차를 겪으면서 시행시기의 부칙 명시 등 법 용의 유연성

이 부족한 면이 있다. 수질오염 총량 리제의 문제 은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하

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비교  큰 문제 만을 제시하 다. 즉 ① 임의

제 시행에 따른 제도정착의 한계 ② 목표수질 설정과 련된 불확실성 ③ 허용

총량 산정  부하량 할당 ④ 자료의 확보의 어려움과 신뢰도 하 ⑤ 다른 

련 계획과의 연계성 미흡 ⑥ 안 율의 일률 인 용 ⑦ 로세스 복잡과 업무

의 어려움이다(<표 4-11>).

한 <표 4-12>에서는 구체 으로 오염원별 부하량의 산정방식의 문제 을 

살펴보았다. 산정방식은 재 시행 인 오염총량 리제도의 시행지침(환경부고시 

2006-69호)에 의거하여 오염원별 부하량을 산정하고 있다. 오염원  생활계에

서는 실측 물사용량, 인구수와 같은 기 자료 리 DB의 제약, 도시계획 리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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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내     용

임의제 시행에 따른 
제도정착의 한계

∘한강수계는 시ㆍ군이 자발 으로 참여하는 임의제이기 때문에 수질개선의 의지
가 약하고, 시행을 유도하기 한 인센티 도 미흡함

∘자발  시행이라는 시행체제의 한계로 인해 성공 인 오염총량 리제 시행을 보
장할 만한 실질 이고 강제 인 제도  장치가 부족

  → 환경부에서는 한강수계 시ㆍ군에 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 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처리시설 등의 승인ㆍ인가와 총량제의 시행을 철 하게 연
계시키는 방법으로 오염총량 리제의 시행을 극 유도 임

목표수질 설정과
 련된 불확실성

∘목표수질 설정에 과도한 노력의 투입과 제시된 목표수질에 한 타당성  허용
총량 차원에서 논란이 지속됨.

  → 리계획이 수립되기 에 명확한 목표수질의 설정이 필요함.
∘어떤 수질측정 자료에서 근거하여 목표수질을 설정하는가의 문제：환경부 측정

망자료(유량부족) 는 별도의 수질측정 자료

허용총량 산정  
부하량 할당

∘허용총량 산정을 해 사용되는 수질모델이 가지는 불확실성：보정 ㆍ 검증자
료, 유달부하량 추정 (특히 비 오염원)

∘안 부하량 할당과 련된 과학  근거가 미흡하여 도입여부의 문제

자료 
확보의 

어려움과 
신뢰도

하 

유량
∘유량자료는 건설교통부에서 리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유량자료 들이 부분 치

수를 목 으로 하여 실측되어 왔기 때문에 수 를 유량으로 환산하는 공식이 수
질 리의 상이 되는 수기 이하 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짐.

오염원
∘담당자의 련업무 수행능력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의 구분, 폐수배출업소 자료 

등 오류가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신뢰도가 떨어짐.

부하량
∘부하량 산정과 련된 각종 계수의 불확실하여 부하량 산정에 향을 .
∘비 오염원은 공간 인 분포와 토양의 경사도  토양의 특성 그리고 지형특성 

등으로 인하여 정량 인 것을 측하기 어려움.

다른 련 계획과의 
연계성 미흡

∘오염총량 리계획 승인과 별도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 진법｣, ｢
진흥법｣ 등 련법의 규정에 한 승인 차가 다시 필요하므로 복됨.

안 율의 일률 인 
용

∘ 재 용되고 있는 안 율(10%)은 모든 소유역에 일률 으로 용 되어져 문제
가 발생함.

로세스 복잡과 
업무의 어려움

∘오염총량 리계획 수립 문가와 담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함.
∘환경부와 역자치단체간의 업무 조가 미흡하며 조정 메커니즘이 없음.
∘자치단체의 반발로 목표수질고시,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이 지연됨.
∘수질오염총량 리제에 한 담당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업무 처리 능력이 하됨.

<표 4-11> 수질오염총량 리제(한강수계 포함) 문제

성을 고려한 오염배출부하량 산정 지침의 개선 필요 등과 같은 문제 이 있다. 

산업계와 축산계는 수조사 부재로 기 자료 부족  축산시설 인허가 자료 간

의 불일치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토지계는 오염부하량 산정체계가 토지이용 

특성  강우 향 등이 고려되지 않았고 문헌수치상의 수량과 실측 유량사이

의 차이가 있다는 문제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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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 시설의 불명수(지하수  빗물) 유입은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유량 

 배출부하량의 산정 시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 <표 4-13>은 재까지 알려진 

환경기 시설별 불명수 유입비 련자료를 나태내고 있다. 생활계 거배출부하 

산정과정은 물사용량에 따른 산정자료인 거유입유량과 실측자료인 거이송량

을 비교 검토해야 하므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거 내 불명수 

유입비에 한 자료는 <표 4-13>에서와 같이 다양한 자료들이 산재하여 해결이 

시 한 문제이다.

구 분 내     용

생활계

 기 자료 리 DB의 제약(실측 물사용량, 인구수)

∘유역단 에서 가정인구와 업인구에 한 기본자료를 추출해내기 어려움
∘지자체  지자체 내 출장소별 오염원 리자의 성향별로 오염원 자료의 양식  기입상

태가 상이하여 오염총량계획 지침에 필요한 자료확보를 해 별도의 가공 차가 필요함.
∘행정구역과 하천의 유역  소유역 단 에서 행정동ㆍ리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유역단

의 자료로 재가공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음.
∘ 재 환경부와 지자체간의 톱다운(top-down) 방식의 오염원 리 체계  오염원 기 자

료 확보  공유를 한 련부서간의 조체계 부족, 수질개선 책 기 자료에 한 인
식의 부족 등에 기인한 기 오염원 자료 리체계의 개선이 실함.

 도시계획 리특성을 고려한 오염배출부하량 산정 미흡

∘한강수계 총량지침에 따르면 생활계 발생부하량 산정시에는 시가, 비시가에 따른 차이성
을 고려한 부하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배출부하 단계에서는 이러한 단계가 생략된 과
정에서 배출부하량의 값이 산출되고 있음.

∘ 상 유역내의 도시계획 용도지역별 오염배출부하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  차이  악
의 과정이 필요함

∘ 행 생활계 오염배출부하 지침 상에 있어서도 도시계획 리 특성이 고려된 부하량 산
정 지침의 개선이 필요함.

산업계

 수조사 부재로 기 자료 부족

∘산업계 오염원의 시설  부분이 5종 규모의 세, 소규모 시설로 운 되고 시ㆍ군에서 
산업폐수배출업소 지도 검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 인 수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계로 산업계 부하량 산정에 있어서 가장 기 자료에 해당하는 발생유량  발생부하량, 
폐수발생량, 폐수배출량, 배출농도 등의 자료가 없는 상황임.

<표 4-12> 오염부하량 산정방식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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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축산계

 수조사자료와 축산시설 인ㆍ허가 자료 간의 불일치

∘축산축종별 수조사자료와 인ㆍ허가 자료 두 자료 간의 불일치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 
기 자료 확보를 한 가정  별도의 가공작업이 필요함.

∘즉 축산 수조사가 지번  동일 축종의 개별축사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의 지역이 
동ㆍ리 단 로 조사되어져 있어 행정자료에서 제시한 축종  두수를 임의 으로 단 유
역으로 배분하게 됨.

토지계

 지목군 분류상에 있어서의 문제

∘한강수계 총량지침에 골 장에 한 지목 황 자료를 별도로 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골 장의 경우 체육용지로 형질변경 여부 등을 개별시설별로 추가ㆍ확인하여 미 환 등
록 시 해당 지번에 한 지 공부 지번 면 과 체육용지 등록 면  비교 계를 확인하여 
골 장 지목에 한 면 을 간  추정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함.

 토지이용 특성  강우 향 등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화된 오염부하량 산정체계

∘ 재 오염부하량 산정은 지목별 면 에 수질항목별 발생원단  값만을 곱하여 발생량을 
산정하고 특정 유황시기별 비 오염원 유출계수의 값을 지목별로 일  용하여 배출량
을 산정하고 있음.

∘한강수계, 특히 팔당상류에서 토지계가 차지하는 비 을 고려해보면 동수계에서도 강우
나 유량의 변화에 따른 토지계오염물질의 변동이 감안되도록 부하량 산정방식이 개선되
어야 함.

 문헌수치상의 수량과 실측 유량사이의 차이

∘유황시기의 선정 시 10년 평균 수량에 한 실측 유량의 자료가 실 으로 불가능한 
을 고려하여 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제시된 수량의 값을 활용하고 있으나 오염

총량계획 수립을 하여 연 30회 이상 실시된 상유역 내 유량값의 연속  형태를 살펴
보면 문헌상 제시된 10년 평균 수량에 수렴되는 실측값의 분포 형태를 찾기 어려울 만
큼 큰 차이를 나타냄.

자료：송미 (2008), 팔당유역내 시ㆍ군의 오염원별 배출경로 특성연구 재정리

<표 계속> 오염부하량 산정방식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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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실측자료 근거

실측건기
거이송
유량

(㎥/일)

실측건기
거이송
BOD
(㎎/L)

실측침
입수량
(Ⅰ/Ⅰ,
㎥/일)

실측 거
이송량
기  
Ⅰ/Ⅰ율

화도
1)

한강수계 하수 거정비공사 제2공구(남양주시) 1
단계 공정률 80% 
Ⅰ/Ⅰ 감효과분석보고서(2007.8)

36,451 106.8 16,161 0.44

진건1)

계획수립 상지역외 처리시설이나 축산폐수공공
처리시설 방류부하 기여도 악목 으로 산정, 한
강수계 하수 거정비공사 제2공구(남양주시) 1단
계 공정률 80% Ⅰ/Ⅰ 감효과분석보고서(2007.8)

94,679 110.8 34,566 0.37

능내22)

실측값 부재, 한강수계 1단계 시 거정비 미실시, 
2006.12~2007.12월말까지 거정비 실시, 실측값
을 기 으로 측한 한강수계 하수 거정비 시범
사업 타당성조사(2002.3, 남양주시)의 거이송수
질 vs 불명수유입비 계식을 용하여, ’07년 불
명수유입비 산정

279 100.9 - 0.27

송
2)

실측값 부재, 한강수계 1단계 시 거정비 미실시, 
2006.12~2007.12월말까지 거정비 실시, 실측값
을 기 으로 측한 한강수계 하수 거정비 시범
사업 타당성조사(2002.3, 남양주)의 거이송수질 
vs 불명수유입비 계식을 용하여, ’07년 불명
수유입비 산정

399 76.2 - 0.30

조안
2)

실측값 부재, 한강수계 1단계 시 거정비 미실시, 
2006.12~2007.12월말까지 거정비 실시, 유사규
모시설(능내2) 거이송수질 vs 불명수유입비 
계식을 용하여, ’07년 불명수유입비 산정

334 52.8 - 0.52

자료：송미 (2008)

      1. 한강수계 하수 거정비공사 제2공구(남양주시) 1단계 공정률 80% Ⅰ/Ⅰ 감효과분석보고

서(남양주시, 2007)

      2. 남양주시 내부자료(2008)

<표 4-13> 재까지 알려진 환경기 시설별 불명수 유입비 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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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총량 리제의 개선(안)

재 오염총량 리제도의 문제 에 해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총량센터가 개

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에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오염총량 리의 공간  기 을 소유역단 에서 단 유역 단 로 조정

할당부하량 리의 공간  범 를 확 함으로서 지역  부하량 변동에 따른 

신축성 확보  개발사업 추진에 유연성을 부여한다.

2) 수질개선사업지역  시행계획 수립  안 율 용 배제

종 의 규정에서는 안 율을 획일 으로 10%로 용하 으나, 시행계획 수

립지역(목표수질 미달성지역)과 미수립지역(목표수질 달성지역)의 차등 리  

지역개발할당량 보  차원에서 미수립지역  시행시기 미도래지역은 안 율을 

용하지 않도록 한다.

3) 오염총량 리 기본계획  시행계획에서 별도로 할당ㆍ 리하는 개발

사업범 를 조정하여 명확히 함.

개발사업 범 가 인허가 이상으로 되어 있어 불명확하 으나, 개발사업 상

을 사 환경성 검토 상사업 등으로 명확하게 설정하여 혼선을 방지한다.

4) 오염총량 리 기본계획  시행계획 변경승인 요건의 간소화

기본계획 변경승인 상을 단 유역별로 지자체별 할당량의 변경  지역개

발계획 할당량의 증가 등으로 한정한다. 시행계획변경 시 타당할 경우 사 환경

성 검토 등 행정 차를 우선 진행하고 변경승인은 차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등의 편의를 도모한다.

5) 시행계획 수립 상지역 지정

단 유역 말단수질목표지 의 수질을 평가하여 할지역 내의 시행계획 수

립 상 단 유역  자치단체를 지정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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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행계획 수립 의체 구성

시행계획 수립 시 하나의 단 유역에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있으면 지자체 

간 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7) 오염원 유율 산정방법 추가

행정구역을 2개 이상의 소유역으로 구분할 경우 각 행정구역 오염원 유율

은 토지종합정보망(LMIS)연속지 도의 해당지목을 면 비  개별배출시설의 

방류구 치를 기 으로 산정하도록 명시한다. 기존의 일반 인 단순 토지면 비

에 따른 오염원 유율을 사용할 경우 소유역별 오염원이 왜곡 산정될 수 있다.

8) 오염원 조사방법(토지계, 산업계) 변경

토지의 지목  면 은 토지이용형태를 기 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한다. 한 

제1단계에는 지 도를 기 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지 도상 지목과 실제지목이 

다를 경우 실에 근 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산업폐수의 업종

별 표 발생농도도 최신의 연구결과를 반 하여 개정한다. 즉 기존 140여개 업

종으로 분류하 으나 수질환경보 법상의 82개 업종을 기 으로 조사연구결과의 

최신자료로 갱신한다.

9) 부하량 산정 방법(생활계, 축산계, 토지계) 변경

생활계 직 이송비 산정방법 변경：자료수집의 실성 등을 고려하여 수거

분뇨와 정화조오니를 통합하여 직 이송비를 산정토록 개선한다.

축산계 자원화 개별삭감량 산정식 보완：개별 삭감량 산정 시 폐수와 고형

물 산정식이 상호 복되지 않도록 수정보완한다. 한 미규제의 폐수처리란을 

추가하여 배출부하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 유량조건별 토지계 배출부하량 산정방법 변경：강우배출비를 이용하여 

토지계 월별 발생부하량을 산정한 후 기 유량조건의 배출부하량을 산정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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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방법을 간소화하여 비 배출계수를 용하여 특정 유량조건의 배출부하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10) 환경기 시설 분석방법 변경

기존운 시설의 거이송 분석방법 변경：미처리 배제  수유량비 산정

방법을 미처리배제 계측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개

선한다. 한 월류유량비는 거용량비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개선( 거용량비：합류식 거 시설용량의 3Q)한다.

장래운 시설의 거이송 분석방법 변경：장래운 시설의 거 이송분석은 

기존시설의 각종 비를 용하고, 거 이송량이 처리시설용량을 과할 때는 미

처리배제에 합산하여 산정되도록 보완한다.

11) 기 배출부하량 산정조건 변경

오염부하량 할당에 한 단 유역  지자체 간의 형평성을 제고시키기 

해 기존배출부하량 조건( 재 배출량)에서 수질모델링의 한류를 통한 기 배출

부하량을 산정하도록 변경한다.

제1단계에는 최종배출부하량 조건(장래 상배출량)에서 수질모델링의 한류

를 통한 기 배출부하량 산정방법을 사용한다.

제3  한강서울 소유역의 오염총량 리제 여건분석

한강서울 소유역의 행정구역은 서울과 경기도 15개시가 포함되며 면 은 서

울이 546.46㎢, 경기도가 861.63㎢이다. 인구는 서울이 894만 6,684명, 경기가 

347만 7,035명으로 서울이 두 배 이상 많다. 공장  사업장수는 서울이 1종 8

개소, 5종은 4,447개소이며, 경기도는 체 폐수배출업소수로 볼 때 13,728개소

이다. 유량은 갈수량을 기 으로 한강본류는 실측치를 사용하 으며 211.7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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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4 지천은 계산치를 사용하 으며, 탄천이 0.8CMS, 랑천이 1.146CMS, 

홍제천이 0.11CMS, 안양천이 0.76CMS이다. 서울시의 배출오염부하량은 

44,341.7㎎/L, 경기도는 22,116.3㎎/L로 서울이 경기도의 약 2배로 나타났다(<표 

4-14>).

구분
행정

구역수
(개)

면
(㎢)

인구
(명)

배출오염
부하량
(㎎/L)

모니터링
지 수
(개소)

공장  
사업장수

유량(갈수량기 )

서울 25개 구 546.46 8,946,684 44,341.7 29개소

1종 8 한강본류(실측치) 211.7CMS

2종 5

4
지천

(계산치)

탄천 0.8CMS
3종 32

4종 89

랑천 1.146CMS5종 4,447

경기 15개 시 861.63 3,477,035 22,116.3 112개소

1종 62

홍제천 0.11CMS2종 63

3종 220

안양천 0.76CMS4종 283

5종 7,852

자료：1. 서울시 수질과 내부자료(2006년 12월 말 기 )

      2. 환경부(2007)

<표 4-14> 한강서울 소유역의 오염총량 리제 여건분석

<표 4-15>에는 한강서울 소유역의 수질여건을 분석하 다. 한강서울 소유역

의 수질여건을 살펴보면 본류의 구의가 수질기  Ⅱ등 (BOD 3㎎/L 이하)이

며, 2007년 평균 수질은 BOD 1.3㎎/L로 수질기 을 만족한다. 그러나 노량진

의 경우 수질기 이 Ⅱ등 이나 평균수질은 BOD 3.5㎎/L로 기 치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강 지류인 왕숙천은 수질기  Ⅱ등 (BOD 3㎎/L 이하)이며, 평균수질로 

볼 때 상류부는 BOD 2.3㎎/L로 수질기 을 만족하나 하류부는 BOD 7㎎/L로 

기 치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 랑천과 안양천도 상류부는 수질기 을 만족

하 지만 하류부는 수질기  이상으로 기 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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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탄천은 상류부와 하류부 모두 수질기 을 크게 과하는 수치로 나타

나 수질오염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구 분 수질기 수질기  만족여부 비고

본류

구의 Ⅱ등 (BOD 3㎎/L 이하) ∘만족(BOD 1.3㎎/L)

2007년
수질자료

잠실 Ⅱ등 (BOD 3㎎/L 이하) ∘만족(BOD 1.6㎎/L)

노량진 Ⅱ등 (BOD 3㎎/L 이하) ∘기  이상(BOD 3.5㎎/L)

가양 Ⅲ등 (BOD 5㎎/L 이하) ∘만족(BOD 3.0㎎/L)

지류

왕숙천 Ⅱ등 (BOD 3㎎/L 이하)
∘상류부：만족(BOD 2.3㎎/L)
∘하류부：기  이상(BOD 7㎎/L)

탄천 Ⅱ등 (BOD 3㎎/L 이하)
∘상류부：기  이상(BOD 25.9㎎/L)
∘하류부：기  이상(BOD 18.4㎎/L)

랑천 Ⅱ등 (BOD 3㎎/L 이하)
∘상류부：만족(BOD 2㎎/L)
∘하류부：기  이상(BOD 15.7㎎/L)

홍제천 Ⅱ등 (BOD 3㎎/L 이하) ∘만족(BOD 1.6㎎/L)

안양천 Ⅱ등 (BOD 3㎎/L 이하)
∘상류부：만족(BOD 2.6㎎/L)
∘하류부：기  이상(BOD 8.2㎎/L)

<표 4-15> 한강서울 소유역의 수질 여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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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강수계 총량 리제의 개선방안

수질보 정책은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 향을 미리 이기 한 환경 향평

가제도와 수질보 을 한 종합시책을 담은 수질보 계획으로 별될 수 있는

데, 수질보 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과 수질환경보 법에 의하여 수계별로 수립

된다.

수질 리 책은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오염 방 책, 환경기 시설 확충과 배

출기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오염삭감 책, 그리고 오염하천정화, 수생동식물 

서식처보호 등을 주로 하는 하천환경정비 책으로 별된다.

수질보 과 련된 계획으로는 권역수질보 계획, 권역수질보 계획, 한

강법상의 수질개선계획이 있으며, 수질 리와 련된 계획으로는 정부에서 수립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보 종합계획(장기, 기)과 행정구역 단 로 시행

되는 시ㆍ도 환경보 종합계획이 있다. 한 하수도법상의 하수도정비종합계획

과 하수, 축산, 분뇨 등의 처리시설 설치계획이 반 되는 도 는 군의 건설종합

계획 등이 있다.

수질오염총량 리제도는 오염원입지와 분포에 향을  수 있다. 즉, 목

표수질 달성이 어렵다고 단될 경우 건축허가 등 제한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소유권  개발권의 제한을 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수질오염총량 리제에 의해 수계구간별로 할당된 오염을 과한 지역이나 

오염총량 리계획 등을 수립, 시행하지 못한 지역은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의 

개발, 지  단지의 개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따른 개발사업(일

정규모이상의 업무용, 매용, 복합용 건축물 등 인구집  유발시설) 등을 할 수 

없다.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 리제 의무시행은 총량 리제의 국 하천에 해 

면 시행을 의미하는 것이며, 팔당호를 포함한 상수원의 보  측면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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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 권역의 토지이용(규제) 측면에서 매우 요하다. 따라서 수질오염총량

리의 면도입을 계기로 한강수계의 수질 리를 포함한 물이용ㆍ 리계획과 토

지이용 등 유역 리에 한 면 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제1  한강수계 수질 리의 기본틀 재정립

1. 지속가능한 수질 리체제로 환

한강의 팔당상수원 수역은 많은 투자에 비하면 양질의 수질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즉, 1998년 팔당호 수질개선특별 책(한강물이용부담 의 제도 

등) 시행 시 제시되었던 팔당수질목표인 1 수(BOD 1㎎/L) 달성은 실 ㆍ기

술 으로 어려운 상태이다. 팔당호를 1  상수원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매우 긴 수변구역을 끼고 있는 남한강과 북한강, 경안천이 합류되어 이루어지고 

있어 상수원 수질 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즉, 주변에 공장 등 산업시설이 입지

하지 아니하고 인구유발을 한 개발압력이 거의 없는 자연상태라고 하더라도 

산림과 농업 등 비 오염원만으로도 1 수 달성이 쉽지 않다. 따라서 팔당상수

원을 포함한 한강수계를 정한 상수원수의 확보  수질 리와 합리 인 토지

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질 리체제로 환이 필요하다.

한 안양천 등 주요 지천이 있는 한강하류도 많은 인구가 이용하는 친수하

천으로 지속되기 해서는 물이용 용도에 맞는 지속가능한 수질 리 체계가 필

요하다.

2. 이용목 에 맞는 물이용의 고도화와 합리 인 유역 리체제의 구축

서울 동북부지역(자연보 권역：팔당호 인  시군구 포함)의 발 을 한 주

민들의 요구사항이 많다. 즉, 토지이용에 한 개발압력이 높아 지속가능한 상수

원 보 체제를 유지하기 해서는 새로운 토지이용 략의 수립 등 유역 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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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축되어야 한다.

ㆍ장기 으로 한강수계에서도 물이용량이 지속 으로 증가할 것이며, 물의 

효율 인 사용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용수량 확보와 고도정수처리 등을 포함

한 물이용 고도화에 한 략이 동시에 수립되어야 한다.

제2  수질오염총량 리제의 기본방향

1. 총량 리제 확  시행을 한 지역 주민의 공감  확보

재 서울시와 강원도, 충청북도 등이 오염총량 리제에 원칙 인 찬성의 입

장을 보인 반면, 경기도가 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팔당호의 주변 시ㆍ

군(양평군, 용인시, 남양주군, 여주군, 가평군, 이천시, 주군)  이천시를 제외

한 시ㆍ군은 총량 리제도의 추진에 원칙 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강 

수계의 임의제 시행은 진 으로 추진되고 있다. 즉, 6개 시ㆍ군(총량 리제의 

수용)과 그 외 지역은 총량 리제의 수용에 다른 의견을 보일 수 있다. 최근 정

부는 총량 리제를 수용하는 시ㆍ군에는 인센티 를 확 하는 규정 개정을 발표

하 다. 이것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곧바로 시행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규제완화의 

내용은 자연보 권역인 이들 지역(총량 리제 시행 시ㆍ군)에 도시개발사업을 6

만㎡에서 10만㎡로, 단지 조성규모 제한도 6만㎡ 이내에서 폐지하는 것 등

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경기도의 표면 인 반 (경기도는 아직 오염총량 리제 한 입장

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한 것으로 단됨)를 수용하는 과정을 거치면 제 한강

수계의 총량 리제 실시는 시기상의 문제로 단된다. 즉, 총량 리제의 시행이 

개발규제 완화라는 구체 인 인센티 로 나타나면 경기도는 찬성으로 선회할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강수계에 면 인 수질오염총량 리제도를 시행하기 해 한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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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공감 의 확보가 시 하다. 즉, 수질오염총량 리제는 

 다른 규제가 아니라 제도 시행에서 개발도 히 허용될 수 있는 지속가능

한 체제라는 것을 홍보하여 공감 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수질오염 

련 문가, 총량 리 담당 공무원 등의 공감  확보도 요하다.

이 제도시행의 체 인 틀을 제시하고 세부 인 내용을 잘 수립하여, 소유

역별로 구체 인 목표수질과 허용가능량 등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공감  폭을 

확 하여야 할 것이다.

2. 총량 리제의 면 인 실시와 자연보 권역에 한 도시개발 규제

의 단계별 완화

총량 리제도를 한강수계에 면 도입하고, 자연보 권역에 포함된 시ㆍ군에 

해 단계별로 도시개발을 허용하여 수질오염이 심한 일부지역은 새로운 도시개

발을 억제하는 등의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를 들어 총량 리제의 추진시기와 허용부하량에 따라, 단계별로 개발허용 

규제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표 5-1>).

규제완화의 내용

총량 리제 실시 
추진계획수립단계

∘도시개발사업 규모를 6만㎡에서 10만㎡으로 확
∘ 단지 조성규모 제한도 6만㎡ 이내에서 폐지

목표수질 강화 단계
∘도시개발사업을 20만㎡로 확
∘ 단지 조성규모 제한 폐지도 10만㎡으로 상향 조정
∘첨단산업단지 신ㆍ증설 허용

총량 리 정착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

<표 5-1> 총량 리제의 추진 단계별 규제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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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질오염총량 리제도의 로세스의 단순화로 업무역량 강화

수질오염총량 리제도의 개념과 목 은 비교  명확하다. 그러나 ① 오염원 

조사 방법, 특히 토지계 조사방법(토지의 지목(논, 밭, 임야)  면 으로 조사하

고 있으나 지 도상 지목과 실제 지목과 다를 경우 등의 문제), ② 산업폐수 부

하량산정 문제(업종별로 부하량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때 업종별로 원단  

용 문제), ③ 비 오염원 부하량 산정 문제(토지의 종류별 배출계수 용문제), 

④ 수질모델링에 의한 할당부하량 산정 문제(수질모델링 작업의 고난이도) 등 

비교  세부 인 내용에서 담당직원의 업무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많다. 즉, 총량 리제도의 업무가 담당 공무원에게 많은 업무량을 주고 있으며, 

용할 경우에도 어려움이 많다.

한 실제 기 작업을 총량 리 련기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설계하

어도 추후 실제 오염 유발시설이 입지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최종 작업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오염 유발시설의 배출부하량과 허용부하량 등을 결정하는데 어려

움이 있다. 여기에는 총량 리제에 한 명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ㆍ군ㆍ구의 일선 수질 련 담당자가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

록 수질오염총량 리제도를 단순화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최종 작업을 수행할 

경우 지원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4. 오염총량 리제와 시ㆍ군ㆍ구의 도시계획수립 등 지역 리의 연계

체제 강화

수질오염총량 리제도의 목 은 목표수질 달성이지만, 이를 한 오염원 리

가 실질 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오염원을 리하기 해서는 지역의 토지이

용을 리가 요하다. 토지이용 리는 도시계획이라는 방법으로 리하므로 도

시계획 수립 시 수질오염총량 리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재

는 상ㆍ하수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곳의 도시(지역)계획은 실 으로 수질오

염원을 리할 수 있도록 구체 으로 계획되어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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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가용지 분석방법은 일반 으로 <그림 5-1>과 같은 차로 진행되고 있

다. 즉, 개발불가능지역, 기개발지, 개발 정용지 등을 차례로 첩하여 행정구

역 면 에서 제외한 후 남은 지역을 개발가용지로 분류한다.

개발불가능지역은 지형, 지세, 자연환경 등 물리  제약이 있는 지역과 공

인 규제로 인한 지역을 의미한다. 자연환경에서는 수계, 표고, 경사, 산림생태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일반 으로 경사도가 25% 이상인 지역, 녹지자연도 8등

 이상인 지역, 임상은 3  이상인 지역을 개발불가능지역으로 분류한다.

법ㆍ제도 등의 규제로 인한 지역은 국토이용 리법상의 농림지역과 자연환

경보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과 팔당상수원특별

책지역, 자연공원구역,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과 보 녹지지역 등을 들 수 

있다.

인문환경  측면에서는 시가화지역은 기개발지로 분류하고 기타 개발이 

정된 지역(택지개발 정지구, 산업단지, 락단지)등을 개발 정지로 분류하

여 개발가용지에서 제외한다.

<그림 5-1> 개발가용지 분석방법



제5장 한강수계 총량 리제의 개선 방안  101

5. 총량 리제의 정착과 차 ㆍ기술  측면의 보완을 한 충분한 

시간과 자료 확보

수질오염총량 리계획의 수립에 기 가 되는 사항은 하천의 수질 황과 유

량자료이다. 수질오염총량 리제도는 할당부하량을 각 수계의 시ㆍ군ㆍ구에, 경

계지 에 배분하는 것이므로 이 때 수질자료가 기 가 된다.

기본 측정항목은 수온, pH, 기 도도, DO, BOD, COD, SS, T-N, NH3-N, 

NO2-N, T-P, PO4-P, Chl-a 등 14개 항목과 유량이다. 

측정횟수는 오염총량 리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연간 30회 이상 측정해야 한

다. 즉 10일에 1회 정도 측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염총량 리제

도가 시행되기  수질농도와 배출부하량 등의 계를 더 정확하게 분석하기 

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총량 리제의 시행 후 3∼5년의 자료 수집과 분석시간

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한 도시하천에서는 갈수기에 건천 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량

이 4계  흐르지 않는 구간도 있다. 그리고 유량을 측정하는 지 이 많지 않아 

유역면 을 고려하여 추정하여 계산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즉, 실제 유량 

값과는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유량 련 DB를 구축하여 총량 리제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장기 으로 총량 리제의 정착 후 상수원수역의 규제완화  물

이용부담 의 단계  폐지

수질오염총량 리제가 팔당호 유역에 용되어 총량허용량에 따라 배출업소

를 허가할 경우 ｢수도권정비법｣, ｢수질 수생태계보 에 한법｣ 등 다른 법률에

서 규제를 받고 있는 도시개발사업과 공장 신ㆍ증축에 한 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물이용부담 은 상수원보호를 해 지역개발 행 를 제한받는 상수원수역

의 상류지역과 주민들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가 폐지되면 물

이용부담 제도도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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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총량 리제도의 법ㆍ제도의 개선안

1. 한강총량 리제 의무제도입과 통합단일법 제정

수질오염총량 리제가 한강수계에 의무 으로 수행되면 4 강 수계의 개별

법에 각각 규정되었던 내용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우리나라 하천의 

체수계의 물 리제도(수변구역 지정ㆍ 리, 수질오염총량 리, 주민지원 등 상

수원의 수질을 리하고 주민지원을 하기 한 제도)가 통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 까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주민지원에 한 법률｣등을 통합단일법

인 가칭 ｢ 국 하천수계의 수질 리  주민지원에 한 법｣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상수원 수질 뿐만 아니라 친수하천 수계의 수질 리도 포함하

여 체 하천수계의 수질을 리하는 통합단일법으로 통폐합되어야 한다(<표 

5-2>).

2. 체 소유역별  수질을 기반으로 한 목표수질 제시와 과학 인 

수처리방법을 통해 충분한 지역개발 허용량 확보

한강수계 의무제도입에 따른 체 소유역의 목표수질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목표수질을 재의 수질을 기반으로, 진 으로 개선된 목표수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개발허용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수처리시설 확보 

등 과학 인 처리방법을 통한 충분한 개발부하량을 허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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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목
국 하천(한강, 낙동강, 강, 산강, 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 으로 추진하고, 수계의 수자원과 수질오염원을 하게 리
하는데 목 이 있다.

수변구역 지정
국 하천수계의 수질을 보 하기 하여 상수원 등 하천지역으로서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리한다.

수질오염원 리  
오염총량 리기본방침의

수립

국 하천수계 등의 이용 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계구간별로 목표
수질을 정하고 리하여야 한다.

한 국 하천별로 수계 리 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 은 
오염총량 리에 한 기본방침을 수립 하여 련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
록 한다. 오염총량 리기본 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총량 리목표
2. 오염총량 리 상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총량 리계획의 기간
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오염총량 리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오염총량 리계획의 수립과 계획의 시행 등에 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사업장별 기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의 내용도 규정되어야 한다.

하천 리에 한사항
상수원  친수하천수계의 하천 리를 해 하수도사업과 수질오염방지사업 
등의 시설과 유지 리를 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치를 
수행하는데 일정한 액의 수계기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주민지원사업과 토지수용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에 속하는 할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 지
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천수계의 수질보 을 해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수계기 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총량 리제의 외인정
산업단지  공업단지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지에 들어와서 오수ㆍ폐수를 
방류하는 사업장은 일정기간 동안 총량 리제도 시행에서 제외되도록 한다.

<표 5-2> 가칭 ｢ 국 하천수계의 수질 리  주민지원에 한 법｣에 규정되어야 하는 주요내용

제4  수질오염총량 리제도의 세부사항 개선 방안

앞 에서 제시한 내용은 지 까지 오염총량 리제도를 시행할 때 나타난 

문제 을 주로 개선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은 크게 오염부하량 

산정에 한 내용이므로 제도 시행 시 연차 으로 보완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재 ㆍ비오염원과 발생부하량을 아주 세세하게 규정ㆍ제시하여 제도화하

여야 하지만 이러한 오염원과 부하량이 결과 으로 수질로 표 되기 때문에 오

히려 무 지나치게 세 하게 조사ㆍ분석하는 것은 행정업무의 낭비 등을 래

할 수 있으며, 궁극 으로는 총량 리제의 정착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



104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 리제도 용방안 연구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총량 리의 세부 개선방안을 

크게 4가지로 제시하 다. ① 한강수계의 경우 충분한 지역개발부하량의 확보로 

의무제 조기정착 ② 지역 간 형평성이 확보되는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한 문

가 원회 운  ③ 충분한 계획수립  이행평가 기간의 확보 ④ 수질모델링을 

통한 수질 측의 오차발생 보완 등이다.

1. 한강수계의 경우 지역개발허용량의 충분한 확보로 의무제 조기정착

한강수계의 경우 팔당호 주변 시ㆍ군(양평군, 용인시, 남양주군, 여주군, 가

평군, 이천시, 주군)과 잠실상수원 수계의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그리고 잠

실하류수계까지 확 를 제할 경우 경기도의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과 인천시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런 시ㆍ군의 참여를 해서는 비교  충분

한 지역개발허용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 수질 황과 장기 으로 수질정화사업이나 수처리사업으로 확

보될 수 있는 부하량을 고려하여 지역개발허용량을 할당해 주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2. 지역 간 형평성이 확보되는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한 문가 원

회 운

지역 간의 형평성이 확보되는 목표수질을 설정하는 것이 요하다. 그 지만 

이미 개발된 지역과 미개발 지역의 목표수질 설정 시 이들 지역의 형평성이 확

보된 목표수질 설정이 쉽지 않다. 이를 해 수질 문가 원회에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목표수질을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문가 원

회에서 목표수질과 비교목표수질(이 연구에서 제안한 특정지 의 목표수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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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분한 계획수립  이행평가 기간의 확보

수질오염총량 리의 계획수립  이행평가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오염총

량 리가 잘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총량 리계획 제출기한이 박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제도의 빠른 정착을 해 보다 충분한 기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가주기(1년)도 기 2~3년은 기간의 여유를 주고, 기

본계획 계획기간(5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 수질모델링을 통한 수질 측의 오차발생 보완 

수질모델링의 통한 수질 측은 하천의 수리ㆍ수문 상과 수질 상, 자정작용 

등에 향을 미치는 요소를 완 히 반 할 수 없어 보정과 검증을 항상 거친다. 

그래도 장래 수질의 정확한 측은 늘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는 4계 이 뚜렷하

고, 여름철에 홍수기와 하천 바닥이 드러나는 갈수기가 상존하고 있어 더욱 그

러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보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보다 심

도 있게 검토하여야 한다. 를 들어 평면2차원모델을 수행하여 Qual2E모델을 

보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다른 수리ㆍ수문모델링을 수

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수질총량행정을 무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 계산

이나 모델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자칫 상식 수 의 근보다 더 큰 오류

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수질모델링에 의한 오차는 재 수질상태와 장래 수질오염원 분포가 어

느 정도인지를 고려하여 보정하는 것이 가장 요하다. 따라서 최종 으로 모델

링 작업후의 자료데이타를 가지고 문가 원회를 통하여 수질목표치, 기 배

출부하량 등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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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수질오염총량 리제에 따른 서울시의 략

1. 기본 방향

한강수계  서울시의 배출부하량은 44,341㎏/일로 경기도(22,116㎏/일)에 비

해 2배 정도 높은 수 이다. 서울시계 3종 이상 사업장은 45개소로 비교  은 

편이다. 서울시 모든 지역은 하수도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한 한강서울구간의 

하천수질을 보면 한강본류의 잠실수 보 상수원 구간과 한강 하류 구간(가양)은 

수질기 을 만족하고 있다. 다만 본류 구간  노량진 구간이 수질기 (3㎎/L이

하)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잠실하류 구간은 수질을 물놀이가 가능한 

수 으로 한층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류천을 보면 왕숙천의 경우 한강합류부의 수질은 2007년 BOD 7㎎/L로 

수질기 (3㎎/L이하)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탄천의 경우 경기도와 서울시 구

간 모두 수질기 (3㎎/L이하)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랑천과 안양천의 경

우 상류부는 수질기 (3㎎/L이하) 만족, 하류부는 불만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

히 2008년 1월에 개정된 수질기 에 의한 분석에 따르면 지류천의 경우 수질기

을 만족하지 못하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질기 은 장래 달성

가능성을 목표로 한 수질이므로 총량 리제의 목표수질을 잘 설정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반 으로 수질오염총량 리제를 실시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수질오염총량 리제도는 한강의 모든 수계에 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세부 략 

1) 한강서울권역 소유역의 재설정 필요

서울의 배수특성과, 하수 거  처리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강서울 권역

에 속한 소권역의 재분류가 필요하다. 랑천 소유역에는 랑천소유역과 본류2

소유역을, 홍제천 소유역에는 홍제천 소유역과 본류3유역을 포함하 다. 탄천, 

안양천 그리고 왕숙천 소유역은  배수구역 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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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수질과 세부목표수질(특정지 ) 설정 필요

수질오염총량 리제의 시행에 있어 목표수질 설정은 매우 요한 사항이다. 

목표수질에 의해서 하천의 기 오염부하량을 설정할 수 있고, 개발허용부하량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립환경과학원의 개정 방침처럼 할당부하량 리의 

공간  범 를 확 함으로써 지역  부하량변동에 따른 신축성 확보  개발사

업 추진에 유연성을 부여한다.  이를 해 오염총량 리의 공간  기 을 소

유역단 로 조정하면 여러 개의 지류천을 가진 자치단체의 경우 지류천별 목표

수질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서울시 구간인 한강서울 소유역의 경우 상류

의 수질이 더 나빠져 수질 리가 어려울 경우가 있다. 한 규모 하수처리장

의 방류수가 유입되는 지 에서는 수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2008년부터 시행

되는 질소, 인의 제거를 한 규정에 따라 하수고도처리가 시행되어 수질이 크

게 개선되더라도, 새로 개정된 수질기 (수질  수생태보 에 한법률 제9조, 

10조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2007. 1. 31 변경 고시된 환경부 고시 2007-20

호｢수질측정망운 계획｣)이 크게 강화되어 이를 만족할 수가 없게 되었다.

소유역단 로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수질 리를 실시하는 것 이외에도 소유

역에 포함되는 제1, 2지천이나 특정지 에는 세부목표수질을 설정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와같이 세부목표수질을 설정하여 장기간 리하여야 수질기 을 만족

할 수 있을 것이다.

세부목표수질은 총량부하량을 결정하는 목표수질이 아니라 일정 범  안에

서 리할 수 있는 것으로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다. 를 들어 탄천수계의 목표

수질을 최하  한강과 합류되는 지 의 수질이라고 하면 양재천의 최하류나 오

염우려가 있는 특정지 은 세부목표수질로 설정하여 리하는 방안이다.

3) 잠실상수원 수역 리를 한 오염총량 리제의 극 인 추진 필요

재 국하천에 한 수질오염총량 리제의 의무실시는 재 논의하고 있

는 수 이다. 즉, 한강수계에 한 수질오염총량 리제의 도입방안은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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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있을 수 있다. 면시행에서부터 재의 임의제를 유지하는 방안까지 다

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그래도 요한 안은 잠실수역은 수도권 시민이 사용

하는 상수원 수역이므로 팔당상수원과 같이 오염총량 리제 시행이 극 추진되

어야 한다는 이다. 특히 왕숙천이 BOD 7㎎/L의 수 이고 당분간 획기 인 개

선을 기 할 수 없는 상황이며, 폐쇄수역이라는 에서 보면 더욱 그러하다.

4) 과 억제권역과 성장 리권역에서 총량허용량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외의 일반산업단지 허용

수질오염총량 리제의 시행을 기반으로 과 억제권역이나 성장 리권역에 

일반산업단지의 허용이 필요하다. 수질오염총량 리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총

량허용량 이내에 일반산업단지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잠실하류수역에 

수질오염총량 리제의 단계별 실시에 따른 배출업소의 단계별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서울한강유역에 오염총량 리제를 극 도입하여 오염원 이  시 배

출부하량 확보 필요

잠실하류수역에서 1~3종업소의 시계외 이  시 배출부하량을 확보할 수 있

는 방안이 확보되어야 한다. 재 서울시는 많은 배출업소가 시계외로 이 하여 

규모가 큰 공장 등이 거의 없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지가 상승과 개발압력 등으

로 이 이 상된다. 이 경우 그만큼의 배출부하량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6) 서울시와 경기도의 총량 리부서 신설과 통합 리 체계 구축 필요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한강수계 체에 총량 리제를 시행할 경우 이를 

담하여 수행하는 리부서  인원이 필요하다. 이를 해 총량 리과의 신설

이 필요하다. 한 서울과 경기도의 통합 리체계의구축이 필요하다. 즉 한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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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팔당호, 지천의 상류, 하류가 망라됨)의 종합 인 수질오염총량 리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실질 인 목표수질설정, 배출부하량 감축방안 등의 

통합시행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서울시와 경기도의 련부서의 통합연

계와 연구부서(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의 통합 연구체제가 필요

하다.

7) 한강서울 소유역 총량 리 모니터링지  선정과 실시 

재 한강서울권역의 모니터링(유량과 수질측정) 지 의 선정이 필요한데, 

기존의 모니터링지 을 포함하고, 추가 으로 하수처리장 방류수지 (서울과 경

기도의 하수처리장은 비교  규모이므로 방류지 에서는 하천수질을 지배함)

과 제2지류천 합류부, 수질악화가 상되는 지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즉 총

량 리제의 시행목 에 부합되는 모니터링지 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 총량

리제를 성공 으로 정착시키기 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하는데, 수질 측정

을 기존의 월 1회 정도에서 8일에 1회로 바꿀 필요가 있다.

구분 수계 재 추가지 (안)

본류
팔당, 도곡, 구리, 암사, 구의, 잠실, 뚝
도, 노량진, 보 , 등포 총 10개소

 없음

지류

왕숙천수계
왕숙천1, 왕숙천2, 왕숙천3, 왕숙천4
총 4개소

∘구리하수처리장 방류지

탄천수계
탄천1, 탄천2, 탄천3, 탄천4, 탄천5
총 5개소

∘양재천의 합류지
∘탄천 성남하수처리장 방류후 합류

지

랑천수계
랑천1, 랑천1A, 랑천2, 랑천3, 
랑천4 총 5개소

∘의정부하수처리장 방류후 합류지
∘청계천 최하류지
∘우의천 합류지

홍제천수계 홍제천  없음

안양천수계
안양천1, 안양천2, 안양천3, 안양천4, 
안양천5 총 5개소

∘안양 하수처리장 합류지
∘목감천 합류지

<표 5-3> 한강서울 기존 수질 측정망  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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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 오염원과 한강서울권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계 별 수질목표 설

정 추진

지류천의 수질기 이 2008년 1월에 개정되어 과거 기 보다 훨씬 강화되었

다. 즉 과거에는 한강합류부의 수질기 이 V등 (BOD 10㎎/L)이었는데, 새로운 

수질기 은 II등 (BOD 3㎎/L)으로 매우 높게 강화되었다. 즉, 하수처리장의 고

도처리가 완공하여 가동되더라도 실 으로 이 목표수질의 달성은 가능하지 않

다. 따라서 총량 리제의 목표수질의 설정이 어려울 수 있다. 한강서울권역의 지

천의 경우 계 별 목표수질 설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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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정책건의

제1  주요 연구결과

1. 한강수계의 특성분석

1) 배출오염부하량 산정

서울과 경기도의 배출부하량은 서울 44,314.65㎏/일, 경기도 22,116.28㎏/일

로 서울이 경기도의 약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오염부하량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하수처리장으로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체의 85%, 61.8%를 차

지한다. 소유역별 배출부하량을 살펴보면, 왕숙천의 BOD 배출부하량은 100%가 

경기도에서 발생하 으며, 그  하수처리장의 배출량이 1,641.9㎏/일로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한다. 탄천의 BOD 배출부하량은 서울이 59%, 경기도가 41%로 

나타났으며, 하수처리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랑천은 서울의 BOD 배출부

하량이 89%를 차지하며, 마찬가지로 하수처리장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홍

제천의 BOD 배출부하량은 왕숙천과 달리 서울에서 100% 발생하 으며, 발생오

염원은 토지이용계가 100%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안양천은 서울과 경기도의 

비율이 각각 14%, 86%로 경기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오염원의 부분이 

하수처리장임을 알 수 있다.

2) 수질변화 분석

한강본류 수계를 살펴보면 잠실상수원의 수질(구의  잠실 측정소)은 1990

년  약간 악화되다가 2000년에 들어서 다소 개선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수질이 악화되는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한강 수질의 기 인 노량진 측정소(한강 교지 )의 수질은 1990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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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이 다소 악화되었고 2000년 이후에는 약간씩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양지 의 경우 안양천에서 오염물질의 유입량이 감소함에 따라 수질이 개선되

는 추세이며 2000년 이후 평균 BOD 3.1㎎/L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왕숙천의 상류수역은 하수 거가 정비되기 시작하면서 BOD 2~3㎎/L를 보

이고 있다. 하지만 왕숙천 4지 (한강합류부 지 )은 2000~2003년 수질이 심하

게 악화되었다가 최근 BOD 7㎎/L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

히 잠실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왕숙천의 수질은 수질기 인 Ⅱ등 (BOD 3㎎/L)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탄천 상류지역은 개발로 인해 하류보다 BOD가 높게 나타

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하류지 도 BOD 20~30㎎/L로 매우 높게 나타나 

목표기 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랑천의 최상류 지 은 수질이 다른 지천에 

비해 양호하나 의정부 하수처리장과 랑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유입되는 2, 4

지 은 최근 10㎎/L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랑천 4지 은 15

㎎/L를 웃돌아 수질기 인 Ⅱ등 (BOD 3㎎/L)을 크게 상회했다. 반면, 홍제천의 

수질은 비교  양호한 상태로 수질기  Ⅱ등 (BOD 3㎎/L)을 만족하고 있다. 

이것은 홍제천의 하천유지용수를 한강물을 취수하여 공 하기 때문이다. 안양천

의 상류지 은 90년  후반 심각한 수질오염을 보 으나 1999년 이후 지속 으

로 감소하여 2007년에는 BOD 2.6㎎/L로 개선되었다. 하류인 안양천 5지 도 

최근 8~9㎎/L로 개선되었으나 여 히 수질기  Ⅱ등 (BOD 3㎎/L)을 크게 상회

하는 수치이다.

3) 유황분석

팔당  방류량을 바탕으로 한강 본류의 유량을 보면, 갈수량 211.7㎥/sec, 

수량 392.36㎥/sec, 평수량 573.72㎥/sec로 나타났다.

주요지천은 유량을 주기 으로 측정하고 있지 않아 하천의 수질특성을 유량

과 결부하여 분석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유황분석을 한 자료가 비교  풍

부하여 기존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유황분석 시 많이 이용되는 한강 여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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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 의 충주  설치  유황자료(1977~1986년)를 인용하여 계산하 다. 그 

결과 랑천의 갈수량과 수량은 각각 1.146CMS(㎥/sec), 1.712CMS이고, 탄천

은 각각 0.80CMS, 1.76CMS이며, 안양천은 각각 0.76CMS, 1.68CMS로 분석되

었다.

2. 국내ㆍ외 수질오염총량 리제 시행 황

1)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리제 황

재 한강수계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 책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보 권역 

등 기존의 오염원 입지제한 규제에 한 주민반발로 인해 새로 도입된 총량 리

의 시행이 의무화되지 못한 채 자발  시행이라는 체제로 출발하 다. 그러나 

자발 인 시행을 유도하기 해 도입된 인센티 가 직 인 혜택이 되지 못함

에 따라 환경부는 하수처리장의 인ㆍ허가, 환경 향평가  각종 개발사업에 

한 의 등 간 인 압박수단을 사용하 고 해당 기 자치단체는 피동 으로 

총량 리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999년 ｢한강법｣ 제정과 함께 같은 해 12월 경기도 주시가 총량 리계획 

용역에 착수해서 2004년 이행평가를 마치고 2005년 이행평가 용역을 진행하

다. 팔당호수질정책 의회는 2008년 11월 24일 경기도 주, 이천, 여주, 용인, 

남양주, 가평, 양평 등 한강수계 7개 시ㆍ군의 오염총량제도를 의무제로 환하

는데 합의하 다. 환경부도 올해 안에 4 강 수계법을 새로 만들어 4 강 역

에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2) 미국의 사례

미국의 경우 수질기 을 과하는 많은 구간의 수질이 오염원의 리만으

로는 개선되기 어려우며, 수계에 따라 문제가 되는 오염물질도 다르다. 이러한 

실을 반 하여 기술 주의 수질 리방법으로 수질환경기 을 달성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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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체를 상으로 각 주정부는 수역을 선정하여 수질 리를 한 수단으로 

TMDL(Total Maximum Daily Load)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해당수역의 

일반  수질환경기 인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해 하루 동안 허용되는 오염물질

의 최 총부하량(TMDL)을 결정하고, 그 이내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도록 리

하는 수질 리제도의 일종이다. TMDL 제도의 특징은 총량 리의 상이 되는 

오염원, 오염물질, 지정수역 등이 매우 포 이라는데 있고, 리 상으로 오

염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 오염원도 포함된다는 특징이 있다.

3) 수질오염총량 리제의 문제

<표 6-1>에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리제의 문제 을 나타내었다. 

문제 내     용

1. 임의제 시행에 다른 제도 
정착의 한계

∘한강수계는 시ㆍ군이 자발 으로 참여하는 임의제이기 때문에 수질개선
의 의지가 약하고 시행유도를 한 인센티 도 미흡함.

∘성공 인 오염총량 리제 시행을 보장할만한 실질 이고 강제 인 제도
 장치가 부족함.

2. 목표수질 설정과 련된 
불확실성

∘목표수질 설정에 과도한 노력의 투입과 제시된 목표수질에 한 타당성 
 허용총량 차원에서 논란이 지속됨

  → 리계획이 수립되기  명확한 목표수질 설정이 필요함.

3. 허용총량산정  부하량 
할당

∘허용총량산정을 해 사용되는 수질모델이 가지는 불확실성
∘안 부하량 할당과 련된 과학  근거 미흡함.

4. 자료확보의 어려움과 신
뢰도 하

∘유량은 치수를 목 으로 실측되기 때문에 수 를 유량으로 환산하는 공
식은 수기 이하에서 신뢰도가 떨어짐.

∘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오염원 자료 등이 방치되어 신뢰도가 
하됨.

5. 다른 련 계획과의 연계
성 미흡

∘오염총량 리계획 승인과 별도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 진법, 
진흥법 등 련법의 규정에 한 승인 차가 다시 필요하여 복됨.

6. 안 율의 일률 인 용
∘ 재 용되고 있는 안 율(10%)은 모든 소유역에 일률 으로 용되어 

문제가 발생함.

7. 로세스 복잡과 업무의 
어려움

∘오염총량 리계획 수립 문가와 담 공무원의 인력부족
∘환경부와 역자치단체 간의 업무 조가 미흡
∘자치단체의 반발로 목표수질고시,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이 지연됨
∘수질오염총량 리제에 한 담당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업무 처리 능력

이 하됨.

<표 6-1>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리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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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강서울 권역의 오염총량 리제 여건분석

한강서울 권역의 행정구역에는 서울과 경기도 15개시가 포함되며, 그 면 은 

서울이 546.46㎢, 경기도가 861.63㎢이다. 인구는 서울 894만 6,684명, 경기도 

347만 7,035명으로 서울이 두 배 이상 많다. 공장  사업장수는 서울이 1종 8

개소, 5종은 4,447개소이며, 경기도는 체 폐수배출업소수로 볼 때 1만 3,728

개소이다. 유량은 갈수량을 기 으로 한강본류는 211.7CMS이고, 4 지천의 경

우 탄천 0.8CMS, 랑천 1.146CMS, 홍제천 0.11CMS, 안양천 0.76CMS이다. 

배출오염부하량은 서울 44,341.7㎎/L, 경기도 22,116.3㎎/L로 서울이 경기도의 

약 2배이다.

한강서울 소유역의 수질여건을 분석해 보면 본류는 구의, 잠실, 가양 모두 

수질기 을 만족하 으나 노량진구간은 평균수질이 BOD 3.5㎎/L로 기 치 이상

으로 나타났다. 한강 지류인 왕숙천, 안양천, 랑천의 경우 하류부는 기 치 이

상으로 수질기 을 만족하지 못했으며, 탄천은 상류, 하류 모두 기 치 이상으로 

나타났다(<표 6-2>).

구 분 수질기 수질기  만족여부 비고

본류

구  의 Ⅱ등 (BOD 3㎎/L 이하) ∘만족(BOD 1.3㎎/L)

2007년
수질자료

잠  실 Ⅱ등 (BOD 3㎎/L 이하) ∘만족(BOD 1.6㎎/L)

노량진 Ⅱ등 (BOD 3㎎/L 이하) ∘기  이상(BOD 3.5㎎/L)

가  양 Ⅲ등 (BOD 5㎎/L 이하) ∘만족(BOD 3.0㎎/L)

지류

왕숙천 Ⅱ등 (BOD 3㎎/L 이하)
∘상류부：만족(BOD 2.3㎎/L)
∘하류부：기  이상(BOD 7㎎/L)

탄  천 Ⅱ등 (BOD 3㎎/L 이하)
∘상류부：기  이상(BOD 25.9㎎/L)
∘하류부：기  이상(BOD 18.4㎎/L)

랑천 Ⅱ등 (BOD 3㎎/L 이하)
∘상류부：만족(BOD 2㎎/L)
∘하류부：기  이상(BOD 15.7㎎/L)

홍제천 Ⅱ등 (BOD 3㎎/L 이하) ∘만족(BOD 1.6㎎/L)

안양천 Ⅱ등 (BOD 3㎎/L 이하)
∘상류부：만족(BOD 2.6㎎/L)
∘하류부：기  이상(BOD 8.2㎎/L)

<표 6-2> 한강서울 소유역의 수질 여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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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정책건의

1. 한강수계 수질 리의 기본틀 재정립

한강의 팔당상수원 수역은 많은 투자에 비해 양질의 수질을 유지하기 어려

운 상태이다. 한 1998년 팔당호 수질개선특별 책 시행 시 제시된 팔당 수질

목표인 1 수(BOD 1㎎/L)의 달성은 실 으로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한강

수계 수질 리의 기본틀을 2개의 방향으로 재정립하 다.

첫째, 지속가능한 수질 리체계로 환되어야 한다. 즉 팔당상수원을 포함한 

한강수계의 정한 상수원수 확보, 수질 리  합리 인 토지이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질 리체계로의 환이 필요하다.

둘째. 이용목 에 맞는 물이용의 고도화와 합리 인 유역 리체계를 구축하

여야 한다. 팔당호와 잠실상수원의 물이용 고도화와 한강권역 유역의 합리 인 

이용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토지이용에 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상수원 보 체계를 유지하기 해서는 새로운 토지이용 략 수립 등 유

역 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고, 용수확보와 고도정수처리 등을 포함한 물이용 

고도화에 한 략이 동시에 수립되어야 한다.

2. 수질오염총량 리제의 기본방향

1) 총량 리제 확 시행을 한 지역주민의 공감  확보

수질오염총량 리제도는 서울시와 강원도, 충청북도 등이 원칙 인 찬성의 

입장을 보인 반면 경기도는 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팔당호 주변 시ㆍ

군(양평군, 용인시, 남양주군, 여주군, 가평군, 이천시, 주군)  이천시를 제외

한 시ㆍ군은 총량 리제도의 추진에 원칙 으로 동의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총

량 리제를 수용하는 시ㆍ군에 인센티 를 확 한다는 내용의 개정된 규정을 발

표하 다. 그 내용은 자연보 권역인 이들 지역(총량 리제 시행 시ㆍ군)에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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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을 6만㎡에서 10만㎡로 확 하고, 단지 조성규모도 6만㎡ 이내에서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총량 리제의 시행이 개발완화라는 구체 인 인센티

로 나타나면 반 하는 시ㆍ군도 찬성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강수

계에 한 면 인 수질오염총량 리제도를 시행하기 해서는 자치단체와 주

민들의 공감  확보가 시 하다.  수질오염총량 리제도가  다른 규제가 아니

라 제도 시행과정에서 개발도 히 허용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제라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요하다.

2) 총량 리제를 면 으로 실시하고 자연보 권역에 해 도시개발 

규제의 단계별 완화

총량 리제도를 한강수계 면에 도입하고, 자연보 권역에 포함된 시ㆍ군에 

해 단계별로 도시개발을 허용하여 수질오염이 심한 일부지역은 새로운 도시개

발을 억제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수질오염총량 리제도의 로세스 단순화로 업무역량 강화

수질오염총량 리제도는 담당 공무원에게 많은 업무량을 주고 있으며, 이 제

도를 용할 경우에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다. 한 실제 기작업을 총

량 리 련기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설계하 다 해도 추후 오염유발 시설

이 실제로 입지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최종 작업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오염 유

발시설의 배출부하량 등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시ㆍ군ㆍ구의 

일선 수질 련 담당자가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총량 리제도를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최종작업을 수행할 경우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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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염총량 리제와 시ㆍ군ㆍ구의 도시계획수립 등 지역 리의 연계체제 강화

수질오염총량 리제도의 목 은 목표수질 달성이지만, 이를 한 오염원 리

가 실질 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오염원을 리하기 해서는 지역의 토지이

용에 한 리가 요하다. 토지이용 리는 도시계획이라는 방법으로 하므로 

도시계획 수립 시 수질오염총량 리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재는 상ㆍ하수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곳의 도시(지역)계획은 실 으로 수질

오염원을 구체 으로 리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지 못하다.

5) 총량 리제의 정착을 한 차 , 기술  측면의 보완을 해 시간

과 자료확보가 필요함.

수질오염총량 리제도는 할당부하량을 각 수계 시ㆍ군ㆍ구의 경계지 에 배

분하는 것으로 수질자료가 기 가 된다. 기본 측정항목은 수온, pH, 기 도도, 

DO, BOD, COD, SS, T-N, NH3-N, NO2-N, T-P, PO4-P, Chl-a 등 14개 항목과 

유량이다. 수질측정횟수는 오염총량 리제를 시행하는 지역의 경우 연간 30회 

이상 측정해야 한다. 따라서 제도가 시행된 후 자료 수집과 분석을 해 3~5년

의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한 유량은 실제 유량값과 차이가 날 수 있으

므로 유량 련 DB를 구축하여 총량 리제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ㆍ장기 으로 총량 리제의 정착 후 상수원수역의 규제 완화  

물이용부담 의 단계  폐지

수질오염총량 리제가 팔당호 유역에 용되어 총량허용량에 따라 배출업소

를 허가할 경우 ｢수도권정비법｣, ｢수질 수생태계보 에 한법｣ 등 다른 법률에

서 규제를 받고 있는 도시개발사업과 공장 신ㆍ증축에 한 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물이용부담 은 상수원보호를 해 지역개발 행 를 제한받는 상수원수역

의 상류지역과 주민들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가 폐지되면 물

이용부담 제도도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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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량 리제도의 법ㆍ제도 개선안

1) 한강총량 리제의 의무제 도입과 통합단일법 제정

수질오염총량 리제가 한강수계에 의무 으로 시행되면 4 강 수계의 개별

법에 각각 규정되었던 내용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주민지원에 한 법률｣ 등을 통합단일법인 가칭 ｢ 국 하천수계의 

수질 리  주민지원에 한법｣으로 통합하여야 한다. 단일법에 포함될 내용은 

본문에 제시하 다.

2) 재의 수질을 기반으로 한 목표수질 제시와 과학 인 수처리방법을 

통해 충분한 지역개발허용량 확보

한강수계에 한 총량 리제도의 의무제도입에 따른 체 소유역의 목표수

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해 목표수질을 재의 수질을 기반으로 설정하고 

진 으로 개선된 목표수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 서울구간의 하천

은 달성이 어려운 엄격한 수질기 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지역개발허

용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 인 처리방법에 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

여야 한다.

4. 수질오염총량 리제도의 세부사항 개선방안

이 연구에서는 총량 리의 세부 개선방안을 크게 4가지로 제시하 다.

1) 한강수계의 경우 지역개발허용량의 충분한 확보로 의무제를 조기 정착

팔당호 주변 시ㆍ군과 잠실상수원 수계의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그리고 

잠실 하류수계까지 확 를 제로 할 경우 경기도의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군

포시 등과 인천시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시ㆍ군의 참여를 해서는 비교

 충분한 지역개발허용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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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간의 형평성이 확보되는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해 수질 문가

원회 운

지역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하나 여러 여건상 확보가 쉽지 않다. 

따라서 총량 수질결정에 련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문가 원회에서 목표수

질을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 충분한 계획수립  이행평가 기간의 확보 필요

총량 리계획 제출기한이 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의 빠른 정착을 

해서는 보다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평가주기(1년)

도 2~3년 정도의 여유를 주고, 기본계획기간(5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4) 수질모델링을 통한 수질 측의 오차발생 보완

수질모델링에 의한 오차를 이기 해 평면2차원모델을 수행하는 것도 필

요하다. 최종 으로 모델링 작업후의 데이터를 가지고 문가 원회를 통해 수

질목표치, 기 배출부하량 등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수질오염총량 리제에 따른 서울시의 략

1) 기본방향

한강수계  서울시의 배출부하량은 44,341㎏/일로 경기도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수 이다. 서울시계의 3종 이상 사업장은 45개소로 비교  은 편이며, 

서울시 모든 지역은 하수도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한강서울 구간의 하천수질을 

보면 한강본류는 잠실수 보 상수원 구간과 한강하류 구간이 수질기 을 만족하

고 있으며, 한강 지류천의 경우 수질기 을 만족하지 못하는 구간이 있다. 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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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기 은 장래 달성가능성을 목표로 한 것으로 총량 리제 목표수질을 잘 설정

하면 한강서울수계의 수질 리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 따라

서 총량 리제도의 의무제 도입은 바람직하다.

2) 세부 략

(1) 한강서울권역 소유역의 재설정 필요

서울의 배수특성과 하수 거  처리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강서울 권역

에 속한 소권역의 재분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랑천 소유역에는 랑천소유

역과 본류2소유역을, 홍제천 소유역에는 홍제천 소유역과 본류3유역을 포함하

다. 탄천, 안양천 그리고 왕숙천 소유역은  배수구역 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2) 목표수질(단 유역별)과 세부목표수질(특정지 ) 설정 필요

소유역단 로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수질 리를 실시하고 소유역에 포함되는 

제1, 2지천이나 특정지 에는 세부목표수질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

이 세부목표수질을 설정하여 장기간 리해야 수질기 을 만족할 수 있을 것이

다. 한 세부목표수질은 총량부하량을 결정하는 목표수질이 아니라 일정 범  

안에서 리할 수 있는 것으로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다.

(3) 잠실상수원 수역 리를 한 오염총량 리제의 극 인 추진 필요

재 국하천에 한 수질오염총량 리제의 의무실시를 논의하고 있는 단

계이다. 수질오염총량 리제는 면시행에서부터 재의 임의제를 유지하는 방

안까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특히 잠실수역은 수도권 시민이 사용하는 상

수원 수역이므로 팔당상수원과 같이 총량 리제 시행이 극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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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 억제권역과 성장 리권역에 총량허용량 내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외

의 일반산업단지 허용

수질오염총량 리제의 시행을 기반으로 과 억제권역이나 성장 리권역에 

일반산업단지의 허용이 필요하다. 특히 잠실하류 수역에 수질오염총량 리제의 

단계별 실시에 따른 배출업소의 단계별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서울 한강유역에 오염총량 리제를 극 도입하여 오염원 이  시 배출부

하량의 확보 필요

재 서울시에는 많은 배출업소가 시계 외로 이 하여 규모가 큰 공장 등이 

거의 없는 실정이지만 앞으로도 지가 상승과 개발 압력 등으로 이 이 상된

다. 이 경우 그만큼의 배출부하량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6) 서울시와 경기도의 총량 리부서 신설과 통합 리체제 구축 필요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한강수계 체에 총량 리제를 시행할 경우 이를 

담하여 수행하는 리부서와 인원이 필요하며, 이를 해서는 총량 리과의 

신설이 필요하다. 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련부서 간 통합연계와 연구부서의 

통합 연구체제가 필요하다.

(7) 한강서울 소유역의 총량 리 모니터링 지 선정과 실시

한강서울권역 모니터링 지 의 선정이 필요하다. 이를 해 기존의 모니터링

지 을 포함하고 추가 으로 하수처리장 방류수지 과 제2지류천 합류부, 수질

악화가 상되는 지  등을 선정하여야 하며, 총량 리제의 시행목 에 부합되

는 모니터링 지 을 선정해야 한다. 한 총량 리제의 성공 인 정착을 해서 

모니터링의 실시는 기존의 월 1회에서 8일당 1회로 강화해야 한다.

추가선정지 은 왕숙천수계의 구리하수처리장 방류지 , 탄천수계의 양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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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지 , 탄천과 성남하수처리장 방류지 , 랑천수계의 의정부하수처리장 방

류지 , 우의천 합류지 , 청계천 최하류 지 , 안양천 수계의 안양하수처리장 

합류지 과 목감천 합류지  등이다.

(8) 비 오염원과 한강서울권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계 별 목표수질 설정 필요

과거에는 한강합류부의 수질기 이 V등 (BOD 10㎎/L)이었다. 그러나 새로

운 수질기 은 II등 (BOD 3㎎/L)으로 매우 강화되어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

설을 완공하여 가동되더라도 실 으로 이 목표수질의 달성은 가능하지 않다. 

한 한강 서울권역(서울시계구간)은 하수도가 완비된 지역으로 비 오염원의 

향이 비교  다. 따라서 비 오염원의 향과 건기를 고려한 건기나 계 별 

수질목표를 설정하여 총량 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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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행정구역　 면  (㎡, %)　 유역 구성비(%) 시도

비율시도 시군구 행정구역 체면 유역 내 면 면 비 시군구 비율

왕숙천 
유역

서울시
노원구 35,424,011 180,662 0.51 0.07 

0.07 
랑구 18,503,020 20,353 0.11 0.01 

경기도

남양주시 460,073,106 190,516,273 41.41 69.04 

99.93 포천시 826,444,212 66,859,337 8.09 24.23 

구리시 33,295,680 18,362,567 55.15 6.65 

탄천 
유역

서울시

강남구 39,514,043 25,389,304 64.25 8.37 

22.58 서 구 47,037,525 25,706,007 54.65 8.48 

송 구 33,876,262 17,378,522 51.30 5.73 

경기도

과천시 35,853,724 31,995,863 89.24 10.55 

77.43 
성남시 141,809,233 141,809,233 100.00 46.76 

용인시 591,469,702 57,254,267 9.68 18.88 

하남시 93,070,088 3,769,339 4.05 1.24 

랑천 
유역

서울시

강북구 23,603,571 23,603,571 100.00 5.95 

60.89 

진구 17,051,636 17,051,636 100.00 4.30 

노원구 35,424,011 35,243,349 99.49 8.89 

도 구 20,799,232 20,799,232 100.00 5.25 

동 문구 14,215,985 14,215,985 100.00 3.59 

서 문구 17,613,064 146,188 0.83 0.04 

성동구 16,846,458 15,329,609 91.00 3.87 

성북구 24,566,016 24,566,016 100.00 6.20 

종로구 23,913,257 13,298,162 55.61 3.35 

구 9,961,216 9,117,501 91.53 2.30 

랑구 18,503,020 18,482,667 99.89 4.66 

강남구 39,514,043 8,532,957 21.59 2.15 

송 구 33,876,262 16,497,740 48.70 4.16 

강동구 24,577,505 24,548,012 99.88 6.19 

경기도

구리시 33,295,680 14,933,112 44.85 3.77 

39.11 
양주시 310,236,522 37,228,383 12.00 9.39 

하남시 93,070,088 21,331,664 22.92 5.38 

의정부시 81,597,445 81,597,445 100.00 20.58 

<표 1> 소유역별 행정구역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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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행정구역　 면  (㎡, %)　

유역 구성비 
(%) 시도

비율
시도 시군구 행정구역 체면 유역 내 면 면 비 시군구 비율

홍제천 서울시

강남구 39,514,043 5,618,782 14.22 3.96 

100.00 

강서구 41,397,422 169,729 0.41 0.12 

악구 29,569,508 3,835,165 12.97 2.70 

동작구 16,355,687 10,608,299 64.86 7.47 

마포구 23,872,947 16,434,137 68.84 11.57 

서 문구 17,613,064 17,466,876 99.17 12.30 

서 구 47,037,525 21,331,518 45.35 15.02 

성동구 16,846,458 1,453,849 8.63 1.02 

등포구 24,564,790 15,330,885 62.41 10.80 

용산구 21,866,681 21,866,681 100.00 15.40 

구 9,961,216 843,715 8.47 0.59 

은평구 29,714,539 16,438,083 55.32 11.58 

종로구 23,913,257 10,615,095 44.39 7.47 

안양천 
유역

서울시

강서구 41,397,422 3,576,737 8.64 1.28 

33.65 

악구 29,569,508 25,734,343 87.03 9.18 

구로구 20,113,913 20,113,913 100.00 7.18 

천구 13,005,903 13,005,903 100.00 4.64 

동작구 16,355,687 5,747,388 35.14 2.05 

양천구 17,399,989 16,923,229 97.26 6.04 

등포구 24,564,790 9,233,905 37.59 3.29 

경기도

과천시 35,853,724 3,857,861 10.76 1.38 

66.35 

명시 38,507,753 38,507,753 100.00 13.74 

군포시 36,393,573 16,565,829 45.52 5.91 

부천시 53,455,174 11,246,969 21.04 4.01 

시흥시 134,400,381 14,112,040 10.50 5.03 

안양시 58,517,160 58,517,160 100.00 20.88 

의왕시 53,961,927 43,169,542 80.00 15.40 

<표 계속> 소유역별 행정구역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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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행정구역 　 시ㆍ군ㆍ구 인구 시ㆍ도 인구

왕숙천 유역

서울시
노원구 3,171

3,641
랑구 470.1103

경기도

남양주시 186,367

305,117포천시 12,559

구리시 106,190

탄천 유역

서울시

강남구 347,318

877,750서 구 219,549

송 구 310,884

경기도

과천시 54,397

1,210,002
성남시 1,083,075

용인시 67,146

하남시 5,383

랑천 유역

서울시

강남구 116,728

4,028,176

강동구 463,502

강북구 353,260

진구 375613

노원구 308596.6928

도 구 381,529

동 문구 381,110

서 문구 2,900

성동구 246,958

성북구 462,879

종로구 94,056

구 119,014

랑구 426,903

송 구 295,127

경기도

구리시 86357.778

538500.4604
하남시 30,466

양주시 19,267

의정부시 402,410

<표 2> 소유역별 시ㆍ군구 인구(2005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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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행정구역 　 시ㆍ군ㆍ구 인구 시ㆍ도 인구

홍제천 서울시

강남구 76,863

2,070,829

강서구 2,270

악구 68,744

동작구 266,332

마포구 267,176

서 문구 346,440

서 구 182,187

성동구 29,147

등포구 254,874

용산구 230,284

구 11,013

은평구 260,419

종로구 75,079

안양천 유역

서울시

강서구 47,836

1,966,288

악구 461,276

구로구 416,405

천구 256,902

동작구 144,294

양천구 486,062

등포구 153,512

경기도

과천시 6,559

1,423,416

명시 327,828

군포시 126,442

부천시 179,968

시흥시 40,660

안양시 625,198

의왕시 116,762

<표 계속> 소유역별 시ㆍ군구 인구(2005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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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명 행정구역
BOD(kg/일) TN(kg/일) TP(kg/일)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왕숙천 유역

서울시
노원구 1.7 

1.9 
0.3 

0.4 
0.0 

0.1 
랑구 0.3 0.0 0.0 

경기도

남양주시 1,868.0 

3,916.9 

707.5 

3,452.4 

94.3 

314.1 포천시 314.4 453.4 88.8 

구리시 1,734.4 2,291.5 130.9 

탄천 
유역

서울시

강남구 10,170.8 

10,645.8 

16,733.1 

16,826.1 

828.5 

841.7 서 구 244.9 53.2 7.5 

송 구 230.2 39.8 5.8 

경기도

과천시 634.4 

7,307.2 

585.5 

9,597.5 

52.6 

844.6 
성남시 5,608.9 8,347.6 665.7 

용인시 1,030.2 646.4 124.0 

하남시 33.7 18.0 2.2 

랑천 유역 서울시

강남구 110.8 

30,767.3 

19.5 

38,415.4 

2.8 

2,669.8 

강동구 287.6 53.1 7.4 

송 구 218.6 37.8 5.5 

강북구 202.5 39.4 5.4 

진구 228.1 37.8 5.7 

노원구 327.0 62.2 8.6 

도 구 202.1 38.5 5.3 

동 문구 256.7 41.8 6.3 

서 문구 2.1 0.4 0.1 

성동구 28,071.9 37,934.6 2,601.1 

성북구 317.7 55.4 8.0 

종로구 153.5 28.3 3.9 

구 161.0 26.3 4.0 

랑구 227.6 40.5 5.8 

랑천 
유역

경기도

구리시 75.3 

3,697.2 

23.2 

3,375.1 

2.7 

410.6 
양주시 651.7 314.8 78.3 

의정부시 2,779.4 2,935.0 316.9 

하남시 190.8 102.1 12.7 

<표 3> 소유역별 배출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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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명 행정구역
BOD(kg/일) TN(kg/일) TP(kg/일)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홍제천 유역 서울시

강남구 73.0 

1,727.1 

12.8 

305.5 

1.8 

44.5 

강서구 1.7 0.4 0.1 

악구 32.5 6.3 0.9 

동작구 159.1 26.4 3.9 

마포구 182.1 31.4 4.6 

서 문구 255.7 43.4 6.4 

서 구 203.2 44.2 6.2 

성동구 19.9 3.5 0.5 

등포구 202.1 32.4 5.0 

용산구 305.4 49.7 7.5 

구 14.9 2.4 0.4 

은평구 155.0 30.1 4.1 

종로구 122.5 22.6 3.1 

안양천 유역

서울시

강서구 36.4 

1,199.6 

7.8 

212.7 

1.6 

31.5 

악구 217.9 42.6 5.8 

구로구 272.2 48.6 6.9 

천구 191.4 32.3 4.8 

동작구 86.2 14.3 2.1 

양천구 273.6 47.6 7.4 

등포구 121.7 19.5 3.0 

경기도

과천시 44.5 

7,195.0 

16.2 

10,421.6 

2.0 

645.4 

명시 537.1 146.8 20.6 

군포시 208.0 69.8 10.0 

부천시 226.5 185.1 22.7 

시흥시 248.4 68.4 12.4 

안양시 5,564.5 9,826.3 561.2 

의왕시 366.1 109.0 16.3 

<표 계속> 소유역별 배출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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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for Applications of the Total Maximum Daily 

Load System in Han River

Yong-Mo Cho ․ Mi-A Nam

A new system of water quality management policy such as the Total 

Maximum Daily Load(TMDL) is needed as the previous concentration 

orientated management policy reaches the limit in Han River including 

Paldang water supply resource. The establishment of policy directions for 

Seoul city council and reformation of the TMDL in preparation for 

compulsory applications in Han River a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1. Characteristics analysis in Han River

The discharged pollutant load in Seoul and Gyeonggi-do has the following 

figures：44,314.65㎏/day and 22,116.28㎏/day respectively. It appears that  

discharged pollutant load in Seoul is almost twice as much as Gyeonggi-do 

produces. Water quality at Jamsil water supply resource showed some 

improvements in the early 2000s but in recent years it began to show the 

deterioration again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of the change in water 

quality. Water quality at Noryangjin measuring Center had been deteriorating 

in 1990 and afterwards, but since 2000 it has shown a positive tendency. For 

example, due to reduced amount of pollutants in inflow water from Anyang 

stream and after year 2000, BOD 3.1㎎/L on average is maintained in Gayang. 

The lower parts of Jungrang, Anyang, Tan and Wangsuk stream except for 

Hongjae stream exceed BOD of 3㎎/L by far. On the basis of effluent 

discharge from Paldang Dam, the minimum flow is 211.7㎥/sec, the low flow 

is 392.36㎥/sec, and the normal water discharge is 573.72㎥/sec in the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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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am of Han River. The minimum and low flow of Joongrang stream is 

analyzed to have 1.146CMS(㎥/sec) and 1.712CMS, respectively, 0.80CMS 

and 1.76CMS in Tan stream, 0.76CMS, 1.68CMS in An-Yang stream.

2. Applications,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TMDL 

The TMDL started as a voluntary system when newly introduced TMDL 

had failed to be compulsory due to the opposition of local communities about 

regulations of the previous point source pollution in Han River. In December 

1999 the TMDL service was commenced and in 2005 the performance 

evaluation service was progressed at Gwangju city in Gyeonggi-do. On the 

24th of November 2008 seven cities districts, Gwangju, Icheon, Yeoju, 

Yongin, Namyangju, Gapyeong, and Yangpyung in Gyeonggi-do have come to 

an agreement in shifting to the compulsory TMDL. The TMDL in Han River 

has the following problems：①The limitation of policy implementation from 

temporary applications, ②The uncertainty in establishing a target of water 

quality, ③The estimation of total allowable maximum load and loading quota, 

④Difficulties in finding resources and a drop of credibility, ⑤The insufficient 

link with other plans, ⑥The consistent application of safety factor, ⑦The 

complexity and obscurity for the effective operation

3. The policy proposal

1) The framework reconstruction of water quality in Han River

Unlike the large investments, maintaining high water quality at Paldang 

water supply source in Han River is quite difficult. Therefore, a sustainable 

water quality management system, securing the optimum raw water quality for 

drinking water along with the water quality management in Han River as well 

as the rational use of the land, is required.

2) Basic directions of the TMDL

Firstly, the consensus between local autonomous entity and local 



문요약  143

community should be made for the effective applications of TMDL on the 

entire Han River watershed. Secondly, in regard to the natural conservation 

zone, a step by step plan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alleviate the urban 

development restriction. Thirdly, the procedure of TMDL should be simplified. 

Fourthly, the connection system of the territorial management that includes 

TMDL and city planning should be strengthened. Fifthly, the technical and 

procedural guidance of TMDL is needed.

In order to achieve political and systematical improvement of the TMDL, 

reformation of the law that can manage not only the water quality of water 

supply resource but water quality management of close-to-nature river should 

be done.

3) Improvement plans for specifics of the TMDL

For improvement of the TMDL, the following plans are suggested：

①Compulsory applications of the TMDL is implemented through the 

collection of sufficient local development pollutant loads in the case of Han 

River. ②The target water quality should be set up after measuring several 

factors from the Water Quality Expert Committee, considering the equity 

between regions. ③The extended deadline of the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plan is secured. ④In order to reduce the error from applications 

of water quality models, the target of water quality and the standard 

discharged pollutant load should be decided by using the final outcomes from 

the modeling and having it reviewed by the expert committee.

4)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the city of Seoul based on the TMDL

The increment of target area to the entire watershed of Han River is the 

basic direction of the city council towards the TMDL and it has the following 

strategies：

Firstly, the utilization of small watershed management systems by setting 

up a target of water quality for each small watershed, and the establishment of 

a particular target of water quality is needed for specific points. Secondl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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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DL for managing Jam-Sil water supply source is needed to be carried out. 

Thirdly, overpopulated constraint districts or development management district 

should be allowed to have industrial complex on the foundation of applications 

of the TMDL. Fourthly, plans to secure the discharged pollutant load are 

needed when point sources are moved in Han River. Fifthly, the collaborative 

research system between Gyeonggi-do and Seoul is needed. Sixthly, the 

additional selection of the small watershed TMDL monitoring point in Seoul 

Han River is needed. Lastly, application of the TMDL based on the droughty 

season along with setting up a seasonal target water quality that correspond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Seoul Han River region is needed.



문요약  145

Table of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Purpose

2. Contents and Method

Chapter 2 Characteristics analysis in Han River

1. The present condition in Han River

2. Discharged pollutant Load

3. Analysis of water quality

4. Analysis of the flow

Chapter 3 Cases studies

1. Domestic Cases

2. Foreign Cases

Chapter 4 An issue and promotion of TMDL

1. Scheme of the TMDL

2. Problems of the TMDL

3. Analysis on the application and present condition of the TMDL

Chapter 5 Improvement Methods of TMDL in Han River

1. The framework reconstruction of water quality in Han River

2. Basic directions of the TMDL

3. Improvement plans for specifics of the TMDL

4.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the city of Seoul based on the TMDL

Chapter 6 Summary and policy recommendation

References

Appendices



시정연 2008-PR-40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 리제도 용방안 연구

발 행 인 정 문 건

발 행 일 2008년 11월 30일

발 행 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시 서 구 서 동 391번지

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값 5,000원     ISBN 978-89-8052-629-1 93530

본 출 물의 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수행도

	제2장 한강수계의 특성분석
	제1절 한강수계 일반현황
	제2절 배출오염부하량 산정
	제3절 수질변화 분석
	제4절 서울시 관내 주요하천 유황분석

	제3장 국내·외 사례분석
	제1절 국내사례
	제2절 국외사례

	제4장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추진과 쟁점분석
	제1절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개요
	제2절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쟁점분석
	제3절 한강서울 소유역의 오염총량관리제 여건분석

	제5장 한강수계 총량관리제의 개선방안
	제1절 한강수계 수질관리의 기본틀 재정립
	제2절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기본방향
	제3절 총량관리제도의 법·제도의 개선안
	제4절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세부사항 개선 방안
	제5절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른 서울시의 전략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제2절 정책건의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FEFF005500730065002000740068006500730065002000730065007400740069006e0067007300200074006f002000630072006500610074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77006900740068002000680069006700680065007200200069006d006100670065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66006f007200200069006d00700072006f0076006500640020007000720069006e00740069006e0067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79002e002000540068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630061006e0020006200650020006f00700065006e006500640020007700690074006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1006e006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1006e00640020006c0061007400650072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1200 12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