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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대청호 상류에 있는 서화천 유역에서 부하지속곡선을 통한 소유역별 비점오염원 

취약지역 및 관리 오염물질과 관리 시기를 분석하였다. 먼저 부하지속곡선을 만들기 위하여 장기

유출 모형인 SWAT를 구축하여 유량지속곡선(Flow Duration Curve)을 작성하였으며 그 결과에 

목표 수질을 곱하여 부하지속곡선(Load Duration Curve)을 작성하였다. 목표 수질은 서화천 비

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지난 2017년 11월부터 측정한 모니터링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측정자료의 

60분위에 해당하는 값을 목표 수질로 설정하였다. 이때 산정된 값이 하천 생활환경 기준의“약간 

좋음”(Ⅱ)을 초과할 경우 목표 수질을“약간 좋음”(Ⅱ)으로 제한하였다. 비점오염원 취약지역은 

목표 수질을 초과하는 초과율을 이용하여 선정하였으며 초과 되는 오염물질을 관리 물질로 판단하

고 계절별 평가를 통해 관리시기를 선정하였다. 

주요어 : 부하지속곡선, 비점오염원, 서화천, SW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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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vulnerable areas of non-point source pollutants and 

management pollutants and management time by subwatershed curves in the 

Seohwacheon basin located upstream of Daecheongho. First, in order to create a load 

duration curve, a long-term flow model SWAT was constructed to create a flow 

duration curve, and the result was multiplied by the target water quality to create a load 

duration curve. For the target water quality, monitoring data values measured from 

November 2017 were used for the management of nonpoint source pollutants in 

Seohwacheon, and a value corresponding to 60 percentile of the measured data was set 

as the target water quality. At this time, the target water quality was limited to“slightly 

good”(II) when the calculated value exceeded“slightly good”(II) of the river living 

environment standard. The vulnerable areas of non-point source of pollution were 

selected using the excess rate exceeding the target water quality, and the excess 

pollutant was judged as a management substance and the management time was selected 

through seasonal evaluation.

KEYWORDS : Load Duration Curve(LDC), Non-point source, Seohwacheon, SWAT

서  론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은 크게 점

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오염원은 각각 다시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

지계, 양식계, 매립계와 같은 오염원 그룹으로 

구분된다. 물환경보전법에서는 비점오염원을 도

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

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

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효율적인 비점오염원 관

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리하

고자 하는 유역이나 지역에서의 비점오염원 현

황, 발생 특성, 유출경로 및 유출량, 발생 원인

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

와 같은 현상 및 특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비점오염원을 관리

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에서의 오염 정도를 파악

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비

점오염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지역에서의 목표설

정 및 관리목표의 달성을 위한 평가에서도 비점

오염원에 의한 수질 변화 특성은 반영하지 못하

고 연평균 개념의 수질 기준으로 설정되고 관리

되는 한계점을 가진다(Kim et al., 2015a).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유역에서의 비점오

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측자료

를 기반으로 비점오염원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

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전체 유량 조

건에서 실측된 수질과 목표로 설정된 수질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하지속곡선(Load Duration 

Curve, LDC)이 많이 이용된다. 부하지속곡선은  

수질 변화, 오염부하량의 크기를 고려하여 수질

오염 문제를 규명하고 대책에 따른 효과 및 목

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NDEP, 2003; 

USEPA, 2007; Hwang et al., 2011; Choi et 

al., 2012). 부하지속곡선과 관측부하량을 비교하

면 특정 유량 구간에서 목표 수질 초과현상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 의해 

나타나는 수질오염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Cleland, 2002; NDEP, 2003; USEPA, 2007). 

단위유역의 유량 및 오염부하량 자료를 바탕으로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Load Duration Curve for the management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in Seohwacheon basin176

작성되는 부하지속곡선(Load Duration Curve, 

LDC)은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오염 총량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LDC 이용지침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LDC를 이용하여 현재의 오염부하량, 

할당부하량, 및 삭감부하량을 산정하는 등 총량 

관리 계획수립에 활용하고 있다(U.S. EPA, 

2007). 우리나라에서도 수질오염총량제도의 개

선과 보완을 위하여 부하지속곡선의 수질오염총

량제 적용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Hwang 

et al., 2011; Kang et al., 2011; Park and 

Oh., 2012; Park et al., 2013, Yun et al., 

2013). Hwang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낙

동강수계를 대상으로 현재의 목표 수질 평가방

법과 LDC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비교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Jung et al.(2012)와 Yun et al.(2013)은 

금호강 유역을 대상으로 LDC 분석을 통해 유량 

조건에 따른 수계 손상을 파악하고, 수질오염 

원인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Kim et al. 

(2015b)는 유역모델과 LDC를 이용하여 새만

금 유역을 대상으로 비점오염물질의 배출 특성

과 달성 가능성을 고려한 관리목표 설정 및 목

표달성도를 평가하였다. Park et al.(2013)은 

영본A 유역을 대상으로 부하지속곡선을 이용한 

유량 조건별 수질특성평가를 수행하였으며 Jang 

et al.(2018)은 부하지속곡선을 이용한 비점오

염원 우선 관리지역을 선정하고 관리목표를 설

정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하지속곡선을 

이용한 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연구에서 장기간

에 걸친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부하지속곡선을 

만들거나 대부분 총량 단위유역에서의 목표 수

질 값을 이용하고 있다. 부하지속곡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량지속곡선(Flow Duration Curve, 

FDC)이 필요하며 유량지속곡선을 만들기 위해

서는 유역에서의 장기간의 유량 자료가 필요하

다. 그러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곳은 

지방 하천 규모의 작은 지천들로서 대부분 장기

간의 관측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질

오염총량제의 목표 수질도 각 지류나 지천마다 

설정된 것이 아니므로 총량 단위유역의 목표 수

질을 지류의 비점오염원 관리 시 목표 수질로 

설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청호 상류에 있는 서화천 유

역에 대하여 부하지속곡선을 통한 비점오염원 관

리목표 달성 여부 검토, 관리지역 및 시기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서화천 유역에서는 유량 및 수

질 부하지속곡선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장기유출

모형인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3년간의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하여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목표 수

질 달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목표 수질은 관측 

수질을 이용하여 설정함으로써 향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

항을 검토하였다.

연구 방법

1. 관리 유량 및 오염원 선정

본 연구에서는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유역

에 대하여 부하지속곡선(LDC, Load Duration

Curve)을 작성하여 유역 내 비점오염원 관리지

역, 관리 유량, 관리 오염원을 선정한다. 

분석을 위한 연구 흐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역 내 수질 및 유량 자료와 같은 기본적인 유

역 현황 조사가 필요하고 부하지속곡선을 만들

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유량 자료를 이용한 유량

지속곡선 구축이 필요하다. 유량지속곡선은 장

기간 관측 유량 자료가 필요하나 이런 자료가 

없는 유역에서는 유출모형을 구축하여 유량 자

료를 생성하고 생성된 유량 자료를 이용하여 유

량지속곡선을 구축한다. 지점별 수질 평가를 위

해서는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구축된 유량지속

곡선에 목표 수질을 곱하여 부하지속곡선을 구

축한다.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하여 유역별 목표 

수질 만족 여부를 유량별, 오염원별로 분석하고 

비점오염원 관리 지역과 관리 유량, 관리 오염

원을 선정하게 된다. 아래 그림 1은 분석 흐름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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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nalysis flowchart  

2. 연구 대상 유역

연구대상지인 서화천 유역은 대청호로 유입되

는 주요하천으로서 유역면적은 191.56㎢이며, 

대청댐 중권역 면적 667.48㎢의 약 28.70%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구역으로는 충청북도 옥천

군과 충청남도 금산군이 포함되며 유입되는 지

류는 추풍천, 금산천, 금구천, 성당천, 서대천, 

이백천이 있다. 특히, 서화천 하류는 대청호로 

유입됨으로써 상류인 서화천의 수질 상태에 따

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지형적인 영향

으로 본류와 연결부의 병목현상이 발생한다. 이

로 인해 체류 시간이 길어져 해당 유역에서의 

정체 현상으로 수질 악화 및 조류 발생의 원인

으로 지목되고 있다. 서화천 상류의 금산군은 

많은 인삼이 재배되고 있으며 옥천군 내에는 축

사와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어 강우 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이 서화천으로 유입되어 대청호 수질 

관리에 중요한 하천으로 지목받고 있다. 그림 2

는 소유역과 모니터링 지점이다.

FIGURE 2. Study area and sampling sites

3. 자료구축

부하지속곡선(LDC) 작성을 위해서는 유량 

및 수질 자료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유량

은 SWAT 모형을 통한 모의 유량을 사용하고 

수질은 서화천 유역에서의 수질 모니터링 자료

를 이용하였다. 

SWAT 모형을 통한 모의 유량은 2009년부

터 2018년까지 10년간 장기유출 모의를 통해 

구축하였으며 사용된 강우관측소는 금산기상청

과 세천, 옥천 방재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사용

하였다.

유량 및 수질 관측자료는 금강물환경연구소에

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측정하고 있는 22

개 지점에서의 2017년 11월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서화천 유

역 내 오염원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

하는 전국오염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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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량지속곡선(Flow Duration Curve)

유량지속곡선이란 하천의 전체 유량 조건에 

대한 유량 변화를 분석하는 기법으로서, 수역의 

장·단기 유량 변화 분석 및 수질 변화 요인규

명 등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부

하지속곡선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유

량지속곡선을 생성해야 한다. 먼저 대상 유역에

서 측정한 특정 기간 유량 자료를 입력하여 고

유량에서 저유량 순으로 정렬하고 식 1을 이용

하여 특정 유량을 초과하는 일수를 백분율로 계

산하여 작성할 수 있다(Ryu et al., 2016).

Percent of Days Flow Exceeded(%)

= Rank / Number of data×100       (1)

누적 유량은 유량 크기의 정도에 따라 0∼

10%는 홍수량(High flows), 10∼40%는 풍수

량(Moist conditions), 40∼60%는 평수량

(Mid-range flows), 60∼90%는 저수량(Dry 

conditions), 마지막으로 90∼100%는 갈수량

(Low flows)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Cleland, 2003). 본 연구에서는 SWAT 유역

모형으로 구축한 자료를 이용하여 유량지속곡선

을 생성하였다. 

5. 부하지속곡선(Load Duration Curve)

부하지속곡선(LDC)은 관측 수질 및 유량 자

료를 도식화하여 전체 유량 규모에 대한 모니터

링 자료의 분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하천 및 유역관리를 위한 최적의 유량 

및 수질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기법이다(NDEP, 2003). 부하지속곡

선을 기준으로 상반부에 있는 자료는 수질 기준

이 초과함을 나타내고, 하반부에 있는 자료는 

수질 기준이 준수됨을 나타낸다(Han et al., 

2007). 부하지속곡선은 선행적으로 작성한 유

량지속곡선에 목표 수질을 곱하여 작성하게 되

는데, 본 연구에서는 유량 자료를 SWAT 모형

을 이용하여 장기 모의한 유량 자료를 이용하였

다. 모형으로 생성된 유량지속곡선을 모니터링 

지점별로 생성하였으며 여기에 금강물환경연구

소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측정한 유량 

및 수질 자료를 도식화하여 부하지속곡선을 생

성하였다.

6. 목표 수질 설정

LDC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점별 목표 수질

이 필요하다. 수질오염 총량 지점 및 중권역 대

표지점 등 주요 수질측정 지점에 대해서는 목표 

수질이 설정되어 있으나 서화천과 같은 지방 하

천 유역에서는 목표 수질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목표 수질 설정이 필요하다. Jang et al.(2018)

은 목표 수질이 없는 유역에 대한 목표 수질 설

정을 위하여 수질오염 총량 관리 및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한 수질 항목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iochemical oxygen demand, BOD) 및 총인 

(total phosphorus, T-P)에 대한 자료 (2011

∼2015)를 수집하여 percentile(백분위)을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강을 제외한 낙동강, 금

강, 영산강⋅섬진강 권역에서 BOD 및 T-P의 

목표 수질이 자료수집 기간(2011∼2015년) 동

안 관측된 수질의 60∼100분위에 50% 이상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목표 수질을 관측 수질의 중앙

값을 의미하는 50분위를 관리목표 수질로 설정

할 수 있지만, 위 분석 사례를 참조하여 중앙값

보다는 다소 완화된 수질인 60분위로 설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서화천 유역의 전체 

평균이“좋음”(Ia)∼“약간 좋음”(Ⅱ)을 나타

내고 있어 60분위의 수질 값이“약간 좋음”

(Ⅱ) 보다 큰 값을 가지는 유역에 대해서 해당 

값을 목표 수질로 사용할 경우 수질을 관리하고

자 하는 취지와 맞지 않기에 목표 수질이“약간 

좋음”을 초과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목표 수질

을 “약간 좋음”(Ⅱ)을 최대치로 제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오염원 및 유량 자료 분석

서화천 유역에서의 지점별 오염원을 조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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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No.
Living(man) Industrial(㎥/day) Landuse(㎢) Livestock

Population flow Field Rice field Site Oxs Cows

Jidong 1 2,428 61.018 1.12 0.52 0.90 46 0 

Soongam 2 1,125 89.384 0.91 0.93 0.87 172 1 

Seohwa1 3 2,017 65.100 1.13 1.02 1.58 152 64 

Seohwa2 4 410 43.865 0.45 0.44 0.51 9 0 

Seodae　 5 435 595.423 0.68 0.48 0.40 56 0 

Choopoong　 6 145 19.432 0.14 0.15 0.16 1 0 

Seongdang 7 471 5.596 0.79 0.43 0.36 4 0 

Sanggok 8 439 1.068 1.29 1.14 0.49 383 137 

Geumsan 9 712 0.397 0.74 0.81 0.58 221 111 

Seohwa3　 10 852 0.418 1.44 1.44 0.86 369 0 

Seohwa4 11 905 46.800 1.41 1.50 0.85 397 0 

Geumgu
cheon

Geumgu1 12 439 2.576 0.57 0.59 0.58 762 106 

Geumgu2 13 1,471 33.567 0.95 1.30 0.90 803 100 

Yangsoo 14 5,550 76.566 0.64 0.56 0.95 221 0 

Guil1 15 250 0.068 0.34 0.28 0.28 683 0 

Guil2 16 5,638 93.422 0.97 0.77 1.30 423 51 

Guil3 17 4,170 41.043 0.12 0.11 0.60 2 0 

Gyodong 18 5,617 77.300 0.62 0.33 1.31 96 0 

Geumgu3 19 5,328 41.056 0.36 0.39 0.90 256 28 

Seohwa5 20 326 182.994 0.23 0.22 0.38 117 0 

Ibeck 21 1,515 4.167 1.76 0.81 1.39 550 0 

Seohwa6 22 599 0.498 0.41 0.30 0.68 28 0 

TABLE 1. Pollution source investigation

다. 오염원은 인구, 산업계 배출량, 토지이용 현

황, 가축 사육 수를 조사하였으며 조사된 내용

은 표 1과 같다. 

조사결과, 인구는 구일2(16), 교동(18) 등 

금구천 유역에 밀집되어있으며 산업계 배출량은 

서화천 상류의 서대(5)와 하류의 서화5(20)에

서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지계 

오염원의 밭 지역은 이백(21), 서화3(10), 서

화4(11) 분포가 넓고 논은 서화4(11), 서화

3(10), 대지는 서화1(3), 이백(21), 교동(18)

의 분포가 넓었다. 축산에서 한우는 금구2(13), 

금구1(12), 젖소도 금구1(12), 금구2(13) 등 

금구천 유역에서 많이 사육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따라서, 오염원을 통한 비점오염원 유출은 

축산계는 금구천 유역에서 높고 토지계 오염원

의 대지는 서화1(3)과 이백(21), 밭은 이백

(21)과 서화3(10), 논은 서화4(11)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된 유량 조사결과, 월별 유량 형태가 지

점별 차이가 발생하였다(그림 3). 서화천 본류

(서화1, 서화2, 추풍, 서화3, 서화4)와 지동(1), 

숭암(2), 성당(7)에서는 겨울∼봄철 유량이 여

름∼가을철보다 크게 나타났고 금산천(상곡, 금

산)에서는 봄철 유량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

리고 금구천(금구1, 금구2, 양수, 구일1, 구일2, 

구일3, 교동, 금구3)에서는 여름철 유량이 가장 

크게 조사되었다. 서화천 본류 및 상류 지역에

서는 겨울철 깻잎 농사 재배 등으로 인해 겨울

철 농업 활동이 하천 유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판단된다. 

2. 유역모형의 적용

서화천 유역에서의 부하지속곡선을 산정하기 

위하여 장기간의 유역유출 모의가 가능한 

SWAT 모형을 구축하였다. 

SWAT 모형은 국내에서 유출모형으로 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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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dong(1) Soongam(2) Seohwa1(3) Seohwa2(4) Seodae(5) Choopoong(6)

Seongdang(7) Sanggok(8) Geumsan(9) Seohwa3(10) Seohwa4(11) Geumgu1(12)

Geumgu2(13) Yangsoo(14) Guil1(15) Guil2(16) Guil3(17) Gyodong(18)

Geumgu3(19) Seohwa5(20) Ibeck(21) Seohwa6(22)

FIGURE 3. Observed flow at the study site

위하게 사용되는 모형 중 하나로 미 농림부에서 

개발한 유역기반의 장기유출모형으로서 토양수

분 및 토지이용형태에 따른 유출 분석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에 적용됐으며, 국내에서도 장기유

출해석 및 비점오염 부하 해석을 위해 많이 적

용되고 있다.

모형 구축을 위해 사용된 경위도 30m 격자 

크기의 수치고도 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은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에서 받았으

며 2013년 기준으로 작성된 1:25,000 해상도

의 중분류 토지피복도는 환경부 환경지리정보서

비스(http://egis.me.go.kr)에서 받아 사용하였

다. 그리고 토양특성 정보는 농촌진흥청 토양환

경정보시스템(http://soil.rda.go.kr)에서 제공하

는 정밀 토양도를 이용하여 모형의 입력자료를 

구축하였다. 

기상자료는 금산, 대전, 옥천에서 온도, 풍속, 

일조량 상대습도 등 최근 10년(2009∼2018

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강우량 자료는 금산기

상청과 세천, 옥천 AWS 일강우량 자료를 이용

하였다.

사용된 기초시설 방류량 자료는 추부하수처리

장, 옥천하수처리장, 추부농공단지 하수처리장의 

일방류량 자료이며 그 외 서화천 내 저수지 제

원을 입력하였다. 

유량에 대한 보정은 서화천 하류의 옥각교 지

점에서의 수위-유량 관계식을 통한 유량 자료

와 서화천 상류의 추풍(16), 금구천 하류 말단 

지점인 금구3(19) 지점에서 실측한 유량 자료

를 이용하였다. 서화천 상·하류와 금구천의 유

량을 보정함으로서 모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유량 보정 작업은 SWAT-CUP을 이용

하여 유량 매개변수를 진행하였다.

보정에 사용된 SWAT-CUP에서의 매개변수

는 표 2와 같이 유출에 연관된 11개 매개변수

를 사용하였으며 SUFI-2로 보정 하였다. 

SWAT-CUP으로 보정된 관측 유량과 모의 

유량과의 상관관계는 그림 4와 같이 지점별 R
2

은 0.71∼0.79, NSE(Nash-Sutcliffe model 

efficiency)은 0.62∼0.70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구축된 모형으로 인한 유량 모의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Fair”∼“Good”수준으로 적

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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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Name and meaning of underlying SWAT parameter Initial parameter range
prior distribution of 
aggregate parameter

r_CN2.mgt Curve Number 55-77 [-0.5,0.4]

v_ALPHA_BF.gw Base flow factor(1/day) 0.048 [0,1]

v_GW_DELAY.gw Groundwater delay time(days) 31 [30,450]

v_GWQMN.gw
Threshold depth of water in the shallow aquifer 

required for return flow to occur(㎜ )
1000 [0,5000]

v_ESCO.hru Soil evaporation compensation factor 0.95 [0,1]

r_SOL_AWC.sol
Soil available water capacity

(mm /㎜ soil)
0.01-0.19 [-0.5,0.5]

v_GW_REVAP.gw Groundwater“revap”coefficient 0.02 [0.02,0.2]

v_RCHRG_DP.gw Deep aquifer percolation fraction 0.05 [0,1]

v_SURLAG.bsn Surface runoff lag coefficient(days) 4 [0,10]

r_SOL_K.sol Soil hydraulic conductivity(㎜/h) 0.71-650 [-0.8,0.8]

v_CH_K2.rte
Effective hydraulic conductivity in main channel 

alluvium(㎜/h)
0 [0,150]

TABLE 2. Flow parameters used for SWAT-CUP

NSE: 0.62 NSE: 0.64 NSE: 0.70

(a) Choopoong(6) (b) Geumgu3(19) (c) Seohwa5(20)

FIGURE 4. Relationship between observed and simulated discharge at the study site. 

Range Very good Good Fair Poor

R2 > 0.80 0.80∼0.70 0.70∼0.60 < 0.60

NSE 0.90∼0.80 0.80∼0.70 0.70∼0.60 0.60∼0.50

TABLE 3 Model efficiency range and confidence interval(Donigan. et al., 2003)

3. 목표 수질 설정 

목표 수질을 설정하기 위해서 서화천 유역에 

대한 상위 계획에서의 목표 수질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염총량

관리제에서는 금본F(충북-대전 경계, 대청댐 

방류 수문 앞 지점), 대청댐 중권역 물환경관리

계획에서는 현도(중권역 대표지점,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지점이 서화천 유역과 연관된 지

점으로 조사되었고 수질 기준은“아주 좋

음”(Ia) 이었다. 그러나 해당 지점들은 서화천 

하류의 대청호 방류 이후에 위치하고 대청호로 

유입되는 금강 본류와 지천, 호소 내 특성 등이 

반영되어 설정된 목표 수질로서 서화천 수질 관

리를 위한 목표 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서화천은 대청호 상류에 유입되는 지천으로서 

상위 계획의 목표 수질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도 

있으나 과학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대

청호 수질 및 조류 발생 경향과 서화천 수질 간

의 상관성 분석 등 보다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서화천의 목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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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Water quality measurement point 

at Daechungho watershed

질은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조사된 방법으로 서

화천에서의 실측 수질 값을 이용하였다.

서화천 유역에서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금강물환경연구소에서 지난 201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22개 지점에 대해서 월 1회씩 수질을 

측정하고 있다. 서화천 유역의 수질 측정값을 

분석한 결과, 수질 평균은 금구천 유역을 제외

하고 BOD는“좋음”(Ib) 기준 이상으로 나타난

다. T-P는“약간 좋음”(Ⅱ) 이상을 나타내고 

유역 전체 평균은“약간 좋음”(Ⅱ) 이상인 것

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서화천 유역의 목표 

수질은 측정값의 60분위를 기준으로 하되 좋은 

물 기준 초과시“약간 좋음”(Ⅱ) 기준인 BOD 

3.0㎎/L, T-P 0.1㎎/L을 목표 수질로 설정하

였다. T-N은 하천에서의 기준이 없어 T-N의 

60분위 값을 분석한 결과, 4.1㎎/L로서 목표 수

질을 4.0㎎/L로 설정하였다. 서화천 목표 수질

은 금구천 유역이 서화천 본류보다 높으며 지점

별 목표 수질 값은 표 4와 같다(그림 6). 

4. 부하지속곡선 분석

SWAT 모형을 이용하여 서화천 유역의 지점

별 유량지속곡선(FDC)을 생성하였다. 환경부 

오염 총량 관리 기본방침에서는 목표 수질 평가

를 위한 기준유량 산정 기간을 과거 10년 동안

의 평균 저수량을 기준유량으로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과거 유황을 잘 나타내기 

위해 10년간의 유량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유량지속곡선을 생성하기 위한 적용 

기간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으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하지속곡선은 목표 수질과 유

량지속곡선을 서로 곱하여 부하지속곡선을 생성

하고 부하지속곡선을 기준으로 상반부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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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No.
Average 60Percentile Target Water Quality

BOD T-N T-P BOD T-N T-P BOD T-N T-P

Jidong 1 1.7 3.8 0.085 1.8 4.0 0.092 1.8 4.0 0.092 

Soongam 2 1.5 4.1 0.086 1.5 5.6 0.070 1.5 4.0 0.070 

Seohwa1 3 1.2 3.8 0.064 1.4 4.9 0.056 1.4 4.0 0.056 

Seohwa2 4 1.3 4.4 0.046 1.4 4.7 0.043 1.4 4.0 0.043 

Seodae　 5 1.6 3.0 0.061 1.5 3.3 0.048 1.5 3.3 0.048 

Choopoong　 6 1.0 3.6 0.040 0.9 4.7 0.039 0.9 4.0 0.039 

Seongdang 7 1.1 2.5 0.044 1.2 2.7 0.043 1.2 2.7 0.043 

Sangok 8 0.5 2.4 0.023 0.5 2.3 0.020 0.5 2.3 0.020 

Geumsan 9 1.1 1.9 0.018 1.2 2.0 0.014 1.2 2.0 0.014 

Seohwa3　 10 1.2 3.3 0.025 1.3 3.6 0.024 1.3 3.6 0.024 

Seohwa4 11 1.3 2.8 0.024 1.3 3.1 0.021 1.3 3.1 0.021 

Geum
gu

cheon

Geumgu1 12 2.2 6.1 0.086 2.3 7.2 0.062 2.3 4.0 0.062 

Geumgu2 13 2.0 4.5 0.074 1.8 5.2 0.059 1.8 4.0 0.059 

Yangsoo 14 1.9 3.2 0.114 2.1 3.7 0.109 2.1 3.7 0.100

Guil1 15 5.7 3.1 0.195 5.8 2.7 0.237 3.0 2.7 0.100

Guil2 16 3.7 5.3 0.189 3.7 6.0 0.195 3.0 4.0 0.100

Guil3 17 3.3 5.1 0.211 3.5 5.9 0.185 3.0 4.0 0.100

Gyodong 18 1.9 2.1 0.114 2.0 2.3 0.116 2.0 2.3 0.100

Geumgu3 19 2.8 3.6 0.098 2.3 4.1 0.094 2.3 4.0 0.094 

Seohwa5 20 1.8 3.0 0.041 1.6 3.4 0.039 1.6 3.4 0.039 

Ibeck 21 1.2 4.9 0.023 1.3 5.4 0.024 1.3 4.0 0.024 

Seohwa6 22 1.4 3.2 0.033 1.7 3.6 0.028 1.7 3.6 0.028 

Average 1.9 3.6 0.077 1.9 4.1 0.074 1.7 3.5 0.058 

TABLE 4. Target water quality at Seohwacheon(Unit: ㎎/L)

BOD T-N T-P

FIGURE 6. Target water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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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No. BOD T-N T-P

Jidong 1 42.31 34.62 34.62

Soongam 2 39.13 65.22 34.78

Seohwa1 3 42.86 85.71 19.05

Seohwa2 4 46.88 59.38 37.50

Seodae　 5 36.00 48.00 32.00

Choopoong　 6 24.00 60.00 32.00

Seongdang 7 50.00 43.33 36.67

Sanggok 8 41.38 41.38 44.83

Geumsan 9 40.00 33.33 33.33

Seohwa3　 10 40.63 40.63 37.50

Seohwa4 11 38.46 50.00 34.62

Geumgu
cheon

Geumgu1 12 33.33 61.90 38.10

Geumgu2 13 50.00 50.00 50.00

Yangsoo 14 43.48 30.43 47.83

Guil1 15 0.00 40.00 80.00

Guil2 16 71.43 28.57 85.71

Guil3 17 48.39 70.97 87.10

Gyodong 18 42.31 30.77 73.08

Geumgu3 19 34.62 34.62 42.31

Seohwa5 20 43.75 50.00 40.63

Ibeck 21 39.39 72.73 39.39

Seohwa6 22 39.29 46.43 39.29

Average 40.35 49.00 45.47

Max. 71.43 85.71 87.10

Min. 0.00 28.57 19.05

TABLE 5. Exceeding rate in LDC(Unit: %)

자료는 수질 기준 초과, 하반부에 있는 자료는 

수질 기준 만족으로 평가하여 총 측정 개수분의 

초과 개수로 초과율을 산정하였다(그림 7).

FIGURE 7. Result of LDC(Ex. Seohwa2)

평균초과율을 산정한 결과, BOD는 평균 

40.35%, T-N은 평균 49.00%, T-P는 평균 

45.47%로 나타났다. 초과율이 가장 높은 지점

을 보면 BOD는 구일2(16), T-N은 서화1(3), 

T-P는 구일3(19) 으로 나타났다. 

오염원별 분석 결과, BOD는 구일2(16), 금

구2(13), 성당(7), 구일3(17) 순으로 높게 나

타났다. 초과율이 높은 지역은 금구천 유역으로 

인구와 생활계로부터의 오염원 배출이 많은 지

역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은 생활계로부터 유입

되는 오염원 관리가 요구된다. T-N은 서화

1(3), 이백(21), 구일3(17), 숭암(2) 순으로 

나타나 서화천 본류 상류 지역 및 유입 지천에

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 농업지역으로서 농업

생산 활동으로 사용되고 유출되는 유출수 관리

가 요구된다. T-P는 구일3(17), 구일2(16), 

구일1(15) 순으로 나타났다. 초과율이 높은 지

역은 축산 사육이 많고 인구도 많은 지역으로서 

축산시설과 도시지역에서 유입되는 오염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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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 T-N T-P

FIGURE 8. Result of average exceeding analysis

가 요구된다. 표 5는 지점별 평균초과율이다(그

림 8). 

5. 관리 오염원 및 시기 분석

부하지속곡선의 유량 구간별, 계절별 초과율

을 이용하여 지점별 관리 오염원과 관리 시기를 

분석하였다. 

유량 구간별 분석은 유량이 아주 큰 홍수기를 

제외한 풍수기, 평수기, 저수기, 갈수기 4개 시

기로 구분하였으며 유량 구간별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그림 9). 분석 결과, BOD는 갈수기

(Low flow), T-N은 풍수기(Moist flow), 

T-P는 평수기(Mid-range flow)에 초과율이 

높게 나타났다.

Division BOD T-N T-P

Moist flow(10~40%) 43.51 63.32 42.86

Mid-range flow(40~60%) 40.25 43.81 59.90

Dry flow(60~90%) 44.13 41.13 41.51

Low flow(90~100%) 51.58 39.38 47.64

TABLE 6. Flow rate exceeding rate in 

LDC(Unit: %)

오염원별 초과율을 살펴보면, BOD는 초과율

은 갈수기에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저수기와 풍수

기도 높게 나타났다. 갈수기 초과 지점은 서화

1(3), 서화5(20), 서화6(22), 이백(21) 지점으

로서 서화천 본류와 본류로 유입되는 지천들이다.

서화천 본류의 유량은 겨울철 농업 활동으로 

겨울철 유량이 봄철보다 크게 나타나는 지역으

로서 서화천 본류의 갈수기는 봄∼여름철에 나

타난다. 

따라서 서화천 본류의 BOD 초과율은 봄∼여

름철 강우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영향으로 판

단된다. 저수기와 풍수기 초과 지점은 금구

1(12), 금구2(13), 교동(18) 지점으로서 금구

천 유역이다. 이 지점들은 서화천에서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으로서 불투수율이 높고 인구

밀도가 높아 강우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영향

으로 판단된다. 

T-N은 풍수기 초과율이 다른 시기보다 높고 

숭암(2), 서화1(3), 서화2(4), 금산(9), 이백

(21), 교동(18)지점이 높게 나타났다. 서화천 

본류는 여름보다 겨울∼봄철 유량이 크게 발생

하고 있는데 이는 서화천 본류의 농업지역에서 

겨울∼봄철 농지에서 하천으로 유출되는 유출량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T-N은 겨울철 농

업시설로부터 유입되는 유출량으로부터 오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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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Moist(10~40%) Mid-range(40~60%) Dry(60~90%) Low(90~100%)

BOD

T-N

T-P

FIGURE 9.  Flow rate exceeding in LDC

관리가 필요하다. 

T-P는 평수기와 갈수기에 초과율이 높고 평

수기에는 구일3(17), 금구2(13), 금산(9), 성

당(5) 지점이 높게 나타나며 갈수기에는 성당

(5), 서화4(11), 교동(18) 등에서의 초과율이 

높게 나타났다. 금구천의 평수기는 여름철로서 

금구천 상류에 있는 축산농가에서 강우로 유입

되는 비점오염원 영향으로 오염물질이 많이 증

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화천 본류의 

갈수기는 여름∼가을철로서 성당(7) 및 서화

4(11)의 산업체 등의 비점오염원 영향으로 판

단된다. 

계절별 초과율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그림 10). 분석 결과, BOD는 겨울∼

봄철의 초과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초과율이 

높은 지점은 금구1(12), 금구2(13)구간으로 나

타났다. 해당 지점은 유량 구간별로 볼 때 저수

기와 풍수기로서 강우 시 도시화율이 높고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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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Spring(Mar~May) Summer(Jun~Aug) Fall(Sep~Nov) Winter(Dec~Feb)

BOD

T-N

T-P

FIGURE 10. Season results in LDC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강우로 유출되는 비점오

염원 영향으로 판단된다.

Division BOD T-N T-P

Spring(Mar∼May) 49.43 34.43 41.02

Summer(Jun∼Aug) 40.19 6.86 75.34

Fall(Sep∼Nov) 31.52 51.79 43.53

Winter(Dec∼Feb) 47.61 83.17 27.31

TABLE 7. Season exceeding rate in 

LDC(Unit: %)

T-N은 겨울철 초과율이 높고 숭암(2), 서화

1(3), 서화2(4), 금산(9), 이백(21), 교동(18) 

지점이 높게 나타났다. 서화천 본류는 겨울철 

유량이 크게 나타나는바 농작물 재배로 인한 농

업 활동으로 유출되는 유출수 영향으로 판단된

다. 농사 활동을 보면 겨울철은 수막 재배를 이

용한 깻잎 농사가 활발하고 봄∼가을은 인삼재

배 및 과수원, 논농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T-N은 겨울철 농업시설로부터 유입되는 유출

량으로부터 해당 농업 작물의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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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겨울철 다음으로 초과율이 높은 가을 

추수 이후 경작지에서의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

요하다. 

T-P는 여름철 초과율이 가장 높고 금구천

(12, 13, 19)과 서화천 본류(10, 11, 20, 22), 

숭암(2), 서대(5)에서 높게 나타났다. 금구천은 

여름철 상류에 있는 축산농가에서 강우로 유입

되는 비점오염원 영향으로 오염물질이 많이 증

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화천 본류는 성당

(7) 및 서화4(11) 등지의 산업체 등의 비점오

염원의 영향으로 판단되며 이런 오염원 영향으

로 서화천 본류까지 오염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에서 

부하지속곡선을 기반으로 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지점, 유량 및 오염원에 대하여 평가해 왔다. 그

러나, 부하지속곡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판단 기

준이 되는 목표 수질과 유량지속곡선이 필요하

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지방 하천 등

에서는 이런 목표 수질과 유량지속곡선을 만들

기 위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 부하지속곡선을 만

들어 평가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

방 하천에서의 측정자료를 통한 목표 수질 설정

과 장기유출모형을 활용한 유량지속곡선을 이용

하여 부하지속곡선을 만들고 해당 유역에서의 

목표 수질 만족도 여부 검토 및 비점오염원 관

리지역, 관리 오염원 및 시기 등을 분석하였다. 

유량지속곡선을 만들기 위해 장기유출모형인 

SWAT 모형을 구축하였고 유출 매개변수에 대

한 보정은 SWAT-CUP을 이용하여 보정 하였

다. 보정에 사용된 매개변수는 11개이며 보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2009년∼2018년 기간 동안 

유량지속곡선을 모니터링 지점별로 생성하였다.

목표 수질을 설정하기 위하여 서화천 유역과 

연관된 상위 계획인 수질오염총량제와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목표 수질을 검토하였다. 수

질오염총량제 목표 수질 지점(금본F)과 대청댐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대표지점이 검토되었으

나 지점들은 대청댐 방류 이후 댐 하류에 위치

하여 대청댐으로 유입되는 금강 본류와 지천, 

호소 내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서화천 수질 관

리를 위한 목표 수질로 설정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서는 서화천과 대청호 간의 수질 상관성 분석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서화천 유역 목표 수질은 실측된 자료를 사

용하였으며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검토된 측정 

수질의 60분위에 해당하는 값을 목표 수질로 

설정하였다. 목표 수질의 최소 기준은“약간 좋

음”(Ⅱ)으로 설정하였다. 

부하지속곡선은 목표 수질과 유량지속곡선을 

서로 곱하여 부하지속곡선을 생성하였으며 부하

지속곡선을 기준으로 상반부에 있는 자료는 수

질 기준 초과, 하반부에 있는 자료는 수질 기준 

만족을 평가하였다. 검토는 유량 구간별과 계절

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BOD는 생활계 오염원이 높은 지

역에서 많이 발생하며 갈수기인 겨울∼봄 사이 

초과율이 높았다. 초과율이 높은 지역은 생활계 

오염원이 밀집된 금구천으로서 겨울철 갈수기 

수질은 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하고 봄철 이후는 

강우로 인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 서화천 BOD 비점오염원은 금

구천에서의 봄철 도시지역 관리가 필요하다.

T-N은 주로 농지에서의 영향이 크며 겨울철 

초과율이 높게 나타났다. 초과율이 높은 지역은 

서화천 상류 농업지역으로서 농업 활동의 영향

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지역 농사 활동을 

보면 봄∼가을은 인삼 및 과수원, 논농사를 많

이 하고 겨울은 수막 재배를 이용한 깻잎 농사

가 활발하다. 따라서 T-N 비점오염원은 초과

율이 가장 높은 겨울철이 아닌 가을철 추수 이

후 경작지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 

T-P는 시가지와 축산계 오염원이 높은 지역

에서 많이 발생하며 여름철 초과율이 높게 나타

났다. 초과율이 높은 지역은 축산계 오염원이 

밀집된 구일천과 금구천으로서 여름철 강우로 

인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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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T-P 비점오염원은 여름철 방치 축분 및 축

사, 시가지를 중심으로 오염원 관리가 필요하다. 

위 검토 결과를 종합할 때 인구가 많고 축산

시설로부터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이 큰 금구천에

서는 여름철 BOD와 T-P 오염원을 제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농업지역인 서화천 본류 

및 상류에서는 가을철 추수 이후 경작지에서의 

T-N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하지속곡선을 이용하면 오염원별 초과율이 

높은 지역 및 유량 구간, 계절별 특성 파악이 

가능하여 오염원별 관리 지점 및 시기 등을 검

토할 수 있다. 단순히 오염원만으로 검토할 경

우 비점오염원과 관련이 높은 축산계와 토지계 

오염원이 많은 유역이 관리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어 해당 유역의 크기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결

정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오염원

만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및 오염원을 선정

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오염원만의 분석은 유

역 내 유량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관리시기 선

정에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부하지속곡선은 이

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관리 시기와 

해당 오염원의 결정까지 분석하여 효율적인 수

질 관리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유출모형을 통한 유량지

속 곡선은 장기간 유량측정자료가 없는 유역에

서의 유량지속곡선 구축을 가능하게 하여 유역

에서의 유출 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서화천 유역은 대청호 

상류에 있는 유역으로서 대청호 녹조 및 수질 

관리를 위해 본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대청호 

유역에서의 비점오염원 관리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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