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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 자료원에 따른 수질특성의 영향을 비교하였다. 먼저, 비점오염부하량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피복별 기대평균농도(EMC)를 효과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영상분류를 통해 대

청댐유역의 토지피복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환경부 대분류 자료와 비교한 결과 88.76%의 높은 정확도

를 확보하였다. 또한 토양도와 영상분류에 의한 토지피복도를 공간 중첩하여 유출곡선지수와 직접유출을

계산하였으며, 분석 결과 석천과 대청댐 유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직접유출과 기대평균농도를

조합하여 계산한 BOD에 대한 비점오염부하량은 삼가천합류점과 소옥천하류 유역이 높게 나타났으며,

TN과 TP에 대한 비점오염부하량에서는 삼가천합류점과 봉황천하류 유역이 높게 나타났다. 영상분류에

의한 비점오염부하량의 효용성 평가를 위해 환경부 토지피복도에 의한 비점오염부하량과 상호 비교한 결

과, 대청댐상류 유역에서 BOD, TN, TP에 대한 오염부하량의 오차가 각각 10.64%, 11.70%, 20.00%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유역내 수질특성을 효과적으로 모의하기 위해서는 논과 밭이 포함된 공간정

보를 활용하는 것이 비점오염부하량 평가에 바람직하다고 본다.

키워드 : 자료원, 영상분류, 비점오염부하량, 토지피복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the influence of water quality according to the data sources of

spatial information. Firstly, land cover map was constructed through image classification of

Daecheong-dam basin and the accuracy of image classification from satellite image showed high

as 88.76% in comparison with the large-scaled land cover map in Ministry of Environment, to

calculate Event Mean Concentration (EMC) by land cover that impact on the evaluation of

nonpoint source pollutant loads. Also curve number and direct runoff were calculated by spatial

overlay with soil map and land cover map from image classification. And Seokcheon and Daecheong-

Dam basin showed high in the analysis of curve number and direct runoff. Samgacheon-Joint and

Sokcheon-Downstream basin showed high in the nonpoint source pollutant loads of BOD from

direct runoff and EMC. And Samgacheon-Joint and Bonghwangcheon- Downstream basin showed

high in the nonpoint source pollutant loads of TN and TP. Nonpoint source pollutant loads from

image classification were compared with those by the land cover map from Ministry of

Environment to present the effectivity of nonpoint source pollutant loads from satellite image. And

Daecheong-Dam Upstream basin showed high as 10.64%, 11.70% and 20.00% respectively in the

errors of nonpoint source pollutant loads of BOD, TN, and TP.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spatial

information including with paddy and dry field is applied to the evaluation of nonpoint source

pollutant loads in order to simulate water quality of basin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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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몬순기후의 특징상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강우강

도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13]. 이러한 강우특성은

유역내 토사유실 발생을 유발하여 하천 탁수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저수지로 유입된 흙탕물

은 정수장의 효율감소 및 생태계에 큰 문제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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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4, 5].

비점오염원은 점오염원과 달리 주로 강우에 의해

유출되며, 비점오염원의 유출은 계절적, 지역적 편

차가 크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부하량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렵다[13]. 강우발생시 지표면

에 떨어지는 강우입자는 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피

복의 종류에 따라 토양침식의 영향이 매우 다양하

게 나타나며[3, 5], 이로 인한 유역내 비점오염부하

량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최근 강우에 따른 유역 비점오염부하량 산정 및

이를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공법들의 저감효율 분

석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5]. 또한

수질평가 및 관리를 위해 GIS 및 위성영상과 같은

공간정보를 접목한 연구들도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실정이다. 먼저 GIS를 이용하여 토지이용별 오염부

하량을 산정하는 연구를 비롯하여[7, 9], 토지피복도

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항공 라이다데이터를 이용

한 연구도 있다[18, 19]. 또한 함광준 등은 오염부하

량을 분석하기 위한 GIS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였으

며[17], 이상익 등은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비점오염 분포지도 제작과 오염부하량을 산정하였

다[12]. 아울러 박재홍 등은 고해상도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토지이용과 지적공부상의 토지이용

불부합성 문제를 제기하였으며[10], 그 외에 토양도

의 불확실성을 퍼지공간함수를 적용하여 토양침식

을 비교하거나 지질도와 연계한 흙탕물 발생특성

정량화 등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다[3, 5].

수질업무, 특히 비점오염부하량 산정시 가장 직접

적인 영향을 주는 토지피복도는 주로 환경부 자료

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분류 토지피복도의 경

우 논과 밭의 구분은 있으나 영상 촬영 시점의 토

지피복 특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지적도나 토지

이용 현황도, 지형도 등을 고해상도 영상과 함께 편

집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을 기준으

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대분류의 경우는 촬영 시점

의 토지피복 특성을 구축한 것으로 논과 밭이 농경

지로 통합되어 있어 토지피복별 기대평균농도

(EMC; Event Mean Concentration)의 효과적인 계

산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Landsat TM 영상으로부터 근적

외선 밴드 특성에 의한 토지피복 분류기법을 제시

하고, 이를 통해 구축한 토지피복도를 토양도와 공

간중첩하여 표준유역별 유출곡선지수(CN; Curve

Number)와 직접유출, 기대평균농도 그리고 비점오

염부하량을 계산하였다. 영상분류에 의한 효용성을

평가하고자, 환경부의 대분류 토지피복도에 의한 비

점오염부하량을 계산하여 영상분류 결과와 상호 비

교하였다. 특히 대청댐유역을 구성하고 있는 24개

표준유역별 기대평균농도를 계산함으로서, 강우특

성이 동일할 경우 비점오염부하량과 같은 수질특성

에 취약한 유역을 선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

하였다. 아울러 영상분류와 환경부의 토지피복에 의

한 수질특성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표준유역도

함께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서, 공간정보 자료원에 따

른 영향 및 중요도를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2. 비점오염원 평가 프로세스

강우에 따른 댐유역내 토사발생은 저수지와 하천

으로 유입되어 수질에 영향을 주게 된다. 유역에는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특정오염원 개념의 점오염원

(Point Source)과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비점오염원

(Non Point Source)가 있다. 점오염원은 특정한 배

출경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관리하는데 비교적

용이하나, 비점오염원은 도시노면 배수나 농경지 배

수와 같이 불특정한 배출 경로를 통해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를 유지관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비점오염원은 주로 토지의 이

용형태와 경작활동 및 경제활동과 크게 연관이 있

그림 1. 비점오염원 분석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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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강우를 통해 유출된다는 특성을 지니므로 지

형특성과 강우특성과도 관련이 깊다[1, 2, 6].

유역내 비점오염원을 분석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그림 1과 같다.

댐유역의 비점오염원 분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양도와 토지피복도와 같은 GIS 자료를 활용한 유

출량 계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과학기술

원으로부터 1/25,000 축척의 정밀토양도를 입수하였

으며, 토지피복도는 Landsat TM 영상에서 분류한

성과물과 환경부의 대분류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였

다. 수질 분석에 필요한 직접유출을 계산하기 위해

미국 토양국(U.S. Soil Conservation Service)의 유

출곡선지수를 계산해야 된다. 토양층은 구성입자 및

투과 특성에 따라 수문학적 토양군을 A, B, C, D로

구분하고 있으며, D군으로 갈수록 높은 유출특성을

갖는다[14]. 수문학적 토양군과 토지피복도와의 공

간중첩을 통해 유출곡선지수를 계산하며, 유출곡선

지수로부터 최대잠재보유수량(S)을 아래와 같이 계

산하고 이를 통해 유출량을 평가하게 된다.

 


 , 


(1)

여기서, P는 강우량이다[5].

유역내 수질분석에 활용되는 비점오염원은 토지

피복별로 생물학적산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 BOD), TN, TP에 대한 기대평균농도

(EMC)가 표 1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SCS

유출곡선지수 방법으로 계산한 유출량 GIS 자료에

토지피복별 EMC값을 고려하여 비점오염 부하량을

평가하게 된다[8].

구 분

토지이용

주거지
논 밭

임야 기타
농업

BOD(㎎/L) 67.23
8.39 3.48

1.90 0.50
5.94

T-N(㎎/L) 1.82
5.00 2.16

1.67 1.50
3.58

T-P(㎎/L) 0.57
0.30 0.07

0.04 0.12
0.19

표 1. 토지피복별 기대평균농도(EMC)

3. 영상분류에 의한 토지피복 비교 평가

환경부의 대분류 토지피복도는 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수계 등의 정

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비점오염원평가에서 요구되

는 논과 밭의 분류가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따라서

비점오염원 평가에 필요한 기대평균농도(EMC)를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대부분 산림

과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는 댐유역의 경우 논과 밭

을 통합하여 비점오염원을 평가할 경우 상당한 오

차를 보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Landsat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영상을 분류하였으

며, 이를 환경부의 대분류 자료와 토지피복 클래스

를 통합하여 상대적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논과 밭을 포함한 토지피복을 효

과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근적외선(NIR; Near

Infrared) 밴드가 수체(물)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모내기 전후의 영상을 이용하였다

[15]. 이를 통해 모내기 후 논에 존재하는 물을 근

적외선 밴드를 이용하여 추출한 후 모내기 전의 농

경지 영상으로부터 별도로 추출하는 방법을 이용하

였다. 모내기 전후 영상 영상을 검색하여 그림 2와

같이 2009년 4월 7일과 2009년 6월 26일 영상을 선

정하였으며, 3/2/1 밴드를 이용하여 산림, 시가지,

농경지를 추출한 후 근적외선(4밴드)로부터 농경지

에 대해 논과 밭을 별도로 분리하였다. 그림 3은 모

내기 전후의 근적외선 밴드에 의한 논과 밭의 특징

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9년 6월 26일 영상에서 토

지피복도상의 논에 해당되는 지역이 약간 어둡게

나타났다. 이는 근적외선밴드에서 수체의 경우, 입

사 복사속의 대부분이 흡수되기 때문에 어둡게 나

타나는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분류된 토지피복도의 정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

하기 위해 환경부의 대분류 자료를 이용하였다. 먼

저, 환경부 대분류 자료의 7개 클래스를 수계, 시가

화건조지역, 산림, 농경지로 통합하였으며, 영상분

류한 토지피복도 역시 같은 클래스로 통합하여 상

호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수계와 산림지역은 각각

99.98%와 97.67%로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시가화건조지역과 농경지는 80.51%와 76.68%로 비

교적 양호한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전체 평균 정확

도는 88.74%로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으며, 시가

화건조지역의 경우 농경지로 오분류 된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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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농경지의 경우 시가화건조지역으로 오분류

된 비율이 18.30%로 나타났다. 이는 밭지역의 경우

시가화건지역과 일부 분광특성이 중복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밭 지역이 농경지로 통합

되는 과정에서 분류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

된다.

그림 2. Landsat 영상

　

　

　

영상분류(단위 : %)

합계　
수계

시가화

건조지역
산림 농경지

환

경

부

수계 99.98 0.00 0.00 0.02 100.00

시가화

건조지역
0.49 80.51 0.70 18.30 100.00

산림 0.37 0.05 97.67 1.91 100.00

농경지 9.15 7.09 6.98 76.78 100.00

표 2. 영상분류 정확도 비교

그림 3. NIR 밴드에 의한 논밭 분광 특성

그림 4. 대청댐유역 토지피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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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정보 자료원에 따른 수질특성 비교

본 연구대상지는 대청댐유역으로, 대청댐은 금강

하구로부터 상류 약 150 ㎞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대청댐은 저수용량 14억 9천만㎥, 저수지 길이 86

㎞에 이르는 국내 최대 최장의 호수로 복합형 본댐

과 조정지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청댐유역은 24개

의 표준유역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유역면적은 약

3,204 ㎢ 이고 저수면적은 약 72.8 ㎢ 이다. 대청댐

완공으로 댐 하류지역의 홍수조절과 하류 연안 농

경지의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유역내 인

접도시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16].

비점오염원 평가의 기초가 되는 직접유출을 계산

하기 위해, 먼저 정밀토양도의 토양특성 및 투수성

을 이용하여 수문학적 토양군을 계산하였으며, 이를

Landsat TM 영상으로부터 분류한 토지피복도 자

료와 공간 중첩하여 SCS 유출곡선지수를 분석하였다.

SCS 유출곡선지수 분석결과, 대청댐 유역에서는

대부분의 표준유역들이 유사한 값을 나타냈으며, 특

히 석천과 대청댐 유역이 각각 79.76와 79.07로 높

게 나타났다. 직접유출 분석결과, 대청댐 유역에서

는 석천과 대청댐 유역이 각각 1339.77 ㎥/yr 와

1334.76 ㎥/yr 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났다. BOD,

TN, TP에 대한 비점오염부하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는 먼저 토지피복별 기대평균농도를 계산해야 한다.

대청댐유역의 기대평균농도를 분석한 결과, BOD는

삼가천합류점, 소옥천하류, 봉황천하류 유역이 각각

11.44 ㎎/L, 10.98 ㎎/L, 10.59 ㎎/L 로 높게 나타났

으며, TN은 삼가천합류점과 봉황천하류 유역이 각

각 2.78 ㎎/L 과 2.5 ㎎/L 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TP는 삼가천합류점과 봉황천하류 유역이 각각 0.18

㎎/L 과 0.16 ㎎/L 로 높게 나타났다. 기대평균농도

는 강우특성이 동일할 경우 비점오염원에 영향을

주는 BOD, TN, TP의 잠재 위험성을 나타내는 지

수로서, 표준유역별 기대평균농도 분석자료는 유역

내 수질오염 관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앞에서 계산한 기대평균농도에 SCS 유출곡선지

수 방법에 의한 직접유출을 고려하여 BOD, TN,

TP에 대한 오염부하량을 계산하였다.

대청댐 유역의 BOD 오염부하량을 분석한 결과,

삼가천합류점, 소옥천하류, 봉황천하류 유역이 각각

15,430 g/yr, 14,875 g/yr, 14,192 g/yr 로 높게 나타

났으며, 단위면적당 BOD 오염부하량에서는 삼가천

합류점과 소옥천하류 유역이 각각 193.2 g/㎢/yr와

152.7 g/㎢/yr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청댐과 초강상

류 유역이 각각 13.9 g/㎢/yr와 17.7 g/㎢/yr로 낮게

나타났다.

(a) SCS 유출곡선지수(CN)

(b) 직접유출량

그림 5. 대청댐유역 SCS CN과 직접유출량

그리고 TN 오염부하량 분석결과, 삼가천합류점

과 봉황천하류 유역이 각각 3,655 g/yr 과 3,350

g/yr 로 높은값을 나타냈으며, 대청댐 유역이 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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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역명
SCS CN 직접유출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편차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편차

대청댐 47.00 100.00 79.07 10.51 1,123.50 1,417.00 1334.76 47.76

대청댐상류 47.00 100.00 76.66 9.46 1,123.50 1,417.00 1324.36 44.77

무주남대천상류 47.00 100.00 74.86 9.49 1,123.50 1,417.00 1315.00 49.72

무주남대천중류 47.00 100.00 77.52 9.43 1,123.50 1,417.00 1327.95 48.79

무주남대천하류 47.00 100.00 75.31 9.34 1,123.50 1,417.00 1317.48 47.84

보청천상류 47.00 100.00 74.05 7.25 1,123.50 1,417.00 1312.93 39.88

보청천중류 47.00 100.00 69.97 6.16 1,123.50 1,417.00 1292.18 34.81

보청천하류 47.00 100.00 72.09 6.81 1,123.50 1,417.00 1303.29 35.67

보청천합류점 47.00 100.00 74.94 9.76 1,123.50 1,417.00 1315.11 51.09

봉황천상류 47.00 100.00 74.95 9.67 1,123.50 1,417.00 1315.24 50.72

봉황천하류 47.00 100.00 71.99 8.56 1,123.50 1,417.00 1300.87 48.51

봉황천합류점 47.00 100.00 73.36 9.71 1,123.50 1,417.00 1307.14 51.35

삼가천 47.00 100.00 78.74 9.22 1,123.50 1,417.00 1333.96 46.35

삼가천합류점 47.00 100.00 74.49 9.05 1,123.50 1,417.00 1313.62 47.69

석천 47.00 100.00 79.76 8.01 1,123.50 1,417.00 1339.77 40.12

소옥천상류 47.00 100.00 72.94 8.15 1,123.50 1,417.00 1306.51 43.23

소옥천하류 47.00 100.00 77.94 7.91 1,123.50 1,417.00 1331.45 40.70

영동천 47.00 100.00 77.02 8.88 1,123.50 1,417.00 1326.20 45.68

용담댐하류 47.00 100.00 75.96 10.04 1,123.50 1,417.00 1319.77 53.04

초강상류 47.00 100.00 78.21 9.17 1,123.50 1,417.00 1331.52 46.34

초강하류 47.00 100.00 75.43 8.76 1,123.50 1,417.00 1318.63 45.02

초강합류점 47.00 100.00 74.75 9.47 1,123.50 1,417.00 1314.49 49.23

항건천 47.00 100.00 72.01 8.13 1,123.50 1,417.00 1301.35 47.73

호탄수위표 47.00 100.00 73.86 9.45 1,123.50 1,417.00 1309.98 49.71

겸백수위표 47.00 100.00 81.36 6.20 1,123.50 1,417.00 1,348.21 29.27

동복댐 47.00 100.00 82.67 7.24 1,123.50 1,417.00 1,353.08 33.33

동복천 47.00 100.00 81.96 7.07 1,123.50 1,417.00 1,350.18 33.22

보성강상류 47.00 100.00 80.03 7.42 1,123.50 1,417.00 1,341.53 35.49

송광천 47.00 100.00 71.53 8.38 1,123.50 1,417.00 1,298.83 45.83

주암댐 47.00 100.00 78.61 11.77 1,123.50 1,417.00 1,331.30 53.29

주암댐상류 47.00 100.00 75.03 9.32 1,123.50 1,417.00 1,316.18 47.92

표 3. 대청댐유역 표준유역별 SCS CN 및 직접유출 분석결과

g/yr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단위면적당 TN 오

염부하량에서는 삼가천합류점과 항건천 유역이 각

각 45.8 g/㎢/yr와 43.9 g/㎢/yr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청댐과 초강상류 유역이 각각 7.8 g/㎢/yr와 10.3

g/㎢/yr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TP 오염부하량 분

석결과, 삼가천합류점과 봉황천하류 유역이 각각

246 g/yr 과 217 g/yr 로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대

청댐 유역이 83 g/yr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단위면적당 TN 오염부하량에서는 삼가천합류점

과 소옥천하류 유역이 각각 3.08 g/㎢/yr와 2.04 g/

㎢/yr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청댐과 초강상류 유역

이 각각 0.28 g/㎢/yr와 0.37 g/㎢/yr로 낮게 나타났

다.

위성영상 분류를 통한 비점오염원 분류의 효용성

을 평가하기 위해, 환경부 대분류 피복도에 의한 비

점오염원 결과와 비교하였다. 환경부의 대분류 토지

피복도는 논과 밭의 구분이 없이 농경지로만 분류

하고 있기 때문에, 표 1의 토지피복별 기대평균농도

값을 농업 기준값으로 통합하여 적용하였다.

환경부 자료로부터 계산된 기대평균농도를 SCS

유출곡선지수에 의한 직접유출 자료와 곱하여 비점

오염부하량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영상에서 분류한

비점오염부하량 자료와 비교하였다.

평균 BOD 오염부하량의 경우, 대청댐상류 유역

에서 영상분류 결과값이 530 ton/yr, 환경부자료 기

준에 의한 결과값이 473 ton/yr 로 약 10.64%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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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역명

BOD(㎎/L) TN(㎎/L) TP(㎎/L)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

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

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대청댐 0.00 67.23 3.08 7.59 0.00 5.00 1.73 1.07 0.00 0.57 0.06 0.09

대청댐상류 0.00 67.23 3.98 8.25 0.00 5.00 2.18 1.43 0.00 0.57 0.09 0.12

무주남대천상류 0.00 67.23 3.96 10.29 0.00 5.00 1.87 0.76 0.00 0.57 0.07 0.10

무주남대천중류 0.00 67.23 3.83 9.94 0.00 5.00 1.86 0.74 0.00 0.57 0.07 0.10

무주남대천하류 0.00 67.23 4.33 10.89 0.00 5.00 1.95 0.90 0.00 0.57 0.08 0.11

보청천상류 0.00 67.23 5.12 11.61 0.00 5.00 2.20 1.19 0.00 0.57 0.10 0.13

보청천중류 0.00 67.23 2.89 5.11 0.00 5.00 1.97 0.93 0.00 0.57 0.07 0.08

보청천하류 0.00 67.23 4.01 8.08 0.00 5.00 2.23 1.22 0.00 0.57 0.09 0.11

보청천합류점 0.00 67.23 8.14 17.20 0.00 5.00 2.26 1.30 0.00 0.57 0.13 0.16

봉황천상류 0.00 67.23 3.62 7.84 0.00 5.00 2.07 1.06 0.00 0.57 0.08 0.10

봉황천하류 0.00 67.23 10.59 19.63 0.00 5.00 2.57 1.40 0.00 0.57 0.16 0.18

봉황천합류점 0.00 67.23 5.56 13.32 0.00 5.00 2.05 1.05 0.00 0.57 0.09 0.13

삼가천 0.00 67.23 4.63 10.63 0.00 5.00 2.15 1.15 0.00 0.57 0.09 0.12

삼가천합류점 0.00 67.23 11.44 20.02 0.00 5.00 2.78 1.53 0.00 0.57 0.18 0.18

석천 0.00 67.23 4.60 9.50 0.00 5.00 2.31 1.27 0.00 0.57 0.10 0.12

소옥천상류 0.00 67.23 6.44 13.99 0.00 5.00 2.37 1.35 0.00 0.57 0.12 0.15

소옥천하류 0.00 67.23 10.98 21.05 0.00 5.00 2.23 1.24 0.00 0.57 0.15 0.18

영동천 0.00 67.23 5.82 13.84 0.00 5.00 2.09 1.07 0.00 0.57 0.10 0.13

용담댐하류 0.00 67.23 4.51 11.52 0.00 5.00 1.93 0.90 0.00 0.57 0.08 0.11

초강상류 0.00 67.23 3.42 7.43 0.00 5.00 2.02 0.98 0.00 0.57 0.07 0.09

초강하류 0.00 67.23 4.36 9.49 0.00 5.00 2.21 1.19 0.00 0.57 0.09 0.12

초강합류점 0.00 67.23 4.31 10.36 0.00 5.00 2.03 1.02 0.00 0.57 0.08 0.11

항건천 0.00 67.23 4.50 10.26 0.00 5.00 2.13 1.10 0.00 0.57 0.09 0.11

호탄수위표 0.00 67.23 4.70 11.51 0.00 5.00 2.02 1.01 0.00 0.57 0.08 0.12

겸백수위표 0.00 67.23 8.99 18.19 0.00 5.00 2.37 1.33 0.00 0.57 0.14 0.17

동복댐 0.00 67.23 3.67 9.42 0.00 5.00 1.86 0.89 0.00 0.57 0.07 0.10

동복천 0.00 67.23 3.77 9.17 0.00 5.00 1.96 0.97 0.00 0.57 0.07 0.10

보성강상류 0.00 67.23 8.71 17.47 0.00 5.00 2.48 1.40 0.00 0.57 0.14 0.17

송광천 0.00 67.23 4.34 10.56 0.00 5.00 2.02 1.05 0.00 0.57 0.08 0.11

주암댐 0.00 67.23 2.48 6.05 0.00 5.00 1.60 0.92 0.00 0.57 0.05 0.07

주암댐상류 0.00 67.23 5.19 12.25 0.00 5.00 2.11 1.21 0.00 0.57 0.10 0.13

표 4. 대청댐유역 표준유역별 기대평균농도 분석결과

차를 보였다. 또한 소옥천상류 및 봉황천상류 유역

이 각각 7.08%와 4.38%의 오차를 나타내었다.

대청댐과 봉황천합류점 유역을 제외하고는 논과

밭을 분리한 영상분류 결과가 논과 밭을 통합한 환

경부자료 기분에 비해 모두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

다. 이는 대청댐 유역의 경우 논의 비율이 밭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어 논과 밭을 통합한 셀별 BOD

기대평균농도인 5.94 g/yr 보다 논의 BOD 기대평

균농도인 8.39 g/yr 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평균 TN 오염부하량의 경우, 대청댐상류 유역에

서 영상분류 결과값이 288 ton/yr, 환경부자료 기준

에 의한 결과값이 254 ton/yr 로 약 11.70%의 오차

를 나타내었다. 또한 소옥천상류 및 삼가천합류점

유역이 각각 11.50%와 9.90%의 오차를 나타내었다.

평균 BOD 오염부하량과 마찬가지로 평균 TN 오염

부하량도 대청댐과 봉황천합류점 유역을 제외하고

는 논과 밭을 분리한 영상분류 결과가 논과 밭을

통합한 환경부자료 기분에 비해 모두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대청댐 유역의 경우 논의 비율이

밭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어 논과 밭을 통합한 셀별

TN 기대평균농도인 3.58 g/yr 보다 논의 TN 기대

평균농도인 5.00 g/yr 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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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역명

평균 BOD(ton/year) 평균 TN(ton/year) 평균 TP(ton/year)

영상

(A)

환경부

(B)

오차(%)

(A-B)/A

영상

(A)

환경부

(B)

오차(%)

(A-B)/A

영상

(A)

환경부

(B)

오차(%)

(A-B)/A

대청댐 411 414 -0.92 228 230 -0.74 8.3 8.5 -2.41

대청댐상류 530 473 10.64 288 254 11.70 12.5 10.0 20.00

무주남대천상류 528 523 0.96 246 242 1.50 9.1 8.9 2.20

무주남대천중류 512 511 0.21 247 245 0.57 8.9 8.9 0.00

무주남대천하류 578 571 1.07 256 252 1.52 10.1 9.9 1.98

보청천상류 680 664 2.24 288 278 3.46 13.0 12.3 5.38

보청천중류 376 370 1.57 255 251 1.53 8.6 8.4 2.33

보청천하류 529 510 3.59 290 278 4.23 12.0 11.2 6.67

보청천합류점 1,089 1,068 1.91 297 282 4.95 16.9 16.0 5.33

봉황천상류 479 458 4.38 272 258 4.92 10.3 9.4 8.74

봉황천하류 1,419 1,385 2.35 335 313 6.51 21.7 20.2 6.91

봉황천합류점 740 743 -0.41 267 267 -0.19 12.2 12.4 -1.64

삼가천 617 596 3.38 285 271 4.66 12.1 11.2 7.44

삼가천합류점 1,543 1,485 3.71 365 329 9.90 24.6 22.0 10.57

석천 620 600 3.08 309 297 3.85 13.5 12.7 5.93

소옥천상류 857 796 7.08 309 274 11.50 15.8 13.1 17.09

소옥천하류 1,487 1,468 1.28 296 285 3.98 19.9 19.1 4.02

영동천 779 758 2.63 275 2,63 4.60 12.8 11.9 7.03

용담댐하류 602 584 2.94 254 244 4.20 10.3 9.5 7.77

초강상류 457 447 2.17 267 260 2.50 9.7 9.3 4.12

초강하류 580 560 3.51 290 276 4.75 12.2 11.3 7.38

초강합류점 571 565 1.12 266 260 2.07 10.7 10.4 2.80

항건천 595 594 0.13 2,78 276 0.72 11.6 11.7 -0.86

호탄수위표 623 611 2.04 2,63 256 2.84 11.0 10.5 4.55

표 5. 영상분류 및 환경부자료 기준에 의한 표준유역별 비점오염부하량 오차 분석결과

또한 평균 TP 오염부하량의 경우, 대청댐상류 유

역에서 영상분류 결과값이 12.5 ton/yr, 환경부자료

기준에 의한 결과값이 10.0 ton/yr 로 약 20.00%의

오차를 나타내었다. 또한 소옥천상류 및 삼가천합류

점 유역이 각각 17.09%와 10.57%의 오차를 나타내

었다. 평균 BOD와 TN 오염부하량과 마찬가지로

평균 TP 오염부하량도 대청댐, 봉황천합류점 그리

고 항건천 유역을 제외하고는 논과 밭을 분리한 영

상분류 결과가 논과 밭을 통합한 환경부자료 기분

에 비해 모두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대청댐

유역의 경우 논의 비율이 밭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

어 논과 밭을 통합한 셀별 TP 기대평균농도인 0.19

g/yr 보다 논의 TN 기대평균농도인 0.30 g/yr 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유역마다 농경지의 분포특성이 상이

하므로 일괄적으로 논과 밭을 통합하여 적용할 경

우 오염부하량 산정시 큰 오차를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유역의 비점오염원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대분류 토지피복도를 활용

하기 보다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위성영상 분류를

통한 논과 밭을 분류하여 별도로 BOD, TN, TP의

기대평균농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결 론

본 연구는 공간정보 자료원에 따른 대청댐유역의

수질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서, Landsat

TM 영상에 의한 토지피복도와 환경부 토지피복도

에 따른 비점오염원을 상호 비교한 결과 다음의 결

론을 얻었다.

첫째, 유역 직접유출과 비점오염부하량 산정에 기

초가 되는 토지피복 클래스를 추출하기 위해,

Landsat TM 영상의 근적외선 밴드를 기반으로 논

과 밭을 효과적으로 분류하였으며, 환경부의 대분류

자료와 상대적으로 비교한 결과 및 중분류 토지피

복도와 비교한 결과 평균 88.74%의 높은 정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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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대평균농도 (BOD)

(b) 기대평균농도 (TN)

(C) 기대평균농도 (TP)

확보할 수 있었다.

둘째, 토양도에 의한 수문학적 토양군과 Landsat

TM 영상에 토지피복도를 공간 중첩하여 유출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는 유출곡선지수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표준유역들이 유사한 값을 나타냈으며, 특

히 석천과 대청댐 표준유역이 각각 79.76와 79.07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출곡선지수의 영향으로 직접

유출 역시 석천과 대청댐 표준유역이 각각 1339.77

㎥/yr 와 1334.76 ㎥/yr 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

어 수질특성에 큰 영향을 주는 강우특성을 보이는

유역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강우조건이 동일할 경우 수질특성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는 기대평균농도 분석결과, BOD는 삼

가천합류점, 소옥천하류, 봉황천하류 표준유역이 높

게 나타났으며, TN과 TP는 삼가천합류점과 봉황천

하류 표준유역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SCS 유출

곡선지수를 고려한 직접유출과 기대평균농도를 조

합한 표준유역별 BOD, TN, TP 오염부하량 분석결

과에서도 기대평균농도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으며,

이는 표준유역별로 직접유출이 비교적 유사하게 반

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넷째, Landsat TM 영상에 의한 토지피복도와 환

경부 대분류 토지피복도에 의한 비점오염원 결과를

비교한 결과, 평균 BOD 오염부하량의 경우 대청댐

상류 표준유역에서 약 10.64%의 높은 오차를 보였

으며, 소옥천상류 및 봉황천상류 표준유역도 각각

7.08%와 4.38%로 높은 오차를 나타내었다. 또한 평

균 TN 오염부하량에서는 대청댐상류 표준유역에서

약 11.70%의 높은 오차를 보였으며, 소옥천상류와

삼가천합류점 유역이 각각 11.50%와 9.90%의 오차

를 나타내었다. 아울러, 평균 TP 오염부하량에서도

대청댐상류 유역이 20.00%로 가장 높은 오차를 보

였으며, 소옥천상류와 삼가천합류점 표준유역이 각

각 17.09%와 10.57%로 높은 오차특성을 나타내었

다. 따라서 유역내 수질특성을 효과적으로 모의하기

위해서는, 논과 밭이 농경지로 통합된 환경부 대분

류 토지피복도 보다는 영상분류를 통해 논과 밭을

분리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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