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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database of weather, hydrology, point source pollution management, reservoir
release and tillage management for SWAT model evaluation of Anseongcheon watershed (370.1 km2, the upstream of Gongdo
water level gauging station), and to use them for the following research of future climate and land use change impact on
streamflow and stream water quality. It is expected that the database can achieve the practical analysis of current watershed
hydrologic and environmental condition. The model calibration and validation were conducted using the constructed database.
The model results showed that the tillage management affected the temporal shift of pollutant loads, and changed the flow pat-
tern of pollutant transport through cultivation area. It was identified that the April and May irrigation water supply from the
agricultural reservoir also affected the streamflow of downstream. The data application of pollutants treatment facilities and till-
age management of cultivation area showed about 10% difference in the simulation results of stream water quality. The data
establishment of agricultural reservoir operation, the tillage management of cultivated area within the watershed and the
attributes inclusion of pollutants treatment facilities were proved to be important in SWAT model evaluation. The results of
model setup in this study are expected for more reliable model application in the following research of future climate and land
use change impact on hydrology and stream water quality of the study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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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안성천 공도수위관측소 상류유역을 대상으로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모형을 이용하여
현재의 유역 수문환경조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기상, 수문 자료와 점오염원 운영자료, 저수지의 방류량 자료
및 경작관리 형태의 자료를 구축하여 후속연구인 “미래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안성천 유역 수문-수질 변화 분
석 (II)”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역 현실에 보다 가까운 분석을 위해 유역특성 자료인 점오염원 운영자료,
저수지의 방류량 자료 및 경작관리 형태의 자료를 구축, 분석한 후 모형의 검 보정을 실시하였다. 유역 특성 자료에 따른
분석 결과, 경작관리의 경우 농경지로 인한 수질 부하량의 경향과 흐름이 바뀌게 되며, 저수지 적용자료 적용시는 4-5월 시
기의 관개를 위하여 방류를 시도한 패턴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경작관리를 미적용 및 적용시 약 10%
의 하천수질 모의결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역의 실제적인 상황에 근접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유역내의 정확한
자료의 구축과 적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유역 특성 자료를 통한 검보정 결과는 (II)연구에서 기후변화와 토지이용에 따른
유역 수문-수질 변화 분석에 활용되어 보다 신뢰도 높은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SWAT, 비점오염원, 저수지, 환경기초시설, 경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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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역에서의 장기 유출 모형과 관련된 모형들이 국내·외

에서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장기-강우

유출모형(Continuous Rainfall-Runoff Model)은 수자원 계

획과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중요하다. 유출량 자료는

저수지와 댐의 용량 결정, 하천유지유량 결정 등의 이수계

획 및 저수지의 물관리와 수리권의 조정 등에 있어서 필

수적이다(장철희 등, 2003). 또한 우리나라의 급격한 도시

화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현재에 와서는 단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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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확보가 아닌 비점오염원의 정확한 산정을 포함한 유

역관리 방안이 대두 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연구에서는

정확한 유출 모의와 비점오염원 산정을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국내에서는 강문성 등 (2003)은 SWAT 모형을 이용하여

오염총량모의시스템을 개발한 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발안유역을 선정하여 유역의 수문·수질 모니터링을 수행하

였으며, 시험유역의 도형자료를 구축하여 오염총량모의시스

템의 적용성을 평가한바 있다. 임상준 등 (2003)은 HSPF와

SWAT 모형을 이용하여 산림유역의 유출 및 유사량을 추정

한 바 있다. 정재운 (2005)은 주암호 유역내 소유역인 외남

천 유역을 선정,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수문 및 수질관련 인

자를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얻어진 유

량 및 수질관측치를 이용하여 농촌유역에 적합한 SWAT 모

형의 적용성을 검토한 바 있다. 허성구 등 (2005)은 고랭지

농경지에서의 토양유실 모의를 분석하였다. 김대근 등

(2007)은 SWAT 모형응 이용하여 적설 및 융설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김남원 등 (2007)은 다목적적 댐의 운영을 모의

하여 유황 변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국외연구로는 Saleh 등

(2000)은 Upper North Bosque River Water 유역에서 SWAT

모형의 적용성을 검토하였으며, 2002년에는 SWAT 모형과

HSPF를 똑같은 유역에 적용하고 비교한 결과 유출량 및 유

사량은 HSPF가 SWAT모형보다 더 정확하게 모의 하는 반

면, 영양물질 부하량은 SWAT 모형이 HSPF보다 더 정확하

게 모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Neitsch 등 (2002)은 Rock

River 유역에서의 SWAT 모형을 통해 침식과 인(Phosphorus)

부하량을 추정한 바 있다. Nasra 등 (2007)은 HSPF와

SWAT 그리고 SHETRAN 모델을 비교 하였다. Marlos 등

(2004)은 AVSWAT2000 모형을 이용하여 농업유역에서의 클

로로필의 농도와 T-P 농도를 모의 하였으며, Saleh 등

(2004)은 SWAT2000 모형과 Modified-SWAT 모형의 비교

를 통해, Iowa주의 Creek 유역에서 유출량과 NO3-N을 모

의한 결과 Modified-SWAT 모형이 SWAT2000 모형보다 실

측값이 더 유사하게 모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Jing 등

(2008)은 SWAT 모형의 불확실성을 평가한 바 있다. 본 논

문에서는 현재의 유역 수문환경조건을 현실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기상, 수문 자료와 점오염원 운영자료, 저수지의 방

류량 자료 및 경작관리 형태의 자료를 구축하여 유역 수문-

수질 변화 분석에 활용되어 보다 신뢰도 높은 결과를 도출

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지역 

본 연구에서 적용한 유역은 안성천의 공도 수위관측소를

유역출구로 하는 상류유역으로, 이 유역의 면적은 약 371.1

km2, 주 하천의 유로연장은 26.8 km, 유역 평균표고는

EL. 113.6 m, 유역 평균경사는 10.6%이다. 행정구역상으로

는 안성시, 천안시와 용인시가 각각 90.2%, 1.1%, 8.7%를

차지하고 있다. 유역내 농업용저수지로는 고삼저수지와 금

광저수지를 포함하고 있으며(그림 1), 본 대상유역의 유역

출구점에 해당하는 공도 수위 관측소는 건설교통부 관할 하

에 운영 중에 있다.

3. SWAT 모형

수문·수질모의를 위한 모형으로 미국 농무성 농업연구소

(USDA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에서 개발한

SWAT(Soil and Water Assesment Tool)모형을 선정하였다.

SWAT모형은 준 분포형 장기 강우-유출 모형으로서, 대규모

의 복잡한 유역에서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종류의 토양과

토지이용 및 토지관리 상태에 따른 유출과 유사 및 농업화

학물질의 거동에 대한 토지관리 방법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

해 개발된 모형으로 수문, 토양유실, 영양물질, 하도추적의 4

가지 부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수문 부모형에서는

토양과 토지이용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수문반응단위

(Hydrologic Response Unit, HRU)로 SCS 유출곡선법과

Green & Ampt 침투법을 이용하여 지표유출량을 산정하며,

측방유출량은 Kinematic Storage Model을 이용한다. 침투는

토층을 최대 10개 층까지 세분화하여 선형저수량 추적기법

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잠재증발산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Hargreaves 방법, Priestley-Taylor 방법과 Penman-Monteith

방법을 제공하며, 작물과 토양의 증발산을 분리하여 모의하

기 위해 Ritchie(1997) 방법을 이용한다.

SWAT모형으로 어떤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든지, 물

그림 1. 대상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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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는 유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 중에서 중요한 요소이

다. 유사 또는 영양물질의 이동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모형에 의해 모의되는 수문순환이 유역내에서 발생하는 일

들과 일치하여야 한다. 모형에서 수문순환을 정확히 예측하

기 위하여 물수지 방정식에 근거를 두고 강수, 증발산, 지표

유출, 기저유출, 지하수 등에 대한 모의를 각 수문반응단위

별로 계산할 수 있다. SWAT모형에서 사용하는 물수지 방정

식은 다음 식(1)과 같다.

(1)

여기서 SWt는 최종의 토양수분량(mm), SW0은 i일의 초기토

양수분량(mm), t는 시간(일), Rday는 i일의 강수량(mm),

Qsurf는 i일의 지표유출량(mm), Ea는 i일의 증발산량(mm),

wseep는 i일의 토양면으로부터 투수층으로의 투수되는 총량

(mm), Qgw는 i일의 회귀수량(mm) 이다. 

수문순환에서 토지부분은 각 소유역의 주 하천에 물과 유

사, 영양물질 및 살충제의 부하량을 조절한다. 침식과 유사

량은 수정범용토양침식공식(Modifi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MUSLE)에 의해 추정된다. USLE가 침식에너지의

지표로서 강우를 사용하는 반면에 MUSLE는 침식과 유사량

을 모의하기 위해 총유출량을 사용한다. SWAT은 유역에서

질소와 인의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전이와 이동을 추적한다.

영양물질은 주 하천에 유입되고 지표 유출 및 측방 지하 유

출에 의하여 하류로 운송된다.

4. 유역 자료 구축
 

DEM자료의 구축은 모의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보다

정확한 자료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SWAT모형의

기본 지형입력자료 구축을 위하여 안성천지역의 NGIS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1:5,000 축척의

수치지도로부터 지형관련 레이어인 7111(주곡선), 7114(계곡

선), 7217(표고점), 7311(삼각점)을 추출하고 ARC/INFO를

이용하여 Coverage, TIN, Lattice 변환과정을 거쳐 공간해

상도 30 m×30 m의 DEM과 하천망을 제작하였다. DEM은

흐름방향, 흐름합산 등의 지형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는데 중

요한 입력 자료로서 함몰부 보간(Fill Sink)등의 검수과정을

통한 DEM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SWAT

모형의 자동경계추출(Automatic Delineation)모듈에서 DEM

을 입력 자료로 하여 지형전처리 과정을 수행하고 하천 및

유역경계 추출은 시행착오법을 통해 기존 하천을 최적으로

표현하는 임계면적(Threshold Area)을 1500 ha로 설정하여

15개의 소유역으로 구분하였다(그림 2).

토지이용 자료(그림 3)로는 Landsat TM 위성영상(2000년)

을 이용하여 Grid 형식의 30 m×30 m 토지이용도를 작성

하였다. 분류항목으로는 수역, 주거지, 나지, 초지, 산림, 논,

밭의 모두 7개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토양도는 농촌진흥청

에서 제공하는 1:25,000 정밀토양도를 기준으로 유역내 총

19개의 토양통에 대한 수문학적 토양그룹(A, B, C, D)으로

분류(그림 4)하고, SWAT에서 요구하는 형식의 토양 속성값

(usersoil.dbf)을 부여하였다. 모형의 입력 자료가 되는 기상

자료는 물수지를 조절하고 수문순환의 여러 성분 중에서 상

대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수분 및 에너지를 제공하

며, 본 연구에서는 강우, 풍속, 기온, 상대습도 그리고 일사

량 자료를 티센(Thiessen)법으로 보정한후 해당 소유역에 할

당하여 사용하였다.

4.1 저수지 자료 구축

SWAT 모형에서 농업용 저수지를 고려하여 모형을 구동하

SWt SW0 Rdya Qsurf– Ea– wseep– Qgw–( )
i 0=

t

∑+=

그림 2. 소유역 분할도

그림 3. 토지이용도 

그림 4. 토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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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저수지분석 흐름도

 그림 6. 저수지 수위-수표면적 곡선 및 저수지 저수량 

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중의 일별 방류량 자료, 일별 저수

면적 및 저수량 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약

18,000개의 농업용저수지가 있지만 현재 전체 국내 농업용

저수지의 1%정도만이 자동수위관측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5와 같이 그림 6의 저수지 내

용적 곡선을 이용하여, 고삼과 금광저수지를 대상으로 9개년

(1998-2006) 동안의 저수위에 따른 저수면적과 저수량 산정

회귀식의 매개변수들을 결정하여 저수위 자료, 저수면적과 저

수량 자료를 구축하였다(이용준, 2007).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분석한 일별 저수량 자료와 저수면

적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물수지 분석을 통하여 저수지의

일 방류량(그림 7)을 추정하였다. 

(2)

여기서 Vstored는 초기 저류량, Vflowin은 하루 동안 유입량,

Vflowout은 하루 동안 유출량이며, Vpcp, Vevap, Vseep는 각각

하루 동안 저수지에 대한 강수량, 증발량, 침루로 손실된 물

의 양이다.

Vflowout Vstored yesterday( ) Vstared today( )–=

V+ flowin Vpcp Vevap– Vseep–+

추정된 일방류량을 SWAT 모델에 적용 하였으며, 저수지

를 수원으로 하고 있는 농경지 지역은 수원을 하천으로 정

하여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양을 배제하게 하였다.

4.2 점오염원 운영자료

SWAT 모형은 기본적인 비점오염원 모의를 기본적으로 내

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내에서 비점오염원 모의뿐

만 아니라 점 오염원에 대한 고려를 위해 유역 내 오염원

총괄 현황 및 각 환경기초시설(하수 종말 처리장, 공단 및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자료를 구축 하고자한다.

점 오염원 자료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연구에서 사용

된 방법은 처리시설별 방류수 수질기준(표 1)에 따라 각 시

설물에서 배출되는 부유물질, 총 질소, 총인의 배출 부하량

을 계산하여 소유역 별로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역내에 있는 환경 기초 시설의 실제 운영

그림 7. 추정된 방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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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조사하여 일, 월별 자료를 구축하였다. 대상 유역내

환경 기초시설로는 표 2와 같이 안성 하수종말처리장, 안성

1,2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안성미양농공이 있으며 하수종말처

리장의 경우 1997-2005년까지의 일 자료를 획득하였고, 안

성 1,2 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의 경우 최근 5년의 일자료를

구축하였다. 안성 미양 농공의 경우 하루 처리 하는 용량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비해 작기 때문에 주 단위나, 월 단위로

폐수를 처리하여 배출하여 월 단위로 구축하였다. 아래의 표

는 각 환경기초시설의 제원이다(표 2, 그림 8). 

4.3 경작관리 자료

대상유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안성은 안성평야를 중

심으로 농업이 활발하다. 경지면적 1만 7,707 ha로 경지율

은 32%(안성시, 2001)에 달하며, 안성시의 10년간('90~'99)

연평균 강수량은 1,315.7 mm로 벼농사 및 기타 작물재배에

적당하며 특히 벼농사의 경우는 연중 1,000 mm이상의 강우

량이 필요한데 안성시의 경우 이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편

이다.

더욱이 강수량의 대부분이 벼의 본격적인 생육기간인 6,

7, 8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양질의 쌀이 생산되고 있다.

또한 고삼·금광 등의 저수지가 일찍부터 축조되어 관개수

를 안정적으로 공급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상유역에서

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앙법으로 재배하며, 일부 고삼면

등에서는 친환경농법인 오리농법을 사용하여 제초제, 살충제,

화학비료 등 화학제의 기능을 오리로 대체 보완하는 재배법

을 사용하고 있다.

SWAT 모델내에서의 경작관리는 mgt파일을 작성하여 경작

관리를 모델링 할 수 있으며 정확하게 재현 한다는 것은 모

형에서의 자료 입력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식생공정은 농작물의 이앙시기와 생육시기에서 수확시기까지

여러 해에 걸쳐 수행되면서 반복되어진다. SWAT내의 경작

그림 8. 대상지역내 환경기초시설

표 1. 처리시설별 방류수 수질기준 

처리시설 구분 부유물질(SS)
(mg/L)

총질소 (TN)
(mg/L)

총인 (TP)
(mg/L) 비 고

폐수종말처리장 20 40 4 2008.01.01 부터 2012.12.31 까지 

하수종말처리장 20 40 4 2008.01.01 부터 2012.12.31 까지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30 60 8

표 2. 대상유역 환경기초시설

처리시설명
처리용량
(ton/day)

기준 (mg/L 이하)
가동일자

SS TN TP

안성제1산업단지 3,000 150 60 8

2003. 7
안성제2산업단지 12,500 500 - -

안성하수종말처리장 17,500 150 - -

안성미양농공 3,000 220 원폐수 원폐수

표 3. 표준시비량

질소 (kg/10a) 인산 (kg/10a) 칼리 (kg/10a)

평야지 11~13 7~8 8~10

중산간지 11 10~12 11~13

간척지 20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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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는 우리나라 실정과는 거리가 있

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경작관리를 입력해 주어야

한다(표 3, 그림 9).

본 연구에서는 경작관리를 현실에 가깝게 재현하기 위하여

모내기 날을 5월 중순으로 설정 하였으며, 비료와 살충제 살

포시기를 5월 초순으로 설정하였다. 비료의 양는 표준시비량

에 맞게 설정하였으며 살충제로서는 우리나라에서 널리 이용

되고 있는 Carbofuran을 각각 5월 초순에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Carbofuran는 1969년 FMC가 개발한 접촉독성과

침투성이 있는 Carbamate계 살충제(Tomlin, 2003)로서 살선

충제로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이래

벼 재배지의 벼멸구 이화명나방과 각종 채소와 토양해충의 방

그림 9. 주요 농작업의 생육과정 (임실군 농업기술센터,http://www.imsilfarm.go.kr/)

표 4. 유역 특성 자료

자료 종류 자료형태 출 처

기상

강수량 일 강수량 (mm) 한강홍수통제소

온도 일 최고·최저 기온 (oC)

 기상청
태양복사량 일 태양복사량 (MJ/m2) 

풍속 일 평균풍속 (m/sec)

상대습도 일 평균 상대습도 (%)

저수지 방류량 일 방류량 (m3/day)
고삼저수지

금광저수지

점오염원 점오염원 운영자료

유사량 (tons/ha) 안성제1산업단지

총질소 부하량 (Kg/ha) 안성제2산업단지

총인 부하량 (Kg/ha)
안성하수종말처리장

안성미양농공

경작관리 management 시나리오 형태 -

그림 10. 1997-1999년 저수지 적용 수문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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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경기성 등, 2006). 또한 오리

농법을 사용하고 있는 고삼면 일대는 비료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오리 농법을 설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수확의 시기는

10월 초순으로 설정하여 실행하도록 하였다.

5. 유역 특성자료 적용 분석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유역 수문환경조건을 현실적으로 분

석하기 위해서 기상, 수문 자료와 점오염원 운영자료, 저수

지의 방류량 자료 및 경작관리 형태의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아래의 표 4와 같이 정리 하였다. 

5.1 저수지 적용 전·후분석

그림 10은 2000-2002년의 저수지 적용 결과 이다. 이

를 살펴보면 홍수기의 유출량을 저수지가 충분히 저류함으

로서 공도지점에서의 유출량이 저수지 고려시에 적게 모의

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상류유역의 두 저수지가 강우시

에는 저류, 비강우시에는 관개수 방류기능을 수행하면서,

저수지가 없는 경우의 3개년에 대한 하천유출량 편차를

594.0 mm에서 395.9 mm로 줄이는 역할을 하였다. 그림

11~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수지 고려유무에 따라 관개

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는 저수지에 의한 저류 및 방류 조

절패턴을 살펴볼 수 있다. 4월부터 7, 8월 사이에 강우로

 그림 11. 점오염원 적용시 영양물질 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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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변동이 심한 자연유출량을 인위적으로 일정량 방류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금광과 고산 저수지 유출유역은

3월부터 6월말까지는 저수량의 인위적인 방류로 인한 확연

한 차이, 7월-8월 중순의 홍수기에는 확실한 저류기능을

그리고 8월말~9월초에는 다시 관개를 위하여 방류를 시도

한 패턴을 볼 수 있다.

5.2 점오염원 적용 전·후분석

대상 유역의 전체적으로 보면 강우시의 유출에 의한 비점

오염원이 대부분 영향을 미치며 환경기초 시설에 의한 점오

염원 영향은 비점오염원에 비해 적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림 11). 하지만 환경기초시설중 시설용량이 17,500 m3/day

으로 가장 큰 안성 하수처리장이 가동된 2003.7.15일 이후

에는 점오염원 영향이 이전보다 큰 영양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시설용량이나 처리용량이 큰 환경기초시

설의 경우에는 변동사항을 모형에 반영 시켜야 좀 더 현실

성 있는 모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3 경작관리 적용 전·후 분석

경작관리 전후를 살펴보면 경작관리 후 에는 TN, TP 부

하량이 살충제와 비료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증가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 12). 대상 유역과 같이 경지율이

높은 유역에서는 논 등의 농경지로 인한 수질의 부하량의

경향, 흐름이 바뀌게 되어서 검보정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농

 그림 12. 경작관리 적용시 영양물질 부하량

표 5.  통계적 변량을 이용한 유출량 검·보정결과

Period Year
Rainfall
(mm)

Runoff Ratio (%)
R2 RMSE 

(mm/day) ME
Obs. Sim.

Calibration

2000 1447.4 0.66 0.43 0.68 4.15 0.57 

2001 841.3 0.50 0.43 0.66 4.53 0.50 

2002 1431.3 0.46 0.50 0.87 4.53 0.75 

Verification

2003 1356.8 0.66 0.63 0.59 5.41 0.58 

2004 1322.0 0.52 0.67 0.78 2.67 0.51 

2005 1160.1 0.66 0.65 0.61 3.65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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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에 대한사항을 모형에 반영 시켜야 좀 더 실질적인 모

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6. 모형의 보정 및 검정

본 연구에서는 갈수년, 평년, 홍수기로 대변되는 각각의 사

상들에 대해 1997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9년간의 유출량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 보정을 실시하였으며,

SWAT 모형의 보정 및 검증 결과에 대한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기위해 유출과 유사 및 영양물질 부하량에 대해 제곱

근평균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 Nash-Sutcliffe

모형효율(model efficiency; ME),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를 산정하여 검토하였다(표 5).

비점오염 영양물질인 질소와 인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물 또는 유사와 함께 이동되고 다시 유사는 물의 이동에 의

해 좌우된다. 따라서 모형 보정을 위해 먼저 유출과 관련된

매개변수를 조정하고 이후 유사 관련 매개변수, 영양물질 관

련 매개변수의 순으로 보정하였다. 이때 영양물질에 관련된

매개변수는 유사 및 유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

출관련 매개변수의 보정 후 유사 관련 매개변수를 보정할

때는 앞선 유출 매개변수를 제외한 유사에 관련된 매개변수

에 대해서만 보정을 수행하고, 마찬가지로 영양물질에만 관

련된 매개변수만을 이용하여 모형을 보정함으로서 보정결과

가 유사 또는 유출 모의 값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건기연, 2007). 

유사 및 영양 물질에 대한 검보정은 대상 유역의 출구에

위치한 안성천2지점 자료를 이용하여 검정 하였다. 유사 및

영양물질의 경우 주로 월 1~2회 정도의 간격으로 비연속적

으로 관측을 실시하기 때문에 유출 수문 곡선과 같은 비교

를 할 수 없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받은 취

수 일자별 자료를 가지고 검보정을 수행하였다(표 6,

그림 13).

검보정된 결과를 보면 SS, TN, TP 모두 7~8월의 모의치

가 실측치보다 과대평가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집중호우나

장마 등이 토양유실량 초과 산정에 기여하여 과대하게 모의

되었다고 판단된다(표 6). SS에 비해서 TN, TP는 다소 차

이가 나타나는 시기가 있는데 이는 특정시기에 불명의 모염

원이 하천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과 모델 모의시 발생하는

오차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보정시 사용된 수질 측

정망 자료가 월 1회 측정 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아 오염원

유출이 많이 일어나는 장마 시기까지 고려하는데 무리가 있

다. 또한 점 오염원 유입량은 유량의 크기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데 모의된 유량값을 사용하여 부하량을 산정하

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지만, 비교 자료간의

총 부하량이나 결과들을 볼 때 정성적인 판단은 할 수 있

었다. 

7.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유출 모의와 비점오염원 산정을 위

해 현재의 수문 환경 조건을 현실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여

러 가지 유역특성 자료를 이용하여 준 분포형 모형인

SWAT에 적용시켜 보다 실제적인 유역 모델링을 실시하고

자 하였다. 먼저 현재의 수문 환경 조건을 현실적으로 분석

하기 위해서 기상, 수문 자료와 대상유역 내에 있는 점오염

원 운영자료, 저수지의 방류량 자료 및 경작관리 형태의 자

료를 구축하여 분석 하여 검 보정을 실시하여 자료를 구축

하였다. 점오염원 자료는 대상유역내의 환경기초시설의 운

영 자료를 획득하여 구축하였으며, 저수지의 방류량자료는

실측 내용적 곡선을 입력 자료로 물수지 분석을 통해 산출

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작관리 자료는 대상지역의 특

성에 맞는 경작관리 자료를 구축하여 적용하였다. 그 결과

저수지 적용자료 적용 시는 4-5월 시기의 관개를 위하여

방류를 시도한 패턴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점오염원, 경

작관리를 미적용·적용을 비교하면 약 10%의 오차가 발생

해 유역의 실제적인 상황에 근접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

상유역내의 정확한 자료의 구축과 적용이 중요하다고 판단

된다. 

표 6. 통계적 변량을 이용한 영양물질 검·보정결과

Period Year

Sediment load
 (ton/ha/day)

TN load TP load
RMSE 

(kg/ha/day)

Obs. Sim. Obs. Sim. Obs. Sim. SS
(ton/ha/day)

TN
(kg/ha/day)

TP
(kg/ha/day)

Calibration
1997 0.046 0.042 0.006 0.004 0.004 0.0019 4.14 3.80 1.18 

1998 0.015 0.030 0.003 0.001 0.001 0.0039 0.64 1.45 0.17 

Verification

1999 0.008 0.020 0.002 0.000 0.000 0.0020 0.26 0.69 0.09 

2000 0.007 0.047 0.004 0.000 0.000 0.0021 0.27 1.50 0.08 

2001 0.014 0.044 0.004 0.001 0.001 0.0127 0.98 8.26 1.03 

2002 0.007 0.051 0.002 0.000 0.000 0.0015 0.27 0.84 0.09 

2003 0.017 0.055 0.004 0.001 0.001 0.0051 0.98 2.50 0.31 

2004 0.018 0.044 0.006 0.001 0.001 0.0062 1.20 4.43 0.50 

2005 0.020 0.037 0.003 0.000 0.000 0.0023 1.33 1.93 0.19 

a: RMSE (tons/ha), C: Calibration Period, V: Verific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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