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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WAT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MODFLOW (Modular Groundwater Flow) is a coupled model that linking semi-distributed 

watershed hydrology with fully-distributed groundwater behavior. In this study, the groundwater simulation results of SWAT and 

SWAT-MODFLOW were compared for Bokhacheon watershed in Namhan river basin. The models were calibrated and validated with 

9 years (2009~2017) daily streamflow (Q) data of Heungcheon (HC) water level gauge station and the daily groundwater level observation

data of Yulheon (YH). For SWAT, the groundwater parameters of GW_DELAY, GWQMN, and ALPHA_BF affecting baseflow and 

recession phase were treated. The SWAT results showed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of 0.7 and Nash-Sutcliffe model efficiencies

(NESQ, NSEinQ) for Q and 1/Q with 0.73 and -0.1 respectively. For SWAT-MODFLOW, the spatio-temporal aquifer hydraulic 

conductivity (K, m/day), specific storage (Ss, 1/m), and specific yield (Sy) were applied. The SWAT-MODFLOW showed R2, NSEQ, and 

NSEinQ of 0.69, 0.74, and 0.51 respectively. The SWAT-MODFLOW considerably enhanced the low flow simulation with the help of 

aquifer physical information. The total streamflow of SWAT and SWAT-MODFLOW were 718.6 mm and 854.9 mm occupying baseflow 

of 342.9 mm and 423.5 m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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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T-MODFLOW를 활용한 남한강 복하천유역의 지하수 모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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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SWAT (Soil Water Assessment Tool)-MODFLOW은 준분포형 연속강우유출모형과 분포형 지하수 모형을 결합한 모델이다. 본 연구는 남한강

에 위치한 복하천 유역의 지하수에 대해 SWAT과 SWAT-MODFLOW의 모의결과를 비교평가 하였다. 두 모델간의 비교에 앞서 각 모델은 유역 내

흥천 수위 관측소의 일별 유출량 자료와 율현 지하수위 관측데이터의 9년(2009 ~ 2017년)의 자료로 보정 및 검증되었다. SWAT의 경우 기저유

량과 감수위에 영향을 주는 GW_DELAY, GWQMN과 ALPHA_BF를 이용하여 보정하였고 그 결과 결정계수(R2)는 0.70, Nash-sutcliffe 모델효

율(NSEQ, NSEinQ)은 각각 0.73, -0.1을 나타냈다. SWAT-MODFLOW의 경우는 토양속성별 대수층 수리전도도(K, m/day), 비저류량(Ss, 1/m), 

비산출량(Sy) 및 유효토심(m) 자료가 추가로 적용되었다. 동일 기간의 모의 결과 R2, NSEQ, NSEinQ는 각각 0.69, 0.74, 0.51을 나타냈다. 특히, 

SWAT-MODFLOW 적용결과 대수층의 수리지질학적 자료 입력을 통해 저유량 모의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SWAT과 SWAT-MODFLOW의 총 

유출량은 각각 718.6 mm, 854.9 mm이며 기저유량은 각각 342.9 mm, 423.5 mm로 산정되었다.

핵심용어: SWAT, MODFLOW, 지하수, 대수층 특성, SWAT-MODF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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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하수는 전세계 담수 자원(34%)을 공급하는 귀중한 천연

자원으로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가뭄에 대응할 수 있

는 비상용수 또는 대체 수자원으로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Dar et al., 2010; Ghosh et al., 2016; Murmu et al., 2019). 제3

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6)에 따르면 전국의 지하수 이용

량의 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지하수위는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1994년 25.7억 m³이었던 지하수 이용

량은 2014년 41억 m³으로 약 60% 증가하여 지하수 이용량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형적 영향으로 유출량의 많은 부분이 바다

로 그냥 흘러나가 손실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

한 댐 설치 및 추가 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 확보의 필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물부족

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하천 주변의 지하수 함양량 및 적정 개

발량 산정문제, 과도한 하도유출 문제 등 명확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저유출은 하천으로 단기 유출되는 지하수로 그 자체로

서 중요할 뿐 아니라 여름철 홍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평수기 

및 갈수기 하천 유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갈수기 하천 

수질과 수생태계 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기후

변화에 의한 이상가뭄 발생 등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용수 또

는 대체 수자원으로서의 지하수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여

건에 따라 기저유출 확보 및 수질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장기적인 수자원 이용․관리 측면에 꼭 필요하다. 따라서 충분

한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역의 지하수량 거동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후변화에 의한 예측 및 대응이 가능한 해석

기술 개발이 요구되며, 특히 지하수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지하수위 및 충전량에 대한 효율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유역 유출모형

은 주로 지표수 관리문제에만 적용되어왔으며, 지하수 모형 

역시 대수층 관리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상호작용을 

고려한 통합해석기술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양한 수자원 현황 

분석을 통한 국내 지표수-지하수 연계기술 적용이 필요하다.

국내 지하수위 관련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Chung et al. 

(1994)는 MODFLOW를 이용하여 부곡온천의 지속적인 지

하수위 하강에 대비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을 추정하여 적정 양

수량을 결정하였으며, Hue (2003)는 지하수 유동성 파악을 위

해 MODFLOW에 기반암에 대한 수리전도도를 산정하여 검

토하여 유용성을 판단한 바 있다. 지하수의 변동특성으로 기저

유출 및 지하수위에 대해 Ryu et al. (2011)는 SWAT의 HRU

별 모의결과를 공간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매핑 모듈을 개

발하여 지표수 및 지하수 관리 기법을 제공하였으며, Lee et al. 

(2014)은 SWAT Bflow를 소양강 유역에 적용하여 기저유출 

비율을 산정하고 지하수 함양 및 기저유출량의 경향을 전망하

였다. Lee et al. (2018)은 SWAT 모형의 HRU를 이용하여 지

하수위를 검·보정하여 SWAT 모형 내 지하수위 산정기법을 

제시한 바 있으나 지하수 하강특성을 재현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다. 국외에서는 SWAT 모형을 이용하여 미시시피강 유역

의 지하수 함양을 추정하여 기저유출을 평가하였으며(Arnold 

et al., 2000), Liu et al. (2010)은 대만유역의 지하수 자원 지속 

가능한 활용 유지를 위해 MODFLOW를 이용하여 대수층의 

수리전도도와 저류계수를 이용해 지하수 흐름을 모의하였

고, Jang et al. (2018)은 인디애나에 있는 Upper white 유역의 

정확한 지표수와 지하수 흐름 파악을 위해 EFCM (Efficient 

Flow Calibration Method)을 개발하여 이에 매개변수로 지하

수 재충전 및 수리전도도를 사용해 SWAT 모형의 지표유출 

및 지하유출 흐름을 평가하였다.

이처럼 SWAT 모형을 이용해 지하수 모의를 실시하였지만, 

분포형 매개변수(투수계수, 저류계수 등)로 인해 공간적 변동

성을 고려하기 어려우며 계산된 지하수위의 공간적 분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Kim et al., 2006). 

반면, MODFLOW 모형의 경우 유역 토양속성과 하천수위를 

이용하여 지하수위를 산정하게 되며 지하수위 변동 및 유동해

석에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그러나 토양 내부로의 함양량을 

계산을 위한 방법인 토양의 다양한 피복과 경사 및 대수층 증

발산의 고려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Heo et al., 2017). 이에 

두 모형의 단점을 상호보완하고자 Sophocleous et al. (1997)

은 분포 매개변수를 가진 대수층과 변화하는 양수량을 모의할 

수 있는 통합 지표수-지하수 모형 SWATMOD를 개발하였으

며, Kim et al. (2004)은 준분포형 모형인 SWAT의 HRU를 분

포형 모형인 MODFLOW의 격자로 대응시키기 위해 DEM을 

이용한 HRU-GRID변환기법을 개발하여, 완전연동형 방식

으로 결합한 바 있다.

SWAT-MODFLOW 모형의 적용사례를 살펴보면, Kim 

et al. (2008)은 대수층의 수리전도도를 이용하여 지하수의 충

전량과 양수량을 산정하였으며, Kim et al. (2009)는 지하댐 

건설 예정지 하동군 횡천강 일대를 SWAT-MODFLOW를 통

해 지표수 및 지하수의 연계 해석을 실시해 지하수위 변화를 

예측하였고, Izady et al. (2015)는 SWAT-MODFLOW를 이

용하여 Neishaboor 유역에서의 지하수 충전량 추정을 하여 지

표수와 지하수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하수 흐름을 파악한 

바 있다. 또한, Goodarzi et al. (2016)은 SWAT 및 MOD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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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연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지하수 함양량 변화를 추

정하였고, Fatemeh et al. (2019)는 지하수위 변동 비교 결과 

MODFLOW보다 SWAT-MODFLOW가 지하수의 패턴과 크

기를 추적함에 뛰어나다 하였고, Liu et al. (2020)은 SWAT- 

MODFLOW 모델을 덴마크의 Uggerby 저수지 대상으로 사

용하였으며, 미래기후 시나리오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

문 변화를 예측하였다. 이처럼 SWAT-MODFLOW를 이용

한 지하수 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토

양 속성에 따른 지하수 변화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

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준분포형 장기유출모형인 SWAT모형

과 3차원 분포형 지하수 모형인 MODFLOW모형 두 모형을 

연계한 SWAT-MODFLOW 모형을 복하천 유역(303.8 km²)

내에서 토양 속성에 따른 대수층의 특성 수리전도도(1/day), 

비저류량(1/m), 비산출율 및 두께(m)를 고려하여 지하수 충전

량을 시공간적으로 분석하고 지하수위의 변동과 MODFLOW 

적용 전·후의 유출량을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Fig. 1).

2. SWAT 및 SWAT-MODFLOW

2.1 SWAT

SWAT (Arnold et al., 2000)은 물리적 기반의 준분포형 연

속강우유출모형으로서, 다양한 종류의 토양과 토지이용 및 

토지관리 상태에 따른 유출을 모의한다. SWAT은 물수지 방

정식에 근거를 두고 강수, 증발산량, 지표유출, 기저유출, 지하

수 등에 대한 모의를 각 수문반응단위(Hydrological Response 

Unit, HRU) 별로 계산할 수 있다(Neitsch et al., 2001). 

SWAT에서 일별 유출량은 SCS (Soil Conservation Service) 

CN (Curve Number) 방법으로 산정하고 측방유입량은 Kine-

matic Storage Model을 이용하며, 침투는 토층을 최대 10개

까지 세분화 하여 선형저수량 추적기법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지하수는 얕은 대수층과 깊은 대수층으로 나뉘며 얕은 대수층

은 지표면에서 대수층으로 침루된 유량으로 유역의 하천 회귀

수를 공급하고, 얕은 대수층으로 침투된 일부는 깊은 대수층

으로 공급되어 유역 밖으로 흘러나간다. 이때 지하수 충전량 

및 지하수위는 각각 Eqs. (1) and (2)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Fig. 1. Flow chart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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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매일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하수 혹은 기저유출

(mm H2O), 는 대수층의 수리전도도(mm/day), 는 지

하수시스템에 대한 분할경계 및 소유역에서 주 하천까지의 

거리(m), 는 일의 지하수위(m),  은 일의 지

하수위, 는 기저유출 하단계수, ∆는 단위시간(일), 

는 일에 대수층으로 들어가는 침투량, 그리고 는 얕은 

대수층의 비산출율 이다(Lee et al., 2018).

2.2 SWAT-MODFLOW

본 연구에서 사용한 SWAT-MODFLOW 연계 모델은 Bailey 

et al. (2016)이 SWAT 2012를 기반으로 MODFLOW-NMT

를 연동하도록 개발된 것으로 SWAT의 HRU에서 계산된 토

양함수대에서의 침루, 증발산, 하천의 수심을 MODFLOW 

격자(Disaggregated HRU, DHRU)로 변환하였다. 이는 준분

포형 모형인 SWAT에서는 계산하기 어려웠던 지하수위, 하천 

침윤, 지하수 흐름 등을 분포형 매개변수를 산정하여 계산하는 

방식이다. 지하수와 지표수의 상호작용은 Darcy의 법칙을 사

용하여 대수층과 하도 사이의 횡단면에 대한 체적 유량을 산정

한다 (Eq. (3)). 

  


 
  (3)

여기서, ≤은 대수층과 하도 사이의 횡단면에 대한 체적 유

량 (L3/T), 는 하상수리전도도(L/T), 은 하천 연장(L), 

은 하천의 윤변(L), 은 하천수위, 는 지하수두,  

하상 두께(L)이다. ≤이 음수일 경우 지하수가 하천으로 흐

르며, 양수일 경우 하천수가 대수층으로 스며든다. 이러한 계산

은 DHRU별로 계산된다. SWAT-MODFLOW는 Fig. 2와 같

이 연계과정을 통해 모의된다. 

3. 대상유역

복하천은 이천시, 여주시, 용인시가 포함되는 유역면적 

303.8 km2의 중규모 지류하천으로 이포보(IP)를 기점으로 

남한강과 합류한다. 복하천에 의해 이천, 여주일대는 충적토

가 발달하여 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전체 면적의 약 45%로 

분포되어 있어 지하수 개발밀도가 높아 지하수위가 매년 감소 

하고있다(Kim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복하천 출구인 IP

로부터 약 5.0 km 상류에 위치한 홍천 수위관측소(HC)를 유

역 출구로 하는 복하천 중상류 유역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설정

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의 면적은 290.7 km2으로서 복하천 유

역 전체의 95.7%를 차지한다(Fig. 3).

Fig. 2. Diagram of the coupled SWAT-MODFLOW model (Bailey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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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WAT-MODFLOW의 입력자료 구축

SWAT의 GIS 입력자료로 DEM (Digital Elevation Model)

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ter Management In-

formation System, WAMIS)의 30 m×30 m 해상도 자료(Fig. 4 

(a))를 이용하였다. 토양도는 농촌진흥청 흙토람의 1:25,000 

정밀토양도(Fig. 4(b))를 이용하였으며, 토지이용도는 환경

부의 2020년 세분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이를 8개 항

목(활엽수림, 침엽수림, 주거지, 논, 밭, 초지, 나지, 수역)으로 

분류하여 모형에 입력하였다(Fig. 4(c)). 유역 내 토양특성의 경

우 사양토(Sandy loam)와 양토(Loam)가 각각 54.4%, 27.9%

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있으며, 토지이용은 농지가 

44.9%, 산림이 38.8%로 구성되어 있다. 

SWAT의 기상입력자료는 이천관측소의 강수량(mm/day), 

최고·최저 기온(℃), 풍속(m/s), 상대습도(%), 일사량(MJ/m²)

에 대해 13년(2005 ~ 2017년)의 일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복

하천 유역의 유출량 검·보정을 위하여 환경부의 흥천수위관측

소 일유출량 자료를 구축하였다. 지하수위 자료는 유역 내 국가

지하수정보센터(National Groundwater Information Center, 

GIMS)의 이천율현(YH)의 충적 지하수 관측정에 의해 관측

된 지하수위 일자료를 사용하였다.

SWAT에서는 토양도(Fig. 4(b))와 토지이용도(Fig. 4(c))

Fig. 3. Study area

Fig. 4. GIS data of Bokhacheon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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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첩시켜 수문학적 반응단위인 HRU를 생성하게 되는데 

HRU는 소유역 내 동일한 토지이용, 토양특성을 갖는 지역을 

1개의 polygon으로 구성한다. 이러한 HRU를 격자로 변환하

여 MODFLOW 모델링을 수행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SWAT을 통해 생성된 1,091개의 HRU를 300 m × 300 m 

MODFLOW 자료와 조합하여 총 29,756개의 DHRU 격자를 

생성하였다. MODFLOW의 주요 매개변수인 수리전도도, 비

저류량, 비산출량과 같은 인자는 지하수 흐름 특성을 지배하

는 인자로서 모델링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수리전도도는 비양수량과 투수량 계수와

의 상관성을 이용한 경험식을 주로 사용하며(Oh et al., 2011), 

비산출량은 Johnson (1967)와 Freeze and Cherry (1979)의 

연구결과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Kim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Johnson (1967)이 실험을 통해 산정한 토양

속성별 수리전도도, 비저류량, 비산출량 계수와 농촌진흥청 

토양도 내 토양 속성 정보(Fig. 4(b))를 이용하여 MODFLOW

의 입력변수로 활용했다(Table l). Fig. 5는 수리전도도, 저류

계수, 비산출량, 대수층 두께를 산정한 결과로, 수리전도도는 

0.017 ~ 7.1 m/day, 저류계수는 0.0002 ~ 0.0008 1/m, 비산출

량은 0.021 ~ 0.32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Figs. 5(a) ~ 5(c)), 

대수층 두께의 경우는 유효토심 자료로부터 0.09 ~ 1.5 m 깊이

로 산정되었다(Fig. 5(d)).

(a) Hydraulic conductivity (b) Specific storage

(C) Specific yield (d) Soil thickness

Fig. 5. The Aquifer hydraulic parameters

Table 1. The aquifer hydraulic properties (Steven et al., 2005)

Soil Texture K (m/day) SS (1/m) Sy Rate (%)

Loam 0.250 0.0005 0.075 27.9

Loam sand 3.500 0.0003 0.260 3.6

Sand 7.100 0.0002 0.320 0.5

Sandy loam 1.100 0.0004 0.170 54.4

Silt 0.060 0.0006 0.026 1.3

Silt loam 0.110 0.0006 0.037 11.3

Silty clay loam 0.017 0.0007 0.072 1.1

Clay loam 0.062 0.0008 0.021 0.1

K: Hydraulic conductivity, Ss: Specific storage, Sy: Specific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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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및 고찰

5.1 SWAT 검·보정

본 연구에서는 SWAT 모형의 적용에 앞서 복하천 유역에 

대한 매개변수 민감도분석을 수행하고 최적의 매개변수를 선

정하였다. Table 2는 선정된 매개변수와 적용한 값을 정리한 

것으로, 지표유출관련 매개변수는 CN2와 CH_N(2)가 민감하

게 나타났으며, 증발산 관련 매개변수는 CANMAX와 ESCO, 

토양 관련 매개변수는 SLSOIL을 선정하였다. 지하수 관련 매

개변수는 GW_DELAY, GWQMN, ALPHA_BF, REVAPMN, 

GW_Revap이 해당 유역에서 민감하게 나타났으며 해당 변

수를 중점으로 보정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보정기간은 2009 ~ 2013년, 검정기간은 2014 ~ 2017

년으로 하였으며, 모형의 적용성 평가는 Determination Co-

efficient (R2), Nash and Sutcliffe model Efficiency (NSEQ), 

Root-Mean Square Error (RMSE)를 사용하였으며, R2는 관

측값과 모의값이 완벽하게 일치할 경우 1의 값을 나타내며, 

NSEQ는 고수위부분의 첨두유량을 평가하고, NSEinQ는 감수

위 부분의 모의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며, -∞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지수값이 1일 때 관측값과 모형으로부터 산정

된 값이 완벽하게 일치함을 의미하며 Eqs.(4) and (5)와 같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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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여기서 Qi는 실측유출량, Pi는 모형의 모의유출량, 는 실측

값의 평균이다. RMSE는 0에 가까울수록 만족스러운 결과로 

판단되며 오차가 작은 것을 의미한다(Son and Kim, 2008; Kim 

and Kim, 2017; Kim et al., 2018; Kim et al., 2020). 

Table 3은 검·보정 결과 중 흥천 관측소 유출량에 대한 통계

분석 값을 정리한 것으로 검·보정 전체기간에 대한 R2, NSEQ, 

RMSE는 각각 0.70, 0.73, 10.44 mm/day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저유량의 효율을 평가하기 위한 NSEinQ

의 경우 모형 효율이-0.1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09, 2016, 2017년의 저유량의 모의 값

이 실측치의 경향을 잘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6(a)은 복하천 유역의 연도별 실측 강수량과 유출량

(검은색선) 및 SWAT 모의 결과(빨간색선)를 나타낸 것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어진 강수량의 부족으로 인해 유

출량 및 저유량이 하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2016

년 하반기의 강수량 부족이 2017년 상반기까지 영향을 주어 

저유량 모의결과가 실측치에 비해 매우 낮게 모의되었다. 

2016년과 2017년의 NSEinQ 효율이 각각 -0.92와 -0.98로 유의

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것은 저유량 모의곡선이 실제 유출

량과 큰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5.2 SWAT-MODFLOW 검보정

SWAT-MODFLOW는 검·보정된 SWAT의 Output 파일

Table 2. The SWAT calibrated parameters

Parameter Definition Range Adjusted value

Surface runoff

CN2 SCS curve number for moisture condition 35 to 98 +10

CH_N (2) Manning’s “n” value for the tributary channel 0.01 to 30 0.014

ET (Evaporation) and Soil

CANMAX Maximum canopy storage 0 to 100 2

ESCO Soil evaporation compensation coefficient 0 to 1 0.95

SLSOIL Slope length of lateral subsurface flow (m) 0 to 150 0

Groundwater

GW_DELAY Delay time for aquifer recharge (days) 0 to 500 10

GWQMN Threshold water level in shallow aquifer for base flow (mm) 0 to 5000 2000

ALPHA_BF Base flow recession constant 0 to 1 0.002

REVAPMN Threshold water level in shallow aquifer for revap (mm) 0 to 1000 750

GW_REVAP Groundwater revap coefficient 0.02 to 0.2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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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대로 이용하여 MODFLOW 모델링에 사용하도록 개발

되었다. 또한, SWAT 모델링 시 분할되었던 수문학적반응단

위(HRU)와 소유역 정보 및 하천정보를 바로 MODFLOW 입

력자료 형태로 변환하여 입력된다. SWAT은 지하수위를 출력

할 수 없으나, SWAT-MODFLOW는 지하수위를 출력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역 내 이천율현(YH) 지점에 대한 지하

수위 모의결과를 출력하여 실측자료와 비교를 수행하였다. 

Table 1 및 Fig. 4는 신뢰성 있는 지하수 모의를 위해 입력변수

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MODFLOW에 적용하였으며, 

Table 4와 Fig. 7은 SWAT-MODFLOW 모의 결과를 정리하

여 나타낸 것이다.

흥천 관측소에 대하여 SWAT과 SWAT-MODFLOW의 

모의결과를 통계분석한 결과, SWAT-MODFLOW의 유역 평

균 총 유출률은 SWAT 대비 10.8% 증가하였으나 R2, NSEQ, 

RMSE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저유량의 효율을 

평가하기 위한 NSEinQ의 경우 SWAT 모의 시 -0.10로 평가되

었던 것에 반해(Table 3) SWAT-MODFLOW는 0.51로 크게 

향상되었다(Table 4). 강수량이 적었던 2014년부터 2016년의 

유출량경우, SWAT 모의 시 33.2 ~ 42.3%였던 반면 SWAT- 

MODFLOW는 58.3 ~ 66.9%로 평균 23.6% 증가하였다. 

Fig. 6(a)은 실측유출량(검정), SWAT 모의 결과(빨강), 및 

SWAT-MODFLOW (하늘)을 함께 도시한 것으로 기존 SWAT 

Table 3. Summary of SWAT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for streamflow

Remarks Year 
PCP (mm) Q (mm)

QR (%) R2
NSEQ NSEinQ

RMSE

(mm/day)Obs. Sim. Obs. Sim.

C

2009 1,401.5 862.4 788.6 61.5 56.3 0.93 0.93 -0.78 3.86

2010 1,429.6 1,191.5 805.6 83.3 56.4 0.37 0.72 0.35 20.20

2011 2,045.0 1,877.0 1,369.5 91.8 67.0 0.78 0.64 0.31 26.56

2012 1,559.2 813.2 1,006.3 52.2 65.5 0.89 0.89 0.24 10.09

2013 1,366.9 1,071.4 808.1 78.4 59.1 0.92 0.77 0.32 13.78

Avg. 1,560.4 1,163.1 955.6 73.4 60.8 0.78 0.79 0.09 14.90

V

2014 791.5 450.5 334.7 56.9 42.3 0.40 0.35 0.49 6.06

2015 841.5 333.3 279.4 39.6 33.2 0.68 0.73 0.09 2.82

2016 870.3 376.9 326.5 43.3 38.5 0.65 0.82 -0.92 2.64

2017 1,011.5 622.2 470.9 61.5 47.5 0.67 0.71 -0.98 7.92

Avg. 878.7 445.7 352.9 50.3 40.4 0.60 0.65 -0.33 4.86

Obs.: observed, Sim.: simulated, Q: runoff, QR: runoff ratio, C: calibration, V: validation

Table 4. Comparison of SWAT and SWAT-MODFLOW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for streamflow

Remarks Year PCP (mm)

Observed SWAT SWAT-MODFLOW

Q (mm) QR (%) Q (mm) QR (%) Q (mm) QR (%) R2
NSEQ NSEinQ

RMSE

(mm/day)

C

2009 1,401.5 862.4 61.5 788.6 56.3 918.1 65.5 0.93 0.93 0.61 2.91

2010 1,429.6 1,191.5 83.3 805.6 56.4 899.3 62.9 0.36 0.74 0.76 15.29

2011 2,045.0 1,877.0 91.8 1369.5 67.0 1290.7 63.1 0.77 0.68 0.39 30.69

2012 1,559.2 813.2 52.2 1006.3 64.5 1051.0 67.4 0.87 0.92 0.37 12.43

2013 1,366.9 1,071.4 78.4 808.1 59.1 880.3 64.4 0.93 0.84 0.38 10.00

Avg. 1,560.4 1,163.1 73.4 955.6 60.7 1,008.0 64.7 0.77 0.82 0.50 14.26

V

2014 791.5 450.5 56.9 334.7 42.3 529.3 66.9 0.37 0.38 0.62 4.13

2015 841.5 333.3 39.6 279.4 33.2 490.6 58.3 0.67 0.75 0.49 8.23

2016 870.3 376.9 43.3 326.5 37.5 509.5 58.5 0.65 0.74 0.18 6.94

2017 1,011.5 622.2 61.5 470.9 46.5 606.9 60.0 0.66 0.69 0.75 0.80

Avg. 878.7 445.7 50.3 352.9 39.9 534.1 60.9 0.59 0.64 0.51 5.03

Q: runoff, QR: runoff ratio C: calibration, V: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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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저유량 모의에 있어 상당 부분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SWAT 모의 시 NSEinQ 효율이 낮게 평가되었던 2009, 

2017년의 경우 SWAT-MODFLOW 연계 시 실제 유출자료

와 유사하게 모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b)는 SWAT-MODFLOW를 이용하여 유역 내 이천

율현 지점에 대한 지하수위 모의결과를 출력한 것으로, 모의

값과 실측값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분석 결과 

RMSE 6.72 m, R2는 0.94였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

하수위는 평균 EL. 46.7 m으로 모의 되었으나, 강수량이 부족

했던 2014년부터 2017까지의 지하수위는 EL. 46.1 m로 약 

0.6 m 하강하였다(Table 5). SWAT-MODFLOW에서 모의

된 지하수위의 경우에도 매년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지하수위 

하강이 실제 관측자료와 동일한 패턴으로 모의 된 것으로 분

석되었다. 하지만 여름철 수위가 관측수위와 비교하면 과도

하게 산정되었는데 이는 MODFLOW에 관정 지하수 사용량 

자료가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오차로 판단된다.

5.3 SWAT 및 SWAT-MODFLOW의 유역유출 결과비교 

및 출력자료

Table 6은 유역 전체에 대하여 지표유출(SURQ), 중간유

출(LARQ), 기저유출(GWQ)에 대하여 SWAT와 SWAT- 

MODFLOW의 모의 결과를 연별 평균값으로 정리하여 나타

낸 것으로 분석기간(2009 ~ 2017)동안의 총유출량 경우 각각 

718.6 mm (54.6%), 854.9 mm (68.3%)로 산정되었다. Table 4 

와 Fig. 6에서와 같이 강수량이 적었던 2014년부터 2016의 유

출률은 실측자료 및 SWAT 모의결과보다 SWAT-MODFLOW

에서 과대하게 산정되었는데, 기저유출을 살펴보면 SWAT- 

MODFLOW의 모의 결과가 SWAT 결과에 비해 171.6 ~ 

183.3 mm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기저유출의 증

(a)

(b)

Fig. 6. (a) SWAT versus SWAT-MODFLOW streamflows and (b) SWAT-MODFLOW groundwater level with observed ones

Table 5. Summary of SWAT-MODFLOW groundwater level (GWL)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Remarks Year
PCP 

(mm)

Groundwater level 

(EL.m)
RMSE

(EL.m)
R2

Observed Simulated

C

2009 1,401.5 46.6 46.7 1.29 0.93

2010 1,429.6 46.7 46.8 1.66 0.94

2011 2,045.0 46.7 46.8 3.60 0.96

2012 1,559.2 46.6 46.8 2.99 0.92

2013 1,366.9 46.6 46.7 4.86 0.93

Avg. 1,560.4 46.6 46.8 2.88 0.94

V

2014 791.5 46.3 46.4 8.64 0.92

2015 841.5 46.1 46.2 1.14 0.93

2016 870.3 46.0 46.1 34.95 0.93

2017 1,011.5 46.0 46.1 1.30 0.98

Avg. 878.7 46.1 46.2 11.51 0.94

C: calibration, V: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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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총 유출량을 증가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기

저유출이 증가한 것은 SWAT의 경우 지하수 계산시 얕은 대

수층까지 계산되었으나, SWAT-MODFLOW 연계 모의 시 

대수층의 시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지하수 계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저유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SWAT-MODFLOW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물교환량을 통

해 지하수 충전량, 지하수위 지하수유동평가자료(GWSW; 

Ground Water and Surface Water interaction)를 공간분포하

여 지하수 변동특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월평균 

유출량이 가장 높은 2011년 7월과 가장 낮은 2017년 5월을 

기준으로 공간분포 하였다(Fig. 7). 강수 여부에 따라 지하수 

충전량이 약 2,000 m³/day/km² 만큼 차이가 났으며, 지하수위

의 경우는 각 격자별 수위 차이가 1 m 이내이기 때문에 그림에

서 큰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지만 흥천수위관측소 주변 하천

의 지하수위가 다소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GWSW에서 값

이 음수이면 지표수가 대수층으로 유입, 양수인 경우는 대수층

에서 지표수로 유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7월 자료의 경우 많은 

양의 지하수가 지표로 이동하고 있으며 5월의 경우는 지표유

Table 6. Comparison of SWAT and SWAT-MODFLOW for runoff components

Year
PCP

(mm)

SWAT runoff SWAT-MODFLOW runoff

SURQ (mm) LATQ (mm) GWQ (mm) TQ (mm) SURQ (mm) LATQ (mm) GWQ (mm) TQ (mm)

2009 1,401.5 312.9 175.2 328.9 817.0 (58.3%) 379.3 166.0 425.8 971.1 (69.3%)

2010 1,429.6 246.4 182.7 392.8 821.9 (57.5%) 333.75 174.3 435.7 943.8 (66.0%)

2011 2,045.0 407.7 305.7 642.2 1,355.6 (66.3%) 530.75 291.7 509.4 1,331.9 (65.1%)

2012 1,559.2 347.1 205.2 477.4 1,029.7 (66.0%) 430.64 195.2 480.4 1,106.2 (71.0%)

2013 1,366.9 241.1 170.0 425.7 836.8 (61.2%) 310.77 162.3 463.4 936.5 (68.5%)

2014 791.5 86.8 78.4 220.0 385.2 (48.75%) 115.48 76.5 403.3 595.3 (75.2%)

2015 841.5 72.4 88.6 177.7 338.7 (40.2%) 97.25 87.0 375.3 559.6 (66.5%)

2016 870.3 94.2 96.0 191.3 381.5 (43.8%) 120.54 93.7 362.9 577.1 (66.3%)

2017 1,011.5 148.41 122.4 230.6 501.4 (49.6%) 198.54 118.4 355.7 672.6 (66.5%)

Avg. 1,257.4 217.4 158.2 342.9 718.6 (54.6%) 279.7 151.7 423.5 854.9 (68.3%)

SURQ: Surface runoff, LATQ: Lateral runoff, GWQ: Groundwater runoff, TQ: Total runoff

     output
date Recharge (m3/day/km2) Ground Water Level (m) GWSW (m3/day)

2011 Year

Jul

2012 Year

Feb

GWSW : Ground Water and Surface Water interaction

Fig. 7. The SWAT-MODFLOW Spatial distribution Outpu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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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 감소하고 반대로 대수층으로 물이 유입되고 있다. 해당 

자료는 유역내 지하수공간 분포 정량화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Bailey et al., 2020).

6.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기반의 준분포형 장기유출모형인 

SWAT과 3차원 분포형 지하수 모형인 MODFLOW의 연계

를 통한 지표수-지하수 통합유출 모형인 SWAT-MODFLOW

를 SWAT과 복하천 유역을 대상으로 수문 모의결과를 비교 

평가하였다. 기존 SWAT모형 대비 기저유출량 산정에 있어 

개선된 모의 결과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SWAT의 복하천 HC (흥천)수위 관측소 자료에 대한 일

별 유출량 자료에 대한 검·보정을 실시한 결과 R2는 0.70, 

NSEQ는 0.73, RMSE는 10.44 mm/day, NSEinQ은 -0.10로 

특정년도에서 저유량 모의값이 실측치의 경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2) SWAT-MODFLOW를 통해 SWAT의 입력자료와 토양 

속성에 따른 수리전도도(K m/day), 비저류량(Ss 1/m), 비

산출량(Sy)및 유효토심(m)에 해당하는 MODFLOW의 

입력자료를 연계 모의하였다. 그 결과 SWAT 모의 값과 비

교시 평균 유출량이 11.6% 증가하였으며 지하수 유출량이 

평균 80.5 mm 증가하였다. SWAT-MODFLOW의 결과는 

R2, NSEQ, RMSE, NSEinQ가 각각 0.69, 0.74, 10.16 mm/day, 

0.51로 산정되었다. 세 개의 목적함수 값에는 큰 변화가 없

었으나, 저유량의 효율을 평가하기 위한 NSEinQ의 값이 상

당히 개선되었다. 

3) SWAT-MODFLOW의 지하수위 모의결과 관측값의 증가 

및 감소 패턴을 통계분석 결과 RMSE 6.72 (mm/day), R2는 

0.94로 나타났으며 지하수위의 감소패턴을 잘 모의하였으

나, 여름철 수위가 비교적 과도하게 산정되었으며 이는 관정 

지하수 사용량이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오류로 판단된다. 

4) 분석기간(2009 ~ 2017년)동안의 SWAT의 총유출량은 

718.6 mm (54.6%)이며, SWAT-MODFOW 854.9 mm 

(68.3%)로 산정되었다 SWAT-MODFLOW가 SWAT에 

비하여 총유출량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대수층의 시공간

적 특성을 고려한 지하수 계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저 유

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5) SWAT-MODFLOW의 출력결과자료인 지하수 변동특성

을 알 수 있는 충전량 및 지하수위 유출량이 가장 높은 2011

년 7월과 가장 유출량이 낮은 2017년 5월의 경우를 비교하

였으며, 최대 2140.8 m³/day/km² 만큼 차이가 났으며, 지

하수위의 경우는 각 격자별 수위 차이가 1 m 이내였으며, 

GWSW를 통한 지하수 배출량 및 침투량을 시공간적으로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SWAT과 SWAT-MODFLOW 비교 결과 지

하수 내 공간적 변동성을 고려해 기존 결과대비 지표유출과 기

저유출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추가적

으로 지하수 변동특성인 지하수위 및 충전량에 대한 공간분포

특성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 지하 대수층에 대한 정

확한 관측자료가 없어 경험식을 적용했다는 점과 지하수 사용

량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소 오차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국내외로 널리 사용되는 두 모델(SWAT, MODFLOW)

을 사용한 점과 흥천수위관측소, 이천율현 충적 지하수위 관

측소의 실측자료를 통한 통계분석결과를 통해 증명한 결과 

지하수 유출량 부분 확인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 되었

다. 추후, 모델링에 있어 전 유역에 대한 지하수 이용량 자료를 

반영하여 지하수위가 6 ~ 7월에 과대추정되는 문제를 개선하

여 지하수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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