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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FSMOD-W 모형을 이용한 SWAT 모형의 생  유사 감 효율 모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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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vironment problem has been arising in many countries. Especially, soil erosion has been deemed as one of the biggest issues 
because sediment causes muddy water and pollutants, such as agricultural chemicals, flow in the stream with this sediment. 
Many studies, regarding soil loss and non-point source pollution from watershed, has been performed while serious problem 
has been known. Soil loss occurred in most agricultural area by rainfall and runoff. It makes hydraulic structure unstable, causes 
environmental economical problems because muddy water destroys ecosystem and causes intake water deterioration. As 
revealing serious effects of muddy water by sediment, many researches have been doing with various methods. Hydraulic 
structures establishments such as soil erosion control dams and grit chamber are common. Vegetative filter strip is investigated 
in this study because vegetative filter strip is designed for reducing sediment from upland areas of the watershed, and it has 
many functions, not only sediment reduction but also runoff water quality improvement and wildlife habitat. With these 
positive functions of the vegetative filter strip, the study about vegetative filter strip has been increasing for reducing sediment 
because it is more effective than hydraulic structures from an environmental perspective. But the sediment trapping efficiency 
by vegetative filter strip, needs to be investigated and designed first. Therefore the model, VFSMOD-W, was used in this study 
as it can estimate sediment trapping efficiency of vegetative filter strip under various field, vegetation, weather condition. 
Sensitive factors to sediment trapping efficiency are studied with VFSMOD-W, and sediment trapping efficiency equation has 
been derived using two most sensitive factors. It is thought that the equation suggested in this study can be used in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SWAT), to overcome the limit of SWAT filter strip module, which is based solely on filter strip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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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환경문제가 세계 인 이슈로 부상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  토양유실은 자원손실의 측

면뿐만 아니라, 양분이나 농약 등을 비롯한 오염물질의 동

반이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국제규범에서 환경부하의 핵심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  논과 밭에서 발생하는 토양

유실과 비 오염원의 심각성이 부각됨에 따라 토양유실을 

억제하기 한 연구가 활발히 이 지고 있다(김기성 등, 
2005). 이것은 토양유실이 발생되는 것 자체의 문제라기보

다 유실된 토양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유실된 토양에 흡착

되어 이동되어 온 인과 같은 양물질로 인한 부 양화 같

은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논과 밭의 입지는 용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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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이한 하천이나 계곡 주변에 인 하고 있어 강우에 

따른 유출 발생시 하천의 주 오염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토양 유실은 농작물이 재배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발생되

는 농업문제 의 하나로 토양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이나 

지표면을 흐르는 물의 에 지에 의해 발생된다(박무종과 

손 익, 1998). 국부 으로 토양 유실은 하천제방이나 하천

구조물의 안정을 해치며, 농경지의 비옥한 토양을 유실시키

고, 토양이송은 터빈이나 펌 와 같은 수력기계를 마모시키

며 더 나아가서 상수처리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한 유사에 의한 토사퇴 의 경우 홍수 시에 운반된 토사

가 범람하여 농경지에 퇴 되면 농경지를 매몰하거나 비옥

한 표토를 덮기도 하고, 하천 내에 퇴 되면 하천의 통수

능단면을 축소시켜, 홍수범람규모를 증 시키고, 수지내

에 퇴 되면 수용량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토양유실에 

한 측이 필요하며, 강우타격이나 유수작용으로 발생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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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물질의 이동경로를 악함으로써 사 에 수질오염방지 

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강우시 유출 등으로 인

한 비 원오염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러한 비 원 오염 문제는 임하  유역을 비롯한 도암  유

역  소양  유역 등에서 심각한 문제로 두되고 있으며, 
환경 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인 측면에서까지도 지 

않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박윤식 등, 2007). 이러한 탁

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침사지나 사방  등의 수

리 구조물에 의한 책과 더불어 최근 생 에 의한 책

이 두되고 있다. 이 생 는 강우시 토양 유실을 감

시키기 한 목 으로 설계되며, 유사 감 효율뿐만 아니

라 세류 침식에 의한 토양 유실, 강우시 유출수의 수질 개

선  야생 동물의 서식처 조성 등의 기능을 갖는다(최
 등, 2005). 생 는 Fig.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주로 

농경지 주변 경계에 설치되며(Natural Resources Conser-
vation Service, 2003), 인 하고 있는 농경지로부터의 유출

수의 유속을 감시켜 유출수에 포함되어 있는 유사를 비

롯한 다량의 비 오염물질을 침 시키거나 여과시키는 역

할을 한다. 이계  등(2005)에 의하면, 조군인 나지구에

서의 토양 유실량이 111.2 MT/ha인데 비해 등고선  호

 생 를 설치한 경우 7.9 MT/ha, 등고선  옥수수 

생 를 설치한 경우 12.1 MT/ha, 사경  마구리 호  

생 의 경우 17.9 MT/ha로 생 를 설치하 을 경우 유

사 감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한, 
Gharabaghi 등(2001)에 의하면 생 의 유형에 따라 약 

50～98%의 유사 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
방 이나 낙차공 등과 같은 수리 구조물에 비해 환경 인 

측면에서 효율 인 생 의 설계  설치를 해서는 이

에 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재 비

원 오염 연구에 있어 SWAT 모형을 이용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SWAT 모형은 생 에 의한 유사 감 

효율을 모의하는 데에 있어 생 의 폭만을 고려(Neitsch 
et al., 2001)하는 단 이 있다. 그러나 생 에 의한 유사 

감 효율에 있어 농경지로부터의 유출량, 생 의 폭, 
생 의 식생에 한 인자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생 에 의한 유사 감 효율을 해서

는 장에서의 모니터링을 통한 연구에 의한 결과를 이용

하여 이에 의한 식을 산정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모니터링 

자료의 부족으로, 본 연구에서는 생 에 의한 유사 감 

효율을 모의할 수 있는 데스크탑 기반의 VFSMOD-W 모
형(Muñoz-Carpena and Parsons, 2005)을 이용하여 시험포

로부터의 유출 특성, 생 의 폭, 생 의 식생에 한 

인자 등을 분석하 다.
이에, 본 연구의 목 은 생 에 의한 유사 감 효율 

산정에 있어서 생 의 폭만을 고려하는 SWAT 모형의 

생  효율 분석 모듈을 개선하기 하여 VFSMOD-W 
모형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인자( 생  폭, 강우에 따른 

유출, 식생에 한 인자)가 생  설치에 따른 유사 감 

효과에 미치는 계를 악하여 SWAT 모형의 생  유

사 감 효과 모듈을 수정·보완하는데 있다.

Fig. 1. Site application of Vegetative filter strip in Seneca 
country (Adapted from Natural Resources Conserva-
tion Service, 2003).

2. 연구 방법

2.1. SWAT 모형의 개요

SWAT 모형은 미국 농무성의 농업연구국(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에서 개발한 유역단 의 모형이다. 
이 모형은 미국 농무성에서 CREAMS 모형, GREAMS 모
형, EPIC 모형, SWRRB 모형, ROTO 모형 등을 결합하여 

만들었다(Arnold and Srinivasan, 1994). 특히 SWAT은 강

우-유출모형과 수질모형이 GIS와 연계된 호환 모형으로서 

장기 유량과 수질을 모의할 수 있으며, 미계측 지역에서도 

모의가 가능하며, 경작형태나 기후․식생 등의 변화에 따

른 수질의 상  효과도 정량화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Smithers and Engel, 1996). Fig. 2는 SWAT 모형의 

입력 자료와 출력자료를 보여 다. SWAT 모형을 이용하여 

수문  수질을 시・공간 으로 분석하기 해서 시・공간

으로 변화하는 기상자료와 토지이용 황, 토양속성 그리

고 지형자료 등이 필요하다(허성구 등, 2005).
재 SWAT 모형은 연구 상지역에 있어 유출 특성 분

석  하천으로의 유입되는 유사 분석 등, 비 오염원에 

한 연구에 있어  세계 으로 그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SWAT 모형을 이용하여 생  설치에 따른 유

사 감 효율 분석에 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한건연 등, 2007). 그러나 SWAT 모형의 생 에 의한 

유사 감효과 분석 모듈은 생 의 폭만을 고려하며 다

음 식 (1)과 같다(Neitsch et al., 2001).

   ·   (1)

( : 유사 감 효율,  : 생 의 폭)

 식 (1)을 이용하여 생  설치에 따른 SWAT 유사 

감 효과를 다양한 생  폭에 해서 살펴보면 Fig. 3과 

같다. Fig.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생  폭이 30 m 이
상일 경우 유사 감 효율이 100%로 산정되기 때문에 

SWAT 모형에서는 생  폭이 30 m 이상일 경우 감 

효율을 1.0으로, 즉 유입되는 토사가 부 감된다고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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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put and output data of SWAT.

Fig. 3. SWAT Sediment trapping efficiency for various Filter 
Strip width.

한다. 생 에 의한 유사 감 효율은 강우량, 경사도, 토
성, 생 종류  도 등에 의해서도 많은 향을 받을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기존 SWAT 생  모의 모듈에 

한 개선이 요구되는 바이다.

2.2. VFSMOD-W 모형의 개요

데스크탑 기반의 VFSMOD-W 모형은 field-scale 모형으

로서 인 하고 있는 시험포(Source Area)에서 생 (Ve-
getative Filter Strip, VFS)로의 유출과 침투  유사 감 

효율을 모의한다. 한 설계강우에 의한 단 도를 이용하

며, 생 의 인자(식생의 조도 계수나 도, 생 의 경

사, 침투 특성 등)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입자 크기를 갖

는 유사에 한 분석이 가능하다. 
Fig.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VFSMOD-W 모형은 시험

포의 유출-침투 특성을 Green-Ampt 침투 방정식을 이용하

여 유출량  침투량을 모의하며, Kinematic Overland 
Flow를 이용하여 침투층에서의 유출심과 유출량 모의를 한

다. 그리고 생 로의 유입되는 유사의 운반과 퇴 을 모

의하기 해 Sediment Filtrations 모듈을 이용한다(Muñoz- 
Carpena and Parsons, 2005).

Fig. 4.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VFSMOD (Muñoz- 
Carpena and Parsons, 2005).

최근 VFSMOD-W 모형은 소유역(817 m × 875 m)에 있

어 생 에 의한 효과 분석 모의에 사용된 바 있으며

(Zhang et al., 2001), 시험포 단  연구에서 VFSMOD-W 
모형에 의한 모의치와 실측치에 있어 결정계수(R2)가 0.9이
며 선형 인 계를 보인 바 있다(Gharabaghi et al., 2001).

2.3. VFSMOD-W의 입력자료

Fig.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VFSMOD-W의 유사 감

효율 모의 과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  수 있다. 먼  

시험포(Source area) 에서의 유출 특성과 유사 발생 특성을 

모의한 후 이를 생 (Filter strip) 에서의 유입수  유출

수, 유입 유사  유출 유사를 모의하여 이에 한 감 

효율을 모의하게 된다.
Fig.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시험포에서의 유출  유

사 발생 특성을 한 모의를 한 입력 자료는 1) 강우사

상  유출 련 인자, 2) 시험포의 길이․면 ․경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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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il texture and porosity data for Green-Ampt infiltration equation for various soil
Soil texture Porosity (m3/m3) Soil texture Porosity (m3/m3)

Clay 0.427 ~ 0.523 Loam 0.375 ~ 0.551
Sandy-Clay 0.370 ~ 0.490 Silt-Loam 0.420 ~ 0.582
Clay-Loam 0.409 ~ 0.419 Sandy-Loam 0.351 ~ 0.555
Silty-Clay 0.425 ~ 0.533 Loamy-Sand 0.363 ~ 0.506

Silty-Clay-Loam 0.418 ~ 0.524 Sand 0.374 ~ 0.500
Sandy-Clay-Loam 0.332 ~ 0.464

Fig. 5. Source area component and filter strip component in 
VFSMOD-W.

Fig. 6. Overview of VFSMOD-W (Muñoz-Carpena and Parsons, 
2005).

3) 시험포의 토양 특성․토양종류․유기물함량․입자크기․

작물인자에 한 인자로 분류할 수 있다. 강우에 한 입

력 자료로는 강우량, 강우 지속시간, Curve Number, 강우 

형태가 있으며 입력된 강우량을 강우 유형에 설계 강우량

으로 산정한 후 이에 따른 유출 특성을 분석하고 이 유출 

특성에 의해 시험포의 형상  토양 속성에 의해 유출되는 

유사를 모의한다. 생 에 한 입력 자료로는 생 의 

형상과 이를 이루고 있는 토양의 속성에 한 입력 자료, 
그리고 생 에의 식생에 한 입력자료(식생의 간격, 길
이, 조도계수)가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시험포에서 분석된 

유출수  유출 유사가 생 에 의해 침 되거나 다시 유

출되는 양을 모의한다.

2.4. VFSMOD-W에 의한 유사 감 효율 분석

본 연구에서는 VFSMOD-W 모형을 이용하여 생 에 

의한 유사 감 효율에 향을 주는 인자에 해 민감도를 

분석하 다. 이를 해, 강우량, 생 의 폭, 기 함수량, 
식생의 길이  폭, 생   식생의 조도 계수에 변화를 

주어 이에 의한 유사 감 효율(Trapping Efficiency)의 변

화를 분석하 다. Source area에서 토양 유실이 비교  잘 

일어나도록 설정하여 생 에 의한 유사 감 효과 구분

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 Curve number는 72를 사용

하 으며 Length along slope는 100 m를, Slope as a frac-
tion은 0.3을, Area는 0.5 ha 값을 사용하 다. Soil type은 

Clay loam을 사용하 으며 Particle class diameter는 0.0018 
cm 을 사용하 으며 Crop factor와 Practice factor는 모두 

1의 값을 사용하 다. 그리고 강우량에 있어 1시간 지속시

간을 가지며 20∼110 mm의 범 를 두어 이에 의한 유출

량의 변화에 따른 유사 감 효율을 분석하 다. 생 의 

폭에 있어 0.1∼10 m의 범 를 두었으며, 기 함수량은 

Rawls and Brakensiek(1983)에 의해 제안된 Green- Ampt 매
개변수 값을 사용하 으며 0.001∼0.464 (m3/m3)의 범 를 

두었다(Table 1). 한 식생의 길이  폭에 있어서 Haan 
등(1994)에 의해 제안된 값 , Tall fescue에 하여 식생

의 생육 정도가 생 에 의한 유사 감 효율에 향이 

있을 것으로 단되어 식생의 길이와 폭  조도 계수에 

함께 변화를 주어 분석하 다(Table 2).

3. 결과  고찰

VFSMOD-W 모형의 민감도 분석 결과, 시험포에서 강우

에 의한 유출량과 생 의 폭의 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양의 기 함수량  식생에 한 입력 변

수는 유출량과 생 의 폭에 비해 작은 향을 보이거나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ource area에서 

발생하는 유사량 값의 범   생 에 의한 유사 감 

효율 값 범 를 크게 하여 결과 값에 한 분석에 효율성

을 더하 으나, 회귀식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 특정 조건에 

한정될 수 있으므로 회귀식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입

력자료가 아닌 Source area의 유출량을 변수로 사용하 다.
Table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다른 입력 변수의 조건이 

동일할 때 생 의 폭(Filter Strip)의 변화에 따라 유사 

감 효율(Trapping Efficiency)은 8.0∼95.7%의 값을 보이고 

있다. 한 Table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다른 입력 변수



VFSMOD-W 모형을 이용한 SWAT 모형의 생  유사 감 효율 모듈 개선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Quality, Vol. 24, No. 4, 2008

477

Table 2. Vegetation data by Haan et al. (1994)
Vegatation Density (stem/m2) Grass spacing Ss (cm) Maximum height, H (cm) Modified n, nm

Tall fescue 3900 1.63 38 0.0120
Blue gramma 3750 1.65 25 0.0120

Ryegrass 3900 1.63 18 0.0120
Bermudagrass 5400 1.35 25 0.0160
Centipedegrass 5400 1.35 15 0.0160

Kentucky bluegrass 3750 1.65 20 0.0120
Grass mixture 2150 2.15 18 0.0120
Buffalograss 4300 1.50 13 0.0120

Alfafa 1075 3.02 35 0.0084
Sericea lespedeza 650 3.92 40 0.0084

Common lespedeza 325 5.52 13 0.0084

Table 3. Effect of filter strip width on sediment trapping efficiency
Filter strip
width (m)

Initial soil-water
content (m3/m3)

Filter media
spacing (cm)

 Filter media
Manning coefficient

Filter media 
height (cm)

Volume from
up-field (m3)

Trapping
efficiency (%)

0.1 0.463 1.63 0.012 38 4.85 8.0 
0.3 0.463 1.63 0.012 38 4.85 16.2 
0.5 0.463 1.63 0.012 38 4.85 22.6 
1.0 0.463 1.63 0.012 38 4.85 35.8 
1.5 0.463 1.63 0.012 38 4.85 46.4 
3.0 0.463 1.63 0.012 38 4.85 68.7 
5.0 0.463 1.63 0.012 38 4.85 84.0 
7.0 0.463 1.63 0.012 38 4.85 91.1 
9.0 0.463 1.63 0.012 38 4.85 94.6 

10.0 0.463 1.63 0.012 38 4.85 95.7 

Table 4. Effect of volume on sediment trapping efficiency
Filter strip
width (m)

Initial soil-water
content (m3/m3)

Filter media
spacing (cm)

Filter media 
Manning coefficient

Filter media
height (cm)

Volume from
up-field (m3)

Trapping 
efficiency (%)

3.0 0.463 1.63 0.012 38 0.00304 100.0
3.0 0.463 1.63 0.012 38 4.9 68.7
3.0 0.463 1.63 0.012 38 17.4 27.1
3.0 0.463 1.63 0.012 38 35.7 12.9
3.0 0.463 1.63 0.012 38 58.7 8.4
3.0 0.463 1.63 0.012 38 85.4 6.0
3.0 0.463 1.63 0.012 38 115.0 4.5
3.0 0.463 1.63 0.012 38 147.1 3.6
3.0 0.463 1.63 0.012 38 181.2 2.9
3.0 0.463 1.63 0.012 38 217.1 2.4

의 조건이 동일할 때 시험포로부터의 유출량(Volume from 
up-field)의 변화에 따라 유사 감 효율(Trapping Effi-
ciency)은 100.0∼2.4%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생 의 

폭과 유입 유출량이 유사 감 효율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 단된다.
Table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다른 입력 변수의 조건이 

동일할 때 기 함수량(Initial soil-water content)의 변화에 

따라 유사 감 효율(Trapping Efficiency) 은 같은 값을 보

이고 있다. 이는 VFSMOD-W 모형에 있어 기 함수량이 

유사 감 효율에 미치는 향이 다른 인자에 의한 향보

다 매우 작기 때문이라 단된다.

Table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다른 입력 변수의 조건이 

동일할 때 식생에 한 값(Filter media spacing, Filter 
media height)의 변화에 따라 유사 감 효율(Sediment 
Trapping Efficiency)은 같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모형

에 있어 식생에 한 인자가 유사 감 효율에 미치는 

향이 다른 인자에 의한 향보다 매우 작기 때문이라 단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인자의 조건에 따라 총 10,000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산출된 근거로 생 와 시험포

로부터의 유출량에 한 유사 감 효율에 한 계식을 

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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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 of initial soil-water content on sediment trapping efficiency
Filter strip
width (m)

Initial soil-water
content (m3/m3)

Filter media
spacing (cm)

Filter media
Manning coefficient

Filter media
height (cm)

Volume from
up-field (m3)

Trapping
efficiency (%)

3.0 0.001 1.63 0.012 38 4.85 68.7
3.0 0.052 1.63 0.012 38 4.85 68.7
3.0 0.103 1.63 0.012 38 4.85 68.7
3.0 0.154 1.63 0.012 38 4.85 68.7
3.0 0.205 1.63 0.012 38 4.85 68.7
3.0 0.256 1.63 0.012 38 4.85 68.7
3.0 0.307 1.63 0.012 38 4.85 68.7
3.0 0.358 1.63 0.012 38 4.85 68.7
3.0 0.409 1.63 0.012 38 4.85 68.7
3.0 0.463 1.63 0.012 38 4.85 68.7

Table 6. Effect of vegetation on sediment trapping efficiency
Filter strip
width (m)

Initial soil-water
content (m3/m3)

Filter media
spacing (cm)

Filter media
Manning coefficient

Filter media 
height (cm)

Volume from
up-field (m3)

Trapping
efficiency (%)

3.0 0.463 1.63 0.012 38 4.85 68.7
3.0 0.463 1.73 0.012 35 4.85 68.6
3.0 0.463 1.83 0.012 31 4.85 68.6
3.0 0.463 1.93 0.012 27 4.85 68.6
3.0 0.463 2.03 0.012 24 4.85 68.6
3.0 0.463 2.13 0.012 21 4.85 68.6
3.0 0.463 2.23 0.012 19 4.85 68.6
3.0 0.463 2.33 0.012 15 4.85 68.6
3.0 0.463 2.43 0.012 11 4.85 68.6
3.0 0.463 2.53 0.012 8 4.85 68.6

Trapping Efficiency = 
(-0.00007345046×L3+0.001558×L2-0.006376×L-0.001189)×(
LN(V))3+(0.0009688469×L3-0.020779×L2+0.095153×L+0.01
9348)×(LN(V))2+(-0.004274×L3+0.092846×L2-0.487355×L-0
.10563)×(LN(V))+(0.006381×L3-0.140713×L2+0.869293×L+
0.19386) (2)
(L: Vegetative filter strip Width V: Overland flow from field 단, V > 1 m3)

본 회귀식에 의한 유사 감 효율을 VFSMOD-W에 의한 

유사 감 효율과 검증한 결과 결정계수(R2)와 유효지수 (EI)
는 거의 1에 가까운 값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Fig. 7).

Fig. 7. Comparison of trapping efficiencies from regression 
equation and VFSMOD-W.

4. 결 론

최근 환경 오염 문제에 있어서 비 원오염에 한 심

이 증 되고 있다. 이러한 비 원오염을 감시키기 해서 

침사지 등과 같은 수리 구조물에 의한 방법과 더불어 보다 

환경 친화 인 방법으로서 생 에 의한 감 방법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생 에 의한 비 원오염을 

감시키기 해서는 이 생 에 의한 감 효과를 모의할 

수 있는 모형을 선정하여 이에 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 를 고려하여 유사 감효

과를 모의할 수 있는 여러 모형 에서 VFSMOD-W을 이

용하여 유사 감 효율에 향을 주는 인자를 분석하여 그

에 따른 유사 감 효율의 차이를 분석하 다. 그 결과 다

른 입력변수 보다 생 의 폭과 시험포로부터의 유출량에 

의한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비  오염원 

연구에 있어 그 사용이 늘고 있는 SWAT 모형에 있어 

생 에 의한 유사 감 효율을 모의 하는데 있어 생 의 

폭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유사 감 효율 모의에 해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단됨으로, 본 연구를 통해 재 

SWAT 모형이 사용하고 있는 유사 감 효율 모듈을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 산정된 시험

포로부터의 유출량, Vegetative Filter Strip - Trapping Effi-
ciency 방정식의 결정계수와 유효지수는 각각 0.997과 

0.9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를 SWAT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SWAT 엔진을 수정하 으며 이를 이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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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SWAT 모형에 의한 생 의 유사 감 효율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러한 VFSMOD 시스템

을 이용하여 지역별로 효과 인 생  설계를 해서 

Web GIS 기반의 VFSMOD Prototype 시스템(http://www. 
EnvSys.co.kr/~vfsmod)이 개발되어 운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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