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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nd use change by urbanization has significantly affected the hydrological process including the runoff 
characteristics. Due to this situation, it has been becoming more complicated to manage non-point source pollutions 
caused by rainfall. In order to effectively control non-point source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reduction efficiency 
of the various management method based on land use characteristic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duction efficiency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management practices targeting three different watersheds with the 
different land use characteristics using the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SWAT). To do this, the vulnerable 
subwatersheds to non-point source pollution occurrence within each watershed were selected based on the streamflow 
and water quality simulation results. Then, considering the land use, low impact development (LID) or 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 were applied to the selected subwatersheds and the efficiency of each management 
was analyzed.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non-point source pollution reduction efficiency, when LID was applied to 
urban areas, the average reduction efficiencies of SS, NO3-N, and TP were 5.92%, 4.62%, and 10.35%, respectively. 
When BMPs were applied to rural areas, the average reduction efficiencies of SS, TN and TP were 35.45%, 4.37%, 
and 10.16%,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determining appropriate manage-
ment methods for non-point source pollution in urban, rural, and complex watersh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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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 의 증가는 강우시 유출량을 증가

시키고 침투를 감소시켜 지하수의 감소, 건기시 하천유량의 

감소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등 유역 내 물순환 과정에 

향을 미친다고 리 알려져 있다(Lee et al., 2019; Miller et 
al., 2002; Ouyang et al., 2010). 물순환 과정의 변화뿐만 아

니라 강우 유출수와 하게 련되어 있는 비 오염원(Lee 
et al., 2017; Wolfe, 2001)에도 향을 미친다. 비 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의미하며(Ki et al., 2019; ME, 
2007), 이러한 비 오염원의 유출 특성 변화는 오염원 리

의 어려움을 야기시킨다(Relevant Ministerial Consortuim, 2012). 
강우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에 포함된 비 오염원의 유출은 

수질오염, 부 양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며(Kim and Kang, 
2004), 하천의 자정작용에 향을 끼치고 수생태를 괴하고 

수질을 악화시켜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에도 향을 끼친다

(Helsel et al., 1979; Hewitt and Rashed, 1992; Kim and Lee, 
2005; Moon et al., 2015; Randall et al., 1979). 이에 다양한 

배출경로를 가진 비 오염원  토지이용에 따른 비 오염

원  수환경 리가 요하게 두되고 있다(Lee et al., 
2018). 환경부에서는 비 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

로 인해 하천ㆍ호소 등의 이용목 ,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한 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비 오염원 리지역으로 지정하 다(ME, 2019). 
한 비 오염원 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 지구, 가아지

구, 자운지구에 흙탕물 감사업과 비 오염 감사업 등을 시

행하고(Wonju Regional Environmental Office, 2017) 주

역시에 비구조  책(하수 거청소, 도로청소, 교육  홍보) 
등을 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LID 시설을 설치하는 등

(Gwangju Metropolitan City, 2017; Kim et al., 2019) 도시ㆍ

농업 비 오염원 리를 한 제도를 마련하여 비 오염원

을 감시키기 해 노력하고 있다. 
비 오염원 리를 한 비 오염 리방안의 효율을 평가

하기 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비 오염 리방안

의 효율 평가를 한 연구는 실제 장에 비 오염 리방안

을 용하여 효율을 평가하거나 유역모델링을 통해 비 오

염 리방안의 효율을 평가하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실
제 장에서 비 오염 리방안을 용하여 효율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Won et al. (2014)는 도암  유역을 상으

로 볏짚거 과 토양개량제가 강우유출수량과 비 오염부하

의 감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으며, Won et al. (2013)은 

시험포를 조성하여 경운방법에 따른 유출수량, 비 오염부하 

등을 비교ㆍ평가하 다. 한, Shin et al. (2012)은 시험포에 

소규모 침사구를 설치하여 밭에서 발생하는 비 오염물질의 

유출 감 효과를 분석하 다. 유역모델링을 통해 비 오염 

리방안의 효율을 평가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Jang et al. 
(2010)은 VFSMOD-W 모형과 SWAT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모형을 이용하여 볏짚매트에 의한 유사 

감효율을 분석하 으며, Narasimhan et al. (2007)은 SWAT 

모형을 사용하여 상류 하천에서 BMPs(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를 용하여 비 원오염물질 감에 하여 

모의하 다. 한 Shin et al. (2013)은 SWMM (Storm Water 
Management Model) 모형을 활용하여 수 강 하류 유역을 

상으로 LID (Low Impact Development)기법에 따른 유출 감

효과를 분석하 으며, Jung et al. (2011)은 HSPF (Hydrologic 
Simulation Program-Fortran)를 활용하여 별미천 유역을 상

으로 BMPs 용에 따른 비 오염원 감효율을 분석하 고 

Lee et al. (2011)은 SWAT 모형을 이용하여 만 천 유역의 

비 오염을 측하고 생 에 용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

를 분석하 다. 한 Lee et al. (2014)는 SWAT 모형에 최

리기법에 한 USLE P 산정값을 용하여 토양유실 감 

 유사 감 효과를 모의하 다.
이처럼 비 오염 리방안에 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

어 왔으나 도시화나 산림복원 등 토지이용 변화가 가속화되

고 있는 재 상황에서 유역의 토지이용도 특성을 고려한 비

오염 리방안에 따른 비 오염원 감 효율을 정확하게 

악하는 것이 비 오염 리 책  정책 수립에 있어서 

무엇보다 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 은 유역의 토지이용

도 특성에 따른 비 오염 유출 특성 분석  비 오염 리 

요성을 악하는 것이며, 유역의 토지이용 특성을 고려한 

비 오염 리방안 시나리오 용에 따른 비 오염 감효

율을 분석하는 것이다. 

2. Materials and Methods

도시ㆍ농업ㆍ복합 토지이용 특성을 고려한 비 오염 리

방안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토지이용에 따른 비 오염 리

방안별 감효율을 산정하기 하여 도 천(도시), 공지천

(복합), 설성천(농 ) 유역을 상으로 유출량  수질(SS 
(Suspended Solid), TN (Total Nitrogen), TP (Total 
Phosphorus))을 모의하 다. 모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수질 항목에 하여 소유역별 연간 발생부하량을 비교하여 

순 를 산정한 후, 수질항목별 순 를 산술평균하여 유역 내 

비 오염원 취약 소유역을 선정하 다. 이후, 유역별 비 오

염원 취약 소유역에 비 오염 리방안 시나리오를 용하

여 SS, TN, TP의 감효율을 분석하 다(Fig. 1). 

2.1 연구 상지역

토지이용 특성을 고려한 비 오염 리방안 용에 따른 

감효율을 분석하기 해 한강수계에 치한 도 천, 공지

천, 설성천 유역을 연구 상지역으로 선정하 다. 토지이용

이 도시ㆍ농업ㆍ복합인 유역을 선정하기 해 산림을 제외

한 토지이용  도시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을 도시 유역, 
농 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을 농  유역, 도시와 농업 지

역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유역을 복합 유역으로 구분하

다. 토지이용도 분석은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에서 제공

하는 2010년 분류 토지이용도 1:50,000을 이용하 다. 도
천 유역은 상류 부분이 산림 지역, 하류가 도시지역으로 

구성된 도시 유역으로 산림을 제외한 유역면   도시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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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verview of this study.

Fig. 2. Study area (Dochoncheon, Gongjicheon and Seolseong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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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7% 정도이며, 유역면 은 1.98 km2이다. 공지천 유역

은 상류는 농경지  산림, ㆍ하류는 도시지역으로 구성된 

복합유역으로 산림을 제외한 유역면   도시의 면 이 

32%, 농경지의 면 이 55%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역면

은 45.1 km2이다. 한 설성천 유역은 산림을 제외한 유역

면   농경지의 면 이 92% 정도로 구성된 농  유역이

며, 유역면 은 약 37.5 km2 이다(Fig. 2, Table 1). 세 유역

은 각각 다른 토지이용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토지이용 

특성을 고려한 비 오염 리방안 시나리오 용에 따른 

감효율을 분석하기 한 연구 상지역으로 하다고 

단하 다.

2.2 SWAT 모형을 이용한 유출  오염부하량 산정

2.2.1 SWAT 모형의 개요  유역별 입력 자료

SWAT 모형은 미국 농무성 농업연구소(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가 개발한 유역단 의 모

형이다. 본 모형은 규모의 복잡한 유역에서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종류의 토양과 토지이용  토지 리 상태에 따른 유

역에서의 수문  비 오염원의 거동 모의  토지 리 방

법 등의 향 측을 하여 개발되었다(Neitsch et al., 
2005a; Neitsch et al., 2005b). SWAT 모형은 유역의 비 오

염원 리를 한 BMPs와 LID에 의한 유역의 비 오염원 

감계획 분석  평가에도 사용되고 있다(Park and Kwon, 
2014). SWAT 모형을 이용하여 유량  수질을 시ㆍ공간

으로 분석하기 해서는 시간 으로 변화하는 기상자료와 

공간 으로 변화하는 토지이용, 토양속성  지형자료 등이 

필요하다(Arnold, 1992; Arnold et al., 1998).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 특성을 고려한 비 오염 리방안 

시나리오 용에 따른 비 오염원 감효율을 산정하기 

해 SWAT 모형을 활용하 다. 이를 해 도 천, 공지천, 설
성천 유역에 한 수문  비  모의를 해 각 유역의 입력 

자료를 구축하 다. 유역별 입력 자료  도 천 유역의 기

상 자료는 성남 기상 측소, 공지천은 춘천 기상 측소, 설
성천은 장호원 기상 측소의 측 자료를 활용하 다. 기상 

자료는 모형의 Warm-up 기간을 고려하여 2011년부터 2016
년까지 총 6년에 해 구축하여 모형의 입력 자료로 사용하

다. 수치표고모형은 국립지리원에서 제공하는 수치지도 

1:5,000을 이용하여 구축하 으며, 토양도는 농 진흥청 농

업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하는 정 토양도 1:25,000을 사용하

다. 토지이용도는 유역별 토지이용 특성 분석에 활용하

던 토지이용도와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 다.
유역의 오염원을 고려한 수문 특성 모의를 해 유역별 

환경배출시설을 조사하 다(Fig. 3). 도 천 유역에는 유역 

내로 배출되고 있는 환경배출시설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
지천 유역과 설성천 유역의 환경배출시설의 방류량  배출

부하량은 아래 Table 2와 같다. 이를 이용하여 공지천 유역

과 설성천 유역에 하여 오염원 입력 자료를 구축하여 

용하 다.
설성천 유역에는 농업기반시설인 용풍 수지가 치하고 

있다. 1946년 조성된 용풍 수지의 유역은 낮은 능선으로 둘

러싸인 평야지 로서 설성산에서 발원한 방추천이 주 유입

하천으로 수지 좌우에 농경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다. 용풍

수지의 평균 수율은 83%, 제체체  40,500 m3, 총 수

량 824,000 ton, 유효 수량 715,000 ton, 홍수면  50 ha, 만
수면  24.7 ha로 조사되었다. 

2.2.2 SWAT 모형 유출량  수질 보정

모형의 용성을 평가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결정계수

(R2)와 유효지수(NSE)를 기 으로 하 다. R2와 NSE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의 모의값이 실측값을 잘 모의하는 것

을 의미한다. R2와 NSE는 Moriasi et al. (2015)에서 제시한 

기 으로 용성을 평가하 다(Table 3). 

Land use type
Dochoncheon Gongjicheon Seolseongcheon

Area (km2) Percent (%) Area (km2) Percent (%) Area (km2) Percent (%)
Forest 1.27 64.2 22.5 49.9 8.0 21.3
Urban 0.33 16.8 7..2 16.0 2.7 7.2

Agriculture 0.05 2.6 12.3 27.3 24.4 65.0
Pasture 0.24 12.2 1.8 3.9 1.1 2.8

Bareland 0.08 3.9 1.0 2.2 0.5 1.5
Water 0.01 0.3 0.3 0.7 0.8 2.2
Sum 1.98 100 45.1 100 37.5 100

Table 1. Land uses for the study area

Discharge (ton/day) SS load (kg/day) TN load (kg/day) TP load (kg/day)

Gongjicheon 15.31 0.2 0.00413 0.015

Seolseongcheon 32.9 0.1645 0.329 0.0658

Table 2. Discharge and pollutant load of the point source pollutant facilities



유역의 토지이용 특성을 고려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적용에 따른 저감 효율 분석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Environment, Vol. 36, No. 5, 2020

409

각 유역별 비 오염원 취약 소유역을 선정하고 그에 한 

리방안의 용성을 평가하기 한 SWAT 모형의 보정을 

해 비 오염원 모니터링 실측 자료를 이용하 다. 비 오

염원 모니터링 실측 자료는 NIER (2017)에서 측정한 자료를 

활용하 다. 도 천 유역은 공지천과 설성천 유역면 의 4∼
5%로 유역면 이 매우 작아 말단인 하류(D1)에서만 보정을 

진행하 다. 공지천의 경우 후하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

어 유사 부하량이 다른 유역에 비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

황이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공지천 유역의 최종유출구

(G1)만 보정할 경우 공사로 인해 오염원 발생량이 증가된 후

하천 소유역의 상황을 제 로 반 할 수 없을 것으로 단되

었다. 따라서 모의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하여 공지천 

Component Unsatisfactory Satisfactory Good Very good

R2

Flow ≤ 0.5 0.5 - 0.7 0.7 - 0.85 > 0.85

SS ≤ 0.4 0.4 - 0.65 0.65 - 0.8 > 0.8

TN ≤ 0.3 0.3 - 0.6 0.6 - 0.7 > 0.7

TP ≤ 0.4 0.4 - 0.65 0.65 - 0.8 > 0.8

NSE

Flow ≤ 0.5 0.5 - 0.7 0.7 - 0.8 > 0.8

SS ≤ 0.45 0.45 - 0.7 0.7 - 0.8 > 0.8

TN ≤ 0.25 0.25 - 0.4 0.4 - 0.55 > 0.55

TP ≤ 0.4 0.4 - 0.5 0.5 - 0.65 > 0.65

Table 3. Evaluation Index (Moriasi et al., 2015) 

(a) Dochoncheon watershed

(b) Gongjicheon watershed (c) Seolseongcheon watershed

Fig. 3. Location of calibration point and point source pollutant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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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말단(G1)과 함께 추가 으로 후하천 유역(G2)을 보정

하 다. 설성천의 경우 유역의 하류에서 모니터링 기간 내 

가동보가 신설되어 하류 측정지  측 자료의 불확실성으

로 인해 상류인 방추천 합류  유역(S1)과 용풍 수지(S2)를 

보정하 다(Fig. 3). 
도 천 유역의 보정을 한 실측 자료는 도 천 유역 하류

에서 직  측정된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

지 실측된 유출량  수질 자료를 사용하 으며, 공지천 유

역은 두 개 지 의 모니터링 측정 자료를 통해 매개변수를 

보정하 다. 첫 번째 후하천 지 에서 직  측정된 2015년 1
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실측된 유출량  수질 

자료, 두 번째 공지천 지 에서 직  측정된 2015년 1월 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실측된 유출량  수질 자료를 

사용하 다. 설성천 유역은 방추천 합류  지 에서 직  측

정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실측된 유

출량  수질 자료를 사용하 다. 설성천 유역의 용풍 수지

는 한국농어 공사에서 제공하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6
년 12월 31일까지의 수율 자료를 바탕으로 수량을 산정

하고 이를 활용하여 용풍 수지에 한 모의 결과를 보정하

다. 이때, 용풍 수지의 만수량은 유효 수량인 715,000 
ton으로 가정하 다. 다만, 측기간이 짧고 측자료 개수가 

보정과 검정을 진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보정만을 진행하 다. 
모형의 보정은 유출량에 한 매개변수를 보정한 후 SS, 

TN, TP에 하여 순차 으로 보정을 진행하 다. 이때, 
SWAT 모형에서는 기본 으로 도시유역에서 발생하는 부하

량을 해당 지역의 강수량과 HRU (Hydrologic response unit) 
면  불투수 면 을 고려한 오염부하 회귀식인 식 (1)을 

이용하여 도시지역 오염부하량을 산정한다. 식 (1)은 Driver 
and Tasker (1988)가 미국 내 30개 도시유역을 상으로 강

우량에 따른 오염원 발생량 측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한 회

귀식이다. 

 


 ∙


  ∙
  ∙  ∙

  ∙  

 (1)

여기서, Y는 총부하량(kg)을 의미하며 Rday는 해당 기간의 

강수량(mm)을 의미한다. 그리고 DA는 배수구역의 HRU 면
(km2)을 의미하며 imptot는 총 불투수층 지역의 유비율

(fraction), 변수 β0, β1, β2, β3, β4는 회귀계수(regression 
coeffcients)이다(Table 4). 의 식 (1)은 국식 단 로 산정

되었기에 미터법 단 로 산정하기 해서 변환계수(2.5 
mm/inch, 2.59 km2/mi2, 그리고 2.205 lb/kg)가 용된다.

Table 4와 같이 도시오염부하량 산정을 한 회귀식의 계

수들은 연강수량에 따라 I, II, III 단계로 나뉘어서 입력되는

데, 이러한 계수들은 코드 내에 고정된 값으로 용되어 있

다(Driver and Tasker, 1988). 그러나 회귀식의 계수들은 

Driver and Tasker (1988)의 연구 상인 미국의 도시 지역 특

성을 바탕으로 산정된 값이므로, 국내 도시 유역의 오염부하 

특성을 정확하게 반 할 수 있는지에 한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 도시유역은 오ㆍ우수 분류화 사업을 통해 합류식

ㆍ분류식 하수 거 배제시스템이 도입되어 강우ㆍ유출수의 

오염물질 부분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고, 일부 오염물질

만 하천으로 유입된다. 따라서 미국 도시 지역을 상으로 

도출된 Table 4의 계수들을 이용하여 국내 도시유역 오염부

하량을 산정할 경우 오염부하량을 과  는 과소 산정할 가

능성이 있다. 재까지 국내에서 게재된 SWAT 모형의 복합

토지피복 유역 용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

고 유역 말단에서의 부하량만을 평가하여 수행된 문제가 있

Loading Precipitation category β 0 β 1 β 2 β 3 β 4

Suspended solid

Ⅰ 1778.0 0.867 0.728 0.157 2.367

Ⅱ 812.0 1.236 0.436 0.202 1.938

Ⅲ 97.7 1.002 1.009 0.837 2.818

Total nitrogen

Ⅰ 20.20 0.825 1.070 0.479 1.258

Ⅱ 4.04 0.936 0.937 0.692 1.373

Ⅲ 1.66 0.703 0.465 0.521 1.845

Total phosphorus

Ⅰ 1.725 0.884 0.826 0.467 2.130

Ⅱ 0.697 1.008 0.628 0.469 1.790

Ⅲ 1.618 0.954 0.789 0.289 2.247

COD

Ⅰ 407.0 0.626 0.710 0.379 1.518

Ⅱ 151.0 0.823 0.726 0.564 1.451

Ⅲ 102.0 0.851 0.601 0.528 1.978

※ Ⅰ= annual precipitation < 508 mm
※ Ⅱ= 508 mm < annual precipitation < 1,016 mm
※ Ⅲ= annual precipitation > 1,016 mm

Table 4. Coefficients of the regression equation for the urban water pollutant load estimation (Driver and Tasker,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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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국내 도시유역의 특성을 고려한 

오염부하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도시오염부하량 산정시 연강

수량에 따라 코드 내에 고정된 값으로 용되어 있는 회귀식

의 계수들을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SWAT 모형의 소스 

코드를 수정하 다. 이를 통해 도심지역인 도 천 유역(D1)
의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여 회귀식 계수들을 수정한 후 보

정을 실시하 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도 천 유역 한 곳만

을 상으로 측정된 자료를 기반으로 도출한 회귀계수를 

용한 것이므로 국내의 모든 도시 유역의 특성에 용하는 것

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국내 도시 유역의 도시오염부하

량을 산정하기 해서는 여러 도시 유역을 상으로 측정된 

실측자료들을 활용하여 국내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 하여 

합한 회귀계수에 한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이
때, 타 토지이용의 특성이 최 한 반 되지 않도록 도시지역

이 토지이용의 부분을 차지하는 작은 도시 배수구역 단

를 상으로 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2.2.3 비 오염 취약 소유역 선정  감 효율 분석

비 오염 취약 소유역 선정을 해 수질 항목별 연간 비

오염부하량 크기에 따라 순 를 산정하고, 순 를 산술 평균

하여 소유역별 체 오염원에 한 비 오염부하량 순 를 

산정하 다. 다만 Fig. 9에서 알 수 있듯이, 도 천 유역은 

공지천 유역과 설성천 유역에 비해 유역 면 이 작고 소유역 

개수가 기 때문에 도 천 유역은 상  3개 소유역 그리고 

나머지 유역은 상  5개 소유역을 취약 소유역으로 선정하

다. 선정된 비 오염 취약 소유역에 리방안을 용할 때 

도시지역에는 LID를 용하 고 농 지역에는 밭으로 이용

되는 토지에 BMPs 시나리오를 용하 다. LID  BMPs 
용과 이에 따른 효율 분석은 다양한 선행 연구(Jang et al., 

2010; Lee et al., 2014; Lee et al., 2011; Narasimhan et al., 
2007)를 통해 용성 평가가 이루어진 SWAT 모형을 활용

하 다. SWAT 모형에서 리방안을 모의하는 방법은 자체 

모듈을 통해 직 으로 LID  BMPs를 모의하는 방법과 

기존 문헌을 통해 검증된 감효율 혹은 매개변수를 용하

여 모의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LID와 

BMPs를 모의하기 해 Arnold et al. (2012)이 기술한 각 

리방안별 용 방법과 Lee et al. (2014)이 제시한 리방안

별 매개변수 값을 활용하 다.
LID는 불투수면 감소를 통해 빗물의 표면유출을 이고, 

침투를 증가시켜 물순환 개선과 오염 감을 동시에 달성하

는 방법이다. LID의 종류에는 식생체류지, 침투도랑, 모래여

과장치, 식물재배화분, 투수성포장, 옥상녹화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WAT 모형을 이용하여 도 천 유역과 공지천 

유역 내 도시지역에 식생체류지, 침투도랑, 모래여과장치, 
식물재배화분, 투수성포장, 옥상녹화 6가지의 LID를 용하

여 유역별 LID 용에 따른 비 오염물질 감 효율을 분석

하 다. 
LID 용시에는 직 유출의 감소에 따라 질소 항목  

NO3-N에 한 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TN이 아닌 

NO3-N의 감효율을 평가하 다(Seo et al., 2017). 따라서 

LID 용에 따른 감효율 평가는 기본 으로 SS, NO3-N, 
TP를 상으로 하 으며, SWAT 모형은 투수성포장과 옥상

녹화에 하여 각각 SS, TP, 그리고 SS, NO3-N에 해서만 

감효율을 모의하기 때문에 투수성포장과 옥상녹화에 해

서는 해당 항목만을 상으로 평가하 다. 
BMPs는 강우유출수에 의해 농경지에서 발생되거나 발생 

후 하천으로 유입되는 토양유실량을 감시켜 농약 등과 같

은 비 오염 물질 발생량  하천 유입량을 감시킨다. 
BMPs의 종류에는 식생매트 투수롤, 다발형 식생수로 , 테
라스, 생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지천 유역과 설성

천 유역 내 농업지역에 식생매트 투수롤, 다발형 식생수로

, 테라스, 생  4가지의 BMPs를 용하여 유역별 

BMPs 용에 따른 비 오염물질(SS, TN, TP) 감 효율

을 분석하 다. 

3. Results and Discussion

3.1 모형 용성 평가 결과

도 천 유역에 해서는 TN 보정 시 도시오염부하량 산정 

회귀식(식 (1))의 , 에 0.45(Multiply), TP 보정시 0.1 

(Multiply)를 용하 다. 도 천 유역 말단(D1), 공지천 유

역 후하천 지 (G2), 공지천 유역 말단(G1), 설성천 유역 방

추천 합류  지 (S1)에 해 SWAT 모형의 유량  수질 

매개변수를 보정한 결과, 선정된 매개변수는 Table 5이며, 보
정 결과는 Fig. 4 ~ Fig. 8, Table 6과 같다. 유량  수질 모

든 항목에서 Moriasi et al. (2015)가 제시한 모형의 신뢰구간 

단 기 의 ‘만족’ ∼ ‘매우 좋음’에 해당되므로 SWAT 모
형의 용성이 높은 것으로 단된다(Table 6). 
이와 같이 모든 유역에서 반 으로 모의 정확도 평가 지

표 기 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유량, SS, TN, TP 모
두 반 인 추세를 잘 모의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하
지만 Fig. 4를 살펴보면, 유량의 경우 도 천 유역 말단(D1), 
공지천 유역 후하천 지 (G2)과 공지천 유역 말단(G1)에서

는 유량 구간에서 다소 작게 모의가 되는 경향이 나타났으

며, 설성천 유역 방추천 합류  지 (S1)은 고유량에서 크게 

모의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Fig. 5의 SS와 Fig. 6의 TN은 G1
과 G2에서 실측에 비해 다소 작게 모의되는 경향이 나타났

다. Fig. 7의 TP는 G1에서 실측에 비해 다소 작게 모의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3.2 비 오염 취약 소유역 선정 결과

비 오염 취약 소유역 선정을 해 수질 항목별 연간 비

오염부하량 크기에 따라 순 를 산정하고, 순 를 산술 평균

하여 소유역별 체 오염원에 한 비 오염부하량 순 를 

산정하 다. 이때, 도 천 유역은 상  3개 소유역 그리고 나

머지 유역은 상  5개 소유역을 취약 소유역으로 선정하

다. 도 천 유역의 소유역별 연간 비 오염 발생부하량 상  

3개의 소유역은 14번, 2번, 4번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비 오

염 취약 소유역으로 선정하 다(Table 7, Fig. 9). 도 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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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Description Variation Method D1 G1 G2 S1
ALPHA BF Baseflow alpha factor (1/days) Replace by Value 0.019 0.026 - 0.655

BC1 Rate constant for biological oxidation of NH4 to NO2 in 
the reach at 20℃ in well-aerated conditions (day-1) 

Replace by Value - - - 0.12

BC3 Rate constant for hydrolysis of organic N to NH4 in the 
reach at 20℃ (day-1)

Replace by Value 0.386 - - -

BC4
Rate constant for mineralization of organic P to dissolved P 

in the reach at 20℃ (day-1) Replace by Value - - - 0.08

CANMX Maximum canopy storage Replace by Value 10.915 - - -
CDN Denitrification exponential rate coefficient Replace by Value 2.596 - 0.57 0.003

CH_K2 Effective hydraulic conductivity in the main channel 
alluvium (mm/hr) Replace by Value 58.905 26.318 - 23.25

CH N1 Manning’s “n” value for the tributary channels Replace by Value 0.6 - - -
CH N2 Manning’s N value for the main channel Replace by Value 0.011 0.126 - 0.665

CMN Rate factor for humus mineralization of active organic 
nutrients (N and P) Replace by Value 0.002 - - -

CN2 Initial SCS runoff curve number for moisture condition II Multiply by Value 0.807 0.803 0.823 1.006
DRYDEP_N

H4
Atmospheric dry deposition of ammonium (kg/ha/yr) 

for entire watershed Replace by Value - - 0.532 -

EPCO Soil evaporation compensation factor Replace by Value - - 0.216 -
ESCO Plant uptake compensation factor Replace by Value 0.165 - 0.717 0.835

GW DELAY Groundwater delay Multiply by Value 21.905 - 23.91 -
GW REVAP Groundwater “revap” coefficient Replace by Value 0.02 0.0289 - -

GWQMN Threshold depth of water in the shallow aquifer required 
for return flow to occur Replace by Value 1,072.56 - 1,683.77 -

GWSOLP Concentration of soluble phosphorus in groundwater 
contribution to streamflow from subbasin(mg P/L or ppm) Replace by Value - - - 2.391

HLIFE N Half-life of nitrate in the shallow aquifer (days) Replace by Value - - - 179

K_P Michaelis-Menton half-saturation constant for phosphorus 
(mg P/L) Replace by Value 0.001 - - -

LAT ORGN Organic N in the baseflow (mg/L) Replace by Value - 7.6154 11.905 2.38
LAT ORGP Organic P in the baseflow (mg/L) Replace by Value - - - 0.46
N UPDIS Nitrogen uptake distribution parameter Replace by Value 1.11 - 1.68 66.5
NPERCO Nitrate percolation coefficient Replace by Value 0.064 - - -

OV_N Manning's "n" value for overland flow Replace by Value 5.86(impervious)
0.51(pervious) 5.75 - -

P UPDIS Phosphorus uptake distribution parameter Replace by Value 67.196 - 48.245 8.37
PHOSKD Phosphorus soil partitioning coefficient (m3/Mg) Replace by Value 123 - 193.81 134
PPERCO Phosphorus percolation coefficient (10 m3/Mg) Replace by Value 14 - - -

PRF Peak rate adjustment factor for sediment routing
in the main channel Replace by Value 0.381 - 1.29 1.349

RS2
Benthic (sediment) source rate for dissolved phosphorus in 

the reach at 20℃(mg dissolved P/(m2ㆍday)) Replace by Value - - - 0.01

RS3 Benthic source rate for NH4-N in the reach at 20℃ 

(mg NH4-N/(m2ㆍday))
Replace by Value 0.014 - - -

RS4
Rate coefficient for organic N settling in the reach at 20℃ 

(day-1) Replace by Value 0.093 - 0.095 -

RS5
Organic phosphorus settling rate in the reach at 20℃ 

(day-1) Replace by Value 0.085 - - 0.0012

SDNCO Denitrification threshold water content Replace by Value 0.43 - - -
SLSOIL Slope length for lateral subsurface flow (m) Multiply by Value - - - 2.9

SLSUBBSN Average slope length Multiply by Value 0.8 - 0.83 -
SOL ALB Moist soil albedo Multiply by Value 1.013 - - -

SOL_AWC
Available water capacity of the soil layer 

(mm H2O/mm soil) Multiply by Value 0.80(impervious)
1.21(pervious) - 0.769 -

SOL CBN Organic carbon content (% soil weight) Replace by Value - - 1.48 -
SOL K Saturated hydraulic conductivity (mm/hr) Multiply by Value 0.823 - 1.167 -

SOL LABP Initial labile (soluble) P concentration in surface soil layer Replace by Value 1.017 1.822 - 12.316

SOL_NO3 Initial NO3 concentration in the soil layer 
(mg N/kg soil or ppm)

Replace by Value - - 22.61 -

SOL_ORGN Initial organic N concentration in the soil layer 
(mg N/kg soil or ppm) Replace by Value 0.106 - - -

SOL_ORGP Initial organic P concentration in soil layer 
(mg P/kg soil or ppm) Replace by Value - - - 3.98

SOL Z Maximum rooting depth of soil profile (mm) Multiply by Value 1.186 - 0.832 -
SPCON Linear parameter for calculating sediment in Grassed 

waterways Replace by Value - - 0.001 0.0027

USLE K USLE equation soil erodibility (K) factor Add to Value - -0.127 - -
USLE P USLE equation support practice factor Replace by Value 0.68 0.41 - -

※ - : Default value

Table 5. Parameters calibrated for Dochoncheon, Gongjicheon and Seolseongcheon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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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내 취약 소유역의 면 은 총 0.44 km2이며, 체 유역 면

 비 22.2%를 차지한다. 이  시가화 건조지역이 50.68%
로 가장 큰 비율을 구성하고 있으며 산림이 39.56%, 지가 

9.75%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체 도 천 유역에서 발생

되는 연간 SS, TN, TP 부하량  취약 소유역에서 발생되는 

연간 SS, TN, TP 부하량은 각각 52.4%, 38.3%, 46.7%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지천 유역의 소유역별 연간 비 오염 발생부하량 상  5

개 소유역은 Fig. 10에서와 같이 61번, 1번, 2번, 14번, 30번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번, 2번, 14번 소유역은 앞서 언 한 

하천 정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후하천이 치한 소유역으

로 일반 인 상황이 아닌 특수한 상황으로 단하여, 비 오

(a) Dochoncheon (D1) (b) Gongjicheon (G1)

(c) Gongjicheon (G2) (d) Seolseongcheon (S1) 

Fig. 4.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of flow.

(a) Dochoncheon (D1) (b) Gongjicheon (G1)

(c) Gongjicheon (G2) (d) Seolseongcheon (S1) 

Fig. 5.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of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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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취약 소유역 선정에서는 배제하 다. 따라서 공지천 유역

의 연간 비 오염 발생부하량에 따른 비 오염 취약 소유역

은 후하천이 치한 소유역(1번, 2번, 14번, 24번)을 배제한 

나머지 소유역  61번, 30번, 12번, 20번, 29번으로 선정하

다(Table 7, Fig. 9). 공지천 유역 내 취약 소유역의 면 은 

총 9.17 km2이며, 체 유역 면  비 20.3%를 차지한다. 

이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41.64%, 농경지 29.14%, 시
가화 건조지역이 22.26%, 지와 나지는 각각 4.92%, 2.03%
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체 공지천 유역에서 발생되는 

연간 SS, TN, TP 부하량  취약 소유역에서 발생되는 연간 

SS, TN, TP 부하량은 각각 8.4%, 17.0%, 1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Dochoncheon (D1) (b) Gongjicheon (G1)

(c) Gongjicheon (G2) (d) Seolseongcheon (S1) 

Fig. 6.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of TN.

(a) Dochoncheon (D1) (b) Gongjicheon (G1)

(c) Gongjicheon (G2) (d) Seolseongcheon (S1) 

Fig. 7.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of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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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성천 유역의 소유역별 연간 비 오염 발생부하량 상  5
개의 소유역은 1번, 5번, 41번, 17번, 28번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비 오염 취약 소유역으로 선정하 다(Table 7, Fig. 9). 
설성천 유역 내 취약 소유역의 면 은 총 13.11 km2이며, 
체 유역 면  비 35.0%를 차지한다. 이  농경지가 

61.32%로 가장 많은 비율을 구성하고 있으며, 산림 24.27%, 
시가화건조지역이 8.34%, 지가 3.68%, 나지와 수역은 각

각 1.34%, 1.05%로 구성되어 있다. 체 설성천 유역에서 발

생되는 연간 SS, TN, TP 부하량  취약 소유역에서 발생되

는 연간 SS, TN, TP 부하량은 각각 38.2%, 38.9%, 3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모의 결과 용에 따른 감효율 분석

3.3.1 리방안 용시 비 오염 취약 소유역에서의 감

효율

본 연구에서는 비 오염 취약 소유역에 리방안을 용할 

때 도시지역에는 LID를 용하 고 농 지역에는 농경지  

밭으로 이용되는 토지에 BMPs 시나리오를 용하 다. 이
때, 동일한 유역에서는 각각의 LID 혹은 BMPs를 동일한 면

에 용하 으며, 이를 통해 리방안별 감효율을 분석

하 다.
도 천 유역의 비 오염 취약 소유역은 시가화건조 지역이 

50.68%로 구성되어 도시지역 LID를 용하 다. 비 오염 

취약 소유역에 LID를 용한 후 각각의 리방안 용에 따

른 용 ㆍ후의 감량을 비교하고 감효율을 확인하

다(Table 8). 각 리방안별 효율은 Arnold et al. (2012)이 제

시한 효율을 용하 다. 식생체류지의 SS, TN, TP의 효율

은 각각 80%, 50%, 60%를 용하 으며, 침투도랑은 각각 

80%, 60%, 60%, 모래여과장치는 각각 80%, 25%, 50%, 식
물재배화분은 각각 80%, 40%, 60%를 용하 다. 한 투

수성포장은 SS와 TP에 각각 80%, 80%,를 용하 으며, 옥
상녹화는 SS와 TN에 각각 85%, 25%를 용하 다. 이때, 
LID를 용한 도 천 유역 내 도시지역의 면 은 체 유역

면 의 5.6%, 취약 소유역면 의 25.0%를 차지한다. 도시 

LID를 용하기  도 천 유역 취약 소유역에서 오염원의 

발생부하량을 살펴보면 SS는 29.55 ton/yr 발생하 으며 

NO3-N는 20.62 kg/yr이 발생하 고 TP는 8.18 kg/yr이 발생

하 다.
도 천 유역에 도시 LID를 용했을 때, SS의 감효율은 

식물재배화분에서 1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투수성

포장에서 8.7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NO3-N의 감효율

은 침투도랑에서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옥상녹화

와 모래여과장치에서 2.2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P의 

감효율은 식물재배화분에서 20.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모래여과장치에서 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감효율

을 확인한 결과, 세 가지 수질항목  TP의 감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low SS TN TP
R2 NSE R2 NSE R2 NSE R2 NSE

Dochoncheon (D1) 0.76 0.71 0.70 0.64 0.72 0.71 0.68 0.61
Gongjicheon (G1) 0.93 0.61 0.85 0.51 0.59 0.59 0.85 0.67
Gongjicheon (G2) 0.87 0.78 0.84 0.55 0.77 0.72 0.83 0.82

Seolseongcheon (S1) 0.74 0.71 0.53 0.53 0.54 0.52 0.52 0.50
Seolseongcheon (S2) 0.80 0.81 - - - - - -

Table 6. Statistical comparison between observed and simulated flow, SS, TN and TP

Fig. 8. Reservoir simulation result of the Yongpung reservoir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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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watershed

Dochoncheon Gongjicheon Seolseongcheon

Ranking Ratio of 
urban area

Ratio of 
rural area Ranking Ratio of 

urban area
Ratio of 

rural area Ranking Ratio of 
urban area

Ratio of 
rural area

1 15 78.3 0.0 2 11.2 19.9 1 3.4 57.6
2 2 60.1 0.0 3 8.9 58.6 40 2.6 96.1
3 23 100.0 0.0 31 89.7 0.7 39 0.0 99.0
4 3 65.8 0.0 12 70.0 3.1 11 0.0 76.4
5 16 100.0 0.0 29 1.7 20.6 2 11.1 43.9
6 18 100.0 0.0 48 87.8 0.6 15 0.6 64.7
7 9 21.8 22.0 38 13.5 21.9 25 7.9 79.8
8 7 29.9 25.4 46 4.7 49.8 41 0.0 100.0
9 3 61.9 3.6 19 47.3 15.7 22 5.8 83.8
10 12 89.6 0.0 43 94.3 0.0 7 10.6 68.0
11 6 27.1 0.0 31 85.7 0.0 26 1.8 0.4
12 14 26.2 0.0 6 42.1 4.9 18 33.5 9.9
13 13 10.4 0.0 41 2.7 26.0 20 7.8 35.9
14 1 44.9 0.0 3 25.0 23.9 23 16.3 73.9
15 8 72.2 0.0 30 0.5 11.2 21 2.9 76.3
16 3 18.7 0.0 58 32.0 60.3 35 0.0 87.6
17 17 5.3 0.0 28 9.4 47.1 4 7.8 72.0
18 24 0.0 0.0 21 56.7 12.9 37 0.2 91.4
19 20 0.0 0.0 9 21.6 51.5 8 19.4 66.3
20 25 0.0 0.0 7 53.4 11.8 13 3.5 91.5
21 20 0.0 0.0 18 71.7 3.0 14 8.8 80.2
22 10 9.7 2.8 20 64.6 1.1 6 5.4 79.8
23 11 20.8 0.0 61 62.5 0.0 24 1.1 10.7
24 19 0.0 0.0 26 44.8 23.3 32 0.0 16.3
25 22 0.0 0.0 47 45.1 9.9 28 0.0 30.3
26 - - - 48 39.2 32.8 38 0.0 77.5
27 - - - 34 5.1 41.8 31 0.0 90.9
28 - - - 36 0.0 8.7 5 7.4 65.7
29 - - - 8 7.5 74.1 12 0.6 81.6
30 - - - 5 23.3 20.3 27 12.5 67.4
31 - - - 45 7.0 9.0 19 0.6 85.3
32 - - - 52 5.5 29.0 33 6.2 90.0
33 - - - 23 25.8 34.8 16 6.2 88.1
34 - - - 42 4.8 9.5 29 2.8 44.2
35 - - - 50 9.1 46.2 34 1.4 68.4
36 - - - 55 0.0 0.0 17 6.7 82.8
37 - - - 57 0.0 0.0 36 0.1 33.9
38 - - - 51 0.2 22.2 30 5.8 77.8
39 - - - 10 23.0 17.3 9 4.6 72.2
40 - - - 53 68.5 24.3 10 10.4 62.1
41 - - - 16 7.5 51.8 3 16.8 70.3
42 - - - 40 20.9 17.0 - - -
43 - - - 27 5.5 39.8 - - -
44 - - - 44 3.1 82.6 - - -
45 - - - 31 1.9 9.7 - - -
46 - - - 11 4.7 17.1 - - -
47 - - - 59 13.2 76.7 - - -
48 - - - 23 13.1 68.4 - - -
49 - - - 60 18.4 72.4 - - -
50 - - - 15 18.1 28.2 - - -
51 - - - 22 4.7 21.3 - - -
52 - - - 12 3.5 40.6 - - -
53 - - - 54 21.0 77.9 - - -
54 - - - 37 5.6 32.2 - - -
55 - - - 55 7.8 67.7 - - -
56 - - - 38 6.6 48.2 - - -
57 - - - 25 1.2 13.0 - - -
58 - - - 35 1.4 30.7 - - -
59 - - - 17 8.7 25.8 - - -
60 - - - 14 4.0 20.1 - - -
61 - - - 1 6.6 32.1 - - -

Table 7. Pollutant load rankings and ratios of urban and rural areas to each sub-watersh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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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천 유역의 비 오염 취약 소유역은 29.14%가 농경지, 
22.26%는 시가화 건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유역은 

농경지와 시가화 지역이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

토지이용 유역이므로 시가화 건조지역에는 도시 LID를 용

하 으며 농경지에는 농업 BMPs를 용하 다. 비 오염 

취약 소유역에 LID와 BMPs를 용한 후 각각의 리방안 

용에 따른 용 ㆍ후의 감효율을 확인하 다(Table 8
와 Table 9). 이때, LID를 용한 공지천 유역 내 도시지역의 

면 은 체 유역면 의 4.5%, 취약 소유역면 의 22.2%를 

차지하며, BMPs를 용한 공지천 유역 내 농 지역의 면

은 체 유역면 의 3.4%, 취약 소유역면 의 16.8%를 차지

한다. 도시 LID  농업 BMPs를 용하기  공지천 유역 

취약 소유역에서 오염원의 발생부하량을 살펴보면 SS는 

138.69 ton/yr 발생하 으며 TN은 58,620.29 kg/yr, NO3-N는 

3,250.24 kg/yr 발생하 고 TP는 323.03 kg/yr 발생하 다. 
공지천 유역의 시가화 건조 지역에 도시 LID를 용했을 

때, SS의 감효율은 식물재배화분에서 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투수성포장에서 0.5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NO3-N의 감효율은 침투도랑에서 7.73%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옥상녹화에서 3.0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 TP
의 감효율은 식생체류지에서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모래여과장치에서 1.6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감효

율을 확인한 결과, 세 가지 수질항목  NO3-N의 감효율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천 유역과 공지천 유역 모두 도시지역에 LID를 용

하 으나 도 천 유역에 비해 공지천 유역의 감효율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 천 유역 비 오염 취약 소유

역 내 산림을 제외한 지역이 부분 시가화건조지역인 반면, 
공지천 유역의 경우 시가화건조지역과 농 지역이 비슷한 

비율을 구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농 지역의 경우 

시가화건조지역에 비해 강우시 토양 유실로 인한 비 오염

물질의 유출이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지천 유역의 경우 

LID를 용한 경우라도 취약 소유역 내 농 지역에서 발생

하는 비 오염물질의 부하량에는 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

에 도 천 유역에 비해 감효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토지이용 특성뿐만 아니라 공지천 유역의 경

우 도 천 유역에 비해 취약 소유역 면  비 상 으로 

은 면 에 LID가 용된 것도 공지천 유역의 LID 감 효

율이 상 으로 낮게 나온 원인으로 단되었다. 더욱이, 
비 오염 리방안을 용하지 않은 재 조건에서 도 천 

유역에 비해 공지천 유역 취약 소유역 내 오염원의 발생부하

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듯 체 취약 소유역면  

비 LID 용면 과 시가건조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

량의 차이로 인해 공지천 유역에서 감효율이 낮게 나타나

(a) Dochoncheon

(b) Gongjicheon (c) Seolseongcheon

Fig. 9. Ranking of pollutant loads for each sub-watershed and the selected vulnerable sub-watersheds.



최유진ㆍ이서로ㆍ금동혁ㆍ한정호ㆍ박운지ㆍ김종건ㆍ임경재

한국물환경학회지 제36권 제5호, 2020

418

는 것으로 단된다.
공지천 유역의 농 지역에 농업 BMPs를 용했을 때, SS

의 감효율은 테라스농법에서 22.11%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식생매트투수롤에서 8.2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N
의 감효율은 3 m 폭의 생 에서 4.71%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식생매트투수롤에서 0.0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 TP의 감효율은 식생매트투수롤에서 6.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테라스농법에서 2.78%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감효율을 확인한 결과, 세 가지 수질항목  SS의 

감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지천 유역에 

BMPs를 용했을 때에 비해 LID 용했을 때 SS의 감효

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ID를 용한 지역이 불투

수 지역이라 주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덮여 있어 BMPs
를 용했을 때에 비해 상 으로 SS의 감효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식생매트투수롤과 다발형식생수로 에 한 BMPs 매개변

수는 SS 감효율 산정 자료를 기반으로 도출된 USLE P 값
을 이용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질소나 인에 한 감효과 모

의에는 실측 자료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 정확한 질소와 

인의 감효율 산정을 해서는 추가 인 모니터링을 통한 

매개변수 도출 연구가 필요하다. 한 식생매트투수롤과 다

발형식생수로 은 경사도 7∼13% 구간(Lee et al., 2014), 테
라스농법은 경사도 25% 미만 구간(Neitsch, 2011; Wischmeier 
and Smith, 1978)이 용 범 로 제시되어 있어, 공지천 유

역의 경우 설성천에 비해 취약 소유역 면  비 작은 면

에 BMPs가 용되었으며, 유역의 평균 인 경사도가 비교

 높아서 상 으로 다른 유역에 비해 감효율이 낮게 나

타난 것으로 단된다. 
설성천 유역의 비 오염 취약 소유역은 61.32%가 농경지

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농업 BMPs를 용하 다. 비 오염 

취약 소유역에 BMPs를 용한 후 각각의 리방안 용에 

따른 용 ㆍ후의 감량을 비교하고 감효율을 확인하

다(Table 9). 식생매트투수롤과 다발형식생수로 은 Lee et 
al. (2014)이 제시한 89%와 94%를 각각 용하 으며, 테라

스는 Wischmeier and Smith (1978)와 Neitsch (2011)이 제시

한 경사에 따른 효율을 용하 다. 생 는 1 m와 3 m 두 

가지로 용하 다. 이때, BMPs를 용한 공지천 유역 내 

농 지역의 면 은 체 유역면 의 7.7%, 취약 소유역면

의 35.0%를 차지한다. 농업 BMPs를 용하기  설성천 유

역 취약 소유역에서 오염원의 발생부하량을 살펴보면 SS는 

2,752.93 ton/yr 발생하 으며 TN은 13,218.87 kg/yr 발생하

고 TP는 3,858.04 kg/yr 발생하 다. 
설성천 유역에 농업 BMPs를 용했을 때, SS의 감효율

은 테라스농법에서 77.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 m 폭
의 생 에서 28.8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N의 감효

율은 3 m 폭의 생 에서 10.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식생매트투수롤에서 4.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 TP의 

감효율은 테라스농법에서 18.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식생매트투수롤에서 13.1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감

효율을 확인한 결과, 세 가지 수질항목  SS의 감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지천 유역과 설성천 유역 모두 농 지역에 BMPs를 

용하 으나 설성천 유역에 비해 공지천 유역의 감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성천 유역 비 오염 취약 소

유역 내 농업지역이 비 오염 취약 소유역 면  비 61.3%
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공지천 유역의 경우 농업지역이 비

오염 취약 소유역 면  비 29.1%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보

여진다. 설성천 유역의 농업지역 면 의 비율이 공지천 유역

Dochoncheon Gongjicheon
SS (%) NO3-N (%) TP (%) SS (%) NO3-N (%) TP (%)

Bioretention 10.79 3.89 19.46 0.67 6.64 2.04
Infiltration trench 12.13 4.52 18.72 0.75 7.73 1.70

Sand filter 10.79 2.26 17.00 0.67 3.84 1.63
Planter box 13.08 4.43 20.35 0.80 7.58 1.91

Porous pavement 8.77 - 18.71 0.54 - 2.00
Green roof 11.46 2.26 - 0.60 3.05 -

Table 8. Reduction efficiency of LID in the Dochoncheon and Gongjicheon watersheds

Gongjicheon Seolseongcheon

SS (%) TN (%) TP (%) SS (%) TN (%) TP (%)

Vegetation mat with infiltration roll  8.23 0.05 2.78 64.02  4.90 13.15

Roll type vegetation channel  9.60 0.06 3.28 67.60  5.89 15.55

Terrace 22.11 0.12 6.51 77.75  7.36 18.79

Filter strip (1 m width) 13.07 3.40 4.01 28.82  7.18 15.09

Filter strip (3 m width) 18.10 4.71 5.56 45.15 10.02 16.88

Table 9. Reduction efficiency of BMPs in the Gongjicheon and Seolseongcheon watersh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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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크기 때문에 체 유역면  비 BMPs의 용면

이 넓은 설성천 유역의 감효율이 더 높은 것으로 단

된다.

3.3.2 리방안 용시 유역 최종 유출구에서의 감효율

도시 LID를 용하기  도 천 유역 말단 소유역에서 오

염원의 발생부하량을 살펴보면 SS는 12.07 ton/yr 발생하

으며 NO3-N는 38.37 kg/yr이 발생하 고 TP는 11.61 kg/yr
이 발생하 다. 도 천 유역에 도시 LID를 용했을 때, SS
의 감효율은 식물재배화분에서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투수성포장에서 2.4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NO3-N
의 감효율은 침투도랑에서 2.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옥상녹화와 모래여과장치에서 1.19%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한 TP의 감효율은 식물재배화분에서 13.67%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래여과장치에서 11.4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각각의 LID 감효율을 확인한 결과, 세 가지 수

질항목  TP의 감효율이 모든 LID에 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도시 LID  농업 BMPs를 용하기  공지천 유역 말단 

소유역에서 SS는 1,803.07 ton/yr, TN은 177,802.88 kg/yr, 
NO3-N는 10,175.45 kg/yr, TP는 1,431.54 kg/yr 발생하 다. 
공지천 유역의 시가화 건조 지역에 도시 LID를 용했을 때, 
SS의 감효율은 식물재배화분과 침투도랑에서 0.06%로 가

장 높고, 투수성포장에서 0.0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NO3-N의 감효율은 침투도랑에서 2.58%로 가장 높고, 옥
상녹화에서 1.0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 TP의 감효

율은 식생체류지에서 0.4%로 가장 높고, 모래여과장치에서 

0.3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감효율을 확인한 결과, 세 

가지 수질항목  NO3-N의 감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10). 

공지천 유역의 농 지역에 농업 BMPs를 용했을 때, SS
의 감효율은 테라스농법에서 1.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식색매트투수롤에서 0.6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N의 

감효율은 3 m 폭의 생 에서 1.71%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식생매트투수롤에서 0.0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 TP의 감효율은 식생매트투수롤에서 0.5%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테라스농법에서 1.18%로 가장 낮게 나타났

다. 감효율을 확인한 결과, 세 가지 수질항목  SS의 

감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농업 BMPs를 용하기  설성천 유역 말단 소유역에서 

오염원의 발생부하량을 살펴보면 SS는 2,438.90 ton/yr, TN
은 26,092.38 kg/yr, TP는 9,925.38 kg/yr 발생하 다. 설성천 

유역에 농업 BMPs를 용했을 때, SS의 감효율은 다발형

식생수로 에서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 m 폭의 

생 에서 1.2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N의 감효율은 

3 m 폭의 생 에서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식생

매트투수롤에서 2.0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 TP의 

감효율은 테라스농법에서 6.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 
m 폭의 생 에서 4.0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각각의 

BMP별 감효율을 확인한 결과, 세 가지 수질항목  SS의 

감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유역별로 리방안을 용한 면 은 도 천은 5.6%, 공지

천의 도시지역은 4.5%, 농 지역은 3.4%, 설성천은 7.7%로 

세 개의 유역 모두 유역 체면  비 10%가 되지 않는다. 
그에 따라 비 오염 취약 소유역에서의 감효율에 비해 말

단에서의 감효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지천 유

역의 경우 리방안을 용한 면 이 유역 체 면 의 5% 
미만으로 다른 유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지천 유역은 도시지역과 농 지역이 고르게 분포되어있는 

복합유역이므로 LID와 BMPs를 모두 용할 경우, 다른 유

Dochoncheon Gongjicheon

SS (%) NO3-N (%) TP (%) SS (%) NO3-N (%) TP (%)

Bioretention 3.04 2.05 13.08 0.05 2.21 0.40
Infiltration trench 3.43 2.39 12.58 0.06 2.58 0.33

Sand filter 3.04 1.19 11.42 0.05 1.28 0.32
Planter box 3.83 2.34 13.67 0.06 2.53 0.37

Porous pavement 2.45 - 12.58 0.04 - 0.39
Green roof 3.23 1.19 - 0.05 1.02 -

Table 10. Reduction efficiency of LID at the final outlet in the Dochoncheon and Gongjicheon watersheds

Gongjicheon Seolseongcheon
SS (%) TN (%) TP (%) SS (%) TN (%) TP (%)

Vegetation mat with infiltration roll 0.63 0.01 0.50 3.08 2.05 4.44
Roll type vegetation channel 0.74 0.02 0.59 3.19 2.47 5.25

Terrace 1.71 0.03 1.18 3.11 2.95 6.22
Filter strip (1 m width) 1.01 1.23 0.73 1.29 2.93 4.07
Filter strip (3 m width) 1.39 1.71 1.02 1.86 4.09 5.64

Table 11. Reduction efficiency of BMPs at the final outlet in the Gongjicheon and Seolseongcheon watersh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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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 비하여 감효율이 낮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따라

서 토지이용 특성을 고려한 효율 인 리방안의 용을 

해서는 넓고 다양한 지역에 리방안을 용할 필요가 있으

며, 단일기법이 아닌 단일기법들의 복합 인 용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4. Conclusion

최근 도시화  벌채에 따른 토지이용변화의 향으로 강

우시 유출량이 증가, 건기시 하천유량의 감소 등 유역 내 물

순환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 토지이용변화는 하

천 수질오염에 큰 향을 미치는 비 오염원의 유출 특성 변

화를 래하며 이에 따라 효과 인 하천 수질 개선을 해 

비 오염원 리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효율 인 비

오염원 리를 해서는 토지이용 특성을 고려한 비 오

염 리방안별 감 효율을 정확하게 악하는 것이 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비 오염원 특성 

분석을 통해 비 오염 리 요성을 악하고, 비 오염 

리방안에 따른 토지이용 특성을 고려한 비 오염 감효율

을 분석하기 해 수행되었다. 
토지이용 특성을 고려한 비 오염 리방안 시나리오를 구

성하고 토지이용에 따른 비 오염 리방안별 감효율을 

산정하기 해 비 오염원 취약 소유역을 선정한 결과, 도
천 유역의 상  3개 소유역과 공지천 유역  설성천 유역의 

상  5개 소유역이 비 오염원 취약 소유역으로 선정되었다. 
도시지역의 비 오염 취약 소유역에 LID 용시 도 천 유

역에서 SS, NO3-N, TP의 평균 감효율은 각각 11.17%, 
3.47%, 18.85%로 나타났으며, 공지천 유역에서는 각각 

0.67%, 5.77%, 1.86%로 나타났다. 한 농 지역에 BMPs 
용시 공지천 유역에서 SS, TN, TP의 평균 감효율은 각

각 14.22%, 1.67%, 4.43%로 나타났으며, 설성천 유역에서는 

각각 57.29%, 7.48%, 14.84%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용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의 분석 결과, 용 면 이 넓은 BMPs
의 효과가 LID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  테라스 농법

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용한 식생매트 투수롤과 다발형 식생수로

은 토양유실량 감에 한 USLE P 값을 도출한 것이므로 

질소나 인과 같은 양염류 감효과에는 불확실성을 내포

하고 있다. 한 연구에서 용한 BMPs  LID 일부 특성

인자들은 해외 문헌 등에서 산정한 값을 사용하여 국내 유역

에 그 로 용하 기 때문에 비 오염 감 효율에 한 불

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유역 특성에 맞는 합리

 결과 도출을 해서는 실제 개별 리방안 모니터링을 통

한 특성인자 도출  감효율 정량화 연구가 필요하다. 이
를 통해 국내의 다양한 개별 리방안들의 복합 인 공간 분

포에 따른 수질 개선효과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뿐만 아

니라 본 연구에 용한 LID와 BMPs는 용 면 이나 치

에 따라서 감효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감

효율 분석과 효율성 증진을 해서는 정규모 산정  최

지 선정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

서는 LID, BMPs의 여러 가지 리방안  단일 기법만을 

획일 으로 용ㆍ평가하 다. 향후 여러 가지 단일 기법을 

복합 으로 용하여 가장 효율 인 비 오염 리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통해 유역 

내 토지이용 특성  비 오염 특성에 따른 효율 인 리방

안의 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도 천 유역, 공지천 유역, 설성천 

유역에서의 비 오염원 최 리를 한 과학  근거 자료 

제공  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 되며, 비 오염원 

최 리를 한 제도  기반구축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도시ㆍ농업ㆍ복합 토지이용에서의 비 오염 

리방안의 효율을 확인하 으므로 향후 토지이용이 변화하

는 지역에서 토지이용변화에 따라 합한 비 오염 리방

안을 선정하는데 있어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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