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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경안천 유역에 대한 적용을 통하여 유출 및 유사 모의와 관련된 주요 매개SWAT

변수들을 보정하고 보정된 모형 매개변수를 적용하여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모형을 이용한 국내 유역에서의,

유역 유사량 해석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특히 유사 측면에서는 충분하지 못한 자료로 인하여 모형 보정만을. ,

수행하였고 비록 정량적인 모의에 있어서는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정성적인 경향은 잘 모의할 수 있었, ,

다 또한 유사 거동의 공간적인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소유역 크기 및 토지이용에 따른 비유사량을 산. ,

정하여 검토함으로써 유역내 소유역 면적별 비유사량의 일정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고 토지이용별 침식, ,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개략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분포형 모형 토지이용 유사량핵심용어 분포형 모형 토지이용 유사량핵심용어 분포형 모형 토지이용 유사량핵심용어 분포형 모형 토지이용 유사량: SWAT, , ,: SWAT, , ,: SWAT, , ,: SWAT, ,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모형은 준분포형 모형으로서 모형 구동을 위해 많은 입력자료와 매개변수를 요구하고SWAT

있기 때문에 모형의 구축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유역의 물리적 특성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할 경,

우 오히려 집중형 모형보다 모의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 또는 비전문가,

가 적용하기에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분포형 모형은 유역내 물리적 특성의 변화 즉 토지이용. ,

및 식생의 변화 여러 토지관리방법의 변화 등에 따라 유역의 수문현상을 능동적으로 모의할 수,

있으며 유역 전반에 걸친 물의 이동과 오염물질의 시공간적인 거동을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

기 때문에 과거 집중형 모형에서 최근에는 분포형 모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포형 모형의 장점을 이용하여 공간적인 유사량 해석 측면에,

서 경안천 유역을 대상으로 모형의 보정과 검증을 수행한 후 이를 적용하여 유역 크기 및 토지이,

용에 따른 유역 유사량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 및 방법자료 및 방법자료 및 방법자료 및 방법2.2.2.2.

대상유역대상유역대상유역대상유역2.12.12.12.1
그림 의 경안천 유역은 경기도 광주와 용인 지역을 포함하고 팔당호로 유입되는 유로연장1 ,

의 중규모 하천 유역이며 복잡한 토지이용 특성을 지니고 있고 경안천의 대부분 유역이49.5 km , ,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도시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유역의 수문 및 수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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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분석 대상유역은 경안 수위관측소 상류 유역으로서 유역면적. ,

은 약 이다259 .㎢

입력자료 구축입력자료 구축입력자료 구축입력자료 구축2.22.22.22.2
분석을 위해 직리천 오산천 대대천, , ,

양지천 등을 중심으로 개의 소유역으로9

구분하였으며 모형 구동을 위해, DEM

토지이용도(30×30 m), (1:50,000),

정밀토양도 하천망 등의(1:25,000),

자료 우량관측소 광주 모현 포곡GIS , ( , , ,

용인 운학 와 기상관측소 수원 이천, ) ( , )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의 입력자료를 구,

축하였다.

모형 보정 및 검증모형 보정 및 검증모형 보정 및 검증모형 보정 및 검증2.32.32.32.3
일반적으로 과 같은 분포형 모형은 유역의 물리적 특성으로부터 매개변수를 추정하기SWAT

때문에 모형의 보정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유역에서 실측 또는 관측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매개변수의 값이 제한적이거나 구득 가능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역 출구점에서 조사된 하천,

유량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의 매개변수 보정을 실시한다 특히 유사관련 매개변수의 경우 다소 경.

험적이고 불확실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매개변수 보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행착오법에 의해 단계별 매개변수 변화에 의한 영향을 검토하고 분할표본절,

차 을 이용하여 보정을 수행하였다(split sample procedure) (McCuen, 2003) .

대상유역인 경안천 유역의 경안 수위표 지점에 대해 비교적 자료가 양호한 년과 년1988 1989

의 자료를 유출 보정에 이용하고 년 년 년의 자료에 대해 유출 검증을 수행하, 1990 , 1991 , 2001

였다 그러나 유사량에 대해서는 관측 자료가 많지 않아 모두 보정에 이용하고 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그림 는 년의 보정 전후의 유출 수문곡선을 비교한 것이다 보정 전후 눈에 띄는 개선은2 1989 .

없으나 전체 물수지 및 계절별 물수지를 개선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SWAT

모형에서 쓰이는 유출 관련 매개변수의 대부분이 물리적 특성에 기초한 변수이기 때문에 유역의

물리적 특성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매개변수 보정에 의한 유출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유역의 물리적 특성자료가 비교적 정확하다면 복잡한 보정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충분.

히 양호한 유출 모의치를 얻을 수 있는 반면 모의치와 관측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면 이는 유,

역의 물리적 특성에 의한 모형 입력이 잘못되었거나 관측 유출자료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할 가능

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 관측자료는 월 회 정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유출에서와 같이 장기적인 변화를 비교하기1

는 어렵기 때문에 그림 과 같이 일대일 그래프를 이용하여 보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에 나3 .

타난 바와 같이 보정 전후 많은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에서 이용된 유사량 산정 알, SWAT

고리즘이 다소 경험적이고 그에 따른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정에 따라 그 결

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사량은 유출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정확한 유출의 해석이 전제되어야 하고,

관측 유사량의 신뢰성 여부도 유역 유사량 해석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그림그림그림 1111 경안천 유역 수문 관측망경안천 유역 수문 관측망경안천 유역 수문 관측망경안천 유역 수문 관측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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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과 표 는 각각 유출과 유사에 대한 모형 보정 결과의 통계치들을 산정한 결과로서 유출1 2 ,

과 유사 모두 양호한 보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연도연도연도연도 강수량강수량강수량강수량
(mm)(mm)(mm)(mm)

유출량유출량유출량유출량 (mm)(mm)(mm)(mm) 유출율유출율유출율유출율 RBRBRBRB
1)1)1)1)

(%)(%)(%)(%)
RMSERMSERMSERMSE

2)2)2)2)

(mm)(mm)(mm)(mm)
MAEMAEMAEMAE

3)3)3)3)

(mm)(mm)(mm)(mm)관측관측관측관측 모의모의모의모의 관측관측관측관측 모의모의모의모의
1988 1,025 446 394 0.43 0.38 11 1.88 0.65

1989 1,375 906 803 0.66 0.58 11 2.01 1.07
상대편향1) RB : (Relative Bias)

제곱근평균제곱오차2) RMSE : (Root Mean Square Error)

평균제곱오차3) MAE : (Mean Absolute Error)

표표표표 1111 유출 보정 결과유출 보정 결과유출 보정 결과유출 보정 결과....

연도연도연도연도 측정수측정수측정수측정수 유사량유사량유사량유사량 (kg/ha)(kg/ha)(kg/ha)(kg/ha) RBRBRBRB
(%)(%)(%)(%)

RMSERMSERMSERMSE
(kg/ha/day)(kg/ha/day)(kg/ha/day)(kg/ha/day)

MAEMAEMAEMAE
(kg/ha/day)(kg/ha/day)(kg/ha/day)(kg/ha/day)관측관측관측관측 모의모의모의모의

1989, 1990,

1991, 2001
44 26.13 15.35 41.3 1.23 0.48

표표표표 2222 유사 보정 결과유사 보정 결과유사 보정 결과유사 보정 결과....



표 은 보정된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적용한 결과에 대해 연도별로 유출량 유출율을 계산하고3 , ,

각 통계치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보정과 마찬가지로 검증 결과 역시 관측치를 잘 모.

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년의 검증결과에서는 제곱근평균제곱오차가 다소 크게 나타. , 1990

났는데 몇몇 높은 유량에서 모의치와 관측치가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며 평균절대오차는 크지, ,

않으므로 장기유출 모의에서는 안정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연도연도연도 강수량강수량강수량강수량
(mm)(mm)(mm)(mm)

유출량유출량유출량유출량 (mm)(mm)(mm)(mm) 유출율유출율유출율유출율 RBRBRBRB
(%)(%)(%)(%)

RMSERMSERMSERMSE
(mm)(mm)(mm)(mm)

MAEMAEMAEMAE
(mm)(mm)(mm)(mm)관측관측관측관측 모의모의모의모의 관측관측관측관측 모의모의모의모의

1990 2,192 1,898 1,707 0.87 0.78 10 11.50 2.48

1991 1,325 850 883 0.64 0.67 4 2.39 1.21

2001 1,138 656 648 0.58 0.57 1 7.94 2.04

표표표표 3333 유출 검증 결과유출 검증 결과유출 검증 결과유출 검증 결과....

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3.3.3.3.

유역크기에 따른 유사량 특성유역크기에 따른 유사량 특성유역크기에 따른 유사량 특성유역크기에 따른 유사량 특성3.13.13.13.1
유역 규모 즉 유역면적의 크기에 따른 유사,

량을 검토하기 위해 대상유역인 경안천 유역의,

각 소유역에 대해 모의된 유사량을 이용하여 상

류에서부터 유역면적 크기별로 비유사량 유사량(

지배면적크기 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 .

그림 는 면적별 연 비유사량의 관계를 나타4

낸 것으로서 곡선으로 표시한 것과 같이 일정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대상유역,

을 더 세분화하여 보다 많은 유역면적별 비유사

량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한다면 좀 더 명확한 관

계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대상유역을 확장하여 여러 유역에 대해 그림 와 같은 관계를 유도해냄으로써 각 유역별 유사량4 ,

발생 특징 및 유역면적 크기에 따른 유사량 발생에 대한 개략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이용에 따른 유사량 특성토지이용에 따른 유사량 특성토지이용에 따른 유사량 특성토지이용에 따른 유사량 특성3.23.23.23.2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토지이용 변화 및 식생의 변화 등에 따른 유사량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

해서는 각 식생피복 또는 토지이용에 대한 유사 발생 정도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 국토에 걸친 개발사업은 주변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여 과거와 동일한 강우와 같은

자연 현상에도 더욱 심화된 침식이나 퇴적을 유발하게 된다 행정자치부국립방재연구소( , 1998).

이러한 침식작용은 작물의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이는 유역내 작물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또는 토,

지이용상태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등 은 의 토양유실에 대해 생산성이 약 정도 감소한다고 하였으며Bakker (2004) 10 cm 4% ,

최근에는 유실로 인한 작물 생산성 감소가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이나 반대로 토지이용에 따른

유실의 영향 등이 중요한 관심이 되었다 특히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토지이용 변화 및 식생. ,

의 변화에 대하여 유역 유사량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지 예측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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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기초적인 단계로서 각 토지이용별,

유사 발생량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와 같이 경5

안천 유역내 토지이용에 따른 비유사량을 비교해

보았다 여기서의 비유사량은 각 하천 출구 지점.

에서 산정된 유사량이 아니고 각 피복에 대한,

단위에서 발생한 토양 침식량을 토지이용HRU

별로 취합하여 각 면적으로 나누어서 계산한 것

이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밭 에서의(AGRR)

비유사량이 월등이 높고 침엽수림 에서, (FRSE)

의 비유사량이 제일 낮게 나타났다 즉 밭에서의. ,

토양 침식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림지나 초지 및 논에서의 침식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

음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토지이용별 침식영향을 평가하는 개략적인 기준을 제시.

해 줄 수 있으며 향후 다양한 토지관리기법 및 침식조절기법 등에 따른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유, ,

역의 유사량 및 비점오염 모의를 통한 오염총량관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 및 결론요약 및 결론요약 및 결론요약 및 결론4.4.4.4.

준분포형 모형인 을 이용하여 유역 유사량의 공간적인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SWAT ,

경안천 유역에 대한 모형 보정 및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유역내 소유역 크기 및 유역내 토지이용,

에 따른 유사량 발생 특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모형을 경안천 유역에 적용하여 모형 매개변수 보정 및 모형 검증을 수행한 결과(1) SWAT ,

유출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의가 가능하였고 유사 측면에서는 정량적인 모의에 있어서는,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정성적인 경향은 잘 모의할 수 있었다.

유사 거동의 공간적인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소유역 크기 및 토지이용에 따른 비유(2)

사량을 산정하여 검토함으로써 유역면적별 비유사량의 일정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고 토지이, ,

용별로 침식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개략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향후 대상유역을 확장하여 여러 유역에 대해서 유사량 해석에 대한 연구 결과

를 확보하고 각 유역별 유사량 발생의 특징 및 토지관리기법이나 침식조절기법 등에 따른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유역의 유사량 및 비점오염 모의를 통한 오염총량관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감사의 글감사의 글감사의 글감사의 글

본 연구는 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인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단의 연구비지원21
과제번호 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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