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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금강유역을 대상으로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을 이용하여 유역 

수문 및 수질에 대한 유역건전성 (Watershed Healthiness)을 평가하였다. 유역 수문과 수질에 

대한 건전성은 다변수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0(불량)에서 1(양호)의 범위로 산정하였다. 유역 건전

성 평가에 앞서, SWAT 수문 검보정 결과 5개 지점에 대한 11년(2005~2015) 동안의 하천유출

량의 Nash-Sutcliffe 모델효율(NSE)은 0.50~0.77이었고, 3개 지점에 대한 suspended solid 

(SS), total nitrogen(T-N), and total phosphorus(T-P)의 결정계수(R2)는 각각 0.67~0.94, 

0.59~0.79, 0.61~0.79이었다. 총 24년(1985~2008)에 대한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유역 건전성 

분석을 위하여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8년 5개의 토지이용자료를 준비하였다. 기

준년도인 1985년 대비 2008년 SWAT 총유출은 불투수면적의 증가로 40.6% 증가하였고, 토양

수분과 기저유출은 각각 6.8%, 3.0 % 감소하였으며, SS, T-N, T-P는 특히 농업활동으로 인해 

각각 29.2%, 9.3%, 16.7% 증가하였다. 1985년 토지이용조건 대비 2008년의 유역 수문과 수질

의 건전성은 각각 1에서 0.94와 0.69로 감소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과거 자연상태 대비 인간

활동에 의한 유역 환경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SWAT, 수문 수질 건전성, 다변량정규분포, 토지이용변화, 유역건전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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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status of watershed health in Geum River Basin by SWAT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hydrology and water quality. The watershed 
healthiness from watershed hydrology and stream water quality was calculated using 
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 from 0(poor) to 1(good). Before evaluation of watershed 
healthiness, the SWAT calibration for 11 years(2005~2015) of streamflow(Q) at 5 
locations with 0.50~0.77 average Nash-Sutcliffe model efficiency and suspended solid 
(SS), total nitrogen(T-N), and total phosphorus(T-P) at 3 locations with 0.67~0.94, 
0.59~0.79, and 0.61~0.79 determination coefficient(R2) respectively. For 24 years 
(1985~2008) the spatiotemporal change of watershed healthiness was analyzed with 
calibarted SWAT and 5 land use data of 1985, 1990, 1995, 2000, and 2008. The 2008 
SWAT results showed that the surface runoff increased by 40.6%, soil moisture and 
baseflow decreased by 6.8% and 3.0% respectively compared to 1985 reference year. 
The stream water quality of SS, T-N, and T-P increased by 29.2%, 9.3%, and 16.7% 
respectively by land development and agricultural activity. Based on the 1985 year land 
use condition. the 2008 watershed healthiness of hydrology and stream water quality 
decreased from 1 to 0.94 and 0.69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be able to 
detect changes in watershed environment due to human activity compared to past 
natural conditions.

KEYWORDS : SWAT, Hydrology Water quality healthiness. Multi normal distributed, Landuse 

change, Watershed health index

서  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4차 

보고서(2007)에서는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영

향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기후시스템 변

화에 따른 강수패턴의 시공간 변화로 인한 가

용 수자원의 감소를 선정하였다. 이처럼 기후변

화로 인한 강우패턴의 변화로 물순환 체계가 

파괴되고 이로 인해 땅 속으로 스며드는 빗물

량이 감소하여 지하수는 고갈되고 하천은 건천

화가 된다. 이와 더불어 식생 및 토지이용의 변

화와 같은 유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역의 수질 

및 생태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어 유역건전성 및 

수자원취약성 평가기술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유역은 지역사회가 기반을 두고 있는 현장이

며, 유역의 생산품인 물은 일상생활에서 필수불

가결하기 때문에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은 유

역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급속

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는 하였지만 유역의 수

질, 수량 및 생태측면에서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점점 고갈되는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

해서 유역 수준에서 관리가 필요하다(ME, 

2003).

최근 하천유역은 기후변화, 도시화에 따른 불

투수 면적 및 취수량의 증가, 하천개수 등의 영

향으로 기존의 정상적인 유역의 물 순환 체계

가 파괴되어 지하수위는 낮아지고 하천 유량이 

감소되어 하천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하천 건천화에 따른 유지유량의 부

족은 하천을 중심으로 한 수질오염원의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Lee and Lee, 

2006). 이러한 유역 환경의 변화, 수자원의 비

효율적 활용 등에 의해 유역의 수리·수문학적 

건전성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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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지표유출수의 증가, 

하천 기저유량 감소, 홍수피해 증가 및 수질오

염과 도시 사막화 등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

다. 따라서 지속가능하고 건전화된 물순환을 위

해서는 해당 유역의 물순환계를 정확히 파악하

고 기후변화에 의한 예측 및 대응이 가능한 해

석기술 개발이 요구되며, 특히 유역 물순환 건

전성 효율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평

가기법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Choi et al., 
2009).

유역 건전성은 주로 큰 하천에서의 친수성, 

서식처, 유량 및 수질 등에 적용되어 왔다(Seo, 

2009). 아직까지 유역 건전성을 명확하게 정의 

내린 연구는 없으며, 연구자에 따라서 분야별로 

세분화 되어 다른 기준으로 다양하게 평가되고 

있다. 유역의 물순환 측면에서의 유역 건전성을 

“평상시 하천의 유량과 지하수위, 수질, 생태

계 등 하천의 물 순환 체계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것”(Lee et al., 2006),“태양과 중

력에 의한 자연의 물순환 시스템으로서 특정 

유역에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되어 균형을 이

룬 상태”(Choi et al., 2009)라고 정의하고 

있다. 

유역환경 및 생태적 측면에서의 유역건전성 

개념을 살펴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는 건

강한 유역 체계란 유역에서 건전성을 규명하고 

보호하기 위해 상호연관성을 가지는 동적인 시

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수문, 수질, 토지이

용, 수생태, 생물학적 조건 등의 주요 특성에 

대하여 동적으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평가를 

통해 이해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평가를 위해서는 토지 및 

물 사용의 변화를 포함하여 기후변화와 인구증

가에 따른 취약성과 같은 미래 변화에 대한 예

측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유역 건전성을 확보하

기 위해 수량 및 수질관리, 환경문제 등의 해결

을 위해 유역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으나 어떠한 수단을 통해 유역관리를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Ahn and Kim(2017)은 유역의 수량

(증발산, 하천유출량, 토양수분, 지하수, 댐 및 

저수지 방류량 등), 뿐 아니라 유역환경(식생 

및 토지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역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한강유역의 

유역건전성 평가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 제안된 기존 유역 

건전성 평가지수 산정 방법은 현재 상태의 유

역건전성 산정을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유역

별 현재상태의 건전성을 상대비교 함으로써 유

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보호 및 복

구를 우선으로 해야 하는 유역을 도출하기 위

해 개발된 기법이다. 이러한 산정방법은 연대

별, 혹은 평가기간별 분석 시 기준이 되는 기준

값이 부재함에 따라 동일한 유역에 대한 절대 

비교가 불가능하다. 유역에서의 장기간 환경변

화에 의한 건전성 변화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PA(2012)와 Ahn 

and Kim(2017)이 제안한 유역건전성 평가지

수 6개 중 수문, 수질 2개의 유역건전성 평가

지수를 대상으로 다변수 정규분포를 통해 기준

값(reference value)에 대한 확률밀도함수를 

산정하여 장기간 환경변화에 의한 건전성 변화 

분석이 가능하도록 기존 유역건전성 지수를 개

선하였다.

자료 및 방법

1. 대상유역

본 연구의 대상유역은 금강유역으로 전라북

도 장수군에서 발원하여 무주, 금산, 영동, 옥

천, 보은, 청주, 대전, 세종, 공주, 청양, 논산, 

부여, 서천, 익산을 지나 군산만에서 서해로 유

입된다. 유역면적은 9,645.5㎢이며, 유로연장은 

384.8㎞이다. 금강유역 내 에는 2개의 다목적 

댐인 용담댐(YDD), 대청댐(DCD)과 3개의 다

기능 보인 세종보(SJW), 공주보(GJW), 백제

보(BJW)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유역 전체 

면적의 6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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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밭은 11%를 차지하며 나머지 도시와 초

지, 나지 등은 3%∼5%를 차지한다. 유역의 과

거 연평균 강수량은 1,323.1㎜, 연평균 기온은 

12.2℃이다. 금강유역은 세종시 개발 등 하천 

물환경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등

으로 물순환 구조가 악화된 지역이다. 그림 1은 

금강유역 내 78개의 소유역과 댐, 보 위치 및 

수질 검보정 지점인 제원(JW), 곰나루(GNR), 

정동(JD)지점을 나타낸 것이다.

2. 유역건전성 평가방법

Ahn and Kim(2017)이 제안한 유역건전성 

산정 식 중 수문(강수량, 총유출량, 지표유출, 

침투, 토양수분, 중간유출, 침루, 지하수 충진량, 

기저유출), 수질(SS, T-N, T-P) 요소에 대해 

유역 건전성 지수를 도출하는 과정은 다음 식 

(1)~(3)과 같다. 수문에 대한 9개의 요소와 수

질에 대한 3개의 요소를 각각 식 1을 활용하고 

Normalized component value로 정규화하고 

이를 수문, 수질 2개의 sub-index로 도출한다

(식 2). 수문·수질에 대한 종합적인 건전성 평

가는 2개의 sub-index와 식 3을 통해 1개의 

지수로 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정규

화는 유역 내에서 percentile rank 방법에 의

해 계산되며 지수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로 1

에 가까울수록 건강한 유역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1985년 토지이용을 적용한 

SWAT 모의결과를 이용하여 수문·수질 건전성

을 평가하였고 이를 장기간 환경변화에 따른 건

전성 변화분석을 위한 기준값으로 활용하였다. 

  

   

  for 
         (1)

FIGURE 1.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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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변량 정규 분포를 이용한 수문·수질 

건전성 절대평가

다변량 정규분포는 일변량 정규분포를 둘 이

상의 변수로 일반화한 것이다. 이는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로 구성된 확률 벡터에 대한 분포이

며, 벡터의 각 요소는 일변량 정규분포를 가진

다. 가장 간단한 경우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

으며 벡터의 각 요소는 독립 일변량 정규 확률 

변수이다. 식 (4)는 이변량 정규분포를 나타낸 

것으로서, 다변량 정규분포는 평균 벡터 μ와 

공분산 행렬 Σ로 모수가 지정된다. 이는 일변

량 정규분포의 평균 μ 모수 및 분산 σ2 모수

와 비슷하고 Σ의 대각선 요소는 각 변수에 대

한 분산을 포함하는 반면, Σ의 비대각선 요소

는 변수 간 공분산을 포함한다. 다변량 정규분

포는 다변량 데이터에 대한 모델로 대개 사용

되는데, 이는 주로 다변량 정규분포가 다루기 

쉬운 몇몇 대변량 분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Gokhale et al., 1989).

이변량 정규분포를 X와 Y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산확률변수라 할 경우 P(X=x, Y=y)로 

나타나는 이변량 확률함수는 확률변수 X가 특

정한 값 x를 갖고 확률변수 Y가 특정한 값 y를 

갖는 결합확률을 보여준다. 


 
























 

(4)

여기서,   


는 이변량 정규분포를 따르

는 변수,   


는 각 변수의 평균, 

는  

변수에 대한 분산, 
는  변수에 대한 분산, 








 이며 는 평균이다

(Kim, 2011). 

본 연구에서는 상대평가만 가능했던 기존 유

역건전성 평가지수를 개선하기 위해 다변량 정

규분포 확률함수를 적용하여 기준값을 산출하

였다. 1985년 토지이용을 적용한 SWAT 모의

결과에 대해 식 (1)~(3)을 통해 산정된 수문, 

수질 건전성 평가결과를 가장 자연적인 조건에

서의 기준값으로 정의하였다. 기준값으로부터의 

유역건전성 지수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SWAT 

모의 결과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산정된 변수로

부터 Pyth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변량 정규

분포를 실시하여 확률밀도함수를 산정하였다. 

4. 수문과 수질 건전성 평가를 위한 자료 구축

EPA(2012)에서는 개발 전 유역의 연평균 

하천유량에 대한 댐 저수량의 비를 수문 축 유

역건전성을 평가하는 요소로 사용하였으나, 우

리나라의 유역 수자원 특성상 하천유출량, 증발

산량, 토양수분, 지하수는 매우 중요한 수문요

소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수량 측면의 유

역관리에 있어 유역의 수문순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문 유역건전성 평가를 위해 Lee et al., 
(2018)의 SWAT 검·보정 결과를 활용하였으

며, 이 중에서 손실되는 요소(증발산량, 잠재증발산

량)를 제외하고 total(강수량, 총 유출량), surface 

processes(지표유출), soil water dynamics(침투, 

토양수분, 중간유출), groundwater dynamics

(침루, 지하수충전량, 기저유출) 총 4개의 평가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유역수질 측면의 유역건전성 평가는 SS, 

T-N, T-P의 농도기준에 따른 분포를 각각의 

평가요소로 산정하여 표준유역별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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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T 모의 결과 파일 중 Output.rch를 이용

하여 수질 모의 결과를 정리할 수 있는데. 

Output.rch에서는 SS, T-N, T-P 모의 결과

가 부하량(ton/day 또는 kg/day)으로 산정됨에 

따라 하천유출량 모의 결과를 활용하여 농도

(mg/L)로 환산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SWAT 모형의 수문·수질 검보정 결과

SWAT 모형은 장기-강우유출모형으로 장기

간에 걸친 다양한 토양속성과 토지이용 및 관

리상태의 변화에 따른 크고 복잡한 유역의 유

출량 및 비점원오염을 추정하기 위해 미국 농

무성 농업연구소(USDA, ARS)에 의해 개발된 

유역모델이다(Lee et al., 2008). 본 연구에서

는 SWAT 모형을 이용하여 1985년부터 2005

년의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수문·수질 모의에 

앞서 모형의 검·보정을 실시하였다. 

금강유역에 대한 SWAT 모형의 수문 검·보

정은 Lee et al.(2018)과 Shin et al.(2018)

이 제안한 매개변수를 적용하였으며, 그림 1 에

서와 같이 YDD, DCD, SJW, GJW, BJW에 대

한 검보정을 실시한 결과 댐 유입량에 대한 

NSE는 0.50~0.77의 범위로 분석되었으며, 

RMSE는 0.94㎜/day~1.67㎜/day, PBIAS는 –
3.35%~7.86%의 통계치를 보여 모든 검·보정 

지점에 대해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Lee et al., 2018). 

수문 검보정 결과를 토대로 금강유역 내 3개

의 지점(JW, GNR, JD)에 대한 수질 검보정을 

실시하였다. 검보정을 위해 2005년부터 2015

년 까지 물환경정보시스템 하천수 수질 측정자

료를 수집하였다. SWAT 모형에서 영양물질은 

유사량의 이동과 유출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

문에 영양물질에 대한 보정을 하기 앞서 유사

량에 대한 보정을 수행하였다(Park et al., 
2008). 

검·보정에 앞서 금강유역에 대한 수질 매개

변수 민감도를 수행하고 표 1과 같이 최적의 

Parameters Definition Range

Adjusted Value

JW GNR JD

YDD DCD SJW GJW BJW

SS

CH_COV1 Channel erodibility factor -0.05 to 0.6 -0.05 -0.05 -0.05 -0.05 -0.05

USLE_P USLE equation support practice factor 0 to 1 0.5 0.5 0.5 0.5 0.5

T-N

LAT_ORGN Organic N in the baseflow (mg/l) 0 to 200 5 5 100 100 100

CH_ONCO
Organic nitrogen concentration in the channel 

(ppm)
0 to 100 5 5 100 100 100

SOL_NO3
Initial NO3 concentration in the soil layer (mg 

N/kg soil of ppm)
0 to 100 2 2 50 50 50

SOL_ORGN
Intial organic N concentration in the soil layer 

(mg N/kg soil of ppm)
0 to 100 1 1 50 50 50

T-P

GWSOLP
Concentration of soluble phoshorus in 

groundwater contribution to streamflow from 
subbasin (mg P/L)

0 to 1000 0.028 0.018 0.1 0.1 0.1

CH_OPCO
Organic phosphorus concentration in the channel 

(ppm)
0 to 100 - - 10 10 10

SOL_ORGP
Initial organic P concentration in soil layer (mg 

P/kg soil or ppm)
0 to 100 - - 2 2 2

TABLE 1. The calibrated parameters for SWA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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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를 선정하였다. 토양침식 매개변수인 

USLE_P와 하천침식계수인 CH_COV1 등을 조

정하여 3개의 관측지점 (JW, GNR, JD)에 대

한 SS(mg/L) 농도 자료를 이용하여 보정하였

다. 유사량 보정 후 T-N(mg/L), T-P(mg/L) 

자료를 이용하여 영양물질에 대한 부하량 보정

을 실시하였으며, 보정 매개변수로는 T-N의 

경우 기저유출에서의 질소의 양, 토양 내의 질

소의 양 및 하천 내 유기질소 관련 매개변수, 

T-P도 토양 및 지하수 및 하천에서의 유기인

의 양을 조정하였다. 모형의 적용성 평가는 결

정계수(R²)를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 SS는 

0.67~0.94, T-N은 0.59~0.79, T-P는 0.61 

~0.79의 통계치를 보였다(표 2).

2.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SWAT 모형의 수문·

수질 모의 결과

본 연구에서는 수문·수질 건전성 산정에 앞

서, 분포형 수문모형인 SWAT 모형을 이용하

여 1985년부터 2005년의 토지이용 변화에 따

른 수문·수질 모의를 실시하였다. 금강권역의 

토지이용은 도시화 및 댐 개발 등으로 고도화

가 진행되었다. 표 3은 WAMIS에서 제공하고 

있는 금강권역의 연도별 토지이용 자료를 정리

한 것으로, 1975년 산림면적은 전체의 65%가 

Model 
output

Evaluation 
criteria

YDD DCD SJW GJW BJW

Cal. Val. Cal. Val. Cal. Val. Cal. Val. Cal. Val.

Dam 
inflow
(mm)

R² 0.67 0.70 0.75 0.71 0.75 0.64 0.80 0.61 0.81 0.62

NSE 0.55 0.58 0.70 0.64 0.69 0.64 0.76 0.57 0.77 0.50

RMSE
(mm/day)

1.58 1.74 1.60 1.26 1.18 0.46 0.99 1.08 1.00 1.55

PBIAS (%) 10.48 -0.58 9.77 6.27 7.48 -0.94 1.24 -12.53 -2.88 -0.41

Dam 
storage
(106m3)

R² 0.68 0.78 0.65 0.68 0.55 0.70 0.55 0.72 0.57 0.31

NSE 0.79 0.94 0.95 0.93 0.92 0.98 0.98 0.99 0.99 1.00

RMSE
(mm/day)

2.19 1.57 2.02 2.10 0.12 0.15 0.25 0.28 0.27 0.16

PBIAS (%) 1.26 8.99 -16.99 -3.86 5.34 1.00 2.62 -0.93 -0.38 1.83

Model 
output

Evaluation   
criteria

JW(YDD) GNR(DCD, SJW,GJW) JD(BJW)

Calibration Validation Calibration Validation Calibration Validation

SS (ton) R² 0.94 0.67 0.86 0.73 0.74 0.70

T-N (kg) R² 0.74 0.77 0.59 0.79 0.62 0.75

T-P (kg) R² 0.79 0.77 0.77 0.69 0.61 0.66

TABLE 2.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for dam flow, storage and water quality

Year Area Urban Paddy Crop Forest Grass Wetland Bare field Water

1975 9,935.71 315.45 1,491.30 992.92 6,454.73 19.52 0.85 179.66 481.28

1980 9,937.22 307.64 1,500.95 985.8 6,441.75 17.77 1.44 348.11 333.76

1985 9,931.77 430.07 1,481.94 960.12 6,396.77 35.29 1.44 0.00 626.14

1990 9,927.53 481.8 1,485.30 920.82 6,340.25 44.76 1.2 0.00 653.4

1995 9,902.28 565.98 1,464.29 883.11 6,320.14 50.05 0.9 0.00 617.81

2000 9,898.22 635.69 1,429.92 868.73 6,276.31 60.09 1.07 0.00 626.41

2005 9,898.27 711.98 1,393.64 846.52 6,246.97 68.45 0.95 0.00 629.76

2010 9,899.63 784.02 1,347.96 819.11 6,210.03 74.89 0.67 11.72 651.23

2015 9,915.49 902.43 1,309.57 808.24 6,134.78 86.89 16.62 0.67 656.29

TABLE 3. Land Use of Geum River Basins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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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이었으나, 2015년은 62%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반대로 시가지의 경우 매

년 증가하여 2015년에는 전체 면적의 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종특별자

치시 설치로 인한 택지개발로 시가지 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수

문·수질 분석에 앞서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

시스템(WAMIS)에서 제공하고 있는 1985~ 

2000년 대분류 토지이용도와 환경부 환경공간

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2008년 토지이

용도를 수집하였다. WAMIS에서 제공되는 대

분류 토지피복 분류체계는 8개 항목으로 시가

화, 논, 밭, 산림, 초지 ,습지, 나지, 수역이다

(Yoo et al, 2018). 2013년 구축 중인 토지이

용도는 금강 유역의 일부가 미구축 되어 본 연

구에서 활용하지 않았다. 

토지이용도는 1985~2008년 동안의 토지이

용도 5개를 활용했다. SWAT 모형 모의 시 기

상자료는 1981년부터 2010년으로 고정하여 

동일 기상조건하에 토지이용만 변화했을 경우

의 수문·수질 변화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설정

하였다. 

표 4는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SWAT 모형의 

수문·수질 모의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서. 

1985년 대비 2008년의 총유출량, 침투량, 토

양수분, 지하수흐름은 각각 2.9%, 6.8%, 

3.0%, 10.0% 감소한 것으로 모의된 반면 지표

유출량은 40.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985년의 경우 도시지역 면적은 금강유역 전

체면적의 4.3%(430.07㎢)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0년의 경우 7.9%(784.02㎢) 2015년은 

Component 1985 1990 1995 2000 2008

Precipitation 1,265.5

Hydrology
(mm)

Total Runoff 763.0
763.3

(-0.04%)
763.3

(-0.04%)
761.6

(-0.2%)
740.5

(-2.9%)

Infiltration 749.5
740.4

(-1.2%)
740.1

(-1.3%)
728.4

(-2.8%)
698.3

(-6.8%)

Evapotranspiration 486.7
486.4

(-0.1%)
487.2
(0.1%)

451.6
(-7.2%)

505.9
(3.9%)

Surface Runoff 64.3
73.3

(14.0%)
73.6

(14.5%)
81.7

(27.1%)
90.4

(40.6%)

Percolation 368.1
360.1

(-2.2%)
359.5

(-2.3%)
347.8

(-5.5%)
332.6

(-9.6%)

Soil water 114.0
114.0
(-)

113.7
(-0.3%)

111.6
(-2.1%)

110.6
(-3.0%)

Lateral flow 366.3
365.1

(-0.3%)
365.4

(-0.2%)
366.5
(0.1%)

350.8
(-4.2%)

Revap 15.2
15.2 
(-)

15.2 
(-)

14.1 
(-7.2%)

14.9 
(-2.0%)

Groundwater Recharge 20.5
20.0

(-2.4%)
20.0

(-2.4)
20.4

(-0.5%)
18.4

(-10.2%)

Groundwater flow 332.4
324.8

(-2.3%)
324.3

(-2.4%)
332.4
(-)

299.3
(-10.0%)

Water Quality
(mg/L)

SS 24.2
37.7

(+13.5 mg/L)
40.0

(+15.8 mg/L)
45.9

(+21.7 mg/L)
48.7

(+24.5 mg/L)

T-N 4.40
4.51

(+0.11 mg/L)
4.43

(+0.03 mg/L)
4.33

(-0.07 mg/L)
4.93

(+0.53 mg/L)

T-P 0.05
0.06

(+0.01 mg/L)
0.06

(+0.01 mg/L)
0.05
(-)

0.07
(+0.02 mg/L)

TABLE 4. The results of hydrology and water quality by landus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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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02.43㎢)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도시화

로 인한 불투수지역의 증가로 강우의 지하침투

량의 저하와 더불어 지하수위에 영향을 주어 

지하수 흐름이 감소한 반면 홍수기에는 유출률

이 증가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Kim et 
al., 2005). 또한 증발산량 역시 미래로 갈수록 

3.9% 증가하였는데, 이는 산림과 농경지가 줄

어들면서 도시면적은 커졌지만 초지면적이 증

가함에 따라 증발산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판단된다(Ahn et al., 2015)

수질모의 결과는 과거에서 미래로 갈수록 점

차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내었는데, 1985년에 

비해 2008년의 SS, T-N, T-P는 각각 24.5 

mg/L, 0.53 mg/L, 0.02 mg/L 증가하였다. 도

심지 증가에 따른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강우

유출수와 오염물질 배출 특성을 살펴보면,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및 경제활동 정도에 따라 다

양하나 대부분의 도시지역은 주차장과 도로 등

의 불투수면적 증가로 강우에 대한 유출 및 유

량과 수질농도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며, 특히 

도시지역은 오염물질이 강우초기에 일시에 배

출되는 초기유출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최대 

오염유출이 발생하여 하천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Park et al., 2008). SWAT 모형에서는 

지표유출에 의한 오염부하량을 축적(Build up)

과 쏠림(Washoff) 기능을 이용하여 산정함에 

따라 불투수지역에 증가에 따른 지표유출량의 

증가로 수질(SS, T-N, T-P) 모의결과 또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수문·수질 건전성 변화

본 연구에서는 1985년 토지이용을 적용한 

결과를 가장 자연적인 조건에서의 기준값으로 

정의하고 1985년 대비 1990~2008년의 수

문·수질 유역건전성을 도출하였다. 그림 2는 

1985년 SWAT 수문 모의 결과를 기준값으로 

1985-2008년에 대한 수문 유역건전성 지수를 

산정한 결과이다. 여기서 유역건전성은 1로 갈

수록 건강한 유역임을 의미한다. 토지이용 변화

에 따른 건전성 변화 분석결과, 1990년, 1995

년, 2000년에는 기준값인 1985년과 동일하게 

수문 유역건전성 지수의 범위가 0~1로 분석되

었으나, 2008년의 경우 0~0.94의 범위로 분포

되어 전체적으로 유역 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1985 1990 1995 2000 2008

Change map

FIGURE 2. Watershed health index results for the hydr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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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특히, 1985년~2000년까지 용담댐 

상류 유역의 수문 건전성은 건강한 것으로 나

타났으나, 용담댐 준공 이후인 2008년 모의 결

과 건전성은 매우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의 하단은 1985년을 기준으로 연도별

로 변화 값을 나타낸 것으로 빨간색은 건전성

이 악화된 표준단위유역, 초록색은 건강해진 유

역을 의미한다. 1990년의 경우 1985년에 비해 

금강 하류의 건전성이 악화한 것으로 분석되었

고, 2000년도에는 유역 전반에 걸쳐 건전성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성이 제일 악화한 

것으로 분석된 2008년은 용담댐 상류와 대청

댐 상류에 걸쳐 매우 나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대전, 

청주지역 역시 수문 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Park et al.,(2005) 의 연

구결과에서 처럼 도심지의 증가와 산림지역의 

감소에 따른 침투량이 작아져 지하수충전량이 

줄어듦에 따라 기저유출량이 감소하였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수질 건전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평가된 

금강유역의 수질 건전성에 대한 통계치(표 5)

와 평가된 금강유역 내 수질 건전성지수의 분

포를 살펴보기 위한 수질 항목별 건전성 누적

분포곡선을 도시하였다(그림 3). 수문건전성 산

정방법과 마찬가지로 1985년 토지이용도를 이

용하여 모의한 SWAT의 SS, T-N, T-P 결과

값을 이용해 산정한 수질건전성 지수를 기준으

로 1990~2008년에 대한 SS, T-N, T-P 수

질 건전성지수를 산정하였다. 

(a) SS (b) T-N

(c) T-P (d) Water Quality

FIGURE 3. The Cumulative curve of watershed health index results for water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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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건전성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985년에 

비해 2008년의 SS, T-N, T-P 건전성 지수

는 최대값은 각각 –0.42, -0.27 ,-0.23 감소

한 반면, SS와 T-P의 건전성 평균값의 경우 

각각 0.03 0.02 상승하였다. 이는 그림 3(a)에

서와 같이 1985년 대비 1990~2008년의 SS

에 대한 건전성지수는 0.5~0.6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평균값은 상승하였으나, 가장 건강함

을 나타내는 1에 해당하는 유역은 단 한 개의 

소유역도 나타나지 않아 전체적으로는 SS 건전

성이 나빠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8년 토지이용기반의 T-P의 유역 평균 

건전성은 0.52로 1985년에 비해 0.2 상승한 

것으로 계산되었으나, 그림 3(c) 에서와 같이 

금강유역 내 T-P 건전성지수가 대부분 0.4~ 

0.7 구간에 분포되어 있어 평균값이 상승한 것

으로 판단된다.

SS, T-N, T-P 각각의 건전성 지수를 토대

Component 1985 1990 1995 2000 2008

SS

Max. 1.00 0.59 0.58 0.59 0.58

Avg. 0.50 0.51 0.51 0.51 0.53

Min. 0.00 0.00 0.00 0.00 0.00

T-N

Max. 1.00 0.73 0.73 0.73 0.73

Avg. 0.50 0.50 0.50 0.50 0.50

Min. 0.00 0.07 0.07 0.00 0.05

T-P

Max. 1.00 0.77 0.77 0.77 0.77

Avg. 0.50 0.51 0.51 0.52 0.52

Min. 0.00 0.00 0.00 0.00 0.00

Water Quality

Max. 1.00 0.69 0.69 0.69 0.69

Avg. 0.50 0.51 0.51 0.51 0.52

Min. 0.00 0.19 0.19 0.19 0.24

TABLE 5. Watershed health index results for the water quality

1985 1990 1995 2000 2008

Change map

FIGURE 4. Watershed health index results for the integrated watershe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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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질에 대한 종합적인 건전성 지수를 산정

한 결과, 과거(1985년)대비 현재(2008년)의 

금강유역의 평균 수질 건전성은 0.5에서 0.52

로 0.02 상승하였으나, 유역 내 최대 건전성은 

1.0에서 0.69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현재(2008년) 금강유역 내 수질이 가장 좋은 

유역은 과거(1985년) 금강유역 내 건전성이 

0.65에 해당하는 수치로 수질이 매우 나빠진 

것을 의미하며, 이는 Park et al.(2009)이 제시

한 연구결과와 같이 불투수지역의 증가로 인해 

수질 농도의 변화가 유출량의 변화보다 변화의 

폭이 월등하게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수문·수질에 대해 산정한 건전성 지수를 이

용하여 1개의 통합 유역건전성 지수를 도출하

였으며, 이를 공간분포하여 건전성이 변화한 유

역을 도출하였다(그림 4). 분석결과 기준년도인 

1985년에 비해 건전성지수의 분포 범위가 변

화하였는데 2008년의 경우 건전성지수의 분포

범위가 0.20~0.77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과거

부터 현재까지 건전성이 가장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 대청댐 상류와 용담댐유역은 동일 기상

조건 하에 토지이용만 변화 했을 시에도 수

문·수질 건전성의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청댐 상류와 용담댐 유역

은 선행연구(Kim et, al., 2012; Jung and 

Park, 2009)를 통해 질소의 과잉 공급, 녹조 

등 수질오염 문제가 제기되어온 바, 도시화와 

그에 따른 수문요소의 변화는 수질 악화 및 녹

조 발생 등 수질환경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전, 세종시 등 도시화로 인해 

금강유역의 중권역의 유역건전성이 취약해졌고, 

하류에도 영향을 미쳐 건전성이 점차 나빠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Ahn and Kim(2017)이 제안

한 유역건전성 평가지수 6개 중 수문, 수질 2

개의 유역건전성 평가지수를 대상으로 다변수 

정규분포를 통해 기준값(reference value)에 

대한 확률밀도함수를 산정하여 장기간 환경변

화에 의한 건전성 변화 분석이 가능하도록 기

존 유역건전성 지수를 개선하여 토지이용변화

에 따른 수문 수질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

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과거 토지이용변화에 따

른 수문·수질 분석에 앞서 WAMIS에서 제공

하고 있는 1985~2000년 대분류 토지이용도와 

2008년 환경부 토지이용도를 수집하고 기 검

보정된 SWAT 모형을 이용하여 동일 기상조건

(1981~2010)하에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수

문·수질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85

년 대비 2008년의 총유출량, 침투량, 토양수분, 

지하수흐름은 감소하였으나 지표유출량과 수질 

농도(SS, T-N, T-P)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둘째, 수문·수질 건전성 분석에 앞서, 기존 

유역건전성 평가지수의 상대평가 알고리즘을 

개선하기 위해 다변량 정규분포 확률함수를 적

용하였다. 1985년 토지이용을 적용한 결과를 

가장 자연적인 조건에서의 참조결과(standard)

로 정의하고 참조결과의 이변량 확률밀도함수

에 적용하여 유역건전성 index score를 예측하

도록 개선하여 1985년부터 2008년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유역 수문·수질 건전성의 상대적

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SWAT 모형의 모의결과와 개선된 유

역건전성 평가방법을 토대로 수문·수질에 대

한 건전성 분석결과 기준년도인 1985년에 비

해 건전성지수의 분포범위가 변화하였는데 특

히 2008년 건전성지수의 분포범위가 0.20~ 

0.77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건전성이 가장 악

화된 것으로 분석된 대청댐 상류와 용담댐유역

은 동일 기상조건 하에 토지이용만 변화했을 

시에도 수문·수질 건전성의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Ahn and Kim(2017)이 제안한 방법은 분석 

시기별 유역건전성 지수의 분포값이 모두 0~1

로 산정됨에 따라, 분석하는 시점에 대한 유역 

내 소유역별 유역 건전성의 상대적인 비교만 

가능했다. 이는 현재 상태에 대한 소유역별 유

역 건전성의 비교 시 활용할 수 있으나, 과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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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현재 뿐만아니라 미래의 장기적인 유역환경

의 변화 분석 시 시점별 등급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기준값이 부재하는 한계점이 존재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기준값(reference 

value)에 대한 시점별 환경변화에 의한 절대적

인 건전성 변화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연대별, 혹은 평가기간별 분석 시 기준이 

되는 기준값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동일한 유역

에 대한 절대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따라서 과거 자연상태 대비 인간활동에 의한 

유역 환경변화를 감지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인

자가 유역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평가한 6개의 

sub-index 중 2개만을 선정하여 분석하였으

나, 향후 토지피복, 식생, 하천, 서식지, 수생태

에 대한 기준값 대비 유역건전성 변화분석이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유역관리를 위한 의사

결정자료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만, 기준값에 대한 모델링 결과 및 토지이용변

화 등 사용한 자료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에 따라 신뢰성있는 평가결과 도출을 위한 연

구가 꾸준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

히 수문·수질 관측자료의 경우 국가포털을 통

해 1990년대부터 자료가 제공됨에 따라 해당 

기간을 고려하여 기준값을 산정한다면 보다 신

뢰성 있는 수문·수질 건전성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준값 산정 시 적용한 확률분포방법에 대한 통

계적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

은 바, 향후 다양한 통계방법에 대한 검증도 추

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정확도 향상과 더불어 수문·수

질 모형의 전국구축이 이뤄진다면 전국의 수문/

수질과 관련된 유역건전성 평가에 대하여 장기적

인 변화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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