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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과거 수질관리 정책은 점오염원

(Point Source) 관리에 집중되어 투자가 이루어

졌으며 환경기초시설의 단계적 확충이 마무리되

면서 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영향이 상대적으로 감

소함에 따라 비점오염원에 대한 정책 강화가 요구

되어 지고 있다.(환경부, 2006)

점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수계의 수질이 향상되지 않은 이유는 도시화·

산업화로 토지개발이 이루어졌으며 도로·주차장 

등 불투수층 면적이 증가하는 등 비점오염원에 의

한 하천·호소의 수질영향이 증가하여 비점오염

원이 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점오염원보다 큰 것으

로 알려졌다.(환경부, 2005)

우리나라의 비점오염원 관리는 1998년 도입된 

4대강 대책에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이 포함 되면

서  정부차원의 관리대책이 마련되기 시작하였으

며 관리대책은 오염총량관리제도, 수변구역제도, 

토지매수제도, 보안림지정 및 수원함양림 조성 등

의 제도가 마련됨 으로서 비점오염원 관리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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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이루어졌다.(국립환경과학원, 2009) 또

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으로 비점오염물질

의 부하량 또한 삭감대상에 포함시켜 정량화 연

구가 요구되고 있기에 비점오염원 관리가 절실

히 요구된다.(환경부, 2004)

비점오염물질 부하량의 정량화를 위한 방법은 

강우시 유량과 수질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나 강우시 실측은 작업여건이 힘

들고 많은 경비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효

율적이다.(장주형 등, 2010)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점오염모형을 이용하고 있으며 가상 시

나리오에 따라 기후 및 토지이용 변화를 적용시

켜 모형 변수나 계수들을 변화시킴으로서 가상 

시나리오 결과를 모의할 수 있으며, 수변구역과 

같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유무에 따른 처리

효율도 모의할 수 있다.(국립환경과학원, 2005)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하구언에서는 비점오염에

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량화가 어렵기 때문

에 전산모형을 이용한 하구언의 비점오염물질 

정량화는 매우 중요하다.(Choi 등, 1999)

본 연구는 비점오염모형인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모형(Arnold 등, 

1994)을 이용하여 서부산 지역을 포함한 낙동

강 하구언 유역의 비점오염 부하량을 실측자료

와 검증하여 비점오염물질 유출 특성을 규명 하

는 것이 목적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지역

연구지역은 서부산 지역 및 낙동강유역을 대

상으로 총 면적 30,820 km2, 하천길이 1,266 

km 인 낙동강 하류 지역을 선정하였다. 4대강 

사업의 신설된 보와 저수지를 고려하여 유역을 

분할하였고 오염총량과 관련된 8개의 단위유역

과 표준 유역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24개의 표준

유역으로 구성되었다. 오염총량관리와 관련된 8

개의 단위 유역 중 본 연구 모형의 수질 보정 및 

검증에 직접 관련된 4개의 단위 유역 현황과 관

련된 표준유역현황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낙동강 하구언 및 부산시와 직접 연관된 낙본 

M 및 N 지점들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는데 낙

동강 물환경 연구소의 수질측정망자료가 유용하

고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인 하구언의 비점오염기

Table 1. Status of major watersheds in the study area.

Large Scale of study area Watershed Name Standard Name of watershed Name of river Area(㎢)

Downstream region of 
Nakdong watershed

Nakbon K
Wondong river Nakdong 159.42

Wolcheon water level Nakdong 95.39

Nakbon L
Upstream of Yangsan river Yangsan 138.94

Downstream of Yangsan river Yangsan 106.72

Nakbon N
Choman river Choman 137.78

west nakdong river West Nakdong 150.77

Nakbon M
Gupo waterlevel Nakdong 72.12

Downstream of Nakdong river Nakdong 54.70

Fig. 1. Delineation in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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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율 산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질 측정망 자

료의 경우 하구언이란 지역 특성 때문에 수질측

정망 자료의 채수시간 기록이 없어 해수의 영향

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수질 예측이 

일반적으로 어렵게 이루어진다.(Choi 등, 1999)

2.2 SWAT 모형

본 연구에서 적용된 SWAT 모형은 미국 농

무성 농업연구소(USDA : Agricultural Re-

search Service, ARS)에서 개발된 유역모형으

로 대규모 유역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기상자료

입력이 가능하고 다양한 토지이용현황을 반영할 

수 있으며, 토양 및 토지관리 상태에 따라 농업

화학물질 및 하천의 오염물질 거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Neitsc 등, 2002)

SWAT 모형은 유역내에서 서로 다른 표면특성

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상유역을 여러 개의 소유

역으로 나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소유역 

내에서도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는 수문반응 단위

인 HRU (Hydrologic Response Unit)로 세분화 

되어 있다. 전체적인 모의는 유역 부분과 수체 부

분으로 나누어 모의된다. 유역의 HRU는 물수지 

분석을 강우량, 지하수 침투량, 증발산량, 그리고 

표면 유출량으로 나누어 산정하게 되어있다. 그리

고 토양침식 산정을 MUSLE(Modified Univer-

sal Soil Loss Equation)을 이용하여 모의하는데 

질소, 인,  그리고 살충제와 같은 유기성 화합물

질들의 이동량 등을 모의하게 구성되었다. 수체는 

하천과 저수지로서 표현하게 되어있으며 유량, 퇴

적물, 영양염류, 유기성화학물질 등은 반응기작들

로 구성되어 모의된다.(Neitsc 등, 2002)

SWAT모형의 입력 자료들은 GIS (Geo-

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활용하여  자

동으로 입력되는 유역자료 즉 면적, 하천길이 및 

경사도 등이 있으며 GIS의 토양도를 이용하여 토

양 및 작물관련 자료D/B를 통한 계수산정이 자

동으로 입력된다. 반면 기상, 하도추적, 토지이

용의 형태, 지하수 흐름과 유출정도 등에 관련한 

입력계수들은 유역 조건에 맞는 입력계수를 수

동으로 산정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SWAT모형

의 입력 자료들은 지형, 토지이용도, 토양도, 기

상자료를 구축을 하게 되면 산출되게끔 구성되어 

있다.(Arnold 등, 1994) 모의 결과는 수문반응 

단위인 HRU인 유량으로 표시되며 유역경계에 

의해 구분된 소유역별 수문자료 및 각 하도추적 

구간별 결과 값으로 표시된다.(김태근, 2008)

2.3 모형의 입력자료 구축

2.3.1 유역구분

SWAT 모형에서의 유역구분은 수치고도 모

형(DEM : Digital Elevation Management)

으로부터 Flow Direction과 Flow Accumula-

tion을 계산하여 하천망을 생성시킨 후 유역의 

최종 출구지점을 outlet으로 지정하여 분할하였

다. 분할된 소유역의 지형학적 특성인자를 계산

하여 분할된 소유역당 면적, 유역경사, 하천길

이, 하천 평균폭, 하천 평균깊이 등의 자료를 획

득하여 Table 2와 같이 매개변수들을 평가하여 

보정 하였다.

Table 2. Model Parameters estimated in SWAT

File Name Variable Name Range

.HRU ESCO 0～1.0

.HRU SLOPE 0～0.6

.HRU SLSUBBSN 10～150

.RTE CH_K2 -0.01～150

.RTE CH_N2 -0.01～0.3

.RTE CH_EROD -0.05～0.6

.RTE CH_COV 0.0～1.0

.SOL SOL_AWC 0～0.32

.MGT CN2 35～98

.GW ALPAHA_BF 0～1.0

.GW GW_REVAP 0.02～0.2

.GW GWSLOP 0～1,000.0

.BSN PRF 0.0～2.0

.BSN SPCON 0.0001～0.01

.BSN SPEXP 1.0～1.5

.SWQ RS4 0.001～0.1

.SWQ RS5 0.001～0.1

.SWQ RK1 0.02～3.4

.SWQ RK3 -0.3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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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유역구분을 한국건설기술연구

원에서 4대강 사업 중 신설될 보와 저수지를 고

려하여 제작한 표준 유역 분할도를 기준으로 각

각의 표준유역 말단지점에 출구를 지정하여 Fig. 

2와 같이 표준유역도와 유사하게 분할하였으며 

모형의 보정 및 검증을 위한 지역과 수위 측정지

점을 표시하였다.

2.3.2 지형자료(DEM)

수치고도모형(Digital Elevation Model, 

DEM)은 표고 값을 중심으로 지형을 표현한 모

형인데 일정 크기의 격자에 매트릭스 형태의 표

고 값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구축한다. 수

문 시스템에서의 공간속성 정보는 경사도, 경사

방향, 토양, 토지이용, 토지피복 등이 포함되며 

수치지도에서 추출한 등고선을 이용하여, 1초(

약 30m) 간격의 격자 단위로 표고 값을 표현

한 자료로서 본 연구에서는 국립지리원에서 제

작한 1:25,000 수치지도의 등고(contour)자료(

국립지리원, 2010)를 추출하여 GIS분석 도구인 

Arcview에서 data 처리과정을 거쳐 DEM 자료

를 생성하였다.

2.3.3 토지이용도(Landuse)

토지이용 지도를 이용하여 SWAT모형의 관

련입력 자료가 생성되는데 토지이용분류 체계를 

위해 분류항목을 산림, 논, 주택지 등 20여 가

지로 분류하였다. 토지이용도는 일반적으로 인

공위성 영상자료를 사용하여 작성되며, 본 연구

에서는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사용하여 환경부에

서 작성한 자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건설

기술연구원, 2010)에서 NGIS (National Geo-

graphic Information System) 주제도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1 : 25,000 의 토지이용 현황도

를 이용하여 유역별 도형자료를 구축하였다. 구

축한 토지이용 현황을 정확도가 높은 감독분류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을 경우 연구대상지역

에서는 산림지역이 72.34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농업지역 16.68 %, 시가화 

건조지역 4.54 %, 수역 3.66 %, 나지 1.18 %, 

초지 1.09 %, 습지 0.5 % 등으로 나타났다.

2.3.4 토양도(Soil)

토양도를 이용하여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

을 결정해주는 SWAT 입력 자료를 산정한다. 토

양도는 shape 파일 형태로 되어있으며, 토양부

호로 표기되어있어 토양부호와 부합된 속성 값

(name)을 찾아 자료로 구축해야한다. 토양도의 

토양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략토양도를 이

용하여 대상유역의 토양통을 파악한 후 토양통 

자료를 농촌진흥청의 토양통 D/B를(농촌진흥

원, 2010) 활용하여 속성 값을 입력하였다.  

2.3.5 기상자료 및 기타 입력자료

SWAT모형에서 입력된 강우 및 기상자료는 

모의기간 동안의 일별(Daily)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국립환경과학원, 2010) 낙동강 

유역의 기상관측소 및 강우관측소 중 총 19개소

의 관측 자료를 1996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일별 기상자료를 수집하여 입력 하였

다. SWAT 모형의 모의를 위해 추가적으로 입력

되는 자료는 유역별 점오염원 및 방류량 자료를 

일별 방류수 수질 및 유량자료를 입력하였다.

Fig. 2. Calibration and Verification sites and water level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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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모형의 모의기간

본 연구에서는 SWAT모형을 1996년부터 

2009년까지 14년 동안의 기간을 설정하였는데 

모형 구동 시 초기 2 ~ 3년은 초기반응계수 안정

화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SWAT 모형은 장

기유출 모형으로 유출량 모의는 토양수분변화에 

따라 SCS의 Curve Number값이 연속적으로 계

산되므로 안정화 기간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6 ~ 1999년을 초기반응계수 안정화 

기간으로 지정하고 2000 ~ 2009년을 모의기간

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자료의 유용성과 최근

자료의 활용을 고려하여 보정기간을 2007년으로 

그리고 검증기간을 2009년으로 선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모형의 보정 및 검증

3.1.1 유량의 보정 및 검증

SWAT 모형은 유역의 유량 및 수질 모의과

정을 최대한 실측값과 같게 모의하기 위해 모형

내 매개 변수산정을 물리적, 과학적 근거에 기초

를 두어야만 한다. 매개변수 보정 방법에는 크게 

시행착오법, 최적화기법에 의한 자동보정법 등

이 있는데, SWAT과 같이 매개변수의 양이 많

은 유역모형의 경우 시행착오법이 유용되고 있

다.(Feyen 등, 2000)

본 연구의 유량 보정 및 검증 지점으로 진동 

수위관측소를 선정하였다. 수산, 월촌 수위관측

소들은 진동 수위관측소 보다 하류에 있어 낙동

강 하류유역에 근접하나 해수의 유출입 영향으

로 배수위(Back water)현상이 발생되어 유량이 

실제 값 보다 과대 산정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관측 자료가 결측 되어 제외하였다. 

진동 지점에 대한 모형의 검증 방법은 보정

과정에서 적용한 매개변수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진동 수위관측소

의 실측 자료인 2007년 일별 유량자료를 보정

자료로 2009년 일별 유량자료를 검증자료로 각

각 사용하였다. 진동 지점의 유량검증결과 모형

의 결정계수는 0.79 로 보정과정에서 산정된 결

정계수 0.8보다 소폭 감소하였는데 2009년 7 ~ 

8월 강우기간 동안의 유량자료보다 모형에서의 

결과 값이 낮게 산정되어 결정계수에 영향을 미

친 것으로 판단된다. 자연현상을 모의할 경우 상

관결정계수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한 

Ramanarayanan 등 (1997)은 R2가 0.5 이상이

면 모형이 자연현상을 잘 모의한 것으로 보고하

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연간 유출량 변동 특성

은 잘 모의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름철 첨두 유

량 모의에 대한 편차가 나타났다. 이는 SWAT

모형이 복합강우사상에 대해서는 지하유입량과 

Return flow에 대한 기저유출량의 해석이 어려

운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손경호 등, 2008), 

금강권역 유량모의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금

강수계관리위원회, 2010) R2 값의 경우 0.49 ∼ 

0.84의 범위를 나타내어 국내에서 본 모형을 적

용할 경우 첨두 유량 값은 다소 과소 산정되는 

등 정확한 산정의 한계를 나타낸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김남원 등, 2004) 보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보다 작은 소유역별 매

개변수 보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예령 

등, 2007) 한편 여름철을 제외한 기간 동안은 모

의 값과 실측값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은 진동관측소 지점의 검증 결

과이고 Fig. 4는 진동 관측소 검증에 따른 결정

계수 결과이다.

Fig. 3. Validation of Runoff at Jindong site 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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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수질의 보정 및 검증

수질의 보정 및 검증은 수질오염총량관리 단

위유역을 기준으로 낙동강 하구언 지역의 낙본 

M, N 지점으로 선정하고 2007년 낙동강 물환

경 연구소에서 8일 간격으로 연 30회 이상 측정

한 총량관리 단위유역 하류지역 자료를 보정 기

준 자료로 이용하였다. 검증 또한 2009년의 낙

동강 물환경 연구소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낙본

N, M 단위유역의 검증과정에서 결정된 수질 항

목별 연평균농도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SWAT 모형의 수질 보정 및 검증에 관한 R2 

값들은 매우 낮게 산정되었다. 이는 각 수질 농

도단위가 작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융설 때문에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증가하는 11월에

서 3월 사이에 다소 과대 산정되기 때문에 결정

계수가 작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해수의 영향으로 수질 변동이 나타난다

는 부산 보건환경연구원(2004) 보고를 감안한

다면 해수의 영향이 수질 편차 발생에 크게 기여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모의값과 실측

값의 연간 유형과 연 평균값을 고려하여 보정 및 

검증을 하였다. Table 3과 같이 낙본 N 지점의 

경우 연평균 농도는 0 - 38 % 편차를 보이고 낙

본 M 지점의 연간 발생유형은 Fig. 5와 Fig. 6

과 같이 유사하게 모의되었다. 

SWAT 모형의 수질 결과값들은 전반적으로 

강우시 유출농도 증가 경향이 뚜렷하고 실측값

과의 유출경향이 비슷한 것으로 산정되었으나 

집중 강우시에는 큰 편차가 발생되는 경향이 나

타났다. 그 이유는 강우시 실측된 수질자료의 부

족 및 토양유실에 따른 오염물질의 유출기작에 

Fig. 4. R2 value of runoff at Jindong site in 2009.
Fig. 5. Comparison of T-N at Nakbon M in 2009.

Fig. 6. Comparison of T-P at Nakbon M in 2009.

Table 3. Comparison of annual average of water qualities at 
study sites. (Unit : mg/L)

Sites BOD T-N T-P

N

Observed 3.30 2.65 0.19

Simulated 3.48 1.63 0.19

Standard Deviation 0.05 0.38 0

R2 0.04 0.001 0.47

M

Observed 1.84 2.61 1.12

Simulated 2.51 2.97 0.19

Standard Deviation 0.36 0.13 0.83

R2 0.002 0.16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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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검증 지역이 하구언에 위치하여 해수 

유출입의 영향을 받아 측정망 자료를 이용한 검

증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비점오염원 유출특성 규명

SWAT 모형의 모의 결과를 갖고 낙동강 하구

언 단위유역 낙본M 유역의 BOD, T-N, T-P 3

가지 항목에 대한 일별 비점오염 물질수지를 분

석하여 비점오염 물질의 배출량 및 기여율 산정

에 대한 결과를 Fig. 7 ~ 9에 각각 나타내었다.

낙동강 하구언 유역은 강수량이 84.8  ~  

886.1 ㎜/month인 2009년 4월 ~ 8월까지 

BOD의 경우 비점오염 배출량이 전체 오염원 배

출량의 80 ~ 96 % 범위로 나타나 강우시 비점

오염원 배출량이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6월 ~ 8월) 집중 강

우시 비점오염 배출량은 각 수질항목별로 BOD 

64.7 %, T-N 51.4 %, T-P 66.7 % 비율을 차

지하였다. T-N의 경우 5월에 비점오염원으로

부터 배출되는 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T-P의 경우도 5 ∼ 7월까지 가장 높은 것

으로 모의되었다. T-N에 비해 T-P의 유입 부

하량도 적지만 비점오염원 배출량 비율이 적은 

이유는 유달율의 차이로 해석된다.(윤영삼 등, 

2003) 유사한 연구에서도 대청호 유역의 경우 

강우량 증가에 의한 유출율은 총질소가 총인에 

비해 비점오염물질의 유출율이 작은 것으로 모

의된 바 있다.(김태근, 2005) 일반적으로 T-P

의 유입 부하량이 T-N보다 작지만 유입지점까

지 도달하기까지 과정에서 지표 및 하천에서 생

물분해, 침전, 침투작용 등 감소하는 정도 즉 자

정 작용이 T-P가 작은 것으로 모의 된 것에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점오염물질의 유출량

은 강우사상과 매우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강수

량이 많을수록 오염물질별 유출량이 많은 것으

로 보고되었는데(금강수계위원회, 2010) 본 연

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4. 결론

SWAT 모형을 통한 낙동강 하구언 수계 비점

오염물질 유출특성 규명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ig. 7. Simulation results of BOD from pollutant sources at Nakbon M
Fig. 8. Simulation results of T-N from pollutant sources at Nakbon M.

Fig. 9. Simulation results of T-P from pollutant sources at Nakbo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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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진동지점의 유량에 관한 2007년 보정 

및 2009년 검증 결과들을 살펴보면 실측값 및 

모의 값과의 상관관계 계수 즉 R2 결정계수가 

0.8, 0.79로서 매우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연평균 유량은 2007년 366.73 ㎥/s, 2009

년 159.13 ㎥/s 으로 유량차가 크게 나타났다. 

그 원인은 시간별 유량의 유형은 일치하나 최대 

유량일 때, 즉 여름철 집중호우 일 경우 편차가 

크게 나서 연평균 유량 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둘째, 수질모의 값의 결정계수가 낮지만 연

평균 농도 및 유형을 맞춘 결과를 갖고 낙동강 

하구언 하류지점인 낙본M 유역의 BOD, T-N, 

T-P에 관한 물질수지를 분석하였다. 비점오염 

물질의 배출량 및 기여율을 산정한 결과 강수량

이 84.8 ~ 886.1 ㎜/month인 2009년 4월 ~ 

8월까지 비점오염 배출량이 전체 비점오염 배출

량의 80 ~ 96 % 범위로 나타났다. 

셋째, 비점오염물질 유출 특성 규명이 가능

한 SWAT 모형의 모의 결과를 이용하여 낙동강 

하구언 유역의 비점오염물질수지 분석 및 비점

오염물질 유출특성을 규명하였다. 4-8월 동안 

BOD, T-N, T-P는 전체 배출의 80%이상을 차

지하는 것으로 여름철 오염배출의 대부분이 비

점오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질모의에서 낮은 결정계수 결과는 연

구지역이 하구언에 위치한 특수성으로 해수 유

출입 영향을 받아 나타났다고 판단되며 보다 정

확한 모의를 위해서는 세밀한 소유역별 자료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하구언의 특성을 보

다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수 유출입을 고려한 

실측 연구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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