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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본 연구에서는 모형을 이용하여 경지 불투수면 변화에 따른 유역 수문 영향을 분석하였SWAT

다 경안천유역의 경안 수위표 상류유역을 대상유역으로 선정하여 유역의 수문 자료를 수집하였으.

며 대상유역의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을 수집하고 원격탐사기법 및 지리정보시스템 이용하여 경지,

불투수면을 고려한 토지피복도 및 수치지형자료 등을 구축하여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였SWAT

다 년부터 년까지의 대상유역의 자료를 이용하여 유출량에 대하여 모형의 보정과 검정을. 1999 2002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모형이 적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지 불투수면 변화 시나리오를, .

작성하고 구축된 모형을 이용하여 시나리오에 따른 유역 수문 영향을 분석하였다 총 유역 면적에.

대한 시설재배지 면적 비율이 로 변화함에 따라 인 년 토지이용도를 이용5.7% 12.4% 1.2% 2002～

한 모형의 모의결과에 비해 평균 유출량은 증가하였으며 지표 유출량과 측방 유출량0.8% 1.6% ,～

을 포함한 직접유출량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지표 유출량은 증가하는2.4% 5.7% , 5.7% 14.2%～ ～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 유출량은 감소하고 증발산량은 감소하는 것. 10.7% 27.7% 1.5% 3.4%～ ～

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용어 불투수면 모형 시설재배지 원격탐사핵심용어 불투수면 모형 시설재배지 원격탐사핵심용어 불투수면 모형 시설재배지 원격탐사핵심용어 불투수면 모형 시설재배지 원격탐사: , SWAT , ,: , SWAT , ,: , SWAT , ,: , SWAT , ,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불투수면 은 일반적으로 도로(impervious area, impervious surface, or impervious land cover)

주차장 보도 지붕 및 기타 도시경관(road), (parking lots), (sidewalk), (rooftops) (urban

에서 물이 잘 침투하지 않는 공간 면 또는 토양으로 물의 침투를 방해landscape) (Schuler, 1994)

하는 면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Chester et al., 1996) .

도시뿐만아니라 농촌지역도 빠르게 토지이용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설영농의 확대 및 도

로정비 멀칭 등으로 인해 불투수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은 식량 작, .

물의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상업적 농업인 원예특용 작물 등 시설농업이 증가하고 있다 화훼의.

경우 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년에는 에 이르고 있다 시설작물 재배 총1986 2005 5,172 ha .

면적은 년 기준 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림부 이러2005 100,915 ha ( , 1991, 1996, 20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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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설농업의 증가는 시설에 의해 불투수면을 형성하여 강우가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고 농수로

를 통해 일시에 하천으로 유입됨에 따라 하천수위 상승을 초래하게 되며 강우에 의한 지하수 함,

량 저하를 가져온다.

본 연구의 목적은 모형을 이용하여 경지 불수투면 변화에 따른 유역 수문 영향을 정량SWAT

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대상유역을 선정하고 모형의 보정 및 검정을 수행하여 시나리오에 따른

수문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재료 및 방법재료 및 방법재료 및 방법재료 및 방법2.2.2.2.

모형모형모형모형2.1 SWAT2.1 SWAT2.1 SWAT2.1 SWAT

모형은 미국 농무성에 의해 개발된 모형으로 대규모의 복잡한 유역에서 장기간에 걸친SWAT

다양한 종류의 토양과 토지이용 및 토지관리 상태에 따른 물과 유사 및 농업화학물질의 거동을

모의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Arnold et al., 1993). 모형은 수문반응의 최소단위로 토지이SWAT

용과 토양 특성 및 소유역을 기준으로 생성되는 수문응답단위 (hydrologic response unit, HRU)

를 사용한다 모형의 구성과 유출 등의 산정 알고리즘은 에서와 같. SWAT Neitsch et al., (2005)

다.

경지 불투수면 모의경지 불투수면 모의경지 불투수면 모의경지 불투수면 모의2.22.22.22.2

시설재배지에서의 강우시 유출은 강우가 시설재배지로부터 흘러내려 시설사이에 설치된 배수로

를 통하여 흐르게 된다 시설사이에 설치된 배수로는 흙수로 형태로 시설재배지와는 다르게 투수.

면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은 시설재배지에서의 강우시 유출 흐름 모식도를 보여주고 있다. 1 .

본 연구에서는 시설재배지에서의 유출은 연결되지 않은 도시지역의 불투수 투수지역의 유출 형태/

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성 CN에 의해 계산되고 지표 유출 계산에 이용되도록 하였다 이, .

때 시설재배지의 CN은 로 고정이 되며 수로의 경우 토양수분량에 따라 일별 합성 값이 계98 , CN

산된다 시설재배지의 경우 시설재배지가 차지하는 불투수 면적 비율은 현장조사 결과 평균 의. 0.9

값을 보였으며 수로가 차지하는 투수 면적 비율은 평균 의 값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0.1 .

적용하였다 시설재배지를 주거지역 지붕으로 간주하여 유출량을 계산하도록 하였으며 시설재배. ,

지 내부는 갇혀진 공간으로 간주하여 관개량 및 관개량에 의한 침투량 식물 생장 시비량 등은, ,

고려하지 않았다 시설재배지의 경우 외부 청소가 이루어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청소에 의해 오.

염물질 제거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하였다 수로의 경우는 모형의 투수지역에서의 흐름. SWAT

및 오염물질 모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대상유역 및 자료구축대상유역 및 자료구축대상유역 및 자료구축대상유역 및 자료구축2.32.32.32.3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경지 불투수면변화에 따른 수문 영향를 분석하SWAT

기 위하여 경안천 유역 중 경안 수위관측소가 위치한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경안교를 유출구로

하는 상류유역을 선정하였다 대상유역의 면적은. 262.32 km
2
이고 동경, 127° 14 40 127° 16′ ″～ ′

북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47 , 37° 11 08 37° 21 01 .″ ′ ″～ ′ ″ 수위 및 유량자료는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가 운영하고 있는 경안 수위관측소 자료를 수집하여 이용하였다 토지피복. 분류 및

경지 불투수면 분석을 위해서 대상유역의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 을 수집하고 원격탐사(2002) (2003)

기법 및 지리정보시스템 이용하여 경지 불투수면을 고려한 토지피복도 및 불투수면을 분석하였다.



시설재배지의 위치 및 분포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기하보정한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육안판독을

통해 유역 내 시설재배지 면적을 추출하였다 시설재배지 추출을 위해 벡터라이징을 실시하였다. .

그림 는 시설재배지를 벡터라이징하여 추출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2 .

그림그림그림그림 1111 시설재배지에서의 유출 흐름시설재배지에서의 유출 흐름시설재배지에서의 유출 흐름시설재배지에서의 유출 흐름....

모식도모식도모식도모식도

그림그림그림그림 2222 항공사진을 이용한 시설재배지 추출 예시항공사진을 이용한 시설재배지 추출 예시항공사진을 이용한 시설재배지 추출 예시항공사진을 이용한 시설재배지 추출 예시....

(2003)(2003)(2003)(2003)

결과 및 고찰결과 및 고찰결과 및 고찰결과 및 고찰3.3.3.3.

토지피복 분류 및 경지 불투수면 분석토지피복 분류 및 경지 불투수면 분석토지피복 분류 및 경지 불투수면 분석토지피복 분류 및 경지 불투수면 분석3.13.13.13.1

표 은 년 위성영상과 년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토지피복 분류을 수행한 결과1 2002 Landsat 2003

를 보여주고 있다 대상유역 전체 유역 면적에 대해 산림이 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가지가. 64% ,

논이 밭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재배지는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14%, 11.%, 7% . 1% .

Land use
Area
(km2)

Percentage
(%)

Water 0.624 0.24

Forest 167.745 63.95

Grass 7.286 2.78

Paddy 29.311 11.17

Upland 17.533 6.68

Built-up 36.625 13.96

Green house 3.199 1.22

Total 262.323 100.00

표표표표 1111 시험유역의 토지피복 분류 결과시험유역의 토지피복 분류 결과시험유역의 토지피복 분류 결과시험유역의 토지피복 분류 결과....

모형의 보정 및 검정모형의 보정 및 검정모형의 보정 및 검정모형의 보정 및 검정3.23.23.23.2

유출량 보정은 단순시행착오법을 이용하였으며 목적함수로서, RMSE(root mean square error)

와 를 사용하였다 모형의 효율을 평가하기 위해서 와RMAE(relative mean absolute) . Nash

가 제안한 효율지수 를 이용하였다Sutcliffe (1970) (coefficient of efficiency, EI) .

모형의 보정을 위해 대상유역인 경안천 유역을 대상으로 년과 년의 수문자료를 이용하2001 2002

였으며 검정을 위해 년과 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는 모형의 보정 및 검정결과를 보, 1999 2000 . 2



여주고 있다. 모형의 보정에 사용된 자료기간에 대하여 는 는RMSE 5.26 mm/day, RMAE 0.31

mm/day, R2는 는 의 값을 보였다0.86, EI 0.82 . 검정기간에 대해서는 는RMSE 4.51 mm/day,

는RMAE 0.62 mm/day, R
2
는 는 의 값을 보였다0.82, EI 0.80 .

Item Year

No. of

measure

(day)

Rainfall

(mm)

Runoff

(mm)
Runoff ratio RMSE RMAE

R
2

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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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ibration

2001 365 1,034.0 725.1 751.3 0.70 0.73

5.26 0.31 0.86 0.822002 365 1,421.1 1,028.8 1050.8 0.72 0.74

Total 730 2,455.1 1,753.9 1,802.1 0.71 0.73

Verification

1999 365 1415.6 1046.9 1038.1 0.74 0.73

4.51 0.62 0.82 0.802000 366 1083.6 792.1 766.0 0.73 0.71

Total 730 2,455.1 1,839.0 1,804.1 0.74 0.72

표표표표 2222 유출량에 대한 모형의 보정 및 검정 결과유출량에 대한 모형의 보정 및 검정 결과유출량에 대한 모형의 보정 및 검정 결과유출량에 대한 모형의 보정 및 검정 결과....

경지 불투수면 변화에 따른 물수지 변화경지 불투수면 변화에 따른 물수지 변화경지 불투수면 변화에 따른 물수지 변화경지 불투수면 변화에 따른 물수지 변화3.23.23.23.2

본 연구에서는 경지 불투수면 변화에 따른 수문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시설재배지 면적을 변

화시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대상유역의 시설재배지는 경안천 주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

는 것을 고려하여 경안천을 포함하고 있는 소유역의 논이 시설재배지로 변경되는 경우 시나리오(

와 대상유역내의 논이 모두 시설재배지로 변경되는 경우 시나리오 를 시나리오로 구성하였A) ( B)

다 표 은 시나리오에 따른 토지이용별 면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시나리오 의 경우는 시설. 3 . A

재배지는 총 면적에 대한 비율이 에서 로 증가하였으며 시나리오 의 경우는 로1.2% 5.7% , B 12.4%

증가하였다.

Item

Land use

2002 Scenario A Scenario B

Area
(km

2
)

Percentage
(%)

Area
(km

2
)

Percentage
(%)

Area
(km

2
)

Percentage
(%)

Water 0.624 0.24 0.624 0.24 0.624 0.24

Forest 167.745 63.95 167.745 63.95 167.745 63.95

Grass 7.286 2.78 7.286 2.78 7.286 2.78

Paddy 29.311 11.17 17.676 6.74 0.000 0.00

Upland 17.533 6.68 17.533 6.68 17.533 6.68

Built-up 36.625 13.96 36.625 13.96 36.625 13.96

Green house 3.199 1.22 14.834 5.65 32.510 12.39

Total 262.323 100.00 262.323 100.00 262.323 100.00

표표표표 3333 경지 불투수면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토지이용별 면적경지 불투수면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토지이용별 면적경지 불투수면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토지이용별 면적경지 불투수면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토지이용별 면적....

시설재배지의 면적 변화에 따른 각 시나리오에 대한 대상유역의 물수지 변화를 분석하였다 총.

유역 면적에 대한 시설재배지 면적 비율이 인 시나리오 의 경우 평균 유출량이 로5.7% A 907 mm

증가하였으며 지표 유출량은 로 증가하였다 측방 유출량은 감소한0.8% , 371 mm 5.7% . 0.2%

지하수 유출은 감소한 증발산량은 감소한 로 나타났다436 mm, 10.7% 100 mm, 1.5% 384 mm .



지표 유출량과 측방 유출량을 포함한 직접 유출량은 로 증가하였다 총 유역 면적807 mm 2.4% .

에 대한 시설재배지 면적 비율이 인 시나리오 의 경우는 평균 유출량이 로12.4% B 914 mm 1.6%

증가하였으며 지표 유출량은 로 증가하였다 측방 유출량은 감소한, 401 mm 14.2% . 1.1% 432

지하수 유출량은 감소한 증발산량은 감소한 로 나타났다 직mm, 27.7% 81 mm, 3.4% 377 mm .

접 유출량은 로 증가하였다833 mm 5.7% .

요약 및 결론요약 및 결론요약 및 결론요약 및 결론4.4.4.4.

본 연구에서는 모형을 이용하여 경지 불투수면 변화에 따른 유역 수문 영향을 분석하였SWAT

다 경안천유역의 경안 수위표 상류유역을 대상유역으로 선정하여 유역의 수문 자료를 수집하였으.

며 대상유역의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경지 불투수면을 고려한 토지피복도 및 수치지,

형자료 등을 구축하여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모형이 적용성이 있는 것으SWAT .

로 평가되었다 경지 불투수면 변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구축된 모형을 이용하여 시나리오에 따.

른 유역 수문 영향을 분석하였다 총 유역 면적에 대한 시설재배지 면적 비율이 로. 5.7% 12.4%～

변화함에 따라 인 년 토지이용도를 이용한 모형의 모의결과에 비해 평균 유출량은1.2% 2002 0.

증가하였으며 지표 유출량과 측방 유출량을 포함한 직접유출량은 증가하8% 1.6% , 2.4% 5.7%～ ～

였으며 이 중 지표 유출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 유출량은, 5.7% 14.2% . 10.7%～ ～

감소하고 증발산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7.7% 1.5% 3.4% .～ 이처럼 농촌 지역의 불투수

면인 시설재배지의 증가함에 따라 지표 유출량 및 직접 유출량이 증가하고 지하수 유출량 및 증

발산량이 감소하는 등 유역 물수지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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