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하수처리기술의 발달로 인한 점오염원 유출 저감과는 

반대로 개발 및 도시화로 인하여 비점오염원의 유출은 점차

로 증가하고 있으며, 하천의 수질에 비점오염원이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ASCE, 1998). 고밀도로 개발된 도시

지역의 경우 인간활동과 차량의 이동이 많아 비점오염원의 

발생량이 많으며, 강우시 불투수지역에서 고밀도의 오염수

가 유출되고 있다(Choi and Shin, 1997; Zoppou, 2001; Kim 

et al., 2004; Elliott and Trowsdale, 2007; Göbel et al., 2007). 

특히, 도시지역의 도로유출수에는 BOD, TN, TP, SS 뿐만 

아니라, 차량에서 발생하는 화석연료 부산물 및 중금속 등 

독성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Hoffman et al., 1984; Pitt et al., 1995; Sansalone et al., 1998; 

Drapper et al., 2000; Furumai et al., 2002).

도시지역 강우 유출수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비점오염원 관련 연구의 초기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수행된 분야중의 하나이다. 강우 유출수를 샘플링하고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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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ad runoff, a representative non-point source pollution, is known to seriously deteriorate the river water quality. In order to prevent 

river contamination due to road runoff, road runoff is infiltrated into the soil along the river. However, road runoff containing high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and total petroleum hydrocarbons (TPH) can cause soil pollution. In this study, soil samples were collected 

at the point where road runoff flows, and the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such as cadmium, lead, and zinc, and TPH in them

were compared with that in uncontaminated soil. Consequently, the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in the soil into which the road runoff

flows was up to 21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nearby uncontaminated soil. In conclusion, the discharge of road runoff into the

soil seriously pollutes the soil. Therefore, direct discharge of road runoff to soil should be prevented to prevent soil pollution.

Key words : Road Runoff, Soil Pollution, Non-point Sources Pollution

요 지

대표적인 비점오염원인 도로유출수는 하천 수질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수질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도로유출수를 토양에 침투시키는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고농도의 중금속과 석유계총탄화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도로유출수는 토양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유출수가 유입되는 지점의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인근의

오염되지 않은 토양과 카드뮴, 납, 아연 등 중금속과 석유계총탄화수소 농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도로유출수가 유입되는 

토양의 중금속 농도가 인근의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 비해 최대 21배 높게 나타났으며,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도로유출수의 토양방류가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도로유출수의

직접적인 토양방류를 막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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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하여 수질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1990년대에 

Characklis and Wiesner (1997), Deletic et al. (1997), Barrett 

et al. (1998), Wu et al. (1998), Legret and Pagotto (1999) 

등이 고속도로 및 포장지역에서의 우수 유출수의 성상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선행무강우일수, 강우량 등 강우조건과 

유역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2000년

대 들어서는 우수 유출수의 성상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Kayhanian et al. (2003), Shinya 

et al. (2003), Soller et al. (2005) 등은 일평균 자동차 운행횟수, 

유출수에 포함되어 있는 입자의 크기분포 등이 우수 유출수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국내의 경우 S.Y. 

Choi et al. (2004), Y.H. Choi et al. (2004), Park et al. (2002), 

Kim and Kang (2004), Park et al. (2004)이 도시유역의 포장지

역에서의 우수 유출수의 특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강우시 도로에서 유출되는 초기우수는 하천의 수질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기 때문에, 초기우수가 직접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이 

개발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도로 유출수 중 고농도 오염물질

을 포함하고 있는 초기우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설치되는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은 침투통, 침투트랜치 등 대부분 우수를 토양에 침투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침투방식의 비점오염원 처리

시설은 토양 입자의 여과작용으로 인하여 수질 개선 효과가 

탁월하고 무동력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가 쉬운 

장점이 있다. 다만, 여과되어 토양에 포집된 오염물의 경우 

BOD, TN, TP, SS 등은 자연 정화가 가능하지만, 화석연료 

부산물 및 중금속 등 독성물질은 자연 분해되지 않고 토양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로유

출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토양을 대상으로 인근 토양 

대비 중금속 및 석유계총탄화수소로 인한 오염정도를 분석

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시지역 도로에서의 우수유출수로 

인한 토양오염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대상지역 선정

풍영정천은 지방하천으로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산정리

에서 발원하여 장성군 남면과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지나 

영산강에 합류한다. 광주광역시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하남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하류로는 2000년대 초반 

수완지구가 개발되면서 고층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심하천이다. 주택 및 상업지구가 시작되는 

골옷교부터 영산강 합류지점인 운남대교까지 도보로 이동하

며, 9개 교량에 대하여 교량 우수유출수가 하천변 토양으로 

유입되는 하천을 선정하였다. 도보교는 규모가 작고, 우수유

출수의 오염도가 낮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Fig. 1에 

풍영정천의 위치와 검토 대상 교량의 위치를 나타내었다.

성덕교와 장자교는 교량에서의 우수유출수가 배수구를 

통해 차집되어 교량 하부로 배출되었으나, 토양을 거치지 

않고 우수관을 통해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하남대교, 

풍영정천 1교, 풍영정천 2교는 상부에서 발생하는 우수유출

수를 차집하여 교량 하부의 토양에 방류하고 있다. Fig. 

2를 보면 방류구 주변의 흙이 시커멓게 변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 Current Status of Bridges at Pungyeongjeong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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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상 교량 현황 및 교통량

현지 답사를 통하여 교통량이 충분히 많고, 도로에서 배출

된 우수유출수가 하천변의 토양으로 유출되어 오염된 토양

을 채집할 수 있는 하남대교와 풍영정천 1교, 풍영정천 2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 교량의 상세 제원은 Table 

1과 같다.

2.3 오염된 토양시료 채취 및 분석

2.3.1 토양시료 채취 위치

하남대교 좌안과 우안에서 도로 배출수로 인하여 오염된 

지역의 토양과 인근 토양을 채취하였으며, 풍영정천 1교와 

풍영정천 2교에서 오염된 흙을 채취하였다. 토양 시료 채취

를 위해 표면의 잡초 및 유기물 등 이물질 제거한 후, 표토층

(0 cm-15 cm)에서 모종삽을 이용해 시료별 약 0.5 kg의 

토양 시료를 채취하였다. 하남대교에서는 좌안과 우안에서 

오염된 토양시료와 오염되지 않은 시료를 모두 채취하였으

며, 풍영정천 1교와 2교에서는 오염된 시료만을 채취하였다.

1번, 3번 시료는 하남대교 좌안의 교각 옆 우수관 유출구의 

오염된 토양에서 채취하였으며, 2번 시료는 1, 3번 시료의 

바로 옆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 채취하였다. 4번 샘플은 

교대를 타고 흘러내리는 도로유출수가 고여 토양으로 침투

되는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5번 시료는 1, 2번과 

유사하게 하남대교 우안의 교각 옆 우수관 유출구 아래에서 

채취하였으며, 6번 시료는 5번 시료 인근의 오염되지 않은 

토양을 채취하였다. 풍영정천 1교와 2교는 교량 상판에서 

취합한 우수의 배출구가 교대 부분에 있으며, 이를 하천변까

지 별도의 관을 연결하여 하천변의 토양에 우수를 침투시키

고 있다. 7번과 8번 시료는 관 출구의 토양을 채취하였다. 

풍영정천 1교와 2교에서는 별도로 오염되지 않은 토양은 

채취하지 않았다. 토양 시료를 채취한 위치 및 사진은 Fig. 

3과 같다.

(a) The lower part of Seongdeoggyo (b) The lower part of Jangjagyo

(d) Rainwater outlet at Hanam Bridge (d) The lower part of Hanam Bridge

(e) The lower part of Pungyeongjeongcheon 1-gyo (f) The lower part of Pungyeongjeongcheon 2-gyo

Fig. 2. Rainwater Discharge Status at Pungyeongjeong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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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a) Locations of soil sampling (b) Photos of soil sampling

Fig. 3. Location and Photos of Soil Sampling

Bridge name Hanam Bridge Pungyeongjeongcheon 1-gyo Pungyeongjeongcheon 2-gyo

The year of completion 1993 2001 2001

Types of roads Metropolitan government road Metropolitan government road Metropolitan government road

Location
Heukseok-dong, Gwangsan-gu, 

Gwangju

Unnam-dong, Gwangsan-gu, 

Gwangju

Unnam-dong, Gwangsan-gu, 

Gwangju

Length 72.0 m 75.0 m 90.0 m

Bridge width/Effective width 35.0 m/29.0 m 25.0 m/16.0 m 25.0 m/16.0 m

The number of spans 5 3 3

The longest span 15.0 m 30.0 m 35.0 m

Bridge Type RC Slab Bridge PSC Slab Bridge PSC Slab Bridge

Pier Type T-type pier Ramen Type Ramen Type

Passanger Car Unit (PCU)* 20,168 4,000 4,000

* PCU (Passanger Car Unit) : Traffic volume converted into passenger cars.

When comparing passenger cars with large vehicles such as buses and trucks, the area and speed occupying the road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vehicle (take up a lot of road capacity), so the value is calculated by converting it to a car standard.

Table 1. Bridge Specifications



도로유출수로 인한 하천변 토양오염 연구  337

2.3.2 오염도 분석 방법

채취한 시료는 폴리에틸렌 백(지퍼백)에 담아 토양관련전

문기관(토양오염조사)로 지정된 토양오염 측정 전문기관

(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국

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53호. 2018.12.07.)에 의해 시험

을 수행하였다. 토양 시료에서 카드뮴(Cd), 납(Pd), 아연(Zn),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포함정도를 분석하였으며, 시료별 

오염도는 Table 2와 같다.

각 지점별로 오염된 시료와 오염되지 않은 시료의 농도를 

비교하였다. 하남대교 좌안의 도로유출수로 오염된 시료인 

1, 3, 4번 시료는 인근의 오염되지 않은 2번 시료에 비하여 

카드뮴과 납이 2.7~4.1배까지 높게 검출되었으며, 아연의 

경우 8.5~11배까지 높게 나타났다.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경

우 가장 오염이 심한 1번 시료는 1.5배 가량 높게 나왔으나, 

3, 4번 시료는 오염되지 않은 시료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하남대교 우안의 경우도 카드뮴과 납의 농도는 하남대교 

좌안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오염된 시료(#5)가 오염되지 

않은 시료(#6)에 비하여 카드뮴과 납 농도가 2.7~3.6배 높게 

검출되었다. 반면, 아연의 경우는 21.3배, 석유계총탄화수소

는 3.4배 높게 나타나, 좌안에 비하여 우안쪽에서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다.

풍영정천 1, 2교는 오염되지 않은 시료를 분석하지 않아, 

하남대교의 오염되지 않은 샘플(#2, #6)의 평균값과 비교하

였다. 카드뮴, 납은 1.7~4.1배, 아연은 5.7~10.5배로 하남대교

의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석유계총탄화수소는 

4.8~5.6배 높게 나타났다.

각 지점별 오염물의 농도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

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양오염우려기준(Table 3, Fig. 

4)과 비교하였다.

1지역은 주거지역, 학교 등 인간 생활이 직접 이루어지는 

지역과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양어장 등 먹거리와 관련된 

지역이다. 2지역은 임야, 하천, 체육용지, 유원지 등이며, 

본 연구에서 토양표본은 채집한 지역과 일치한다. 3지역은 

공장, 주차장, 주유소 용지 등 오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다.

도로 유출수에 직접 노출되지 않은 2, 6번 시료의 경우 

4가지 항목 모두 1지역의 기준보다 훨씬 오염물의 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된 시료의 경우에도 카드뮴과 

납의 농도는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연의 경우 6개의 오염지역 시료 중 5개(#1, 

#3, #4, #5, #8)에서 2지역의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하남대교 우안(#5)의 경우 아연농도가 2지역 기준의 

2.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경우 

5, 7, 8번 시료에서 2지역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로유출수를 장기간에 걸쳐 토양에 직접 

방류하였을 때 차량에서 기원하는 오염물이 토양에 축적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도로유출수가 배출되는 지점에서 

카드뮴, 납, 아연 등 중금속과 석유계총탄화수소에 의한 

토양 오염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오염되지 않은 인근 

토양에 비하여 카드뮴과 납 농도가 2~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연은 최대 20배 높게 나타났다. 석유계총탄화

수소의 경우 지점에 따라 차이가 컸는데, 최대 5.6배 높게 

나타나는 지점도 있었으며 오염되지 않은 지점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곳도 있었다. 특히 아연의 경우 하천 등 2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

속의 경우 자연적으로 분해 및 제거되지 않아 토양에 축적되

며,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경우 식생 또는 미생물에 의해 일부 

제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 도로유출수를 토양에 직접 방류할 경우 

Sample #1 #2* #3 #4 #5 #6* #7 #8

Cd (mg/kg) 0.80 0.23 0.70 0.63 1.07 0.33 0.47 1.14

Pb (mg/kg) 53.8 13.0 40.4 42.6 66.0 18.2 32.2 43.3

Zn (mg/kg) 897.6 81.6 696.0 706.6 1,385.5 65.1 419.6 770.1

TPH (mg/kg) 280 181 170 199 940 273 1,095 1,279

* : unpolluted soil sample

Table 2. Results of Measuring the Contamination by Sample

Land Use type Cd (mg/kg) Pb (mg/kg) Zn (mg/kg) TPH (mg/kg)

type 1 4 200 300 500

type 2 10 400 600 800

type 3 60 700 2,000 2,000

Table 3. Soil Pollution Concern Criteria by Land Us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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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토양에 축적되며, 토양오염을 야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상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

염원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침투시설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고농도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도로유출수를 별도의 정화장치 없이 토양에 침투시킬 때는 

토양 오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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