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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청호 상류에 있는 서화천 유역을 대상으로 SWAT(Soil and Watershed 

Assessment Tool) 모형을 이용한 수질 관리 대책 적용 및 부하지속곡선(LDC, Load Duration 

Curve)을 이용한 대책의 효율을 평가하였다. 수질 관리 대책으로는 인공습지, 방치 축분 저감, 비

닐하우스 유출량 저감, 생태하천 복원, LID(Low Impact Development) 기술 적용, 점오염원 관

리를 적용하였다. 적용된 기술은 부하지속곡선을 통해 유황별 목표 수질 초과율 및 부하량 저감 

정도를 이용하여 수질 개선대책의 효율을 평가하였다. 부하지속곡선은 SWAT를 이용하여 장기 유

량지속곡선(FDC, Flow Duration Curve)을 만들고 목표 수질을 곱하여 작성하였으며 목표 수질

은 서화천 하류에 있는 옥천천 수질 관측지점의 10년간 자료를 사용하여 60분위에 해당하는 값을 

목표 수질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수질 대책을 SWAT 모형을 통해 적용 가

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하지속곡선을 통하여 유황에 따른 시기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었다.

주요어 : 부하지속곡선, 비점오염원, 서화천, SWAT, 유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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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application of water quality management measures using the 

SWAT model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s using the load duration curve 

targeting the Seohwacheon watershed located upstream of Daecheongho. As water 

quality management measures, artificial wetlands, reduction of neglected livestock, 

reduction of runoff from greenhouses, restoration of ecological rivers, application of LID 

technology, and management of point sources were applied. The applied technology 

evaluated the efficiency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measures by using the target 

water quality excess rate and the degree of load reduction for each sulfur through the 

load duration curve. The load duration curve was created by creating a long-term flow 

duration curve using SWAT and multiplying it by the target water quality. For the target 

water quality, the value corresponding to the 60th percentile was set as the target 

water quality using the 10-year data from the Okcheoncheon water quality observation 

point located in the downstream of Seohwacheon.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applicability of various water quality measures through the SWAT model, 

and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each period according to the sulfur through the load 

retention curve.

KEYWORDS : Load Duration Curve, Nonpoint source, Seohwa stream, SWAT, Watershed 

management

서  론

대청호는 1980년에 조성된 인공호수로 저수

량이 14억9천만㎥이며 금강수계의 대표적인 용

수공급원으로 대전, 청주, 세종 및 충남 지역의 

10개 시·군에 연간 16억5천만㎥를 공급하고 

있다. 사행천과 만곡부 형태인 대청호는 체류 

시간이 162일로 길며(팔당호 5.4일), 저수 면

적 대비 유역면적의 비율이 약 44배로 높고, 상

류 지역의 거주인구 및 오염 부하가 높아 비슷

한 규모의 타 호소보다 녹조 발생에 취약한 구

조로 되어 있다. 

서화천과 대청호의 연결부인 추소지역은 사행 

구간으로 흐름이 매우 느리고 연결부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여 체류 시간도 길고, 인 농도(최

근 10년간 평균 T-P 농도는 0.094mg/L)도 

높아 조류 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며

(Park et al., 2016), 정체된 조류가 강우 시 

본류로 유입하여 회남 수역 등 대청호 내 녹조 

발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

서, 추소지역으로 유입하는 서화천에 대한 적절

한 수질 관리가 필요하여, 환경부 금강유역환경

청에서는 오염원 제거를 통한 서화천 유역 녹조 

저감 대책 즉, 방치 축분 저감, 양분 수지 관리 

등 비점오염원 관리강화,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

로 정비 등 점오염원 관리강화, 수질 모니터링

과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등

의 대책을 수립하여 2018년부터 추진 중이다. 

수질 관리 대책은 많은 재원과 기간이 필요로 

하므로 대책을 적용하기 위해 적정성을 평가하

는 과정을 거친다. 최근에는 유역모형을 이용하

여 이러한 관리 대책을 해당 유역에 적용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SWAT 유

역모형을 이용하여 시나리오별 수질 개선대책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Jang et 

al.,(2010)은 경안천 유역을 대상으로 하여 

SWAT 모형의 입력 파일을 이용한 적용 가능

한 여러 가지 수질 관리 대책 방안을 제시하였

으며 Kum et al.,(2021)은 원주천 유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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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nalysis flowchart 

수질 관리 영향평가를 SWAT 모형을 통해 적

용하였다. 적용한 수질 개선대책으로는 가축분

뇨 유출 저감, 산업시설 방류량 저감, 초생대 설

치, 인공습지 설치 등이 있다. Choi et al., 

(2020)은 유역의 토지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비

점오염원 관리방안 적용에 따른 저감 효율을 

SWAT 모형을 이용하여 적용하였으며 Kim et 

al.,(2018)은 만경강 유역에서 Byun et al., 

(2018)은 청미천 유역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에 따른 수문 및 수질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같

이 국내에서는 SWAT 모형을 이용한 수질 개

선대책과 수문 및 수질을 평가한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부하지속곡선은 오염부하량의 크기와 수질 자

료를 고려하여 수질오염 문제를 규명하고 대책

에 따른 효과 및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방

법이다 (NDEP, 2003; USEPA, 2007; Hwang 

et al., 2011; Choi et al., 2012). 부하지속곡

선과 관측부하량을 비교하면 특정 유량 구간에

서 목표 수질 초과현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점

과 비점오염원에 의해 나타나는 수질오염 문제

를 파악할 수 있다(Cleland, 2002; NDEP, 

2003; USEPA, 2007).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LDC를 이용하여 부하량을 산정하여 총량 관리

계획 수립에 사용하고 있다(U.S. EPA, 2007). 

우리나라에서도 수질오염총량제도의 개선과 보

완을 위하여 부하지속곡선의 수질오염총량제 적

용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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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SWAT 모형을 

이용하여 수질 개선대책을 적용한 사례는 많으

나 부하지속곡선을 연계한 사례는 많지 않다. 

따라서, SWAT 모형을 통해 유량 구간별 목표 

수질 달성 여부 평가로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청호 상류에 있는 서화천 

유역에서 SWAT 모형을 이용하여 수질 개선대

책을 적용하고 부하지속곡선을 이용하여 대책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모형을 통해 생

성된 유량지속곡선과 목표 수질을 이용하여 부

하지속곡선을 만들고 목표 수질 달성 여부를 유

량 구간별로 평가함으로써 수질 문제 원인별 대

책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장래 수질 개선대책

을 적용함에 따라 시나리오별 개선 효과 및 대

책별 목표 수질 개선 정도를 평가할 수 있어 수

질 개선 정책 적용에 따른 유역의 수질 변화분

석에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연구 방법

1. 부하지속곡선을 이용한 평가 방법

본 연구 과정은 그림 1과 같이 크게 4개 단

계로 구분된다. 단계 구분은 1단계: SWAT 모

형 구축 단계, 2단계: 구축된 모형을 이용한 부

하지속곡선 생성 단계, 3단계: 유역별 수질 개

선대책 적용 단계, 그리고 4단계: 적용된 대책 

결과의 부하지속곡선 적용 및 평가 단계로 구분

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지형 및 기상자료, 토

지이용 자료, 환경기초시설 자료를 이용하여 서

화천 SWAT 모형을 구축한다. 그리고 장기간 

유출 모의를 통해 유량지속곡선을 생성하고 서

화천 유역에서의 목표 수질을 유량지속곡선에 

곱하여 부하지속곡선을 생성한다. 이때 목표 수

질은 해당 유역의 수질 관리에 필요하여 이미 

규정된 수질 값을 사용하거나 연구를 통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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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tudy area  

Contributing Source Area

Duration Curve Zone

High Flows
(0~10%)

Moist Conditions
(10~40%)

Mid-Range Flows
(40~60%)

Dry Conditions
(60~90%)

Low Flows
(90~100%)

Point Source Medium High

On-site wastewater systems High Medium

Riparian Areas High High High

Storm water: Impervious Areas High High

Combined sewer overflows High High High

Storm water: Upland High High Medium

Bank erosion High Medium

Note: Potential relative importance of source area to contribute loads under given hydrologic condition(H: High, M: Medium)

TABLE 1. Example source area and hydrologic condition considerations(US.EPA, 2007)

유역의 수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수질 값을 적

용한다. 구축된 모형에 유역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수질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해당 대책을 시

나리오별로 분석을 수행한다. 그리고 분석된 결

과는 앞서 생성된 부하지속곡선을 이용하여 평

가하여 수질 개선대책 적용에 따른 목표 수질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할 수 있다. 

부하지속곡선 평가 해석은 표 1과 같이 크게 

5가지 유량 구간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US.EPA. 2007). 유량 구간은 유량 크기 정도

에 따라 0∼10%는 홍수량(High flows), 10∼

40%는 풍수량(Moist conditions), 40∼60%는 

평수량(Mid-range flows), 60∼90%는 저수

량(Dry conditions), 마지막으로 90∼100%는 

갈수량(Low flows) 구간으로 구분된다. 구간별 

평가 예를 보면 점오염원은 갈수량 때 가장 기

여가 크며 강가 지역과 불투수 지역에서의 하수 

처리수는 풍수량과 평수량 구간에서 가장 기여

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

수, 고지대에서의 하수 처리수와 제방 침식은 

홍수량과 풍수량 구간에서 기여가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유량 구간에서의 초

과율과 부하량을 통해 관리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2. 연구지역 

연구대상지인 서화천 유역은 대청호로 유입되

는 주요하천으로서 유역면적은 191.56㎢이며, 

대청댐 중권역 면적 667.48㎢의 약 28.70%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구역상 충청북도 옥천군과 

충청남도 금산군이 포함되며 유역으로 유입되는 

지류는 추풍천, 금산천, 금구천, 성당천, 서대천, 

이백천이 있다. 특히, 서화천 하류는 대청호로 

직 유입되고 있어 서화천 수질이 대청호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지형적인 영향으로 하천 흐

름이 느려져 체류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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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에서의 수질 악화 및 조류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림 2는 서화천 유역 현황과 하류의 옥천천 

수질측정 지점이다. 서화천 상류의 금산군 지역

(소유역 1~6)에서는 인삼 재배단지와 깻잎 하

우스 재배단지가 많으며 옥천군 내에는 금구천 

상류(소유역 12, 13, 15, 16)의 축사와 옥천읍 

내(소유역 14, 17, 18, 19)에 시가지가 조성되

어 있다. 그리고 시설용량 18,000㎥의 옥천하

수처리장(소유역 22)이 서화천 하류에서 대청

호로 방류되고 있다. 따라서 서화천 유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청호로 유입되어 대청호 

수질 관리에 중요한 하천으로 지목받고 있다. 

3. 모형 입력자료 구축

수질 개선대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장기간의 

유역유출 모의가 가능한 SWAT 모형을 구축하

였다. SWAT 모형은 미국 농무성 산하 농업연

구소에서 개발한 물리적 기반의 준분포형 모형

으로서 대규모의 복잡한 유역에서 장기간에 걸

친 토양과 토지관리 상태에 따른 유출과 유사, 

농업화학물질 거동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기 위

해 개발되었다(Arnold et al., 1998). 

모형 구축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

다. 경위도 30m 격자 크기의 수치고도 모델

(Digital Elevation Model; DEM)은 국가수자

원관리 종합정보에서 받아 구축하였으며 2013

년 기준으로 작성된 1:25,000 해상도의 중분류 

토지피복도는 환경지리정보서비스(http://egis.me. 

go.kr)에서 받아 사용하였다. 최신 토지피복 자

료구축을 위해 오염원 조사자료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토양 정보는 농촌진흥청 토양

환경정보시스템(http://soil.rda.go.kr)에서 제공

하는 정밀 토양도를 이용하여 모형의 입력자료

를 구축하였다. 

기상자료는 금산, 대전, 옥천에서 온도, 풍속, 

일조량 상대습도 등 최근 11년(2009∼2019

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강우량 자료는 금산기

상청과 세천, 옥천 방재관측소의 일강우량 자료

를 이용하였다. 사용된 기초시설 자료는 옥천하

수처리장과 추부하수처리장 일 방류량 및 방류 

수질로 최근 11년(2009∼2019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림 3은 SWAT 모형에 적용한 자

료를 구축한 것이다.

(a) DEM (b) Stream

(c) Landuse map (d) Soil map

FIGURE 3. Data preparation for SWAT

4. 부하지속곡선 작성

SWAT 모형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부하

지속곡선을 작성하였다. 부하지속곡선 작성을 

위해서는 유량 및 수질 자료가 필요하며, 본 연

구에서는 유량은 SWAT 모형을 통한 모의 유

량을 사용하고 수질은 서화천 유역에서의 수질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하였다. SWAT 모형을 통

한 모의 유량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

간 장기유출 모의를 통해 구축하였다. 

부하지속곡선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목표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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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cenario application status map

FIGURE 4. Measured T-N, T-P at 

Okcheoncheon site

이 필요하다. 수질오염 총량 지점 및 중권역 대

표지점 등 주요 수질측정 지점에 대해서는 목표 

수질이 설정되어 있으나 지방 하천에서는 목표 

수질이 없어 설정이 필요하다. 목표 수질이 없

는 경우 중권역 대표지점이나 총량 단위유역에

서의 목표 수질을 이용하기도 하나 해당 지점들

의 위치가 연구대상지와 거리가 먼 경우가 많고 

또한 중권역 및 총량에서의 목표 기준은 해당 

권역 전체를 대표하는 목표가 되므로 소하천에

서의 기준 설정에는 한계를 가진다. Jang et al. 

(2018)은 목표 수질이 없는 유역에 대한 목표 

수질 설정을 위하여 수질오염 총량 관리 및 하

천 수질 관리를 위한 수질 항목인 생물학적 산

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 BOD) 

및 총 인(Total Phosphorus, T-P)에 대한 자

료(2011∼2015)를 수집하여 Percentile(백분

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강을 제외한 낙

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권역에서 BOD 및 

T-P의 목표 수질이 자료수집 기간(2011∼

2015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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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수질은 서화천 하류의 

옥천천 수질 측정망의 10년간 수질 측정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림 4는 10년간 옥천천 수질 측정

망에서의 측정값이며 60분위의 수질은 T-N

3.74mg/L, T-P 0.054mg/L로 조사되었다. 따

라서 위 수질을 본 연구에서 수질 평가를 위한 

목표 수질로 설정하였다. 

5. 적용 시나리오 선정

본 연구에서는 서화천유역의 수질 관리 영향

을 모의하기 위하여 5가지 분류 7가지 시나리

오를 적용하였다. 적용 대책은 농업 비점오염원 

관리(시나리오1, 2, 3), 축산오염원 관리(시나

리오4), 생태하천 복원 정책(시나리오5), 도심 

최적화 관리 대책(시나리오6), 점오염원 관리 

대책(시나리오7)이다. 아래 그림 5는 서화천 유

역에서 대책들이 적용된 지역을 표시한 것이며 

표 2는 대책별 적용 방법 및 적용 지역을 설명

하고 있다.

대책이 적용된 지역은 Kal et al.(2019)이 

분석한 서화천 유역의 비점오염원 취약지역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서화천 유역에서의 비점오염

원 취약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유역 및 오염원 

특성을 조사하고 특성을 지수화하여 값이 가장 

큰 지역을 비점오염원 우선 취약지역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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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s Scenario Contents Technology Subbasin

Agricultural Nonpoint source 
management

S1
Gumgu Stream nonpointsource 

reduction
Wetland 13

S2 Artificial Wetland Creation Project Wetland 22

S3 Greenhouse nonpointsource reduction Inflow Reduction 3,4,6

Livestock Nonpoint source 
management

S4 Geumsangun manure management Livestock manure reduction 1,2,3,4,5,6,7,8,10

Ecologically Restored Stream S5
Gumgu Stream Ecological river 

restoration
Grass Waterway 6,11,15

Urban BMPs S6 Okcheongun Low Impact Development
Green Roof, Bio Retension, 

Porous pavement
12,13,14,15,16,17,18,

19

Point source management S7
Okcheon sewage treatment plant 

management
T-P discharge water quality: 

0.15mg/L
22

TABLE 2. Seohwacheon water quality improvement scenario  

Variable name Definition
Values

Scenario1 Scenario2

WET_NSA(ha) Surface area of wetlands at normal water level 1.58 6.26

WET_NVOL(104㎥) Volume of water stored in wetlands when filled to normal water level 3.16 12.53

WET_MXSA Surface area of wetlands at maximum water level 1.58 7.52

WET_MXVOL Volume of water stored in wetlands when filled to maximum water level 3.16 15.04

WET_VOL Initial volume of water in wetlands 3.16 15.04

TABLE 3. Wetland specifications in scenario1, 2

하였다. 그리고 비점오염원 수질 모니터링 자료

와 배출부하량을 비교·검토하여 최종적인 지역

을 선정하였다. 선정 결과, 비점오염원 취약지역

은 축산 비점오염 부하가 큰 구일천 유역(소유

역 15~17), 도심지와 축산시설이 많은 금구천 

유역(소유역 12~19)과 시설 작물 재배 등 농

업 비점오염원이 많은 추풍천 유역(소유역 

1~4, 6)이 선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수질 

개선대책 시나리오는 옥천군의 금구천, 대청호

로 유입되기 전 소유역과 추풍천 유역에 집중되

어 적용되었다. 

6. SWAT의 수질관리 분석방법

서화천 유역 농업지역에서 유출되는 오염원을 

저감 시키기 위한 대책들로서 유역 내 비점오염

원 저감시설 설치, 인공습지 설치, 비닐하우스 

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들이 있다. 

시나리오1은 서화천 유역 지류인 금구천 유

역 상류(소유역 13)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

치하는 것으로서 유역 상류의 축산시설 및 농지

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천변저류지에 비점

오염 저감시설을 만들어 저감 시키는 방법이다. 

시나리오2는 서화천이 대청호로 유입되기 직

전 서화천 하류 지역(소유역 22)에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습지를 통해 정화된 하천수가 대청호

로 유입되게 하는 것이다. 시나리오1, 2는 유역 

내 습지를 조성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적용

된 제원 및 매개변수는 표 3, 4와 같다.

시나리오3은 서화천 상류의 추풍천 유역에 

많은 비닐하우스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는 대책

이다. 겨울철 비닐하우스에서 사용되고 하천으

로 방출되는 용수 및 불투수 지역화된 비닐하우

스에서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하우스 

유출량 및 비점오염원 저감을 적용하였다. 표 5

는 적용된 시나리오 내용이다. 

시나리오4는 서화천 상류의 금산군 유역에 

있는 방치된 축산퇴비를 수거하여 강우 시 유입

되는 축산 비점오염원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이미 옥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치축분 제거 



Watershed Water Quality Management Plan Using SWAT and Load Duration Curve48

Variable name Definition Values

IPND1 Beginning month of mid-year nutrient settling “season” January

IPND2 Ending month of mid-year nutrient settling “season” December

WET_FR Fraction of subbasin area that drains into wetland 0.02

WET_SED Initial sediment concentration in wetland water 20 mg/L

WET_NSED Equilibrium sediment concentration in wetland water 5.00 mg/L

WET_K Hydraulic conductivity of bottom of wetlands 0.03 mm/hr

PSETLW1 Phosphorus settling rate in wetlands for months IPND1 through IPND2 0.7 m/year

PSETLW2 Phosphorus settling rate in wetlands for months other than IPND1-IPND2 0.7 m/year

NSETLW1 Nitrogen settling rate in wetlands for months IPND1 through IPND2 0.3 m/year

NSETLW2 Nitrogen settling rate in wetlands for months other than IPND1-IPND2 0.3 m/year

TABLE 4. Wetland parameters in scenario1, 2

NSETLW1 Definition Advanced treatment

NSETLW2 Nitrogen settling rate in wetlands for months other than IPND1-IPND2 0.3 m/year

TABLE 5. Representation of greenhouse treatment in scenario3

Application file Definition Advanced treatment

point source Outflow control Dec~Feb: Outflow : Zero

.Ops Sand Filter T-N: -15%, T-P: -90%

TABLE 6. Representation of manure reduction in scenario4

Variable name Definition Values

GWATI Flag for the simulation if grass waterways(GWATI=1/0 active/inactive) 1

GWATN Manning’s N value for overland flow 0.028

GWATL Length of grassed waterway(m) 3.8

GWATW Average width of grassed waterway(m) 10

GWATD Depth of grassed waterway channel from top of bank to bottom(m) 1

GWATS Average slope og grassed waterway channel(m) 0.75

GWATSPCON Linear parameter for calculating sediment in Grassed waterways 0.005

TABLE 7. Representation of ecologically restored stream in scenario5

사업을 금산군 유역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SWAT

의 Fertilizer 양을 저감 하는 방법을 적용하였

다. 표 6은 사용된 매개변수와 방법이다. 

시나리오5는 금구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

는 것이다. 금구천은 서화천에서 도심지를 지나 

흐르고 있어 자연적 특성 훼손이 심한 지역으로 

하천환경을 식생수로(Grass Water Way) 형태

로 적용하였으며 표 7은 사용된 매개변수이다.

시나리오6은 도심지역에 저영향 개발 기술

(LID)을 적용하는 것이다. 서화천 유역에서 도

심지는 양수(소유역 14), 금구3(소유역 19), 

구일2(소유역 16), 구일3(소유역 17)이다. 이

들 소유역은 유역 내 인구가 가장 많고 군청과 

관공서, 학교, 공공주택단지, 도로 등 건물과 유

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토지 이용별 적용은 상

업지역에서는 옥상녹화(Green Roof)와 식생체

류지(Bioretension), 주거지역은 모래여과장치

(Sandfilter), 도로 지역은 투수성 포장(Porous 

pavement)을 적용하였다. 표 8은 SWAT에서 

토지 이용별 적용된 LID 기술 및 저감 효율이다.

시나리오7은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제어

하여 점오염원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서화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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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 Landuse Advanced treatment

Green Roof UCOM: Urban Commercial TN: 25%, TP: 0%

Sand Filter URML: Urban Medium Density TN: 50%, TP: 50%

Porous pavement URTN: Urban Transportation TN: 80%, TP: 80%

TABLE 8. Representation of urban BMPs in scenario6

Treatment plants Capacutry(㎥/day) Advanced treatment

Okcheon 18,000 TP: 0.15mg/L

TABLE 9. Treatment capacity in scenari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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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
1000 [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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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_SOL_AWC.sol Soil available water capacity(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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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h) 0.71-650 [-0.8,0.8]

v_CH_K2.rte Effective hydraulic conductivity in main channel alluvium(mm/h) 0 [0,150]

TABLE 10. Flow parameters used for SWAT-CUP

류의 옥천하수처리장은 대청호 유입 지점에 인

접하여 방류되는 수질이 대청호 수질에 바로 영

향을 미치고 있다. 기초시설 관리에는 많은 재

원이 소요됨으로 전 기간 방류수 수질농도 관리

가 어렵다면 남조류 세포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8~10월에 대해서라도 한시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장 방

류 수질농도를 전 기간 0.15mg/L를 방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적용하였다. 표 9는 옥천하수

처리장의 시설용량 및 적용 수질 기준이다.

결과 및 고찰

1. 모형의 검·보정

유량에 대한 보정은 서화천 하류의 옥각교 지

점(소유역 20)에서의 수위와 유량 관계식을 통

한 유량 자료와 서화천 상류의 추풍(소유역 6), 

금구천 하류 말단 금구3(소유역 19) 지점에서 

실측한 유량 자료를 이용하였다. 보정 기간은 

2017~2018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보정 작업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SWAT 

-CUP(Calibration and Uncertainty Program)

을 이용하여 유량 매개변수에 대한 보정을 진행

하였다. SWAT-CUP은 SWAT 모델의 보정을 

위한 보조프로그램으로 SUFI-2,　GLUE, Parasol, 

MCMC(Monte Carlo Markov Chain) 등 4가

지 통계 알고리즘을 SWAT 모델과 연계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

램이다.

SWAT-CUP에서 보정에 사용된 매개변수는 

아래 표 10과 같이 유출에 연관된 11개 매개변

수를 사용하였으며 보정 방법은 SUFI-2로 보

정 하였다. 

SWAT-CUP으로 보정된 관측 유량과 모의 



Watershed Water Quality Management Plan Using SWAT and Load Duration Curve50

NSE: 0.62 NSE: 0.69 NSE: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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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8. Calibration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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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Model efficiency range and confidence interval(Donigan. et al., 2003)

NSE: 0.64 NSE: 0.66 NSE: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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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6. Relationship between observed and simulated discharge at the study site 

NSE: 0.64 NSE: 0.63 NSE: 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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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7. Calibration T-N at the study site

유량과의 상관관계는 그림 6과 같이 지점별 R2

은 0.71∼0.79, NSE(Nash-Sutcliffe model 

efficiency)은 0.62∼0.70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모형을 통한 유량 모의는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Fair”∼“Good” 수준으로 적절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유량과 같이 수질에 대하여 보정을 하였으며 

수질은 T-N과 T-P에 대하여 보정 하였다. 관

측 및 모의 수질 간의 상관관계는 그림 7, 8에 

나타나 있다.

보정 결과, 추풍(6) 지점에서의 R2값은 0.70 

~0.95로“Good”∼“Very Good”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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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T-N T-P

Target Load Present Load Excess Rate(%) Target Load Present Load Excess Rate(%)

Moist Conditions(10~40%) 1,329,595 2,458,691 84.92 19,404 28,586 47.31 

Mid-Range Flows(40~60%) 385,070 620,632 61.17 5,619 6,554 16.63 

Dry Conditions(60~90%) 391,537 471,359 20.39 5,714 6,538 14.43 

Low Flows(90~100%) 87,775 125,395 42.86 1,281 1,394 8.89 

TABLE 12. Present excess load compared to target water quality(Unit: kg/day)

(a) T-N (b) T-P

FIGURE 9. LDC for Subbasin23

고 NSE는 0.60∼0.64로“Fair”로 나타나고 

있다. 금구3(19) 지점에서의 R2값은 0.63∼

0.83으로“Fair”∼“Good”로 나타났고 NSE

는 0.60∼0.69로“Fair”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화5(20) 지점에서의 R2값은 0.79∼0.99로 

“Good”∼“Very Good”로 나타났고 NSE는 

0.73∼0.98로“Good”∼“Very Good로 나타

나 대체로 모형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부하지속곡선 분석

시나리오별 수질 관리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

여 현재 상태에서 목표 수질보다 초과 되는 부

하량과 모니터링 측정 횟수 대비 초과 되는 횟

수를 이용하여 초과율을 분석하였다. 

그림 9는 부하지속곡선에 모형을 통하여 생

성된 10년간 수질 값을 도시해 놓은 것이다. 진

한 실선은 목표 수질을 적용한 부하지속곡선으

로써 실선의 상부(+) 위에 도시된 표시는 목표 

수질을 초과한 경우이며 실선의 하부(-)에 도

시된 표시는 목표 수질을 만족하고 있는 경우이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목표 수질 만족 여부를 

목표 수질을 초과하는 초과 정도로서 평가하였

다. 평가는 시기에 따른 평가를 위해 유량 구간

별로 초과하는 초과량과 초과 정도인 초과율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표 12, 13과 그림 10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목표 수질 대비 초과 되는 부하량은 

T-N, T-P 모두 풍수기(10~40%) 구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T-N 초과율은 풍

수기에서 가장 크고 T-P 초과율은 갈수기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하량은 수질과 함께 유량에 영향을 많이 받

기 때문에 유량이 큰 풍수기에 초과 되는 양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N 초

과량은 20~80% 목표 수질을 초과하고 있고 

T-P는 14~47% 초과하고 있다. 앞서 표 1에

서 유량 구간별 오염물질 영향 자료를 보면 풍

수기와 평수기 영향 지역은 강가와 불투수 지역

의 하수,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와 도시지역 

하수로서 서화천에서의 도시지역인 금구천 유역

과 옥천읍 읍내에서의 발생 되는 비점오염원의 

영향으로 부하량이 목표 수질을 초과하는데 크

게 작용했으리라 판단된다. 

초과율을 분석해보면 T-N 초과율은 29~ 



Watershed Water Quality Management Plan Using SWAT and Load Duration Curve52

(a) T-N Excess Load (b) T-P Excess Load (c) Excess Rate

FIGURE 10. Target water quality excess and excess rate

Scenarios

Reduction(kg/day) Rate of change(%)

Moist Conditions
(10~40%)

Mid-Range
Flows

(40~60%)

Dry Conditions
(60~90%)

Low Flows
(90~100%)

Moist 
Conditions
(10~40%)

Mid-Range
Flows

(40~60%)

Dry Conditions
(60~90%)

Low Flows
(90~100%)

Scenario1 -13,787.53 -4,131.03 -1,663.11 -3,505.67 -0.56 -0.67 -0.35 -2.80

Scenario2 -34.99 -114.88 -189.34 -97.03 0.00 -0.02 -0.04 -0.08

Scenario3 -850.90 59.57 -385.86 131.90 -0.03 0.01 -0.08 0.11

Scenario4 -24,477.90 -7,153.60 -5,280.82 -933.63 -1.00 -1.15 -1.12 -0.74

Scenario5 -250.00 -48.53 -31.36 -19.23 -0.01 -0.01 -0.01 -0.02

Scenario6 -584.50 -434.70 170.64 179.97 -0.02 -0.07 0.04 0.14

Scenario7 -194.13 -41.00 -19.90 -17.16 -0.01 -0.01 0.00 -0.01

TABLE 14. T-N reduction by flow section

Division
Total Monitoring 

Number

T-N T-P

Number of Excess Excess Rate Number of Excess Excess Rate

Moist Conditions(10~40%) 1,204 890 73.92 446 37.04 

Mid-Range Flows(40~60%) 803 464 57.78 314 39.10 

Dry Conditions(60~90%) 1,204 437 36.30 569 47.26 

Low Flows(90~100%) 381 113 29.66 201 52.76 

TABLE 13. Present exceeding target water quality(Unit: %y)

74%, T-P 초과율은 37~52%를 나타내고 있

다. T-N 초과율은 부하량과 같이 풍수기에 높

게 나타나고 있어 T-N은 토지이용에 따라 강

가 경작지 관리와 도시지역에서의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서화천과 

같은 농업지역에서는 하천 변에서 경작하는 경

작지에서 유출되는 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

하다. T-P 초과율은 갈수기 때 높아 갈수기 하

천에서의 점오염원 관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갈수기에는 하천 유량이 적어 하수처리장 

방류수와 같은 기초시설 방류량이 하천 유량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소하천에서는 비점

오염원과 함께 점오염원의 관리도 중요하다. 또

한, 유량별 초과율의 격차가 T-N은 크게 나타

나나 T-P는 적게 나타나므로 서화천에서의 

T-P는 점과 비점오염원 모두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SWAT 수질 관리 영향평가

시나리오별 수질 개선 효과 분석을 위해 부하

지속곡선을 이용하여 유량 구간별 개선 효과를 

저감량과 초과율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지점은 목표 수질을 설정한 서화천 하류 말단 

지점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표 14, 15와 그림 11, 12와 같이 

사업 적용에 따른 저감량이 많은 시나리오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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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duction (b) Rate of change

FIGURE 11. T-N reduction by flow section

Scenarios

Reduction(kg/day) Rate of change(%)

Moist 
Conditions
(10~40%)

Mid-Range
Flows

(40~60%)

Dry Conditions
(60~90%)

Low Flows
(90~100%)

Moist 
Conditions
(10~40%)

Mid-Range
Flows

(40~60%)

Dry Conditions
(60~90%)

Low Flows
(90~100%)

Scenario1 -229.78 -59.15 -69.13 -15.51 -0.80 -0.90 -1.06 -1.11

Scenario2 -278.44 -73.29 -82.92 -18.82 -0.97 -1.12 -1.27 -1.35

Scenario3 -409.58 -65.26 -70.24 -8.80 -1.43 -1.00 -1.07 -0.63

Scenario4 -894.63 -165.41 -113.45 -18.68 -3.13 -2.52 -1.74 -1.34

Scenario5 -295.82 -66.66 -66.16 -14.06 -1.03 -1.02 -1.01 -1.01

Scenario6 -297.61 -54.87 -84.21 -10.63 -1.04 -0.84 -1.29 -0.76

Scenario7 -421.85 -151.97 -167.62 -32.51 -1.48 -2.32 -2.56 -2.33

TABLE 15. T-P reduction by flow section(Unit: %)

면 T-N은 시나리오1 금구천 비점오염 저감시

설 설치 사업과 시나리오4 금산군 방치 축분 저

감 사업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고 T-P는 시나리오4 금산군 방치 축분 저감 

사업과 시나리오7 옥천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관리사업에서 저감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1은 금구천 상류에서 저감시설을 통

해 오염원을 저감 시키는 것으로서 갈수기(90~ 

100%)에서 저감률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입된 오염원을 저감 시키는 능력은 한정

되어 있어 저감량의 절대량은 부하량이 큰 풍수

기와 평수기에 크게 나타나나, 저감률은 상대적

으로 유입 부하량이 적은 갈수기에 높게 나타나

는 것이라 판단된다. 

시나리오4는 금산군에서의 방치 축분을 저감

하는 것으로서 타 시나리오 대비 T-P 부하량

의 저감률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유량 구간별 

풍수기(10~40%) 저감률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바 강우 시 비점오염 저감을 가장 많이 감소시

킬 수 있는 대책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T-P 저

감률을 보면 시나리오7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제어 사업에서도 저감률이 크게 나타나는데 처

리시설 저감을 위해서는 큰 비용이 소요되므로 

시설용량 확충 및 설비 보완 등 실제 기초시설 

관리가 가능하다면 T-P를 저감 시키는 좋은 

방법이라 판단된다. 

시나리오별 수질 개선 효과 분석을 위해 부하

지속곡선을 이용하여 유량 구간별 목표 수질 초

과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 16과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T-N과 T-P 모두 시나리오4 금산군 방

치 축분 저감 사업과 시나리오7 옥천하수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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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N (b) T-P

FIGURE 12. T-P reduction by flow section

Scenarios

T-N T-P

Moist 
Conditions
(10～40%)

Mid-Range
Flows

(40～60%)

Dry 
Conditions
(60～90%)

Low Flows
(90～100%)

Moist 
Conditions
(10～40%)

Mid-Range
Flows

(40～60%)

Dry 
Conditions
(60～90%)

Low Flows
(90～100%)

Scenario1 -0.80 -0.90 -1.06 -1.11 -0.67 -1.27 -1.23 -4.98

Scenario2 -0.97 -1.12 -1.27 -1.35 -1.35 -1.91 -2.11 -5.97

Scenario3 -1.43 -1.00 -1.07 -0.63 -1.35 -1.91 -1.41 -2.99

Scenario4 -3.13 -2.52 -1.74 -1.34 -3.81 -3.50 -2.99 -3.98

Scenario5 -1.03 -1.02 -1.01 -1.01 -1.35 -1.91 -1.23 -3.48

Scenario6 -1.04 -0.84 -1.29 -0.76 -1.35 -1.27 -1.93 -3.48

Scenario7 -1.48 -2.32 -2.56 -2.33 -1.79 -3.50 -3.69 -8.46

TABLE 16. Excess rate by flow section(Unit: %)

방류수 수질 관리사업에서 초과율 저감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4에서 방치 축분 저감을 통한 초과

율 감소는 T-N은 풍수기와 평수기에 크고 

T-P는 전 유량 구간에서 감소가 나타나고 있

어 강우 시 유입되는 비점오염과 기저 유출 등

으로 인한 오염원이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표 13에서 분석한 현재 상태의 T-P 초

과율을 보면 갈수기에서 52.76%로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원

인으로 갈수기는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되었었다. 따라서, 표 1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나리오7의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제어를 통한 T-P 초과율이 갈수

기에 가장 많이 감소하고 있어 점오염원 관리가 

타 시나리오보다 갈수기에 수질 관리 효과가 가

장 크다고 판단된다. 

시나리오4와 시나리오7 이외에 T-N과 T-P 

초과율에 대한 저감률을 보면 시나리오별로 대

동소이하게 저감률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모의를 위해 구성된 시나리오

들은 서화천 현황에 맞게 추진될 수 있다고 판

단된다. 

부하지속곡선을 통하여 저감량, 저감률과 목

표 수질 초과율을 검토한 결과, 풍수기와 평수

기 관리를 통해 비점오염원은 시나리오4의 방치 

축분 저감 사업이 주요하고 저수기와 갈수기는 

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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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N (b) T-P

FIGURE 13. Load reduction rate by flow section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역에서의 수질 관리를 위하

여 SWAT 모형을 구축하여 시나리오별 수질 

개선대책을 모의하였으며 모의 결과를 부하지속

곡선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부하지속곡선 작

성을 위한 유량은 SWAT를 이용하여 장기 모

의한 수문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목표 수질은 서

화천 하류의 옥천천 수질측정 지점의 자료를 사

용하였다. 목표 수질은 10년간 측정된 자료를 

분석하여 60분위에 해당하는 자료를 사용하였

으며 목표 수질에 유량지속곡선을 곱하여 부하

지속곡선을 작성하였다.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

으로는 크게 농업 비점오염원 관리(시나리오1, 

2, 3), 축산오염원 관리(시나리오4), 생태하천 

복원(시나리오5), 도심 최적화 관리(시나리오

6), 점오염원 관리(시나리오7)의 7가지 시나리

오를 적용하였다. 

부하지속곡선을 통해 현재 상태를 평가한 결

과, 초과 되는 부하량은 T-N, T-P 모두 풍수

기와 평수기에 크게 나타났고 초과율은 T-N은 

풍수기에 높았고 T-P는 갈수기에 높게 나타났

다. 서화천과 같은 농업지역에서는 하천 변에서

의 경작에 따른 유입 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필

요하며 소하천은 갈수기 시 하천에서 점오염원

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바 비점오염원과 함

께 점오염원 관리도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수질 관리를 위한 시나리오별 평가결과, 방치 

축분 저감 사업과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제어 

사업에서의 수질 개선 효과가 가장 좋게 나타났

다. 따라서, 풍수기와 평수기로 대표되는 비점오

염원 관리를 위해서는 시나리오4의 방치 축분 

저감 사업이 효과가 크고 저수기와 갈수기 점오

염원 관리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관리가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시나리오 대책들

도 유량 구간별 수질 개선 효과를 가짐으로 유

역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적용 가능하리라 판단된

다. 방치 축분 제거 사업으로는 유역 내 오염물

질을 사전 관리하는 오염물질의 사전 관리 필요

성,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해서는 기초시설의 지

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 개선을 위해 실제 유역에

서 적용되거나 적용하고 있는 대책을 SWAT 

유역모형을 이용하여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부

하지속곡선을 통해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유량 구간 및 초과율을 검토하여 평가하였다. 

부하지속곡선은 유량 구간별 관리가 가능함으로 

해당 유역에서의 문제 되는 오염원별, 시기별 

관리가 가능하여 유역에 필요한 수질 개선방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구축된 

SWAT 유역모형은 향후 다양한 수질 개선대책

을 유역에 적용할 수 있어 장기적인 유역관리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추가적인 현장

에서의 실측 모니터링 자료 수집을 통해 부하지

속곡선 평가를 진행하면 더욱 신뢰성 있는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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