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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lutant in watersheds comes from two major sources which are NPS (nonpoint source pollution) and PS (point source 
pollution). Most of the pollutant can be treated by wastewater treatment plants. However, wastewater treatment plants may not 
be an appropriate practice to improve water quality for the watersheds with large portion of NPS pollutant and NPS pollution 
from direct runoff and baseflow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Therefore the practices to improve water quality need to be 
comprehensive for pollutants by both direct runoff and baseflow. Riparian buffer, one of practices to manage pollutant in 
watershed, has been applied to reduce pollutant not only from direct runoff but also baseflow. In this study, the scenarios for 
pollutant reduction by wastewater treat plants and the nitrogen reduction by riparian buffer were simulated using 
SWAT-REMM to suggest an effective plan for pollutant reduction from baseflow. Riparian buffer provided nitrogen reduction 
of 0.2~75.0% in YbB watershed and 38.0~47.0% in GbA watershed. The result indicates that riparian buffer is effective to 
reduce the pollutant especially from baseflow, and it suggested as suitable for the a watershed which WWTP discharge is not 
capable to reduce enough pollu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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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1)

최근 정부에서는 수질개선을 해 다양한 정책을 계획･시

행하고 있다. 한 4 강 사업이후 4 강의 수질 리와 쾌

한 친수 공간 조성 등을 해 효율 인 비 오염원 리

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 기후 변화에 따른 강

우특성 변화로 비 오염물질 유출이 증가하고, 지표면에 축

된 고농도의 비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어 수질오

염을 가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질소, 인과 같은 

양물질은 빗물에 의해 유출되어 하천수질에 악 향을 래

하고 범 한 장소에서 유출되는 유기물질은 하천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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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상을 래하고 있다. 공공수역에서 수질 오염 피해는 

오염원 보다 비 오염원에 의한 향이 크다(Choi, 2014; 
Lee et al., 2008). 그리고 비 오염원은 유출오염이고 범

하기 때문에 획일화된 리방법으로는 통제하기가 어렵다

(Choi, 2006). 농 지역에서의 비 오염물질은 발생  이

동에 한 정확한 기작이 분석되지 않아 양염류나 유해 

물질 등이 수체에 유입되어 수질문제가 되고 있고 도시지

역에서의 비 오염물질은 유독성 물질 등을 포함하고 있어 

수체에 큰 악 향을 미칠 수 있다(Choi and Jung, 2002; 
Joo et al., 2007). U.S.EPA (2003)에 의하면 1993년부터 

1999년까지 멕시코만의 유량  수질을 조사한 결과, 연  

멕시코만으로 유입되는 질소의 총량  약 89%가 비 오

염원으로부터 발생하고, 나머지 11%는 도시  산업과 

련된 오염원에서 발생한다고 하 다.
그 동안 유역에서 직 유출 형태나 기 유출 형태로 하

천으로 유입되는 비 오염원을 감시키기 해 많은 최

리기법이 제시되어왔으며, 이를 해서는 토지이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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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watershed.

른 비 오염물질 발생원 자체를 제어하기 해 개발 후 

BMP, 하천 제방 안정화, 침식 제어 식생조성, 환경친화

인 농업과 축산이 가능하도록 리가 필요하다(U.S.EPA, 
2007). 정부에서도 상수원 수질 방 책의 일환으로 수변구

역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물이용부담 을 이용해 수변구역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 그리고 수질오염총량제와 연계하여 

생태면 , 빗물이용시설, 침투시설, 여과시설, 류시설, 생
태 류시설, 와류시설, 스크린 등 다양한 구조 /비구조  

최 리기법들을 제시하고 있다(NIER, 2012). 그러나 이

러한 최 리기법들은 직 유출 리의 주의 방법들이라 

할 수 있다(Choi, 2014).
이와 같이 유역 내 비 오염원 리를 하여 비 오염 

발생원  특성조사에 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비 오염원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법

으로 지하수 오염이나 농 지역 지하수의 질산성 질소 제

거를 한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는 투수성 반응벽체, 수변

림 등이 있다. 수변림은 생태계 보존 측면의 주요 기능으

로서 하천을 정화하는 물리 인 여과장치의 역할 뿐만 아

니라 수변 생태계를 활성화 시켜 물질순환  수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수변림을 비롯하여 지하수 오염이나 

농 지역 지하수의 질산성 질소 제거하기 한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는 투수성 반응벽체 등은 기 유출 오염부하에 

의한 수질개선효과를 한 리기법으로 볼 수 있겠다

(Thiruvenkatachari et al., 2008). 이  투수성 반응벽체는 

비용 비 효과를 고려할 때 유역 체에 용하기 어려움

이 있다. 그리고 간유출  기 유출 형태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  수변구역 내 교목과 같은 뿌리 깊은 

식물을 식재함으로써 하천으로 유입되기  오염원을 제거

하는 수변림 조성이 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수변림 설

치에 따른 과학 인 수질 개선 효과  검증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Liu et al., 2007; Choi, 2014). 그러나 특성화된 

하천의 수질개선을 해서는 직 유출량 뿐만 아니라 기

유출량에 의한 오염부하를 정량화하여 평가하고 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Choi et al., 2014; Choi 
et al.,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변림을 통해 기 유출량으로 유입

되는 하천 오염부하 감효과를 분석하여 직 유출량 최

리기법 주의 수질개선 방안이 아닌 기 유출량 최

리기법에 의한 수질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해서, (1) 하천

유역의 상･하류지 에서 인 인 요인이 하천수질변화에 

미치는 향을 보고자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개선 시나리

오 분석하 으며, (2) 수변림을 통한 기 유출량 형태로 하

천에 유입되는 질산성 질소의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하 다.

2. Materials and Methods

2.1. 상 유역  유역특성

2.1.1. 상 유역

본 연구에서는 기 유출량  건기 시 유역 내 하수처리

장의 시설용량이 많아 오염원 배출량 향이 큰 산강 

유역의 Yeongbon B(YbB)과 상 으로 향이 작은 강 

유역의 Geumbon A(GbA) 수질오염총량 리유역을 상유

역으로 선정하 다.
본 연구의 상 유역인 YbB 유역은 528.0 km2으로 주

역시가 유역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1980년  이후 도

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인구가 증하여 재(2010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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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anduse characteristics in study area
Unit

watershed
Area, km2 (%)

Forest Pasture Agriculture Urban Barren Water Wetland Total
YbB 179.5(34.0) 20.8(3.9) 196.2(37.2) 105.9(20.0) 11.6(2.2) 12.0(2.3) 2.0(0.4) 528.0(100)
GbA 188.3(63.5) 16.9(5.7) 76.1(25.6) 8.5(2.9) 3.6(1.2) 2.3(0.8) 1.0(0.3) 296.7(100)

140만명의 역도시의 도심하천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

다. 특히 주시의 도시화로 토지이용이 속이 변화되어 

건물 도와 포장면 의 증가하고 있다. 한 이로인한 불투

수성 면 의 확 와 지하수 하는 지표수와 지하수 감소를 

일으켜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NIER, 2010). GbA 
유역은 강 최상류에 있는 지역으로 유역 면 이 296.7
km2으로 장수군이 유역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유역

은 강수계법 제4조제1항에 의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수변구역 지정면 은 27.9 km2 (양안 500 m)이다

(NIER, 2011).

2.1.2. 유역 특성

본 연구의 유역 특성은 Table 1과 같이 YbB 유역은 

주 역시를 비롯하여 라남도 4개 지자체를 포함하고 있

고, GbA 유역은 장수군과 진안군이 포함되어 있다.
한 상 유역의 토지이용자료는 Table 2에서 보는바와 

같이 YbB 유역은 형 인 도시지역이면서 산지  농경

지 비율도 비교  높다. GbA 유역은 형 인 농 지역으

로 산지  농경지 비율이 90%로 높다.

Table 1. Fact sheet of th YbB and GbA watershed
Watersheds YbB GbA
Area (km2) 528.0 296.7

Administrative
district

Gwangju
Naju-si, Damyang-gun

Hampyeong-gun,
Jangseong-gun

Jangsu-gun
Jinan-gun

WWTP

Gwangju 1 WWTP
: Institution capacity

600,000 (m3/day)
Gwangju 2 WWTP
: Institution capacity

120,000 (m3/day)

Jangsu WWTP
: Institution capacity

2,000 (m3/day)

2.2. 모형의 개요

2.2.1. SWAT 모형

SWAT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은 미국 농무성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의 농업연

구소(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에서 개발한 유역

단 의 모형으로 토지이용과 토양도, 작물 경작  리 

상태의 변화를 고려하여 장기간의 유역 수문분석에 활용되

고 있다(Arnold et al., 1998). SWAT모형은 CREAMS 
(Chemical Runoff and Erosion from Agricultural Management 
System) 모형을 시작으로 발 한 GLEAMS (Groundwater 
Loading Effects of Agricultural Management System) 모형

과 EPIC (Environmental Policy Integrated Climate formerly 

Erosion-Production Impact Calculator) 모형을 기반으로 개

발되었다. 1994년 최  개발되어 지 까지 꾸 히 발 되

고 있으며 재 GIS Viewer 로그램인 Arcview를 이용하

는 AVSWAT으로 발 하 다.
SWAT모형은 상유역을 소유역(Subbasin)으로 나 고, 

수문반응단 (Hydrogic Response Unit, HRU)로 세분화하여 

유역 내의 서로 다른 토지이용과 토양도 특성을 반 할 수 

있으며, 각 HRU에서는 물수지 식에 따라 강우량, 침투량, 
증발산량, 유출량 등을 산정한다. 특히 여러 다양한 물리  

과정을 모의 할 수 있어 인, 질소와 같은 유기물질의 거동 

특성도 분석이 가능하며, 시･공간 인 수문  수질을 분

석하기 하여 시간 으로 변화하는 기상자료(강수량, 기

온, 풍속, 일사량, 상 습도)와 공간  분포를 고려하기 

한 토지이용도, 토양도, 지형도 등이 필요하다.

2.2.2. SWAT-CUP

SWAT-CUP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 Calibra-
tion Uncertainty Program)은 보정을 한 보조 로그램으로 

SUFI-2, PARASOL, MCMC, PSO, GLUE 총 5개의 알고리

즘을 용하여 측 불확실성 분석을 할 수 있으며, 각 알

고리즘 별 불확실성에 한 다양한 수치를 제공하여 손쉽게 

불확실성 분석 결과를 비교할 수 있게 하 다(Abbaspour, 
2007; Ryu et al., 2010, Fig. 2).

Ryu et al. (2012)은 소양강  유역에 SWAT-CUP에 

용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자동 보･검정한 결과 SUFI-2 알
고리즘이 실측자료를 잘 측하는 것으로 분석하 다. 그리

고 Joh et al. (2011)은 충주  유역에 해 SWAT-CUP을 

이용한 불확실성 분석에 SUFI-2와 PARASOL (Parameter 
Solution) 알고리즘의 불확실성 분석에 신뢰성이 높다고 평

Fig. 2. Interface of SUFI-2 and SWAT-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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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verview of riparian buffer system (Ryu et al., 2010).

가하 으며, Yang et al. (2008)은 국의 Chaohe 유역에 

SWAT-CUP 용 결과 SUFI-2 알고리즘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단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WAT-CUP으로 

자동 보정하기 해 SWAT 모형의 입･출력 자료를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SUFI-2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모형을 자동 

보정하 다. SWAT-CUP의 SUFI-2 (Sequential Uncertainty 
Fitting ver. 2) 알고리즘은 불확실성에 한 수치를 단하

는 P-factor 지수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P-factor의 95% 범
의 측 불확실성은 Latin-hypercube sampling 기법을 이

용하여 매개변수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반복 수행하게 

된다. 보정  측결과의 불확실성 정도는 95%의 측 불

확실성 구간(95PPU) 내 데이터 범  내에 속하는 실측자료

의 백분율이며 Latin-hypercube sampling을 통해 산정된 결

과의  분포를 통해 2.5%와 97.5% 범 에서 계산된다

(Abbaspour, 2007; Ryu et al., 2012).

2.2.3. SWAT-REMM 모형

SWAT모형에 용되어 있는 수변림 평가 모듈은 수변림 

조성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기 보다는 수변림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변화만을 평가하는 단 이 있다.
재 수변림 효과를 평가하기 해서 개발되어 배포되고 

있는 REMM (Riparian Ecosystem Management Model)은 

USDA-ARS에서 개발되었으며, 시험포 단 에서 수변림의 

물리 , 화학 , 생물학  과정들을 모델링 할 수 있게 설

계된 모형  하나이다(Inamdar et al., 1999; Lowrance et 
al.,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변림 조성에 따른 기

유출량 형태로 유입되는 질산성질소의 수질개선효과를 유

역단 로 평가하기 해 Liu et al. (2007)이 개발한 GIS를 

기본으로 한 SWAT-REMM 모형을 이용하 다.
이 REMM 모형은 수변림을 3개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평

가하는데, 일반 으로 Zone 1에는 교목 지역, Zone 2에는 

목이 우거진 식생 지역, Zone 3은 유역으로부터 유출, 

유사, 양염류 등이 유입되는 잔디 등의 본지역으로 구

분한다. 한 각각의 Zone 별로 다른 식생을 용할 수 있

으며, 모든 3개의 지역을 지로 평가할 수 있다(Fig. 3).
그리고 이 REMM 모형은 3개 토층을 고려하여 모의할 

수 있고 오염발생원에서의 유출량, 유사량, 양염류와 같

은 입력값과 수변림의 경사도, 토양 단면도 등과 같은 공

간 인 특성자료를 이용하여 수변림 효과를 평가한다. 이러

한 자료를 이용하여 수변림 각 zone 별 유출, 유사  

양염류의 거동을 평가한다. 이때 수변에서의 질소의 거동은 

Fig. 4와 같다.
수변림 조성에 따른 질산성 질소 제거 메커니즘은 간

유출/기 유출 형태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  수변

구역내 교목과 같은 뿌리 깊은 식물을 식재함으로서 하천

으로 유입되기 에 질소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게 된다.
그러나, REMM모형은 수변림 조성에 따른 효과를 모의

할 수 있는 시험포 단  모형이나, GIS를 기본으로 한 

SWAT  REMM 모형을 통합하여 SWAT-REMM 모형이 

개발(Fig. 5)되었다(Liu et al., 2007; Ryu et al., 2010).

Fig. 4. Fluxes among nitrogen pools in REMM (Altier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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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Overview of SWAT-REMM (Liu et al., 2007).

일부 소유역 내 수변림 평가 모듈, 실제 토양층 DB 반  

모듈, 기 유출량에 따른 NO3-N 유입 부하량 모듈, 여러 

기상지  사용 모듈 등을 탑재한 개선된 SWAT-REMM 모
형이 추가로 개발 되었다(Ryu et al., 2011). 유역단 로 수

변림을 모의할 수 있는 SWAT-REMM 모형은 수변에 향

을  수 있는 지역과 수변림에 향을 주지 않는 지역을 

구분하는 모듈이 있으며, 이 모듈은 GIS 자료인 DEM, 하
천도를 이용하여 각각 수변에 향을 주는 배수구역(buffer 
drainage)과 수변에 향을 미치지 않는 배수구역(concen-
trated drainage)으로 구분하여 모형에 용한다(Fig. 6).

GIS를 이용하여 배수구역을 정의 한 후, Buffer drainage
에서 발생한 유출수  비 오염물질이 수변으로 유입되는 

구역 내 SWAT 모형에서 연산한 유출, 유사  양염류 

결과 값을 REMM 모형의 입력 자료로 사용하고 이 후 

REMM 모형은 SWAT에서 연산한 결과를 가지고 각 소유

역별로 수변림 효과를 평가한다. 그리고 REMM 모형의 결

과는 다시 SWAT 모형의 입력자료가 된다(Fig. 5). 이와 같

은 과정을 통해 SWAT-REMM을 이용하여 수변림에 의한 

유출, 유사  양염류의 감 모의가 가능하다.

2.3. 모델 용을 한 입력 자료 생성

본 연구에서는 모형 용을 해 AVSWAT  SWAT-REMM 
모형에 한 입력 자료를 생성하 다. SWAT-REMM 모형

의 입력 자료는 SWAT 모형의 입력 자료인 수치표고모형 

(Digital Elevation Model, DEM), 토지피복도, 토양도, 일 

기상자료를 필요로 한다. 기상자료는 일기상 자료를 사용하

며, 강수량, 일사량, 상 습도, 풍속, 최고온도, 최 온도의 

자료가 필요하다.
DEM 자료는 유역의 1:25,000 국가 지리정보유통망 수치

지도로부터 격자크기 30 m × 30 m의 DEM을 구축하 다(Fig. 7). 
DEM은 ArcView  ArcGIS를 이용하여 이더를 추출하

고, 추출한 커버리지 도형자료 등을 통해 TIN(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커버리지 생성, Lattice 변환과정을 거쳐 

추출한 후 DEM를 구축하 다.
토지피복도 작성을 해 유역의 격자크기 30 m × 30 m 토

지피복도는 환경지리정보서비스의 1:25,000 토지피복도 

분류를 이용하 다(Fig. 8). SWAT에서 토지피복 등을 이용

한 토지이용정보와 토양정보로 구분되며, 토지의 용도와 재

배되는 작물의 종류로 구분된다.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토지

피복정보는 분류 7개와 분류 23개로 구분된다. 그리고 

토지이용 분류코드로 분류와 분류로 나 었다. 다음 

Fig. 8에서와 같이 YbB 유역은 시가화/건조지역(주거지역, 
공업지역, 교통지역, 상업지역) 20.0%, 농업지역 37.2%, 
지 0.4%, 산림 지역 34%, 기타지역 8.4%로 도시지역이면

서도 농업  산림 지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리고 GbA 유역은 시가화/건조지역(주거지역, 공업지역, 교
통지역, 상업지역) 2.9%, 농업지역 25.6%, 지 0.3%, 산림 

지역 63.5%, 기타지역 7.7%로 산림 지역이 많은 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그리고 유역의 격자크기 30 m × 30 m의 토양도는 농업과

학기술원에서 제작된 1:250,000 개략토양도를 이용하 다

(Fig. 9).

2.4. 시나리오 분석

2.4.1.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개선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강화에 따라 하

천수질 향을 분석하기 해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하

다. 시나리오 분석은 SWAT 모형에 탑재되어있는 양물

질 추  방법을 이용하여 작성하 다. SWAT에서는 양물

질 추 을 해 QUAL2E(Bronwn and Barnwell, 1987)의 

하천수질 다이나믹스를 응용하고 있으며 이는 하천 내 용

해되거나 유사에 부착된 양물질을 추 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해 2008년부

터 2010년까지 유역 내의 하수처리장 방류량 자료와 환경

부 수질측정망(일반, 총량) 자료를 수집하 고, 방류수 수질 

강화 시나리오는 상유역의 재 수질을 고려하여 다음



(a) Buffer drainage (YbB) Concentrated drainage (YbB)

 

(b) Buffer drainage (GbA) Concentrated drainage (GbA)

Fig. 6. SWAT-REMM buffer and concentrated drainage.

(a) YbB watershed (b) GbA watershed

Fig. 7. DEM of YbB and GbA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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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YbB watershed (a) YbB watershed

(b) GbA watershed (b) GbA watershed

Fig. 8. Landuse of YbB and GbA watershed. Fig. 9. Soil map of YbB and GbA watershed.

Table 3과 같이 작성하 다. 하수도법상 하수처리장의 법

 총 질소 방류수 수질기 은 500 m3/일 이상일 경우 20 
mg/L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총 질소에 

한 하천 수질기 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 

수질측정망을 자료를 통해 총 질소에 한 하천 기 수질을 

산정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하 다. YbB유역 총 질소 기 수

질은 7.4 mg/L, GbA유역 총 질소 기 수질은 3.5 mg/L로 

설정하 다. 따라서 YbB는 하천 기 수질 비 방류수 수

질기 과 방류수 수질개선으로 하여 개선효과를 분석하

다. GbA는 재 방류수 수질이 하천 기 수질과 동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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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ree riparian buffer system scenarios simullated in this study.

Table 3. Discharge scenarios to improve water quality
Unit Watershed Scenarios Parameter 1 (WWTP) Parameter 2 (Stream)

YbB
Discharge (water quality standard) T-N 20.0 mg/L -
Discharge (water quality improved) T-N 5.0 mg/L YbB T-N 7.4 mg/L (water quality standard)

GbA
Discharge (water quality standard) T-N 20.0 mg/L
Discharge (current water quality) T-N 3.5 mg/L GbA T-N 3.5 mg/L (water quality standard)

하천 기 수질 비 방류수 수질기 과 재 방류수 수질

로 하여 개선효과를 분석하 다. 그리고 분석 결과와 하천

의 수질변화의 연 성을 보고자 하 다. 다음 Table 3에서 

방류량(water quality standard, 20.0 mg/L)은 2012년 1월부

터 시행되는 하수처리장 T-N 방류수수질기 , 방류량(water 
quality improved, 5.0 mg/L)는 방류수수질개선, 방류량(current 
water quality, 3.5 mg/L)는 재 하수처리장의 평균 방류수 

수질이다. 그리고 Parameter 2(stream)은 각 유역 말단의 하

천 기 수질이다.

2.4.2. 수변림 조성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SWAT-REMM 조성에 따른 수질개선효과

를 분석하기 해 수변림 조성 시나리오를 작성하 다(Fig. 4). 
Schultz et al. (2004)은 수변림의 기능별 폭을 제한하 고, 
기 하는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 다. 그리고 강턱(Bank-
full)의 안정을 해서는 15 m 이내로 충분하나, 양염류의 

제거를 해서는 30 m 이상의 폭이 요구된다고 하 다. 이와 

같이 수질 감효과 측면에서 수변림 폭이 넓은 것이 이상

일 수 있으나, 수변림 조성에 따라 최 한 오염부하를 감

하는 것이 효율 이라 할 수 있겠다(Monaghan et al.,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 유역 구간에 교목, 목, 잔디

를 식재하고 수변림 폭은 시나리오별로 시나리오 1 양안 

100 m, 시나리오 2 양안 50 m, 시나리오 3 양안 30 m로 하

을 때 배수구역(Buffer Drainage) 내 기 유출량에 의한 

질산성 질소의 감효과를 분석하 다.
연구 상 유역인 YbB와 GbA 유역에 해 총 3개의 수

변림 조성 시나리오를 작성하 다(Fig. 10). 1번 수변림 시

나리오는 Zone 1 (Forest buffer) 교목, Zone 2 (Forest buffer) 
목, Zone 3 (Grass buffer) 잔디를 조성하여 수변림 폭을 

100 m로 하 고, 2번 수변림은 시나리오 1번과 같은 종류

의 식물을 식재하고 수변림 폭을 50 m로 하 다. 그리고 3
번 수변림 시나리오는 1번과 2번 시나리오와 같은 식물을 

식재하 으며 수변림 폭을 30 m로 구성하 다.
U.S.EPA (2005)에서는 수변림이 질소 제거에 있어 크게 

효율 이며 질소 농도의 감효과를 기 하기 해서는 수

변림 폭이 가장 요한 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으나, 수변림 폭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분명 질소 

감 효율에 있어 많은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를 들면, 수변림 폭이 50m보다 큰 경우에서 질소 감효

과는 수변림 폭이 50m이하일 경우보다 더 많은 75%의 

감효율을 나타냈다(Table 4).

3. Results and Discussion

3.1. SWAT-CUP 보정

SWAT-REMM 모형으로 수변림을 모의하기 해서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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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low calibration in year (2008-2010)

(b) NO3-N calibration in year (2008-2010)

Fig. 11. Calibration at YbB watershed.

Table 4. Nitrate reduction with respect to width of riparian buffers in previous studies

Riparian buffers vegetation Inflows/
Outflows type

Riparian buffers
width (m) Nitrogen Nitrate reduction

(%) Soil properties References

Grassland Underground 25 Nitrate 60 Coarse sand Vidon and Hill (2004)
Grassland Underground 70 Nitrate 80 Sandy loam Martin et al. (1999)

Forest Underground 204 Nitrate 94 Peat/Sand/Gravel Vidon and Hill (2004)
Forest Underground 50 Nitrate 98 Peat/Sand Hefting and de Klein (1998)

Field wetlands Underground 31 Nitrate 59 Sand Hanson et al. (1994)
Field wetlands Underground 38 Nitrate 78 Sand mixed mesik Simmons et al. (1992)

wetlands Underground 1 Nitrate 96 Viscous loam Burns and Nguyen (2002)
wetlands Underground 40 Nitrate 95 Silt/Sand/Gravel Fustec et al. (1991)

변림으로 유입되는 유량  오염부하량 등의 입력자료가 

필요하다. 입력자료는 SWAT 모형에서 연산되어 나온 결과

로 구축되어지기 때문에 SWAT 모형에서 정확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WAT 모형을 이용하

여 YbB와 GbA 유역에 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의 8일 간격 실측 유량과 수질자료를 

이용하 다. 그리고 SWAT은 Org-N, NO3-N, NH4-N, NO2-N
을 각각 입력해야하기 때문에 유역 내 본류･지류 하천의 수

질 자료를 이용하여 비율을 계산 용하여 T-N의 NO3-N 
수질을 산정하 고, 이를 실측 NO3-N 수질이라 가정하여 

SWAT-CUP을 이용하여 일단 로 자동 보정하 다.
자동 보정은 SUFI-2 알고리즘을 이용 SWAT모형의 유량

에 한 매개변수를 SWAT-CUP 내 용하기 해 총 24개
의 매개변수를 선정하여 보정하 다. YbB 유역의 유량을 보

정한 결과 R2는 0.67, NSE 지수는 0.57이었으며, NO3-N을 

보정한 결과 R2는 0.50, NSE 지수는 0.42이었다(Fi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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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low calibration in year (2008-2010)

(b) NO3-N calibration in year (2008-2010)

Fig. 12. Calibration at GbA watershed.

GbA 유역의 유량을 보정한 결과 R2는 0.95, NSE 지수는 

0.65로 나타났으며, NO3-N를 보정한 결과 R2
는 0.90, NSE 

지수는 0.57로 나타났다(Fig. 12). Ramanarayanan et al.
(1997)에 의하면 결정계수(R2)가 0.5 이상이고 NSE가 0.4 이
상이면 모형이 자연 상을 잘 모의 하는 것으로 제안한 바 

있으며 모형의 보정 결과 모두 이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SWAT- CUP을 이용하여 보정할 경우 ･갈수량 부분

에 해서는 보다 정확하게 측할 수 있는 모듈 등이 추가 

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GbA와 YbB 유역에 사용된 

SWAT-CUP 유량  수질 보정 매개변수는 Table 5와 같다.

3.2. 방류수 수질개선에 따른 감효과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개선에 따른 총 

질소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 그러나 총 질소

의 경우 하천 수질기 이 없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실측 수질 값의 평균수질을 기 수질로 하여 오염부하지속

곡선을 작성하여 방류수 수질개선에 따른 하천수질에 미치

는 향을 분석하 다. YbB  GbA 유역의 하천 T-N 기

수질은 각각 7.4 mg/L, 3.5 mg/L로 설정하 다. 그리고 

홍수량(0~10%), 풍수량(10~40%), 평수량(40~60%), 수량 

(60~90%), 갈수량(90~100%)의 다섯 구간으로 구분하여 오

염부하지속곡선을 작성하여 방류수 수질개선에 따라 하천 

오염부하의 정도를 분석하 다. 그 결과는 Fig. 13, 14와 

같다. YbB 유역은 하수처리장 방류수질을 5.0 mg/L로 수

질을 개선할 경우 일부 구간에서는 다소 과하나 ･갈수

기 때는 기 수질 미만으로 나타났다. GbA 유역은 방류수 

수질기  20.0 mg/L로 방류할 경우 모든 구간에서 과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 하수처리장의 평균 방류수질인 

3.5 mg/L에서도 갈수기를 제외하고는 과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방류수 수질개선에 따른 감효과는 YbB 
유역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  20.0 mg/L에서 5.0 mg/L로 

개선할 경우 하천부하는 4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GbA 유역의 경우는 방류수 수질기  20.0 mg/L에
서는 3.5 mg/L로 개선할 경우 하천부하는 1%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YbB 유역의 경우 주 제1･2하수처리장 모두 하수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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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alibrated parameter value in SWAT-CUP

Category Parameters
Fitted Value Range of Calibration

GbA YbB Min. Max.

Ground Water

GW_Revap 0.034 0.014 0.000 0.036
GW_Delay 9.93 7.97 0.00 10
GWQMN 853.00 2,681.00 0.00 3000

REVAPMN 31.43 37.57 0.00 100

Main Channel
ALPHA_BNK 0.66 0.33 0.00 1.00

CH_N2 0.24 0.05 0.00 1.00
CH_K2 139.05 143.35 0.00 150

Management CN2* 0.68 0.27 -0.01 0.90

Soil
SOL_AWC* 0.26 0.11 0.02 0.40

SOL_K1) 0.36 0.83 0.02 0.90
SOL_BD1) 0.21 0.23 0.02 0.90

HRU

ESCO 0.19 0.79 0.00 1.00
EPCO 0.75 0.18 0.00 1.00

SLSUBBSN 0.32 0.38 0.10 0.90
SLSOIL 1.83 8.41 0.00 10.00

Basin

SFTMP 1.89 3.29 0.00 5.00
ESCO 0.77 0.85 0.00 1.00
EPCO 0.09 0.56 0.00 1.00

SMFMX 7.34 5.76 0.00 10.00
SMFMN 7.39 4.90 0.00 10.00
SMTMP 0.67 0.28 0.10 0.90

SURLAG 0.06 6.20 0.00 10.00
TIMP 0.62 0.58 0.00 1.00

NPERCO 0.21 0.32 0.00 0.50
※ Means the existing parameter value is multiplied by (1+ a given value).

방류수 수질기 을 수하고 있으나, YbB 유역 상류하천 

우치 지 의 평균 총 질소는 2.4 mg/L로 매우 낮으나 하류 

하천으로 가면서 주천2 ( 주 제1하수처리장 8.8 mg/L) 합
류 후부터는 다시 6.2 mg/L로 증가하며, 주2 지 에서 

7.5 mg/L로 증가하고, 유역 말단 지 에서 7.4 mg/L로 수

질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3.3. 수변림 조성에 따른 감효과

본 연구에서는 수변림을 시나리오 1 (양안 100 m), 시나

리오 2 (양안 50 m), 그리고 시나리오 3 (양안 30 m)으로 

작성하여 각각에 한 체유역 출구에서의 기 유출량에 

따른 질산성 질소(NO3-N)에 한 감효과를 분석하 다

(Table 6). YbB 유역의 경우 기 유출량의 질산성 질소 

감효과는 수변림 폭에 따라 각각 75.4%, 43.4%, 0.2%로 

나타나 수변림 폭이 커질수록 기 유출량에 의한 감효과

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GbA 유역은 수변림 

폭 크기에 따라 47.2%, 38.6%, 47.2%로 나타났다. 이는 유

역 내 토지피복과 토양특성, 수변림 조성 구간의 하천 길

이 등에 따른 것으로 단된다.
배수구역(Buffer Drainage) 내 체 하천오염부하에서 직

유출량에 의한 오염부하를 제외하고 오염원 방류수와 

기 유출량에 의한 총 질산성 질소 오염부하의 연 성을 

분석하 다. 하수처리장 방류량의 향이 큰 YbB 유역에서

는 수변림 폭에 따라 22.3%, 21.7%, 21.4%로 하수처리장 

방류수와의 연 성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하수처리장 방류

량의 향이 작은 GbA 유역에서는 수변림 폭에 따라 75.0%, 
75.4%, 75.6%로 하수처리장 방류수와의 연 성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와 기 

수행된 연구결과를 보면, Ryu et al. (2011)은 다양한 수변

림 조성 시나리오에 따른 기 유출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

한 결과 특히 질산성 질소의 제거효율이 높다고 하 다. 
그리고 수변림 폭에 따라 기 유출량에 의한 질산성 질소 

감효율은 수변림 폭이 15 m일 때 64.0%이며 20 m일 때 

86.0%의 감효과가 있다고 하 다(MOE, 2011). 이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로 볼 수 있다.
한, 본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기 유출량 형태로 하천

으로 상당부분 유입된다고 알려진 질산성 질소의 하천유입

을 이기 해서는 유역의 특성, 토양  식생 특성에 따

라 크게 좌우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합한 수변림 조성계

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Choi and Jeong, 2000; 
MOE, 2011). 한 수변림 지 와 인 지 간의 수문학  

계가 수변림에 의해 제거되는 감효과를 결정짓게 되므

로 하천에 인 한 구역에 뿌리가 깊은 교목을 식재함으로 

지표 유출을 통한 하천으로 유입되는 질산성 질소 오염부

하를 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Choi and Jeong, 2000; 
MOE, 2011). 한 다양한 수변 시나리오 작성(폭･식생)을 

통해 유역 특성에 맞는 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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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DC analysis results under current discharge condition

(b) LDC analysis results with improved discharge condition

Fig. 13. LDC analysis results of two discharge scenarios at YbB watershed.

연구에서는 기 유출을 통한 비  감효과를 분석하고 

리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다양한 수변림 조성의 기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었다.

4.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부하에서 직 유

출량을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하량을 제외한 기 유출

량  오염원 방류수에 한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하여 

기 유출량에 의한 수질개선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상 유역 말단의 하천수질과 하수처리장 방류수질을 

고려하여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개선을 시나리오별로 분

석하 다.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향을 많이 받는 YbB 
유역은 총 질소 방류수 수질을 5.0 mg/L로 개선시켰을 

때 하천부하는 47.0%로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

수처리장 방류 후 하류 하천으로 가면서 수질이 악화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GbA 유역은 총 질소 방류수 수질

기  20.0 mg/L와 비교하 을 때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이 3.5 mg/L로 개선되었으나 하천부하에는 향을 크게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기  시나리오를 설정한 결과, 방

류수에 향이 큰 YbB 유역은 방류수 수질이 좋을수록 

하천수질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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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DC analysis results under current discharge condition

(b) LDC analysis results with improved discharge condition
Fig. 14. LDC analysis results of two discharge scenarios at GbA watershed.

Table 6. Estimated baseflow NO3-N reduction with three riparian buffer system scenarios (2008-2010)

Watershed
NO3-N (kg/year)

Buffer 100 m Buffer 50 m Buffer 30 m
Before RBS After RBS Before RBS After RBS Before RBS After RBS

YbB 19,871.8 4,886.5 19,520.7 11,041.1 19,393.9 19,352.6
GbB 65,760.6 34,708.3 65,626.7 40,308.8 65,552.6 34,644.3

※ RBS: Riparian Buffer System

수처리장의 방류수에 향이 작은 GbA 유역에서는 개

선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상 유역에 수변림을 조성하 을 때 오염부하 감효

과를 분석한 결과, 수변림 폭이 클수록 YbB 유역은 20.0%
에서 70.0%까지 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GbA 

유역은 수변림 폭에 따라 35.0%에서 47.0%까지 감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YbB 유역은 GbA 유역에 비해 도

시화되었으며, 도시화유역에서 오염부하에 한 수변림

의 향이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염부하에 한 수변림의 향이 유역 내 토지피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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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특성, 수변림 조성 구간의 하천 길이, 하수처리장 방

류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4) 본 연구 결과 체 으로 수변림 폭이 증가할수록 기

유출량에 의한 오염부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수변림 조성과 하수처

리장 방류수와 연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유역 

내 부하 비율 등을 고려하여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개선이나 수변림과 같은 BMP 용 시 유역 특성에 따

라 달리 용하여야 할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재 

우리나라는 하천 환경기 에 질소기 이 없는 상태에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 을 강화는 문제가 있기 때

문에 이에 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그리

고 수변림의 경우 감효과 평가 시 수변림에 한 검･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감효과 평가에 있어서 상당부

분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으리라 단된다. 따라서 수변

림 조성에 따른 조성비용과 효과, 최  설계 방안 그리

고 재해 향 등의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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