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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nd-use change has an important role in the hydrologic characteristics of watersheds because 
it alters various hydrologic components such as interception, infiltration, and evapotranspiration. 
For example, rapid urbanization in a watershed reduces infiltration rates and increases peak 
flow which lead to changes in the hydrologic responses. In this study, a physical hydrologic 
model the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SWAT) was used to assess long-term continuous 
daily streamflow corresponding to land-use changes that occurred in the Naesungchun river 
watershed. For a 30-year model simulation, 3 different land-use maps of the 1990s, 2000s, and 
2010s were used to identify the impacts of the land-use changes. Using SWAT-CUP (calibration 
and uncertainty program), an automated parameter calibration tool, 23 parameters were 
selected, optimized and compared with the daily streamflow data observed at the upstream, 
midstream and downstream locations of the watershed. The statistical indexes used for 
the model calibration and validation show that the model performance is improved at the 
downstream location of the Naesungchun river. The simulated streamflow in the mainstream 
considering land-use change increases up to -2 - 30 cm compared with the results simulated 
with the single land-use map. However, the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in the tributaries with 
or without the impact of land-us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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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고온현상 및 강수량 감소로 가뭄 지속기간이 늘어나면서 하천유량과 지하수위 저하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하천변 식생 증가 등 수문환경의 변화가 유발된다. 이러한 수문환경의 변화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동 외에
도 수로 건설이나 하천 정비, 산지 개간, 도시화 등 다양한 인위적인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도시화로 

인한 인위적인 개발은 불투수 면적의 증가 등 수문인자의 물리적 특성변화를 유발하고, 유역 내 수문환경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물과 토지이용의 상관관계는 지난 수세기 동안 지속가능한 수자원 계획과 연계하여 유역관
리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Wang et al., 2016). 토지이용 변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
역 물순환에 큰 영향을 미쳐 수자원 부존량 감소를 야기하고 수질악화를 초래한다(Mainali and Chang, 2018). 수문
학적 물순환은 유역 내 토지피복 및 토지이용에 따른 침투, 토양특성, 강수량 등 다양한 인자들과 복잡하게 연계된
다. 그러나 대규모 유역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토지이용 변화는 수자원의 양적, 질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한 정량화
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Ferraz et al., 2013).

유역의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land-use/land-cover) 자료는 수문모형의 매우 중요한 입력자료이며, 모델링 과정에
서 차단, 침투, 증발산량, 그리고 지하수 함양율 등 다양한 수문인자들을 변화시켜 지표 유출량을 계산하게 된다. 

장기적인 토지이용 변화와 유역 내 수문학적 프로세스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리기반(physical-

based)의 수문모형이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툴로 활용되어 왔다. 기존 연구사례로부터 알 수 있듯
이 이러한 수문모형은 이러한 시나리오 수립에 필요한 공간적 해상도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국부적인 토지이용 

변화를 반영한 수문학적 응답특성을 모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Pai and Saraswat, 2011).

과거에는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과 미래 유역관리와 연계된 토지이용도를 반영한 수문해석 결과를 서로 비교하
고 수문학적 요소의 정량화 및 수질관리 영향을 미래의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하여 파악하는 위주로 수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단일 토지이용도를 기반으로 한 수문해석은 유역 내에서 연도별로 변화되는 토지이용 특성을 연
속적으로 반영할 수가 없는 이유로 장기적인 수문특성을 모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토지이용변화와 수문해석을 연계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수행되었다(Du et al., 2013; Worku et al., 2017; Kim et al., 

2018; Zhang et al., 2020).

Long-term hydrologic impact assessment (L-THIA) 등의 물리 기반의 수문학적 평가모형은 유역의 불투수 면적 증
가와 산림 감소에 따라 연평균 유출량이 증가하는 수문학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목적으로 활용된 바 있
다(Lim et al., 1999). 또한 Jin et al. (2019)는 단일 토지이용도와 장기간의 토지이용 변화를 반영한 모의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토지이용 변화를 반영한 모의결과가 보다 우수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SWAT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은 준분포형(semi-distributed) 수문모형으로 미 농무성에서 개발되었으며
(Arnold et al., 1993), 다양한 물리기반의 모형 중에서도 유역 내 수문학적 평가를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특히 수문과정의 모의, 수자원의 계획 및 관리, 수문 및 수질 변화에 대한 예측에 대한 효율이 높아 널리 사용되고 

있다(Borah and Bera, 2004). 또한 SWAT 모형은 복수의 토지이용 정보로부터 토지 특성별 면적변화를 연도별로 정
량화함으로써 유역 내 장기적인 토지이용 변화를 고려한 강우-유출 분석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제1지류인 내성천 유역을 대상으로 SWAT 모형을 구축하고,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약 30년간 장기 강우-유출 모의를 통하여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하천유량의 특성변화를 분석하였다. 

SWAT모형의 토지이용 업데이트 기능(land use update, LUP) 활용을 위해 내성천 유역의 10년 단위 연도별 토지이
용도를 수집하여, web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LUP 모듈 활성화에 필요한 파일을 생성하였다. 구축된 모형
의 검보정을 위하여 대상하천의 상, 중, 하류에 위치한 3개 지점을 대상으로 SWAT-CUP (calibration and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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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을 이용하여 매개변수 최적화를 실시하였고, 10년 단위 연도별 토지이용 변화를 반영한 모의결과와 단일 

토지이용도를 반영된 모의결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토지이용 변화 유무에 따른 하천유량의 변동성 평가를 수행
하였다.

Study methods

Theoretical background

SWAT

SWAT모형은 복잡한 유역특성을 반영하여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종류의 토양과 토지이용 및 토지관리 상태를 

반영한 유출, 유사, 및 농화학적 물질거동에 대한 토지관리 방법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미국 농무성 농업연구소
에서 개발되었다. 물리적기반의 4가지 모듈(수문모형, 토양유실모형, 영양물질 모형 및 하도추적 모형)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수문모형은 식(1)에 제시한 물수지방정식에 근거하여 차단, 지표면유출, 중간유출, 침투, 기
저유출, 수로손실 증발산 등의 물순환 프로세스를 반영한다.

          (1)

여기서, SWt는 최종의 토양수분량(mm), SW0는 i일의 초기토양수분량(mm), t는 시간(일), Rday는 i일에서의 강수
량(mm), Qsurf는 일에서의 지표유출량(mm), Ea는 i일에서의 증발산량(mm), Wseep는 i일의 토양면으로부터 투수층으
로의 투수되는 총량(mm), Qgw는 i일의 회귀량(mm)이다.

SWAT LUP module

SWAT 모형에서는 토지부분의 물순환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하여 물수지 방정식에 근거를 두고 강수, 증발
산, 지표유출, 기저유출, 지하수 등에 대한 모의를 수문학적 반응단위(hydrologic response unit, HRU)에 대하여 계산
을 수행한다. HRU는 소유역 내 동일한 토지이용, 토양 및 경사를 갖는 동질한 지역(homogeneous area)을 의미한다. 

HRU_FR (fraction)은 소유역 내에 각 HRU가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하는지 비율로써 나타낸다. 예를 들어, HRU_

FR = 0.10이면 해당 HRU가 소유역의 10% 면적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LUP 모듈은 HRU_FR 변수를 모의기간
에 따라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토지이용 변화를 반영한다.

Purdue University (saraswat-swat.rcac.purdue.edu)에서는 토지이용 변화를 고려한 모의를 위한 입력자료를 구축할 

수 있도록 web 기반의 tool을 제공하고 있다. Fig. 1은 복수의 토지이용 정보로부터 토지이용변화를 고려한 SWAT

모형의 입력자료를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먼저 입력자료로 SWAT 모형 구축 시 정의된 HRU raster 파일과 기
간별 토지이용도 raster 파일이 필요하다. 제공하는 모든 자료의 좌표계는 일치해야 하며 알고리즘에 따라 토지
이용, 토양 및 지형특성에 의해 결정된 각 HRU가 토지이용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면적을 산정하게 된다. 변화된 

HRU에 따라 수문모의 결과가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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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y and study area

SWAT 모형의 구축

SWAT 모형의 구축을 위해서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ap, DEM), 토지피복도 및 토양도 등의 지형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1 : 25,000 대분류 토지피복도(1980, 1990, 2000, 2010년)를 통해 대
상유역의 토지이용변화를 확인하였으며,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제공하는 1 : 25,000 정밀토양도를 사용하였다.

SWAT에서는 DEM으로부터 생성된 하천망과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최종 출구점을 기준으로 전체 수계를 여러 

개의 소유역으로 분할하고, 토양도 및 토지이용도를 중첩하여 수문학적 특성이 유사한 HRU를 생성, 이를 기준으
로 유출 및 유사량 등 다양한 수문학적 인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30 m 간격의 DEM 자료를 

활용하여 하천망을 구성하였으며, 주요 지류 및 수위표를 기준으로 총 26개의 소유역과 하도로 구분하였다.

내성천은 낙동강 본류로 유입되는 제1지류이며 총 유역면적은 약 1,814 km2, 유로연장은 108 km에 달한다. 내성
천 유역의 표고는 50 - 550 m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산악지역이 우세한 북서쪽의 평균표고
가 표고 400 m 이상으로 하도경사가 급한 편이다. 그러나 내성천 본류는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옥계천이 

합류하는 중하류 지점부터는 하도경사가 급격히 완만해진다.

내성천 유역의 토양은 총 245개의 토양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양의 성질에 따라 토양군은 A, B, C 및 D로 분
류되는데 Type A와 Type B는 돌 및 자갈로 구성된 사질토로 침투율이 높고 유출률이 낮은 반면, Type C 및 Type D

는 점토질 토양으로 유출률이 높고 침투가 거의 되지 않는 불투수성 토질이다. 내성천 유역은 침투율이 큰 Type A 

(67.5%) 및 Type B (22.8) 토양군이 전체 구성 중 90.3%를 차지함에 따라 침루(percolation)의 비율이 높고 유출률이 

매우 낮은 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g. 1. Land use update (LUP) tool (saraswat-swat.rcac.purdue.edu). HRU, hydrologic response units; SWAT,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LULC, land use and land cover; ID, identification; LUC, land us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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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도는 대분류, 중분류 및 세분류의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대분류(시가
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수역)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을 파악하였
다. 그 결과 내성천 유역의 약 76%는 산림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으로는 농업지역(16%)과 초지(4%), 시가
화건조지역(2%)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WAT모형을 이용한 유출모의를 위해서는 지형자료와 함께 기상 및 강우자료가 필요하다. 기상자료는 기상청 

산하의 4개 기상관측소(안동, 봉화, 영주, 문경)의 기상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내성천 중권역 내부에 위
치한 영주 기상관측소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우자료는 내성천 유역 인근에서 운영중인 총 37개의 

강우관측소 중 모의기간 내 자료의 품질 및 기록 연한을 고려하여 11개의 강우관측소를 자료수집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Fig.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티센망을 구성하여 26개로 분할된 소유역을 기준으로 하나의 관측소가 2 - 3개 

소유역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모의기간 중 결측 및 미계측에 따른 자료 손실은 인접한 강우관측소의 과거 자료
를 활용하여 보완하였다.

Fig. 2. Thiessen polygon of rainfall stations. KMA,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ME, Ministry of 
Environment.

HRU의 구성

SWAT모형에서는 DEM을 기반으로 하천망 생성을 위한 임계값을 조정하여 대상 유역을 여러 개의 소유역으로 

자동 분할한다. 이 임계값은 하천의 시작점 및 유출구를 형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수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값에 따라 하천망의 밀도가 결정된다. 따라서 지형 입력자료의 분류 기준에 따른 조합의 수가 많을수록 HRU의 개
수가 증가하고 이는 계산시간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SWAT모형은 각 토지이용과 토양특성의 비율을 지정하여 HRU 수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즉, 

토지이용, 토양 및 경사에 대한 임계수준을 모두 0%로 지정하면 모든 지형자료의 조합에 의한 HRU를 고려하겠다
는 의미이며, 이 비율의 설정에 따라 임계수준 이하의 면적에 해당하는 특성값은 HRU 생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제
거된다. HRU의 임계수준을 크게 설정할수록 HRU의 개수가 감소하여 계산시간에 따른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
이 있지만, 공간 분포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모형의 신뢰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모의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적절한 수준의 임계수준 설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적정 임계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은 제
시된 바 없으며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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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회 연구에서는 계산시간을 줄여 모의 효율을 높이면서 원자료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HRU를 

정의하기 위해 임계수준을 다르게 하여 지형자료 반영률을 확인하였다. Table 1은 본 연구에서 구축한 SWAT 모형
에서 임계수준에 따른 HRU 정의 및 지형 정보 반영 결과를 보여준다. 모든 지형 정보를 활용하여 HRU를 정의하
면 총 HRU의 개수는 2,423개이며, 최종 HRU의 개수가 약 10% 내외가 되도록 임계수준을 Table 1과 같이 조정하였
다. 임계수준은 토지이용, 토양 및 경사의 비율(%)을 지정하며,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임계수준(Thr1: 20/5/5%, Thr2: 

5/20/5%, Thr3: 5/5/20%)이 적용되었다.

임계수준에 따른 HRU 분류 결과 Thr1과 Thr2는 원정보의 반영률이 약 78% 수준으로 서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Thr3는 HRU의 개수가 12%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토지이용, 토양 및 경사에 대한 원정보의 반영률
이 84%로 정보 손실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계수준을 Thr3으로 결정하여 총 305

개의 HRU로 모형을 구성하였다.

Table 1. Threshold level (%) and watershed HRU definition.

Land use/soil/slope
Full HRU Threshold 

0/0/0% Thr1
20/5/5%

Thr2
5/20/5%

Thr3
5/5/20%

No. of HRUs 2,423 244 251 305
LULC classes Area (km2) % to full HRU
Landuse

Urban dry 35.65 0.00 25.69 33.83
Agriculture 297.71 40.01 74.80 82.98
Forest 1,355.46 94.77 84.25 89.43
Grass 77.68 0.00 41.62 51.59
Wetland 7.95 0.05 0.05 0.05
Pasture 15.86 0.00 0.00 0.00
Water 10.78 0.00 0.02 0.02
Total 1,801.09 134.83 226.43 257.90

Soils
Clay 9.74 0.00 0.00 7.89
Clay loam 1,005.61 82.22 94.58 87.21
Sandy clay loam 33.65 5.63 0.00 13.05
Silty clay 165.92 73.65 22.40 82.18
Silty loam 13.70 6.05 20.37 26.42
Sandy loam 514.18 85.75 80.74 92.53
Rock 45.73 24.07 0.00 29.41
Total 1,788.53 277.37 218.09 338.69

Slope
0 - 29.5 989.99 68.51 72.88 86.69
29.5 - 50 523.86 88.15 83.40 88.05
50 - 9,999 287.23 91.79 86.28 66.80
Total 1,801.08 248.45 242.56 241.54

HRU, hydrologic response unit; LULC, land use and land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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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real variation of landuse change from 1980’s to 2010’s.

Class
1980’s 1990’s 2000’s 2010’s

Area (km2) Ratio (%) Area (km2) Ratio (%) Area (km2) Ratio (%) Area (km2) Ratio (%)
Urban dry 10.8 0.56 28.3 1.5 34.7 1.8 36.5 1.9
Agriculture 475.9 24.73 384.3 20.0 325.4 16.9 316.8 16.2
Forest 1,355.1 70.42 1,336.7 69.5 1,466.3 76.2 1,480.0 75.8
Grass 42.7 2.22 146.8 7.6 68.0 3.5 83.2 4.3
Wetland 0.5 0.03 0.1 0.0 2.8 0.1 8.1 0.4
Pasture 30.5 1.58 18.6 1.0 16.5 0.9 16.5 0.8
Water 8.8 0.46 9.6 0.5 10.6 0.5 11.0 0.6
Total 1,924.3 100.0 1,924.4 100.0 1,924.3 100.0 1,952.0 100.0

소유역별 토지이용 변화

내성천 유역의 토지이용 변화는 1980년대 이후 시가화 건조지역, 산림지역의 면적은 증가하고 농업지역은 감소
하는 경향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성천 유역은 현재에도 여전히 산림지역과 농업지역이 유역 면적
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화로 인한 급격한 변화는 관측되지 않았다. Table 2에 1980년대부터 2010년대
까지 내성천 유역의 토지이용별 면적 및 비율을 나타냈다.

1980년대를 기준으로 1990년대에 농업지역, 산림지역, 습지 및 나지 면적이 감소하고 시가화건조지역과 초지 

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이용 항목 중 농업지역의 감소와 초지 면적의 증가가 가장 컸다. 이는 

감소한 농업지역의 용도 변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개발이 진행되면서 1990년대를 기준으로 2000년대
에는 농업지역, 초지 및 나지 면적이 감소하고 시가화 건조지역, 산림지역, 그리고 습지 면적이 증가하였다. 반면 

2000년대를 기준으로 2010년대의 토지이용 변화를 살펴보면 변화량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SWAT모형의 토지이용변화 모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모의기간 중 토지이용도가 변화되는 시점을 제공하는 

lup.dat, 그리고 특정연도의 토지이용을 반영해서 산정된 각 HRU의 구성비 HRU_FR을 업데이트하여 토지이용 정
보를 반영하는 file1.dat 두 개의 파일이 필요하다. Fig. 3에 웹상에서 제공하는 LUU (land use update) 모듈을 활용하
여 산정된 연도별 토지이용 변화를 각 소유역을 구성하는 면적비로 제시하였다.

내성천 유역 대부분이 산림지역과 농업지역에 해당하며 영주시가 위치한 상류 지역에서 시가화 및 건조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하류지역은 농업지역이 우세하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면적 분포가 가장 많이 변
화한 소유역은 상류 3개 유역(#9, 10, 11)이며, 산림지역이 증가하고 초지 면적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
면 2010년대에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토지이용 변화가 미미하나, 내성천 하류 3개 유역(#22, 24, 25)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2000년대의 변화와는 상이하게 산림지역이 감소하고 초지 면적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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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anduse change in each subbasin. UBRN, urban dry; AGRL, agriculture; FRST, forest; RNGE, grass; 
WETL, wetland; SWRN, pasture; WATR,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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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parameter calibration.

Number Input file Parameter
Range

Result
Max Min

1 *bsn SURLAG 0.05 24 5.6123
2 SPCON 0.0001 0.01 0.0011
3 SPEXP 1 1.5 0.9774
4 *gw ALPHA_BF 0 1 0.6875
5 GW_DELAY 0 500 308.7445
6 GW_REVAP 0.02 0.2 0.1265
7 GWQMN 0 5,000 2,820.4043
8 RCHRG_DP 0 1 0.7116
9 REVAPMN 0 1,000 651.4489
10 *hru CANMX 0 100 49.7897
11 EPCO 0 1 0.2172
12 ESCO 0 1 0.1339
13 SLSUBBSN 10 150 7.45 - 99.34
14 *mgt CN2 35 100 73.12 - 100
15 USLE_P 0 1 0.1545
16 *rte CH_K2 -0.01 500 171.5029
17 CH_N2 -0.01 0.3 0.3252
18 CH_COV1 -0.05 0.6 0.6109
19 CH_COV2 -0.001 0.6 0.4308
20 *sol SOL_AWC 0 1 0.27 - 0.46
21 SOL_K 0 2,000 1.04 - 270.78
22 SOL_Z 0 3,500 11.45 - 450.72
23 USLE_K1 0 0.65 0.03 - 0.04

Results and Discussion

매개변수 최적화

SWAT모형은 준분포형 수문모형으로 유역의 물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실제 수문특성을 최대한 유사하게 모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입력자료와 매개변수가 사용되기 때문에 모의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Yang et al., 2008; Yu et al., 2020). 따라서 모형의 신뢰도를 높여가는 매개변수 최적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
나 SWAT 모형은 유출량, 유사량 및 영양물질과 관련된 수문과정이 서로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모의 결과를 산정하
기 때문에 각각의 매개변수가 다수의 계산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 수문과정에만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
만을 정확하게 선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출량 산정에 관련된 토양, 지하수, 유출 및 하
도추적 등의 수문과정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를 위주로 선정범위를 제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WAT 모형의 매개변수 검·보정, 민감도 분석 및 불확실성 해석 등을 위해 개발된 SWAT-CUP을 

활용하여 매개변수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SWAT-CUP에서 제공하는 총 5개의 매개변수 최적화 기법 중 hypercube

의 다변량 균일분포에 의해 매개변수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하여 나타낼 수 있는 SUFI2 알고리즘을 선정하였다
(Abbaspour et al., 2007). 최적의 매개변수 산정을 위해 보정과정을 반복 시행하고 회당 500번 이상의 반복작업을 

통해 선정된 매개변수에 대한 최적화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매개변수 최적화 결과는 결정계수(R2), NSE 

(Nash-Sutcliff efficiency), PBIAS (percent bias)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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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검·보정

금회 분석에서는 내성천 상류단에 위치한 이산교(신암)와 내성천 하류의 고평교(월포) 및 회룡교(향석)을 포함
하여 총 3개 지점에서 관측된 유량자료를 활용하여 매개변수 검·보정을 수행하였다. Table 4 및 Fig. 4는 내성천 본
류의 주요 지점(신암, 월포 및 향석)에서 검·보정 기간의 모의 유량과 관측값을 비교하여 도시한 것이다. 산정된 유
출량은 R2 > 0.60, NSE > 0.50, ∣PBIAS∣ > 25를 만족할 때 모의 결과가 타당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Moriasi et al., 

2015).

Fig. 4. Calibration and validation of the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SWAT) model. R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NS, Nash Sutcliffe efficiency; PBIAS, percent bias. 

Table 4. Results of model calibration and validation.

Modeling performance Location
Statistical index

Date
R2 NSE PBIAS

Calibration Sinam 0.68 0.35 -23.15 2016.01.01 - 2018.12.31
Wolpo 0.62 0.62 -9.64 2013.01.01 - 2018.12.31
Hyangsuk 0.66 0.67 -10.12

Validation Sinam 0.48 -0.17 -23.33 2019.01.01 - 2019.12.31
Wolpo 0.37 0.05 -50.35
Hyangsuk 0.44 0.38 -21.57

R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NSE, Nash Sutcliffe efficiency; PBIAS, percent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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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보정 결과 평가 지표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지만, 평가 기준은 대체로 만족함을 알 수 있다. 검정 기간
(validation period)은 보정 기간(calibration period)과 비교하여 모의 성능이 다소 저하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정
계수 R2와 NSE의 경우에는 상류보다 하류로 갈수록 우수한 모의결과를 나타냈다. 반면 PBIAS는 음의 값을 나타
냈는데, 이는 극치값을 제외하고 평·갈수기에 대체로 관측값보다 모의 값이 과대 산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측자료의 가용성으로 모형의 검·보정이 2015 - 2020년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2010년대의 토지이용도 현황
만이 반영되어 과거의 수문특성이 재현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였다. 만약 다른 기간을 대상으로 매개변수 최
적화를 수행한다면 금회 분석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토지이용 변화 반영에 따른 소유역별 하천유량 산정 및 비교

검·보정이 완료된 SWAT 모형으로부터 warm-up 기간을 제외한 1990 - 2019년까지 26개 소유역의 출구지점에서 

계산된 하천유량을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와 합류 이후 내성천 본류 지점으로 구분하여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차이
점을 분석하였다. Table 5는 2010년대의 단일 토지이용도를 반영한 연평균 유량과 10년 단위로 토지이용 변화를 반
영한 모의결과를 서로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다. 내성천 본류 최상류단부터 하류 최종 출구까지 내성천 수계도를 

기준으로 지류하천의 유입순으로 순차적으로 연평균 유량의 모의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Table 5의 하도번
호에 따른 위치는 Fig. 5의 유역번호와 일치한다.

유출량의 경우 토지이용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에서 내성천 본류 및 지류를 포함한 대부분의 하천 구간에서 감소 

및 증가가 나타나지만, 본류구간에서 하류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천(유역면적 81.0 km2) 

합류 이후 한천(74.2 km2) 그리고 낙동강 본류로 유입되기 직전에 합류되는 마지막 지류인 금천(99.0 km2)이 합류되면
서 최종 출구에서의 연평균 유량이 약 26 m3·s-1 증가함을 알 수 있다.

Table 5. Comparison of annual average streamflow of rivers with and without considering landuse change.

Name of river Number
Streamflow (m3·s-1)

Discrepancy
Single landuse Landuse update

Upstream of main river 1 533 533 0
Gagyechun 2 453 452 -1
Mainstream-1 4 1,188 1,186 -2
Nakwhuamchun 3 640 640 0
Mainstream-2 9 2,155 2,157 +2
Toilchun 10 648 650 +2
Mainstream-3 13 3,194 3,199 +5
Seochun 5, 6, 7, 8, 11 2,661 2,664 +3
Mainstream-4 12 3,287 3,292 +5
Okgyechun 14 513 512 -1
Mainstream-5 15 6,328 6,341 +13
Seokwanchun 16 445 445 0
Mainstream-6 17 6,945 6,958 +13
Mainstream-7 23 7,883 7,901 +18
Hanchun 18, 19, 22 1,545 1,550 +5
Mainstream-8 25 9,938 9,968 +30
Geumchun 20, 21, 24 1,887 1,884 -3
Final outlet 26 11,826 11,85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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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reamflow variation at subbasins of the Naesungchun river watershed.

전체 26개 소유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변화를 반영 유무에 따른 소유역별 하천유량의 증감현황은 Fig. 5에 제시
한 것과 같다. 토지이용변화를 반영하여 모의한 경우 주로 내성천 본류하천을 중심으로 유량이 증가하는 경향성
을 보였으며 본류를 제외한 지류 소유역의 경우 유량이 소폭 감소하거나 혹은 변화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인위적인 토지이용 변화에 따라 소유역별 유출량이 증가 혹은 감소하여 최종 유출구에서는 유역전체의 유
출량이 서로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내성천의 경우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면적변화가 크지 않아 토지이용 변
화 반영 유무에 따른 하천의 유량 차이가 미미하나 급격한 도시화 혹은 대규모 벌목 등 인위적인 개발이 진행된 유
역에서는 증발산량 등 다양한 수문인자에도 큰 영향을 미쳐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소유역별 유출량이 많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Conclusion
수문학적 물순환은 유역 내 도시화 등 인위적인 토지이용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도시화 초기단
계에서 소규모 택지 조성, 도로 포장에 따른 침투량 감소 등으로 인하여 증발산량이 감소하고 지표유출이 증가한
다. 본 연구는 미 농무성에서 개발된 준분포형 수문모형인 SWAT모형을 활용하여 이러한 장기적인 토지이용 변화
가 유역 내 수문인자에 미치는 영향성을 정량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최상류 지류인 내성천 유역을 대상으로 SWAT모형을 구축 1990, 2000, 그리고 2010년대로 

10년 단위로 작성된 3개의 대분류 토지이용도를 적용하여 총 30년간 일단위 강우-유출모의를 수행하였다. SWAT

모형은 유역전체를 수문학적 응답특성이 유사한 HRU 단위로 분할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양한 수문인자를 계산한
다. SWAT모형에서 토지이용 변화를 반영하는 모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SWAT모형의 HRU 구성비를 연도별 

토지이용도에 맞게 업데이트 해 주는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는 웹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작성이 가능
하며 이때 제공해 주는 SWAT 모형과 연도별 토지이용도의 좌표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토지이용 변화에 따라 

SWAT 모형의 HRU 면적을 구성하는 비율이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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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유역인 내성천 유역 내 토지이용 변화 유무에 따른 수문학적 인자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연도별 토지이용 자료로부터 알 수 있듯이 유역 내 시가지 및 건조지역에 해당하는 비율이 매우 낮고 대
부분이 산림지역으로 분류되어 토지이용 변화가 전체적인 수문학적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음이 원인
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본류를 중심으로 하천유량이 소폭 증가되거나 지류를 중심으로 유량의 증감이 나타난 것
은 토지이용 변화가 수문과정에 반영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관측자료의 대부분이 2010년 이
후에 집중되어 2000년대 초반이나 1990년대의 토지이용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자료들로 모형의 검·보정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토지이용에 따른 영향성을 수문학적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
화된 토지이용자료와 장기간에 걸친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매개변수를 최적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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