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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the applicability of dynamic water quality model to TMDL system was examined, methods for setting of 
water quality goal and estimation of allocation loads were suggested and results of applying these methods were analyzed. HSPF 
model was applied for Miho stream basin as a dynamic water quality model. The model was calibrated using measurement data 
obtained in 2009~2010 and showed satisfactory performance in predicting daily variations of flow rate and BOD concentration. 
Methods for TMDL application were categorized into 3 cases; water quality management (1) considering low flow condition(Case 
I), (2) considering entire period of the year (Case II) and (3) considering the worst water quality condition (Case III). BOD water 
quality goals at the end of Miho stream watershed increased in the order of Case II<Case I<Case III. Allocation loads decreased 
in the order of Case II>Case I>Case III. If further researches on base precipitation and method for model input of nonpoint source 
pollutant were carried out, water quality could be managed more reasonably and scientifically by applying dynamic water quality 
model to TMDL.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primary data for TMDL using dynamic water quality model. 
Key Words : Allocation Loads, Dynamic Water Quality Model, HSPF Model, TMDL, Water Quality Goal

요약 : 본 연구에서는 동적모델의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성을 검토하였으며, 동적모델을 이용한 목표수질 설정 및 할당부하량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동적모델 중 HSPF 유역모형을 미호천 유역에 대하여 구축하였으며, 보정 결과 

구축된 모형은 2009년~2010년에 대하여 일유량 변화와 BOD 농도 변화를 잘 재현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동적모델을 이용

한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방안은 3가지 case; (1)저수기 조건을 고려한 수질관리 방법(Case I), (2)연중 전 기간을 고려한 수질

관리 방법(Case II), (3)연중 최악의 수질조건을 고려한 수질관리 방법(Case III)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미호천 유역 말단에

서 각 조건에 따른 BOD 목표수질을 산정한 결과는 Case II(4.2 mg/L) < Case I(5.0 mg/L) < Case III(7.8 mg/L) 순으로 연중 

전 기간을 고려한 경우에서 가장 낮고 최악조건을 고려한 경우에서 가장 높았다. 할당부하량은 Case II > Case I > Case III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최악조건을 고려한 경우에서 가장 엄격한 할당부하량이 산정되었다. 기준 강우 선정 및 비점오염원

의 모델 적용방식 등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며, 이들이 반영된다면 수질오염총량제에 동적모델을 적용함으로 인해 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질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는 동적모델을 이용한 수질오염총량관리가 시행될 

경우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할당부하량, 동적모델, HSPF 모형,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1. 서 론

2003년 경기도 광주시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된 수질오염

총량제는 최악의 조건에서 오염물질을 관리할 경우 연중 

다른 시기에서도 관리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가정에 따

라 특정시기의 고정된 유량 조건(10년 평균 저수량 또는 평

수량)에 대하여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유역에

서 배출되는 부하량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1) 
현재 수질오염총량제에서는 장래 오염원을 예측한 후 목표

수질을 준수하기 위한 할당부하량을 도출하기 위해 대표적

인 정적 수질모델인 The Enhanced Stream Water Quality 
Model (QUAL2E) 계열의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수질이 악화되는 유량조건은 다양하며, 오염원 유

출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녹조발생, 물고

기 폐사 등 최근의 물 관리 분야 주요 이슈들은 강우 시 비

점오염원의 유입, 하수처리장의 시기별 가동조건, 가축분뇨 

퇴․액비의 농경지 시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사

료되어 시기별로 맞춤형 관리 대책의 도입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대표적 물관리 제도인 수질오염총량제

에서도 상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나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려

면 기존의 고정된 기준유량을 이용한 방법에는 한계가 있

다. 일련의 사례로 비점오염물질은 강우에 의해 수체로 유

입되므로 시기 및 유역별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원단위를 

이용하여 일정한 부하량을 고려하는 현재의 정적하천모델

을 통한 관리로는 한계가 있다. 오염원 변동의 효율적 관리 

및 평가를 위해서는 일․계절별 오염원 변동을 시간별로 

표현할 수 있는 동적모델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며, 유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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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에 따른 유출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는 유역모델

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적모델은 유역모델(watershed model)과 수체모델(receiving 

water model)로 구분할 수 있다. Hydrological Simulation 
Program-Fortran (HSPF)나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SWAT) 등 최근 국내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역모델

은 하천수질 모의모듈이 포함되어 있어 중소규모의 유역에

서 토지이용에 따른 유출변동과 유역 내 하천에서의 수질

변화를 함께 해석할 수 있다.2,3) 따라서 유역 내 하천에서

의 수질과 유량 변화를 모의하는데 있어서 수체가 단순한 

경우 유역모델만으로도 충분하며 수리 및 수질 변화가 복

잡한 수체일수록 유역모델과 수체모델의 결합 적용이 필요

하다. 이 때 유역모델은 하도추적 기능과 하천 구간에서의 

수질모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하여 유역모델 적용성을 

시도한 몇 가지 연구 사례가 있다. Ha4)는 HSPF 모형의 결과

와 수질자료의 확률분포 특성을 이용하여 목표수질 설정과 

달성가능성 여부 평가방법을 제안하였다. Hwang5)은 HSPF 
모형을 적용하여 유량지속곡선과 부하지속곡선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오염물질별 유량조건에 따른 수체 손상도 정

도를 평가하였다. Park6)은 HSPF를 이용하여 유달율을 산정

하는 방법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Lee와 Kim7)은 SWAT 모
형을 이용하여 비점 배출계수를 산정하여 수질오염총량제

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점 배출계수와 비교하고 그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이들 연구는 현재의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시 

문제점을 유역모형의 결과를 이용해 보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동적모델을 이용해서 기준유량 조건이 아닌 새로

운 목표수질 설정 및 할당부하량 산정 방법을 제시하는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된 유량조건에서의 정적모델을 통한 수

질오염총량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동적모델의 적용 가능

성을 검토하였다. 동적모델을 이용할 경우 목표수질을 설정

하는 방법과 할당부하량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안들을 가정하고 각각의 조건에서의 적용방법 및 결과, 그리

고 장단점 등을 고찰하여 제시하였다. 수질오염총량제에서 

시기별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물 관리 이슈 문제를 반영하

기 위해서는 관련규정 및 행정절차, 부하량 산정방법 등의 

기술적인 부분 등 추가적으로 연구․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

다. 그러나 목표수질 설정과 할당부하량은 제도의 시작과 핵

심이 되므로 본 연구의 주요 주제로 다루었으며 본 결과가 

향후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유연히 대처할 수 있는 선진형 

수질오염총량제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지역 

본 연구를 위해 미호천 유역을 대상 유역으로 선정하였다. 
미호천 유역은 상류에 댐이 없어서 대규모 홍수 조절이 이

Fig. 1. Study area and monitoring stations.

루어지지 않는 등 대표적인 자연유역이다. 유역의 면적은 

약 1,855 km2으로 금강유역(9,914.01 km2)의 약 18.7%를 

차지하며, 유로연장은 80.17 km로 중규모 유역이다.8) 또한 

미호천 말단은 환경부에서 설정한 목표수질을 미달성 하는 

등 금강 본류의 수질 악화에 큰 영향을 주는 하천으로 알려

져 있다.9) 미호천 유역은 5개의 단위유역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도시와 농촌지역이 혼재하고 있다. 1단계 수질오염총

량제 시행평가 결과, 할당부하량은 만족하나 목표수질을 초

과하는 단위유역(병천A, 미호C)과, 반대로 할당부하량은 초

과하나 목표수질은 만족하는 단위유역(미호A, 무심A, 미호

B)이 혼재하였다.10,11) 

미호천 유역 내에는 환경부 총량측정 지점이 각 단위유역 

말단마다 하나씩 총 5개가 있으며 각 측정지점에서는 약 8
일 간격으로 수질과 유량자료가 존재한다. 각 측정 지점인 

미호A(M1), 무심A(M2), 병천A(M3), 미호B(M4), 미호C(M5)
의 위치를 Fig. 1에 제시하였다. 

2.2. 적용 동적 모델

미호천 유역은 수리 및 수질변화가 공간적으로 복잡한 하

천이 아니다. 따라서 적용 동적모델은 현재 국내외 여러 연

구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고 소유역내 하천구간의 수질 모

의 기능이 잘 개발되어 있는 HSPF로 선정하였다. HSPF 모
델은 복합적인 토지피복 특성을 갖는 유역에서 강우에 의해 

발생하는 유역유출 및 수체에서의 수리․수질 모의를 위한 

대표적인 유역모형으로 1960년대 초반 스탠포드 유역모형

(Standford Watershed Model)으로 처음 개발되었으며, 이후 

미국 환경청(US. EPA)과 미국 지질조사기관(USGS)에 의

해 발전․보완되고 있다.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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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M (b) Land use coverage (c) Subwatershed delineation

Fig. 2. DEM, land use coverage, segmentation of Miho stream basin.

HSPF는 3개의 적용모듈로 이루어져 있는데 투수지역에

서의 수문 및 수질을 모의하는 PERLND 모듈, 불투수 지역

에서의 수문 및 수질을 모의하는 IMPLND 모듈, 저수지나 

하천과 같은 수체내의 수리 및 수질을 모의하는 RCHRES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14,15) 각각의 모듈에는 물의 흐름과 

관계된 부분과 토사유출, 영양염류 등 수질과 관계되는 부

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유역의 투수층과 불투수층의 수문, 
수리 모의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강수, 식물 등에 의한 차

단, 지표 저류, 증발산, 침투, 지표수 유출, 중간 유출 및 지

하수 유출 등이 있다. 각 요소들은 토지피복, 토양, 선행강

우 조건 등에 의해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수체 내 수리 모

의는 흐름을 한 방향으로 보며 한 부분의 유입과 여러 방

향의 유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수체의 깊이에 

대한 수표면적과 저류되는 수량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는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13) 수질모의는 불투수 및 투수

층의 오염물질의 축적 및 세정에 의하여 지표 유출, 중간 

유출, 지하수 유출이 하천으로 유입되며 토사와 흡착된 오

염물질, 용존 오염물질로 구분되어 하천에서 반응하게 된다. 
수질 모의 항목은 수온, Sediment, DO, BOD, NO3-N, NH3-N, 
Org-N, PO4-P, Org-P, Chl-a 등이 있다.13,16)

2.3. 모델 구축 및 보정

HSPF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치고도모델(digital eleva-
tion model, DEM), 하천도, 유역경계도, 토지피복도가 필요

하며 사용된 DEM과 토지피복도 자료를 Fig. 2에 제시하였

다. Better Assessment Science Integrating point and Non- 
point Sources (BASINS) 시스템을 이용하여 유역경계도와 

하천도 등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자료를 구

축하였고, 이들 GIS 자료와 함께 DEM (30 × 30 m)을 이용

하여 총량 소유역과 유사하거나 더 세분화 되도록 총 88개
의 소유역으로 구분하였다(Fig 2(c)). 소유역 분할 후 환경부

의 1/25000의 중분류 토지피복도를 사용하여 토지이용을 농

업지역, 시가화 건조지역, 나지, 산림지역, 초지, 습지, 수역

(Agricultural land, Urban or built up land, Barren land, Forest 
land, Pasture, Wetland, Water)으로 구분하였으며 논은 습지

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기상데이터 구축을 위해 2009년~2010년까지 청주기상관측

지점의 6가지(기온, 강수량, 이슬점온도, 풍속, 일사량, 운량) 
시간별 평균 기상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증발량과 증산량은 

WDMuti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미호천으로 유

입되는 점오염원은 하수처리장 6개(병천, 전의, 조치원, 증평, 
진천, 청주하수처리장)의 일별 수질 및 유량 자료와 이들 하

수처리장 방류수와 비점오염원을 제외한 배출부하량을 유달

율을 적용하여 입력하였다. 이 때 소유역별 배출부하량은 ‘금
강수계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성과 평가’10)에서 산정된 

배출부하량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비점오염원 중에서도 

관거월류수는 모델에서 고려할 수 있는 기작이 따로 마련되

어 있지 않으므로 유효강우일수비를 고려하여 월별로 산정

된 배출부하량 자료를 점오염원의 형태로 입력하였다. 
미호천 유역 내 각 단위유역 말단에 위치하는 5개 지점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유량 보정을 실시하였

다(Fig. 1). 보정 시 합강수위표 지점으로부터 국토교통부의 

일유량 자료가 획득 가능한 미호C(M5) 지점에서는 일유량 관

측값과 모델 일유량 산정 값을 비교하여 모델 보정을 수행하

였다. 나머지 지점에서는 각 단위유역 말단의 환경부 총량측

정망에서 측정된 8일 간격 유량 자료를 이용하여 모델을 보

정하였다. 수질 보정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에 대하

여 실시하였으며 관리대상물질인 BOD를 대상으로 하였다. 
보정기간 동안 토지이용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모델 결과가 실측데이터를 잘 재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

는 방법으로 정성적(qualitative)인 비교와 정량적(quantita-
tive)인 비교 방법이 있다.17) 정성적인 비교는 모델결과와 

실측치를 시간 또는 공간에 따라 그래프로 도시하여 모델

이 시공간적으로 관측치의 패턴을 잘 재현하고 있는지 결정

하는 것이며, 정량적인 비교는 통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모

델 결과가 실측치와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를 평가하는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정을 통한 모델의 재현성을 평가하

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다. 유량 보정을 

위한 통계지표로 차이 퍼센트(% Diff.)18)와 결정계수(R2)를, 
수질 보정을 위한 통계지표로 차이 퍼센트(% Diff.)와 R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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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mean square error)를 사용하였으며, 식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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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예측값, 는 실측값, 는 예측값의 평균, 
는 실측값의 평균, n은 데이터 수이다. 

2.4. 목표수질 설정 및 할당부하량 산정 방법

본 연구에서 동적모델을 이용한 수질오염총량제에서의 

적용방안을 3가지 Case: (1) 저수기 조건을 고려한 수질 관

리 방법 (2) 연중 전 기간을 고려한 수질관리 방법 (3) 연중 

최악의 수질조건을 고려한 수질관리 방법으로 나누어 제시

하였다.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의 2015년 배출부

하량 자료와 2010년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각각의 안에 대

하여 동적모델을 통한 목표수질 설정방법과 그에 따른 할

당부하량 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현 제도에서는 5개 단위

유역마다 목표수질과 할당부하량이 지정되어 있으나, 본 연

구에서는 방법론에 중점을 두었기에 5개의 단위유역이 합

쳐진 미호천 말단에 대하여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미호천 전

체 유역에 대한 할당부하량을 산정하였다.

2.4.1. 저수기 조건에서 목표수질 설정, 할당부하량 산정

본 방법은 현행 목표수질 설정에 사용되는 방법과 유사

하게 저수기 조건에서의 수질 중간값을 이용하여 목표 수질

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기준이 되는 저수기 유량은 과거 10
년 평균 저수량이다. 

현행 목표수질 설정 방법은 모든 배출부하량과 유량을 저

수기 기준에서 산정된 값을 입력하여 하나의 결과 값을 산

출하는 반면에, 본 연구에서의 방법은 배출부하량은 목표

연도의 배출부하량의 시변화 자료와 기준이 되는 강우자료

를 입력하며, 시변화를 가지는 결과 값에서 저수기 값을 추

출하는 방법이다. 동적 모델의 모의결과 일유량이 산정되므

로 목표연도의 연간 유량변화 중 저수기 유량에 해당하는 

시기의 수질 값을 찾을 수 있다. 저수기 유량에 해당하는 

시기는 기준유량 ±10%의 유량이 발생하는 시기로 가정하였

으며, 해당 시기의 수질에 대하여 중간값을 선택한 이유는 

편차가 심한 경우 극단적인 수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평

균보다는 중간값을 이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 판단

되었기 때문이다. 본 방법은 현행 목표수질 설정방법과 비

교했을 때 1년의 시변화를 전부 고려함에 따라 과학적 신뢰

도가 상승할 것이라 사료된다.

할당부하량 산정시 동적 모델 결과 기준유량(저수기) 조건

에서 설정된 목표수질을 만족하는 경우 저수기가 속하는 유

량 구간을 부하량 관리 대상으로 한다. 저수기에 목표수질을 

만족하는지는 동적모델 결과로 산정된 유량과 수질을 분석

하여 결정할 수 있다. 목표수질을 만족하는 경우 저수기 유

달부하량에 대하여 저수기 구간의 유달율을 적용하여 기준

배출부하량을 산정하고 이를 이용해 할당부하량을 산정하게 

된다. 이때 저수기 구간의 유달율은 기준년도에 대하여 모델 

보정 후 기준유량 ±10%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산정하게 된다. 

2.4.2. 연중 전 기간을 고려한 목표수질 설정, 할당부하량 
산정 

본 방법은 2015년 예측 부하량을 이용하여 모의된 시변

화 결과의 중간값을 목표수질로 정하는 방법이다. 본 방법

은 저수기 뿐만 아니라 수질이 악화되는 시기의 영향을 전

반적으로 다 고려한 평균적인 목표 수질을 의미하게 된다. 
중간값을 목표수질로 정한 이유는 연간 수질 변화가 정규

분포를 가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평균값보다는 중간값

이 연간 수질 변화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현 제도의 목표수질 달성도 평가방식과 일관성

을 유지하면서 연간 실제 나타날 수 있는 최대/최소 범위

의 수질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목표수질 설정이 가능한 것

이 장점이다. 
할당부하량은 연중 일 변화하는 수질의 중간값이 목표수

질을 만족할 때의 일별 유달부하량을 기준년도의 유량 구

간 대표 유달율로 나누어 유량 구간별로 대표 기준배출부

하량을 산정하고, 각 구간별 기준배출부하량에 대해 유량

구간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 가중평균 기준배출부하량

을 산정한 후 할당부하량을 산정한다. 이는 유량에 따른 오

염부하량 변동이 포함된 산정방법으로 유량 구간 구분은 5
개 구간: High Flows (0~10%), Moist Conditions (10~40%), 
Mid-range Flows (40~60%), Dry conditions (60~90%), Low 
flows (90~100%)로 하였다.19) 유량 구간별 대표 유달율은 

일별 유달부하량에 대해서 배출부하량과의 비를 이용해 산

정한 후 각 구간별로 유달율의 중간값을 구하여 산정하였

다. 유량구간별 가중치는 주요 관리대상이 되는 유량 구간

의 비중이 높고 그렇지 않은 구간의 비중이 낮아지도록 설

정하여야 하며, Table 1에서와 같이 극한 유량조건에 의한 

부하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상유량조건에 대한 부하특성

Table 1. The weighting factor for the calculation of weighted 
average waste load allocation 

Flow duration 
interval (%)

Relative 
interval size

Hydrologic condition 
Weighting 

factor

0-10 0.1 High flows 0.1

10-40 0.3 Moist conditions 0.3

40-60 0.2 Mid-range flows 0.2

60-90 0.3 Dry conditions 0.3

90-100 0.1 Low flows 0.1

Total 1.0 Tota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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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alibration results of daily stream flow (2009~2010).

이 고르게 반영되도록 유량구간별 상대적 유량구간의 크기

와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용하였다.20) 

2.4.3. 연중 최악의 수질조건을 고려한 목표수질 설정, 할
당부하량 산정

본 방법은 2015년 예측 부하량을 이용하여 모의된 시변화 

결과 중 최대 농도 값을 목표수질로 정하는 방법이다. 이때 

최대 농도는 모델에 의한 오차 등을 고려하여 연간 일변화 

농도 중 최대값이 아닌 95 퍼센타일(percentile)에 해당하는 

값으로 설정한다. 이 방법은 수질관리 조건을 저수기에 한

정하지 않고 연중 수질이 제일 악화될 수 있는 시기에 대하

여 관리하는 것으로 목표수질을 만족하게 되면 연중 다른 

시기의 수질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할당부하량 산정은 동적모델 결과 95 퍼센타일 농도가 목

표수질을 만족하는 경우, 최대 농도가 속하는 유량 구간을 

부하량 관리 대상으로 한다. 이 때 최대 농도가 속하는 구

간은 95 퍼센타일 농도에서 모의 최대 농도의 범위에 속하

는 농도로 설정하였다. 최대 농도구간이 하나의 유량구간에 

속하는 경우 연중 전 기간을 고려한 할당부하량 산정방법

에서의 유량 구간별 기준배출부하량 중 해당 구간에 대한 

기준배출부하량을 이용하여 할당부하량을 산정한다. 최대 

농도구간이 포함된 유량 구간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구간별로 산정된 할당 부하량 중 더 적은 부하량을 해당 단

위유역 할당부하량으로 하였다. 본 방법에 의해 설정된 할

당부하량을 만족하면 최대 농도구간이 관리되므로 다른 구

간은 자연히 수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유량 구간별 

할당부하량보다 더 엄격한 수준으로 연중 관리가 이루어져

야 하는 단점이 있다. 

3. 결과 및 고찰

3.1. 모델 보정 결과

합강 수위관측지점에서의 일유량 자료와 각 단위유역 말

단에서의 8일 간격 유량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2009년~ 
2010년까지 유출량을 보정하였으며 결과를 Fig. 3에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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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alibration results of BOD concentrations (2009~2010).

Table 2. Principal hydrologic calibration parameters and calibrated values 

HSPF parameter Unit Definition Model range Calibrated value

UZSN Inches Upper zone nominal soil moisture storage 0.05~2.0 1.1~2.0

LZSN Inches Lower zone nominal soil moisture storage 2.0~15.0 4.0~7.5

INFILT In/Hr Index to infiltration capacity 0.001~0.5 0.08~0.16

AGWRC None Base groundwater recession 0.85~0.999 0.95~0.98

KVARY 1/In Variable groundwater recession 0.0~5.0 0.0~1.5

DEEPFR None Fraction of GW inflow to deep recharge 0.0~0.5 0.1

INTFW None Interflow inflow parameter 1.0~10.0 1.0

IRC None Interflow recession parameter 0.3~0.85 0.5

LZETP None Lower zone ET parameter 0.1~0.9 0.1

였다. 유출량과 관련하여 보정된 주요 매개변수 값을 모델

에서 제시된 범위와 함께 Table 2에 제시하였다. 모델 보정 

전 지점에서 모의 유출량은 전반적으로 실측값의 변동 경

향을 잘 재현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발생된 일부 오차는 

미호천 유역 전체에 대하여 청주 기상관측소의 강수량 자

료를 적용함으로 인해 국지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것으

로 사료된다.
Donigian21)에 의한 Table 3의 기준에 따라 모델의 재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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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neral calibration and verification targets or tolerances 
for HSPF application21) 

Statistical index Very good Good Fair Poor

% difference

Water flow <10 10~15 15~25 -

Water quality <15 15~25 25~35 -

R2

Daily water flow >0.8 0.7~0.8 0.6~0.7 <0.6

Table 4. Parameter values for water quality simulation 

Parameter Unit Definition
Model 
range

Calibrated 
value

KBOD20 1/h Unit BOD decay rate at 20℃
1.0E-30~

none
0.12~0.14

KODSET ft/h Rate of BOD settling rate >0 0.05~0.13

TCBOD none
Temperature correction 

coefficient for BOD decay
1.0~2.0 1.047

평가한 결과, 차이 퍼센트(% Diff)는 미호A(M1)와 미호C(M5)
에서 각각 9.0과 4.0으로 ‘Very Good’, 무심A(M2), 미호B(M4)
는 10.9와 10.0으로 ‘Good’, 병천 A(M3)는 19.0으로 ‘Fair’
에 해당하였다. R2는 미호A(M1)와 무심A(M2)에서 각각 0.76, 
0.70으로 ‘Good’에 해당하고, 병천A(M3), 미호B(M4), 미호

C(M5)는 0.85, 0.87, 0.82로 모두 ‘Very Good’에 해당되어 

모델 결과는 보정 전 지점에서 유출량 변화를 적절히 재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 단위유역 말단 지점에서의 8일 간격 수질 측정 자료

를 이용하여 2009~2010년까지 BOD 농도를 보정하였고 모

의결과를 실측치와 비교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보정된 

주요 매개변수는 모델에서 제시된 범위와 함께 Table 4에 

제시하였다. 모델 보정 전 지점에서 모의된 BOD 농도는 실

측 농도의 시계열 변화 경향을 적절히 재현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다만 강우가 많은 시기의 수질자료 부족으로 

인해 강우시 증가된 농도의 재현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Table 3의 기준에 따라 모델의 재현성을 평가하면 차이 퍼

센트(% Diff)는 전 지점에서 0.3~5.4의 범위에 있으므로 

‘Very Good’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RMSE는 미호

A(M1), 무심A(M2), 병천A(M3), 미호B(M4), 미호C(M5)에
서 각각 1.5, 1.4, 1.0, 1.6, 1.6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모

델은 전 지점에서 관측 BOD 농도를 적절히 재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목표수질 설정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하여 2단계 금강수계 총량기본계

획 상의 2015년 기준배출부하량을 입력 자료로 하고 재현성

이 검증된 모델을 이용하여 수질을 모의하였다. 강우량 조건

은 2010년, 토지이용도는 보정 시와 같은 조건으로 가정하였

다. 최근 10년간 청주 기상관측소의 연평균 강우량은 1329.5 
mm이며 보정 시기였던 2009년과 2010년의 연평균 강우량은

Fig. 5. Water quality goals for three scenarios (Case I, II, III).

각각 1019.8 mm와 1422.4 mm로 10년 평균 강우량에 가까운 

2010년의 강우량을 목표수질 설정 시 기준 강우량으로 하였

다. 수질오염총량제에서의 목표수질은 각 단위유역 말단에

서 설정하고 있으나 일별 유량자료가 확보되어 모델의 재현

성이 잘 검증된 미호천 말단의 미호C 지점을 기준으로 미호

천 전체 유역에 대한 목표수질을 제시하였다. 
동적모델을 이용한 목표수질 설정방안은 3가지 Case: (1) 

저수기 조건을 고려한 경우 (2) 연중 전 기간을 고려한 경

우 (3) 연중 최악 수질 조건을 고려한 경우로 나누었으며 

각 조건에 대한 산정 결과는 Fig. 5에 제시하였다. 저수기 조

건에서의 목표수질 설정(Case I)을 위해서 모의 결과로 산

출된 BOD 농도 값에 대하여 10년 평균 저수량(2단계 기준

유량)인 10.4 m3/sec ±10%의 유량에 해당하는 수질들을 선

별한 결과 총 28개의 일별 수질이 선택되었으며, 이들의 중

간값은 5.0 mg/L로 나타났다. 연중 전 기간 고려 시(Case 
II) 연중 365개의 모의 일별BOD 농도에 대하여 중간값을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4.2 mg/L이었다. 최악 수질 조건

(Case III)은 모의 결과로 산출된 일별 BOD 농도에 대하여 

95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값으로 농도는 7.8 mg/L이었다.

3.3. 할당부하량 산정

3.3.1. 유달율 산정

목표수질을 만족하는 조건에 대하여 할당부하량을 산정

하기 위해서는 유달부하량을 통해 기준배출부하량을 산정

하여야 한다. 이 때 유달율이 필요하며 유달율은 유달부하

량과 배출부하량과의 비를 이용하여 산정하게 된다. 기존의 

수질오염총량제 모델에서는 실측에 의한 유달부하량과 수

질오염총량관리지침에 따라 산정된 배출부하량과의 비를 이

용해 유달율을 산정하였으나 이는 모든 유량조건에서의 유달 

특성을 반영하기는 어렵다.6) 반면에 동적모델 결과를 이용

해 산정된 유달부하량을 이용하면 일별 유달율 산정이 가능

하게 되어 모든 유량조건에서의 유달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토지계 배출부하량의 경우 기존 유달율 산정 연구들에

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침에 따라 산정된 부하량을 적용

하였으나 이는 강우에 따라 일별로 변화하는 배출특성을 고

려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모델 결과로 산출되는 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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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low duration curve at Miho stream (Miho C).

Fig. 7. Base pollution discharge loads by flow category.

토지계 배출부하량을 이용하여 강우와 유역특성에 따라 일 

변화하는 토지계 오염원의 배출특성을 반영하였다. 
동적모델을 이용하여 유달율을 산정할 경우 배출부하량

은 원칙적으로 일별로 변화하는 배출부하량이어야 하나 하

수처리장 등 주요 점오염원의 경우만 일별 측정 자료를 이

용하여 일별로 변화하는 부하량을 고려하였고, 그 외에는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에 의해 산정된 연평균 배출부하

량 자료를 사용하였다. 비점오염원 중 강우에 의한 토지계 

배출부하량은 모델에서 투수지역과 불투수지역에 대해 토

지이용도별로 면적흐름으로 산출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일별

로 산정하였으며, 관거월류수에 의한 배출부하량은 월별 강

우배출비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3.3.2. 저수기 조건에서의 할당부하량

모델 보정 시 저수기 유량(기준유량 ±10%)에 해당하는 수

질과 유량 자료를 이용하여 저수기 일별 유달부하량을 산

정한 후 해당 시기 일별 배출부하량과의 비를 이용하여 일별 

유달율을 계산하였다. 이들 평균은 0.20이었으며 이를 저수

기 평균 유달율로 하였다. 
2010년 강우조건과 장래 부하량(2015년 기준배출부하량) 

조건에서 모의한 저수기 수질이 목표수질을 만족하는 경우

라 가정하였으므로, 저수기 유달부하량에 대하여 앞서 산정

된 저수기 유달율을 적용하여 기준배출부하량을 산정하고 

여기에 안전율 10%를 적용하여 할당부하량을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19,660 kg/일로 산출되었다. 

3.3.3. 연중 전 기간 고려 조건에서의 할당부하량

모델 보정 결과로 산출된 연간 일별 수질과 유량 자료를 

이용하여 일별 유달부하량을 산정한 후 해당 일별 배출부하

량과의 비를 이용하여 일별 유달율을 계산하였다. 산정된 일

별 유달율을 5개의 유량 구간(High Flows, Moist Conditions, 
Mid-range Flows, Dry conditions, Low flows)별로 구분하여 

각 유량 구간에서의 유달율의 중간값을 산정하고 이를 해당

Table 5. Delivery ratios and base pollution discharge loads based 

on hydrologic condition

Flow duration 
Interval (%)

Hydrologic 
condition 

Delivery 
ratio

Base pollution 
discharge load (kg/day)

0-10 High flows 0.73 38,153

10-40 Moist conditions 0.49 26,444 

40-60 Mid-range flows 0.38 24,882 

60-90 Dry conditions 0.22 20,757 

90-100 Low flows 0.14 1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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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BOD loads above 95 percentile BOD concentration. 

구간의 대표 유달율로 하였다. 보정된 모델의 일별 유량자

료를 이용하여 유량지속곡선(flow duration curve, FDC)을 

작성한 결과를 Fig. 6에, 각 구간별로 산정된 대표 유달율

을 Table 5에 제시하였다.
모의 유량과 수질을 이용해 산정된 일별 유달부하량에 대

하여 유량구간 대표 유달율로 나누어 일별 기준배출부하량

을 산정하였으며 유량구간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결과는 Fig. 
7과 같다. 각 유량구간별로 계산된 기준배출부하량의 중간

값을 산정하였으며(Table 5), 이에 대하여 각 구간별 가중치

(Table 1)를 곱하여 가중평균 기준배출부하량을 산정하였다. 
산정 결과는 24,892 kg/일이며 10% 안전율을 고려하여 산

정된 할당부하량은 22,403 kg/일로 나타났다. 

3.3.4. 최악 수질 조건에서의 할당부하량

장래부하량 조건에서 모의한 연간 일평균 수질의 95 퍼
센타일 농도가 목표수질을 만족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이
때의 최대 농도가 속하는 유량 구간을 부하량 관리 대상으

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95 퍼센타일 농도에서 최대 농도에 

해당하는 농도와 해당 유량을 이용하여 유달 부하량을 산

정한 후 유량 구간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그 결과를 전체 일

유달부하량의 분포와 함께 Fig. 8에 제시하였다. 최대 농도

구간이 포함된 유량구간은 Moist conditions, Mid-range flows, 
Dry conditions의 3개 구간에 해당하였다. 

최대 농도구간이 포함된 유량구간이 3개 구간이므로 연

중 전 기간을 고려한 할당부하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해

당 구간에 대한 기준배출부하량을 구하였다. 기준배출부하

량은 Moist conditions, Mid-range flows, Dry conditions에 

대하여 각각 26,444 kg/day, 24,882 kg/day, 20,757 kg/day로 

산정되었다. 각 구간별로 산정된 기준배출부하량 중 가장 

작은 부하량은 Dry conditions 조건이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안전율 10%를 적용하여 산정된 할당부하량은 18,682 kg/ 
day이다. Fig. 8에서와 같이 최대 농도 구간에 해당하는 부

하량들이 대부분 Dry conditions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산정 

결과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3.4. 고찰

동적모델을 이용하여 저수기 조건(Case I), 연중 전 기간

(Case II), 최악 수질 조건(Case III)에서의 목표수질 설정과 

기준배출부하량, 안전부하량 및 할당부하량 산정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목표수질의 경우 Case II에서 4.2 
mg/L로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고, Case III에서 7.8 
mg/L로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연중 전 기간을 고

려한 경우(Case II)는 저수기 조건만 고려한 경우(Case I)보
다 낮은 농도를 보였는데 이는 저수기 BOD농도 분포가 연

간 BOD 농도 변화 분포보다 높은 값을 가지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할당부하량은 Case III이 18,682 kg/일로 가장 낮으며 

Case II가 22,403 kg/일로 가장 높게 산정되었다. Case I이 

Case II 보다 할당부하량이 적게 나타나는데, 이는 기준유량

인 저수기 조건이 유량구간 중 Dry conditions에 속하므로 

산정된 기준배출부하량은 Low flows 구간 다음으로 적은 

값을 가지게 되어 전체 유량 구간의 기준배출부하량을 이

용하여 할당부하량을 산정하는 Case II 보다 낮은 값을 가

지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Table 5). Case II는 최

고농도 조건이 속한 구간 중 Dry conditions 조건이 선택되

었으므로 해당구간의 기준배출부하량을 이용하여 산정된 

할당부하량은 18,682 kg/일로 가장 낮은 값을 가지게 되었

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방법 중 최악 조건을 고려한 경우

(Case III), 저수기 조건을 고려한 경우(Case I), 연중 전 기

간을 고려한 경우(Case II) 순으로 엄격하게 할당부하량이

Table 6. Comparison of water quality goals and allocated BOD 
loads depending on three different water quality mana-
gement cases

Case I Case II Case III

Water quality goal (BOD mg/L) 5.0 4.2 7.8

Base pollution discharge load (BOD kg/day) 21,845 24,892 20,757 

Margin of safety (10%) (BOD kg/day) 2,185 2,489 2,076

Allocated pollution load (BOD kg/day) 19,660 22,403 1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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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되는 결과가 산출되었다. 
저수기를 고려한 목표수질 설정 및 할당부하량 산정방법

은 현재의 목표수질 설정방법과 같이 기준유량 시기에 대

하여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할당부하량을 산정하

게 된다. 다만 본 방법은 연중 일변화하는 배출부하량을 고

려할 수 있으므로 저수기 배출부하량 및 유달율 산정에 있

어서 과학적 신뢰도가 상승할 것이라 판단된다. 현재의 정

적모델을 적용한 총량관리에서는 기준유량에 해당하는 수

질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모델을 보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할당부하량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단위유역별 측정 자료는 특정 기준유량 조건에 대한 

수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준

유량 조건을 확장하여 수질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기준유

량 조건을 확장할 경우 수질자료의 확보는 용이하나 기준

유량과의 편차가 커지므로 확보된 자료의 신뢰도가 감소하

게 되며 수질모델링이나 할당부하량 산정에 적용할 경우 

불확실성 요인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1) 동적모델을 이용한 

본 연구에서는 모델링 결과로 산출된 일변화 유량과 수질 

자료를 통해 기준유량에 해당하는 수질을 확보하는 것이 실

측자료를 이용한 경우보다 용이하며 이에 따라 목표수질 설

정 및 할당부하량 산정 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수기 수질을 기준유량 ±10%에 해당하는 수

질자료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나 추후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연중 전 기간을 고려한 목표수질 설정 및 할당부하량 산

정방법은 저수기 뿐 아니라 수질이 악화되는 시기의 영향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한 평균적인 목표수질 설정 및 부하량 관

리방법이다. 유역특성과 수질항목의 특성에 따라 수질이 악

화되는 유량조건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본 방법을 적용하

면 모든 유역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기준유량 조건에서 목

표수질 설정 및 할당부하량을 산정하는 기존 방법에 비하

여 더 효과적인 수질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현재 연평균 수질을 이용하는 목표수질 달성도 평가 방식과

도 일관성이 유지되어 오염총량관리 계획수립과 평가 과정의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방법에 비

하여 장래 예측에 대한 정확성이 더욱 요구되며, 강우 변화

에 따라 비점오염원에 대한 영향과 유출량 변화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준이 되는 강우 선정이 중요하다. 
최악조건을 고려한 목표수질 설정 및 할당부하량 산정방

법은 수질악화 시기를 저수기로 한정하지 않고 연중 실제 

수질이 악화되는 시기에 대하여 관리하는 방법이다. 이 방

법을 사용하면 극단적인 상황의 부하로 인한 농도 상승을 

고려하여 특정시기 관리를 통해 연중 안정적인 수질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방법은 다른 방법들에 

비하여 엄격한 부하량 관리가 요구되므로 다년간에 대한 

보정 및 검증 과정을 통해 신뢰성이 높은 방안을 유도해야 

할 것이며 과학적 신뢰성 상승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적모델을 사용해 위의 제안된 방법들을 현재의 수질오

염총량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들이 몇 가지 존재한다. 먼저 기준이 되는 강우 선정이 중

요하다. 특히 연중 수질변화를 고려하는 경우나 최악 조건

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강우량과 강우패턴에 따라 예측되는 

수질 변화 패턴이 달라지게 되므로 모델을 이용한 목표수

질 설정과 할당부하량 산정에 있어서 강우는 매우 중요한 

인자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10년을 대표할 

수 있는 강우패턴을 선정하거나, 과거 10년간의 강우를 적

용한 모델결과의 평균을 이용하여 목표수질 설정 및 할당

부하량 산정을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모델 입력 자료로서 비점오염원의 적용방식에 대한 고려

도 필요하다. 토지계 비점오염원의 경우 원단위를 이용해 

산정된 배출부하량 대신 모델에서의 유출기작을 통해 산정

된 배출부하량을 적용하게 되므로 강우변화와 유역특성에 

따른 토지계 비점오염 부하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

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비점유출과 관련된 여러 계수들의 

보정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우리나라 유역특성에 맞는 계

수 값들의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

에서 비점오염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관거월류수는 본 연구

에서 사용된 모델의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는 기작이 없

어서 점오염원으로 가정하였으나 이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강우에 의한 비점유출의 모의가 높은 재현성을 가지기 위

해서는 강우시의 수질 측정자료가 필요하다. 현재의 총량

측정망에서의 8일 간격 수질 측정 자료는 강우시의 수질을 

잘 반영하지 못하여 모델 보정 시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으

므로 강우 시 수질 측정 자료의 추가를 통해 보정의 정밀

도를 높여야 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동적모델의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가능성

을 검토하였으며, 동적모델을 이용한 목표수질 설정 및 할

당부하량 산정 방법에 대하여 3가지 case를 가정하여 각각

의 적용방법 및 결과, 그리고 장단점 등을 고찰하였다. 동적

모델 중 유역모델인 HSPF 모형을 미호천 유역에 대하여 구

축하였으며, 2009년~2010년에 대하여 보정한 결과 구축된 

모형은 미호천 유역에서의 일유량 변화와 BOD 농도 변화

를 잘 재현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동적모델을 이용한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 산정 방안은 

3가지 case; (1)저수기 조건을 고려한 수질관리 방법(Case 
I), (2)연중 전 기간을 고려한 수질관리 방법(Case II), (3)연
중 최악의 수질조건을 고려한 수질관리 방법(Case III)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각 조건에 따라 미호천 유역 말단에서 

목표수질 산정 결과는 Case II (4.2 mg/L), Case I (5.0 mg/L), 
Case III (7.8 mg/L) 순으로 연중 전 기간을 고려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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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낮으며 최악조건을 고려한 경우에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할당부하량은 Case II, Case I, Case III 순으로 높

게 산정되었으며 최악조건을 고려한 경우가 가장 엄격하게 

할당부하량이 설정되는 결과가 나왔다.
저수기를 고려한 방법은 연간 일변화하는 배출부하량을 

고려하여 저수기 배출부하량 및 유달율 산정에 있어서 과

학적 신뢰도가 상승되며, 기준유량에 해당하는 수질확보가 

용이하여 목표수질 설정 및 할당부하량 산정 시 불확실성

을 감소시킬 수 있다. 연중 전 기간을 고려한 방법은 수질

이 악화되는 유량 조건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더 효과적인 

수질관리가 가능하며, 현재의 목표수질 달성도 평가방식과

도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최악조건을 

고려한 방법은 수질악화시기를 저수기로 한정하지 않고 실

제 수질이 악화되는 시기를 관리할 수 있다. 
동적모델을 통해 제안된 방법들을 현재의 수질오염총량

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강우 선정이 중요하

며, 모델 입력 자료로서 비점오염원의 적용방식에 대한 고

려도 필요하므로 추후 이들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강우에 의한 비점유출 모의가 높은 재현성

을 가지기 위해서는 강우 시 수질측정 자료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고려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된

다면 수질오염총량제에 동적모델을 적용함으로 인해 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질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사료되

며, 본 연구 결과는 동적모델을 이용한 수질오염총량관리

가 시행될 경우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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