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위탁기관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손에 잡히는

Guide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비점오염 해설서





1. 불투수면(주차장, 도로, 지붕, 배수로 등)은 주기적 청소를 시행한다.

2. 지붕 유출수는 옥상녹화, 처리 후 이용 또는 화단에서 침투시킨다.

3. 사업장의 야적장은 지붕을 설치하거나 빗물이 닿지 않도록 관리한다.

4. 화단이나 옥상에 식물재배시 농약이나 퇴비, 비료 사용이 최소화 될수 있는 

종을 식재한다.

5. 조경공간이나 화단 조성시 볼록형이 아닌 불투수면보다 낮게 

오목형으로 조성한다.

1. 가축분뇨를 비가림 없이 수로나 하천변에 야적하지 않는다.

2. 하천 고수부지에 불법경작을 하지 않는다.

3. 중간낙수 후에 논의 배수물꼬를 5㎝만 높여서 비점오염물질 발생을 줄인다.

4. 밭은 나지상태로 두지 말고 볏짚이나 수확 후 잔재물로 

지면을 덮어 비점오염물질 발생을 줄인다.

5. 비료는 시비처방을 받아서 꼭 필요한 양만 사용한다.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도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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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점오염원 특성

(1) 비점오염원이란 무엇일까요?

수질오염원은 도시나 공장에서와 같이 지속적으로 항상 발생하는 

점오염원 (point source pollution)과  주로  비가  올  때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쓸려나오는 오염된 빗물유출수와 같이 수시로 임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 pollution)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즉, 비점오염원이란 “공장, 하수처리장 등과 같이 

일정한 지점으로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점오염원 이외에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도시, 도로, 농지, 산지 등”의 오염물질 발생원을 

가리킨다.

 도움자료

‘비점오염원’은  nonpoint  source 

pollution를 직역한 용어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2013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의 대체

용어를 공모하였으며, “강우유출수오염”,

“불특정오염” ,  “점외 (點外 )오염 )” , 

“다원오염”, “빗물오염”, “우수(雨水)오염”

등의 용어가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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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의 종류를 토지이용 형태별로 구분해 보면 도시지역, 

도로지역, 농업지역, 산림·하천지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도시지역에서는 도시내 건축물, 지표면 및 공업지역 등의 

불투수면 퇴적물, 하수관거월류수(CSOs: Combined Sewer Overflows) 

등이 있다. 도로지역은 자동차 발생가스 등 대기오염 강하물질이 

노면에 축적되는 중금속을 포함한 오염물질, 공사시 발생하는 토사 등이 

있다. 농업지역은 농지에 살포된 농약, 비료, 퇴·액비, 축사 및 주변의 

가축분뇨, 고랭지 토양침식 및 객토된 토사 등의 유출로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산림·하천지역은 임도, 절·성토 사면, 산불 및 벌목·간벌에 

따른 토사와 잔재물 등 유출, 하천변 영농행위, 골재 채취, 호안정비, 

하천 둔치부 주차장 등 조성, 상류지역의 개발 등에 의한 유출로 

기인한다. 

오염원 그룹별 비점오염 분류

오염원 주요 비점오염 발생원

도시지역
- 주거지, 상업지역 등에 축적된 오염물질의 강우시 유출
- 도로 및 주차장에서 차량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물질 유출

농업지역
- 농지에 살포된 비료, 퇴비, 농약 등의 강우시 유출
- 농작물 생장 및 추수기 부적절한 농지 관리로 유출

축산지역
- 농지에 살포된 후 주로 강우에 의해 발생
- 축사, 퇴비저장지에 강우 등에 의한 발생

산업지역
- 공업지역에서 생산, 운반 등 과정에서 발생 퇴적된 각종 
오염물질 발생

- 산업지역 원료 및 폐기물, 중간제품 보관시 유출

기타
- 비위생매립지로부터 발생되는 매립계 발생
- 산불, 간벌 등으로 산지에서 유출
- 양식장 등에서 사료 및 배설물 등 유출

(2) 비점오염물질은 어디에서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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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물질은 대지·도로·농지·공사장·임야 등의 비점오염원에서 

고농도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출되어, 하천수질 및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다. 주요 비점오염물질로는 토사, 영양물질, 유기물질,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중금속, 농약, 유류, 각종 협잡물 등이 있다. 

비점오염원은  토지표면에  축적된  오염물 ,  토양의  침식 ,  대기  중 

오염물질, 부유물질, 용존성 오염물질 등이 강우에 의해 유출되어 

수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토사는 대표적인 비점오염물질로 수생생물의 광합성, 호흡, 성장, 

생식에 장애를 일으켜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름과 그리스는 적은 

양으로도 수생생물에 치명적일 수 있다. 또한, 하천으로 유입되는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도 상당부분 비점오염원에서 발생된다. 제초제, 

살충제 ,  항곰팡이제와  같은  농약은  플랑크톤과  같은  수생생물에 

축적되고, 먹이사슬을 통한 생물농축으로 어류와 조류 등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비점오염물질 종류 및 영향은 어떤가요?

 도움자료

일반적으로 비점오염물질은 녹조현상 

심화 ,  물고기  집단폐사 ,  저서생물 

서식지  파괴  등  생태계에  직접적 

악영향을 끼칠뿐만 아니라, 토사 등에 

의한 정수지 막힘 등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정수처리 공정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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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동안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건설되면서 

점오염원의 관리가 강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수계로 배출되는 총 

오염부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토지이용 고도화에 따른 

불투수면 확대 등으로 비점오염 부하율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앞으로는 점오염원 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 관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공공수역 목표수질 달성을 할 수가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강도 증가 등으로 지표면에 축적된 

고농도의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정체 수역 증가에 대응한 수질관리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들의 친수에 대한 욕구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비점오염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4) 비점오염원은 왜 관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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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오염원은  발생지점이  분명하고  관거를  통해  처리장으로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반면 ,  비점오염원은  발생지점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발생과정에서 희석·확산되면서 넓은 지역으로 발생된다. 특히 

비점오염원은 강우 등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발생량을 예측하고 오염물질의 차집 및 처리 효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비교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발생원 공장, 가정하수, 분뇨처리장 등 대지, 도로, 논, 밭, 임야, 대기 
중의 오염물질 등

특징

- 인위적
- 발생지점이 특정·명확
- 관거를 통해 한 지점으로 발생
- 자연적 요인에 영향을 적게 
받아 연중 발생량 일정함

- 차집이 용이하고 처리효율이 
높음

- 인위적 및 자연적
- 발생지점이 불특정·불명확
- 희석, 확산되면서 넓게 발생
- 강우 등 자연적 요인에 따라 
변화가 심하여 예측이 곤란함

- 차집이 어렵고, 처리효율이 
일정치 않음

(5) 비점오염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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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의  특성상  오염원인이  매우  많으며 ,  소량의  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 축적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특정 원인만을 

지목하기 어렵다. 사업장이나 도로, 농지 및 도시 불투수면* 등을 

모두 비점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하기가  힘들다 .  또한  비점오염은  특정물질을  다루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생활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비점오염물질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나 수질을 오염시키고, 

수생태계 및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 이러한 

비점오염의 특성을 고려했을때 비점오염원 관리는 특정시설에 대한 

책임만 고려하기 보다는 오염물질과 그에 따른 관리 및 이용과정까지 

전 과정에서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비점오염원 

오염방지나 정화책임은 일반인을 포함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가져야 

한다. 그러나 강제적인 책임 부여 보다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스스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비점오염원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불투수면 : 토양면이 포장이나 건물

등으로 뒤덮여서 빗물이 침투할 수 없는 

지역

 도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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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대권역별로 보면 비점 배출부하량은 

한강유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0년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은 하루 BOD 1,640톤, 

TP97.8톤이며, 그 중 비점오염원은 BOD 1,119톤, TP 57.6톤이다.

   
<BOD> <TP>

 2010년 대권역별 배출부하량

점배출부하량은 하수처리장 방류구와 같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오염물질 양을 의미하나, 비점배출부하량은 비점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양을  의미하고 있어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은  유출율과 

하천으로의 유달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점과 비점의 

배출부하량은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어 비점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량의 비율로 적용해서는 안된다.

(1) 비점오염물질이 얼마나 발생하나요?

2. 비점오염물질 발생과 예측

 도움자료

영산강·섬진강금강낙동강한강

점

1,200

800

400

0

(톤/일) (톤/일)
60

40

20

0
점비점 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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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및 비점오염을 합한 총 배출부하량 중에서 향후에도 점오염 

부하량은 계속 감소하고, 비점오염 부하량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비점오염 부하량이 많은 대지, 도로 등 도시지역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0년에는 우리나라의 비점배출 부하량은 

BOD 1,152톤, TP 58.3톤으로 예측된다.

배출부하량 전망(단위 : 톤/일)

BOD T-P

점 비점 합계 점 비점 합계

2015 482.5 1,135.5 1,618.0 33.5 57.9 91.4

2020 444.7 1,151.6 1,596.3 26.7 58.3 85.0

<BOD> <TP>

오염원 중 주요 비점오염원에 해당하는 

대지와  도로  등  도시용지  증가로  

비점오염물질 발생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도시용지는  대부분 

불투수면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기후변

화의 영향으로 강우의 강도가 증가하는 

등 강우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비점오염

물질의 유출 또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도움자료

(2) 비점오염물질은 앞으로 얼마나 발생할까요?

2010

1,800

1,200

600

0

(톤/일)

2015 2020

비점 비점점 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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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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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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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1) 비점오염원이란 무엇일까요?

1. 비점오염원 특성

1제 장

4대강 사업이후 하천 환경변화에 따른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고 ,  이를  위해  안정적  수질관리 , 

조류발생 예방 등을 위한 비점오염원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도시화에 따라 대지, 도로 등의 불투수율 증가 등으로 자연토양을 

포함하는 녹지에서는 강우의 15%만이 유출되는 반면 불투수층이 많은 

도시에서는 55~70%가 유출되어 이때, 지표면에 축적된 비점오염물질이 

일시에 발생됨으로써 물고기 폐사사건 등 수질오염문제를 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물순환 구조 악화는 토양침투량 감소, 침수 발생빈도 증가, 

갈수기 하천 건천화 심화 등으로 유역의 건강성에 장해를 초래한다.

<국토해양부 지적통계연보>

주요 지목별 증가추이

 도움자료

최근 오염원 관리 패러다임도 과거의 

시설중심의 점과 선 관리에서 수생태계 

건강성 제고를 위한 유역 통합  환경관리

로  변화되고  있다 .  이에  부응하여 

비 점 오 염 물 질 을  차 집 · 처 리 하 는 

사후처리적 형태에서 침투량 증대 등 

사전예방적 관리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비점오염원 관리도 빗물 유출 

저감, 침투기능 및 자정능력 확대를 

위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 확대를 

통한  실질적  유출량  저감과  동시에 

홍보·교육 등을 통한 지역적 단위의 

주민참여 확대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3. 비점오염원 관리 여건과 실태

1980

250

200

150

100

50

(%)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전
대지
도로

(1) 비점오염원 관리여건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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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점오염원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는  2004년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04~’20)’을 수립하여 다양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초기에는 국가가 

주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되, 이후에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비점오염물질  발생원에  대해  관리의무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04.3) 개요

구  분
제1차 기간 제2차 기간

1단계(’04～’05) 2단계(’06～’11) 3단계(’12～’20)

제  도
기본제도 마련
(국가 ·지자체 
관리책무 등)

주요 오염원 
관리의무 부여

관리의무 강화
지속 추진

관리사업 시범사업(국가) 4대강유역 최적관리 
사업(국가·지자체)

본격사업 추진
(지자체 중심, 국가지원)

조사연구
원인규명, 처리기법

개발 중심
모니터링 기법 및 
설치기준 정립

비용 효율성을 고려한 
최적관리기술 개발 ·보완

제도 및 관리사업 추진 계획

(2)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국가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기본제도 마련

(국가·지자체
관리책무 등)

시범사업

(국가)

4대강 유역 
최적관리 사업 
(국가·지자체)

본격사업 추진
(지자체 중심, 

국가지원)

주요 오염원

관리의무 부여

관리의무 강화

지속 추진

1단계(’04~’05) 2단계(’06~’11) 3단계(’12~’20)

 도움자료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의 전반기인 

1단계(’04~’05)에는 국가(중앙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후반기인 2단계

(’06~’11)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동

으로  비점오염원의  최적관리사업을 

추진하며, 그 이후 3단계(’12~’20)부터는 

지 자 체 가  중 심 이  되 어  본 격 적 인 

비점오염원  관리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제 안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에 

수립한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12~’20)”에서는 ‘유출량 저감’, ‘통합적 

관리’, ‘사전예방적 관리’ 등 유역차원 

에서 발생원 단계에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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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각 부처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환경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부처에서는 부처의 주요 관련 

업무와 연계된 비점오염원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대책이 

수립된 2004년부터 2011년 까지  추진된 주요 비점오염원관리 정책은 

다음과 같다.  

 부처별 비점오염원관리 정책 주요 추진 현황

구  분 주요 추진업무

환 경 부

- 사업장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관리의무 부여 등 제도마련
- 지자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
- 하수저류시설, 완충저류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설치지원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계·설치, 유지관리 기준 등 마련
- 비점오염저감, 기술개발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개발 등
- 오염원자료 및 원단위, 총량제 관련 업무 전반 

농림
축산식품부

- 밭 기반 정비사업 지원, 퇴액비 등 가축분뇨처리 지원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 농업비점오염저감관련 연구개발 등

산업통상
자원부

- 폐광산 관리(폐석처리, 토양개량 복원) 등

국토해양부

-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
- 도로비점오염관리(친환경적 도로 설계 지침 등)
- 댐내 흙탕물 관리 등

소방방재청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운영(자연재해대책법) 등

농촌진흥청 - 농업비점오염저감관련 R&D 등

산 림 청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고랭지경작지 매수 및 산림복원
- 임도관리, 객토제한
- 산불피해지역 관리, 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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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법률은 어떤 것이      
있나요?

비점오염원 및 빗물 관련 법률은 ’91년 「수질환경보전법」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 등을 통하여 변화해 왔다. 비점오염원 및 빗물 관련 

법률을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법률과 상·하수도 및 빗물 관련 법률로 

나누어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법률은 ’91년「수질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고, ’96년에 공공수역에 

대한 토사유출행위를 금지하는 항목이 도입되었고, 이는 비점오염원의 

유출에 대한 첫 행위금지 항목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06년 

개정된 법률에서는 수질오염의 원인을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하고, 비점오염원에 대한 법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하였다. 수질보전계획수립 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현재 시행중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제도 또한 이 때 도입되었다. ’07년에는 법률명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수질을 고려함에 있어 수생태계 개념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최근 ’13년에는 상수원 보호 구역 등에 대하여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도움자료

2000년대에 접어들어 한강과 ’02년에는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금강 등 3대강 

수 계 에  대 한  특 별 법 이  제 정 되 어 

4대강 수계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었다. 총량관리제에서는 점오염

원과  함께  비점오염원의  발생량을 

관리하도록 하여, 비점오염원의 양적 

관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2013년 6월 부터는 한강유역도 단계적

으로 총량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도록 

제도개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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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제정 및 변화와 함께, 비점오염원의 관리제도도 함께 도입, 

변화되어 왔다. 또한 관련법 및 정책에 따라 정부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주요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러한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및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점오염원  관리사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흙탕물 

저감사업’이  2 0 0 1년  처음  마련되었고 ,  이후  2 0 0 4년  제1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시범설치 

및 모니터링 사업 또한 추진되어 본격적인 관리사업이 시작되었다. 

2006년  4월부터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가  시행되었으며 , 

2007년에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제도가 시행되어 현재 비점오염 

관리제도의 핵심 제도인 두 제도가 이 때 시작되었다. 

같은 해 주요 비점오염원 유출 장기모니터링 연구 수행,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대상확대 등 각종 연구 및 제도가 시행되었고 2008년에는 

지자체 비점오염저감사업 국고지원이 시작되어 정부 시범사업이 아닌 

지자체 시행 사업에 대해서도 국고가 지원되었다. 이처럼 2003년 

제1차 종합대책 이후 2007~2008년 사이 각종 제도 및 사업이 시행되어 

비점오염 관리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 후  2 0 0 9 년 에 는  하 수 도 정 비 계 획  수 립 지 침 이  개 정 되 어 

하수처리시설의  초기  우수저류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 

2010년에는  도로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2011년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내 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  앞서  시행된  제도  및  사업을  바탕으로 

2012년에는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5)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추진한 주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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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점오염원 관리 세부 대책

비점오염원관리 정책은 2012년 5월 발표된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현재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다.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은  물순환  구조를  개선하여  강우유출량을  저감하고 , 

유역통합관리를 통하여 비점오염발생을 최소화 하며, 국민참여 및 

생활실천형 비점오염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적략으로는 첫째, 농도 저감 위주에서 유출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둘째, 사후처리 위주에서 사전예방적 관리를 먼저 

고려하도록 하며, 셋째, 개별적 관리보다는 통합적 관리 수행, 넷째, 

국민과 기업, 정부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것 등이 있다.

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은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으로 구분하여 

추진되며, 2012년~2015년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대책은 4대강 유역의 

비점오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T-N, T-P 등 영양염류 및 BOD의 

집중적 관리와 조류예방을 추진한다. 2016년~2020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대책은 이러한 정책을 전체 유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먼저 비점오염원 

저감뿐 아니라 물순환 구조 개선과 침수 예방, 경관 개선 등의 통합적인 

효과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또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  신규  사업과  기존  지역  및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차등화하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선도적인 정책 추진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1) 제2차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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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종합대책에서는 환경부와 농림부,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친환경 영농 보조 등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비점저감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중점  추진내용으로  하였다 .  구체적  제도개선  및 

사업으로는 상수원관리지역 비점오염관리계약제 도입,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농촌지역 맞춤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이 있다.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중 토지계 관련 주요 내용

부문 관계부처별 주요 제도개선 및 사업내용 별 관계부처

농업

상수원관리지역 비점오염관리계약제 도입 - 환경부
녹비작물 재배 종자대 지원 지속 추진 - 농림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 농림부
고랭지 경작지 흙탕물저감사업 지속 실시 - 환경부
토양유실 저감형 밭기반 정비사업 - 농림부
농촌지역 맞춤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확대 - 환경부
농경지 토양유실 및 토양양분 유출 연구 - 농촌진흥청
고랭지 및 경사지 밭의 비점오염관리 연구 - 농촌진흥청

도로
포장도로 청소 등 도로 비점오염원관리 강화 - 환경부
비점저감형 도로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제·개정 - 환경부/국토부
토사유출 예방을 위한 임도관리 강화 - 산림청

도시

저영향 개발(LID) 기법 적용 확대 - 환경부/국토부
비점오염저감형 그린빗물인프라 구축 - 환경부/국토부/지자체
빗물오염요금 도입 추진 - 환경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개선 - 환경부
유역투수능력 제고를 위한 투수면적율 도입 - 환경부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2,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2) 토지계 관련 분야 주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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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부문은  ’0 4년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을  마련 , 

운영하였으나 구체적인 설치지침은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부, 산림청을 중심으로 도로 청소와 비점저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을 제정하는 것을  제2차 종합대책의 주요 

추진과제로  하고  있으며 ,  구체적으로는  포장도로  청소  등  도로 

비점오염원관리 강화, 비점저감형 도로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제·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도로구간 적용 가능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모델 개발 및 설치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와  관리지역  지정제도는  비교적  잘 

정착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2차 

종합대책에서는 이들 제도를 더욱 사전예방적 대책이 도입되도록 

추진토록  하였다 .  환경부와  국토부 ,  지자체를  중심으로  L ID와 

그린인프라 도입 및 초기우수의 처리 강화를 중심으로 여러 제도개선 

및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하였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비점오염저감형 그린빗물인프라 구축 및 빗물오염요금 도입 추진, 

투수면적율 도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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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재정 투입은 어떻게   
되나요?

비점오염원 관련 사업은 크게 국고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수계관리기금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국고사업에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과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등이 있다. 

비점오염원 저감 국고보조사업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의 2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과  ‘고랭경작지  흙탕물  저감사업’ ,  기타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초지 및 습지 등의 조성사업’으로 구분된다. 또한 

「하수도법」제2조의3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 (하수관거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또한 지자체 특성에 따라 30~70%까지 국고가 

지원되고 있으며, 2010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특히 2012년과 2013년에 

지원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6년 준공시 까지 총 3,8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비점오염원 저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비중은 2011년도 50%에서 2012년부터는 최고 7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지원액 또한 2013년에는 약 515억 원이 지원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움자료

4대강 수질개선 및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설치된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비점오염 

저감관련  사업으로  토지매수사업 , 

수변녹지조성사업 등이 있다. 

지금까지  비점오염  저감에  투입된 

예산은 ‘토지 등의 매수’사업이 1조 

4 ,662억  원 ,  ‘수변녹지조성사업이 

1,195억원 등으로, 점오염원과 관련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에 

3조 5,674억 원이 투입되는 등 전체 

수계관리기금의 약 절반에 해당되는 

예산이  점오염원  저감에  투입되고 

있 으 며  비 점 오 염 원  관 리  사 업 에 

투자되는 예산은 기금지원 총액의 2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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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점오염저감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도시 부문에서는 사업수익성 확보가 중요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비점오염관리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가 부재하였다. 또한 개발사업 

추진 시 LID 기법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였으며, 개발사업 및 

사업장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 설치여부를 조사한 결과 유지관리가 

어려운 구조로 설치되거나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모니터링이 

실시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 및 

관리에 관련된 법규·지침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설계, 시공 기술지침 및 적용확대를 위한 제도와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최근의 비점오염원 관리정책이 발생원 단계에서의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  관리의무를  제도화한다거나  적극적인  관리를 

유도하는  유인책을  제공하는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빗물의 자연적인 침투를 늘려 표면으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의 양을 줄여 물순환을 회복하고 비점오염원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또는 

그린빗물인프라(Green Stormwater Infrastructure, GSI)의 도입·적용을 

장려하기 위해 설계 지침, 기술 매뉴얼 등을 마련하였고 앞으로는 

이들의 적극 집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LID나 GSI는 신규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주로 고려되며, 

이미  비점오염물질이  포함된  다량의  강우유출수를  발생시키는 

기존의 토지이용·관리 행위를 변화시키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점오염원 발생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비점오염원에 대한 토지 이용자의 

인식이 부족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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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국고가 지원된 ‘흙탕물 저감사업’에 대한 현지조사에서는 

영농장비의 이동, 객토, 밭두렁 태우기 등 토지이용주체의 부주의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훼손되거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도시지역은 

빗물요금제 등 도입과 기타지역은 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도움자료

비점오염원  관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 및 이용자가 

비점오염원  발생을  줄이도록  하는 

교육과  동참을  위한  인센티브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점오염물질은 

조건에 따라 오염물질의 발생 및 발생 

특성이 다르고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  비점오염원은  발생원에서 

발생이 안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  이런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의 토지이용자 관리책임 부여를 

인센티브와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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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생활의 편리함을 위하여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며, 세계 

인구의 약 50% 이상이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

- UN(The United Nations)의 인구통계에 따르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도시화(urbanization)는 중·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아시아 지역은 

많은 인구로 인하여 거대도시 위주로 형성되고 있다. 

- 1950년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도시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한 반면 유럽과 

북미에서는 지속적으로 줄어 2050년에는 약 9~10%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된다. 

- 한국의 경우, 1920년대 이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 약 5천만명에 

도달하고 있으며, 도시에 80%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국가별 도시인구 비율의 변화 예측
(UN Economics and Social Affairs, 2011)

(1) 도시 비점오염원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1. 주민참여 도시비점오염원 관리기법

 도움자료

UN 경제사회복지국에서  2011년에 

발행한 세계 도시화 보고서의 자료이며, 

주기적으로 국가별 및 지역별 인구변화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숫자는  도시에  사는  인구 

비율을 나타낸다.

2014년  7월  말  현재  세계  인구는 

약 7 2 억 이 며 ,  한 국 의  인 구 는  약 

5천백만으로  세계인구의  0 . 7 %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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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별 도시인구 비율 변화

도시는 인간의 생활과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토지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공지역, 산업지역, 공원 등이 있다. 

- 도시적 토지이용은 자동차 사용 증가, 에너지 사용 증가, 수질 및 대기오염, 

물 부족과 도시홍수 유발, 생태계 파괴 등을 야기시킨다. 

- 모든 토지이용은 사람과 자동차의 활동을 위한 공간, 즉 건물, 녹지, 주차장 및 

도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주차장 및 도로는 강우시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불투수율이 매우 높은 토지이용이다.

- 도로와 주차장은 사람과 자동차의 활동으로 인하여 건기시 입자물질, 중금속, 

유기물질, 유해화학물질 등이 축적된다. 

- 도시지역의 대기 및 수질관련 오염물질은 강우시 유출되어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파괴 등을 유발하는 비점오염물질로 작용한다.

- 도시지역의 비점오염원에서 강우시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은 강우유출 

초기에 높은 농도의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초기강우 현상을 나타낸다.

   (이소영 외, 2008)

도시에서 강우시 유출되는 초기강우 현상

 도움자료

대륙별  도시인구  비율  변화는  UN 

경제사회복지국에서 2011년에 발행한 

세계 도시화 보고서의 자료이다.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은 도시, 

농촌, 농경지, 도로 등 다양한 토지이용에 

의하여 강우시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토지이용을 의미한다.  

비점오염물질이란 강우시 비점오염원 

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유기물질, 입 

자상 물질, 유해화학물질 등과 같은 

오염물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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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비점오염원은  토사 ,  금속 ,  영양물질 ,  유기물질  등의 

다양한 비점오염물질을 발생하고 있으며 하천이나 호소의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끼친다. 비점오염물질의 종류와 영향은 다음과 

같다.(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환경부)

- 토사(Sediment)에는 영양물질, 금속, 탄화수소 등을 비롯한 다른 오염물질이 

흡착되어 같이 이동하게 된다. 토사는 강우유출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오염물질로서 수생생물의 광합성, 호흡, 성장, 생식에 장애를 일으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 영양물질(Nutrients)인 질소와 인과 같은 물질은 비료로 사용되는데, 종종 
빗물에 의해 유출되어 조류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하천과 호소의 수질을 
악화시킨다. 

- 박테리아와 바이러스(Bacteria & Viruses)는 동물의 배설물과 하수도에서 
월류된 발생수에서 많이 검출되고 있다. 

- 기름과 그리스(Oil & Grease)는 적은 양으로도 수생 생물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누출이나 차량 전복 등 사고, 차량 세척, 폐기름의 무단 투기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 중금속 (Metals)은  납 ,  아연 ,  카드뮴 ,  구리 ,  니켈  등으로서 ,  도시지역 
강우유출수에서 흔히 검출되는 물질이다. 금속물질은 수생태계에 치명적이며 
생물농축이 일어나고 음용수 오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 유기물질(Organics)은 밭, 논, 산림, 주거지역 등 광범위한 장소에서 유출되며, 
특히 합류식 관거에서는 하수관거 바닥에 침전되어 있던 유기물질이 강우 시 
일시에 발생되기도 한다. 

- 제초제, 살충제, 항곰팡이제와 같은 농약(Pesticides)은 플랑크톤과 같은 
수생생물에 축적되어 먹이사슬을 통해 생물농축을 일으켜 어류와 조류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협잡물(Gross Pollutants)에는 건축공사장 및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잔재물, 부유물 등에는 중금속, 살충제, 박테리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 도시 비점오염물질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

 도움자료

환경부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을  제정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조성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매 뉴 얼 에 는  비 점 오 염 원 의  정 의 , 

비 점 오 염 물 질 의  종 류 와  영 향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와 설계방안 

그 리 고  저 감 시 설 의  유 지 관 리 와 

모니터링 방안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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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지붕은 100% 불투수 공간이기에 강우시 많은 양의 빗물이 

우수관거로 흘러간다. 일반적으로 지붕빗물은 도로 노면유출수보다 

깨끗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지붕의 관리현황과 기후적 원인으로 

인하여 다양한 오염물질이 발생되고 있다. 지붕 빗물 유출수의 특성과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 중국의 산업화로 인한 대기오염과 황사현상으로 인하여 지붕에서 유출되는 

빗물유출수에 중금속, 입자물질 등이 있다.

- 지붕에 위치하는 각종 시설물(냉방장치 등)과 사용되는 페인트 등에 의하여 

중금속, 일반세균, 유기물 등이 강우유출수에 포함되어 발생된다.

- 지붕빗물의 정화와 이용을 위해서는 주기적 지붕청소, 옥상녹화, 유출수의 

지상 유도 후 침투화분 등을 사용한다.

- 옥상녹화시에는 저류된 빗물에 의하여 지붕 콘크리트의 부식 가능성이 

있기에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 옥상녹화시 적용 가능한 식물은 최대한 비점오염물질의 유출을 줄일수 

있도록 비료와 퇴비를 필요로 하지 않은 조경식물을 식재하고 건기시에도 

잘 자랄 수 있는 식종을 선택하여야 한다(비료와 퇴비 및 살충제를 사용하는 

채소재배는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지붕 빗물유출수 관리기법 적용사례

(3) 지붕빗물 유출수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도움자료

사진은 위로부터 프랑스의 파리(Paris), 

한국의 서울, 오스트리아의 소도시, 

미국의  리버사이드(Riverside)시에 

적용된  옥상녹화를  보이고  있다 . 

옥상녹화는 물의 저류를 통해 빗물이용, 

비점오염저감 ,  건물  에너지  절감 , 

탄소저감 등의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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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소와 폐차장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업장의 야적장은 

강우시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는 중요한 비점오염원이다. 특히 산업체 

및 사업체의 야적장은 제품의 원료에서부터 최종단계 폐기물까지 

쌓여있어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유기물질 등이 강우시 유출된다. 현재 

환경부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저감을  위한  시설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치의무가 없기에 비점오염원 관리를 통한 

수질개선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 비점오염원은 다음과 

같은 주민참여형 관리기법을 통하여 비점오염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사업장 및 산업체의 원료와 최종폐기물은 빗물이 닫지 않는 실내에 보관한다. 

- 야적장은 지붕을 덮어 빗물이 직접 야적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야적장 

내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 야적장에 지붕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덮개를 이용하여 빗물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한다.

- 야적장이 너무 커서 지붕과 덮개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수로를 

정비하여 저류지 또는 자연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한다. 

- 사업장의 야적장 및 야외 공간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여 오염물질의 축적을 

최소화하고, 강우시작 전에는 비정기적 청소를 하여 유출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사업체 야적장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의 저류지

(4) 사업체 야적장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도움자료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 

에는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유기물, 

독성물질, 환경호르몬 등이 포함되어 

있기에 수질과 수생태계 및 장기적으로 

생물농축을 통해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주기에 필히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는  미국  및 

유럽 선진국에서는 사업주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내의 많은 사업장이 왼쪽과 같이 관리

되고 있어 강우시 많은 비점오염물질을 

발생하고 있다. 오른쪽 그림은 미국의 

오하이오(Ohio)주의 신시네티(Cincinnati)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깨끗한 비점오염원 

관리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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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의 보도는 다양한 보도블록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도로와 

같이  불투수율이 높아  강우시 많은  양의  강우유출수가 발생되는 

토지이용이다. 

- 서울시의 보도면적은 여의도의 약 2배에 해당하며, 이 중에서 약 72%가 4m 

이상으로 매우 넓다.

- 2010년 기준으로 서울시 보도블록의 약 70%는 소형고압블록으로 강우시 

침투가 되지 않는 불투수면이다.

- 보도로부터 비점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투수블록이나, 

잔디블록 등을 이용하여 강우시 침투와 저류량을 늘려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다(김이형, 2014).

서울시 재질별 보도현황과 보도폭 비율

투수성이 향상된 투수블록 조성 사례

(5) 비점오염물질 유출 저감을 위한 보도와 조경공간
의 조성방안은?

 도움자료

보도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은 

도로에  위치하는  맨홀로  유입된다 . 

이러한  강우유출수를  보도  인근의 

가로수 및 조경공간으로 유도할 시에는 

비점오염물질  제거 ,  강우유출수의 

식물이용, 지하수 확보 등의 다양한 

장점을 확보할 수 있다. 

서울시의 물순환 체계를 위한 심포지엄 

(김이형) 에서 발표된 자료이다.

투수성이 향상된 블록 조성 사례는 독일의 

환경수로라고 일컫는 프라이부르크와 

한국의 제주도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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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성이 향상된 투수블록 조성 사례

도시지역의 조경공간, 즉 화단은 다양한 곳에 조성된다. 주택, 아파트, 

상업, 공공, 학교, 도로 등 모든 도시지역 토지이용에서는 경관과 

녹지공간 및 심미적 공간확보를 위하여 조경공간이 조성된다. 그러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조경공간의 설계 및 관리는 도시지역의 

비점오염물질 유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조경공간으로부터 

비점오염물질 유출을 저감하고 오히려 비점오염저감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성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김이형 외, 2008).

- 도시지역의 시설 및 학교 녹지, 건물(문화재, 공공건물 주위)주변 녹지, 가로수 

공간, 도로 중앙 및 노변분리대 녹지, 광장 등은 도시지역의 포장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중요한 조경공간이다.

- 도지지역의 조경공간을 볼록형이 아닌 오목형으로 바꾸고 도로와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유입시켜 침투 및 저류시킴으로써 비점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 도시지역 조경공간의 식물고사체가 강우시 우수관거로 유출될 시에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유기물로 작용하기에 주기적으로 식생을 관리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오목형 조경공간과 빗물과 연계된 조경

 도움자료

 2011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가로수 

수 량 은  약  2 8 4 , 0 0 0 그 루 이 며 , 

은행나무와  버즘나무 ,  느티나무  및 

벚나무가 약 85% 이상을 차지한다.

서울시에서 가로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송파구와 강남구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동작구이다.

오목형 조경공간과 빗물과 연계된 조경

사례는 미국의 애리조나(Arizona)주의 

주도(capital)인 피닉스(Pheonix)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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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사람과 물건의 운송수단이면서 현대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화적 도구이다. 자동차는 사용하는 연료, 엔진, 각종 부품, 

타이어의 마모 등에 의하여 다양한 비점오염물질을 발생한다. 

-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4년 6월 현재 약 1,900만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94%가 자가용이다.

- 연료 사용으로 인한 각종 배기가스에는 매연, CO, CO2,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황산화물, 유해 화학물질 등이 있다.

- 타이어의 마모시에는 고무입자, 중금속 등이 발생한다.

- 브레이크 패드와 엔진 등의 마모시에는 중금속, 유해 화학물질 등이 발생한다. 

자동차의 운행상태에 따른 배기가스의 변화

구분
일산화탄소
(CO, %)

탄화수소
(HC, ppm)

질산화물
(NOx, ppm)

공회전 4~10 300~2,000 50~1,000
가속(0→40km) 0.7~5 300~600 1,000~4,000

정속(40km) 0.5~4 200~400 1,000~3,000
감속(400→0km) 1.5~4.5 1,000~3,000 5~50

(최의소, 2004)

자동차에서  기인하는  비점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동차 관리가 필요하다.

- 자동차의 급가속은 다양한 배기가스를 유발하며, 급정거는 브레이크 패드 

등으로부터 중금속을 유출하기에 급가속과 급정거는 지양하고 정속운행을 

하도록 한다.

(1) 자동차가 비점오염물질 유출에 기여하나요?

2. 도로 비점오염원 관리기법 

 도움자료

일산화 탄소(CO)는 색과 냄새가 없는 

독성기체로 호흡곤란과 의식상실 등을 

유발시키며, 질산화물(NOx)은 산성비의 

원인이며 호흡기와 피부 점막에 영향을 

준다 .  또한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중금속은  하천  수질악화의  원인이 

되면서 생물농축으로 인하여 장래에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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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소 등에서 타이어 공기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꼭 필요하지 않는 짐은 

싣지 않으며, 불필요한 공회전은 자제한다. 또한 자동차의 엔진과 브레이크 

등으로부터 기름류가 유출가능하기에 정기적인 자동차 점검을 통해 기름 

유출을 확인하여야 한다.

- 자동차 세차는 기름성분, 부유물질,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등을 유출하기에 

법으로 정해진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여야 한다. 

- 토사 등을 운반하는 트럭은 항상 덮개를 이용하여 운행 중 비산먼지의 유출을 

저감하여야 한다. 

- 공사장에서 나오는 각종 자동차는 도로에 나오기 전에 타이어에 붙은 토사를 

제거하도록 한다.

자동차는 다양한 교통목적의 토지이용을 만들어내며, 토지이용별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의 유출량이 다르다. 아래 표는 자동차가 다니는 

교통관련 토지이용에서 강우시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 유출량을 

보여주고 있다.

교통 관련 토지이용에서의 비점오염물질 유출량 (단위: kg/km2/일)

토지이용 TSS COD TN TP Pb Zn

고속도로 43.8 46.8 2.24 0.25 0.02 0.18 

고속도로 요금소 77.6 36.8 4.56 0.60 0.72 0.30 

휴게소 9.8 5.9 0.48 0.07 0.17 0.02 

교량 33.3 29.3 0.64 0.13 0.00 0.02 

일반 국도 21.4 8.0 1.25 0.26 0.08 0.06 

주차장 21.8 12.4 1.59 0.29 0.07 0.12 

평균 60.3 45.0 2.54 0.42 0.35 0.14 

(이소영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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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중금속, 기름류 및 화학물질 등이 

축적되는 공간이다. 또한 거의 100%가 불투수면이기에 강우 발생시 

다량의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 국내의 노외주차장 개소는 약 11,000개소(2012년 기준)이며, 이 중에서 

경기도가 약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과 경남 그리고 서울 순이다. 국내 

노외주차장의 총 면적은 약 22km2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6배에 해당하며, 

경기도가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 국내 자동차 정류장(여객 자동차 터미널, 물류터미널, 공영차고지 등)은 약 

600여개로 전체 면적은 11km2이다.

- 신규로 주차장을 조성할 시에는 강우시 침투를 증가시켜 비점오염물질 유출을 

줄일 수 있도록 투수성 포장(투수블록, 잔디블록, 투수블록 등)으로 조성한다.

- 전면 투수포장으로 못할 시에는 주차공간은 투수성 포장으로 하고 주행공간은 

포장공간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포장공간의 강우유출수를 조경공간으로 

유도하여 자연적 정화기법을 통해 비점오염을 저감할 수 있다. 

다양한 주차장 조성 방법

(2) 주차장 조성과 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움자료

 주차장은 도로와 함께 자동차의 주요 

활동공간으로  자동차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비점오염물질의 유출이 높은 

토 지 이 용 이 다 .  따 라 서  환 경 부 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도  도로와 

주차장을  주요한  오염원으로  보고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위로부터 이탈리아의 베로나

( V e ro n a ) ,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Freiburg), 한국의 광주시의 투수성 

으로 조성된 주차장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주차장 개소소는 국가통계포털(http://

www.kosis.kr/)의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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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는  도시적  토지이용  중에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비점오염물질의 유출이 가장 높은 토지이용이다. 도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내간선도로, 시내 지선도로 

등으로 다양하다. 국내도로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국내 도로 면적은 총 1,620km2이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90배에 

해당한다. 

- 국내 도로 면적은 국토 면적의 약 1.6%에 해당하나, 서울의 도로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13%에 달하고 있다. 

- 국내 도로의 총 길이는 약 104,200km이며, 이는 지구 둘레의 2.6배에 

해당한다.

 

교량의 발생구 및 제설제

도로의 비점오염유출은 포장방법, 자동차의 운행대수, 자동차의 

운행방법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Marla et al., 2012, 2014).

- 도로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은 자동차에 기인하고 있으며, 중금속, 

기름류, 입자물질, 유해화학물질 등이다.

-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가  높은  마찰력으로  인해  아스팔트  포장보다 

비점오염물질 유출이 높다

- 도로별 비점오염물질 유출량은 자동차의 운행대수가 높은 고속도로 > 

시내도로 > 국도 > 지방도 순으로 나타난다.

(3) 도로는 어떻게 조성되고 관리해야 하나요?

 도움자료

 국내  도로  통계는  통계청 (2012년 ) 

통 계 자 료 에 서  기 인 한 다 .  도 로 

비점오염물질  유출특성은  국내외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도출된 

결과이다.

교량은  경기도  팔당호의  북한강을 

횡단하는  사진이며  도로  발생수가 

하천수질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 

겨울철 제설제 살포는 또다른 환경문제를 

유발하는데 그 중에서 염소화합물은 토양 

및 지하수 오염과 더불어 가로수 고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제설제가 

함유된 눈녹은 물도  비점오염물질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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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의 나들목은 자동차의 급정거와 급출발로 인하여 고속도로 주 

노선보다 비점오염물질 유출량이 높다.

- 수도권의 도로는 지방에 비해 많은 차량의 운행으로 비점오염물질의 유출이 

높다.

- 교량은 도로가 하천을 횡단하는 구간으로 비점오염 발생시 하천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도로에서 기인한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수생태법’에서 도로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  수생태법의  제53조  1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신설 

도로사업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 2013년 동법 53조 2항에서는 수질개선과 수생태계의 보전이 요구되는 

지역(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원 근처, 수변구역 등)에 있는 

기존도로에도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또한 도시지역 도로는 도로 강우유출수와 조경공간(가로수, 중앙분리대 녹지, 

노변 녹지 등)가 연계되는 저영향 개발기법(Low Impact Development, LID)의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도로 비점오염저감 저감을 위한 적용사례

 도움자료

저영향  개발기법 ( L I D ) 은  개발과 

환경보전이  상생하는  개발기법을 

의미하며, 환경에 영향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서는 개발과정에 

LID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은 미국의 애로조나, 메일랜드, 

오하이오 등 에서의 도로 비점오염저감 

사례를 보이고 있다. 

비점오염물질이 함유된 도로 강우유출 

수는  도로에서  맨홀로  직유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경공간을  거치면서 

오염물질을 제거한 이후 넘치는 용량을 

맨홀로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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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조성  사업은  자연  표면을  불투수면으로  바꾸면서  다양한 

오염물질을 도로 노면에 누적시킨다. 누적된 오염물질은 강우유출수와 

함께 유출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도로의 

계획 및 설계시 원천적으로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도로계획 및 설계시 원천적 수질오염물질 유출저감을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 하천에서 일정거리 이격해서 도로를 설계하며, 수질과 수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최대한 우회하도록 설계한다. 어쩔수 없이 하천횡단 교량을 

설치시에는 교량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  도로  계획시  부지를  확보하여  녹지도랑을  계획하며 ,  강우유출수가 

우수관거로 유입되기 전에 녹지(도로 가로수, 조경공간 등)를 거치도록 한다.

-  교차로는  로터리  형으로  설계하며 ,  로터리  안에는  녹지를  조성하여 

강우유출수 처리에 활용한다. 

  

 
비점오염 관리가 가능한 인터체인지, 

로터리 조성 사례 및 친환경적 도로 조성 기법

도로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어려울 경우, 도로 청소를 통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도움자료

도로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으로 계획시부터 비점오염물질의 

유출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중에는 토사가 다량 유출 

되기에  토사관리방안도  수립하여야 

한다 .  도로의  운영시에는  지속적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기에  지속적 

청소와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가 

필요하다. 

사진은 호주의 퍼스(Perth)에 조성된 

인터체인지내 인공습지, 영국 스코틀 

랜드(Scoltland)의 교차로에 조성된 

침투도랑 ,  샌프란시스코  고속도로 

침투도랑과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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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에는 침투시설, 식생시설, 저류시설, 인공습지 

등으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분류 및 정의

구분 정의 종류

침투시설 
강우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토양의 
여과ㆍ흡착 작용에 의해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

∙ 침투도랑
∙ 침투저류지
∙ 유공포장

식생시설

토양의 여과·흡착 및 식물의 흡착작용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줄임과 동시에, 동·식물 
서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녹지경관 조성이 
가능한 시설

∙ 식생수로
∙ 식생여과대 
∙ 식생체류지
∙ 나무여과상자
∙ 식물재배화분 

저류시설
강우유출수를 저류하여 침전 등에 의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

∙ 저류지
∙ 지하저류조

인공습지
강우유출수를 저류하여 식물, 미생물, 
여과재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시설

∙  지표면흐름습지
∙  지하흐름습지

장
치
형
시
설

여과형
시설

강우유출수를 집수정 등에서 차집한 후 
모래, 토양, 기타여재 등의 여과재를 통해 
여과하는 형태의 시설

-

와류형 시설
중앙회전로의 움직임으로 와류를 
형성시켜 오염물질을 부상 및 침전으로 
분리시키는 시설

-

스크린형 
시설 

망의 여과·분리 작용으로 비교적 큰 
부유물이나 쓰레기 등을 제거하는 
시설로서 주로 전처리에 사용

-

응집침전  
처리형  시설

약품을 통한 응집과 침전을 통해 
비점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시설

-

(1) 비점오염 저감시설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3. 도시 비점오염저감기술과 저영향
개발(LID)기술

 도움자료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분류 및 정의는 

환경부(2012)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과  국토 

교통부와 환경부 공동(2014)의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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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 적용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도시지역의 이용 가능한 공간의 유무에 의하며 시설을 선정할 수 있으며, 

소규모에서 대규모까지 다양한 형태로 조성 가능하다.

- 지표면흐름 습지의 경우에는 모기서식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 모든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초기에 입자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이 

들어가는데 침강지 내 체류수는 향후 악취 및 모기서식이 가능하기에 

배제기능을 겸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저감시설에 사용되는 식물은 염해에 내성이 강한 종을 적용한다.

 도움자료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선정할  시에는 

오염물질 저감능력, 경관성, 심미성, 

물순환 기여능력, 유지관리 용이성, 

생태친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특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주택지역, 

도로 ,  주차장 ,  조경공간  등과  같이 

모든 토지이용에 설치되기에 경관성을 

고려한  아름다운  디자인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72장 도시지역 비점오염

침투도랑(Infiltration trench)

침투도랑(Infiltration Trench)은 강우유출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깊이로 굴착한 도랑에 자갈이나 돌을 충전하여 조성한 일종의 

지하 저수조이다. 차집된 강우유출수는 도랑의 바닥을 서서히 통하여 

하부 토양층을 침투해 지하수면에 도달되는 구조이다.

- 미국, 캐나다 및 영국의 도로에 가장 많이 조성되어 있다.

  

미국에 설치된 침투도랑

침투저류지(Infiltration basin)

침투저류지(Infiltration Basin)는 강우유출수를 얕은 수심의 저류지에 

임시 저장한 후 침투를 통해 빗물의 직접유출을 저감하는 동시에 

오염물질이 제거 되도록 하는 시설이다.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공지역, 산업단지 등에 다양하게 적용된다.

 

  

영국과 미국 및 한국에 조성된 침투저류지

(2)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구축된 모습은 어떤가요?

 도움자료

침투도랑 : 오른쪽은 미국 메릴랜드 

대학 캠퍼스에 조성된 침투도랑이며, 

왼쪽은 캘리포니아 도로 비점오염물질 

제거위해 조성된 침투도랑이다.

침투저류지  :  왼쪽은  영국의  스코 

틀랜드의  주거지역에  조성된  침투 

저류지이며, 아래는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Riverside)시의 관공서와 

한국의 용인시에 조성된 저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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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수로(Vegetated swale)

식생수로(Vegetated Swale)는 식생으로 덮인 개수로를 통하여 

강우유출수를 유도하여 식생에 의한 여과와 토양으로의 침투 등을 통해 

강우유출수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시설로, 건식 및 습식 식생수로 등이 

있다.

- 미국과 유럽의 도로 및 주차장에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미국에 조성된 식생수로

식생여과대(Vegetated filter strip)

식생여과대(Vegetated Filter Strip)는 강우유출수를 조밀한 식생으로 

덮인 일정한 경사의 지표면으로 흐르게 하여 식생 및 토양에 의한 여과 

및 침투 작용 등으로 강우유출수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이다.

- 미국과 캐나다의 산업단지, 공공지역 등에 많이 조성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에 식생여과대

 도움자료

식생수로  :  오른쪽은  오스트리아 

Salzburg의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조성된  식생수로이며 ,  왼쪽은  미국 

캘 리 포 니 아  고 속 도 로 에  조 성 된 

식생수로를 보여주고 있다. 

식생여과대 : 왼쪽은 캐나다 퀘벡에 

조성된 식생여과대이며, 오른쪽은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네티 산업단지 도로에 

조성된 식생여과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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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체류지(Bioretention)

식생체류지(Bioretention)는 식물이 식재된 토양층과 모래층 및 

자갈층 등으로 구성되며, 강우유출수가 식재토양층과 하부토양층으로 

침투되는 과정에서 비점오염물질이 저감되는 시설이다.

- 비점오염물질의 발생원에서 제거하는 원천적 비점오염저감시설이며 대표적 

저영향개발기법이다. 

 

한국의 대학캠퍼스와 미국의 주거지역에 조성된 식생체류지

나무여과상자(Tree box filter)

나무여과상자(Tree box filter)는  교목  또는  큰  관목이  식재된 

상자를 매립하여 식재토양층의 여과 및 나무의 생화학적 반응을 통해 

강우유출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시설이다. 주로 가로수 

공간을 활용하는 시설이며, 건기시 가로수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미국 펜실베니아와 한국의 충남에 조성된 나무여과상자

 도움자료

식생체류지 : 오른쪽은 한국의 천안에 

위치하는 공주대학교 캠퍼스에 조성된 

식생체류지이며, 왼쪽은 미국 메릴랜드 

주거지역에  조성된  식생체류지를 

보여주고 있다. 

나무여과상자 : 왼쪽은 미국 펜실베니아 

빌 라 노 바 대 학 교  도 로 에  조 성 된 

나무여과 상자이며, 오른쪽은 한국의 

충남 천안시에 있는 공주대학교 교정에 

조성된  나무여과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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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재배화분(Planter box)

식물재배화분(Planter box)은 식물이 식재된 토양층과 그 하부를 

자갈로 채워 강우유출수를 식재토양층 및 지하로 침투시켜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시설이다. 

- 식물재배화분은 도로변의 조경공간, 화단 등에 다양한 형태로 조성 가능하다.

- 식물재배화분은 주거 및 상업지역의 보도, 주차장, 수변공간의 도로 인근에 

적용이 가능하다. 

   

한국의 대학캠퍼스와 미국에 조성된 식물재배화분

저류시설(Stormwater pond)

저류지(Stormwater pond)는 강우유출수를 저류시킨 후 침전 및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저류시설은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강우유출수 관리를 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시설로 경관성과 심미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저류지의 상부에는 낙엽, 쓰레기, 조류 등의 부유물질이 있을 수 있기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과망이나 쇄석 등을 설치한다.

   

미국과 캐나다에 조성된 저류지

 도움자료

식물재배화분  :  오른쪽은  한국의 

천안에 위치하는 공주대학교 캠퍼스에 

조성된  식물재배화분이며 ,  왼쪽은 

미국의 도로와 주차장에 조성된 식물 

재배화분이다. 

저류지 : 왼쪽은 미국 오하이오 신시네티 

산업단지 주차장에 조성된 저류지이며, 

오른쪽은 캐나다 퀘벡시에 위치하는 

주차장에 조성된 저류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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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습지(Constructed wetlands)

인공습지(Constructed wetlands)는 강우유출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얕은 습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침전, 여과, 흡착, 미생물 

분해, 식생 식물에 의한 정화 등 자연 상태의 습지가 보유하고 있는 

정화능력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을 말한다. 

- 인공습지에는 지표흐름형 인공습지와 지하흐름형 인공습지가 있다.

- 인공습지는 유입구에서 유출구까지의 거리를 최대한 길게 하여 물의 체류시간을 

길게한다.

- 습지내 다양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수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다양한 종류의 인공습지

 도움자료

인 공 습 지 의  종 류 에 는  지 표 흐 름 

인공습지, 수평 지표하흐름 인공습지, 

수직 지표하 흐름습지, 여러 인공습지가 

조합된 하이브리드 인공습지 및 소규모 

인공습지 등이 있다.

사진의 경우, 위로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Oakhurst시의  주차장 ,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고속도로, 공주대학교 

캠퍼스, 국도 43번의 교량 밑, 국도 

43번의 도로, 호주 Perth 의 공공건물에 

조 성 된  다 양 한  인 공 습 지  형 태 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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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Low Impact Development)는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운영시까지 발생가능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LID 적용을 통한 비점오염 유출 

최소화는 비점오염물질 발생 자체를 줄이며 강우시 유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 LID는 개발사업 계획시 물순환이 가능한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며, 불투수면을 

줄이고, 물이 있는 저지대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자연적 물순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점오염 유출이 적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이러한 LID 토지이용 계획수립에도 불구하고 개발 후에 비점오염물질의 

유출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유출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 수립과 적용도 

LID에 포함된다. 

- LID 개발은 건전환 물순환 시스템 구축, 홍수방지 및 생물의 서식처 제공, 

강우유출수에 포함된 오염물질 정화 및 수목 등의 식생 보전과 회복 등의 

기능을 가진다.

- LID 시설에 적용되는 토양은 침투와 저류기능이 뛰어난 토양을 사용해야 

하며 ,  오염물질의  흡착과  토양미생물의  부착성장이  가능한  토양을 

사용하도록 한다.

- LID에 적용되는 식물은 오염물질 흡착량이 높으면서, 염분에 내성이 강하고, 

건기와 우기에 생장이 가능한 식물을 적용한다.

- 그린빗물인프라(Green Stormwater Infrastructure, GSI)는 LID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강우유출수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개념이며 

비점오염저감의 기술적 접근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다.

(3) 저영향개발(LID)과 그린빗물인프라(GSI)란     
무엇인가?

 도움자료

개발사업은 자연 표면을 불투수면으로 

바꾸면서 강우시 유출량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종류의 비점오염물질을 유출 

시킨다. 

LID 개발 기법은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수자원, 수질, 대기, 

생태계, 인간 등에게 다양한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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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통 개발방식    (b) LID 개발방식

전통 개발방식과 LID 개발방식 비교(PSAT, 2012)

LID 기술 적용시 효과

항목 침투도랑 나무여과상자 1 나무여과상자 2 식생체류지

비점오염원 도로 주차장 주차장 지붕

LID 면적/집수면적 (%) 0.96 0.66 0.33 5.4

유출저감 (%) 64 97 67 91

비점
오염
저감
(%)

TSS 87 98 90 -

COD 83 85 60 96

DOC 69 83 69 93

TN 72 96 54 87

TP 80 91 72 51
(김이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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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으로 비점오염관리가 이루어지는 

국가로 유럽연합의 환경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 독일의 경우, 도시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수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영향개발(LID)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 적용되는 시설로는 식생수로, 침투저류지, 식생체류지, 인공습지 등으로 

소규모 분산형으로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 LID 기법 적용시 다양한 기능을 연계하는데 여기에는 물순환, 경관성, 심미성, 

환경성 등이 포함된다.

 

프라이부르크의 식생체류지 및 투수성 포장

독일의 프라이부르크(Freiburg)는 남서부의 라인강(Rhein river) 

근처에 위치하는 도시로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생태도시의 표상으로 

손꼽힌다. 

-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의 환경수도로 인정될 만큼 다양한 환경기술이 도시에 

접목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에너지, 물재이용, 빗물관리, 저영향개발 등이 총 

망라되어 있다.

(1) 도시 비점오염원 관리기술의 적용사례를 보세요 
   : 독일 Freiburg와 Munchen을 중심으로

4. 도시 비점오염원 관리기술 적용사례

 도움자료

독일은 2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  국토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 

재건시에 환경과 공존하는 개발방식을 

택하여 현재 세계적인 환경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독일에서  적용되고  있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자연적 정화기작을 가진 

생태적 시설이며, 강우시 침투와 저류 

기능이 향상되는 물순환 기능을 겸비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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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부르크는 주민 전체가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도시이며 

녹색교통, 저탄소 에너지, 저탄소 주택, 생태녹지와 물자원 순환 등이 주요한 

정책방향이다.

- 프라이부르크가 라인강 인근에 위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도 중요한 

시의  정책으로  나타나기에  물순환  구축을  통한  비점오염물질  관리가 

성공적으로 적용 중이다.

독일 남부에 위치하는 뮌헨(Munchen)은 인구 130만 이상으로 

독일의 중요한 경제도시이다. 뮌헨 동부에 위치하는 Riem 지역은 

(구 )뮌헨공항지역이며  공항이  이전하면서  녹색복합도시개발이 

이루어진 신개발 지역이다. Riem 지역은 복합비지니스, 주거지역 및 

물류 단지로 새롭게 리모델링되었으며, 다양한 종류의 LID 기술을 

망라하여 개발한 전형적 물순환 단지이다.

- Riem 지역의 물순환은 강우유출수의 이용을 위한 빗물이용시설, 저류시설, 

침투시설, 식생시설, 옥상녹화 등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 Riem 지역에 설치된 LID 기술을 나열하면 침투지, 침투도랑, 투수성 포장, 

bioretention, 인공습지, 저류지, 옥상녹화, 빗물저장통 등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침투저류지

 도움자료

라인강은  북알프스에서  발원하여 

유럽에서 공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을 

관통하여  북해로  흐르는  강이다 . 

라인강은  스위스 ,  리히텐슈타인 ,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을 거치며, 운하를 통해 지중해, 흑해 

및 발트해와도 연결된다.

뮌헨을 관통하는 이자르 강(Isar river)은 

알프스에 발원하여 독일을 통과한 이후 

도나우강과 합류하는 강이다. 이자르 

강은 뮌헨시내를 관통하며 주민들의 

쉼터인 수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기에 

수질과  수생태계의  보호는  중요한 

이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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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뮌헨의 Riem 지역의 LID 개발

 도움자료

독일의  Riem 지역은  뮌헨시내에서 

동쪽으로  약  8km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점오염저감과  물순환과 

관련되는 시설을 한번에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이다.

옥상녹화

빗물저장소
(Rain 
Harvesting)

투수성 포장

침투저류지

투수여과

투수성 포장

식생체류지 
(Bioretention)

인공습지

식생체류지 
(Bioretention)

수목여과시설 
(Tree box filter)

빗물저장통
(Cistern) 침투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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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수생태법에 근거하여 아산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국도에 

선진국 수준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본 시설은 국토부의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시범사업으로 조성되었으며, 

여기에는 식생수로, 소규모 인공습지, 지표하흐름 인공습지, 자유수면형 

인공습지, 침투도랑, 빗물정원(식생체류지) 등으로 6개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본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는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에 사용되고 있다.

- 향후 우리나라의 비점오염관리는 저영향개발 기법(LID)의 확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충남 아산시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국도에 조성된 비점오염저감시설

(2) 도로 비점오염저감기술 적용 사례를 보세요.

 도움자료

비 점 오 염 저 감 시 설  적 용 시 에 는 

오염물질 저감능력, 물순환 능력 등 

다양한 기능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미관과 유지관리 용이성은 매우 중요한 

설계인자이며, 그 중에서 유지관리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유지관리가 

가능한 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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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좁은 국토에서 효율적 도로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소규모 분산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 좁은 국토 면적에서도 인공습지, 저류지, 침투도랑 등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오염물질 저감 기능과 함께 다양한 디자인을 가미하며 

경관성을 높이고 있다.

- 물과 녹지를 연계하는 생태적 기작을 중요시하게 고려하여 도로를 조성한다.

   

 

영국의 스코틀랜드 Kirkcaldy의 도로변에 조성된 비점오염저감시설

최근 들어 도로의 부속시설, 즉 로터리와 분기점 등에서도 경관성을 

가지면서  오염물질  저감능력을  가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 초본과 목본을 적절히 혼합하여 생태성과 경관성을 높인다.

- 토양내 물의 저류와 침투를 위한 물순환 기능을 반영하고 있다. 

- 주로 볼록형으로 조성되는 로터리를 오목형과 볼록형의 조합을 통해 환경적 

기능을 높이고 있다.

 도움자료

 영국(United Kingdom, UK)은 4개의 

국 가 로  이 루 어 진  연 합 왕 국 이 며 , 

여기에는 잉글랜드(England), 스코틀 

랜드(Scotland), 웨일즈(Wales) 및 

북아일랜드(Northen Ireland)로 구성 

되어 있다. 

이  중에서  스코틀랜드는  에든버러 

(Edinburgh)를 주도로 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가장 부유한 주에 속한다.

스코틀랜드 환경부는 지역의 비점오염

저감을 위하여 다양한 곳에 비점오염저

감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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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생태개념은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성인이 되어서도 환경적 개념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 및 유럽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 교정에서부터 대학교 

교정에까지 생태친화적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친숙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학생들에게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생태친화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교육하여야 한다.

- 학생 스스로 유지관리에 참여하여 유지관리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미국 메릴랜드 Northwestern High School과 메릴랜드 대학 캠퍼스에 조성된 식생체류지

 
 

충남 천안시에 위치하는 공주대학교 캠퍼스에 조성된 비점오염저감시설

(3) 학교 비점오염원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도움자료

메릴랜드주는 미국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 수도인 워싱틴 D.C.를 

포함하고 있다. 

메릴랜드 서부는 애팔래치아 산맥이 

남북으로  이어지며 ,  동부는  수질과 

수 생 태 계  보 전 이  중 요 한  이 슈 로 

부각되는 체사피크 만(Chesapeake 

bay)이 위치하고 있다. 

워싱턴 D.C는 포토맥강이 관통하여 

체사피크 만으로 유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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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관공서는  국가적  제도와  정책이  시행되는  곳으로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다 .  특히  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자 , 

입주자, 기술자 등이 각종 인허가를 위하여 방문하는 곳으로 개발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공서를 생태친화적으로 꾸밀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서는 관공서에 다양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홍보와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의 홍수통제소 내 비점저감시설

(4) 공공기관과 관공서 비점오염원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Riverside 시는 캘리포니아 로스엔렐 

레스에서 남동쪽으로 약 90km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내륙도시이다. 도시는 

Santa Ana 강에 접하고 있기에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보호 및 생태용수 확보가 

중요한 이슈이다.

리버사이드 홍수통제소 내에는 다양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조성된 시설은 투수포장, 투수블록, 

저류지 ,  침투도랑 ,  나무여과상자 , 

식생체류지, 식물재배화분 등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시설의 

효율을 검증하고 있다.

 도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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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과 산업단지는 다양한 사업장이 위치하는 공간으로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높은 곳이다. 이 중에서 상업지역은 비점오염저감을 위한 

넓은 공간이 부족하기에 소규모 분산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출이 있기에 이를 사전에 

저감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과 저류지를 연계하여 설치한다.  

 

캘리포니아 Lake Isabella 시의 상업지역의 침투저류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상업지역의 식생체류지

 

오하이오주 신시네티 산업지역의 식생여과대 및 저류지

(5) 상업지역과 산업단지 비점오염원 관리사례를   
보여주세요.

 도움자료

 캘리포니아 (Ca l i forn ia )의  Lake 

Isabella 시는 인근의 Kern강과 Isabella 

호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지역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침투저류지, 인공습지, 식생체류지 등을 

활용하고 있다.

오하이오의 신시네티는 오하이오 강이 

시내를  관통하여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이 중요한 이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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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은 차량과 정원에 살포되는 

비료와 퇴비 등에서 유출되는 오염물질이다. 주거지역은 정온하고 

깨끗한 환경이 요구되기에 생태친화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널리 

설치되고 있다. 

- 주거지역의 생태친화형 시설은 지역의 토지 값어치를 향상시켜 지역주민들의 

경제에 기여하기에 주민들에 의한 유지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 자동차 세차는 세차장에서 하며, 화단과 집앞 도로는 항상 깨끗하게 청소한다.

- 조경공간으로부터 토사유출을 막고 불투수면의 유출수를 조경공간으로 유도

하여 처리한다.

 

미국 메릴랜드 Hyattsvile 시의 식생체류지

 

캐나다 퀘벡시에 조성된 침투도랑

(6) 주거지역 비점오염원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주거지역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깨끗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깨끗한 

환경조성이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켜 

재산상의  이익을  주기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비 점 오 염 저 감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호주, 미국, 영국 등에서는 시민 

운동으로 ‘10,000 Rain Gardens’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운동은 시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빗물정원을  조성하여 

생태성 확보, 비점저감 등의 효과를 보기 

위함이다.

 도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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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비점오염원과 특성이 궁금 해요?

1. 농업비점오염원과 최적관리기술

써레질 : 써레로 논밭의 흙덩이를 잘게 

부수고, 바닥을 판판하게 고르는 일을 

말한다 .  예전에는  힘들게  써레질을 

했지만  요즘은  트랙터를  이용하여 

예전보다는 쉽게 논을 고를 수 있다.

 도움자료

야적된 가축분뇨배수로 흙탕물

논 써레질밭 토양유실

산림

밭

논

축산

농업비점오염원

농업비점오염원은 현재 법률적 용어정의는 내려져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비점오염원 중에서 논, 밭, 과수원, 초지, 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농경지에 살포된 농약, 비료, 가축분뇨 퇴·액비의 발생과 농경지의 

토양유실 등을 포함하는 농업활동과 관련된 불특정 오염발생원을 

말한다.

예로서, 논에서 모내기를 위한 써레질 작업시에 대량 발생되는 

흙탕물, 밭에서 작물이 파종이나 정식된 직후부터 충분히 자라기 전까지 

밭 토양이 나지상태로 노출된 상태에서 강우에 의한 토양유실, 비료, 

가축분뇨, 농약 살포 직후 내린 강우에 의한 비료나 농약 성분의 발생, 

오염된 관개용수 등이 농업비점오염원이다.

써레

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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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의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부적절한 처리, 축사 등 사육시설의 관리 

미비, 하천 인근에서의 가축 방목 및 사육, 가축분뇨의 무단 야적 등이 

잠재적인 농업비점오염원으로 볼 수 있다.

농업지역 비점오염물질은 평시 또는 강우시 발생되는 물과 함께 

배수로나 하천, 저수지로 유입되므로 그 과정에서 강우의 세기와 

양, 토성(Soil Texture), 경작지의 경사 및 길이, 지형조건 등과 같은 

자연적인 조건과 지역에 따른 토지이용상황, 비료사용량, 관개 및 배수 

등 영농관행과 같은 인위적인 조건 두 가지 모두에 큰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농업비점오염물질은 이러한 자연적, 지역적, 시기적, 인위적 

조건에 따라 발생특성의 편차가 매우 심하여 전국적, 획일적 대책 

마련이 매우 곤란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경사지 밭 토양유실    하천변 가축사육

우리나라는 2013년 현재, 지목상 논 1,162 천㏊, 밭 776 천㏊, 과수원 

59 천㏊, 목장용지 58 천㏊로서 전체 국토면적 10,027 천ha의 약 20%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면적은 논 964 천㏊, 

밭은 748 천㏊로서 모두 1,712 천 ㏊이다.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1970년 2,298 천ha에서 1990년 2,109 천ha, 

2003년 1,846 천ha, ’13년 1,711 천ha로 지난 40년간 587 천ha가 

감소하였다. 연평균 13 천ha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움자료

ha(헥타) 단위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면적단위로서

1㏊는 10,000㎡이다. 우리가 익숙한 

평 으 로  환 산 하 면  약  3 , 0 0 0 평 에 

해당한다. 1평은 약 3.3㎡이다.

경지면적  통계조사는  현장실사에서 

2012년 부터는 원격탐사기술을 활용 

하여  위성영상판독으로  조사방법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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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농약 총사용량은 2001년 28.2천톤으로 최대 사용량을 

보인 후 2012년에는 17.4천톤으로 감소하고 있다. 단위면적(ha)당 농약 

사용량은 1998년 10.4 kg에서 2001년 이후 약 13 kg 내외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은 9.9 kg으로 전년대비 6.6%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화학비료 총사용량(성분량기준)은 1990년 1,104 천톤을 

정점으로  이후  2012년  472 천톤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 

단위면적(ha)당 사용량은 ’07년은 340 kg, ’08년은 311 kg, ’09년 267 kg, 

’11년 249 kg으로 감소하였고, ’12년에 267 kg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앞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은 보조금 지원중단 및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와 토양검정 맞춤형 비료지원 등 정부정책에 따라 계속 감소될 

전망이다. 

농약은 고온다습한 기후에 따른 병해충과 연중재배, 집약농업 발달 

등으로 사용량이 많은 편이지만, 친환경농산물 생산증가, 농산물 

안전성기준 강화 등으로 역시 앞으로 사용량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병해중이 유입될 경우 농약 사용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농약을 사용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2) 우리나라에서 농약과 비료 사용량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기후변화(Climate Change)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최근  100년간  연평균 

기온이 1.7℃ 상승하였고 사과와 같은

농작물 재배적지가 북상하거나 아열 

대성 병해충이 발견되고 있다.

우리나라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은 

9.9㎏(’12)으로 일본 12.7 ㎏, 네덜란드 

11㎏, 영국 4.2㎏ 약간 많다.

(자료: e-나라지표)

우리나라 단위면적(㏊)당 비료사용량은 

2010년 기준으로 336㎏ 으로서, 일본 

261㎏, 네덜란드 283㎏, 영국 252㎏, 

프랑스 150㎏, 미국  120㎏ 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자료: 세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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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농업비점오염원(논, 밭, 과수원, 초지, 목장용지)으로 

부터 수질오염물질 발생량을 정량적으로 보고한 자료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토지이용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 부하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원단위(Unit Load)”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농업목적의 토지이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발생원단위(일, kg/㎢)로 논과 밭으로만 구분되어 있다. BOD를 예로 

든다면, 연간으로 볼 때 하루에 평균적으로 논에서는 4.24 kg/㎢, 

밭에서는 4.57 kg/㎢이 발생된다. 대지의 17.76 kg/㎢와 비교하면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토지이용별 수질오염물질 발생부하원단위

(단위 : kg/㎢·일)

지목
(대분류)

BOD T-P T-N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대지 85.9 17.76 2.1 0.631 13.69 10.147

논 2.3 4.24 0.61 0.467 6.56 3.92

밭 1.59 4.57 0.24 1.435 9.44 3.146

임야 0.93 1.49 0.14 0.056 2.2 2.522

기타 0.96 1.6 0.027 0.094 0.759 1.462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지목별 원단위 조사 결과(‘08∼’14.6)

농업비점오염원의 특성에서 알아 본 바와 같이 농업비점오염원에서 

발생은 작물별 비료요구량도 다르고 토지의 경사도, 토성, 강우량 등 

자연조건에 따라 다르며, 논, 밭, 과수원, 초지, 목장용지 등 토지지목별로도

다를 수 있지만, 현재는 세분화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농업비점오염원의 토지지목별(대표작물) 종류에 따른 정량적 발생량 

조사를 통한 원단위 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3) 우리나라 농경지가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나요?

 도움자료

BOD(Biological Oxygen Demand, 

생 물 화 학 적 산 소 요 구 량 )  물 속 의 

유 기 오 염 물 질 을  정 화 시 키 는 데 

소모되는 산소의 양

- TN(Total Nitrogen, 총질소)

- TP(Total Phosphorous, 총인)

 도움자료

기존 원단위가 10여년 경과됨에 따라 

최근의 토지이용 특성을 반영한 원단위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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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관리기술의  사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  초지에  축산분뇨를  기존 

방식대로(좌) 뿌리면 강우시 유출되어 

수질오염원으로 작용하지만, 토양속 

으로 주입하는 살포장비(우)를 이용하게 

되면 축산분료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최적관리기술은 영어 Best Management Practices(BMPs)를 

우리말로 번역한 용어이다. 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질오염 관리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용어로서, “최적의 비용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오염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기술이나 기법”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BMPs의 종류는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침사지처럼 공학적 

구조물 같은 하드웨어적 방법과 가정에서 물을 아껴 쓰는 행동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방법을 통칭하여 사용되므로 유형화 또는 정형화 되어 

있지 않다. 도시, 농촌, 산림 등 지배적인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최적관리기술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한편, 유럽에서는 BMP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최적가용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ies, BA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기존 축산액비 살포 
초지나 밭에 축산액비를 공중으로 뿜어서 
살포함으로 악취발생과 살포 직후 비가오면 
곧바로 유출되어 수질오염이 된다.

개선된 살포장비 개발 ▶

축산액비를  초지나  밭  토양속으로  직접 
넣어  살포하는  장비를  개발하여  살포된 
축산액비의 유출을 줄일 수 있어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알기쉬운 최적관리기술 사례

(4) 최적관리기술(BMPs)이란 무엇이고 농업분야에서 
사용되는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도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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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자료

방풍림(Windbreak) : 바람에 의한 

토양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조성된 

일종의 나무 숲 

식생여과대(Filter Strip) : 경작지의 

가장자리에 일정한 폭의 다년생 식물을 

심어서 농지에서 유출되는 흙탕물을 

걸러주는 방법

초생수로(Grass waterway) : 경지내 

배수로에 식생이 자라도록하여 배수로 

바닥침식 방지는 물론 농지에서 발생 

되는 토사의 외부유출 차단하는 방법

하안림완충대(R ipa r i an  Fo res t 

Buffers) : 하천내 고수부지에 식생이 

자라도록 관리하여 농지에서 발생된 

토사 등 오염물질의 하천으로 직유입을 

차단하는 방법

BMPs는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어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 도시에 적용되는 기술은 이미 상당히 

발달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  농업분야에서는  외국과 

기후, 영농형태 등의 차이로 인해서 아직까지 농업비점오염 저감 

최적관리기술의 개발과 적용이 활발하지는 않다. 

농업지역에서  적용되는  B M P s는  등고선경작 ,  식생여과대 , 

무경운경작, 지표피복, 초생수로, 시비관리 등이 있다. 아래 그림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출처 : blog.ecoagriculture.org)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업분야 최적관리기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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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곡인 벼는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간 수자원 총이용량 333억톤 중에서 48%인 159억톤을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벼를 재배하는 논용수가 129억톤으로서 

농업용수의 대부분인 81%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량

우리나라 농업용수 이용량

(1) 우리나라 논에서는 얼마 만큼의 물과 비료가 이용
되고 발생 되나요?

2. 논에서 비점오염물질 발생특성과 최적관리기술 사례

우리나라  수자원총량은  1,267억㎥ 

이다 .  수자원총량이란  우리나라의 

최근 30년 연평균강우량( 1,277㎜)에 

국토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 

  

환경용수는 하천의 수질이나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하천유지용수를 말한다.

 도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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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서 물과 비료의 사용량은 지역, 지형, 기후, 작물, 농민 등 영농 

조건과 관행에 따라서 다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여러 지역 논에서 물과 비료의 사용과 발생에 관한 연구사례는 

다음과 같다(농어촌연구원, 2011). 

논에서 물 사용량에 대해서 살펴보면, 관개량(30%)과 강우량(70%)을 

합친 논의 총유입량을 100%로 보았을 때, 평균 약 69%의 물이 논의 

물꼬를 통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논에서 배수 관리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비료성분의 유출을 줄일 수 있다.

 

논에서 물과 비료 사용량과 발생량 측정을 위한 실험 장면

여러 지역의 논에서 관개량과 배수량 물수지 분석 사례

 도움자료

 도움자료

간척담수호는 충남 당진군에 위치한 

석문간척지구  논 ,  저수지는  경기도 

용인시 이동저수지 하류 논,  지하수는 

전북 익산시 위치한 논에서 실험하였다. 

논에서 물의 유입과 유출을 따져보는 

것을  물수지 ( Wa t e r  B a l a n ce )라 

하고 ,  비료와  같은  성분의  유입과 

유출을 따지는 것은 물질수지(Mass 

Balance)라고 한다. 

강우량 총유입량 배수량관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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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비료의  주요  성분은  질소 (N),  인산 (P), 

칼륨(K)이다. 이 중에서 질소가 벼의 수확량과 미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농민들이  생산량을  높이기  위하여  과잉  시비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인은 호소와 같은 정체성 수역의 부영양화로 인한 

수질오염을 가늠하는 중요한 항목이다.

논에서 질소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물질수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질소성분은 관개용수와 빗물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비료에 

비하여는 아주 적은 양이다. 비료투입량을 100%로 보았을 때, 평균 약 

37%가 논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에서 질소(N)의 물질수지 분석 

   (단위: ㎏/㏊/년)

구 분

유 입 량 발생량

관개 강우 비료 총유입
총유입량

대비
비료량
대비

간척담수호 18.6% 4.7% 76.7% 100.0% 24.5% 31.9%

저수지 5.1% 6.4% 88.4% 100.0% 37.1% 41.9%

지하수 2.3% 10.9% 86.8% 100.0% 31.0% 35.7%

평균 8.7% 7.3% 84.0% 100.0% 30.8% 36.5%

 여러지역의 논에서 질소의 물질수지 분석 그래프

부영양화(Eutrophication): 물속에 

자연정화 능력을 초과는 질소와 인과 

같은  과잉된  영양물질이  유입되면 , 

물속의 식물성플랑크톤이 이상적으로 

증가하여 심한 녹조현상(Wter Bloom)을 

일으키는 수질오염 현상 중에 하나이다.

강우 비료 발생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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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서 인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물질수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료투입량을 100%로 보았을 때, 평균 약 10%가 논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은 화학적 특성상 흙입자에 흡착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물속에 용존상태의 양이 질소에 비하여 적은 특징이 있다. 

논에서 인(P)의 물질수지 분석

 (단위 : ㎏/㏊, 연)

구 분

유 입 량 발생량

관개 강우 비료 총유입
총유입량

대비
비료량
대비

간척담수호 0.0% 5.1% 94.8% 100.0% 10.7% 11.3%

저수지 0.9% 0.9% 98.2% 100.0% 7.2% 7.4%

지하수 0.8% 1.9% 97.3% 100.0% 9.8% 10.0%

평균 0.6% 2.7% 96.8% 100.0% 9.2% 9.6%

논에서  비료성분의  사용량과  발생량  연구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논은 유입된 비료성분 중에서 10~30% 만 발생하므로 

수질오염 정화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작물에게 필요한 양 만큼만 

시비하거나, 용수원에서 질소와 인이 풍부한 관개수가 공급된다면 

시비량을 적게 조절하여도 수확량에는 큰 손해 없이 벼를 재배할 

수 있다.

이렇게  논  토양의  양분 ,  관개용수의  양분 ,  작물이  요구하는 

양분을 고려하여 시비를 처방하는 맞춤형 시비처방을 각 도의 

농 업 기 술 원 과  시 군 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보 급 하 고  있 으 므 로  이 를 

활용한다면 논에서 비료성분 

발생을 줄여 하천과 호소의 

수질오염을 예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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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서 배수 물꼬관리를 통한 비점오염물질 저감 방법을 연구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논에서 배수물꼬를 7㎝ 정도로 관행적으로 관리한 

경우와 중간낙수 이후부터 논의 배수물꼬 높이를 약 5㎝ 정도 높여 

12㎝로 관리한 경우에 대하여 논에서 배수량과 질소와 인의 발생량을 

따져 보면, 배수량은 관행과 비교하여 연간 3.8%, 60.7㎜를 절약할 

수 있었다. 질소와 및 인의 지표발생 부하량은 관행과 비교하여 각각 

25%와 26%가 줄어들었다. 

논에서 배수물꼬 높이조절에 따른 지표배수량 저감 효과  

BMP
유입(mm) 지표배수

(mm)강우량 관개량 소계

관  행(평균 7㎝) 695.2 561.5 1,256.7 400.5 
물관리(평균 12㎝) 695.2 515.2 1,210.4 339.8 

(2013, 농어촌연구원)

논에서 물꼬 높이 조절에 따른 질소와 인 지표발생 저감 효과  

항목 BMP
유입(kg/ha) 지표배수

(kg/ha)강우 관개 시비 소계

총질소
(T-N)

관 행 6.40 12.55 121.05 140.00 15.45 
물관리 6.40 12.25 108.60 127.30 11.70 

총인
(T-P)

관  행 0.15 0.13 44.15 44.43 1.38 
물관리 0.15 0.11 49.35 49.62 1.02 

(좌) 자동 취수 물꼬 (우) 자동 배수 물꼬

논 배수물꼬 관리 장치 사례(사진 : 농촌진흥청)  

(2) 논에서 물관리를 통한 최적관리기술 사례가 
있나요? 

논에서  배수물꼬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는 자동, 반자동 취수와 배수 

물꼬 장치가 개발되어 있다.

수동식 물꼬의 설치 시간은 1시간 30분, 

자동식 물꼬는 2~3시간 이내에 설치가 

가능하다 .  가격은  수로의  폭과  물 

높이에 따라 수동 물꼬는 5~8만원, 자동 

물꼬는 70~80만원선이다.

(농민신문, 2007.07.06) 

 도움자료



653장 농촌지역 비점오염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꾸준한  정부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화학비료 사용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시비관리를 

위한 최적관리기술의 한 방법으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화학비료와 

완효성비료 사용에 따른 논에서 질소와 인의 배출부하량을 비교한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완효성비료 시험 논에서 관행화학 

비료사용 시험 논 보다 질소와 인이 각각 45%, 46%가 적게 발생되었다. 

논에서 시비관리에 따른 질소와 인 발생량 저감 효과  
(단위: kg/ha)

항목 BMP
유입 지표발생

(kg/ha)강우 관개 비료 소계

T-N
맞춤형 6.40 12.55 121.05 140.00 15.45

완효성 6.40 14.20 93.50 114.10 8.50

T-P
맞춤형 0.15 0.13 44.15 44.43 1.38

완효성 0.15 0.12 41.60 41.88 0.70

(2013, 농어촌연구원)

기존 화학비료는 시비 직후 한꺼번에 많은 영양분이 용해되어 작물이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물이나 공기 중으로 발생되어 버리기 때문에 

기비, 분얼비, 이삭비와 같이 나누어 뿌린다. 반면, 완효성 비료는 일반 

화학비료와 달리 비료성분이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방출되기 때문에 

1회 시비로 비료 효과의 지속시간을 늘리고 버려지는 비료성분의 양을 

최소화하는 특징과 시비 노동력도 줄일 수 있다.

국내  완효성비료는  단순히  비료  성분이  천천히  녹아  나오는 

형태로부터 출발해 현재는 작물의 생육 시기별로 필요한 양분의 양을 

꼭  맞게  제공하는 형태로까지 발전되고 있고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다. 다만, 완효성비료 값은 일반화학비료에 비하여 1.5배 ~2배정도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매년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다.

(3) 논에서 시비개선 최적관리기술 사례를 알려주세요?

 도움자료

맞춤형비료란  토양검정결과와  양분

수지를 감안하여 지역별 토양환경에 

맞게 주요성분을 배합한 비료로서 관행

화학비료 보다 일반성분(질소·인산· 

가리)의 함량이 낮고 토양에 부족한 

미량 성분을 보강하여 제조한 비료이다.

완효성비료란 작물이 필요로 하는 비료 

성분의 양을 작물의 전 생육기간 동안 

토양용액에 지속적으로 과부족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비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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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벼는 약 5000년 전인 신석기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논은 우리나라에서 주곡인 쌀을 생산하여 국민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다. 이를 논의 공익적 

기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먼저 ,  논의  공익적  기능  중에서  천연  댐의  기능이  있다 .  논은 

담수재배를 위한 논 둑을 가지고 있고 높이는 약 20~30㎝ 정도이다. 

논의 평균 담수심은 약 7㎝정도 되기 때문에 홍수시에 논에서는 약 

20㎝의 강우를 저류할 수 있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 논면적 1,162천㏊에 

적용한다면 약 23억㎥에 해당되며 이는 춘천댐 총저수량(1.5억㎥)의 

15배에 해당하는 홍수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논에서는 토양을 통해서 지하로 물이 침투되어 지하수로 저장되므로 

지하수함량 효과가 있다. 또한 물은 증발시에 주변의 열을 빼앗아 간다. 

따라서 논 담수기간인 여름철 고온기에는 논에서는 증발산을 통한 

대기의 냉각효과를 가지고 있다. 논은 토양유실 방지기능이 있다. 보통 

논은 밭 아래 평지에 위치하고 있어 밭에서 유실되는 토양을 저류하는 

기능이 있다.

논은 투입된 비료에 비하여 적은 양을 발생하기 때문에 수질정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논은 환원상태로서 산화상태인 밭 토양에 비하여 

질산성질소의 지하침투를 줄여주기도 한다. 식물은 호흡을 통하여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산한다. 벼도 마찬가지로 산소를 

생산하여 대기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논의 환경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도 하고, 논 

고유의 담수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자료 : 논 왜 지켜야 하는가(1994, 김동수 외) 

(4) 논이 가지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궁금해요?

논의  공익적  기능은  홍수저류기능 , 

지하수 함량 기능, 토양유실방지 기능, 

수질정화기능, 대기정화기능, 경관보전 

기능, 생태계 보전기능 등 다양하다.

논의 경관기능 사례

(사진 : 한국농어촌공사)

 도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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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유실에 미치는 영향 인자로는 토성과 경사도, 경사길이, 강우세기, 

토양피복상태 등이 있다. 토양유실량을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미국의 

농업부 자연자원보호청(NRCS)에서 개발된 범용토양유실예측식(USLE, 

Universal Soil Loss Equation)이 있다. USLE 방법을 이용하여 예측한 

우리나라의 단위면적당 토양유실량(ton/ha)은 최대 525.1, 최소 0.13 및 

평균 69.2로 나타났다.(2010, 환경부)

토양(경사도 17.6%, 경사길 10m 조건)의 나지상태, 상하경 경작, 

등고선경작에 대한 토양유실량(ton/㏊)은 각각 190, 86, 83로서 

나지상태 일 때가 토양유실량이 아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일한  경사도와  경사길이의  조건에서  토양유실량은 

상하경 (3 .66)  보다는  등고선재배 (1 .95)가 ,  나지보다는  등고선 

비닐멀칭(1.45), 등고선비닐멀칭과 부초를 동시에 적용(0.05)하면 

토양유실량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따라서  밭에서 

토양유실과 비점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나지상태 보다는 

토양을 여러 가지 피재료로 피복하는 방법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토양 유실량은 얼마나 되나요?

토양침식사례

3. 밭에서 비점오염물질 발생을 
줄이는 최적관리기술 사례

A = R • K • LS • C • P

A : 토양 유실량 (tonnes/ha)
R : 강우침식능 인자 (107J/ha·mm/hr)
K : 토양침식성 인자 (tonnes/ha/R)
LS : 지형인자 (경사장 및 경사도 인자)
C : 작부 인자

P : 토양관리 인자



농촌지역 비점오염

손에 잡히는 비점오염 해설서

3제 장

68 손에 잡히는 비점오염 해설서

밭에서는 나지상태 보다는 밭 토양표면을 피복하는 것이 토양유실을 

저감할  수  있다 .  여러  가지  피복재료를  이용한  나지  상태조건별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농어촌연구원, 2012). 

밭에서는 대패밥을 지표에 뿌려만 두어도 나지에 비하여 유출량이 

17% 줄어들었고, 부유물질(SS)은 50%, 총인은 46%가 줄어들었다. 

상업용 볏짚거적의 경우에는 나지에 비하여 모든 항목에서 90%이상의 

비점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토양피복에  따른  보습효과로  생산량도  증가되는  효과도  있었다 . 

토양피복을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노동력과  재료비 ,  잡초제거가 

필요하다. 

밭에서 다양한 최적관리기술에 따른 비점오염물질발생 저감 효과  

최적관리기술
지표피복 실트휀스

(Silt 
fence)

잔  디
초생대대패밥 볏짚 볏짚거적

지표수 유출량 17% 71% 94% 26% 33% 

비점오염
물질부하량

유사(SS) 50% 79% 97% 93% 79% 

총인(TP) 46% 74% 95% 55% 73% 

수확량 배추 16%  6% 14% - -
※ %는 밭토양을 피복하지 않고 나지 상태에서 작물을 재배한 밭에 대한 상대적 저감율을 나타낸다.

나지 상태의 밭(좌측사진)과 볏짚거적으로 피복한 밭(우측그림)  

(2) 우리나라 밭에서 이용 가능한 최적관리기술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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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상태                          볏짚거적 피복

지표피복의 흙탕물 발생 저감효과 비교실험 사례
 

▲ (그림설명) 나대지에서는 비만 오면 많은 흙이 쓸려 내려오지만, 볏짚거적을 
덮어주면 쓸려 내려오는 흙탕물의 양이 훨씬 줄어든다.(동일한 강우와 경사조건)

자료제공 : 최중대 교수(강원대학교)

볏짚거적 만드는 방법 

볏짚을 구매할 때는 제작비와 운송비 등 많은 비용이 든다. 

농한기에 공동으로 볏짚거적 만들기를 함께 하는 방법이 좋다. 

거적제작용 기계를 마을에서 공동구매를 해서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해 마을 사람들이 거적을 제작하면 매우 싼 가격에 거적을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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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식생여과대>

<식생밭두렁>

<실트휀스>

우리나라 밭에서 이용 가능한 최적관리기술 사례  
자료제공: 최경숙 교수(경북대학교), 김상민 교수(경상대학교)

잔디 식생여과대(Filter Strip): 밭의 

경사방향 하단부 가장자리에 폭 2m 

이내로  잔디  등의  초총을  식재하여 

초생대를 조성함으로서 밭에서 토사

유출을 저감하는 최적관리기술을 말함

식생밭두렁(Vegetated Ridge): 밭에서 

경사장의  길이를  줄이기  위하여  밭 

중간에 둑을 쌓고 식생이 자라도록 하여 

토사유출을 줄이는 방법. 식생밭두렁 

대신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실트휀스(Silt Fence): 밭에서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밭 가장자리에 

둘러놓는 휀스를 말함

 도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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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짚단

이 방법은 밭고랑에 빨대를 꽂아 두어 비가 왔을 때 많은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최적관리기술이다. 하루 강수량 40~50㎜의 

비가 와도 짚단을 땅에 묻어 부면 밭 고랑물이 바로 배수로로 흘러 

내려가지 않고 땅속으로 스며드는 효과가 있다. 또한 가뭄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침투짚단은 짚단을 묶어서 고랑을 만들 때 깊게 묻어 두면 된다. 이때 

땅위로 나오는 짚단의 높이는 약 1㎝ 정도되면 되고, 침투짚단 묻은 

부위를 조금 낮게 하여 물이 고이도록 하면 효과가 더 좋다. 침투짚단을 

심는 간격은 3~4m 정도면 충분하다. 

 

•짚단을 잘라 묶어둔다

•밭 고랑에 침투짚단을 묻는다.

밭 고랑에 침투짚단 묻어 두는 최적관리기술 사례  
사례 제공 : 최중대 교수(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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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사구(Sediment trap or Sink hole)

 밭을  흘러가는  빗물은  많은  흙과  비료 ,  농약을  끌고  하천으로 

흘러간다 .  이것을  막기  위해  밭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곳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다. 이것을 침사구(Sediment trap or 

sink hole)라고 한다. 모래(또는 흙)를 가라앉히는 구덩이라는 뜻이다. 

밭을 경운할 때에 물이 빠져 나가는 지점에 작은 웅덩이(크기는 

0.3㎥~0.5㎥로 크기와 모양은 관계 없음)를 만들어 둔다. 한꺼번에 많이 

오는 폭우에는 효과가 적지만 보통 일일 강수량이 50~70㎜ 정도의 비가 

오면 오염물질 제거 효과가 높다. 실험에 의하면 침사구가 없는 밭과 

비교하였을 경우에 밭에서 나오는 비점오염물질을 최대로 70~80%까지 

줄일 수 있다. 

또한 웅덩이에 물이 빠진 뒤 바닥이 맨질맨질 하게 되어 다음번 강우 

시에 물이 잘 스며들지 못하게 되지만, 침투짚단을 띄엄띄엄 묻어 두면 

침사구의 침투 효율이 높아지고, 맨질맨질 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침사구(밭의 배수구 끝에 웅덩이를 파고 볏짚단 묻기)>

<비온뒤 물이 고인 침사구>                 <몇일 후 물이 땅으로 침투>

밭 침사구 최적관리기술 사례  
사례 제공 : 최중대 교수(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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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시설재배지(green house) 면적은 1960년대 농업용 

플라스틱 필름이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2000년대 후반까지 급격하게 

증가한 이후 현재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현재 약 

62,908 ㏊이며 전체 채소 생산량의 약 30%가 시설재배지에서 재배되고 

있다. 수박의 재배면적이 12,736 ㏊로서 가장 넓고 참외, 딸기, 토마토, 

고추가 많이 재배되고 있다.

  <시설재배지의 재배면적 추이>

         <시설재배지 내부>                    <시설재배지 토양 염류집적 현상>

시설재배지 재배면적 추이와 내부 모습  

(3) 우리나라 시설재배지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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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재배지는 강우의 차단과 내부의 높은 증발산 발생으로 인한 

토양수의 상향 이동을 발생시켜 사용 비료분의 토양표층 집적현상을 

일으킨다. 또한 토양공극을 통해 지하로 침투되어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도 있다. 

예로  시설재배지의  지하수를  모니터링  결과  조사대상  지점의 

36.4%가 수질 기준을 초과하였다거나, 시설재배지의 재배 경과연수와 

지하수 농도와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시설재배지 토양에서 염류집적 사례  

구분
토층 
(cm)

EC
(dS/m)

P2O5

(mg/kg)
NO3-N
(mg/kg)

적정범위 0-20 2.0 미만 400~ 500 100~200

연구
사례

2011

0-20

3.5 729.2 173.8

2012 6.2 712.8 380.2

2013 4.2 653.5 320.7
자료 : 농어촌연구원(2013)

<토양의 수분 및 수질 측정> <증발산량 측정>

시설재배지에서 비점오염 영향 연구 사례(농어촌연구원)  

시설재배지에서 시비량 조사 사례(㎏/10a)  

작물
N – P2O5 - K2O

농민시비량(A) 표준시비량(B) 차 이(A-B)

상추 21.5 - 9.5 - 12.0 22.2 - 6.4 - 11.0 (0.7) - 3.1 - 1.1

오이 23.1 - 11.0 - 23.0 19.7 - 10.3 - 12.2 3.4 - 0.7 - 10.8

토마토 18.4 - 13.0 - 21.0 20.4 - 10.3 - 12.2 (2.0) - 2.7 - 8.8

수박 17.1 - 8.2 - 14.0 13.8 - 4.9 - 8.7 3.3 - 3.3 - 5.3
딸기 14.3 - 8.7 - 12.0 9.6 - 4.9 - 7.4 4.7 - 3.8 - 5.0

자료 : 조성윤(2012)

질산염(NO3-N)으로 오염되면 영아의 

청색증을 유발한다. 청색증은 오염된 물 

속에 포함된 질산염(NO3-N)이 몸속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산소  공급을 

어렵게 해서 나타나는 질병이다.

 도움자료

 도움자료

토양염류집적 : 시설재배지에서 각종 

비료성분이  토양표층에  집적되는 

현상을  말함 .  염류집적을  소금의 

집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염이란 “산과 염기가 

중화반응을 일으켜 생긴 화학물”인데 

쉽게 말하면 “식물이 흡수하지 못하는 

비료 또는 지나치게 많이 준 비료”로 

생각하면 된다.

 도움자료

EC : 전기전도도

P2O5 : 인산염

NO3-N : 질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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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리적 시비 : 시설재배와 같은 염류 집적지에서는 비료의 잔효성분 

함량을 고려한 시비(토양검정시비)를 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토양 중에 남아 있는 비료성분 함량을 검정하고 이 

함량에 따라 시비량을 조절함으로써 토양중 염농도의 상승을 미연에 

방지하고 낭비적인 시비를 막아 영농비를 절감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나) 비료의 선택 : 비료성분은 많지만 염지수가 낮은 비료를 선택하는 

것이  염류장해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유기물은 

비교적 염지수가 낮은 편이지만 이것도 지나치게 많이 주면 염류가 

집적된다. 특히 축분 퇴비를 쓰는 농가의 경우 인산염 집적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수용성비료는 작물이 양분을 전량 빨아들이지 

못했을 경우 곧바로 염류장해, 지하수 질산염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안으로 완효성비료의 사용을 추천하기도 한다. 

다) 객토  :  염류집적이  심한  토양을  개량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염류의 대부분은 

작토층에 집적이 되므로 5~10cm 깊이의 표토를 산흙이나 논흙으로 

바꾸면 농도장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가 있다.

라) 심경 : 염류는 표토에 주로 집적되기 때문에 깊은 곳의 흙을 파서 

위로 올리면 염류의 농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경운기나 트랙터와 

같은 기구를 이용하여 깊이갈이를 하여 표층과 심층의 흙을 서로 

교환해준다. 그러나 심경은 집적된 염류를 제거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다시 염류가 집적되기 쉽다.

마) 피복제거 : 고온으로 작물재배가 어려운 여름에 피복물을 벗겨 

자연강우에 노출시킨다. 

(4) 시설재배지에서 토양의 염류집적과 지하수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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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점오염원이란 무엇일까요?

1. 비점오염원 특성

 도움자료

우리나라 가축사육두수 및 축산분뇨 

발생량 ,  축산분뇨  처리현황  자료는 

국가통계포털(KOSIS), 환경부통계포털, 

농식품부 통계포털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201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소 3,658 천두, 돼지 10,604 천두, 

가금류 208,814 천두, 개 등 기타가 1,130 천두가 사육되고 있다. 

가축사육 두수의 경연 변화는 질병 등의 여건에 따라 변동이 심하지만, 

한우의  사유두수는  증가  추세이고  돼지의  사육두수는  최근에는 

정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일일 가축분뇨 발생량(2012.12 기준)은 총 177,105 ㎥로서 

소가 38.4%, 돼지가 51.5%로서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된 

가축분뇨 중에서 90% 이상이 처리되고 있다. 89.2%가 개별농가에서 

자원화처리(퇴·액비화) 되고  있지만,  경작과  연계되지  않고  밀식 

사육되고 있어 적절한 퇴ㆍ액비의 사용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생산되는 액비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 사용을 꺼리는 농가도 

있다는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축사육 두수 및 가축분뇨 발생량  

종류 소 돼지 가금류 개·사슴등

두수 (천두) 3,658 10,604 208,814 1,130
발생량 (㎥/일) 68,029 91,207 16,697 1,154

(2012.12)

우리나라 가축사육 농가 및 가축분뇨 처리 현황  

축산농가
자원화처리

정화처리 위탁처리 미처리
퇴비화 액비화

233,355(호) 205,382 2,790 811 7,181 17,191
100(%) 88.0 1.2 0.2 3.2 7.4

(2012.12) 

(1) 우리나라의 가축분뇨 발생량과 처리현황은 어떠한
가요?

4. 가축분뇨 퇴·액비 활용 최적
관리기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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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에 따른 석유자원의 고갈 및 

기후온난화 등 환경오염 문제의 대두로 이미 20여년 전부터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어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가축분뇨는 아주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축산이 

발달한 외국에서는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전기나 열에너지로 이용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을 위해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13.05)”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고품질 

퇴·액비 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환경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는 창조산업으로 육성하여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자연순환농업을 

확대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가스 또는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 150개소를 설치하여 연간 약 450만톤의 

가축분뇨를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처리기반을  구축하며 ,  또한 

에너지화시설도 2017년까지 총 21개소를 설치하여 연간 약 44만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한 후, 약 84백만㎾ 전기를 생산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농촌의 가축분뇨와 농산부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 에너지화를 

통하여 ① 환경오염 방지 ② 화석 에너지 대체 ③ 온실가스 감축 

④ 화학비료 대체 ⑤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같은 1석 5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일본 사례

▶ 일본 “바이오매스타운” 사업은 국내의 “저탄소 녹색마을”사업의 모델로, 
토치키현 모테기시 바이오매스 타운의 경우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인구 1만6000여명의 모테기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간벌목 
등 산림부산물, 볏짚, 대나무 등 연간 5,600여톤의 바이오매스로 약 1600톤 
정도의 ‘미도리(美土里)’라는 브랜드의 퇴비를 생산하여 연간 5000만엔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바이오에너지(Bio-energy)는 신재생 

에너지(Renewable energy)의 일종 

으로서 미래의 대표적인 청정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에너지란  바이오매스 ( B i o 

Mass)를 이용하여 열이나 전기형태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하며 ,  바이오 

매스는  자연을  통해  얻는  생산물이 

대부분으로 매년 재생산할 수 있고, 

환경 친화적이므로 청정 지구를 위한 

미래의 차세대 연료이다. 

 도움자료

일본 모테기시 바이오 가스 시설

(2)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나요?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방향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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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비료적 가치는 각종 영양분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 

작물에게 유용하다. 축분별 비료성분 함량은 계분>돈분>우분 순으로 

높고 비료 효율도 빠르다. 가축분뇨는 오염부하량이 높은 고농도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유출시 수질 및 토양오염의 영향이 큰 반면에, 

작물생육에 필요한 성분인 질소, 인, 칼리 이외에도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과  같은  미량원소도 포함하고 있어  적절하게 처리하면 

자원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가축분뇨와 화학비료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가축분뇨 퇴·액비와 화학비료와의 차이점

① 가축분뇨는 각종 영양분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 작물에게 각종 영양소를 

동시에 공급한다.

② 가축분뇨는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 및 미생물 상이 개선되어 작물이 

생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③ 가축분뇨는 각종 요인에 따라 그 성분이나 품질에 차이가 크다.

④ 퇴비는 지효성이나 액비는 화학비료와 거의 동등한 속효성이다.

⑤ 가축분뇨는 화학비료에 비해 운송과 시용이 불편하다.

⑥ 가축분뇨는 사용할 때마다 성분을 분석하여 사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⑦ 가축분뇨는 악취 발생과 대장균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오염의 우려가 있다.  

벼는 생식생장이 시작되는 유수분화기에 질소요구도가 가장 크고, 

이 시기에 질소 부족은 결국 생장량 감소뿐만 아니라 퇴화 영화수 증가로 

인하여 생산량을 저하시키는 등 여러 가지 나쁜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완효성인 퇴비와 속효성인 액비 또는 화학비료는 작물의 생장 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혼용 시용하는 것이 작물과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3) 가축분뇨 퇴ㆍ액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까요?

 도움자료

 도움자료

액비는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

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일반적으로는 

비료공정규격에서  말하는  가축분뇨

발효액을 기준하지만, 농사현장에서는 

일반액비와 저농도액비(또는 SCB액비)로 

구분하여 활용되고 있다.

SCB 액비  :  Slurry  compost ing 

biof i l trat ion 의  약어로  돈분뇨를 

퇴비단(왕겨나 톱밥 등의 층) 여과를 

거친 액비를 말하며 비교적 균질하고 

저농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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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퇴·액비도 적정량 이상을 살포하게 되면 과잉의 성분들은 

토양에 축적되며, 장기간 지속된다면 특정 성분의 과다와 부족현상은 

당연히 발생한다. 화학비료 대신에 퇴비와 액비를 적절히 혼용 사용하고 

벼의 생장특성에 따라 액비를 분시하거나 약간의 화학비료를 보완 

사용하는 것이 친환경적으로 가축분뇨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생각된다. 

가축분뇨는 비료로 활용가치가 높으나, 토양관리(토양검정) 노력 없이 

활용하는 것은 곤란하며, 화학비료는 가축분뇨 퇴·액비 시용에 따른 

부족한 결핍성분 보충 용도로 전환하도록 하여 적정양만 사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액비의 주요 사용처를 벼, 보리, 녹비작물에서 채소, 화훼, 과수 

등 원예 및 특용작물과 임목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있으며 이미 

농촌진흥청에서는 다양한 작물에 대한 액비사용매뉴얼을 마련하였다. 

친환경농업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종농업과 축산부문이 연계되어 연중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별로 양분균형을 달성함으로서 

농업부문의 환경부하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친환경농업을 

중요시 하는  정책의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각계의 공감대 형성과 

공동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가축분뇨 퇴ㆍ액비 사용매뉴얼(농촌진 

흥청, 2010)에서는 논작물(벼, 보리), 

밭작물(보리, 옥수수), 채소(고추, 오이, 

토마토, 상추), 과수(사과, 배, 포도, 

감귤), 사료작물(초지, 사료용 옥수수, 

수단그라수, 호밀, 귀리, 답리작 사료작물), 

잔디(골프장, 노지), 수목(포플러, 밤나무, 

백합나무 )에  대한  액비사용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도움자료



농촌지역 비점오염

손에 잡히는 비점오염 해설서

3제 장

80 손에 잡히는 비점오염 해설서

최근 들어 가축분뇨의 자원으로 활용을 높이기 위한 퇴ㆍ액비 사용과 

작물의 생육과 수질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축분뇨 퇴ㆍ액비는 화학비료의 질소함량 100% 기준으로 농도를 

조정하여 사용한다. 시비 시기도 전량 기비로 주거나 기비와 추비로 

나누어 뿌리기도 한다.

쌀 수확량은 퇴비ㆍ액비를 3:7 또는 퇴비ㆍ화학비료를 3:7로 사용한 

논이 화학비료를 100% 사용한 논의 수확량을 100%로 하였을 때 96% 

수준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이상복 등, 2012). 퇴비를 많이 사용한 

논에서 수확량이 낮은 것은 완효성인 퇴비와 속효성인 액비의 특성 

차이에 의한 작물의 양분 필요시기에 충분한 양분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은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퇴ㆍ액비 시용시 논 발생수의 수질은, 질소(TN)와 인(TP)은 

화학비료 100% 처리구가 퇴ㆍ액비 100% 처리구에 비하여 각각 90%와 

50% 이상 높게 발생되었고, 유기물과 부유물질은 퇴ㆍ액비 처리가 각각 

2.4배와 1.9배 높게 발생되었다(농어촌연구원, 2013).

100% 화학비료를 사용한 논과 퇴비ㆍ액비를 적절하게 혼용(5:5, 

3:7)하여 사용한 논에서 토양의 이화학적 성분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액비 사용 시에는 구리와 아연 등 중금속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관행살포>        <지중살포>

가축분뇨 액비살포 사례  

(4) 가축분뇨 퇴ㆍ액비 활용 최적관리기술 사례가 
있나요?

 도움자료

기비 : 기비는 밑거름이라고도 하며, 

작물을 파종 또는 정식하기 전에 주는 

비료이다.

추비 : 추비는 웃거름이라고도 하며, 

작물이 생육 중에 필요로 하는 양을 

추가적으로 주는 비료이다. 추비는 보통 

작물의 종류와 생장특성에 따라서 기비 

후에 1~3회 정도로 나누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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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몇 차례 

부분개정 등을 거쳐 2012년 6월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법에  의한  친환경  농어업의  정의는  “합성농약 ,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에는  유기농산물 ( 유기축산물 ) ,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 ,  저농약농산물로  구분되나 ,  저농약농산물은 

2010년부터 신규인증이 폐지(’15년까지 유예 적용)되었다.

2 0 0 9년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 0 2  천h a (전체면적  대비 

11.6%)로 5년동안(’05~’09) 약 60%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도 ’09년 3조7천억원에서 2020년 7조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인증 라벨  

(1) 친환경농업이란 무엇인가요?

5.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현황과 전망

저농약농산물무농약농산물유농약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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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친환경농업은 유기농업(Organic farm)만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 유기농산물 중심으로 개편 예정으로 있다. 

세계 120개국 3,523만ha에서 유기농업이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오세아니아(38%) 〉 유럽(24%) 〉 남미(20%) 〉 아시아(9%) 〉 

북미(7%) 순이다. 우리나라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비율은 0.8%로서 

주요 OECD 국가인 오스트리아 17.4%, 스웨덴 10.8% 이탈리아 7.9%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농림수산식품부, 2011).  

세계 유기농식품의 시장규모는 세계시장 거래액은 ’08년 약 468억 

달러로서 ’02년 219억 달러의 두배 이상 증가하였고, 지난 몇 년간 크게 

성장한 북미, 유럽 시장의 성장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동아시아 지역의 

성장세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계 유기농지 면적 추이

 

(2) 외국에서도 친환경농업이 발달하였나요?

(자료 : IFOAM)

백만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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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11~’15)”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대책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을 ’09년 4.9%에서 ’15년 

12%까지 확대하고, 화학비료ㆍ농약의 사용량도 ’15년까지 15% 

감축(화학비료 ’10년 242 ㎏/㏊ → ’15년 205, 농약 ’09년 9.9 ㎏/㏊ → 

’15년 8.4)하는 정책목표를 정하였다.

또한 토양양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적합한 농자재 투입 등 경영비 

절감 영농시스템을 구축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지속가능한 농업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11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총 4조 4,60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연평균 8.4% 증가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였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사업면적 600 ha이상 확보가 가능한 지역 

농협(축협),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은 경지면적 

10ha 이상 집단화한 참여농가 10호 이상인 지역을 사업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관행농업 논과 친환경농업 논 사례  

(3)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생물이 살지 않는 관행 논▶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

◀ 개구리밥이 있는 친환경농업 논

      (유기농업과 무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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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비점오염원관리는 2004년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2004~2020)”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부처별로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제도개선 및 저감사업 등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비점오염은  점오염보다  훨씬  더  관리하기가  어렵다 .  따라서 

비점오염원 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각 부처 

간 상호 협조와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비점오염원 관리의 성공적 시행과 정착을 위한 인력과 

기술 및 재정을 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  농림축산식품부  모두  비점오염원 

관리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들 부처는 비점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을 입안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을 기반으로 오염저감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개선 및 운영의 효율화, 하수관거정비 등 오염 물질 삭감 노력과 함께 

비점오염의 무분별한 증가 억제 등 친환경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1) 비점오염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
할은 무엇인가요?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협력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살펴보면 

① 수변구역 지정

② 수변 녹지대 조성

③ 하천인접지역의 농약.비료 사용 제한

④ 토지매수제도

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⑥ 수계관리위원회 및 유역환경청 설치 

등이 추진되었다.

 도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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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질개선지역의 선정과 개선여부 파악을 위해서 목표수질이 

설정된  하천의  수질  및  유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하천의 수질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지방하천의 수질항목 및 

목표수질농도를 함께 설정하여야 하며, 하천유역의 변동특성에 따라 

수질항목과  목표수질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특히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교육과 

홍보체계에도 중앙정부와 긴밀한 노력을 해야 한다.

지방정부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산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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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 저감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역수계 관리는 주로  유역권 통합관리에 기초한 상류와 하류의 

지방정부간 협력과 교류로 해결한다. 

광역수계를  둘러싼  지방정부간  수자원  갈등은  주로  상하류간 

수질오염 개선과 수자원 확보를 위한 각종 규제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비용분담을 둘러싸고 발생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광역수계는 인접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공유자산으로서 통합관리에 

의해서 비점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해가  상반된  두  지역의  협력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광역사업의  추진이  장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 및 주민들간에 경쟁의식과 이질감이 형성되어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  또한  현실적으로  이러한 

유역통합환경관리기반의 구축과 상호노력은 대단히 저조한 실정이다. 

통합 환경관리 체제 구축은 지방정부간 상호 신뢰와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유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하류 지역을 

하나의 유역관리권으로 묶어 통합수계관리(IWM)계획과 ‘유역의제 

21’ 등 지방정부간의 역할과 공동의 이해가 강조된 다양한 유역 공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된다.

(2) 비점오염 해결을 위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어
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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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는 사회적 공익성을 핵심 가치기준으로 하여, 활성화된 

시민사회와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부여받은  정부가  유기적으로 

결합됨으로써 당면한 과제를 보다 효과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책임성을 동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활성화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확장시켜 나가면서 토론과정을 통해 참여자들 스스로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따라서  발생지점이  명료하지  않아  오염원을  인식하기  어려운 

비점오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익(public interest)’에 기반한 

시민들의  책임성(civic responsibility)을  토대로  정부가  결합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바람직한 거버넌스는 자본주의 시장질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적 가치를 조정하고 견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몫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비점오염원 해결을 위해 물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움자료

G o v e r n a n ce는  관심분야에  따라 

‘국정관리’, ‘네트워크 통치’, ‘공치(共治)’, 

‘협치(協治)’, 또는 ‘관치(管治)’ 등으로도 

불리고 있으나, 최근에는 그냥 ‘거버 

넌스’로 많이 부르고 있다.

2. 물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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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비와호는 농업배수 등 비점오염물질 등의 유입으로 수질과 

주변생태계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제기되었다. 1972년 ‘비와호 

종합발전 프로그램’이 국가 과제로 시작되어 1997년에 완료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에는 비와호 보전 네트워크가 있었다. 

환경보전 조성작업의 일환으로서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와호 보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에 

의한 보전활동을 실시하였다. 지역주민 보전활동으로는 강주변의 숲 

복원, 친환경 농업, 전문가, 시민대표, 지역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강 

개선 위원회’의 조직 등이 실시되었다. 

또한  지역간의  정보를  나누고  교환하기  위하여  Omi 네트워크 

센터라는 환경보전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일본 내외의 환경산업체, 

연구소, 학교의 연구진들이 참여한 국제 환경산업 전시회를 열었으며, 

비와호 박물관을 만들어 비와호 환경보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연구, 조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일본 비와호(琵琶湖)  
비와호 사진출처 - 원작자 : samsara@hk 출 처 : flickr

(2) 비점오염 해결을 위한 물 거버넌스 우수 사례에
는 어떤 것이 있나요?

비와호는  면적  674㎢로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이다 .  이  호수로  크고 

작은 469개의 강이 흘러들고 있으나 

출구는 하나이다. 비와호는 주변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오래 전부터 

홍수시에는 비와호 주변에 많은 피해를 

입혀왔다. 

 도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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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997년과 1988년에는 정부의 6개부처가 비와호 보전을 위한 

종합적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99년부터 좀 더 진전된 

연구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비와호 조사 연구소를 설립하여 호수로 

유입되는 오염량 총량을 추정하고, 장기적 환경 변화 예측을 실시하고 

자연의 종 다양성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종합적인 유역보전 노력과 관리를 통해 이제 비와호의 수질 및 

주변 생태계는 획기적으로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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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비점오염 해결을 위한 물 거버넌스 노
력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전라북도는 현재 새만금개발사업의 세부 사업으로 상류지역(만경강, 

동진강)수질개선 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전라북도는 

오염의  정도가  특히  심각한  만경강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만경강민관학협의회> 및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등을 조직하고, 

이 단체들을 중심으로 ‘민관협력형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난 10여 

년간 점오염 및 비점오염 저감사업 그리고 주민주도형 하천네트워크 

조성사업 등 다양한 실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과 함께 강우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고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일반시민,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범 도민 비점오염줄이기 

참여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민을 대상으로 영농철 화학비료 및 퇴비 적정 사용 등 농업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쓰레기 및 소각재 등의 무단투기 

로 오염이 심한 하천을 대상으로  정화활동 및 지역주민 계도 캠페인 등 

도 실시하고 있다.

주요 활동내용은 사업장의 배수로 및 맨홀 대청소, 원료 및 폐기물 

덮개설치 ,  침사지  및  저류지  설치  등  각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비점오염저감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일반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공감하고 비점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전라북도와 시민환경단체, 기업, 의회, 

도민이 함께하는‘전라북도 강살리기 

추진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강 살리기를 

테마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한 

것은 광역자치단체 중 전라북도가 처음 

이다.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민관학협의회’는

지난 2002년에 창립되어 전북도민, 

도내학계, 전라북도 관계자 등 101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이다. 

활동분야는 만경강의 생태, 수질, 역사,

문화 등을 연구 조사하고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만경강 알리기 운동’ 등 도민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도움자료

 도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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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점오염원 저감 교육

전국 농축산업 종사자 500명, 일반 주민 500명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및 1대1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비점오염원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먼저  비점오염원  정의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비점오염원의 정의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2.5%(25명), “알고 있다”는 13.1%(131명), “보통이다”는 

23 .9%(239명 ) ,  “모른다”는  32 .2%(322명 ) ,  “전혀  모른다”는 

28.3%(283명)로 응답하여 약 60%는 비점오염원의 정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점오염원의 정의   비점오염원 관리의 중요성

(1) 비점오염원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 조사 분석

잘 알고 있다

2.5% 알고 있다

13.1%

보통이다

23.9%

모른다

32.2%

전혀 모른다

28.3%

중요하지 않다

1.6%

전혀 중요하지 않다

1.6%

매우 중요하다 

32.3%

중요하다

51.8%

보통이다

14.1%

 도움자료

- 성별로는 남성 505명(50.5%), 

여성 495명(49.5%)

- 연령으로는 20~29세 123명(12.3%), 

30~39세 199명(19.9%), 

40~49세 238명(23.8), 

50~59세 197명(19.7), 

60세 이상 243명(24.3%)

- 직업으로는 주부 83명(8.3%), 

공무원 17명1.7%),

농/임/어업 415명 (41.5%), 

축산업 85명(8.5%), 학생 57명(5.7%), 

건설업 13명(1.3%), 

판매/영업/서비스직 47명(4.7%), 

사무/관리/전문직 283명(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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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비점오염원 

관리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다”는 32.3%(323명), “중요하다”는 51.8%(518명), 

“보통이다”는 14.1%(141명), “중요하지 않다”는 1.6%(16명),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0.2%(2명)로 중요하지 않다는 쪽의 응답자는 1.8%에 

불과하다고 응답하여 인식 정도의 결과는 매우 낮았으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점오염원에 대한 교육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비점오염 저감관련 

교육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있다”는 

8.3%(83명), “없다”는 91.7%(917명)로 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점오염원에 대한 교육 경험   비점오염 저감방안 교육의 
비점오염 저감 도움 정도

비점오염 저감방안을 위한 방안으로 교육의 필요성을 알아보는 

질문에 대하여 “아주 효과가 좋을 것이다”는 17.2%(172명), “대체로 

효과가 좋을 것이다”는 53.8%(538명),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는 

17.8%(178명),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는 2.0%(20명), “모르겠다”는 

9.2%(92명)로 나타나 70% 이상이 교육이 비점오염 저감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점오염 저감 

교육 방법은 “지역 센터 내에서 비점

오염 전문가가 직접 교육진행(454명)”

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선호하는 교육 

내용은 “생활 속 실천 가능한 내용 교육 

(560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먼저 비점오염 저감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은 “산업종사자” 26.4%(264명)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점오염 

저 감  캠 페 인 을  참 여 하 고 자  하 는 

사람 (적극  참여할  것이다 ,  여건을 

고려해 참여할 것이다)은 전체의 75.2% 

(752명)로 나타났다. 

없다

91.7%

있다

8.3%

대체로 효과가 좋을 것이다

53.8%

아주 효과가 

좋을 것이다

17.2%

모르겠다

9.1%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17.8%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2.0%

 도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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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집단

비점오염을 저감하기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집단을 묻는 질문에는 

“지방자치단체”는 555명, “지역주민”은 456명, “중앙정부”는 387명, 

“기업체”는 307명, “시민단체”는 265명, “기타”는 13명, “모름”은 

16명으로 나타났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자체의 이해와 지역주민의 

실천의지, 중앙정부의 지원, 기업체의 인식, 시민단체의 활동 모두가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모두 필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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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555명

지역주민

(명)

4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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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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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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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배워가는 협동학습

협동학습은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다양한  학습자들이 

소집단을 구성하여 구성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유익한 결과를 도출하는 학습 방법이다. 협동학습 방법은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비점오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천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직소 수업방법이 있다.

직소(Jigsaw) 수업 모형은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구성원 모두가 

학습의 주체가 되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소집단 협동 학습의 한 

형태로, 비점오염같이 공공의 이익실현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수업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개인의 책무성을 높여주고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을 

가지면서 집단의 기능 발휘를 증진시킬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집단 

구성원 모두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직소 수업 방법은 다음과 같다.

(2) 비점오염 해결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방법

1978년 미국 Texas 대학의 Aronso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 

직소(Jigsaw)라는 이름은 모집단이 

전문가  집단 ( e x p e r t  t e a m ) 으로 

갈라졌다가 다시 모집단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마치 Jigsaw puzzle(조각난 그림 

끼워 맞추기)과 같다고 하여 붙여졌다.

 도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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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 활동 : 강사는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고, 4~6명으로 
구성된 모둠에 몇 가지의 하위 주제가 적혀있는 학습 활동지를 
나누어준다. 이 하위 주제들은 모둠 구성원 각자에게 하나씩 
나누어준다.

전문가 활동 : 각각의 모둠에서 동일한 주제를 맡은 구성원끼리 
따로 전문가 모둠을 형성하여 함께 학습 활동지를 중심으로 
공부한다. 각자의 모둠에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어떻게 핵심 
내용을 전달해 줄 것인가를 중심으로 토론하게 된다.

모집단 재소집 : 전문가 모둠의 활동이 끝났으면 다시 원래의 
모둠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전문적  지식을  모둠의  다른 
동료들에게 전달한다. 

발표 및 정리 :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이 끝났으면 전체 
앞에서 발표하여 내용을 정리한다. 이 때, 발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퀴즈 등의 문제형태도 개별의 인식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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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학습으로 비점오염원에 대해 함께 배우고 

발표해보세요.
응용 사례

주제 비점오염원

수업 
목표

비점오염원의 특성과 관리 방안을 알 수 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적용 사례를 알 수 있다. 

단계
수업 
절차

학습 활동 학습 자료 및 유의점

도입
수업 
안내

•수업 목표 및 절차와 
방식, 평가 안내

•참고 자료 배부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발표를 
하도록 학습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전개

모집단 
활동

•소집단 
구성하기(4명) 
•모둠원 각자가 

학습해야 할 소주제 
분담하기

•전문가 용지 배부
•소집단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
①비점오염원 특성
②비점오염원 관리
③도시지역 비점오염
④농촌지역 비점오염

전문가 
활동

•같은 주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임
•전문가 학습지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

•전문가 용지 탐구
(도움자료 참조)
•모집단으로 돌아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전문가집단별로 토의

모집단 
재소집

•소집단 구성원들의 
획득한 지식을 
상호간 교수
•모둠별로 의견 

정리하기

•교사의 보충 설명으로 그릇된 
부분은 바로 잡아준다.

평가
•모둠별로 발표
•개인과 집단 평가

평가를 통해 마지막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도움사례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이란 

뇌에  폭풍이  몰아친다라는  뜻으로 

아이디어 창출방법의 하나로 한 가지 

문제를 집단적으로 토의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 가운데 독창적인 아이디 

어가 튀어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 용지 예시

▶비점오염원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비점오염물질과 관리 방안은 무엇 

인가요?

▶도시지역 비점오염 관리 방안은 무엇 

인가요?

▶농촌지역 비점오염 관리 방안은 무엇 

인가요?

 도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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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자료

프로젝트(project)의 사전적 의미는 

‘앞으로 던진다’, ‘생각한다’, ‘연구한다’, 

‘구상한다’ 등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프로젝트 학습법이란, 교사의 

지도하에  일상생활에서  가치있는 

문제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학습하는 방법이다.

 프로젝트 학습

프로젝트 학습은 하나의 소재나 주제에 대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 

내용을 계획, 수립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과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학습 방법이다. 

따라서  실생활의  문제를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긴  시간동안 

해결하고 실천해나가야 하는 비점오염과 같은 환경문제에 매우 적합한 

교수학습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점오염과 관련된 프로젝트 수업 

진행을 통해, 학습자는 스스로 탐구, 토의, 발표회 등의 활동을 개인별 

혹은 협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비점오염원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및 

개선의지를 가질 수 있다. 

비점오염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학습법의 장점은 학습자 스스로가 

실생활과 유사한 학습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게 되기 때문에 

비점오염  문제  해결의  과정  속에서  자주성 ,  책임감  및  협동심이 

길러지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프로젝트 수업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은 실제 생활에서의 현장 적응력 및 문제 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다.

프로젝트 수업은 짧게는 2~3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수업 참여자들이 

수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가 요구된다. 

또한, 교사의 체계적인 가이드 및 안내가 이루어져야만 된다. 



100 손에 잡히는 비점오염 해설서

협력방안/환경교육

손에 잡히는 비점오염 해설서

4제 장

응용 사례
비점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수업 

내용을 살펴보고 하나의 주제를 정해보세요.

프로젝트의 

주제 선정

비점오염과 관련된 프로젝트에서는 스스로 선택한 주제를 

탐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프로젝트 주제 선정 시에는 웹사이트, 

지역 사회, 지역 및 국가적 쟁점, 토론 등 일상적인 삶의 모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 

수행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비점오염과 관련해서 배울 수 없는 문제 해결력, 끈기 

그리고 지혜 및 협동심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할 경우 지도교사는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최소한으로 개입하여 조력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어려움을 겪는 참가자들 스스로 극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점오염 프로젝트 주제 예시

▶ 비점오염 변천사 : 무심천의 어제와 오늘을 쓰다

▶ 비점오염의 오개념 실태 조사 및 인식개선 활동

▶ 우리 마을에 비점오염 안내판 제작

▶ 비점오염 방지,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결과

프로젝트 결과물에는 탐구 내용에 대한 지식과 기능이 

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보고서, 연구 논문, 멀티미디어 쇼, 

프리젠테이션, 학교 밖에서의 전시회 등이 있다.    

프로젝트의 

평가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협력, 의사소통, 문제해결 

등의 수행 과정과 보고서, 프리젠테이션 등의 수행 결과를 모두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프로젝트의 평가 계획에는 수행 

과정 전체가 포함되어야 하며, 참가자들이 프로젝트 수행 과정 

및 결과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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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자료

Project WET은 최초의 물 교육과정으로 

미  내무성  교정국의  지원으로  개발 

되었다. 1989년 시작된 이래로, 물 교육 

과정은 미서부 지역의 주요 물 관련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  물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기여했다.

 비점오염원 관련 WET 프로그램

Project  WET은  물  사용자들의  다양한  관심을  세계전역으로 

확장시키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과 어른들을 대상으로 교육적, 학제적, 

상호교류적, 독창적인 교육 자료를 통해 물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Project WET의 교육활동은 모둠활동, 체험 

활동, 조사 활동, 쟁점 토론, 지역 사회 봉사 참여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Project WET의 주요한 주제는 물과 인간의 상호관계이며 물의 화학적 

물리적 특성, 수량과 수질 문제, 수생 생물, 생태계 그리고 물 관리 전략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비점오염원과 관련된 

WET 프로그램 내용이다.

교육활동 명 교육내용과 습득되는 능력

Rainy-Day 
Hike

(비 오는 날의 
소풍)

- 유역, 비점오염원에 대해 학습

- 지역 지도를 직접 그려봄으로서 물이 흐르는 방향과 
과정을 예측해보고 비점오염원을 추측하여, 오염원의 
이동 경로 파악

- 비점오염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수집과 분석 능력의 함양

A-maze-ing 
water

(놀라운 물 
이야기)

- 빗물 배수관, 비점오염원 오염원인, 유거수, 오염물질 
등에 대해 학습

- 점토를 활용하여 배수관을 나타내는 미로를 만들고, 
배수관을 통한 물방울의 이동과정을 관찰하여 오염원이 
어떻게 인간생활에 유입되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

- 비점오염원 탐구를 통한 인과 관계 해석 능력의 함양

Sum of the 
parts

(나 하나쯤이야)

- 점오염원, 비점오염원에 대해 학습

- 인간 활동으로 발생한 하천 오염 물질이 하천에 끼치는 
영향을 직접 그려봄으로써, 생활습관이 환경보존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함

- 수질 오염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조직, 그리고 해석 
능력과 이를 적용하는 능력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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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사례
WET 프로그램 중에서 비점오염과 관련된 

‘비 오는 날의 소풍’ 수업 사례를 적용해보세요.

지역조사 Ⅰ 예 : 물웅덩이를 형성할 수 

있는 곳에 위치를 예측하고 원을 그린다, 

물의 흐름을 예상하여 표시한다.

지역조사 Ⅱ 예 : 빗물이 흐르는 패턴을 

확인한다. 물이 고이는 위치를 확인한다. 

인도  지역에서  경사면이  어떠한지 , 

침식된 곳과 균열을 관찰한다. 

Rainy-Day Hike

(비 오는 날의 소풍)

강의 - 강과 호수와 운동장과의 연계성 설명하기

현장체험 - 지역 하천 탐사하기, 비 오는 날 유역 관찰하기

모둠
협력학습

 - 학교운동장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그룹에게 구역 정해주기
 - 학교 운동장의 모습을 담은 지도 완성하기
 - 지도의 각 구역에 점오염원이나 비점오염발생 가능 지역 

조사하기
 - 칠판에 물 특징들을 그린 지도 붙이기

유역 
관찰하기

- 비 오는 날 학교주변 투어하기
- 비 오는 날 학교운동장 유역 관찰하기

모둠
협력학습

- 지도의 각 구역에 점오염원이나 비점오염원발생 가능 지역 
조사하기

- 칠판에 물 특징들을 그린 지도 붙이기

토의
토론학습

- 어떠한 것이 학교 운동장 표면에 영향을 끼치나요?
- 우리 마을의 강과 호수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활용의
유의점

지역하천 탐사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높일 수 있음
비 오는 날(장마시기)과 연계한 수업 편성이 필요함

 도움자료

 도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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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사례
WET 프로그램 중에서 비점오염과 관련된 

‘놀라운 물 이야기’ 수업 사례를 적용해보세요.

 도움자료

 도움자료

 London Bridge 게임: 1. 두사람이 손을 

맞잡고 다리를 만든다. 2. 다른 사람들은 

한줄  기차를  만들어  다리  아래로 

지나가면서  동대문 /남대문  노래를 

부른다. 3. 노래가 끝나는 부분에 들어 

올렸던 손을 내려 한 친구를 걸리게 

한다. 4. 걸린 친구에게 질문하고 답을 

못했을  경우  앞뒤로  흔들어주거나 

얼굴에 스티커를 붙여줘 술래가 되도록 

한다. 

유거수란? 지표상으로 흐르거나 수로를 

통해 하천에 도달하는 물뿐만 아니라, 

토양으로 침투되어 지하수면 위에 있는 

하천수로 흘러 수로로 들어가는 물도 

포함된다.

A-maze-ing water

(놀라운 물 이야기)

강의 - 생활 속의 장면을 통해 빗물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탐구하기

모의체험 
및 

실험학습

- 미로 모양으로 교실에서 의자를 배열하고 미로 체험하기
- 물의 이동 체험/ 미로체험을 통한 유거수 알기

토의학습
- 유거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물의 흐름 토의하기 (거리, 
잔디, 주차장 등)

게임학습 - London Bridge 게임 : 오염물질 제거하는 체험을 통해 
배수관의 중요성을 질문하고 답하는 활동하기

미로구조 
만들기

- 미로 구조 만들기 및 모의실험하기 : 빗물 운반하는 
빗물파이프 만들기

  (코팅된 종이와 찰흙, 고무찰흙을 이용하여 빗물파이프를 
만들고 시작점은 하나이며 출구는 2개로 만든다. 하나는 
오염물이 처리되는 곳이며 하나는 하천으로 흐르게 한다.) 

모둠
협력학습

- 조사 탐구학습하기
  (간장이나 후추를 섞은 물로 미로구조에서 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관찰하면서 우리 마을의 비점오염원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조사 탐구한다.)

모둠
협력학습

미로 만들기 자체보다는 비점오염 물질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도록 해야 함  
미로구조 만들고 실험 후 오염물질 등을 잘 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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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자료

 도움자료

토지사용 사례 그림 그리기: 농장 또는 

목장, 리조트, 주택, 공장, 또는 공원을 

구축; 식물 숲 등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린다.

오염  물질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을 

동전이나  클립으로  표현해도  좋다 . 

예를 들어, 빨간색 클립은 농약주황색 

클립은  비료 ,  흰색  클립은  사람과 

동물의  폐기물, 오렌지 클립은 가스와 

석유, 동전은 토양 침식, 토양을 덮을 

수 있는 나무와 숲은 초록색, 잔디와 

정원은 녹색과 빨간색 반반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응용 사례
WET 프로그램 중에서 비점오염과 관련된 ‘나 

하나쯤이야’ 수업 사례를 적용해보세요.

Sum of the parts

(나 하나쯤이야)

강의 - 우리 주변의 강과 유역에 대한 내용 배우며 관심 갖기

게임학습

- 우리 마을의 강가 그림 조각 배정받기
  (강가의 토지 일부를 상속하고, 10억을 받았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땅을 개발하기 위해 돈을 사용할 수 
있다.)

- 퍼즐 조각에 그림 그리기 

모둠
협력학습

- 퍼즐 조각 맞추기
  (각각의 그림 조각으로 강의 인접지역 토지를 구성한다)
- 토지 사용 설명하기
  (자신의 토지를 개발하고 물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방법을 
설명한다.)

- 오염물 발표하기 
  (자신들의 위치에서 강 주변에 자신의 오염 조각을 전달하고 
오염 물질의 종류를 발표한다.)

토의
토론학습

- 상류에 있는 사람의 행동이 하류에 영향을 끼쳤는가?
- 본인이 한 개발이나 사용이 점오염, 비점오염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활용의
유의점

-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을의 수질 및 물 환경을 위해서 
좋을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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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오염 교육장 조성 및 운영 : 기존 공공시설물,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비점오염 교육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활용 가능한 인프라를 

확인하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장  조성에  대한  종합계획  속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교육장 운영과 지원에 대한 

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전략 구축 : 민간 환경단체나 정부기관과 같은 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물환경 교육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비점오염 

교육에 대해서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들의 활동들을 모니터링하고 수집하여 지역에 맞는 

교육 내용을 확인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고 개발된 교재 및 교구에 DB 구축이 필요하다.

 강사 전문성 강화 : 대부분의 기관이나 사회환경단체에서 물 관련 

교육전문가나 교사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물환경전문강사를 지원하는 제도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교육담당자들이 함께 교육받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먼저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의 협력의 장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형식교육과의 협력 방안 및 운영방안 개선 : 현재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자신들이 제공할 수 있는 교육만 제공하는 현실이다 보니 

지역에서의 활용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비점오염원과 지역은 매우 

밀접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과 협력하여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형식교육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모두를 위한 협력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주민들의 인식개선 및 실천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도움자료

환경부R&D과제 『비점오염원을 중심 

으로 한 초중등학생 대상 물환경 교육 

컨텐츠 개발 및 체험교육 사업』, 2010, 

한국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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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열쇠>

1) 주로 비가 올 때 쓸려나오는 오염된 빗물유출수와 같이 수시로 

불특정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말한다.

2) 불투수층이 많은 이 곳에서는 55~70%가 유출되어 이때, 지표면에 

축적된 비점오염물질이 일시에 발생됨으로써 물고기 폐사사건 등 

수질오염문제를 일으킨다. 

3) 주요 점오염원 중의 하나로 공장 및 분뇨처리장 이외 이곳에서 

일상생활의 점오염원이 많이 발생된다.

4) 이 지역은 농지에 살포된 농약, 비료, 퇴·액비, 축사 및 주변의 

가축분뇨, 고랭지 토양침식 및 객토된 토사 등의 유출로 비점오염원이 

발생된다.

(4) 교재 모두 읽어보셨나요? 
   십자퍼즐을 통해 비점오염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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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대강 대권역별로 보면 비점발생량은 한강유역에서 총발생량의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이 강 유역이 그 다음으로 많다.

6) 건물의 이 곳은 100% 불투수 공간이어서 비가 올 때 많은 양의 

빗물이 우수관거로 흘러간다. 일반적으로 이곳에 내린 빗물은 깨끗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기후적 원인으로 인하여 다양한 오염물질이 

발생되고 있다. 

<세로열쇠>

7)

8)

9)

10)

11)

12)

13)

작물에 질소와 인과 같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종종 과잉 

사용된 이것은 빗물에 의해 유출되어 조류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하천과 호소의 수질을 악화시킨다. 

하루동안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으로 가축분뇨는 

이것이 높은 고농도 오염물질로 유출시 수질 및 토양오염의 영향이 

크다.

도시화의 증가로 이것이 증가하여 불투수층이 많아져 토지계 

비점오염원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곳의 비점오염원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전체  국토면적  10,027 천ha의  약  20%를  차지하며 ,  전국의 

비점오염물질 발생량(BOD 기준) 중 도시 및 이곳과 축산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90%이상이라고 한다.

보도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은 맨홀로 유입되는데 이곳으로  

유도하게 되면 비점오염물질 제거되고 강우유출수의 식물이용 등 

다양한 장점을 확보할 수 있다. 

한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그리고 이 강 수계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4대강 수계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었다.

농업비점오염원은 농업과 이것의 토지이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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