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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낙동강수계 하류에 있는 서낙동강 유역을 대상으로 유역 및 오염원 특성을 조사하여 

TOPSIS(Technique for Order of Preference by Similarity to Ideal Solution) 방법에 따른 

소유역별 비점오염 취약지역을 평가하였다. 선정 방법은 평가인자 선정, 가중치 산정, 평가인자와 

가중치를 통한 비점오염 취약지역 선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중치 산정방법으로는 엔트로피법을 

이용하고 평가기법으로는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MCDM)인 

TOPSIS를 이용하였다. 지표 자료는 2018년을 기준으로 수집하였으며, 전국오염원조사 자료와 국

가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취약한 유역들은 대부분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이며 거주 인구수가 

많고 산업시설 및 토지계 중 대지면적 비율이 높은 유역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신뢰

도 높은 비점오염 취약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가중치 방법론의 접근이 필요하고 비점오염원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영향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비점오염원, 엔트로피, 취약지역, TOPSIS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watershed and pollutants in the 

Seonakdong River basin in the lower stream of the Nakdong River Water System, and 

evaluated the areas vulnerable to nonpoint pollution by subwatershed according to the 

TOPSIS(Technique for Order of Preference by Similarity to Ideal Solution) metho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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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 method consists of selection of evaluation factors, calculation of weights and 

selection of areas vulnerable to non-point pollution through evaluation factors and 

weights. The entropy method was used as the weight calculation method and TOPSIS, a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MCDM) method was used as the evaluation method. 

Indicator data were collected as of 2018, and national pollution source survey data and 

national statistics were used. Most of the vulnerable watersheds were highly urbanized 

had a large number of residents and were evaluated as having a large land area among 

industrial facilities and site area rate. Through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approach a 

variety of weighting methodologies to assess the vulnerability of non-point pollution 

with high reliability, and scientific analysis of the factors that affect non-point pollution 

sources and consideration of the effects are necessary.

KEYWORDS : Entropy Method, Nonpoint source, TOPSIS, Vulnerable area

서  론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등 불특

정 장소에서 강우 시 발생하는 강우 유출수를 통

해 배출되며 기상학적, 수문학적, 인구학적 특성

에 따라 유출특성이 변화한다. 따라서 비점오염

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발생 현황과 유출 형태,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 등 관련 자료들을 수집 

및 분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유역관리 측면

에서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하천 수질 관리를 효

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역의 특성을 신뢰

성 있게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취약한 지역을 파

악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정

량적인 방법으로 취약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

으로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이 사용된다. 다기준 

의사결정 문제에서 대상 지역의 선정과 평가지표

의 선정, 가중치의 결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Roy and Vincke, 

1981).

국내에서의 취약성 평가 연구들은 대체로 정책 

수립 및 반영을 목표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평

가를 활용하고 있다. 지표법은 결과를 이해하기 

쉽고 지역 간 비교가 쉬운 장점이 있지만, 지표

의 선택, 표준화, 가중치 등에 따라 결과에 큰 영

향을 미친다(KEI, 2012). 지표에 대한 가중치는 

대안의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므

로 가중치 선정 방법은 과학적이고 합리적 과정

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표의 가중치 결정 방법은 

다양한 기법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같은 지표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값이 사용될 수 있다(Hobbs 

et al., 1992; Al-Kloub et al., 1997; Yeh et 

al., 1999). 수자원 측면의 취약성 연구에서는 

델파이(Delphi) 기법이 여러 차례 사용되었으나

(Lee et al., 2013; Chung et al., 2014), 전문

가 또는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설문결과를 이용함

으로 주관적인 방법으로 구분된다. 반면 엔트로

피 방법은 수집된 자료의 정량적 자료의 특성만

을 반영함으로써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Hajkowicz and Collins(2007)는 물관리 연구

에 적용된 많은 의사결정 기법들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각 지표의 입력자료와 가중치의 불확실

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Multi 

Criteria Decision Making, MCDM)에 퍼지개념을 

결합하였으며 특히 TOPSIS(Technique for Order

Performance by Similarity to Ideal Solution; 

Hwang and Yoon, 1981) 기법이 가장 많이 사

용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TOPSIS 기법은 H

wang and Yoon(1981)이 개발한 것으로서 거

리를 바탕으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거리의 가깝고 

먼 것을 통해 의사결정자가 대안을 선택할 수 있

도록 한다. Lee et al. (2019)는 가뭄과 연관된 

다양한 관련 요인을 TOPSIS로 분석하여 가뭄 

취약성 평가방안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였고 Kim 

et al.(2012)는 우리나라 홍수 취약성을 기후변

화 요소를 이용하여 평가하는데 Fuzzy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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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과 함께 적용한 사례가 있다. Park et al.(2

016)은 주관적·객관적 가중치에 따른 TOPSIS 

결과를 비교하여 단위유역별 물 이용에 대한 취

약성을 평가하였다.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취약 유역 선정

을 위한 연구사례를 보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비점오염원 취약지역 평가를 위해 델파이 기법을 

통한 다 기준 의사결정 평가체계와 부하지속곡선

을 이용하여 취약지역을 평가하였다(NIER, 

2015). Kal et al.(2019)는 대청호 상류에 있는 

서화천에서 비점오염 취약지역을 선정하기 위하

여 유역 및 오염원 인자를 표준화하여 지표로서 

취약지역을 선정하였고 Kim et al.(2014)는 비

점오염원 취약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유역 수문 

및 기초자료, 비점오염 부하량, 수질 자료, 관리 

용도별 지역 구분의 4개 검토항목에 대해 유역별 

계량치를 산정하고 시나리오별로 분석하여 우선

순위를 산정하였다. 그리고 Park et al.(2010)은 

공간분석기법을 적용해 논산천 유역의 수질측정

자료와 비점오염 배출부하량, 지형특성자료 등의 

중첩분석을 통해 관리지역을 선정하였으며 Lee 

et al.(2015)는 GIS를 통한 계층분석을 통해 지

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 취약성을 평가하고 

우선 관리 대상 지역을 평가하였다.

연구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점오염원 관리

를 위한 취약성 분석 및 취약지역 선정을 위해서

는 유역 자료, 오염원 자료, 부하량 자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지표를 활용하

는 경우 지표별 중요성에 따라 가중치(Weight) 

산정방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으로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된 인자들을 

통해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으로 취약도가 높은 

유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비점

오염원에 대한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은 대안 선

정 시 유역별로 가지는 특성들과 인자들이 많기

에 자료들을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취약성을 평

가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취약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기준 의사결정 기

법의 하나인 TOPSIS를 활용하여 서낙동강 유역

을 대상으로 소유역별 취약성을 평가하고자 하였

다. 지표는 선행연구를 통해 유역과 오염원 특성

으로 구분하였으며 가중치 산정방법은 엔트로피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TOPSIS 방법과 부

하량을 통한 비점오염 취약지역 우선순위를 비

교·분석하여 비점오염 관리가 우선 필요한 지역

을 선정하였다. 현재 비점오염원 취약지역 선정 

시 비점오염 부하량을 이용한 방법을 많이 사용

하고 있고 의사결정을 위한 인자는 델파이 기법 

등 주관적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취약지역 선정 시 부하량을 이용한 방법

보다는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을 통해 선정하고자 

하였고 주관적인 방법보다는 객관적 가중치 결정

방법인 엔트로피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TOPSIS 

기법은 앞선 사례들을 분석해 볼 때 수자원 및 

물 이용, 기후변화 분야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데 

많이 활용하고 있어 비점오염원과 같은 오염원 

및 수질 관리에 대한 평가 활용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연구 방법

1. 비점오염 취약지역 평가 방법

본 연구의 과정은 그림 1과 같이 5단계로 구

분될 수 있다. 먼저 유역 내 비점오염원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위한 지표들을 선정하고 표준화

를 통해 지표를 정규화한다. 정규화한 자료들은 

해당 유역에서의 지표별 특성을 확인할 수 있

다. 정규화된 자료는 엔트로피 방법을 통해 가

중치를 결정하고 가중치가 적용된 지표를 

TOPSIS 방법을 통해 취약지역을 평가한다. 엔

트로피 방법으로 산정된 가중치를 통해 어느 지

표가 해당 유역에서 더욱 신뢰성 높은 지표로 

분석되고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일 가

중치를 적용한 분석결과와 비교를 통해 우선순

위가 바뀌는 유역에 대한 특성 확인이 가능하

다. 마지막으로 취약지역으로 선정된 지역과 소

유역별 부하량 배출 순위를 비교하여 선정된 취

약지역 차이를 검토한다.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

해 쉽게 활용하는 부하량과의 비교를 통해 다기

준 의사결정을 통해 선정된 우선순위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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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a Indicator Description of indicator Reference Period

Watershed
Indicator

1 Area(㎢) Area of sub basin Analysis 2020

2 Channel Slope
The valley between the peaks of elevation created by a 

stream
Analysis 2020

3 Curve Number(CN)
Dimensionless parameter indicating the runoff response 

characteristic of a drainage basin
Analysis 
EGIS

2017

4 Shape Factor
Shape Facter=Lc/Dc(Lc=Main Stream Length, Dc= 

Diameter of circle with area equal to watershed area)
Analysis 2020

Pollution
Indicator

5 Population Density(population/㎢) Measurement of population per unit sub basin area NIER 2018

6 Sewage untreated(%) Areas where sewage is discharged without treatment NIER 2018

7 Unseparated rate(%)
Percentage of treatment areas that are not separated as 

sewage
NIER 2018

8 Urbanized rate(%)
The ratio of the population of the city street to the total 

population
NIER 2018

9 Industrial Number of industries NIER 2018

10 Industrial Discharge(㎥/day) Industrial discharge NIER 2018

11 Cow Number of cows NIER 2018

12 Ox Number of ox NIER 2018

13 Pig Number of pigs NIER 2018

14 Field rate(%) The percentage of fields in subbasin NIER 2018

15 Rice-Field rate(%) The percentage of rice-fields in subbasin NIER 2018

16 Forest rate(%) The percentage of forest in subbasin NIER 2018

17 Site rate(%) The percentage of site area in subbasin NIER 2018

18 Others rate(%) The percentage of others area in subbasin NIER 2018

NIER: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EGIS: 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Analysis: GIS Analysis result

TABLE 1. Factors for vulnerability analysis

를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 Analysis flowchart 

2. 인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취약지역 선정을 위한 인자로 

유역특성 및 오염원 인자로 구분하였다. 이 인

자들은 선행연구인 국립환경과학원(2015)에서 

사용한 인자로서 해당 연구에서는 오염원, 유역

특성, 공공수역(기상 및 기후)을 이용하여 비점

오염원 취약지역을 선정하였다. 

유역 및 오염원 평가 인자는 아래 표 1에 정

리하였다. 유역특성 자료는 GIS 분석을 통해 가

공하여 소유역별 면적(Area), 하도 경사(Channel

Slope), 형상계수(Shape Factor), 유출계수(CN, 

Curve Number)는 GIS 분석을 통해 생성하였

고 토지피복 자료는 환경공간정보서비스(EGIS)

에서 제공하는 세분류 토지 피복 자료를 이용하

였다. CN값은 토지 피복 자료와 토양도를 이용

하여 산정하였는데 CN값 산정 조건은 A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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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준으로 수행되었으며 사용된 CN값은 표 2

에 정리하였다.  

Division
Soil Type

A B C D

Park 39 61 74 80 

Orchard 59 70  78  81  

Grass 30 58  71  78  

Rice-Field 78 78  78  78  

Road 83 89  92  93  

Field 59 70  78  81  

Industrial area 81 88  91  93  

Commercial area 89 92  94  95  

Forest 25 55  70  77  

Residential area 51 68  79  84  

Parking area 98 98  98  98  

River stream 100 100  100  100  

TABLE 2. CN by soil group according to 

land use(AMC-Ⅱ)

오염원 특성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공

하는 전국오염원 조사 자료(2018)를 이용하였

고 생활계(Living Pollution), 축산계(Livestock

Pollution), 산업계(Industrial Pollution), 토지

계 오염원(Landuse Pollution)으로 구분하여 정

리하였다. 생활계 오염원은 인구밀도(Population

Density), 하수미처리율(Sewage untreated), 

하수미분류식화율(Unseparated rate), 도시화

율(시가지 인구 비율, Urbanization rate)을 적용

하였으며 산업계 오염원은 산업체 수(Industrial), 

산업계 방류량(Industrial Discharge)을 이용하

였다. 축산계 오염원은 젖소(Cow), 한우(Ox), 

돼지(Pig)를 조사하였고 토지계는 토지지용 대분

류의 전(Field), 답(Rice-Field), 임야(Forest), 

대지(Site), 기타(Others) 면적비율을 이용하였

다. 점오염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산업계는 발

생 되는 오염원 대부분이 처리시설로 이송되지

만, 산업체 수 및 방류량 등 산업시설 규모에 

따라 발생하는 비점오염 양상이 달라지므로 비

점오염 취약 인자로 포함하였다. 

기상 및 기후 인자는 서낙동강 유역이 낙동강

하구언 중권역 내 서낙동강, 조만강 2개 소유역

으로서 해당 유역이 유역면적 288.6㎢로 되어 

있어 같은 기상 및 기후 조건을 가진다는 가정

하여 소유역 내 유역특성 및 오염원에 대한 인

자만 평가요소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유출특성

은 해당 소유역 내 하천 유량 모니터링 자료가 

없어 강우 시 유출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CN으

로 대처하였다.

3. 표준화 방법 

평가항목에 대한 각 자료는 서로 다른 단위와 

성질을 가지고 있어 평가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표준화 방법으로는 

Z-스코어법, 스케일 재조정(re-scaling)법, 기

준선과의 차이(distance to reference country)

및 범주 스케일(categorical scale)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케일 재조정 방법의 하나인 

Dimension Index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

은 앞서 국립환경과학원(2015)에서 비점오염 

취약지역 선정 시 지수화 작업에 사용된 사례가 

있으며 자료를 전체 자료 범위 내에서 등수에 

따라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아래 식 1과 같다.

 maxmin

min
×                 (1)

여기서 는 번째 표준화된 값, 는 번째 

자룟값, max는 최댓값, min은 최솟값이다.

4. Entropy Method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 산정을 위해 엔트로피 

방법을 사용하였다. 엔트로피 방법은 1948년 

Shannon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대안과 속

성을 많이 포함하는 기준 의사결정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적용한 것

이다. 정보의 양의 불확실성을 측정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는 자료를 평가하는데 이용한다

(Sarraf and Nejad, 2020). 엔트로피 방법은 

평가항목의 정보만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하

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비해 객관적인 가중치 

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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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로피 가중치 산정 절차는 먼저 지표의 변

수들을 각 열이 지표의 값을 대표하도록 자료들

을 구성하고 정규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규

화된 지표들의 엔트로피 값을 산정한 후 최종적

으로 엔트로피 가중치를 산정한다. 가중치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지표의 자료 행렬 구성

     표준화된행렬

   평가대안   지표

 


 






  ⋯   ⋯ 

② 지표별 엔트로피 산정

 
 



log (ln

 은 대안의 수

이며,  









)

③ 다양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를 이용하여 

다양성 정도( )의 표준화를 통해 평가

할 항목별 가중치()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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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OPSIS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Multi Criteria Decision

Making, MCDM)은 평가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수일 경우 각 기준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선의 대안이나 순위 등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많은 연구에서 대안 등

을 결정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TOPSIS는 양

의 이상적인 해(Positive Ideal Solution, PIS)

와 부의 이상적인 해(Negative Ideal Solution, 

NIS)를 산정하여 각 해의 가깝고 먼 것을 통해 

대안을 찾는 방법으로 다양한 의사결정 문제에 

활용되고 있다(Kim and Chung, 2014; Won 

et al., 2015). 

TOPSIS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지표의 자료 행렬 구성

     표준화된행렬

   평가대안   지표

  ⋯   ⋯ 

② 표준화된 데이터에 가중치 적용

    가중화된표준화값

  지표의가중치

③ 양과 음의 이상적 해 산정

  

⋯ 





⋯ 




 max 

 min

④ 각 대안에 대한 양의 이상적인 해(
)와 

음의 이상적인 해(
) 산정


∑


∑

⑤ 근접도 거리 계수(
)











상대적 근접도 거리 계수를 통해 대안별 순위

를 뽑는다.

결과 및 고찰

1. 유역 현황

연구대상지인 서낙동강 유역은 낙동강수계 최

말단 지역으로서 유역면적이 288.6㎢이고 행정

구역으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김해

시가 포함되며 유역형상은 방사상 형태의 구형

을 이루고 있다. 토지이용 현황은 임야가 

109.05㎢(37.79%)로 가장 크고 답이 62.52㎢

(21.67%), 대지 60.93㎢(21.12%)로 나타나고 

있고 연평균 기온은 13.8∼15.3℃, 연평균강수

량은 73.78∼2,013.7㎜이다. 유역 내 주요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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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tudy area

으로는 좌안에 평강천, 맥도강과 우안에 대감천, 

예안천, 주중천, 신어천, 지사천 그리고 조만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서낙동강은 낙동강 

본류로부터 유입지점은 대저수문, 하류는 녹산

수문으로 되어 있어 흐름 차단 효과로 인해 호

소화된 정체 수역을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장

기간 오염물 퇴적과 정체 현상으로 인해 수질오

염이 심한 곳이다. 수문 운영은 서낙동강 홍수

조절과 농업시설의 관개용수 공급 목적으로 부

산시 강서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녹산수문은 

1일 2회 방류할 수 있으나 대부분 1회 미만으

로 방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낙동강의 

평강천, 맥도강 유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인‘에

코델타시티 사업’(2012∼2023)이 추진되고 

있고 강서구의 생곡, 명동 산업단지와 김해시의 

주거지, 농지 등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으로 인해 

수질 관리에 중요한 유역으로 지목받고 있다. 

아래 표 3은 서낙동강 내 유역별 소유역 번호이

고 그림 2는 서낙동강 유역 현황이다.

River Subbasin Number

West Nakdong River Main 
Channel

1,2,3,4,5,6,7,8,9,33

Joman River
10,11,12,13,14,15,16,

17,18,19,20,21,22

Jisacheon 23,24

Pyeongcheon, Mekdo River 25,26,27,28,29,30,31,32

TABLE 3. Classification of subbasin by 

river

  

2. 자료 표준화

선정된 지표는 단위와 범위가 다르므로 이를 

통합하기 위하여 그림 3과 같이 지표에 대해 표

준화를 실시하였다. 표준화는 0에서 1 사이의 

수로 정규화했으며 지표 중 하수 미처리율과 미

분류식화율은 큰 값을 보이는 경우 낮은 취약성

을 가지기 때문에 산정 시 지표 값의 방향성을 

맞추어 산정하였다(표 4).

Effect Indicator

Positive
(16)

Area, Channel, CN, Shape factor, Population 
Density, Urbanized rate, Industrial, Industrial 

discharge, Cow, Ox, Pig, Field rate, Rice-field 
rate, Forest rate, Site rate, Others rate

Negative(2)
Sewage untreated, 
Unseparated rate

TABLE 4. Positive and negative influence 

indicator

산정결과, 소유역 면적과 하도 경사는 하천 

상류 유역들에서 높게 나타났고 CN은 서낙동강 

본류와 조만강 유역 하류, 평강천과 맥도강 유

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유역형상은 조만강 상류

(18), 지사천 상류(23)에서 높았고 인구밀도는 

김해시 시가지가 있는 조만강 상류(18) 소유역

에서 높게 나타났다. 하수 미처리율과 미분류식

화율은 조만강 하류(21, 22), 서낙동강 본류(7, 

8)에서 높았고 도시화율은 김해시 시가지가 있

는 조만강 상류 유역(10∼18)과 지사천(23, 

24)에서 높았다. 산업체 수와 산업계 배출량은 

조만강 상류(11)와 지사천(24), 서낙동강 본류

의 6 소유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한우와 젖소는 

조만강 상류(10, 13)와 서낙동강 본류(4)에서 

높게 나타났다. 토지이용 중 임야와 대지 비율

은 조만강 상류 유역(11, 13, 15, 18)과 지사

천 유역(23) 등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밭과 기

타 비율은 서낙동강 본류 유역(1, 3, 25, 30)에

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논 비율은 조만강 중

류(19, 21)과 서낙동강 본류(7, 8)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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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Channel Slope CN

Shape Factor Population Density Sewage untreated rate

Unseparated rate Urbanization rate Industral

Industrial Discharge Cow Ox

Pig Field rate Rice field rate

Forest rate Site rate Others rate

FIGURE 3. Result of norm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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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ntropy method weight

3. 가중치 산정

취약지역 선정을 위한 지표별 가중치 산정을 

엔트로피 방법을 통해 실시하였다. 

산정결과, 아래 그림 4와 같이 유역특성에서

는 CN이 가장 가중치가 크게 나타났으며 오염

원 특성에서는 도시화율(Urbanization rate), 

밭 비율(Field rate), 대지 비율(Site rate), 논 

비율(Rice-Field rate) 순으로 나타났다. 강우 

시 비점오염원 발생 영향이 큰 유출량에 영향을 

주는 CN과 토지계 오염원의 가중치가 높게 나

타났다. 반면에 축산과 산업계 오염원의 가중치

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서낙동강 유역에서의 

축산과 산업 오염원은 일부 소유역(10, 11)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어 서낙동강 전체 대상으로 

엔트로피 분석 시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으로 판단된다. 동일 가중치를 적용한 지표와 

엔트로피 가중치를 반영한 지표를 아래 그림 5

와 같이 비교하여 유역별 변화를 분석하였다. 

동일 가중치에서 4개 유역의 지표 특성을 비

교해 보면 서낙동강 본류, 조만강, 평강천과 맥

도강 유역에서는 유역특성과 토지계, 생활계 특

성이 가장 영향이 크고 지사천 유역은 유역특

성, 토지계와 생활계 외 산업계 특성도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지사천 유역은 타 유역보다 산업

계 오염원의 비중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엔트로피 가중치 적용에 따른 지표 변화를 보

면 4개 유역에서 모두 축산계와 산업계의 비중

은 적어지는 대신 유역특성, 토지계, 생활계 지

표가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서낙

동강 유역은 엔트로피 분석을 통해 비점오염원 

영향 지표 중에서 유역특성과 오염원 중 토지계

와 생활계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4. TOPSIS 기법을 적용한 취약성 순위

표준화된 각 지표 자료에 대하여 엔트로피 가

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지표들을 통합하기 위하여

TOP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각 소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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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TOPSIS Load Method

Rank

TOPSIS Load Method

Entropy Equal Weight BOD T-N T-P Entropy
Equal 
Weight

BOD T-N T-P

1 11 11 18 10 10 18 9 23 2 14 14

2 18 10 10 18 18 19 22 4 22 8 8

3 10 18 6 6 6 20 1 28 32 22 22

4 25 6 24 24 24 21 15 17 20 32 32

5 24 24 11 11 11 22 14 9 8 26 20

6 32 25 15 15 15 23 23 8 16 20 26

7 6 13 13 13 13 24 8 1 33 16 16

8 31 21 25 25 25 25 26 19 1 3 1

9 21 32 17 19 19 26 33 14 3 1 3

10 30 30 19 21 4 27 19 33 26 28 28

11 13 29 30 7 21 28 3 26 31 5 33

12 12 7 7 4 7 29 20 3 5 9 5

13 29 31 23 30 17 30 5 20 28 33 9

14 7 27 21 17 30 31 4 5 9 31 31

15 27 15 14 2 2 32 16 2 12 12 12

16 17 22 4 27 23 33 2 16 29 29 29

17 28 12 27 23 27

TABLE 5. Subbasin number by rank

Main Channel Joman River Jisacheon
Pyeongangcheon, Mekdo 

River

FIGURE 5. Changes in indicators by basin according to weight change

별 비점오염원에 대한 취약성 순위를 TOPSIS 

방법으로 엔트로피 가중치, 동일 가중치를 적용

한 순위와 소유역별 비점오염 부하량 순위를 비

교하였다(표 5, 그림 6). 평가결과, 엔트로피 가

중치를 적용한 TOPSIS 분석에서는 상위 우선

순위를 나타내는 유역이 조만강 상류 지역(10, 

11, 18)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들은 김해시 주

거지 및 도로 등 대지면적 비율이 높고 시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서 도시 비점오염원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TOPSIS 분석에서 엔트로피와 동일 가중치에 

따른 순위 변화를 비교해 보면 엔트로피와 동일 

가중치에서는 일부 유역에서는 차이를 보이나 

비교적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엔트로피 적용 

시 동일 가중치를 적용한 경우보다 순위가 높아

진 유역들은 대지면적 비율이 높거나 도시화율

이 높은 지역으로서 비점오염 발생 시 토지계원

단위가 큰 지역으로 판단된다. 

소유역별 비점오염 부하량 순위와 TOPSIS 

순위를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소유역별 비점오

염 부하량 순위와 TOPSIS 순위를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TOPSIS와 비교하여 상위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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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SIS(Entropy Method) TOPSIS(Equal Weight Method)

Load Method(BOD) Load Method(T-N) Load Method(T-P)

FIGURE 6. Comparison of rankings according to Entropy, Equal Weight, and Load method

그룹에서는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지만, 일부 유

역에서는 순위 변동이 발생하였다.

배출부하량을 통해 산정된 우선순위 상위 그

룹인 10, 18은 TOPSIS 방법에서도 2, 3위로 

높게 나타났다. 해당 유역은 서낙동강 유역에서 

인구가 많고 도시화율이 높은 지역으로서 배출

부하량 우선순위와 TOPSIS 순위가 모두 높아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우선 지역으로 선정하

는데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배출부하

량을 통한 우선순위와 TOPSIS와의 순위 차이

가 크게 나타나는 소유역도 발생하였다. 배출부

하량 순위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소유역 6(3위)

은 TOPSIS에서는 7위로 낮아졌고 순위가 낮은 

소유역 32(BOD 20위, T-N·T-P 21위)는 

TOPSIS에서 6위로 높아졌다. 이는 TOPSIS에 

반영된 CN, 도시화율 등 배출부하량에서는 고려

되지 못하는 인자들로 인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하량을 통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는 사용은 쉬우나 관리하고자 하는 비점오염원

의 종류와 유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부

하량과 함께 유역의 다른 인자들도 고려한 복합

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부하량은 오염원 인자에 

대한 영향이 크므로 유역 내 비점오염원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다기준의사 결정방법을 통해 

합리적인 우선순위 산정 선택이 될 것으로 판단

된다. 

5. 우선순위 유역 선정

TOPSIS 방법과 비점오염 배출부하량을 통해 

산정된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서낙동강 유역에서 

가장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

는 유역을 선정하였다(그림 7). 

평가결과, 선정방법별 상위 5개 소유역은 

TOPSIS에서는 조만강 상류(10, 11, 18), 지사

천 하류(24), 평강천 상류(25)로 나타났고 배

출부하량 방법에서는 BOD, T-N, T-P 모두 

조만강 상류(10, 11, 18)와 신어천(6), 지사천 

하류(24)로 나타났다. 선정된 유역별로 중복된 

경우가 가장 많은 소유역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소유역은 조만강 상류의 

10, 11, 18 소유역과 지사천 하류의 24 소유역

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소유역별 특징을 살펴보면 10번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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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SIS Method Load Method Vulnerable area selection result

FIGURE 7. Vulnerable area ranking and selection result by method

역은 조만강 상류에 위치하며 유역 내 산업단지

와 같은 산업시설과 도로, 공장용지 등 대지에

서 발생 되는 비점오염원 영향이 큰 지역이다. 

11번 소유역은 조만강 상류의 내삼천 유역으로

서 10번 소유역과 같이 유역 내 농공단지 등 

공업시설이 많고 축산시설과 도로 등지에서 발

생 되는 비점오염원이 많다. 18번 소유역은 해

반천 유역의 상류이며 김해시 시가지와 주거지

역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시설 및 대지에서 발생 

되는 비점오염원이 많은 유역이다. 24번 소유역

은 지사천 하류 유역으로서 공업시설과 주거시

설이 많아 도로와 대지에서의 비점오염원 영향

이 많은 유역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다

기준 의사결정방법인 TOPSIS를 이용하여 유역

별 취약성을 평가하고 소유역별 비점오염원 우

선 관리 유역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는 엔트로피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평가를 위해 사용된 지표는 유역특성 인자와 오

염원특성 인자이다. 선정된 순위 비교는 엔트로

피 가중치, 동일 가중치를 적용한 TOPSIS와 소

유역별 비점오염 배출부하량 순위와 비교하였다.

평가결과, 엔트로피 가중치를 적용한 TOPSIS

분석에서는 대부분 주거지 및 도로 등 시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상위 우선순위로 나

타났다. 이는 엔트로피 가중치 산정에서 나온 

결과와 같이 비점오염 유출이 크고 대지 비율이 

높으며 인구밀도가 큰 것과 같은 원인이다. 또

한, 서낙동강 유역특성으로서 상대적으로 축산

과 산업계 오염원이 유역 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유역특성 및 생활계, 토지계 오염원 특성 

비중이 높아지는 결과로 판단된다. 가중치가 동

일 가중치를 이용한 TOPSIS 평가에서도 엔트

로피 가중치로 산정된 우선순위로 비슷한 양상

을 보인다. 

부하량을 이용한 유역별 순위를 살펴보면 

TOPSIS와 상위 우선순위에서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상위 그룹은 서낙동강 유역에서 인구

가 많고 도시화율이 높은 지역으로서 배출부하

량과 TOPSIS 순위가 모두 높아 비점오염원 관

리를 위한 우선순위 지역으로 선정하는데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순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유역도 발생하기에 부하량만을 고려하

여 우선순위 지역을 선정하기보다는 비점오염원

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는 것이 보다 비점오염원을 관리하는데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자 중 유역특성을 반영

하거나 오염원 중에서 인구밀도와 하수미처리율

과 같이 개선하기 힘든 요소들이 많다. 따라서 

향후 비점오염원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오염원과 변화 가능한 오염을 구분해서 

비점오염원 관련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인 

TOPSIS를 이용하여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유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 취약성을 평가하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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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관리 유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인자들에 

대한 가중치 산정을 위해 엔트로피 방법을 사용

하여보다 객관적인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었으

며 수질 모니터링과 같은 실측 자료가 부족한 

곳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여 

더 신뢰성 있는 선정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향후 다양한 의사결정 방법 및 가중치 산정방법

을 통해 더 신뢰성 있는 취약성 평가결과를 얻

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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