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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사회-수문시스템 모델링을 이용한 하수재이용 유역의 수문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유역 수문·수질 해석을 통해 하수재이용에 따른 관개용수
에의 영향을 분석하고, 농업생산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재이용수 관개 논의 
적정 질소시비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
한 사회-수문시스템 모델링과 과정 사회수문학의 인식틀을 통해 하수재이
용에 따른 소규모 사회-수문시스템의 변화과정을 모의 및 분석하였다.

SWAT 모형을 이용한 간접재이용에 따른 유역의 수문·수질 응답반응을 
실측 수문 및 수질자료를 통해 보정 및 검정한 결과, 구축한 모형이 대상유
역에서의 간접재이용 영향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검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장의 유무에 따른 관개용수 취수지점에서의 하천
유황 및 관개수질영향을 분석하였다. 하천유황은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반
영하여 증가하였으며, 갈수량으로 갈수록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허용 가능한 총질소 농도와 농업용수 수질기준의 
초과확률이 각각 60%와 4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관개용수 수질에의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DSSAT 모형을 이용한 하수재이용에 따른 질소시비방법 모의체계를 구
축하였으며, 구축한 모형은 보정 및 검정기간 동안 실측 논벼 수확량을 잘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질소시비량을 관개수 총질소 농도 수준별
로 모의한 결과 표준시비량 대비 20~50% 저감된 질소시비량에서도 목표 
논벼 수확량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질소시비방법에 대한 논
벼 수확량의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밑거름보다 새끼칠거름과 이삭거름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시율을 조정함으로써 10~20 kg ha-1 정
도의 추가적인 질소시비량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모의되었다. 

수문시스템의 물리적 현상을 수식화한 결정론적 총괄형 수문시스템 부모
형과 인구, 토지이용, 경제성, 그리고 기술 및 정책수준 등을 수식화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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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부모형을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하여 하나의 사회-수문시스템 
모형으로 구축하였다. 민감도 분석과 극한조건 시험, 그리고 SWAT 모형의 
모의결과 및 실측 수문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구축한 모형이 구조 건전성과 
거동 객관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구증가는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통해 하천유량과 지하수위, 그리고 하
수재이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농경지의 도시용지로의 토지
이용 변화는 침투량과 농업용수 수요량을 감소시키고, 지하수 관개량의 감
소로 지하수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표 수리답률을 달
성하기 위해 지하수 관개 비중을 높일 경우 지속가능하지 않은 지하수 이용
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처리수 관개량을 늘릴수록 목표 수리답률을 보다 
빨리, 그리고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재처리수 관
개시설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 시설 규모가 작을수록 단위자본비의 영향
이 증가하였으며, 재처리수 관개의 경제성에 단위자본비가 단위운영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하천유지유량을 통한 하천
수 취수 제한은 하천유량의 보전뿐만 아니라 보상적 지하수 관개 및 기저유
출에 따른 상대적 하천유량의 감소와 사회적 기회비용 또한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관개용수에의 영향과 대안적 질소시비 방법으로부
터 지속가능한 대체수자원으로서의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재이용을 위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수문시
스템 모델링은 수자원 정책결정에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소규모 
사회-수문시스템의 인과관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통찰을 통해 과정 사회
수문학의 방법론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사회-수문시스템 모델링, 사회수문학, 수문모형, 시스템 다이내믹스,  
         작물생육모형, 하수재이용
학  번 : 2007-2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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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연간 물 사용량은 333억 m3이며, 그중 농업용수가 159억 
m3으로 전체 물 사용량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2011a). 
이는 하천유지용수를 제외한 물 사용량의 62%로 실제 수자원이용의 대
부분을 차지한다. 도시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물 사용량이 지속적으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강희와 채창우, 2011), 수질악화로 인한 
양질의 담수 수자원이 제한된 상황 (김성욱 등, 2011)은 물 사용량이 가
장 많은 농업용수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가
뭄과 시설재배지 증가와 같은 영농형태의 변화는 용수사용의 계절적 변
동성이 큰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용수의 사용효율을 증가시키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한 대체수자원
의 확보가 농업용수를 포함한 수자원 이용의 주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대체수자원 확보 측면에서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재이용에 대한 세계
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Bixio et al., 2006; Huertas et al., 2008; 
Pedrero et al., 2010).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연중 일정한 수량을 가짐에 
따라 가뭄 시 비상용수로 사용할 수 있으며 (Jang et al., 2012), 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다량의 비료성분은 농작물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Jang 
et al., 2010; Chavez et al., 2012), 비료사용을 줄임으로써 수환경에 도
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Mohammad and Ayadi, 2004). 이는 농
업생산성과 환경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 (Foley 
et al., 2011)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미 전세계적으로 2,000만 ha 이상의 
농경지가 하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으며 (Hamilton et al., 2007), 
전세계인구의 10% 이상이 하수를 이용하여 재배한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WHO,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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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일처리용량 500 m3이상의 전국 하수처리장 505개 
중 63개의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다 (환경부, 
2012). 도시화와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의 증설은 도시와 도
시인근의 영농활동에 대한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직간접적인 재이용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마을하수처리장의 증가는 농촌지역에서 하수처리수
의 무계획적 농업용수 이용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은 농업용수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질권고기준을 크게 초과
하며,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하천구간에 대한 생활오수 및 하수처리장 방
류수의 영향을 연구한 결과, 하천수질이 재이용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
함에 따라 보건 및 환경에 대한 면 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동욱, 2009; 김지혜 등, 2012).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재이용은 크게 직접재이용과 간접재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Rutkowski et al., 2007). 직접재이용은 기존의 하수처
리장 수처리 공정에 농업용수재이용을 위한 재처리 공정을 추가하여 하
수처리장으로부터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관개용수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
며, 간접재이용은 하천으로 유입된 하수처리장 방류수 및 미처리 하수를 
하류 구간에서 취수하여 이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박승우와 장태일, 
2009). 직접재이용의 경우 관개용수 수질이 하수처리장 방류수질에 의
해 결정되기 때문에 재이용시스템을 포함한 하수처리장의 수처리 공정 
관리를 통해 관개용수 수질을 조절 및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간접재이
용의 경우,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외에도 하천의 유황조건이 관개용수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하수처리수에 포함된 다량의 영양물질은 시비활동에 따라 작물에 과
다한 영양물질 공급을 초래할 수 있다 (Pereira et al., 2011). 우리나라
에서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평균 총질소 농도
는 10.1 mg L-1 (환경부, 2012)로, 미질과 수확량을 함께 고려한 논 관
개용수의 허용가능한 최대 총질소 농도인 4.7 mg L-1 (농림부, 200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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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Chiou (2008)에 따르면 재처리수에
는 일반적인 작물생장에 필요한 양을 크게 초과하는 총질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질소과다는 논벼의 도복 등을 야기할 수 있다 (Setter 
et al., 1997). 특히, 우리나라는 연평균 70.8 kg ha-1의 질소비료를 과
다사용 하고 있으며 (서범석, 2008), 화학질소비료의 사용이 비슷한 영
농환경을 보이는 동아시아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Hatano, 2006). 질소비료의 과다사용은 비점오염원 부하의 주요한 원
인으로 수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작용하며 (윤동민 등, 2008; 
Carpenter et al., 1998), 하수처리수를 논 관개용수로 이용할 경우, 관
행적인 관개용수에 비해 수체에 오염부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Kim et al., 2007). 따라서 농업생산성을 담보하면서 환경적인 부
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재이용 상황에 맞는 
대안적 질소시비방법이 제안되어야 한다.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재이용과 같은 수자원 정책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정책 및 기
술에 따른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기존의 수문모델링
기법은 자연현상을 물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효과적 방법이지만 인간 
활동과 자연현상에 따라 급변하는 수자원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장기 정책과 관리대안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Wagener et al., 
2010). 기존의 공학적 모델링 기법은 시스템 밖의 특정한 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를 효과적으로 모의할 수 있지만 인간 활동을 모델링의 대
상이 되는 시스템에서 배제하거나, 인간과 대상 시스템의 상호작용은 고
려하지 않은 채 인간 활동에 따른 대상 시스템의 반응을 단선적으로 평
가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시스템이 변화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 가는
지를 분석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Liu et al., 2007).

인간 활동과 수문시스템의 상호작용 및 변화 양상에 대한 보다 근본적
인 접근방법을 통해서 수자원 환경을 이해하고자 Sivapalan et al. 
(2012)은 사회수문학 (socio-hydrology)을 소개하였다. 사회수문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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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인간과 물이 연계된 시스템의 동태성과 공진화를 이해하기 위해 기
존의 사회시스템과 수문시스템 각각의 개별적 이해를 넘어 사회-수문시
스템 (socio-hydrological systems)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또
한, 원인에 따른 결과를 파악하고자 했던 기존의 단선적 인식틀을 벗어
나 원인에 따른 결과, 또 그 결과에 따른 원인의 변화로 이어지는 비선형
적, 순환적 인식을 통해 전체적 사회-수문시스템의 변화과정을 이해하
고자 한다.

사회-수문시스템과 같이 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비선형적 변화 과정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선적이고 기계
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시스템 사고로 알려진 유기적인 사고체계가 
필요하다 (Hjorth and Bagheri, 2006). Forrester (1961)는 복잡계의 
동태성을 연구하기 위해 시스템 사고의 한 분류인 시스템 다이내믹스 
(system dynamics)를 개발하였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일회적인 사건
에 따른 시스템의 결과적 변화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시스템 요소간의 순
환적 인과관계에 따른 시스템 전체 또는 목표 변수의 동태적 변화를 이
해하기 위한 사고모형이며, 모의기법이다 (Meadows, 1980; Hjorth and 
Bagheri, 2006). 사회-수문시스템으로 대변되는 수자원 환경을 둘러싼 
문제를 보다 정확하고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수문시스템
의 피드백구조에 의한 시스템 요소간의 상호연관성과 시간에 따른 변화
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사회-수문시스템 모델
링 기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 유역 수문·수질 해석을 통해서 하수처리수의 농업
용수 간접재이용에 따른 관개용수에의 영향을 분석하고, (2) 농업생산성
과 환경성을 고려한 재이용수 관개 논의 적정 질소시비방법을 제안하고
자 한다. 또한, (3) 하수재이용과 같은 인간의 활동이 수문시스템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사회-수문시스템 모델링을 이용하여 소규모 사
회-수문시스템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고, 미래의 변화궤적을 모의 및 분
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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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논문구성

본 논문의 주요한 연구내용은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재이용에 따른 
사회-수문시스템을 모델링하고 해석하는 것에 있다. 3장과 4장은 기존
의 공학적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사회시스템의 수문시스템에의 영향 
또는 수문시스템의 사회시스템에의 영향 등의 현상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5장과 6장은 인간과 인간 활동을 대상 시스템에 포
함하여 전체적 사회-수문시스템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모델링 기
법과 대상 시스템의 예상되는 거동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총 7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1장 서론과 2장 연구사에서는 연구배경 및 목적을 서술하고, 주요한 

연구내용인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재이용, 수문모형과 하수재이용 유역 
수문·수질 모의, 작물생육모형과 적정시비량 모의, 그리고 사회수문학과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대한 기존의 연구내용 및 성과를 정리하였다. 3장
과 4장에서는 기존의 공학적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대상 시스템의 단
선적 분석 및 평가를 통해 현상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특히, 3장 유역 수
문·수질 해석에서는 수문시스템의 간접하수재이용에의 영향을 정량적으
로 평가하기 위해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SWAT) 모형을 
이용하여 복합유역에서의 하수재이용에 따른 수문·수질을 모의하였다. 4
장 논벼 수확량 모의에서는 수문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하수재이용 상황
에서 농업생산성과 환경성을 모두 고려한 적정 질소시비방법을 제안하
기 위해 Decision Support System for Agrotechnology Transfer 
(DSSAT) 모형을 이용하여 적정 질소시비량 및 분시율 등을 모의하였
다. 5장과 6장에서는 하수재이용에 따른 사회-수문시스템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고 변화궤적을 예측하기 위하여 과정 사회수문학의 인식틀에서 
소규모 사회-수문시스템 모델링 및 해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5장 사회
-수문시스템 모델링에서는 3장과 4장에서의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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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재이용에 따른 사회-수문시스템의 변화과정을 모형화하기 위해 인
간과 물이 연계된 사회-수문시스템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시스템 다이
내믹스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6장 사회-수문시스템 해석에서는 도시화
와 하수재이용에 따른 소규모 사회-수문시스템에의 영향을 평가하였으
며, 전체적 사회-수문시스템의 공진화를 모의하였다 (Fig 1.1). 7장 종
합결론에서는 전체 연구내용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Fig. 1.1. Schematic diagram of the disserta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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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사

2.1.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재이용

주요한 대체수자원으로 인식되어온 하수처리수를 안전하게 농업용수
로 재이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지난 수십 년간 방대하게 수행된 바 있다.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재이용에 대한 주요한 연구주제는 인체위해성 
(Petterson, 2001; An et al., 2007; Forslund et al., 2010), 작물생육 
(Gori et al., 2000; Mohammad and Ayadi, 2004; Cirelli et al., 2012; 
Jung et al., 2014), 수질 및 토양환경 영향 (Kang et al., 2007; Palese 
et al., 2009; Xu et al., 2010; Ayni et al., 2011; Jang et al., 2012; 
Singh et al., 2012; Jang et al., 2013), 그리고 수질기준 (Angelakis et 
al., 1999; Blumenthal et al., 2000) 등이 있다. 

Ayres et al. (1992)은 스프링클러 관개가 미생물 감염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관개수의 기생충 알이 농산물에 부착되어 섭취되
면 감염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한필 등 (2009)은 국내 하수재이용
지구를 대상으로 지하수와 재처리수, 그리고 하수처리장 방류수 관개 논
의 위해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하수처리장 방류수 관개 논이 다른 
경우에 비해 20배 이상 높은 수준의 위해도 값을 나타내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Banon et al. (2011)은 하수처리수와 하수처리수 희석수를 사용한 관
상용 식물재배를 통해서 하수처리수 희석수가 하수처리수를 관개하는 
경우보다 부적효과를 다소 저감하는 효과는 있으나, 관상용 식물의 상품
성을 저하시키는 것에서는 같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추가적인 처리 없
이는 제한적인 이용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하였다. Jung et al. (2014)은 
지하수와 재처리수, 그리고 하수처리장 방류수 등의 관개용수에 따른 논
벼 생육영향의 통계분석을 통해서 재처리수 및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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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 다량의 비료성분이 논벼의 간장과 이삭수, 그리고 수확량에 대해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현미의 중금속 함량은 처리구별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Stevens et al. (2003)은 하수처리수와 지하수로 관개한 농지의 토양
과 농지 외 지역 토양의 전기전도도, 나트륨흡착비 (sodium absorption 
ratio, SAR), pH, 그리고 붕소 등을 포함한 이화학적 특성 비교를 통해 
하수처리수를 관개할 경우, 농산물에 잠재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SAR 등의 저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Mohammad and 
Mazahreh (2003)는 식수와 하수처리수를 관개용수로 사용한 사료작물 
재배지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및 중금속의 집적 등을 조사 분석한 결과, 
2차 처리된 하수처리수를 관개용수로 사용할 경우 토양의 비옥도는 증
가시켰으나, 염분 및 망간의 집적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Jang et al. (2012)은 논벼 관개용수로 재처리수를 사용할 경우 지하수 
관개보다 관개용수를 통한 질소공급이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
며, 재처리수 관개 시 적절한 시비활동이 수질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보고하였다.

Kretschmer et al. (2002)는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하기 위
한 수질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인체위해성 측
면에서 관련 수질기준 수립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Jimenez (2005)
는 상당량의 하수처리수가 농업용수로 재이용되고 있는 멕시코를 대상
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하수재이용에 필요한 실현 가능한 기준과 그 기
준을 만족하기 위한 응집처리기술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하수재이용 연구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
로 하는 모니터링 기술을 기반으로 하수의 직접재이용 또는 실험설계를 
이용한 간접재이용이 작물과 인간을 둘러싼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모니터링을 통한 실증적 연구는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가
장 중요한 연구방법이지만 경제적, 환경적 요인에 따른 제약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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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할 수 없는 현재와 미래의 자연현상을 예측하기 어렵다. 하수재
이용 연구에 있어서 인체위해성 평가와 같이 실제적인 실험설계에 제한
이 있는 연구에서는 물리현상을 수식화한 모델링 기법을 많이 사용해 왔
으며, 그 밖의 주요한 연구들에서는 제한적으로 모델링기법을 적용한 바 
있다 (성충현 등, 2011; 정한석 등, 2011; 장태일 등, 2012; Kim et al., 
2007; Kim et al., 2008, Seong et al., 2010).

2.2. 수문모형과 하수재이용 유역 수문·수질 모의

간접재이용과 같이 일반적으로 영농환경을 둘러싼 외부요인들을 제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기술과 함께 모델링 기술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하수처리장으로부터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관개용수로 
사용하는 직접재이용과 달리 간접재이용은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하천 
및 호소 등에서 희석하여 관개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방류
수를 포함한 유역의 물순환을 이해하기 위해 수문모델링 기법을 이용할 
수 있다.

수문모형 (hydrological model)은 강수에 따른 유역의 응답반응으로
서의 유출을 수학적으로 모형화한 것으로 유역의 복잡한 물순환을 이해
하는 효과적이고 중요한 도구이다. 수문모형은 유역의 유출량만을 모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물질의 수체로의 유입, 운송, 운송 중 생성 및 소
멸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제반과정과 상호작용 등을 수학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도구인 수질모형과 결합하여 유역에서 발생하는 유사량, 
화학적 성분, 미생물 등과 같은 다양한 항목들을 모의할 수 있게 구성되
고 있다 (김상민, 2004; 김학관, 2009).

수문모형은 적용범위에 따라 포장단위 모형 (field-scale model)과 
유역단위 모형 (watershed-scale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포장단
위 모형은 하나의 토지이용 조건 혹은 수문단위를 대상으로 하며, 유역



- 10 -

단위 모형은 두 개 이상의 포장 조건을 모의할 수 있다 (김학관, 2009). 
대표적인 포장단위 모형에는 Chemical, Runoff and Erosion from 
Agricultural Management Systems (CREAMS) (Knisel, 1980), 
Groundwater Loading Effects of Agricultural Management Systems 
(GLEAMS) (Leonard et al., 1987), The Erosion-Productivity Impact 
Calculator (EPIC) (Williams et al., 1995) 등이 있으며, 유역단위 모형
에는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SWAT) (Arnold et al., 
1998), Hydrological Simulation Program-Fortran (HSPF) (Donigian 
et al., 1984), Storm Water Management Model (SWMM) (Huber and 
Dickinson, 1988), AGricultural Non-Point Source (AGNPS) (Young 
et al., 1989) 등이 있다.

수문모형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재이용에 따른 유역 환경
에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Kim et al. (2008)
은 CREAMS-PADDY 모형을 이용하여 저수지 관개와 하수처리수 관개
에 따른 포장에서의 오염부하를 비교하였고, Seong et al. (2010)은 포
장단위 수문모형과 미생물사멸등식 (bacterial die-off function)을 이용
하여 하수처리수 관개에 따른 논에서의 박테리아 거동을 모의하였다. 또
한, 성충현 등 (2011)은 CREAMS-PADDY 모형을 이용하여 하수처리
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할 경우에 대한 오염부하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Kim et al. (2007)은 포장단위의 수문모형인 CREAMS-PADDY와 유역
단위의 수문모형 HSPF를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를 관개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유역에서의 오염부하량 변화를 모의하였다.

수문모형을 이용한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하천수 및 관개용수에의 영
향에 대한 연구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McAvoy et al. (2003)은 
하천수질모형인 QUAL2E 모형을 이용하여 미처리하수의 하천유입에 따
른 하천수질에의 영향을 모의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위해성을 평가하
였다. 김동욱 (2009)은 생활하수 유입수역에서의 총대장균군의 부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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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모형을 개발하여 공공수역의 대장균 농도를 모의하였다. 김지혜 등 
(2012)은 SWAT-QUALKO2 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장 방류
수의 영향에 있는 하천구간에 대한 순별 수질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총질소, 총인, 그리고 대장균 등의 영향이 관개용수의 수요가 상대적
으로 많은 4~6월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장균의 경우 관개기간 
내내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질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남원 등 (2013)은 SWAT-K모형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장 방류수 등
의 물이용 및 방류조건을 고려한 유역에서의 유출량을 모의하였다.

2.3. 작물생육모형과 적정시비량 모의

하수처리수 중의 다량의 비료성분은 수확량을 증가시키고 시비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ereira et al., 2011; Chavez et 
al., 2012). 하수 중에 포함된 과다한 영양성분은 농작물의 생육에 영향
을 주며, 논벼의 경우에는 도복피해의 우려가 있다 (Setter et al., 1997; 
Chiou, 2008). 따라서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시비방법이 필요하다.

작물생육모형은 작물의 주요생리작용을 정량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40
여 년 전부터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환경조건 하에서의 생장 및 
발육의 종합적인 모의가 가능한 정도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주요 식
량작물에 대해 실용수준의 모형들이 선보이고 있다 (Sinclair and 
Seligman, 1996). 미국에서 개발되어 IBSNAT (International 
Benchmark Site Network for Agrotechnology Transfer)사업에 의해 
국제적으로 널리 보급된 DSSAT 모형은 28가지 이상의 주요 식량작물
의 생장 및 발육을 모의할 수 있는 GROPGRO와 CERES 계열의 작물생
육모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련의 영농활동에 따른 영양물질의 거동도 
파악할 수 있다 (Jones et al., 2003; Nangia et al., 2008). 지금까지 
DSSAT을 이용하여 여러 지역에서 식량작물의 생산량 및 토양환경 변화 



- 12 -

등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Liu et al. (2011)은 캐나다
에서의 옥수수와 콩의 생산량 예측에 DSSAT의 적용성을 평가하고, 배
수형태에 따른 지표하 질산태 질소의 손실을 모의하였으며, Marin et al. 
(2011)은 브라질에서의 사탕수수 매개변수를 추정하여 생산량을 모의함
과 동시에 관개 시와 비관개 시 토양수분함량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논벼를 대상으로 농업 생산성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시비량을 산정하
기 위한 실험적 연구 (Zhu and Chen, 2002; Cabangon et al., 2004)와 
함께 작물생육모형을 이용한 대안적 시비방법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왔다. Qiao et al. (2012)은 다양한 질소시비량을 적용한 
논벼 시험재배를 통해 관행 질소시비량보다 저감된 시비량으로 기존의 
논벼 수확량과 비슷한 수확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저감된 질소시비가 질
소의 시비효율을 높이고, 유역으로의 오염부하를 줄일 수 있음을 보였
다. Cheyglinted et al. (2001)은 CERES-Rice 모형을 이용하여 질소 
시비량 및 시비시기에 따른 논벼 생육 및 수확량을 모의하였으며, 
Ahmad et al. (2012)는 CERES-Rice 모형을 이용하여 이식간격 및 질
소 시비량에 따른 벼의 생장과 수확량 모의를 통해 최적영농방법을 제안
하였다.

하수재이용 상황에서의 작물생육모형을 이용한 모의는 제한적으로 이
루어져왔다. 장태일 (2009)과 정한석 등 (2011)은 모니터링 기술을 통
해 획득한 하수재이용에 따른 논벼 수확량 증가 및 시비량 저감효과를 
EPIC과 DSSAT 모형을 이용한 수확량 모의를 통해 모형의 적용성 및 
시비량 저감효과를 검정하였다.

2.4. 사회수문학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사회-수문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수문학은 역사 사회수문학 
(historical socio-hydrology), 비교 사회수문학 (comparative 
socio-hydrology), 그리고 과정 사회수문학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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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o-hydrology)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Sivapalan et al., 2012). 
역사 사회수문학은 역사적으로 물이 인간의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

쳐왔는지를 재구성하고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Kallis (2010)는 1830
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리스 아테네시를 대상으로 한 생활용수의 공
급과 수요의 악순환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물의 수요와 공급이 공진화해 
나가는 것을 설명하였다. Kallis (2010)의 연구에서는 물의 공급량이 늘
어나게 되면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인구증
가와 삶의 수준 향상이 또 다른 생활용수 수요를 창출함에 따라 새로운 
생활용수 공급원의 개발과 발굴과정에서 환경파괴 등을 야기했으며, 궁
극적으로 변화된 생활용수 공급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수자원정
책이 필요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테네시 수자원정책의 역사적 고증을 통
해서 보여주었다. Kandasamy et al. (2014)는 호주 동부의 
Murrumbidgee강 유역을 대상으로 1900년부터 현재까지의 식량생산을 
위한 농업용수 사용과 파괴된 수변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사이에서의 
동태성을 정책과 환경적인 결과 등을 통해 사회수문학적 인식틀을 이용
하여 고증하였다. 또한, Wescoat (2013)은 18세기부터 영국, 인도, 그
리고 미국의 관개용수량에 대한 규범 (norm)이 기근 등의 사회적 상황
과 정치적 고려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면서 형성되어 왔는지 역사적 사례
를 통해서 고찰하였다.

비교 사회수문학은 독립된 유역의 반응을 관찰하기보다는 유역간의 
차이와 유사성을 기후와 토지이용 그리고 인간의 활동으로서 이해하고
자 하는 노력이다. Chang et al. (2013)은 인접한 대도시지역간의 환경
거버넌스 (environmental governance)에 따른 수질모니터링에의 영향, 
수변구역의 상태변화에 따른 수질에의 영향, 토지피복변화와 수질과의 
관계, 그리고 수질과 부동산가격의 관계 등을 비교 연구하였다.

과정 사회수문학은 질적 (qualitative) 또는 서술식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역사 사회수문학과 비교 사회수문학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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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구를 지향한다. 과정 사회수문학은 소규모 사회-수문시스템의 인
과관계 (causal relationship)에 대한 보다 상세한 통찰을 통해 현재의 
사회-수문시스템의 기능을 이해하고 미래의 사회-수문시스템의 변화 
궤적 (trajectory)을 예상하고자 한다. Di Baldassarre et al. (2013)은 
범람원에서의 인간의 정착 활동과 사회수문학적 상호관계를 개념적으로 
수식화한 다이내믹 모형을 개발하였다. 홍수범람과 관련한 인간과 수문
현상의 동태적 모의를 통해 제방 건설이 홍수의 발생빈도는 저감시킬 수 
있지만 하천의 수위를 상승시켜 기록적인 홍수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킨
다고 보고하였다. Viglione et al. (2014)는 Di Baldassarre et al. 
(2013)이 수식화한 홍수 범람원과 인간 활동의 인과관계를 이용하여 다
이내믹 모형을 통해 홍수에 대한 집단기억 (collective memory), 위험부
담자세 (risk-taking attitude), 그리고 홍수대비시설물에 대한 신뢰정도 
(trust of the community in risk reduction measures)등을 평가하여 홍
수와 홍수에 따른 사회시스템의 반응에 대하여 모의하였다.

과정 사회수문학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시스템 구성요소간의 인과관계
에 따른 전체적 시스템의 동태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스템 다이
내믹스 모델링 기법이 소개되었다 (Forrester, 1961). 수문시스템에 다
이내믹스를 이용한 모델링은 20여 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수문모델
링 분야에 있어서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이용은 크게 미래의 수문시스템
을 예측하는 모델링 (predictive simulation model)과 수문시스템과 연
계된 다른 시스템 사이의 구조와 변화과정을 기술하는 모델링 
(descriptive integrated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다 (Mirchi et al., 
2012). 

일반적인 수문모형과 같이 유역의 수문 및 수질 모의를 위한 연구는 
수문시스템 자체만으로도 복잡한 자연기작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수
문기작의 동태성을 이용한 모델링이 주를 이루었다 (Ahmad and 
Simonovic, 2004; Elshorbagy and Ormsbee, 2006; Ghashghae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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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Li and Simonovic (2002)은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개념
적 수문모형을 통해 융설에 따른 홍수예측을 실시하였고, Khan et al. 
(2009)은 논에서의 물수지 및 관개용수 사용에 따른 지표수 및 지하수
의 상호작용을 모의하기 위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물리적 기
반의 개념적 물수지 모형을 구성하였다. 

수문시스템을 둘러싼 환경에 따른 수자원 이용에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 및 경제적 요소들의 수문시스템에의 영향을 통태적으로 이해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어져 왔다 (Simonovic et al., 1997; Simonovic 
and Fahmy, 1999; Guo et al., 2001; Stave, 2003; Qi and Chang, 
2011; Venkatesan et al., 2011). Wei et al. (2012)는 인구증가, 도시
화율, 경제성장, 그리고 환경용수의 설정 등에 대한 가능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환경용수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수자원 및 사회경제적 변
동성에 대하여 모의하였다. Davies and Simonovic (2011)은 전 지구를 
대상으로 기후, 탄소순환, 경제, 인구, 토지이용, 농업, 수문순환, 수자원 
이용, 그리고 수질 등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성하여, 시스템 요소 간 인
과관계를 규명하고 수자원과 사회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변화와의 구조
적 상호관계를 해석하기 위한 인식틀을 제공하였다. Madani and Marino 
(2009)는 이란 중부에 위치한 Zayandeh-Rub강 유역을 대상으로 물부
족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역 내 사회경
제적 요소들과 수자원 수요를 모형화하고, 수자원 수요를 관리할 수 있
는 다양한 대안에 대한 모의를 실시하였다. Ahmad and Prashar (2010)
는 South Florida에서의 가용수자원과 생활용수, 농업용수, 그리고 생태
용수 사이의 경쟁적 용수수요 특성을 파악하고, 수자원 보전을 위한 가
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인구, 토지이용 변화, 생활용수, 농업용
수, 생태용수, 지하수 및 지표수를 포함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적절한 물값 책정과 기준저수량의 적용, 그리고 건식조경 
등과 같은 정책대안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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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SWAT 모형을 이용한 유역 수문·수질 해석

본 장에서는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간접재이용에 따른 관개용수에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간접재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산천 유역을 대
상으로 SWAT 모형을 이용하여 수문·수질해석을 수행하였다. 대상유역
의 수문·수질 해석을 위해 SWAT 모형의 기상 및 지형 입력자료를 구축
하고, 수문 및 수질모니터링 결과를 이용하여 모형의 보정 및 검정을 실
시하였다. 검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관개용수 취수
지점에서의 유량 및 수질 영향 분석을 분석하였으며, 간접재이용 시 하
수재이용량을 산정하였다.

3.1. SWAT 모형

SWAT 모형은 미국 농무성 농업연구소 (USDA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에 의해 개발된 모형으로 대규모의 복잡한 유역
에서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종류의 토양과 토지이용 및 토지관리 상태에 
따른 수문과 유사 및 농업화학물질의 거동을 모의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
다 (Arnold et al., 1998). 

SWAT 모형은 CREAMS (Knisel, 1980)와 GLEAMS (Leonard et 
al., 1987), 그리고 EPIC (Williams et al., 1998)을 기초로 개발된 
Simulator for Water Resources in Rural Basins (SWRRB) (Arnold 
and Williams, 1987)의 직접적인 파생모형으로, ROTO (Routing 
Outputs To Outlet)모형의 하도 및 저수지 추적 부모형을 결합하고, 유
역으로부터 발생된 오염원의 하천 내 변화양상을 모의하기 위하여 
QUAL2E 모형의 수질 방정식을 추가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Neitsch et 
al., 2005; Gassman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SWAT2005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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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였으며, 지표면 유출량은 NRCS 유출곡선법, 기준작물증발산량은 
Penman- Monteith 방법, 그리고 하도추적은 변동저류추적법을 사용하
였다. SWAT2005모형의 구성요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SWAT2005 
기술보고서 (Neitsch et al., 2005)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Fig. 3.1. Schematic of SWAT development history

including selected SWAT adaptations (adopted from Gassman et al., 2007)

3.2. 대상유역 및 입력자료

3.2.1. 대상유역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간접재이용에 따른 유역 내의 수문 및 수질 해
석을 위하여 경기도 화성시와 오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오산천 유역을 대
상유역으로 선정하였다. 오산천 유역은 일 처리용량 14만 m3의 하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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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장이 유역 중하류에 위치하며 하수처리장 하류 1 km에 위치한 양수장
에서 관개용수가 취수되어 논으로 공급되고 있다. 기흥저수지 방류구로
부터 진위천 합류지점에 이르는 오산천 유역은 유역면적 98.31 km2, 유
역경사 10.21%, 유로장 16.49 km, 유역 도 0.52 km km-2으로 조사되
었다. 오산천 유역 내에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운영하는 탑동 수위관측
소가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수질관측점 (4개소)과 경기
도에서 운영하는 수질관측점 (3개소)이 위치한다 (Fig. 3.2).

Fig. 3.2. Osan river watershed and monitoring networks including stream 

flow gauging station and water sampling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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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수문 및 수질자료

가. 수위

수위자료는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가 운영하고 있는 탑동 수위관
측소 자료를 수집하여 이용하였다. 탑동 수위관측소는 2009년 10월에 
신설된 지점으로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탑동대교에 위치하고 있다. Fig. 
3.3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집된 수위 자료와 강수량 자료를 시계
열로 도시한 것이다. 

Fig. 3.3. Daily stream flow stage at the Tap-dong stream flow gauging station

나. 유출량

대상유역의 유량측정은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수위-유량관
계곡선을 만들기 위해 탑동수위관측점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2010부터 
2013년까지 탑동 수위관측소의 조사된 수위-유량관계곡선은 2010년의 
경우 하도구간에 대한 공사 등으로 인하여 수위-유량관계가 자주 변경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하반기부터 하도구간이 안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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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Stage-discharge relationships for the study watershed

Stage Period Stage-discharge relationships

0.63  0.92

2010.01.01.~2010.04.06.

  ×  

0.92< 1.30   ×  

1.30< 1.53   × 

0.85  1.22 2010.04.07.~2010.06.03.   × 

0.43  0.80

2010.06.04.~2010.08.29.

  ×  

0.80< 1.30   ×  

1.30< 3.00   × 

3.00< 6.28   × 

0.43  0.80

2010.08.30.~2010.12.31.

  ×  

0.80< 1.30   ×  

1.30  3.00   × 

3.00< 6.28   × 

0.64< 1.18
2011.01.01.~2011.07.03.

  × 

1.18< 1.32   ×  

0.64< 1.18
2011.07.04.~2013.12.31.

  × 

1.18< 1.32   ×  

1.32< 2.00

2011.01.01.~2013.12.31.

  ×  

2.00< 3.00   ×  

3.00< 7.00   × 

다. 수질

대상유역 내 수질관측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수질관측점 (4
개소)과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수질관측점 (3개소)이 위치한다. 본 연구
에서는 유역 출구에 위치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오산천3 수질관측점의 수
질자료를 사용하였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월 측정된 유사량 
(suspend solid, SS)의 농도는 겨울철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여름
철에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4). 총질소 
(total nitrogen, T-N)의 경우, 강우가 집중되는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으며, 하천유출량이 적은 겨울과 봄에 높은 경향을 나타
냈다 (Fig.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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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Suspended solid (SS) concentration at the water sampling point of 

the Osan stream 3 in the study watershed 

Fig. 3.5. Total nitrogen (T-N) concentration at the water sampling point of 

the Osan stream 3 in the study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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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입력자료

가. 기상

기상자료는 연구 대상유역으로부터 북서 방향으로 7 km 정도 떨어져 
있는 수원기상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1981년부터 2013년까지 일별 
강수량, 최고기온, 최저기온, 일사량, 평균풍속, 그리고 상대습도 등을 이
용하여 SWAT 모형의 기상 입력자료를 구축하였다. 연 강수량, 연 평균 
최대기온, 그리고 연 평균 최저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
다 (Fig. 3.6). 

Fig. 3.6. Annual precipitation, annual mean maximum and minimum 

temperature in the study watershed 



- 23 -

나. 수치표고모델

대상유역의 수치표고모델 (digital elevation model, DEM)자료를 구
축하기 위하여 1:5,000 NGIS (national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수치지도를 이용하였다. 수치지도로부터 등고선을 분리하여 등
고선도를 구축하고, 이로부터 해상도가 30 m인 DEM 자료를 구축하였
다 (Fig. 3.7).

Fig. 3.7. Digital elevation model (DEM) for the study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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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양도

대상유역의 토양도는 농촌진흥청의 1:25,000 정 토양도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Fig. 3.8). 벡터로 작성된 폴리곤 (polygon)에 각각의 토양
을 구분하여 토양통명, 토성, 토층 수 및 그에 해당하는 토심, 비중, 유기
물 함유율, 그리고 점토, 실트, 모래 및 자갈 함유율 등을 속성으로 입력
하였다.

Fig. 3.8. Soil map for the study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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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토지이용도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 중분류도 (2009)를 이용하여 대상지
역의 토지이용도를 구축하였다 (Fig. 3.9). 오산천 유역의 토지이용은 산
림지역 32%, 농업지역 25%, 그리고 시가지 26% 등으로 분석되었다.

Fig. 3.9. Landuse map for the study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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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하수처리장

대상유역 내 하수처리장은 오산시 오산동에 위치한 시설용량 14만 m3 

day-1의 오산하수처리장이 있다. 오산하수처리장으로부터 자료기간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일방류량과 수질자료를 수득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오산하수처리장은 일 평균 113,000 m3의 방류량을 기록하
고 있으며, 자료기간 동안 처리량이 다소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3.10). 오산하수처리장의 경우 합류식 관거시스템을 가진 제1하수
처리장과 분류식 관거시스템의 제2하수처리장이 있으며, 우수배수량이 
많은 여름철에 하수처리장 방류량이 증가하고 봄과 겨울철에는 상대적
으로 방류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3.10).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유사량 농도는 하수처리장 방류량이 많은 여름
과 가을철에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를 보이고, 봄과 겨울철에는 높은 농
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3.2).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총
질소 농도는 하수처리장 방류량이 많은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
를 보이고, 봄과 겨울철에는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3.11).

Table 3.2. Suspended solid concentration in effluent from the Osan 

wastewater treatment plant between 2010 to 2013 (unit: mg L-1)

Month Mean ± standard deviation Maximum Minimum
January 5.78 ± 3.96 47.00 1.00
February 5.85 ± 2.02 9.70 0.60

March 6.08 ± 1.88 11.00 2.20
April 5.70 ± 2.19 20.00 1.00
May 4.21 ± 1.93 16.00 0.40
Jun 3.64 ± 1.72 8.80 0.20
July 2.99 ± 1.73 9.60 0.20

August 2.70 ± 1.73 15.00 0.20
September 2.52 ± 1.71 9.00 0.20

October 2.70 ± 1.72 9.30 0.20
November 2.96 ± 1.86 9.00 0.20
December 4.39 ± 2.39 13.31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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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0. Daily effluent discharge from the Osan wastewater treatment plant 

in the study watershed

Fig. 3.11. Daily total nitrogen (T-N) concentration in effluent from the Osan 

wastewater treatment plant in the study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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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모형의 보정과 검정

수위 및 수질 등의 실측자료를 구축한 2010년부터 2013년의 전체 모
의기간 중 2010년부터 2011년까지를 보정기간으로, 2012년부터 2013
년까지를 검정기간으로 설정하고, 2006년부터 모의함으로써 모형의 초
기값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모형의 보정은 단순시행착오법을 사용하여 유량, 유사량, 그리고 총질
소의 순으로 매개변수를 최적화하였으며, 목적함수로는 Nash-Sutcliffe 
효율계수 (Nash-Sutcliffe efficiency, ENS), RSR (root mean square 
error-observations standard deviation ratio), 백분율 편차 (percent 
bias, PBIAS), 그리고 결정계수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등의 
통계적인 변량을 사용하였다. 

ENS (Nash and Sutcliffe, 1970)는 ∞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
에서 1사이의 값은 일반적으로 구축한 모형의 적용성이 있는 것으로 판
단되고, 1에 가까울수록 모의치가 실측치를 잘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0보다 작은 값은 실측치의 평균값을 이용하는 것이 모의 결과를 이
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ENS는 다음 
수식으로 표현된다.

  















 











   (3.1)

 여기서, 는 번째 실측치,  번째 모의치, 그리고 는 실
측치의 평균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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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R (Moriasi et al., 2007)은 평균 제곱근 오차 (RMSE, root mean 
square error)와 실측치의 표준편차의 비를 의미하며, 오차의 값을 정량
적으로 나태내기 위한 RMSE 값의 정도를 표준화한 것이다. RSR 값이 0
이면 모의치가 실측치를 완벽하게 모의하는 것이며, 0에 가까운 값을 보
일수록 모형의 적용성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RSR은 다음 수식으로 표
현된다.











































(3.2)

여기서, 는 실측치의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는 모의치의 실측치 대비 과대 추정 또는 과소 추정 등의 평균

적인 경향을 의미하며 최적값은 0이다.  값이 낮을수록 모형의 모
의가 정확함을 나타내며,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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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R2는 모의치가 실측치의 변화를 모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0
∼1 범위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모의치가 실측치의 경향을 잘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R2는 단지 무작위 오차만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오차의 정도를 나타내지는 못하며,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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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여기서, 는 모의치의 평균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모형의 모의결과는 시간간격이 짧을수록 실측치를 잘 반

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Engel et al., 2007), ENS, PSR, 그리고 PBIAS 
등의 통계변량에 대한 모형의 적합성은 Moriasi et al. (2007)이 월단위 
모의에 대해서 제안한 기준을 준용하였다. 또한, R2의 경우, 0.5 이상의 
값을 보일 경우에는 모형이 실측치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Santhi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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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General performance ratings for selected statistics for a monthly time step (adopted from Moriasi et al., 2007)

Performance 
rating

ENS RSR
PBIAS (%)

Stream flow Sediment N

Very good  ≤ ≤≤         

Good  ≤ ≤ ≤    ≤    ≤   

Satisfactory  ≤  ≤ ≤    ≤    ≤   

Unsatisfactory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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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유출량

가. 모형의 보정

모형의 유출량에 대한 보정은 단순시행착오법을 사용하였으며, 유출
에 비교적 큰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 (White and Chaubey, 2005; Song 
et al., 2011; Qiu and Wang, 2014)인 ALPHA_BF, CN2, SURLAG, 
CH_K2, GW_DELAY 등으로 선택하여 보정하였다 (Table 3.4). 선택된 
매개변수들 중에서 CN2는 지표수 흐름 모의, GW_DELAY, ALPHA_BF
는 지표하 흐름, SURLAG, CH_K2는 지하수 흐름 모의에 각각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 (Van Liew et al., 2007).

Table 3.4. List of calibration parameters for daily runoff simulation for the 

study watershed

Parameters Definition Unit

Calibrated 
parameters

Range
Initial 
value

Final 
value

ALPHA_BF Base flow alpha factors days 0.048 0.75 0.0 - 1.0

CN2
Initial SCS runoff curve number 

for moisture condition 
- - 3 0 - 98

SURLAG Surface runoff lag coefficient - 4 2 0 - 24

CH_K2
Effective hydraulic conductivity 

in main channel alluvium
mm/hr - 40 0.025 - 150

GW_DELAY Groundwater delay time days 31 3 0 - 50

2010년과 2011년의 유출량 자료를 통해 보정된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유출량에 대해 보정한 결과, ENS는 0.71, RSR은 0.53, PBIA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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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그리고 R2는 0.72 (Table 3.5)로, 모의 유출량이 실측 유출량을 
비교적 잘 모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Moriasi et al., 2007), 다소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의 적합성은 통계적 변량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의치와 
실측치의 비교 그림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Fig. 3.12의 보정기간에 
대한 유황곡선을 통해서 모의 유출량은 고수위에서는 실측 유출량을 비
교적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수위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
다. Fig. 3.13은 보정기간인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강수량에 따른 
유출량의 실측치와 모의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강우-유출 응답
반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Fig. 3.12. Flow duration curves of observed and simulated runoff for 

calibration period (20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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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Observed and simulated daily stream flow at the study watershed for the calibration period (20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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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형의 검정

보정된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유출량에 대한 검정 결과, ENS는 
0.68, RSR은 0.57, PBIAS는 –8.5% 그리고 R2는 0.70 (Table 3.5)로, 
모의 유출량이 실측 유출량을 비교적 잘 모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oriasi et al., 2007).

Fig. 3.14의 검정기간에 대한 유황곡선을 통해서 보정기간에서와 같이 
모의 유출량은 고수위에서는 실측 유출량을 비교적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수위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Fig. 3.15는 검정기간인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 강수량에 따른 유출량의 실측치와 모의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강우-유출 응답반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Fig. 3.14. Flow duration curves of observed and simulated runoff for 

validation period (20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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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Observed and simulated daily stream flow at the study watershed for the validation period (20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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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Model performance evaluation measures on daily runoff for the 

entire simulation period (2010~2013)

Period
Rainfall
(mm)

Stream flow (mm)
ENS RSR

PBIAS
(%)

R2

Observed Simulated

2010-2011 3446.5 4186.9 3714.2 0.71 0.53 -11.3 0.72

2012-2013 2990.4 3511.6. 3213.8 0.68 0.57 -8.5 0.70

다. 부하량-유량 관계식

오염부하량과 유량을 지수함수식으로 나타낸 부하량-유량 관계식 
(load-discharge relationship)은 전대수지에서 오염부하량과 유량이 선
형관계를 나타내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Alexander et al., 1996; Tiemeyer et al., 2006).

      (3.5)

여기서, 은 오염부하량 (ML-2T-1), 은 유량 (LT-1), 그리고 a와 b
는 상수이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집된 수질자료를 확장하여 일 부하량 자료
를 구축하기 위해 SS와 T-N에 대한 부하량-유량 관계를 구축하였다 
(Table 3.6). 수질관측지점의 유량자료는 모형을 통해 보정과 검정된 유
량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각 수질항목별 부하량-유량 관계는 R2가 SS는 
0.84, T-N은 0.71 값을 나타내었다 (Fig. 3.16).

Table 3.6. Developed load-discharge relationships for suspended solids (SS) 

and total nitrogen (T-N) to estimate daily loads of SS and T-N

Station Item Load-discharge relationship R2

Osan stream 3
SS SS= 0.0952Q1.3933 0.84

T-N T-N= 0.1062Q0.5444 0.71  



- 38 -

Fig. 3.16. Load-discharge relationships developed for (a) suspended 

solids (SS) and (b) total nitrogen (T-N) at the study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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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유사량

가. 모형의 보정

모형의 일별 유사량에 대한 보정은 단순시행착오법을 사용하였으며, 
유사량에 비교적 큰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 (White and Chaubey, 2005; 
Song et al., 2011; Qiu and Wang, 2014)인 PRF, BIOMIX, USLE_C, 그
리고 USLE_P 등으로 선택하여 보정하였다 (Table 3.7). 

부하량-유량 관계식으로부터 확장한 일별 유사량 자료를 통해 보정
된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유사량에 대해 보정한 결과, ENS는 
0.92, RSR은 0.28, PBIAS는 –0.6% 그리고 R2는 0.92로 (Table 3.8), 
모의 유사량이 실측 유사량을 매우 잘 모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oriasi et al., 2007).

Table 3.7. List of calibration parameters for daily loads of suspended solids 

(SS) simulation for the study watershed

Parameters Definition Unit

Calibrated 
parameters

Range
Initial 
value

Final 
value

PRF
Peak rate adjustment factor for 

sediment routing
days 1.0 0.3 0.0 - 2.0

BIOMIX Biological mixing efficiency - 0.2 0.9 0.0 - 1.0

USLE_C
Minimum value of USLE C 

factor for water erosion 
- varies

land 
covers 
relateda

0.0 - 1.0

USLE_P
USLE equation support practice 

factor
- 1.0

land 
covers 
relatedb

0.1 - 1.0

a Rice and agricultural land were calibrated from 0.03 to 0.001 and 0.2 
to 0.03, respectively.
b Rice, agricultural land, and water were calibrated to 0.1, 0.6, and 0.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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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 Scatter plots of daily loads of suspended solids (SS) at the study 

watershed for the calibration period (2010~2011)

모형의 보정에 사용된 전 자료기간에 대한 실측 유사량과 모의 유사량
의 산포도를 통해서 저농도의 유사량부터 고농도의 유사량까지 잘 모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17).

나. 모형의 검정

보정된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일별 유사량에 대한 검정 결과, 
ENS는 0.88, RSR은 0.35, PBIAS는 –6.6% 그리고 R2는 0.92로 (Table 
3.8), 모의 유사량이 실측 유사량을 매우 잘 모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Moriasi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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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Model performance evaluation measures on daily loads of 

suspended solids (SS) for the entire simulation period (2010~2013)

Period
Rainfall
(mm)

Sediment (kg ha-1)
ENS RSR

PBIAS
(%)

R2

Observed Simulated

2010-2011 3446.5 1037.9 1031.3 0.92 0.28 -0.6 0.93

2012-2013 2990.4 751.2 701.6 0.88 0.35 -6.6 0.92

모형의 검정에 사용된 전 자료기간에 대한 실측 유사량과 모의 유사량
의 산포도를 통해서 저농도의 유사량부터 고농도의 유사량까지 잘 모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18).

Fig. 3.18. Scatter plots of daily loads of suspended solids (SS) at the study 

watershed for the validation period (20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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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총질소

가. 모형의 보정

모형의 일별 총질소 부하량에 대한 보정은 단순시행착오법을 사용하
였으며, 총질소 부하량에 비교적 큰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White and 
Chaubey, 2005; Song et al., 2011; Qiu and Wang, 2014)인 ERORGN, 
RHOQ, AI1, RS4, 그리고 BC3 등으로 선택하여 보정하였다 (Table 
3.9).

부하량-유량 관계식으로부터 확장한 일별 총질소 부하량 자료를 통
해 보정된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총질소 부하량에 대해 보정한 결
과, ENS는 0.73, RSR은 0.52, PBIAS는 5.8% 그리고 R2는 0.77로 
(Table 3.10), 모의 총질소 부하량이 실측 총질소 부하량을 잘 모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oriasi et al., 2007).

Table 3.9. List of calibration parameters for daily loads of total nitrogen 

(T-N) simulation for the study watershed

Parameters Definition Unit

Calibrated 
parameters RangeInitial 
value

Final 
value

ERORGN
Organic N enrichment ratio 
for loading with sediment

- 3 3 0 - 5

RHOQ Algal respiration rate at 20 day-1 0.3 0.06 0.05 - 0.50

AI1
Fraction of algal biomass that 

is nitrogen
mg N/mg algae 0.08 0.071 0.07 -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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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1 0.05 0.005 0.001 - 0.10

BC3
Rate coefficient for hydrolysis 
of organic N to NH4 in the 

reach at 20
day-1 0.21 0.32 0.2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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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Scatter plots of daily loads of total nitrogen (T-N) at the study 

watershed for the calibration period (2010~2011)

모형의 보정에 사용된 전 자료기간에 대한 실측 총질소 부하량과 모의 
총질소 부하량의 산포도를 통해서 저농도의 총질소 부하량부터 고농도
의 총질소 부하량까지 비교적 잘 모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19).

나. 모형의 검정

보정된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일별 총질소 부하량에 대한 검정 
결과, ENS는 0.71, RSR은 0.54, PBIAS는 13.1% 그리고 R2는 0.76으로 
(Table 3.10), 모의 총질소 부하량이 실측 총질소 부하량을 잘 모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oriasi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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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Model performance evaluation measures on daily loads of total 

nitrogen (T-N) for the entire simulation period (2010~2013)

Period
Rainfall
(mm)

Total nitrogen (kg ha-1)
ENS RSR

PBIAS
(%)

R2

Observed Simulated

2010-2011 3446.5 154.4 163.4 0.73 0.52 5.8 0.77

2012-2013 2990.4 142.7 161.3 0.71 0.54 13.1 0.76

모형의 검정에 사용된 전 자료기간에 대한 실측 총질소 부하량과 모의 
총질소 부하량의 산포도를 통해서 저농도의 총질소 부하량은 비교적 잘 
모의되지만 고농도의 총질소 부하량은 다소 과소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Fig. 3.20).

Fig. 3.20. Scatter plots of daily loads of total nitrogen (T-N) at the study 

watershed for the validation period (20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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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관개용수 영향 분석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관개용수에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검정된 모형과 과거 30년 (1981~2010)의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하수처
리장 방류수를 고려한 시나리오 (W-Effluent)와 고려하지 않은 시나리
오 (WO-Effluent)를 가정하여 관개용수 취수지점에서의 하천유황 및 
수질영향을 일단위로 모의하고 순별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지역의 관개시기를 조사한 결과 (농업기반공사, 2005), 못
자리 시기는 4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이앙기는 5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본답기는 5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그리고 중간낙수기는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로 나타났다 (Table 3.11). 관개시기 조사결
과로부터 분석대상이 되는 관개시기를 4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로 설
정하여 순별로 고찰하였다.

Table 3.11. Conventional irrigation practices in paddy fields in the study 

watershed (adopted from Korea Agricultural and Rural Infrastructure 

Corporation, 2005)

Period Seedling growth Transplanting Growing season
Mid-summer 

drainage

Date
April 11th

 ~ May 18th 
May 12th

 ~ May 26th 
May 27th 

~ September 11th
June 25th 

 ~ July 15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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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하수처리장 방류수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하천유황 및 관개용수 수질에의 영향을 보다 정
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유량 및 총질소 등의 연중 
변화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가. 방류량

하수처리장의 주요한 유입수는 생활하수이며, 생활하수의 계절별 수
요는 차이가 있다. 오산하수처리장의 경우, 전체 시설용량 140,000 m3 

day-1 중 합류식 관거시스템을 가진 제1하수처리장이 76,000 m3 day-1

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름철의 우수배수량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의 하수처리장 방류량을 살펴보면, 1월

부터 6월까지는 연평균 방류량 1.31m3 sec-1이하의 방류량을 나타냈으
며, 7월부터 12월까지는 연평균 방류량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순별 평균방류량이 가장 큰 시기는 8월 하순으로 1.37m3 sec-1, 
가장 작은 시기는 3월 하순으로 1.25m3 sec-1로 나타났다. 하수처리장 
방류량은 계절별 생활용수 수요량과 우수배수량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연중 일정한 수준의 방류량을 나타냈다 (Fig. 3.21).

관개기간 동안 하수처리장의 평균 방류량은 1.32 m3 sec-1 로 연평균 
방류량 1.31m3 sec-1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강우와 생활용수 수요량의 
계절적 변화의 영향으로 여름철이 봄철보다 방류량이 증가하고, 방류량
의 편차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앙기의 시작으
로 본격적인 관개가 이루어지는 5월 중순에 가장 안정된 방류량을 보이
며, 8월 초순에 방류량이 가장 큰 편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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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 Observed 10-day effluent discharge from the Osan wastewater 

treatment plant between 2010 and 2013. F, M, and L denote the first, 

middle, and last ten days of a month, respectively

나. 총질소 농도

방류량과 달리 방류수 중 총질소 농도는 시기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7월에서 11월의 방류수 중 총질소 농도는 대부분 연평균 총
질소 농도 13.7 mg L-1보다 낮았으며, 특히, 7월 하순에서 9월 중순까지
가 12.0 mg L-1보다 낮은 총질소 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22). 이는 7월부터 9월까지의 하수처리장 유입수의 총질소 농도가 낮
은 것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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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개기간 동안의 하수처리장 방류수 중 평균 총질소 농도는 13.2 mg 
L-1로 연평균 방류수 총질소 농도  13.7 mg L-1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관개기간 중 5월 중순의 평균 총질소 농도가 15.3 mg 
L-1로 최대 순별 총질소 농도를 보였으며, 8월 중순의 평균 총질소 농도
가 10.0 mg L-1로 가장 낮게 나타냈다 (Fig. 3.22).

Fig. 3.22. Observed 10-day T-N concentration in sewage influent and effluent 

discharge of the Osan wastewater treatment plant between 2010 and 2013. F, M, 

and L denote the first, middle, and last ten days of a month,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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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하천유량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간 관개용수 취수지점에서의 연중 유량
변화를 순별로 분석하였다. W-Effluent와 WO-Effluent 모두 7월 중순
에 최대평균유량, 1월 하순에 최저평균유량이 나타났으며, 연평균유량은 
각각 3.95 m3 sec-1와 2.64 m3 sec-1로 분석되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는 연중 거의 일정한 방류량을 나타내면서 전 기간에 걸쳐 하천유량을 
하수처리장 방류량만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23).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기저유량과 같은 역할을 함에 따라 가
뭄 시 비상용수로서의 활용가치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Fig. 3.23. Simulated 10-day stream flow at the Tap-dong pumping station 

between 1981 and 2010. F, M, and L denote the first, middle, and last ten 

days of a month. a and b indicate with and without, respectively

관개용수 취수지점에서의 연중 유황을 분석한 결과, W-Effluent는 풍
수량 3.07 m3 sec-1, 평수량 2.15 m3 sec-1, 저수량 1.53 m3 sec-1, 그
리고 갈수량 1.39 m3 sec-1로 각각 나타났다. WO-Effluent는 풍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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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m3 sec-1, 평수량 0.86 m3 sec-1, 저수량 0.23 m3 sec-1, 그리고 
갈수량 0.12 m3 sec-1로 각각 나타났다. 유황을 대표하는 각각의 수량이 
풍수량은 1.33 m3 sec-1, 평수량은 1.29 m3 sec-1, 저수량은 1.30 m3 

sec-1, 그리고 갈수량은 1.27 m3 sec-1가 증가하였다. 
모든 유황에 대해 하수처리장 방류수로 인해 증가된 유량은 비슷하지

만 하수처리장을 제외한 자연유량과 비교하여 갈수량으로 갈수록 하수
처리장 방류량이 하천유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12).

Table 3.12. Comparison of flow durations between W-effluent and 

WO-effluent. W-effluent and WO-effluent indicate simulation results from 

with (W) and without (WO) effluent discharge, respectively 

Flow duration
W-effluent
(m3sec-1)

WO-effluent
(m3sec-1)

Ninety-five day flow,  3.07 (+76%)* 1.74

Ordinary water flow,  2.15 (+151%) 0.86

Nine-month flow,  1.53 (+555%) 0.23

Drought flow,  1.39 (+1,022%) 0.12

* The value in parenthesis is the rate of increased stream flow compared 

to the stream flow without effluent discharge

 

관개기간에 대하여 유황곡선을 분석한 결과 전체기간에서와 같이 하
천유황은 하수처리장 방류수량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Fig. 3.24). 관개기간 동안 평균 하천유량은 W-Effluent가 
6.66 m3 sec-1, WO-Effluent가 5.33 m3 sec-1으로 1.33 m3 sec-1의 차
이가 발생하였다. 관개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황곡선 분석을 통해서 
관개기간의 평균 하천유량은 두 시나리오 모두 유량으로 분석되었
다. 이는 관개기간 하천유량의 약 80%가 평균유량이하로 나타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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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대부분의 집중호우가 관개기간에 발생하여 하천유량이 급증하는 
것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유량의 영향 등을 고려
하여 평균유량보다 풍수량, 평수량, 저수량, 그리고 갈수량 등의 초과확
률을 이용한 유량을 농업용수 이용의 대표유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3.24. Flow duration curves of simulated daily stream flow at the 

Tap-dong pumping station considering effluent or not for irrigation period 

(1981~2010). a and b indicate with and without, respectively

연중 하수처리장 방류량이 상대적으로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하천유량
의 변동성으로 인하여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할 경우, 하수처리장의 
영향 정도가 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영향정도를 정량화하여 직관적으로 
하수처리장 방류량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장 방류량의 하천유량에 대한 비율을 하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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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률 (reuse ratio)이라 하고,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간의 모의
를 통해서 순별 하수재이용률을 산정하였다. 시설재배지의 증가에 따른 
농업용수 이용의 계절적 수요가 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논 관개시기 
이외의 기간에 대한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하천수에의 영향을 이해할 필
요가 있다. 연중 순별 하수재이용률은 7월 중순과 하순에 가장 낮은 
0.12를 나타내며, 1월 하순에 0.84로 가장 높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Fig. 3.25). 겨울과 봄철의 하수재이용률이 높게 분석됨에 따
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질을 요구하는 시설재배 용수의 특성을 고
려할 때,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영향이 큰 하천수의 시설재배 용수로의 
이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논 관개용수는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하천유량에 많이 희석되어 하수
재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간에 주로 공급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논 관개기간의 하수재이용률은 0.12~0.61의 범위를 보였으며, 관개기간 
평균 하수재이용률은 0.28로 분석되었다. 논 관개용수가 많이 소요되는 
5월과 6월에는 평균 0.33의 하수재이용률을 나타냈다 (Fig. 3.25). 

Fig. 3.25. Simulated 10-day reuse ratio at the Tap-dong pumping station. 

Reuse ratio implies the ratio of effluent discharge to the stream flow. F, M, 

and L denote the first, middle, and last ten days of a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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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관개수질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 동안 W-Effluent의 관개용수 취수지

점에서의 총질소 농도 모의 결과 8월 중순이 3.8 mg L-1로 가장 낮았고, 
12월 하순이 13.7 mg L-1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연중 총질소 농도
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 3.26). 하천유량이 증가하기 시작하
는 5월부터 하천수 총질소 농도가 하수처리장 방류수 총질소 농도에 비
해 큰 폭으로 감소하지만, 하천수와 하수처리장 방류수 중 총질소 농도 
변화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결정계수 (R2)가 0.64로 나타남에 따라, 하천
수 총질소 농도의 전반적인 변화양상은 하수처리장 방류수 총질소 농도
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 동안 WO-Effluent의 관개용수 취수지
점에서의 총질소 농도 모의 결과, 순별 평균 총질소 농도의 변화는 특별
한 경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26). 관개기간 동안 
WO-Effluent의 하천수 평균 총질소 농도는 1.61 mg L-1로 지하수 관
개용수 수질과 유사한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행적인 저
수지 관개용수 수질, 1.79 mg L-1보다 약간 좋은 정도의 수질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림부, 2004).

농림부 (2004)는 깨끗한 용수로 우수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정도의 
총질소 농도로 1.0 mg L-1이하, 작물에 유해한 영향 피해가 없는 총질소 
농도로 5.0 mg L-1이하로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이상의 총질소 농도에서
는 경미하거나 유의한 수준의 유해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동일한 연구에서 논벼의 수확량과 미질 등을 고려한 허용 가능한 논 관
개용수의 총질소 농도 (Tolerable T-N concentration)를 4.7 mg L-1로 
제안한 바 있다. 비슷한 영농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는 총질소 농
도 1 mg L-1이하에서는 생육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고, 1~3 mg 
L-1에서는 조금 과잉 번성하며, 3~5 mg L-1에서는 과잉번성하거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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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수확량이 감소하고, 5~10 mg L-1에서는 수확량이 감소하며, 10 
mg L-1이상에서는 수확량이 격감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질 및 수확량을 고려한 일본의 수도용수 수질기준은 1mg L-1로 하고 
있다 (김형중, 2011). 총질소를 농업용수 수질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대만에서는 논 관개용수의 수질기준을 3.0 mg L-1이하로 채택하고 있다 
(Chiou et al., 2008).

Fig. 3.26. 10-day T-N concentration in stream flow and effluent discharge from 

the Osan wastewater treatment plant. F, M, and L denote the first, middle, and 

last ten days of a month. a and b indicate with and without, respectively

 하수처리장에 따른 영향으로 관개기간에 대한 논벼 수확량과 미질을 
고려한 허용 가능한 총질소 농도 4.7 mg L-1의 초과확률은 65.5%, 우리
나라 수질기준 1.0 mg L-1의 초과확률은 99.1%를 보임에 따라 논 관개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반면, 하수처리장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모의한 결과에서는 허용 
가능한 총질소 농도의 초과확률은 3.6%에 그쳤고, 우리나라의 농업용수 
수질기준은 57.6% 초과하는 것으로 각각 분석되었다 (Fig.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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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 Concentration duration curves of simulated daily T-N concentration 

in stream flow affected by effluent for irrigation season. W and WO indicate 

with and without, respectively

연구대상지역은 일반적으로 밑거름은 5월 중순, 새끼칠거름은 6월 초
순, 그리고 이삭거름은 7월 하순에 시용한다. W-Effluent의 시비시기별 
하천수 총질소 농도는 5월 중순 7.3 mg L-1, 6월 초순 7.1 mg L-1, 그리
고 7월 하순 4.2 mg L-1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농업용수 수질기준 1.0 
mg L-1은 물론, 대만의 수질기준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준시
비법인 밑거름-새끼칠거름-이삭거름의 분시율 50-20-30%와 
5.5-2.2-3.3 kg 10a-1를 적용할 경우, 논벼가 과잉번성 하거나 때로는 
수확량이 감소하는 정도의 관개용수 총질소 농도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
라 시비량 조절 등을 통한 적합한 영농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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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하수재이용량

직접재이용의 경우,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직접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농업용수 공급량이 전량 하수재이용량으로 산정되지만, 
간접재이용의 경우, 희석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방류량의 하천유량에 대한 비율과 농업용수 공급량
을 고려하여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량을 산정해야 한다.

농업용수 공급량은 수리시설물에서 농업용수 수요에 의해 실제로 공
급되는 용수량으로 관개량, 송수 손실 수량, 용수로 배수량으로 구성된
다 (임상준, 2000). 농업용수 공급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송수 손실 수
량 및 용수로 배수량 등을 포함하는 시설관리 손실률과 필요수량을 산정
하여야 하며, 필요수량은 작물증발산량 산정을 필요로 한다. 시설관리 
손실률은 송정헌 등 (2013)의 연구결과를 사용하였고, 논에서의 작물증
발산량 ()은 기준작물증발산량 (Allen et al., 1998)과 유승환 등 
(2006)의 작물계수를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침투량 ()과 유효우량 
()은 기존 연구에서 적용된 방법 (Yoo et al., 2008; Yoo et al., 
2012)을 사용하였다.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간의 순별 평균 농업용수 공급량을 산
정한 결과 5월 중순이 161.3 mm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중간낙수기
인 7월 초순이 0.0 mm로 가장 적게 분석되었다. 관개기간 동안 필요로 
하는 총 농업용수 공급량은 연평균 1151.0 mm로 분석되었다 (Fig. 
3.28).

순별 평균 농업용수 공급량과 순별 하수재이용률을 고려하여 하수재
이용량을 산정한 결과 5월 하순에 53.5 mm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중
간낙수기인 7월 초순에 0.0 mm로 가장 적게 분석되었다. 관개기간 동안 
이용된 총 하수재이용량은 310.9 mm로 전체 농업용수 공급량의 약 
27%로 나타났다. 농업용수 공급량이 많은 7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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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방류수의 비율이 낮아 실제 하수재이용량은 크지 않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Fig. 3.28).

실제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양은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
까지가 180.0 mm로 전체 이용량의 약 58%로 분석되었다. 7월 중순이
후부터도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하수처리수가 상당량 있으나, 본 시기에
는 하천수의 총질소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논 관개용수로의 간접재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는 5월과 6월이며, 본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논 관개용수로의 간접재이용과 관련된 대책이 마
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3.28. Estimated 10-day agricultural water supply and wastewater reuse 

amount in the case of indirect wastewater reuse for agriculture. F, M, and L 

denote the first, middle, and last ten days of a month



- 58 -

3.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간접재이용에 따른 관개용수에
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오산천 유역을 대상으로 SWAT 모형을 이용하
여 수문·수질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① 간접재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산천 유역의 수문·수질 해석을 위
하여 SWAT 모형의 입력자료인 기상, 수치표고모델, 토양도, 토지이용
도, 하수처리장 방류량 및 방류수질 자료를 구축하였다.

② 2010년부터 2011년까지를 보정기간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를 검정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순시행착오법을 이용하여 SWAT 모형의 
대상유역 유출량에 대한 보정 및 검정을 실시하였다. 유출량에 대한 
보정결과는 ENS 0.71, RSR 0.53, PBIAS –11.3% 그리고 R2 0.72로 분
석되었으며, 검정결과는 ENS 0.68, RSR 0.57, PBIAS –8.5% 그리고 
R2 0.70로 나타나 모의 유출량이 실측 유출량을 비교적 잘 모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③ 검정된 SWAT 모형의 유출량 모의결과와 실측 유사량 및 총질소 
수질 자료로부터 부하량-유량 관계를 구축하여 유사량 및 총질소에 
대한 모형의 보정 및 검정을 실시하였다. 일별 유사량에 대한 보정결
과는 ENS 0.92, RSR 0.28, PBIAS –0.6% 그리고 R2 0.92로 나타났으
며, 검정결과는 ENS 0.88, RSR 0.35, PBIAS –6.6% 그리고 R2 0.92로 
모의 유사량이 실측 유사량을 매우 잘 모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질소 부하량에 대한 보정한 결과는 ENS 0.73, RSR 0.52, PBIAS 
5.8% 그리고 R2 0.77로 나타났으며, 검정결과는 ENS 0.71, RSR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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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IAS 13.1% 그리고 R2 0.76으로, 모의 총질소 부하량이 실측 총질
소 부하량을 잘 모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④ 검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장의 유무에 따른 관개용수 취수
지점에서의 하천유황 및 수질영향을 분석하였다. 하천유황을 분석한 
결과 하수처리장 방류수로 인해 증가된 유량은 풍수량을 비롯하여, 평
수량, 저수량, 그리고 갈수량이 비슷하지만 하수처리장을 제외한 자연
유량과 비교하여 갈수량으로 갈수록 하수처리장 방류량이 더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개용수 취수지점에서의 총질소 농도
는 하수처리장에 따른 영향으로 허용 가능한 총질소 농도 4.7 mg L-1

의 초과확률은 61.9%, 농업용수 수질기준 1.0 mg L-1의 초과확률은 
41.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관개용수 수
질에의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⑤ 하수처리장 방류량의 하천유량에 대한 비율인 하수재이용률을 순별
로 산정하였다. 연중 순별 하수재이용률은 7월 중순과 하순에 가장 낮
은 0.12를 나타냈으며, 1월 하순에 0.84로 가장 높은 값을 보이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논 관개기간의 하수재이용률은 0.12~0.61의 범위를 
보였으며, 논 관개용수가 많이 소요되는 5월과 6월에는 평균적으로 
0.33 정도의 하수재이용률을 나타냈다. 순별 평균 농업용수 공급량과 
순별 하수재이용률을 통해 산정한 하수재이용량은 310.9 mm로 전체 
농업용수 공급량의 약 27%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관개용수에 수량과 수질의 
측면에서 모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업용수
의 계절적 수요변동과 안전하고 효과적인 농업용수 이용을 위해서 하수
처리장 방류수의 관개용수에의 영향을 고려한 간접재이용을 위한 적절
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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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DSSAT 모형을 이용한 논벼 수확량 모의
*

하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다량의 비료성분은 작물 생육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질소시비에 따라 논벼의 도복을 유발할 수도 있다 (Setter et 
al., 1997). 또한,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할 경우에는 수체로의 
오염부하를 증가시킬 수 있다 (Kim et al., 2007). 따라서 하수처리수를 
논 관개용수로 사용할 경우, 농업생산성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질소시비방법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시비활동을 포함
한 영농 조건에 따른 주요 작물의 생육 등을 모의하기 위한 통합 환경을 
제공하는 DSSAT 모형을 이용하여 논벼 수확량 모의를 통해 대안적 질
소시비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상, 토양, 관개수질, 그리고 
영농관리 등을 포함하는 입력자료를 구축하였으며, 실측 논벼 수확량을 
이용하여 모형의 보정 및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관개수 중 총질소 농도에 따른 적정 질소시비량과 질소시비에 대한 논벼 
수확량의 민감도, 그리고 질소시비량을 최소화하고 목표 논벼 수확량을 
만족시키는 분시율 등을 모의 및 분석하였다.

4.1. DSSAT 모형

작물생육, 토양환경, 기상자료 및 재배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는 
DSSAT 모형 (Fig. 4.1)은 다양한 기상과 토양, 그리고 영농 조건에 따
른 작물의 생육을 포함한 토양-작물-대기의 상호작용을 모의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Jones et al., 2003; Hoogenboom et al., 2010; Sudharsan 
et al., 2013). 토양수분모형과 다수의 작물생육모형을 포함한 DSSAT 
*  An edited version of this chapter was published as 

   Jeong, H.S., Jang, T.I., Seong, C.H., Park, S.W., 2014. Assessing nitrogen fertilizer 

rates and split applications using the DSSAT model for rice irrigated with urban 

wastewater.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14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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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version 4.5)은 벼, 옥수수, 콩 등을 포함한 28가지 이상의 작물생
육 및 생육환경을 모의할 수 있다. DSSAT 모형에 포함된 CERES 
(Crop-Environment Resource Synthesis)-Rice 모형은 기상, 토양, 품
종 모수 및 영농활동 정보로부터 벼와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에 따른 생
리학적 과정에 기초한 벼의 생장과 발육 및 수확에 이르는 과정을 모의
할 수 있다 (Ahmad et al., 2013). CERES-Rice 모형에 대한 보다 자세
한 설명은 Ritchie et al. (1987)에 기술되어 있다.

Fig. 4.1. Schematic diagram of DSSAT model (Jones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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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험포장 및 입력자료

4.2.1. 시험포장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재이용에 따른 적정 질소시비량을 제안하기 위
한 시험포장은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에 위치한 수원시 환경사업소 하수
처리장 인근에 조성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운영되었다. 시
험구는 관개수의 처리수준에 따라 지하수를 관개하는 대조구 (GW)와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직접 이용하는 처리구 (WW), 하수처리장 방류수
를 에코칩필터를 이용하여 여과처리한 후, UV소독과정을 거치는 처리구 
(RWW)로 구성하였다. 하수처리수의 관개수 이용에 따른 시험구의 배치
는 이원분류방식인 난괴법 (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을 적
용하였다. 시험구의 크기는 5 m ⨉ 5 m이며, 관개수의 처리수준별로 4
반복하여 총 12개의 시험구를 조성하였다 (Fig. 4.2). 

Fig. 4.2. Location of study area and schematic map of experimental plots 

including irrigation and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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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입력자료

가. 기상

본 연구의 기상자료는 시험포장으로부터 약 7 km 떨어진 수원기상대 
일별 기상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4개년 동안
의 일별 기상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항목은 최고·최저기온, 평균풍
속, 상대습도, 강수량, 태양복사량 자료이다. 수집한 기상자료는 DSSAT
의 기상자료 입력 프로그램 (WeatherMan)에 의해 모형 입력자료로 구
축하였다. 작물생육기간인 5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의 월평균기온과 
강수량은 2006년의 경우 22 ℃, 1032 mm, 2007년의 경우 21 ℃, 995 
mm, 2008년의 경우 22 ℃, 1099 mm, 2009년의 경우 22 ℃, 1205 mm
이었다.

나. 토양

본 연구의 토양자료는 한국토양정보시스템 (NAAS, 2005) 토양자료
와 시험포장 현장실측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토양정보시스템의 토양자
료에는 토양통, 각 토층별 입경분포 및 수분장력 등을 포함하는 토양의 
물리적 특성과 각 토층별 pH, 유기물 함량 및 염기치환용량 등을 포함하
는 화학적 특성들이 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앙 전, 논벼생육기, 수확 후 등 연 3∼4회
에 걸쳐 시험포장의 토양시료를 채취한 후, 서울대학교 농업과학공동기
기센터 (National Instrumentation Center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NICEM)에서 EC, 유기물함량, pH, T-N, T-P, NO3-N, 
NH4-N 등을 포함하여 16가지 항목에 대해 American Society of 
Agronomy (ASA) and Soil Science Society of America (SSSA)방법 
(Champman et al., 1961)을 준용하여 시료분석을 실시하였다. NICEM
에서 분석한 토양자료를 바탕으로 DSSAT모형의 초기 토양입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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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Condition-Profile)를 결정하였다. Table 4.1은 시험포장 현장에
서 실측한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4.1.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the soil in the experimental 

plots (adopted from Jang, 2009)

Properties Unit GWa WWa RWWa

Sand

%

48.7 48.7 48.7

Silt 32.3 35.3 30.8

Clay 19.0 16.0 20.5

Texture class - Loam Loam Loam

TOC, total organic carbon % 1.7 2.1 1.8

pH (1:5) - 5.6 5.5 5.5

CEC, cation exchange capacity cmol+ kg-1 13.09 12.11 13.29

EC, electrical conductivity μS m-1 0.47 0.32 0.52

T-N, total nitrogen

mg kg-1

850.0 930.0 950.0

T-P, total phosphorus 528.2 557.7 358.3

Ca 758.5 853.8 745.2

K 40.9 44.5 49.5
a GW, WW, and RWW indicate the treatments irrigated with 
groundwater, untreated wastewater, and filtered wastewater with 
ultraviolet treatment, respectively.
* Detailed information of texture classification and analysis methods 
was described in th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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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개량

관개량은 써레질 후부터 1∼2주 간격으로 시험구마다 설치되어 있는 
유량계를 통해서 실측하였다 (Table 4.2). 2006년과 2007년이 다른 해
에 비해 관개량이 보다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2006년에는 8
월의 관개량이 약 290 mm 정도의 큰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당월의 강
우량이 66.4 mm로 다른 년도의 강우량 (약 200∼300 mm)에 비해 적
어 상대적으로 관개를 많이 하였기 때문이다. 

Table 4.2. Monthly irrigation amount during growing season between 2006 

and 2009 (unit: mm) (adopted from Jung et al., 2014)

Year Treatment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Total

2006

GWa 68.9 185.9 0.0 298.8 315.0 0.0 868.6

WWa 15.9 196.1 50.1 310.4 326.0 0.0 898.5

RWWa 42.9 202.8 0.0 281.2 330.7 28.0 885.6

2007

GW 158.5 163.7 171.8 175.1 127.2 0.0 796.4

WW 117.2 291.8 144.2 218.4 116.2 0.0 887.8

RWW 141.7 250.2 124.8 188.1 109.2 0.0 814.1

2008

GW 43.8 10.48 119.0 146.8 199.3 0.0 613.7

WW 39.2 145.6 133.8 123.3 224.9 0.0 666.9

RWW 41.2 133.8 67.4 185.8 195.0 0.0 623.2

2009

GW 77.9 192.0 51.6 184.8 96.7 0.0 603.0

WW 63.2 154.3 71.9 300.5 104.3 0.0 694.2

RWW 111.5 212.9 94.0 119.3 78.1 0.0 615.8
a GW, WW, and RWW indicate the treatments irrigated with groundwater, 
untreated wastewater, and filtered wastewater with ultraviolet treatment, 
respectively.

 
라. 관개수질

시험포장의 수질 모니터링을 위해 2006∼2009년까지 이앙 후부터 9
월 말까지 1∼2주 간격으로 관개용수의 수질 시료를 채취하여 NICEM에
서 T-N 항목에 대해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환경부, 2000)에 따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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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논벼생육기간 동안의 관개용수의 T-N 수질분석 
결과 지하수 유입관개수에서 농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고, 하수처리수
와 재이용수 관개수의 수질은 서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Fig. 4.3). 특
히, 지하수의 총질소 농도는 우리나라의 관행 관개용수의 총질소 농도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림부, 2004).

Fig. 4.3. T-N concentrations of irrigation water for each treatment, GW, 

WW, RWW, during the growing season 2006 ~ 2009

마. 영농관리

논벼 생육시험을 위한 공시품종은 수원 지방에서 널리 재배되는 추청
벼로 하였으며, 중부지방에 대한 표준영농법에 따라서 재식거리를 30 
cm ⨉ 30 cm로 1주 3본씩 손이앙을 실시하였고, 재배 및 물 관리 방법 
역시 작물시험장의 표준영농법을 적용하였다. 시험포장 지역의 관행 시
비량은 관개수의 특성상 영양물질이 충분하여 타 지역에 비하여 적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지구의 경우, 밑거름 시에만 요소 
(N 55 kg ha-1), 용과린 (P2O5 45 kg ha-1), 염화가리 (K2O 4.0 kg 
ha-1)를 시비하였고 새끼칠거름 및 이삭거름은 적용하지 않았다. 이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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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5월 중순부터 시작하고, 추수는 10월 중순에 이루어졌다 (Table 
4.3).

Table 4.3. Summary of the crop management practices between 2006 and 

2009 (adopted from Jeong et al., 2011)

Year
Ploughing and basal 

fertilization date
Transplanting 

date
Harvest

date

Fertilizer 
ratea

(kg ha-1)
N P K

2006 May 21 May 25 October 17

55 45 40
2007 May 14 May 17 October 24

2008 May 17 May 19 October 21

2009 May 16 May 20 October 20
a Indicate the fertilizer rate applied every year, and the standard 
fertilizer rates of nitrogen (N), phosphorus (P), and potassium (K) are 
110 , 45, and 57 kg ha-1, respectively.

바. 벼 품종모수

CERES-Rice를 어떤 지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실제 재배
되고 있는 품종의 생장 및 발육 관련 유전적 특성을 모형에 반영시켜야 
한다. 즉 벼의 발육 및 생장의 주요특성을 몇 개의 모수로 표현하고 각 
품종별로 서로 다른 값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생육모의를 
위해서는 각 품종의 모수값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일이 전제되어야 한다 
(김영호 등, 2002).

DSSAT 모형의 CERES-Rice 작물생육모형에 필요한 품종모수는 논
벼의 발육단계를 나타내는 P1, P2O, P2R, P5가 있으며, 논벼의 수량생
산잠재력을 결정하는 G1, G2, G3, G4가 있다 (Table 4.4). 여기서 P1은 
기본영양생장기간, P2O는 최적일장, P2R은 지연율, P5는 등숙기간, G1
은 건물중당 최대립수, G2는 최대립중, G3는 IR64대비 상대분얼능력, 
G4는 온도반응성을 각각 나타낸다 (Singh et al.,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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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모형의 보정과 검정

4.3.1. 모형의 보정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보정을 위한 목적함수로는 평균제곱근오차 
(Root Mean Square Error, RMSE)와 정규화된 평균제곱근오차 
(normalized Root Mean Square Error, nRMSE) (Loague and Green, 
1991), 그리고 일치도 (Index of agreement, d) (Willmott et al., 
1985) 등의 통계적인 변량을 사용하였다. 정규화된 평균제곱근오차는 
다음 식 (4.1)과 같다.

  



 
 



  
 × 

      (4.1)

여기서, 와  는 각각 모의치와 실측치를 의미하며, 은 자료쌍의 
총 개수, 은 실측치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는 모의치와 실측치
의 차를 %로 표현하며, 그 값이 10% 미만일 경우 모형의 적용성이 탁월
한 것으로, 10% 이상 20% 미만일 경우 좋은 것으로, 20% 이상 30% 미
만일 경우 평범한 것으로, 30% 이상일 경우 좋지 않은 모형으로 각각 
고려된다 (Jamieson et al., 1991).

일치도 (d)는 0과 1사이의 값을 갖게 되며 다음 식 (4.2)와 같다. 일
치도가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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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각각 모의치와 실측치를 의미하며, 은 자료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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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개수, ′ ′ , ′ ′으로 은 실측치의 평균값을 의미
한다.

벼 품종모수를 보정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시험포장에서 
실측된 논벼 수확량 자료를 이용하였다. 품종모수 추정의 초기값은 기존
의 연구결과 (김영호 등, 2002)를 바탕으로 단순시행착오법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최소의 와 최대의 일치도를 보이는 품종모수의 조합
을 본 연구의 품종모수로 사용하였다 (Table 4.4).

Table 4.4. Genetic coefficients of the CERES-Rice model and the calibrated 

rice cultivar coefficients

Genetic coefficient Description
Calibrated 

value
Unit

Development 
Aspects

P1 Juvenile phase coefficient 220.0 Photothermal day

P2O Critical photoperiod 11.5 hour

P2R Photoperiodism coefficient 110.0 Photothermal day

P5
Grain filling duration 

coefficient
520.0 Photothermal day

Growth
Aspects

G1
Spikelet number 

coefficient
65.0 -

G2 Single grain weight 0.026 g

G3 Tillering coefficient 0.60 -

G4
Temperature tolerance 

coefficient
1.00 -

 
보정된 품종모수를 이용한 모형의 보정 결과 는 269∼645 kg 

ha-1, 는 4.1∼11.7%, 그리고 일치도는 0.94∼0.95의 범위로 모
의된 수확량이 실측치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4.5). 
또한, 모의치와 실측치의 결정계수 ()는 0.81로 나타났다 (Fig.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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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Comparison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yields for calibration 

period

Year Experimental plot
Yields (kg ha-1) RMSE

(kg ha-1)
nRMSE

(%)
db

Observed Simulated

2006

GWa-1 4,536 4,668

291 6.1

0.95

GW-2 5,396 4,986
GW-3 4,844 4,593
GW-4 4,400 4,100

WWa-1 7,048 6,469

381 6.2
WW-2 5,672 5,645
WW-3 5,332 5,496
WW-4 6,700 7,168

RWWa-1 5,580 5,271

376 6.6
RWW-2 5,952 5,646
RWW-3 5,880 6,072
RWW-4 5,264 5,848

2007

GW-1 4,404 4,156

430 9.7

0.94

GW-2 3,940 4,236
GW-3 4,368 4,143
GW-4 4,936 4,200
WW-1 6,832 6,415

269 4.1
WW-2 6,368 6,394
WW-3 6,492 6,369
WW-4 6,444 6,126

RWW-1 6,900 6,464

645 11.7
RWW-2 6,076 5,451
RWW-3 4,300 5,383
RWW-4 6,500 6,078

a GW, WW, and RWW indicate the treatments irrigated with groundwater, 
untreated wastewater, and filtered wastewater with ultraviolet treatment, 
respectively.
b Index of agreement was derived by all GW, WW, RWW of the respectiv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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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Scatter plots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rice yields for the 

calibration period (2006 ~ 2007)

4.3.2. 모형의 검정

DSSAT 모형의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재이용에 따른 논벼 수확량 
모의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시험포장에서 
실측된 논벼 수확량 자료를 이용하여 보정된 품종모수를 통해 수확량을 
모의하였다. 모형의 검정에 대한 평가는 보정에 대한 평가방법과 동일하
게 , , 일치도 () 등의 통계적인 변량을 사용하였다.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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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검정 결과 는 155∼538 kg ha-1, 는 2.6∼10.4%, 일치
도는 0.95∼0.98의 범위로 모의된 수확량이 실측치를 잘 반영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Table 4.6).

Table 4.6. Comparison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yields for validation 

period

Year Experimental plot
Yields (kg ha-1) RMSE

(kg ha-1)
nRMSE

(%)
db

Observed Simulated

2008

GWa-1 5,020 4,297

422 9.9

0.98

GW-2 4,052 3,786
GW-3 3,640 3,414
GW-4 4,268 4,006

WWa-1 7,296 7,054

158 2.8
WW-2 4,672 4,666
WW-3 5,024 5,204
WW-4 5,612 5,518

RWWa-1 4,332 4,371

155 3.4
RWW-2 4,712 4,953
RWW-3 4,656 4,846
RWW-4 4,592 4,611

2009

GW-1 4,624 4,820

538 10.4

0.95

GW-2 5,980 5,403
GW-3 5,168 4,397
GW-4 4,892 4,455
WW-1 6,712 6,263

275 4.2
WW-2 6,044 5,830
WW-3 6,596 6,388
WW-4 6,884 7,028

RWW-1 - 4,969

140 2.6
RWW-2 6,068 5,863
RWW-3 4,672 4,684
RWW-4 5,540 5,410

a GW, WW, and RWW indicate the treatments irrigated with groundwater, 
untreated wastewater, and filtered wastewater with ultraviolet treatment, 
respectively.
b Index of agreement was derived by all GW, WW, RWW of the respective 
year. 



- 73 -

보정기간의 모의치와 실측치의 결정계수 ()는 0.92로 나타났다 
(Fig. 4.5). 전반적으로, DSSAT 모형을 이용한 논벼 수확량 모의치는 
보정기간이 검정기간보다 실측치를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보정 및 검정과정을 통해서 DSSAT 모형은 하수재이용을 포함한 
관개수질에 따른 논벼 수확량 모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4.5. Scatter plots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rice yields for the 

validation period (2008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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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적정 질소시비 방법 모의

하수처리수를 관개한 논에서의 적정 질소시비량 및 분시율에 따른 논
벼 수확량에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1년 관개용수로 사용된 일처리
용량 500 m3 이상의 전국 63개 하수처리장 중 농림부 (2004)에서 제안
한 허용가능한 총질소 농도 (4.7 mg L-1)보다 낮은 방류수 중 총질소 
농도를 보인 6개 하수처리장을 제외하고, 총질소 농도를 기준으로 3개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Table 4.7). 모형의 논벼 수확량 모의를 위한 관
개수질의 총질소 입력값은 수준별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LEVEL 1은 
8.0 mg L-1, LEVEL 2는 12.5 mg L-1, 그리고 LEVEL 3은 17.5 mg 
L-1이었다.

Table 4.7. Classified level of the effluent used for irrigation water

LEVEL
Classification

(mg L-1)
Site

Rate 
(%)

Applied T-N 
concentration 

(mg L-1)

1 5.0 ~ 10.0 25 43.8 8.0

2 10.0 ~ 15.0 29 50.9 12.5

3 15.0 ~ 20.0 3 5.3 17.5

적정 질소시비량을 제안하기 위하여 표준분시율 (standard split 
application rate, SSAR; 밑거름-새끼칠거름-이삭거름=50-20-30%)
을 적용한 표준시비량 (standard fertilizer rate, SFR; 110 kg ha-1)을 
기준으로 질소시비량을 10%씩 단계별로 줄여가면서 논벼 수확량을 모
의하였다. 또한, 표준분시율과 40-20-40%, 30-30-40%, 
30-20-50%, 20-40-40%, 그리고 20-30-50% 등 6가지의 분시율
을 90, 80, 70, 60, 그리고 50 kg ha-1의 저감된 질소시비량에 각각 적
용하여 분시율에 따른 논벼 수확량에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 75 -

4.4.1. 질소시비량에 따른 논벼 수확량

표준 질소시비량과 저감된 질소시비량에 따른 논벼 수확량을 모의하
였다 (Table 4.8). 새끼칠거름과 이삭거름을 포함한 표준 질소시비량에 
따른 논벼 수확량이 밑거름만을 시비하는 관행질소시비량 보다 GW의 
경우 45~5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경우에서 질소시비
량이 감소함에 따라 논벼 수확량은 감소하였다. 하수처리수를 관개한 논
에서도 질소시비량이 증가할수록 논벼 수확량이 증가한다 (Slaton et 
al., 2003)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벼 수확량에 대한 질소시비량 저감효과는 총질소시비량이 감소할수
록 더 크게 나타났다. 질소시비를 하지 않은 경우 (SFR-100%), 표준 
질소시비량를 시비한 경우와 비교하여 GW는 70% 정도 논벼 수확량이 
감소하였으며, 다른 처리구 WW와 RWW는 40~50% 감소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논벼 수확량은 질소시비량을 70% 저감한 이후부터 모든 처
리구에서 보다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6). 이와 같은 
모의결과는 관개수의 총질소 농도가 낮을수록 질소시비에 대한 논벼 수
확량의 민감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LEVEL 1은 20%, LEVEL 2는 30%, 그리고 LEVEL 3은 50% 
저감된 질소시비량으로도 GW의 논벼 수확량과 비슷한 수준의 수확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6). 이와 같은 모의결과로부터 하수처리
수를 관개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관개용수의 총질소 농도에 따라 질소
시비량을 20~50% 정도 저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재영 등 
(2006)에 따르면 하수처리수를 관개할 경우, 50% 저감된 질소시비량으
로도 지하수를 관개한 경우와 비슷한 수확량을 얻을 수 있다. 조재영 등 
(2006)이 본 연구의 LEVEL 3과 비슷한 총질소 농도를 나타내는 하수
처리수를 관개하여 실험한 사실을 고려할 때, DSSAT 모형을 통한 논벼 
수확량의 모의결과가 조재영 등 (2006)의 실험결과와 유사한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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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8. Simulated rice yield according to the fertilizer rate between 2006 and 2009 (unit: kg ha-1)

Classification EFRa SFRb SFR-10%c SFR-20% SFR-30% SFR-40% SFR-50% SFR-60% SFR-70% SFR-80% SFR-90% SFR-100%

2006

GWd 4,587 6,691 6,327 5,982 5,761 5,573 5,353 5,108 4,783 4,347 3,807 3,395

LEVEL 1 7,047 6,804 6,430 6,115 5,872 5,641 5,262 4,938 4,483 4,003 3,543

LEVEL 2 7,461 7,202 6,880 6,581 6,355 6,047 5,671 5,372 4,942 4,515 4,038

LEVEL 3 7,725 7,564 7,305 7,044 6,778 6,479 6,160 5,811 5,424 5,034 4,648

2007

GW 4,184 6,538 6,196 5,803 5,348 4,988 4,576 4,194 3,783 2,880 1,870 1,113

LEVEL 1 7,194 6,930 6,513 6,146 5,821 5,492 5,066 4,817 4,366 3,878 3,276

LEVEL 2 7,387 7,153 6,810 6,443 6,120 5,783 5,409 5,158 4,682 4,280 3,713

LEVEL 3 7,544 7,364 7,057 6,760 6,415 6,094 5,749 5,513 5,042 4,649 4,140

2008

GW 3,876 6,066 5,849 5,549 5,113 4,824 4,409 4,068 3,716 3,298 2,604 2,253

LEVEL 1 6,979 6,820 6,560 6,266 5,966 5,722 5,418 5,038 4,389 4,098 3,552

LEVEL 2 7,221 7,091 6,885 6,610 6,315 6,078 5,757 5,458 5,060 4,618 4,097

LEVEL 3 7,411 7,309 7,142 6,908 6,629 6,382 6,069 5,774 5,418 4,992 4,563

2009

GW 4,966 7,210 6,849 6,335 5,873 5,436 5,032 4,537 4,072 3,670 2,932 2,206

LEVEL 1 7,860 7,592 7,158 6,770 6,337 6,030 5,644 5,416 4,943 4,518 4,062

LEVEL 2 8,354 8,048 7,697 7,271 6,846 6,525 6,206 5,906 5,427 5,286 4,705

LEVEL 3 8,695 8,499 8,175 7,867 7,466 7,147 6,787 6,472 6,089 5,731 5,338
a Indicates the simulated rice yield fertilized with the experimental N fertilizer rate, 55 N kg ha-1, only have basal fertilizer.
b Indicates the simulated rice yield fertilized with the standard N fertilizer rate, 110 kg ha-1, under the standard split application 
rate (50-20-30% as basal-tillering-panicle fertilizer).
c indicates the simulated rice yield fertilized with 10% reduction rate of the standard N fertilizer rate.
d indicates the treatment irrigated with ground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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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Average simulated rice yield according to the standard and reduce N fertilizer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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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질소시비에 대한 논벼 수확량 민감도

밑거름, 새끼칠거름, 그리고 이삭거름을 포함하는 질소시비에 대한 하
수재이용에 따른 논벼 수확량의 민감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Hoffman and 
Gardner (1983)가 제안한 민감도 지수 (sensitivity index, SI)를 수정
하여 사용하였다. 각 질소시비에 대한 민감도 지수는 다음의 식 (4.3)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4.3)

여기서, DSFR은 표준시비량 (SFR)에 따른 기준 논벼 수확량을 의미하
며, D+10 kg과 D-10 kg은 표준시비량보다 질소시비량을 10 kg 많이 또는 
적게 사용하였을 경우에 따른 논벼 수확량을 의미한다.

표준시비량 및 표준분시율 조건하에서 밑거름, 새끼칠거름, 그리고 이
삭거름에 대한 논벼 수확량의 민감도 지수를 산정하였다. 세 가지 질소
시비의 모든 경우에서 지하수 및 하수처리수 중 총질소 농도가 증가할수
록 민감도 지수는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4.7). 이와 같은 결
과는 관개수 중 총질소의 농도가 낮을수록 질소시비방법에 따른 논벼 수
확량의 민감도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하수 (GW)의 경우, 논벼 수확량에 대한 민감도는 이삭거름, 새끼칠
거름, 그리고 이삭거름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김민호 등 (2006)의 유
수형성기에 시비량을 증가시킬수록 논벼 수확량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
와 상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LEVEL 1과 LEVEL 2에서도 나
타났지만, LEVEL 3은 이삭거름보다 새끼칠거름에 대한 민감도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4.7). 본 모의결과는 논벼의 왕성한 성장단계에
서 질소회수율이 성장초기단계에서 질소회수율보다 더 크다는 Zhu 
(1998)의 연구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본 모의결과는 새끼칠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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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삭거름의 분시율 조정을 통해서 질소시비량의 증가 없이 목표 논벼 
수확량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Fig. 4.7. Sensitivity index of basal, tillering, and panicle N fertilizer for GW, 

LEVEL 1, LEVEL 2, and LEVEL 3, respectively, applied standard fertilizer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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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질소시비 분시율에 따른 논벼 수확량

Table 4.9는 각기 다른 6가지 분시율의 저감된 질소시비량에 대한 논
벼 수확량을 모의한 결과이다. 본 모의결과는 밑거름보다 새끼칠거름과 
이삭거름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게 분석된 질소시비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를 잘 나타낸다. 질소시비량을 최소화하고, 표준시비량과 표준분시
율을 적용하여 지하수 관개를 통해 얻은 목표 논벼 수확량을 만족시키는 
분시율은 밑거름-새끼칠거름-이삭거름에 대하여 20-30-50%로 분석
되었다. 본 분시율은 하수재이용 시 최적 질소시비를 위한 분시율로 제
안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정된 분시율은 추가적인 질소시비량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Table 4.9). 조정된 분시율을 적용할 경우, LEVEL 1은 70 kg ha-1, 
LEVEL 2는 60 kg ha-1, 그리고 LEVEL 3은 50 kg ha-1 정도의 질소시
비량으로 목표논벼 수확량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수재이
용 상황에서 질소시비량에 따른 논벼 수확량을 모의한 앞선 결과와 비교
하여, ha당 LEVEL 1은 20 kg, LEVEL 2는 15 kg, 그리고 LEVEL 3은 
10 kg 정도의 추가적인 질소시비량 저감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관개수의 총질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질소시비에 대한 논벼 수확량의 민
감도가 감소하는 모의결과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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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9. Simulated rice yield according to the reduced amount of nitrogen 

fertilizer and the alternative split application rates (unit: kg ha-1)

Classification
N fertilizer rate

(kg ha-1)

Split application rate (%)

Standard
(50:20:30)

40:20:40 30:30:40 30:20:50 20:40:40 20:30:50

GWa Standard
(110)

6,626 6,748 6,918 6,692 6,975 6,810

LEVEL 1

90 6,738 7,014 7,140 7,004 7,244 7,131

80 6,431 6,739 6,861 6,838 6,946 6,866

70 6,115 6,358 6,460 6,595 6,542 6,685

60 5,830 5,977 6,057 6,193 6,140 6,275

50 5,527 5,609 5,688 5,736 5,757 5,802

LEVEL 2

90 7,129 7,331 7,457 7,258 7,547 7,377

80 6,829 7,082 7,197 7,113 7,289 7,171

70 6,521 6,766 6,854 6,924 6,936 7,021

60 6,222 6,390 6,477 6,599 6,565 6,677

50 5,945 6,054 6,123 6,176 6,178 6,235

LEVEL 3

90 7,479 7,587 7,695 7,511 7,779 7,623

80 7,222 7,399 7,502 7,390 7,579 7,430

70 6,944 7,132 7,224 7,209 7,306 7,300

60 6,638 6,816 6,888 6,962 6,967 7,035

50 6,363 6,464 6,527 6,597 6,591 6,654

a Indicates the treatment irrigated with groundwater

적정시비량을 초과하는 질소시비는 농가소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을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Carpenter et al., 1998). 
Kim et al. (2008)에 따르면 하수처리수를 관개하는 논에서 질소시비량
을 10, 30, 50% 저감할 경우, 논에서의 총질소 발생부하량이 각각 8.8, 
16.6, 그리고 24.4%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하수처리수를 
관개용수로 사용할 경우, 질소시비량을 저감할 수 있음은 물론 수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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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요약 및 결론

하수처리수를 논 관개용수로 사용할 경우, 농업생산성과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질소시비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DSSAT 모형을 이용한 논벼 수확량 모의를 통해 대안적 질소시비방
법을 제안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DSSAT 모형을 이용한 논벼 수확량 모의를 위해 기상, 토양, 관개
량, 관개수질, 그리고 영농관리 등의 입력자료를 구성하여 질소시비방
법에 따른 논벼 수확량 모의체계를 구축하였다. 

② DSSAT 모형은 보정 및 검정기간 동안 실측된 논벼 수확량을 잘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보정 결과 는 269∼645 kg 
ha-1, 는 4.1∼11.7%, 그리고 일치도는 0.94∼0.95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검정 결과 는 155∼538 kg ha-1, 는 
2.6∼10.4%, 일치도는 0.95∼0.98의 범위로 분석되었다.

③ 검정된 DSSAT 모형을 이용하여 하수재이용 시 적정 질소시비량을 
관개수 총질소 농도 수준별로 모의하였으며, 표준시비량 대비 LEVEL 
1은 20%, LEVEL 2는 30%, 그리고 LEVEL 3은 50% 저감된 질소시
비량에서도 목표 논벼 수확량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질소시비방법에 대한 논벼 수확량의 민감도 분석결과, 관개수 중 
총질소의 농도가 낮을수록 질소시비방법에 따른 논벼 수확량의 민감도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수재이용 시 새끼칠거름과 이삭거
름이 밑거름보다 논벼 수확량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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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질소시비량을 최소화하고, 목표 논벼 수확량을 만족시키는 분시율
은 밑거름-새끼칠거름-이삭거름에 대하여 20-30-50%로 분석되었
다. 또한, 분시율을 조절함으로써 추가적인 질소시비량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모의되었으며, 질소시비량에 따른 논벼 수확량 모의 결과와 비
교하여 LEVEL 1은 20 kg ha-1, LEVEL 2는 15 kg ha-1, 그리고 
LEVEL 3은 10 kg ha-1정도의 추가적인 질소시비량 저감이 가능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하수재이용 시, 농업생산성과 환경적 측면에서 대안
적 질소시비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질소시비량 및 분시율에 따른 
미질 및 토양-논벼 환경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장기간에 걸친 실험
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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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사회-수문시스템 모델링

인간 활동은 자연시스템 (natural system)에 큰 영향을 주며, 이 영향
은 자연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와 다시 인간 활동, 즉 사회시스템 
(societal system)에 영향을 준다 (Stern, 1993; Vitousek et al., 1997; 
Carpenter et al., 2009). 이와 같은 인식에서 인간과 자연 각각의 시스
템을 독립적으로 분석하기보다 두 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어 상호작용하
는 과정과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Low et 
al., 1999; Liu et al., 2007; Ostrom, 2009). 

수문시스템은 자연시스템 중에서도 인간 활동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
이 받는 시스템 중 하나이다. 농업활동, 도시화, 그리고 수자원개발 등과 
같은 인간 활동은 수문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Barnett et al., 2008; Booth et al., 2004; DeFries and Eshleman, 
2004; Gordon et al., 2008; Gordon et al., 2010). 또한, 강수량과 기온 
등을 포함하는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 등은 사회시스템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Easterling et al., 2000). 이처럼 수문
시스템은 사회시스템에 구조적이고 내용적인 변화를 가져와 다시 수문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Fig. 5.1). 따라서 
인간과 인간 활동을 포함하지 않는 장기간의 수문현상 예측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Sivapalan et al. (2012)은 인간과 인간 활동이 
수문순환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는 인간과 물이 연계된 시스템의 동태성
과 공진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회시스템과 수문시스템 각각의 
개별적인 이해를 넘어 사회-수문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자 사회
수문학을 소개하였다. 사회수문학의 개념에서 수문순환 모델링은 특정한 
사건에 따른 시스템의 반응을 모의하고자했던 기존의 단선적인 모델링
기법에서 벗어나 비선형적, 순환적 인식을 통해 전체적 사회-수문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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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변화과정을 모의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와 토지이용 변화, 그리고 하수처

리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영농활동의 수문시스템에의 영향을 모의
하기 위해 시스템 요소간의 순환적 인과관계에 따른 소규모 사회-수문
시스템의 동태적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회-수문시스템 모델링을 실
시하였다.

Fig. 5.1. Dynamics between hydrological and societal systems. Hydrological 

system gives water to societal system and societal system return change as a 

feedback to hydrolog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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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시스템 다이내믹스

1961년에 소개된 시스템 다이내믹스 (system dynamics)는 
Forrester 등의 산업공학자들에 의해 정립된 시스템 해석기법이다 
(Forrester, 1961).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복잡한 현상을 동태적이고 순
환적인 인과관계의 시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거나, 이러한 이해에 기초
한 컴퓨터 모델을 구축하여 복잡한 인과관계로 구성된 현상의 동태적 변
화과정을 실험해 보는 방법론이자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다 (정석환과 
주영종, 2005). 따라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일회적인 사건에 따른 모형 
변수의 추정값을 예상하기보다는 대상 시스템의 동태적인 변화를 이해
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Meadows, 1980).

단선적 사고는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나열하고, 그 요인들
에 대한 가중치를 정하는 사고방식으로 (Richmond, 1993), 독립변수들
이 종속변수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인과관
계는 쌍방향으로 흐르면서 서로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동태성을 띠고 
있다 (Hjorth and Bagheri, 2006). 현대사회는 문제가 되는 대상 시스템
의 복잡성으로 인해 단선적 사고를 통한 최적해가 비현실적인 경우가 자
주 발생한다 (신동익, 2011). 더군다나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피드백구조를 이해하면서 문제
의 원인을 시스템 내부에서 찾으려는 시스템 사고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정석환과 주영종, 2005).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피드백 구조를 이용한 인과지도 (causal loop 
diagram)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법이다 (Qi et al., 2009). 인과
지도는 여러 개의 인과관계를 서로 연결시켜 놓은 도식으로, 인과지도를 
통해 인과관계가 어떻게 결합되어 시스템 전체를 형성하는지 이해할 수 
있으며, 복잡한 시스템의 동태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발현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김동환, 2004). 일반적으로 인과지도는 화살표, (+)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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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그리고 피드백 루프 (causal loop)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Hall 
et al., 1994). 화살표는 변수와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며, 화살
표 방향표시 부분의 (+)와 (-)기호는 두 요소가 각각 양과 음의 상관관
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피드백 루프는 여러 개의 인과관계들이 하
나의 폐쇄된 환류로 표현되는 것으로서 양의 피드백 (positive 
feedback) 루프와 음의 피드백 (negative feedback) 루프가 있다. 양의 
피드백 루프는 지속적인 증가 또는 감소와 같이 한 방향으로 강화작용을 
일으키는 루프이며, 음의 피드백 루프는 시스템을 일정한 목표치로 이동
시키는 안정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루프이다 (정영호, 2012). 

인과지도는 컴퓨터상에서 대상 시스템의 동태성을 모의하기 위해 저
량변수 (stock variable)와 유량변수 (flow variable)로 구성되는 저량-
유량 지도 (stock-flow diagram)로 나타낼 수 있다. 저량변수는 시스템 
안에서 축적되는 변수로 특정 시점에서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며, 유량
변수는 시스템 안을 흘러 다니는 변수로 시스템의 활동을 반영한다 
(Vlachos et al., 2007).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모델링 과정은 이해하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문제를 정의한 후에는 문제를 유발하는 여러 
원인들을 피드백 시각에서 고찰하고 인과지도를 작성하는 개념화 단계
를 거치게 된다. 개념화를 바탕으로 저량-유량지도를 이용한 컴퓨터 모
형을 구축하고 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며 (Barlas, 2002), 검정된 
모형과 적절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시스템의 가상적 거동을 모의함으로
써 대상 시스템의 동태적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구현하기 위해 Vensim DSS 
(Ventana Systems, 2013)를 이용하였다. Vensim은 VENTANA 사에서 
개발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서 복잡한 동적 시
스템을 개념화, 설계, 시뮬레이션, 최적화,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하나
의 통합화된 프레임워크이다 (김기찬 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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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상유역 및 입력자료 

5.2.1. 대상유역

오산천 유역은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위치하는 안성천의 제2지류로서 
유역의 동남쪽으로는 진위천 유역, 서북쪽으로는 황구지천 유역, 그리고 
북쪽으로는 기흥저수지 유역과 접하고 있다. 유역의 형상은 비교적 장방
형을 이룬 채 남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유역면적 98.31 km2, 유역길이 
16.49 km이다. 오산천 유역은 동쪽에서 흘러오는 고매천, 치동천, 신리
천, 장지천 등의 지류를 좌안으로 합치고 우안으로는 궐리천, 대호천, 가
장천 등의 지천을 합류하여, 용인, 화성을 지나 오산시 중심부를 남쪽으
로 흐르다가 평택시 서탄면과 진위면의 경계에서 진위천으로 흘러든다.

가. 기후

우리나라 중서부에 위치한 오산천 유역은 동절기에는 대륙성 고기압
의 영향을 받아 한랭건조하며, 하절기에는 해양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고온다습한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오산천 유역 내에는 기상관측소가 없
으며, 인근에 위치한 중앙기상청 산하의 수원기상대의 최근 30년간 
(1981~2010)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기후특성을 분석하였다. 평년을 
기준으로 연강수량은 1,312.4 mm, 연평균기온은 12.1 ℃로 나타났으며, 
연강수량과 연평균기온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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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line of AP  1 : 7.6551

Trend line of AMT  1 : 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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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Annual precipitation and annual mean temperature in the study 

watershed for 30 years (1981~2010). Both annual precipitation and annual 

mean temperature show a tendency to increase

나. 토지이용 

오산천 유역은 2000년대 중반부터 통탄신도시를 포함한 기타 택지개
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전, 답 등의 농경지와 임야 면적이 줄어들고 도
시용지와 나대지 등의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5.3). 
2007년과 비교하여 도시용지는 830 ha, 초지는 185 ha, 수면은 25 ha, 
그리고 나대지는 632 ha 증가하였으며, 논은 1,067 ha, 밭은 135 ha, 그
리고 산림은 472 ha 감소하였다. 

2009년을 기준으로 유역의 토지피복은 임야가 32.3%로 가장 많은 면
적을 차지하였고, 주거 및 상가 등을 포함하는 도시용지가 26.1%, 논이 
18.3%, 나대지가 8.1%, 밭과 시설재배지 등이 6.2%, 초지가 5.5%, 그
리고 수면이 3.5% 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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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Spatial distribution of landuse in (a) 2007 and (b) 2009 in the study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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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구역

오산천 유역 내 주요 행정구역으로는 상류에는 용인시와 화성시, 중류
에는 오산시, 그리고 하류에는 평택시가 위치하고 있다. 대상유역의 행
정구역별 면적비율로는 화성시가 53.2%로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며, 
오산시 29.9%, 평택시 12.1%, 용인시 4.8% 순으로 점유하고 있다 
(Table 5.1).

Table 5.1. Area data of each administrative district in the study watershed

Administrative district
Area 

(km2) (%) (km2) (%)

Pyeongtaek-si
Jinwi-myeon

11.85
9.63

12.1
9.8

Seotan-myeon 2.22 2.3

Osan-si

Junang-dong

29.36

3.66

29.9

3.7

Namchon-dong 6.06 6.2

Sinjang-dong 7.04 7.2

Chopyeong-dong 6.48 6.6

Daewon-dong 6.12 6.2

Yongin-si
Giheung-dong

4.78
2.79

4.8
2.8

Seonong-dong 1.99 2.0

Hwaseong-si

Dongtan-myeon

52.32

46.11

53.2

46.9

Banwol-dong 0.25 0.3

Dongtan1-dong 3.96 4.0

Dongtan2-dong 2.00 2.0

Total 98.31 98.31 100.0 100.0

오산천 유역에는 2010년 현재, 중앙동, 남촌동, 신장동, 초평동, 대원
동, 기흥동, 서농동, 반월동, 통탄1동, 그리고 동탄2동 등을 포함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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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과 동탄면, 진위면, 그리고 서탄면 등의 3개 면이 위치해 있다 
(Fig. 5.4). 

Fig. 5.4. Administrative district in the study watershed

라. 인구
각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을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자료를 바탕

으로 조사하였다 (Table 5.2). 오산천 유역면적의 약 47%를 차지하는 
동탄면의 인구 도가 km2당 102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도시로 개발된 동탄1동의 인구 도가 km2당 20,88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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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 Population data of each administrative district in the study watershed

Administrative district Populationa Population density
(capita km-2)

Jinwi-myeon 3,609b 375

Seotan-myeon 289b 131

Junang-dong 30,222  8,258

Namchon-dong 26,816 4,425

Sinjang-dong 38,592 5,482

Chopyeong-dong 17,174 2,651

Daewon-dong 59,652 9,747

Giheung-dong 4,164b 1,493

Seonong-dong 8,932b 4,489

Dongtan-myeon 4,697 102

Banwol-dong 923b 3,692

Dongtan1-dong 82,715 20,888

Dongtan2-dong 32,215 16,108

Total 310,000

a Population data from 2010 Census
b Indicates estimated population based on included area in the study watershed  

마. 농업수리시설

농림수산식품부 (2011)의 농업생산기반통계와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
템 (RAWRIS, http://rawris.ekr.or.kr)으로부터 대상유역의 저수지, 양수
장, 취입보, 그리고 집수암거 등의 농업수리시설 제원정보를 수집하였다. 

오산천 유역은 8개의 농업용저수지로부터 1231.5 ha, 9개의 양수장으
로부터 93.8 ha, 4개의 취입보로부터 87.2 ha, 그리고 3개의 집수암거로
부터 32.4 ha에 관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5.3). 
1799 ha의 전체 논 면적 중 1444.9 ha에 달하는 80.3%가 수리답으로 
나타났으며, 한발빈도 10년 이상의 수리시설물로부터 1261.4 ha가 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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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 따라 70.1%가 수리안전답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하수조사연보 
(국토해양부, 2011b)를 참고하여 추정된 오산천유역의 2010년 답작용 
지하수이용량은 577,046 m3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의 농업용수
공급량을 고려할 때 약 40 ha에 공급할 수 있는 관개량을 의미한다.

농업수리시설의 특징 상 저수지는 주로 고도가 높은 상류에 분포하였
으며, 취입보와 집수암거는 오산천 주유로 중에서도 상류에 위치하였고, 
양수장은 유역전반에 걸쳐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5.3. Agricultural facility data in the study watershed

Classification Name Irrigated area Design frequency

Reservoir

Won 1 10.5 1
Seo 17.0 1

Busan 12.0 1
Won 4 8.0 1

Giheung 1,147.0 10
Gohyen 5.0 1
Gagok 2.0 1

Pulmugol 30.0 5

Pumping 
station

Tabdong 23.0 3
Jangji 1 2.1 20
Jangji 2 2.7 20
Jungri 1 5.0 1
Jungri 2 12.0 1
Mokri 10.0 1

Geumgok 15.0 1
Shinri 12.0 1

Sancheok 12.0 1

Weir

Wangsanyi 9.2 10
Hongchi 10.0 10
Seokwoo 3.0 10
Geumgok 65.0 10

Gallery
Naesammi 10.0 1

Saem 12.4 10
Seokwoo 1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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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하수위

오산천 유역 내에는 국가지하수 관측망인 오산궐동 관측소가 있으며, 
국가지하수정보센터 (GIMS, www.gims.go.kr)로부터 해당측점의 2005
년부터 2012년까지 자료기간 8년의 일별 지하수위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일별 지하수위자료를 이용하여 월 평균 지하수위 입력자료를 구
축하였으며, 자료기간 동안 월 평균 지하수위는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에 
상승했다가 다음해 봄철까지 점차 하강하는 변화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
하수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5.5).

Trend line  1 : ‐ 0.0065

40

44

48

52

56

60

2005‐01 2006‐01 2007‐01 2008‐01 2009‐01 2010‐01 2011‐01 2012‐01

G
ro
u
n
d
w
at
e
r 
 le
ve
l  
(m

)

Date (month)

Fig. 5.5. Monthly groundwater level at the Osan Gwol-dong groundwater 

level gauging station in the study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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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입력자료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사회-수문시스템 모델링에서는 초기 경
계 값 설정과 구축한 모형의 검정, 그리고 시간에 따른 시스템의 변화양
상을 모의하기 위해서 입력자료가 필요하다.  

가. 기상자료

구축한 모형의 보정 및 검정을 위해서 수원기상대의 1964년부터 
2013년까지의 50년간의 기상자료를 수집 활용하였다. 수집한 기상자료
에는 강수량, 최고기온, 최저기온, 상대습도, 그리고 풍속 등이 있다 
(Fig. 5.6). 일별 강수량자료를 사용하여, 월별 강수량 입력자료를 구축
하였으며, 일별 최고기온, 최저기온, 상대습도, 그리고 풍속 등으로부터 
기준작물증발산량 및 농업용수 공급량을 산정하였다.

Fig. 5.6. Historical annual precipitation, annual mean maximum temperature, 

and annual mean minimu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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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래 기상자료

(1) RCP 시나리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는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시나리오를 새로운 표준 온실가스 시나리오로 
선정하였다. RCP 시나리오는 기존의 제4차 평가보고서에서 사용한 
SRES (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와 달리 인간 활동이 지구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농도경로인 온실
가스를 먼저 결정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 배출량 및 사회경제 시나리
오, 영향, 적응, 취약성 연구를 동시에 산출할 수 있도록 병행적인 방법
을 취한다 (박지훈, 2013).

RCP 시나리오는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을 지구 스스로 회복할 수 있
는 RCP2.6,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RCP4.5,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 RCP6.0, 그리고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
가 배출되는 RCP8.5 등 모두 4종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사회-수문시스템의 거동을 모의하기 위해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RCP8.5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기상자료를 이용하였다.

(2) 편의보정
편의보정 (Bias-Correction) 방법은 과거 관측 자료의 기본 통계량에 

대한 동기간 기후모델 결과의 편의 정도를 일률적으로 또는 월별로 적용
하는 기본적인 방법에서부터 확률분포함수 또는 누적분포함수를 이용하
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황세운 등, 2013). 본 연구에서는 
Alcamo et al. (1997)에 의해서 기술되고, 지구기후변화연구 (Global 
Change Research)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본 통계량 편의보정 방법
을 이용하여 강수량과 최고기온, 그리고 최저기온에 대해서 월별로 편의
보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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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여기서,  ′ 는 보정된 미래강수량, 는 GCM에서 모의된 미
래강수량,  는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관측 평균 강수량, 그리고, 
 는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모의된 GCM 평균 강수량을 의미한다.

 
′   

  
   (5.2)

여기서,  ′ 는 보정된 미래 온도, 는 GCM에서 모의된 미래
온도,  는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관측 평균기온, 그리고, 
 는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모의된 GCM 평균기온을 의미한다.

편의보정 결과 RCP8.5 시나리오에 따른 수원지방의 기상자료는 강수
량의 경우 1월, 8월, 9월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과소 추정된 것으로 나타
났으며, 3월, 4월 6월, 11월, 그리고 12월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과대 추
정된 값을 보였다. 최대기온의 경우 일률적으로 과소 추정된 것으로 나
타나 0.08 ℃에서 3.20 ℃를 더해 주었다. 최소기온의 경우 9월부터 12
월까지는 과대 추정되어 과거 기상자료에 1.84 ℃에서 3.37 ℃를 빼주었
으며, 과소 추정된 나머지 다른 달에 대해서는 0.36 ℃에서 2.93 ℃를 
더해주었다 (Table 5.4).

(3) 보정된 미래 기상자료
보정된 RCP8.5 시나리오에 따른 수원지방의 2011년부터 2060년까지

의 미래 기상자료는 연평균 최대기온과 최저기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강수량 또한 지속적인 증가추세
와 함께 시간에 따른 강수량의 변화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Fig.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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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4. Adjusted factors required to scale the GCM precipitation (Prec), 

maximum temperature (Tmax), and minimum temperature (Tmin) to the local 

conditions

Month Prec (%) Tmax ( ) Tmin ( )

January 74.3 3.11 0.36

February 5.6 1.88 2.16

March -23.1 0.95 2.93

April -35.0 1.26 2.28

May -7.8 0.08 1.95

June -28.0 0.83 2.78

July -5.6 1.16 2.36

August 135.4 0.92 0.80

September 68.2 1.37 -2.32

October -5.8 1.26 -2.73

November -25.3 2.36 -3.37

December -21.4 3.20 -1.84

Fig. 5.7. Bias corrected annual precipitation, annual mean maximum 

temperature, and annual mean minimu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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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준작물증발산량

본 연구에서는 기준작물증발산량을 산정하기 위해 FAO 
Penman-Monteith 공식을 이용하였으며 (Allen et al., 1998), 그 식은 
다음과 같다.

  




 

   (5.3)

여기서, = 기준증발산량 (mm day-1), = 증기압 곡선의 기울기 
(kPa ℃-1), = 순일사량 (MJ m-2day-1), = 토양 열 유속 도 
(MJ m-2day-1), = 2 m 높이에서 일평균기온 (℃), = 2 m 높이에
서 풍속 (m s-1), = 포화증기압 (kPa). = 실제증기압 (kPa), = 
건습계 상수 (kPa ℃-1)이다.

1964년부터 2013년까지 50년간의 일별 기준작물증발산량을 산정하
고 월별로 합산하여 모형의 모의 시간단위인 월별 기준작물증발산량을 
산정하였다 (Fig. 5.8). 자료기간 동안의 평균 월 기준작물증발산량은 
60 mm이었으며, 최대 월 기준작물증발산량은 124 mm, 최소 월 기준작
물증발산량은 11 mm로 각각 나타났다.

Fig. 5.8. Alfalfa reference crop evapotranspiration using historical weather 

data and FAO Penman-Monteith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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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래 기준작물증발산량

미래의 사회-수문시스템의 거동을 모의하기 위해서 미래 기준작물증
발산량이 필요하다. 기상청은 FAO Penman-Monteith 공식을 이용한 기
준작물증발산량 산정에 필요한 일조시간 등의 기상자료를 제공하지 않
기 때문에 다른 기상인자로부터 기준작물증발산량을 산정할 수 있는 전
이함수 모형을 이용하여 미래 기준작물증발산량을 추정하였다.

(1) 전이함수 모형
전이함수 모형은 연속으로 관측된 다변량 시계열 자료로부터 목적으

로 하는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는 시계열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형태이다 (최병선, 1995). 전이함수는 입력시계열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출력시계열로 보내주는 일종의 필터역할을 수행하
게 되는데, 출력시계열 자료와 출력시계열의 선행척도 (leading 
indicator)라고 할 수 있는 입력시계열 자료들과의 동적관계를 분석하여, 
출력시계열 자료 자체만으로 구성된 다변량 시계열 모형의 단점을 개선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효준, 2005).

본 연구에서는 최고기온, 최저기온, 풍속, 그리고 상대습도 등의 기상
자료와 기준작물증발산량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선
형회귀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단계
적 다중회귀분석은 다른 변수들이 회귀식에 존재할 때 종속변수에 영향
력이 있는 변수들만을 회귀식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종속변수를 설명
하는 데 있어서 설명력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변수들만 구성된 회귀식
을 발견하는데 유용하며 (이학식과 임지훈, 2012), 기본식은 다음과 같
다.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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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예측변수 (predictand), 는 계수 (coefficient), 는 
예측인자, 그리고 는 에러항목으로 예측변수의 변동을 의미한다.

1971년부터 2000년까지의 수원기상대 기상자료와 FAO 
Penman-Monteith 공식을 사용하여 산정한 동기간의 기준작물증발산량
으로부터 전이함수 모형을 구축하였다 (Table 5.5).

(2) 전이함수 모형 검정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상자료를 통해서 구축한 월별 전이함수 

모형으로부터 모의된 기준작물증발산량과 FAO Penman-Monteith 공식
을 사용하여 산정한 기준작물증발산량을 비교하여 단계적 다중선형회귀
분석 기법을 통하여 구축한 전이함수 모형을 검정하였다 (Table 5.5).

구축한 전이함수 모형은 겨울철에 대하여 모형의 적용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간에 대하여 R2와 ENS 모두 0.93으로 FAO 
Penman-Monteith 공식으로 산정한 기준작물증발산량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9). 

(3) 미래 기준작물증발산량 모의
검정된 기준작물증발산량 전이모형을 이용하여 2011년부터 2060년

까지 일별 기준작물증발산량을 모의하였다. 모형의 입력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정된 일별 기준작물증발산량을 월별로 합산하여 모형의 모의 
시간단위인 월별 기준작물증발산량을 산정하였다 (Fig. 5.10).

모의된 미래 월 기준작물증발산량은 자료기간 동안 평균값 66 mm, 
최댓값 154 mm, 최솟값 18 mm로 나타났다. 과거의 실측기상자료로부
터 산정한 1964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준작물증발산량과 비교하여 미
래 월 기준작물증발산량은 상대적으로 더 큰 값을 보였으며,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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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5. Established transfer function model using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d model performance evaluation

Month
Parameter estimate Model performance


a 

b 
c 

d 
e R2 ENS RSR

PBIAS 
(%)

January 0.950 0.017 0.008 -0.008 0.128 0.88 0.84 0.40 4.80

February 1.371 0.040 0.005 -0.013 0.147 0.85 0.80 0.44 5.88

March 1.883 0.069 -* -0.021 0.168 0.84 0.83 0.41 2.88

April 1.985 0.101 -0.021 -0.026 0.221 0.81 0.80 0.45 0.18

May 1.102 0.167 -0.059 -0.024 0.322 0.80 0.77 0.48 3.70

June 0.557 0.230 -0.124 -0.024 0.358 0.82 0.79 0.46 5.10

July 0.610 0.272 -0.141 -0.032 0.206 0.76 0.69 0.55 8.26

August -0.091 0.251 -0.094 -0.032 0.203 0.84 0.81 0.43 3.11

September 0.714 0.158 -0.030 -0.029 0.238 0.82 0.78 0.47 5.14

October 1.075 0.081 -* -0.020 0.242 0.79 0.77 0.48 1.84

November 1.076 0.032 0.010 -0.012 0.174 0.92 0.87 0.36 1.35

December 0.795 0.012 0.011 -0.007 0.149 0.92 0.88 0.35 -2.14

Entire 
period

0.93 0.93 0.27 3.82

* indicates a excluded parameter estimate through the stepwise selection 
a, b, c, d, and e indicate coefficient for intercept, maximum temperature, minimum temperature, humidity and wind 
speed,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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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9. Validity of the transfer function model for reference crop 

evapotranspiration

Fig. 5.10. Estimated future reference crop evapotranspiration using bias 

corrected climate change scenario (RC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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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역증발산계수

수자원의 이용측면에서 증발산량은 매우 중요한 수문인자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제 증발산량은 기준작물증발산량과 토양 및 토지피
복에 따른 계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된다. 수문현상을 모델링하는 
방법 중에서 총괄형을 택한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인 분포를 고려하지 못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역전반의 실제 증발산량을 보다 현실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증발산의 경우 일사량, 기온, 그
리고 풍속 등의 기상인자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월별 기상특성을 반
영하여야 한다. 대상유역에서 검정된 SWAT 모형을 이용하여 1971년부
터 2010년까지 기준작물증발산량과 실제증발산량을 모의하여, 월별 유
역증발산계수를 추정하였다 (Table 5.6).

Table 5.6. Monthly evapotranspiration ratio of the study watershed estimated 

by SWAT model for 40 years (1971~2010)

Month ETa (mm) ET0
b (mm) Evapotranspiration ratioc

January 12.6 21.9 0.582
February 16.7  32.8 0.538

March 28.1  62.3 0.467
April 38.5  92.6 0.431
May 52.2  114.4 0.468
June 60.7  114.4 0.541
July 79.8  103.6 0.778

August 80.5  108.2 0.758
September 49.5  87.9 0.587

October 27.5  64.0 0.446
November 19.7  37.7 0.539
December 14.1  25.0 0.579

a and b indicate average evapotranspiration and average reference crop 
evapotranspiration of the study watershed for each month for 40 years 
(1971~2010) estimated by SWAT modeling.
c indicates average value of evapotranspiration ratio for each month for 40 
years and this is different from the value ET divided by ET0 for each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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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농업용수 공급량

농업용수 공급량은 수리시설물에서 농업용수 수요에 의해 실제로 공
급되는 용수량으로 관개량, 송수 손실 수량, 용수로 배수량으로 구성된
다 (임상준, 2000). 농업용수 공급량을 현장에서 실측하여 추정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농림부 (1998)에서 제시한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송정헌, 2013). 본 연구에서는 중간낙수와 대상유
역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작부시기 (농업기반공사, 2005)를 이용하여 
(Table 5.7), 시설관리 손실률을 고려한 필요수량으로부터 농업용수 공
급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5.5)

여기서, 는 농업용수 공급량, 는 필요수량, 그리고 은 시
설관리 손실률을 의미한다. 시설관리 손실률은 농업용수 공급량에 대한 
시설관리 손실량의 비를 의미하며 (정하우 등, 2006), 본 연구에서는 송
정헌 등 (2013)의 0.38을 사용하였다.

Table 5.7. Conventional irrigation practices in paddy fields in the study 

watershed (adopted from Korea Agricultural and Rural Infrastructure 

Corporation, 2005)

Period Seedling growth Transplanting Growing season
Mid-summer 

drainage

Date
April 11th ~ 

May 18th 
May 12th ~ 

May 26th 
May 27th ~ 

September 11th
June 25th  ~ 

July 15th 

못자리 용수량은 묘대기 동안 소비되는 용수량으로 하루 2 mm가 필
요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앙 용수량은 우리나라 평균인 140 mm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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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였다 (정하우 등, 2006). 본답기의 필요수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
된다.

  (5.6)

여기서, 는 필요수량, 는 논에서의 작물증발산량, 는 
침투량, 그리고 은 유효우량을 의미한다. 

논에서의 작물증발산량 ()은 기준작물증발산량과 작물계수 
(Table 5.8) (유승환 등, 2006)를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침투량 
()과 유효우량 ()은 기존 연구에서 적용된 방법 (Yoo et al., 
2008; Yoo et al., 2012)을 사용하였다. 

Table 5.8. Crop coefficient of paddy rice for FAO Penman-Monteith equation 

(adopted from Yoo et al., 2006)

Day after 
transplanting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Crop coefficient 0.78 0.97 1.07 1.16 1.28 1.45 1.50 1.58 1.46 1.45 1.25 1.01

농업용수 공급량은 모형의 보정과 검정을 위해 과거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Fig. 5.11), 하수재이용에 따른 미래의 수문학적 동태성
을 모의하기 위하여 미래 농업용수 공급량도 산정하였다 (Fig. 5.12). 실
측 기상자료로부터 산정한 1964년부터 2013년까지 50년간의 수원지방 
농업용수 공급량은 연평균 1,147 mm를 보였으며, 최대 공급량 1,466 
mm, 그리고 최소 공급량 724 mm의 값으로 나타났다. 미래 기상자료로
부터 산정한 2011년부터 2060년까지 50년간의 동일지역에 대한 농업용
수 공급량은 연평균 1,333 mm를 보였으며, 최대 공급량 1,649 mm, 그
리고 최소 공급량 1,079 mm의 값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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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1. Estimated agricultural water supply using historical weather data 

(1964~2013) and FAO Penman-Monteith equation

Fig. 5.12. Estimated agricultural water supply using bias corrected future 

weather data (2011~2060) and FAO Penman-Monteith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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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미래 인구

생활용수 사용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미래 인구를 추정하여야 한다.
장래 대상유역 내의 인구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과거 인구추이를 
수학적으로 분석하여 목표연도의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과 관련 상위계
획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과 산업·경제적 제반 요인을 감안하여 설
정한 계획인구를 수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2012)에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실시한 장래인구추계결
과를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유역 밖에서 생활오수가 처리되는 평택시, 
용인시, 그리고 화성시 반월동을 제외한 2010년 현재 오산하수처리장 
하수구역 내 인구는 297,560명으로 추정되었다 (Table 5.9).

 2010년을 기준년도로 경기도 장래인구추계의 인구성장률을 적용한 
결과 초기 10년 동안은 인구가 다소 빠르게 성장하여 2020년에는 
330,838명이었으나, 점차 인구성장속도가 둔화되어 2033년에는 
346,106명으로 정점에 이르렀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60년에는 
294,073명으로 나타났다 (Fig. 5.13).

Year

Osan-si Hwaseong-si

Junang
-dong

Namchon
-dong

Sinjang
-dong

Chopyeong
-dong

Daewon
-dong

Dongtan
-myeon

Dongtan1
-donga

Dongtan2
-dongb

2005 30,564 16,013  21,930  14,255  43,691  12,197  - -

2006 31,391 18,761  22,079  16,651  44,519  13,575  - -

2007 30,541 20,718  21,970  15,638  54,609  14,242  36,696  -

2008 31,483 22,359 22,621 15,331  56,789  14,223 65,181 23,157 

2009 32,306 23,082 29,657 15,102  60,118  11,143 78,988 31,027 

2010 31,859 22,984 38,878 17,613 61,829 6,002 85,395 33,000 
a Dongtan1-dong was separated from Dongtan-myeon in 2006 and Dongtan3-dong 
which was separated from Dongtan1-dong in 2009 is also included in this study.
b Dongtan2-dong was separated from Dongtan1-dong in 2007.

Table 5.9. Population data of administrative districts in the drainage area of 

the Osan wastewater treatment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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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3. Estimated future population in the drainage area of the Osan 

wastewater treatment plant (2011~2060)

아. 생활용수 사용량

생활용수 수요량은 일반적으로 상수도 급수지역 수요량과 상수도 미
급수지역 수요량, 그리고 기타 지하수 이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국
토해양부, 2011a).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오산시가 99.7%, 그리고 화성
시가 97.3% (환경부, 2013b)의 높은 상수도 보급률을 보임에 따라 모두 
상수도 급수지역으로 가정하고 생활용수를 산정하였다.

물급수량 및 물사용량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대상지역의 물급
수량은 오산시가 295.9 L 인-1일-1, 그리고 화성시가 339.4 L 인-1일-1

로 각각 나타났으며, 물사용량은 오산시가 257.4 L 인-1일-1, 그리고 화
성시가 306.2 L 인-1일-1로 각각 조사되었다 (환경부, 2013b). 생활수준
의 향상에 따라 생활용수 사용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2011a)는 2016년에 292 L 인-1일-1, 2020년에는 295 L 인-1일-1의 
생활용수 사용량을 전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의 전 기간에 대해
서 295 L 인-1일-1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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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회-수문시스템 모델링

5.3.1. 문제 정의

인구증가와 토지이용 변화로 대변되는 도시화는 수문현상에 큰 변화
를 가져올 수 있으며 (Rose and Peters, 2001; DeFries and Eshleman, 
2004), 하수재이용이라는 인간의 농업활동에도 영향을 준다. 인구증가
는 규모화된 하수처리시설을 필요로 하며, 이는 하천유량을 증가시키고 
하천수 중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비율을 증가시켜 하천수를 취수하여 사
용하는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는 
일반적으로 농경지의 감소를 초래하며, 이는 농업용수 수요량의 감소로 
이어져 영농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연구 대상유역인 오산천 유역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 중인 곳으로 인
구증가와 토지이용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오산천 유역에는 일처
리용량 14만 m3의 오산하수처리장이 위치하며,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하
천에 희석되어 유역 하류에 위치한 많은 농경지의 관개용수로 사용되는 
간접하수재이용을 유발하게 된다. 간접하수재이용을 포함하는 수문순환
은 강수, 침투, 증발산, 그리고 유출 등의 주요한 수문순환 요소와 함께 
하수처리장 방류수와 농업용수의 이용 등과 같은 인간 활동이 수문시스
템에 고려된다 (Fig. 5.14). 

오산천 유역의 농업용수원으로는 농업용 저수지와 관정 지하수, 그리
고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희석된 하천수가 있다. 저수지 수혜지역 외의 
논에서는 지하수와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이용이 트레이드오프 (trade 
off) 관계를 이루면서 총 농업용수 취수량을 구성함에 따라 관개방식의 
차이가 수문시스템에 영향을 주게 된다. 농업용수 이용에 따른 관개회귀
수량은 하천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Kim et al., 2009), 지하수
와 하천수의 취수 및 이용은 직간접적으로 수문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 
지하수 관개는 토양수분 및 지하수함양에 영향을 주어 지하수위와 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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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Wen and Chen, 2006), 하천수 관개는 
하천수위와 지하수 충전에 직접적인 영향 (Smakhtin, 2001)을 미치게 
된다. 또한, 하수처리수를 관개용수로 사용하게 되면 수처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Mohammad and Ayadi, 2004), 이는 직간접적으로 
하천수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상유역은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관개용수에의 영향으로 간헐적인 도
복 피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오산천의 수질은 농업용수 및 하수재이용 
수질권고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지혜 등, 2013). 
또한, 유역 하류의 시설재배지 증가는 지하수와 같은 양질의 농업수자원
에 대한 수요를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민의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농업생산성과 환경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재
처리수의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이다.

Fig. 5.14. Elements of hydrological cycle of indirect wastewater reuse

for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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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인과지도

인과지도 모델링은 시스템의 동태적 변화의 원인이 되는 피드백 루프
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으며, 모형의 전체적인 인과순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정석환과 주영종, 2005),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통한 문제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다.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재이용에 따른 사회-수문시스템의 동태성을 
분석하고자 인과지도를 구축하였다 (Fig. 5.15). 구축한 인과지도는 인
구증가와 토지이용 변화로 대변되는 도시화에 따른 영향과 경제성 및 정
책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재처리수와 지하수의 선택적 농업용수 공급
에 따른 수문시스템의 거동을 이해하기 위한 제한된 인식틀이다.

인구 (Population) 증가는 생활용수 사용량 (Domestic Water Use)과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도시용지 (Urban Land)의 증가를 야기한다. 생활
용수 사용량의 증가는 하수처리장 방류량 (Effluent Discharge)을 증가
시키며, 도시용지의 증가는 불투수면을 증가시켜 토양수분함량  (Soil 
Water)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농경지의 감소를 초래하여 농업용수 수요
량  (Agricultural Water Demand)을 감소시킨다. 증가된 하수처리장 방
류량은 하천유량 (Stream Flow)을 증가시키며, 하천유량의 증가는 지하
수 충전 (Recharge)에 기여하여 지하수량 (Groundwater)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하수 충전은 하천유량의 감소를 가져와 지하수 충전
과 하천유량은 음의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여 두 요소사이의 균형을 갖추
게 된다. 지하수량의 증가는 기저유출량 (Base Flow)을 증가시키고, 이
는 하천유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하천유량과 지하수량은 양의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기저유출량의 증가는 지하수량의 
감소를 가져와 기저유출량과 지하수량은 음의 피드백을 형성하여 균형
을 갖추게 된다. 강수량 (Precipitation)의 증가는 토양수분함량을 증가
시키고, 농업용수 수요량을 감소시킨다. 토양수분함량의 증가는 중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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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Interflow)과 침루 (Percolation)를 촉진시키며, 이는 각각 하천유량
과 지하수량을 증가시키게 된다. 중간유출과 침루의 증가는 토양수분함
량을 감소시켜, 중간유출과 토양수분, 그리고 침루와 토양수분은 각각 
음의 피드백을 형성하여 균형을 갖추게 된다. 증발산량 
(Evapotranspiration)의 증가는 토양수분함량을 감소시키며, 농업용수 
수요량을 증가시킨다. 농업용수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면 저수지 관개구
역외의 농업용수 취수량 (Agricultural Water Withdrawal)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지하수 관개량 (Groundwater Withdrawal)과 하수재이용량 
(Wastewater Reuse)을 증가시키게 된다. 지하수 관개량의 증가는 농업
용수 취수량의 감소를 가져와 음의 피드백 루프를 형성함과 동시에 지하
수 관개비용 (Groundwater Irrigation Cost)을 증가시킨다. 지하수 관개
비용의 증가는 하수재이용 수요량 (Wastewater Reuse Demand)을 증
가시키는 동시에 지하수 관개량을 감소시키는 음의 피드백 루프를 형성
하게 된다. 하수재이용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면, 하수재이용량을 증가시
키고, 이는 농업용수 취수량을 감소시켜 음의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게 
된다. 하수재이용량의 증가는 농가와 사회적 편익 (Farm and Social 
Benefits)을 유발하여, 하수재이용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양의 피드백 루
프를 형성하게 된다. 하수재이용량의 증가는 하수재이용 비용 
(Wastewater Irrigation Cost)을 증가시켜, 하수재이용 수요량을 감소시
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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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5. Causal loop diagram describing dynamics between hydrological system and wastewater reuse for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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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수문시스템 부모형

수문시스템 부모형은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에 함에 따른 
지표수와 지하수의 변화를 모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월 단위 장기유출량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수문시스템 부모형은 결정론적 
(deterministic), 총괄형 (lumped) 모형으로, 장기 유출 해석을 위하여 
개발된 기존의 개념적 모형 (conceptual model)들과 유사한 구조를 가
지고 있다 (Fig. 5.16).

수문시스템 부모형은 유출과정을 하천수량, 토양수량, 그리고 지하수
량 등 3개의 저량변수를 이용하여 단순화하였다. 농업용수 회귀수량, 지
표면유출, 중간유출, 기저유출로 구성된 유입수량과 하수처리장 방류수
로 기인하는 하천수량에서는 하천유출과 수면증발, 그리고 지하수함양이 
발생하고, 침투로 기인하는 토양수분에서는 중간유출, 증발산, 그리고 침
루가 발생하며, 침루와 지하수함량으로부터 충전되는 지하수량에서는 기
저유출과 유역 외 지하수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각각 모형화하였다. 또
한, 생활용수의 사용에 따른 하수처리장 방류수와 영농활동에 따른 관개
용수의 사용을 고려하여 유출과정을 모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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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6. Established hydrological systems using a system dynamics through Vensim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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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수지

(1) 하천수량
지표수 물수지를 구성하는 요소는 하천수량 (), 하천유입량 

(), 하수처리장 방류량 (), 하천수면 증발량 (), 하천
유출량 (), 그리고 지하수함양량 () 등이 있다.

    (5.7)

하천유입량은 지표유출량 ( ), 중간유출량 ( ), 그리고 
기저유출량 ( )으로 구성된다.

     (5.8)

하천유출량은 하천유출 매개변수 ()를 고려하여, 하천수량에서 
일정량이 유출되어 나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     (5.9)

(2) 토양수분량
토양수분 물수지를 구성하는 요소는 토양수분량 ( ), 침투

량 ( ), 증발산량 (), 중간유출량 ( ), 그리고 침루량 
() 등이 있다.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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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수량
지하수 물수지를 구성하는 요소는 지하수량 (), 침루량 

(), 지하수함양량 (), 기저유출량 ( ), 그리고 유역 외 
지하수 유출량 ( ) 등이 있다.

        (5.11)

나. 침투량

일반적으로 침투량은 토양의 특성, 피복상태, 토양수분함량, 그리고 
강우특성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개념적 수문모형을 구성한 본 연구에서 
침투량은 강수량, 토양수분함량, 그리고 토양수분 저류능 등을 고려하여, 
토양수분 저류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강수량 중 침투량비를 고려
한 침투량과 토양수분 저류능과 토양수분량의 차이 중 작은 값으로 결정
된다. 따라서 강수량과 침투량비에 의해서 침투량이 결정되더라도, 그것
이 잠재침투량 (potential infiltration,  )을 초과할 경우에
는 잠재침투량이 실제침투량으로 결정된다 (Fig. 5.17).

 ∙        (5.12)

여기서, 는 침투량 (106m3 month-1), 는 침투량비, 는 강
수량 (106m3 month-1), 는 토양수분 저류능 (106m3), 그리고 
 는 토양수분량 (106m3)을 의미한다.

침투량비는 토지의 피복상태를 고려하기 위하여 도시용지, 농경지, 자
연녹지 등 세 가지의 토지이용에 따라 각기 다른 침투량비를 적용하여 
면적가중평균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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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13)

여기서, 는 유역 전체 침투량비, 는 도시용지 침투량비, 는 
농경지 침투량비, 는 자연녹지 침투량비, 는 도시용지 면적 
(ha month-1), 는 농경지 면적 (ha month-1), 그리고 는 
자연녹지 면적 (ha month-1)을 의미한다.

NRCS 유출곡선번호 (curve number) (USDA NRCS, 2004)와 임상
준과 박승우 (1997)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SWAT 모형을 이용하여 
수문응답단위별로 산정한 대상유역의 토지이용별 유출곡선번호는 도시
용지가 82, 농경지가 78, 그리고 자연녹지가 48로 분석되었다. 본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각 토지이용별 침투량비를 보정하고자 하였다.

Fig. 5.17. Relationship between infiltration and soil water storage with time

(Modified from Moreda,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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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발산 및 하천수면 증발량

(1) 증발산량
일반적으로 증발산량은 기준작물증발산량, 피복상태, 그리고 토양특성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유역의 증발산량은 수목의 상층부에 발단한 난류
확산의 영향으로 초지나 농경지의 경우와는 달리 그 값을 정확하게 추정
하기 어렵다 (임상준, 2000). 

공간적 분포를 고려하지 않는 수문모형에서는 기준작물증발산량에 일
정한 상수를 곱하여 유역의 증발산량을 산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FAO Penman-Monteith식을 이용하여 기준작물증발산량을 산정하였고, 
SWAT 모형을 이용하여 대상유역의 월별 유역증발산계수를 산정하였
다. 실제증발산량은 위조점 수분량을 제외한 토양수분량이 기준작물증발
산량보다 클 경우에는 기준작물증발산량에 유역증발산계수를 곱하여 산
정하였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실제증발산량을 기준작물증발산량에서 위
조점 수분량을 뺀 값으로 산정하였다. 

   ∙      ≥  (5.14)
           (5.15)

여기서, 는 증발산량 (106m3 month-1), 는 월별 유역증발
산계수, 는 기준작물증발산량 (106m3 month-1), 는 위조점 수
분량 (106m3), 그리고  는 토양수분량 (106m3)을 의미한다.

(2) 하천수면 증발량
유역의 자유수면에서의 증발량은 유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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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6)

여기서, 는 수면증발량 매개변수 (month-1), 는 하천수면 증
발량 (106m3 month-1), 그리고 은 하천수량 (106m3)을 의미한
다.

마. 침루 및 지하수함양

(1) 침루
침루는 침투된 물이 중력방향으로 이동하여 지하수로 충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침루량은 토양수분 중 흡착수와 모관수 등을 제외한 양, 즉 포
장용수량 이상의 토양수분 중에서 일정부분만 지하수에 기여하는 것으
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  (5.17)

여기서, 는 침루량 (106m3 month-1), 는 침루량 매개변수 
(month-1),  는 토양수분량 (106m3), 그리고 는 포장용수
량 (106m3)을 의미한다. 

(2) 지하수함양
지하수함양은 하천수량 중 일부가 지하수 충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다

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   (5.18)

여기서, 는 지하수함양량 (106m3 month-1), 는 지하수함양
량 매개변수 (month-1), 그리고 는 하천수량 (106m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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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유출량

(1) 지표유출
지표유출은 강우 시 침투로 인하여 포화된 토양의 함수능을 초과하는 

강수량으로 산정하였다.

     (5.19)

여기서,  는 지표유출 (106m3 month-1), 는 강수량 
(106m3 month-1), 그리고 는 침투량 (106m3 month-1)을 의미한다.

(2) 중간유출
중간유출은 침투된 강수량 중, 지하수로 충전되지 않고 신속 또는 지

연되어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출을 의미하며, 토양수분량이 포장용수량 
이상일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       (5.20)

여기서,  는 중간유출 (106m3 month-1), 는 중간유출 매개
변수 (month-1),  는 토양수분량 (106m3), 그리고 는 포장
용수량 (106m3)을 의미한다.

(3) 기저유출량
지하수의 흐름은 수리경사와 투수계수에 비례한다. Darcy의 법칙과 

Dupuit의 가정으로부터 지하수 유출량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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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유량, 는 투수계수, 
는 수리경사, 그리고 는 유출

이 발생하는 단면적을 의미한다.
하천의 기저유출로 나타나는 지하수 흐름은 하천수위이상의 수두를 

가진 지하수 부분에서 비롯된다 (Fig. 5.18). 하천의 평균수위 (h0)이하
의 지하수를 배제하고 기저유출에 기여하는 지하수량만으로 산정한 기
저유출량은 다음과 같다. 

   



 




     (5.22)

이를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수식화하면 다음 식과 같다.

    ∙  (5.23)

여기서,  는 기저유출량 (106m3 month-1), 는 기저유출 매
개변수 (month-1), 그리고 는 지하수량 (106m3)을 의미한다.

또한,   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식 (5.23)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5.24)

따라서  와 의 전대수지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지하수
위-기저유출량식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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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8. Groundwater contributing to base flow. Groundwater only having a 

hydraulic head (h) lager than that of river (h0) can drain to the river system. 

Groundwater loss indicates that groundwater flows out of the study watershed

(4) 유역 외 지하수유출량
침루와 지하수함량으로 충전된 지하수 중 일부는 기저유출에 기여하

지 않고 유역 밖으로 흘러나간다 (Fig. 5.18). 이와 같이 강수가 발생한 
유역 밖으로 흘러나가는 지하수량을 유역 외 지하수유출량이라 하고, 다
음 식과 같이 산정하였다.

    ∙   (5.25)

여기서,  는 유역 외 지하수유출 (106m3 month-1), 는 
유역 외 지하수유출 매개변수 (month-1), 그리고 는 지하수량 
(106m3)을 의미한다.



- 126 -

사. 관개회귀수량

관개회귀수량은 수원공으로부터 공급된 관개용수 중에서 작물에 의해 
소비되지 않고 배수되는 양으로서 물꼬를 넘어 월류하는 지표 배수량과 
지하수 충전량 중에서 하천으로 회귀되는 지하수 유출량을 의미한다 (임
상준, 2000). 유역에 따라 산정되는 관개회귀수량은 차이가 있으며, 임
상준 (2000)은 두 개의 유역에 대하여 각각 2년에 걸쳐 관개회귀수량을 
산정하였으며, 그 값은 32.2 ~ 47.6%이었다. 또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에서는 농업용수 회귀율을 35%로 가정하여 장래 물수요를 예측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의 회귀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관개회귀수량을 산정하였다.

  ∙  (5.26)

여기서, 는 관개회귀수량 (106m3 month-1), 는 농업용수 
회귀율, 그리고 는 농업용수 공급량 (106m3 month-1)을 의미한다.



- 127 -

5.3.4. 사회시스템 부모형

사회시스템 부모형은 인구, 토지이용 변화, 기술수준, 그리고 정책수
준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재처리수 잠재수요량, 순현재 총관개비용, 
재처리수 및 지하수 관개량과 관개시설용량 등의 변화를 모의하기 위한 
월 단위 사회시스템 모의 모형이다 (Fig. 5.19).

사회시스템 부모형은 도시화와 간접재이용이라는 인간 및 인간 활동
의 영향을 수문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하여 인구, 도시용지, 농경지, 자연
녹지, 하수처리시설 용량, 지하수 관개시설용량, 재처리수 관개시설용량, 
그리고 순현재 총관개비용 등의 저량변수를 이용하여 단순화하였다. 인
구는 순인구증가율을 고려하여 인구변화를 모의하도록 하였으며, 토지이
용 변화는 도시화율을 이용하여 농경지와 자연녹지에서 도시용지로의 
변화만을 모의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순현재 총관개비용은 할인율을 
고려한 지하수와 재처리수 관개에 소요되는 순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
였으며, 특히 재처리수 관개 순비용의 경우, 농가편익과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였다. 재처리수 및 지하수를 이용한 농업용수 공급은 생활용수 공
급을 위한 재처리수 이용계획에 대한 Nasiri et al. (2013)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관개용수에 대한 재처리수 잠재수요량과 그에 따른 관개시설
용량 및 관개량 결정과정을 모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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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9. Established societal systems using a system dynamics through Vensim software



- 129 -

가. 인구

총인구는 기존의 인구수에 순인구증감을 누가해감으로써 산정할 수 
있다. 






   (5.27)

여기서, 는 총인구수 (person), 는 순인구증감량 (person)을 
의미한다.

순인구증감량은 단위시간별 순수 인구의 증감량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         (5.28)

여기서, 는 순인구증감 (person), 는 인구증감률, 그리고 
는 총인구수 (person)을 의미한다.

나. 토지이용 변화

토지이용 변화는 인구증가, 경제, 그리고 각종 규제 등에 의해서 영향
을 받는다 (Ahmad and Prashar, 2010). 본 연구에서는 유역 내의 경제
적 변동성과 규제 등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증가만을 고려
하여 제한적으로 토지이용 변화를 모의하고자 하였다.

토지이용은 도시용지, 농경지, 그리고 자연녹지로 구분하였으며, 급격
히 도시화되는 대상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경지에서 도시용지로의 
변화와 자연용지에서 도시용지로의 변화만을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토
지이용 변화를 모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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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29)

여기서, 는 도시용지 면적 (ha), 는 농경지 면적 (ha), 
는 자연녹지 면적 (ha), 는 농경지의 도시화율 (ha month-1), 
그리고 는 자연녹지의 도시화율 (ha month-1)을 의미한다.

농경지와 자연녹지의 도시용지로의 변화는 토지이용별 도시화율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수식화 하였다.

  




 ×  (5.30)

  




 × (5.31)

토지이용별 도시화율은 토지이용별 도시화 요인과 순인구증감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수식화 하였다.

   × (5.32)
   × (5.33)

여기서,  는 농경지의 도시화 요인 (ha person-1), 그리고 는 
자연녹지의 도시화 요인 (ha person-1)을 의미한다.

농경지와 자연녹지의 도시화 요인은 대상유역의 2007년과 2009년의 
총인구 및 토지이용 변화 분석 결과를 이용하였다. 인구증가에 따른 도
시용지, 농경지, 그리고 자연녹지 면적의 변화를 산정한 결과 도시용지
는 0.01 ha person-1 증가하였고, 농경지와 자연녹지는 각각 0.008, 
0.002 ha person-1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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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성

하수재이용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를 경제성으로 간주
하여 다음과 같이 지하수와 재처리수에 대한 순비용을 평가하였다.

(1) 지하수 관개
지하수 관개에 따른 순비용은 지하수 관개시설의 용량과 지하수 관개

시설 단위자본비, 그리고 지하수 관개량과 지하수 관개시설 단위운영비
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

∙      (5.34)

여기서, 는 지하수 순관개비용 (106원 month-1), 는 지하
수 관개시설 단위자본비 (106원 10-6m-3), 는 지하수 관개시설 
단위운영비 (106원 10-6m-3), 는 지하수 관개시설 추가용량 
(106m3), 그리고  는 지하수 관개량 (106m3)을 의미한다.

(2) 재처리수 관개
재처리수 관개에 따른 순비용은 재처리수 관개시설 용량과 재처리수 

관개시설 단위자본비, 재처리수 관개량과 재처리수 관개시설 단위운영
비, 그리고 재처리수 관개에 따른 농가와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산정하였다.

  
∙

∙   (5.35)

여기서, 는 재처리수 순관개비용 (106원 month-1), 는 재
처리수 관개시설 단위자본비 (106원 10-6m-3), 는 재처리수 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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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단위운영비 (106원 10-6m-3), 는 재처리수 관개시설 추가용
량 (106m3), 는 재처리수 관개량 (106m3), 는 농가 편익 
(106원 month-1), 그리고  는 사회적 편익 (106원 month-1)을 
의미한다.

  1) 농가편익
일반적으로 하수재이용에 따른 농가편익은 수확량 증가와 시비량저감

이 있다 (정한석 등, 2013). 하지만, 수확량 증가의 경우 시비량을 저감
하지 않는 조건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편익이 
동시에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수처리수를 관개하는 지역에서는 관행적으
로 시비량을 저감하여 영농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비량 저감효과만을 농가편익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연중 
논벼에 대한 시비는 일반적으로 5월에 밑거름, 6월에 새끼칠거름, 그리
고 7월에 이삭거름을 시용하기 때문에 해당 달에만 농가편익이 발생하
는 것으로 수식화하였다.

  × × × × ×
     (5.36)

여기서, 은 농가편익 (106원 month-1), 는 비료가격 (106

원 ton-1), 는 시비량 (ton ha-1), 는 시비량 저감률, 는 시비시
기, 는 논면적 (ha month-1), 는 재처리수 관개량 (106m3 

month-1), 그리고 는 농업용수 공급량 (106m3 month-1)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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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편익
하수재이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수자원확보와 수질개선 효과 등이 

있으며 (정한석 등, 2013), 이를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5.37)

여기서,  는 사회적 편익 (106원 month-1), 는 수질개선 
편익 (106원 month-1), 그리고  는 수자원확보 편익 (106원 
month-1)을 의미한다.

① 수질개선 편익
논은 관개용수에 포함된 각종 영양물질 등을 자연정화하는 기능을 가

지기 때문에 논 관개를 통해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직접적인 
하천유입보다 수질개선 측면의 편익이 발생한다 (Takeda et al., 1997).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
며 (성충현 등, 2011), 본 연구에서는 총질소를 수질지표로 고려하여 산
정하였다. 

 × × × × (5.38)

여기서, 는 수질개선 편익 (106원 month-1), 는 재처리수 
관개량 (106m3 month-1), 는 농업용수 회귀율, 는 총질소 정화율, 
은 T-N 단위처리비용 (106원 ton-1), 그리고 는 T-N 부하량을 
의미한다 (ton 10-6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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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자원확보 편익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양, 즉 하수재이용량만큼 신규수

자원 개발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   (5.39)

여기서,  는 수자원확보 편익 (106원 month-1), 는 하수재이용
률, 는 재처리수 관개량 (106m3 month-1), 그리고 는 수자원개
발 단위비용 (106원 10-6m-3)을 의미한다.

하수재이용률은 하천유량에 대한 하수처리장 방류수량의 비를 나타내
며, 수문시스템 부모형으로부터 매 시간단위마다 산정된다. 

(3) 순현재 총관개비용
순현재 총관개비용은 저수지 관개수량을 제외한 관개수량에서 발생하

는 순현재 비용으로 지하수 관개 순비용과 재처리수 관개 순비용의 합으
로 표현된다.

  




 (5.40)

여기서, 는 순현재 총관개비용 (106원), 는 지하수 관개 순
비용 (106원 month-1), 는 재처리수 관개 순비용 (106원 
month-1), 그리고 는 할인요인을 의미한다. 

할인요인은 명목이자율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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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제성을 고려하는 모든 비용은 시간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된다 (Nasiri et al., 2013).


 


   (5.42)


 


   (5.43)


 


   (5.44)


 


   (5.45)

여기서 는 물가상승률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1991년부터 2010
년까지 월평균 물가상승률 0.334%을 적용하였다.

라. 용수량

재처리수의 잠재적인 수요량을 결정하는 재처리수 잠재수요량과 재처
리수의 수요처가 되는 농업용수 공급량, 그리고 하수처리수의 주요 발생
원이 되는 생활용수 사용량을 본 연구에서 산정하였다. 

(1) 재처리수 잠재수요량
재처리수에 대한 잠재수요량은 하수처리수의 간접재이용량을 결정하

는 주요한 요소로서 정책적 결정 및 관개 환경 요인을 고려한 제한율 
(cap ratio)과 지하수 관개에 대한 재처리수 관개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제한율과 대체비용 대비 재처리수 비용을 고려한 재처리수
에 대한 잠재수요량은 Nasiri et al. (2013)에 의해서 연구 및 검정된 바 
있다. 










∙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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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재처리수 잠재수요량 (106m3 month-1), 는 제한율, 
는 농업용수 취수량 (106m3/month), 는 재처리수 관개 평균단위
비용 (106원 10-6m-3), 그리고 는 지하수 관개 평균단위비용 (106원 
10-6m-3)을 의미한다.

재처리수 관개 평균단위비용이 지하수 관개 평균단위비용보다 크게 
되면 재처리수 잠재수요량은 0이 되고, 재처리수 관개 평균단위비용이 
상대적 편익의 증가로 음수가 되면 목표한 재처리수 관개량 (∙)을 
초과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재처리수 잠재수요량을 ∙로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대한 재처리수 잠재수요량은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  (5.47)

 ∙

















        (5.48)

   ∙    ≤  (5.49)

재처리수 관개 평균단위비용 ()과 지하수 관개 평균단위비용 ()
은 특정 시점의 총 관개 소요비용을 총 관개량으로 나눈 것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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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용수
  1) 농업용수 공급량

농업용수 공급량은 앞서 미래 기상자료에 따른 미래 기준작물증발산
량을 사용하여 구축한 입력자료를 사용하였다. 농업용수 공급량은 단위
농업용수 공급량과 전체 논 관개면적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5.51)

여기서, 는 농업용수 공급량, 는 단위 농업용수 공급량, 그
리고 는 전체 논 관개면적을 의미한다.

  2) 농업용수 취수량
농업용수 취수량은 농업용수 공급량에서 저수지를 통해 공급되는 양

을 제외한 농업용수량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5.52)

여기서, 는 농업용수 취수량 (106m3 month-1), 는 농업용수 
공급량 (106m3 month-1), 그리고  는 저수지 관개량 (106m3 

month-1)을 의미한다.

  3) 지하수 요구량
지하수 요구량은 농업용수 취수량에서 재처리수 관개량을 제외한 농

업용수량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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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지하수 요구량 (106m3 month-1), 는 농업용수 취
수량 (106m3 month-1), 그리고 는 재처리수 관개량 (106m3 

month-1)을 의미한다.

  4) 저수지 관개량
저수지 관개량은 농업용수 공급량에서 전체 논면적에 대한 저수지 관

개가 이루어지는 논면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

    (5.54)

는 농업용수 공급량 (106m3 month-1),  는 저수지 관개 논
면적 (ha month-1), 그리고 는 전체 논 면적 (ha month-1)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 중분류 토지피복도와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RAWRIS)을 이용하여 산정한 전체 논 면적 1,799 ha, 저수지 관개 논 
면적 1,231.5 ha를 사용하였다.

  5) 지하수 관개량
지하수 관개량은 지하수 요구량과 지하수 관개시설 용량에 의해서 결

정된다. 지하수 요구량이 지하수 관개시설 용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지하
수 요구량 모두 지하수 관개량으로 전환되지만, 지하수 요구량이 지하수 
관개시설 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하수 관개시설 용량만큼만 지하수 
관개량으로 전환되도록 수식화하였다.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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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지하수 관개량 (106m3 month-1), 는 지하수 요구
량 (106m3 month-1), 그리고 는 지하수 관개시설 용량 (106m3)을 
의미한다.

  6) 재처리수 관개량
재처리수 관개량은 재처리수 관개시설 용량과 재처리수 잠재수요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재처리수 잠재수요량이 재처리수 관개시설 용량을 초
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잠재수요량 전량을 재처리수로 관개할 수 있으며, 
재처리수 관개시설 용량이 잠재수요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재처리수 관
개량이 재처리수 관개시설 용량에 제한받게 된다.

        (5.56)

여기서, 는 재처리수 관개량 (106m3 month-1),는 재처리
수 관개시설 용량 (106m3), 그리고 는 재처리수 잠재수요량 
(106m3 month-1)을 의미한다.

  7) 농업용수 부족량
지하수 관개시설을 초과하는 지하수 요구량을 고려하기 위하여 농업

용수 부족량을 설정하였다. 

        (5.57)

여기서, 는 농업용수 부족량 (106m3 month-1), 는 지하수 요
구량 (106m3 month-1), 그리고  는 지하수 관개량 (106m3 month-1)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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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하수재이용량
하수처리수를 하천에서 희석한 후 농업용수로 간접재이용할 시에는 

전체하천유량과 하수처리장 방류량의 구성비에 따라서 하수처리수의 이
용량이 달라진다. 하수재이용량은 하천 취수유량에 대하여 재이용률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    (5.58)

여기서, 는 하수재이용량 (106m3 month-1), 는 하수처리
장방류수량 (106m3 month-1), 는 하천유량 (106m3 month-1), 
그리고 는 재처리수 관개량 (106m3 month-1)을 의미한다.

(3) 생활용수
생활용수 사용량은 1인당 생활용수 사용량과 급수인구를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       (5.59)

여기서, 는 생활용수 사용량 (106m3 month-1), 는 1인당 생
활용수 사용량 (106m3 person-1month-1), 그리고 는 급수인구 
(person)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급수인구는 오산천 유역 내에서도 오산시환경사업소에서 
오수를 처리하는 지역의 인구로 제한하였으며, 1인당 생활용수 사용량은 
295 L 인-1일-1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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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수처리장 방류량
하수처리장 방류량은 하수처리시설 용량과 오수발생량 중 작은 값을 

사용하였다.

 ∙       (5.60)

여기서, 는 하수처리장 방류량 (106m3 month-1), 는 하
수처리시설 용량 (106m3 month-1),   (106m3 

month-1), 그리고 는 하수전환율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0.9를 사
용하였다.

마. 시설용량

(1) 지하수
  1) 관개시설 용량

지하수 관개시설 용량은 초기 지하수 관개시설용량에서 지하수 관개
시설 추가 개발용량과 감가상각량의 차이를 누가해감으로써 산정할 수 
있다.






  (5.61)

여기서, 는 지하수 관개시설용량 (106m3), 는 지하수 관개
시설 추가 개발용량 (106m3 month-1), 그리고 는 지하수 관개시설 
감가상각량 (106m3 month-1)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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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개시설 추가 개발용량
지하수 관개량은 지하수 관개시설의 용량에 제한받기 때문에 지하수 

관개시설의 용량을 초과하는 지하수 요구량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개시
설의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개발용량이 발생하지 않는 경
우에도 관개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자연적인 감가상각량이 발생한
다. 또한, 지하수 관개시설의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더라도 실제 개발
에 이르기까지는 일정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지하수 관개시설 개발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5.62)

여기서, 는 지하수 관개시설 추가 개발용량 (106m3 month-1), 
는 지하수 요구량 (106m3 month-1), 는 지하수 관개시설 용량 유
보율, 는 지하수 관개시설 용량 (106m3), 는 지하수 관개시설 개
발지연 (month), 그리고 는 지하수 관개시설 감가상각량 (106m3 

month-1)을 의미한다.

  3) 관개시설 감가상각량
관개시설 사용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감가상각량

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 (5.63)

여기서, 는 지하수 관개시설 감가상각량 (106m3 month-1), 는 
지하수 관개시설 감가상각률 (month-1), 그리고 는 지하수 관개시
설 용량 (106m3)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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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처리수
  1) 관개시설 용량

재처리수의 관개시설 용량은 초기 관개시설 용량에 관개시설 추가 개
발용량과 감가상각량의 차이를 누가해감으로써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5.64)

여기서, 는 재처리수 관개시설용량 (106m3), 는 재처리수 
관개시설 추가 개발용량 (106m3 month-1), 그리고 는 재처리수 관
개시설 감가상각량 (106m3 month-1)을 의미한다.

  2) 관개시설 추가 개발용량
재처리수의 관개용량은 재처리수 관개시설의 용량에 제한을 받으며, 

지속적인 재처리수 잠재수요량의 관개시설 용량 초과는 관개시설의 추
가적인 개발을 필요로 한다. 자연적인 시설의 노후화 등에 따른 감가상
각량과 개발에 소요되는 일정시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재처리수 관개시
설 추가 개발용량은 다음과 같다.

     (5.65)

여기서, 는 재처리수 관개시설 추가 개발용량 (106m3 

month-1), 는 재처리수 잠재수요량 (106m3 month-1), 는 재처
리수 관개시설 용량 유보율, 는 재처리수 관개시설 용량 (106m3), 
는 재처리수 관개시설 개발지연 (month), 그리고 는 재처리수 
관개시설 감가상각량 (106m3 month-1)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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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개시설 감가상각량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발생하는 재처리수 관개시설의 감가상각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  (5.66)

여기서, 는 재처리수 관개시설 감가상각량 (106m3 month-1), 
는 재처리수 관개시설 감가상각률 (month-1), 그리고 는 재처
리수 관개시설 용량 (106m3)을 의미한다.

(3) 하수
  1) 하수처리시설 용량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기존의 용량에서 개발되는 용량과 감가상각에 
따른 용량의 차이를 누가해감으로써 산정할 수 있다. 






   (5.67)

여기서, 는 하수처리용량 (106m3 month-1), 는 하수처리
시설 추가 개발용량 (106m3 month-1), 그리고 는 하수처리시설 감
가상각량 (106m3 month-1)을 의미한다.

  2) 하수처리시설 추가 개발용량
인구 및 생활용수 사용량의 증가는 추가적인 하수처리시설의 개발을 

필요로 하며, 특정한 추가 개발 요인이 없을 경우에도 감가상각에 따른 
기본적인 보수 용량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하수처리시설과 같은 개발
사업은 개발계획에서부터 계획의 반영 및 공사완료까지 일정한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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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며,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하수처리시설 추가 
개발용량을 산정하였다.

 
∙    (5.68)

여기서, 는 하수전환율, 는 생활용수 사용량 (106m3 month-1), 
는 하수처리시설 용량 유보율, 는 하수처리시설 용량 (106m3 

month-1), 는 하수처리시설 개발지연 (month), 그리고 는 하
수처리 시설용량 감가상각량 (106m3 month-1)을 의미한다.

하수처리시설 용량 유보율 ()은 개발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유보용
량을 고려하여 개발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며, 하수처리시설 개발지연 
()은 수요에서 공급까지의 시간적 특성뿐만 아니라 요구되는 용량 
등을 일회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였다. 

  3) 하수처리시설 감가상각량
하수처리시설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감가상각이 발생하며 이를 다

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  (5.69)

여기서, 는 하수처리시설 감가상각량 (106m3 month-1), 는 
하수처리시설 감가상각률 (month-1), 그리고 는 하수처리시설 용
량 (106m3 month-1)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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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사회-수문시스템 모형

인구증가는 하수처리시설 용량과 토지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토
지이용 변화는 농업용수 수요량은 물론 차단 및 침투 등을 포함한 수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정책 수준과 재처리수 관개의 경제
성을 고려한 재처리수 잠재수요량은 재처리수 관개시설용량에 영향을 
주게 되고, 재처리수 관개시설용량과 재처리수 잠재수요량은 재처리수 
관개량을 결정하게 된다. 재처리수 관개량은 하천유량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고, 농업용수 취수량과 지하수 관개량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지하
수 관개량은 지하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수처리수의 간
접재이용에 따른 사회-수문시스템 모형은 경제적, 정책적, 기술적, 그리
고 수문학적 고려가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도시화와 하수재
이용을 매개로 사회시스템과 수문시스템은 하나의 사회-수문시스템으
로서 동태적 변화과정을 만들어내며, 이를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하
여 모형화하였다 (Fig. 5.20).

가. 모형 변수

도시화와 하수재이용에 따른 사회-수문시스템 모형은 하천수량, 토양
수량, 지하수량, 재처리수 관개시설용량, 인구, 그리고 농경지 등을 저량
변수로 가지며, 지표면유출, 중간유출, 기저유출, 하수처리장 방류량, 침
투량, 하수처리시설 감가상각량, 농경지의 도시화율, 재처리수 관개비용, 
그리고 사회적 편익 등이 유량변수가 된다 (Table 5.10). 또한, 저량과 
유량변수 외에도 저량과 유량의 활동이나 상태에 대한 지표로서 저량과 
유량의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한 보조변수 (auxiliary variable)로 표현되
는 매개변수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하천유출 매개변수, 중간유출 매
개변수, 유역증발산계수, 포장용수량, 지하수 관개시설 단위자본비, 하수
전환율 등을 사용하였다 (Table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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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0. Socio-hydrological systems of wastewater reuse for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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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0. Variables for socio-hydrological modeling of wastewater reuse 

for agriculture

Variables Description Unit

Stock 
variables

 Stream flow volume 106m3

  Soil water volume 106m3

 Groundwater volume 106m3

 Wastewater treatment capacity 106m3

 Groundwater irrigation capacity 106m3


Reclaimed wastewater irrigation 

capacity
106m3

 population person

 Area of urban land ha

 Area of agricultural land ha

 Area of natural land ha

 Total net present cost 106won

Flow 
variables

 Inflow to stream flow volume 106m3 month-1

 Stream flow 106m3 month-1

  Surface runoff 106m3 month-1

  Interflow 106m3 month-1

  Base flow 106m3 month-1

 Agricultural return flow 106m3 month-1

 
Groundwater that flows out of 

watershed
106m3 month-1

 Effluent discharge 106m3 mont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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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0. Variables for socio-hydrological modeling of wastewater reuse 

for agriculture (continued)

Variables Description Unit

Flow 
variables

 Precipitation 106m3 month-1

  Infiltration 106m3 month-1

 Percolation 106m3 month-1

 Groundwater recharge 106m3 month-1

 Evaporation 106m3 month-1

 Evapotranspiration 106m3 month-1

 Reference crop evapotranspiration 106m3 month-1

 Total cost of groundwater irrigation 106m3 month-1




Capital cost of groundwater irrigation 
capacity

106m3 month-1




Operation cost of groundwater 
irrigation capacity

106m3 month-1


Net cost of reclaimed wastewater 

irrigation 
106m3 month-1




Capital Cost of reclaimed wastewater 
irrigation capacity

106m3 month-1




Operation Cost of reclaimed 
wastewater irrigation capacity 

106m3 month-1


Farm benefit from reclaimed 

wastewater irrigation
106m3 month-1

 
Social benefit from reclaimed 

wastewater irrigation 
106m3 month-1

 
Acquiring water resources from 
reclaimed wastewater irrigation 

106m3 month-1


Water quality improvement from 
reclaimed wastewater irrigation

106m3 mont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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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0. Variables for socio-hydrological modeling of wastewater reuse 

for agriculture (continued)

Variables Description Unit

Flow 
variables

 Agricultural water supply 106m3month-1ha-1

 Unit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106m3 month-1

 Agricultural water withdrawal 106m3 month-1

 Domestic water demand 106m3 month-1

 
Potential demand for reclaimed 

wastewater
106m3 month-1

 Groundwater demand 106m3 month-1

 Reclaimed wastewater irrigation 106m3 month-1

  Groundwater irrigation 106m3 month-1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wastewater treatment capacity
106m3 month-1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groundwater irrigation capacity 
106m3 month-1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reclaimed wastewater irrigation 
capacity 

106m3 month-1


Depreciation of wastewater treatment 

capacity
106m3 month-1

 
Depreciation of groundwater 

irrigation capacity
106m3 month-1

 
Depreciation of reclaimed wastewater 

irrigation capacity
106m3 month-1

 Net population growth person month-1


Conversion of agricultural land into 

urban land
ha month-1


Conversion of natural land into 

urban land
ha month-1



- 151 -

나. 기본 가정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간접재이용에 따른 사회-수문시스템 모델링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초기조건을 설정하였다.

①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토해양부, 2011a)에서는 2007년 현재 
79.3%인 수리답률을 2020년까지 84.3%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계획하여 
농업용수 수요량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는 2060년까지 모의하며, 목표 
수리답률은 90%로 가정하였다.

② 대상유역 내에서 논 관개를 위한 농업용수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상
대적으로 개발비용이 저렴한 지하수와 하천수만을 농업수자원으로 가정
하고 더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 건설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③ 대상유역은 유역 최상단에 고매하수처리장과 삼성전자 하수처리시
설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기흥저수지에서 관개용수를 공급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논이 오산하수처리장 하류에 위치함에 따라, 하천수를 취수하
는 경우 모두 하수처리수를 간접재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④ 모든 시설은 잠재수요에 따른 필요에서부터 실제적인 개발과 운영
에까지 일정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발지연으로 
수식화하여 관개시설의 경우 48개월, 하수처리장의 경우 24개월의 개발
지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⑤ 매개변수에 대해서는 Table 5.11과 같이 초기조건을 설정하였다.
제한율은 산간지역의 지하수 관개와 기존 지하수 관개시설물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 0.8 이하의 범위를 가지며, 저수지 관개를 제외한 농업용
수 공급량 중 재처리수를 이용한 관개 목표량을 50%로 가정하여 제한율
의 초기값은 0.5로 설정하였다. 지하수 관개시설 개발비용은 단위자본비
를 톤당 111원, 단위운영비를 70원으로 설정하였다 (김해도, 2013). 재
처리수 관개시설 단위자본비는 2009년까지 설치된 모든 농업용 하수재
이용시설의 경우, 톤당 175원이었으며, 탈염시설을 포함하는 제주도의 2
곳을 제외하면 톤당 118원,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한 일 처리용량 5000 
m3이상의 재이용시설의 경우, 톤당 66원으로 조사된 결과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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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와 하수처리장 톤당 운영비용 142.6원 (환경부, 2013a) 및 지하
수 관개시설 운영비용 등을 감안하여, 재처리 관개시설의 단위자본비와 
단위운영비의 초기조건을 각각 톤당 100원과 120원으로 가정하였다. 또
한, 수자원 단위개발비용은 대체비용법을 이용하여 톤당 445원을 사용
하였다 (김해도, 2013).

T-N 단위처리비용 ()은 환경부 (2013a)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
영관리실태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kg당 5,917원을 이용하였고, 총질소 
정화율 ()은 Jang et al. (2012)의 연구결과로부터 0.45를 사용하였
으며, T-N 부하량 ()은 앞서 3장의 SWAT 모형의 모의결과로부터 
시비시기인 5~7월의 평균 T-N 부하량 6.26 ton 10-6m-3을 사용하였
다. 또한, 질소비료의 가격은 kg당 497.5원 (김해도, 2013)으로 설정하
였고, 시비량은 10a 당 목표수확량 500 kg을 기준으로 0.11 ton ha-1를 
사용하였으며 (농촌진흥청, 2006), 시비량저감효과는 4장의 모의 결과
를 반영하여 20%로 가정하였다.

저수지 관개면적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231.5 ha를 사용하였으며, 
지하수 관개시설의 기설치 용량은 지하수조사연보 (국토해양부, 2011b)
로부터 추정한 577,046 m3의 지하수이용량과 2010년 월 최대 농업용수
공급량 388.3 mm를 고려하여 150,000 m3으로 가정하였다.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은 각 기간마다 일정액을 감가상각하는 정액법 
(straight-line depreciation)을 사용하여 모의기간 50년에 대한 매년 
2%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매월 0.1667%의 감가상각율을 사용하였다. 
또한, 시설용량 확충 시에는 모두 유보율 0.1을 고려하여 일정비율 이상
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물가상승률은 통계청 (2013)자료를 이용하여 1991년부터 2010년까
지 20년간 월평균 물가상승률 0.334%를 적용하였다. 현재가치 환산을 
위한 할인율 (discount rate)의 명목이자율은 한국개발연구원 (2008)의 
연 5.5% (월 0.447%)를 사용하였다.



- 153 -

Table 5.11. Parameters for socio-hydrological modeling of wastewater reuse 

for agriculture

Parameters Description Value Unit

 Coefficient of stream flow NCa month-1

 Coefficient of interflow NC month-1

 Coefficient of base flow NC month-1


Coefficient of watershed 

evapotranspiration
varies month-1

 Coefficient of evaporation NC month-1

 Coefficient of percolation NC month-1

 Coefficient of groundwater recharge NC month-1


Coefficient of groundwater that flows 

out of watershed
NC month-1

 Storage capacity NC 106m3

 Wilting point NC 106m3

 Field capacity NC 106m3

 Ratio of infiltration to precipitation NC -b

 infiltration ratio of urban land NC -

 infiltration ratio of urban land NC -

 infiltration ratio of urban land NC -

 Ratio of agricultural return flow 0.35 -


 

Unit capital cost of groundwater 
irrigation capacity (GIC)

111 106won 10-6m-3


 

Unit capital cost of reclaimed 
wastewater irrigation capacity

100 106won 10-6m-3


  

Unit operation cost of groundwater 
irrigation

70 106won 10-6m-3


  

Unit operation cost of reclaimed 
wastewater irrigation

120 106won 10-6m-3


Unit cost of water resources 

development
445 106won 10-6m-3

a indicates value needed to be calibrated
b indicates dimensionless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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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1. Parameters for socio-hydrological modeling of wastewater reuse 

for agriculture (continued)

Parameters Description Value Unit

 Unit treatment cost of total nitrogen 5.917 106won ton-1

 Fertilizer price 0.4975 106won ton-1

 Amount of fertilizer use 0.11 ton ha-1

 Reduction rate of fertilizer use 0.2 -

 Purification rate of paddy fields 0.45 -

 Fertilization timing varies -

 T-N Load in irrigation water 6.26 ton 10-6m-3

 Cap ratio of wastewater reuse 0.5 -
 Inflation rate 0.00334 -

 Nominal interest rate 0.00447 -

   Total area of paddy fields 1799 ha

   Reservoir irrigated area 1232 ha

 Population growth rate varies month-1


Reserve ratio of groundwater 

irrigation capacity 
0.1 -


Reserve ratio of reclaimed 

wastewater irrigation capacity
0.1 -


Reserve ratio of wastewater treatment 

capacity 
0.1 -


Development delay of groundwater 

irrigation capacity 
48 month


Development delay of reclaimed 

wastewater irrigation capacity
48 month


Development delay of wastewater 

treatment capacity 
24 month


Depreciation rate of groundwater 

irrigation capacity 
0.001667 month-1


Depreciation rate of reclaimed 
wastewater irrigation capacity 

0.001667 month-1


Depreciation rate of wastewater 

treatment capacity 
0.001667 month-1


Urbanization factor of agricultural 

land
0.008 ha person-1

 Urbanization factor of natural land 0.002 ha pers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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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모형의 평가

모형을 적용하기에 앞서 구축한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해야 한다. 시스
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의 경우 구조 타당성 (structure validity)과 거동 
타당성 (behavior validity)의 검정을 통해서 모형의 적합성을 획득하게 
된다 (Barlas, 1996). 구조 타당성은 구축한 모형에서 사용된 요소들의 
관계와 관계식들이 모의하고자 하는 현상을 합리적으로 대표하는지 여
부를 검정하는 것으로 (Barlas, 1996; Khan et al., 2009), 모형 건전성
이라고도 한다. 모형 건전성을 검정하기 위한 정형화된 정량적인 평가방
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모형 건전성 검정방법인 구조확인 시
험법 (structure confirmation test)과 단위일관성 시험법 (dimensional 
consistency test), 그리고 간접적인 모형 건전성 검정방법인 거동민감
도 시험법 (behavior sensitivity test)과 극한조건 시험법 (extreme 
condition test)을 이용한다 (Barlas, 1996; Khan et al., 2009). 모형의 
거동 타당성은 모형 객관성이라고도 하며, 구축한 모형이 구조적인 타당
성을 가질 때에만 의미가 있다 (Khan et al., 2009). 모형 객관성은 모형
의 변수를 조작하여 실측자료와 비교를 통해 모형 객관성을 검정하거나 
실측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목표변수의 예상되는 변화양상을 통해 검정
할 수 있다 (Stav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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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모형 건전성 

모형 건전성은 구축한 모형의 수식과 관계가 실제 자연현상을 논리적
으로 잘 모사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강우-유출반응
을 모의하기 위한 수식화 과정과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 및 토지이용 
변화, 지하수 및 재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기위해 시설을 구축하고 
경제성을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강우-유출반응의 자연현상과 도시화 및 경제성에 따
른 관개용수 공급과정의 수식 검정 외에도 모형구조 확인 및 단위일관성 
검정과 민감도 분석, 그리고 극한조건에 대한 모형의 거동을 통해 추가
적인 모형 건전성을 검정하였다.

가. 모형구조 확인 및 단위일관성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을 위해서 사용한 Vensim 소프트웨어는 구
축한 모형의 수식구조와 단위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식
확인 (Equation Check)과 단위확인 (Unit Check)을 제공한다. 수식확인
은 모형에 사용된 모든 변수와 함수식 사이의 순환참조 등을 포함한 수
식의 논리적인 오류를 확인하는 것이며, 단위확인은 모형에 사용된 모든 
입력변수에 대한 출력변수의 단위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수식확인과 단
위확인을 통해서 모형에 입력된 모든 변수와 함수의 구조적인 오류를 검
정할 수 있다.

Vensim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식확인과 단위확인을 실시한 결과 
구축한 모형의 수식과 단위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에 사용된 
모든 변수와 수식 관계들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나.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이란 임의의 입력변수의 변화에 따른 목표변수의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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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Vensim 소프트웨어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
션 (Monte Carlo simulation)을 이용한 민감도 분석툴을 제공한다. 민감
도 분석 결과는 그래프로 표현되며, 그래프에 표시된 확률 50%, 75%, 
95%, 100%는 분석에 사용된 상수값이 수행한 시뮬레이션 횟수 중 해당 
확률만큼 표시하는 범위 내에 목표변수의 결과값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민감도 분석은 토지이용 변화 중 농경지의 도시화 요인과 재처리수 잠
재수요량의 제한율, 그리고 재처리수 관개시설 단위운영비에 대한 재처
리수 잠재수요량, 순현재 총관개비용, 그리고 기저유출량의 변화양상 분
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농경지 도시화 요인의 초기값은 0.008 ha 
person-1, 범위는 0.004~0.012 ha person-1, 제한율의 초기값은 0.5, 범
위는 0.2~0.8, 재처리수 관개시설 단위운영비의 초기값은 톤당 120원, 
범위는 톤당 60~180원으로 각각 설정하여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모
의하였다. 농경지 도시화 요인, 제한율, 그리고 재처리수 관개시설 단위
운영비 등의 상수값은 균등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1) 농경지 도시화 요인
인구증가에 따른 농경지의 도시용지로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농경

지 도시화 요인은 토지이용 변화 정도가 클수록 큰 값을 가진다. 농경지 
도시화 요인이 증가할수록 농경지 감소에 따른 농업용수 수요량의 감소
가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불투수면이 증가하여 차단 및 침투 등의 수문
순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농경지의 도시용지로의 수용 정도에 따른 재
처리수 잠재수요량, 순현재 총관개비용, 그리고 기저유출량의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Fig. 5.21). 도시화는 농업용수 수요량을 통해 재처리수 잠
재수요량에 영향을 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도시화에 따른 재처리수 잠
재수요량의 차이는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경지 도시화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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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재처리수 잠재수요량은 2030년을 기준으로 연간 203만 m3~256만 
m3의 범위를 보이며, 최저 수요량대비 최고 수요량은 약 2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농경지가 도시용지로 전환될수록 재처리수 잠재
수요량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5.21 (b)).

농경지가 도시용지로 전환됨에 따라 농업용수 수요량이 감소하여 관
개비용도 감소하게 된다. 농경지 도시화 요인에 따른 순현재 총관개비용
은 2030년 연말을 기준으로 1,358~1,655 백만 원의 범위를 보이며, 최
저 순현재 총관개비용 대비 최대 순현재 총관개비용은 약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농경지가 도시용지로 전환될수록 순현재 총관개
비용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5.21 (c)).

농경지의 도시용지로의 전환은 침투량 등의 변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수문순환의 변화를 야기한다. 또한, 농업용수 수요량은 지하수 관개량에 
영향을 미쳐 지하수의 거동에 영향을 준다.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농경
지의 감소는 지하수 관개량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
에 따라 토지이용 변화 정도가 커질수록 기저유출량 등의 지하수 거동의 
변동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지 도시화 요인에 따른 기저유출량
은 2030년을 기준으로 연간 1,256만 m3~1,3,14만 m3의 범위를 보이며, 
최저 기저유출량대비 최고 기저유출량은 약 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에 따라 농경지가 도시용지로 전환될수록 기저유출량은 다소간 증가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5.21 (d)). 

(2) 제한율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재이용량에 대한 정책적 결정수준을 의미하는 

제한율은 목표하는 재처리수의 이용량이 클수록 더 큰 값을 가진다. 제
한율이 클수록 재처리수 잠재수요량이 증가하며, 순현재 총관개비용과 
지하수 관개량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한율에 따른 재처리수 잠재수요량, 순현재 총관개비용, 그리고 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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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량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Fig. 5.22). 재처리수 잠재수요량
은 제한율에 의해 결정되고, 그 상한의 범위는 제한율을 잘 반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제한율이 0.2인 경우에는 재처리수 잠재수요량이 가장 
적게 발생하였으며, 제한율이 0.8일 때 최대 잠재수요량이 발생하였다. 
제한율에 따른 재처리수 잠재수요량은 2030년을 기준으로 연간 92만 
m3~368만 m3의 범위를 보이며, 최저 수요량 대비 최고 수요량은 약 
30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재처리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정
책적 수준이 재처리수 수요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Fig. 5.22 (b)).

재처리수 잠재수요량에 따라 재이용량이 결정되고, 결정된 재이용량
이 많으면 순현재 총관개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처리수 관
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2010년에서 2013년까지는 순현재 총관개비용에 
차이가 없으나 2014년부터 발생한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증
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한율에 따른 순현재 총관개비용은 2030년 
연말을 기준으로 65~2,797 백만 원의 범위를 보이며, 최저 순현재 총관
개비용 대비 최대 순현재 총관개비용은 약 4,190%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남에 따라 제한율이 순현재 총관개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것
으로 분석되었다 (Fig. 5.22 (c)).

재처리수 관개량은 지하수 관개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지하수
량을 변화시켜 기저유출량에 영향을 미친다. 재처리수 관개시설의 개발 
등으로 인해서 초기에는 재처리수 관개량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기저유
출량에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저유출량
의 차이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한율에 따른 기저유출량
은 2030년을 기준으로 연간 1,186만 m3~1,398만 m3의 범위를 보이며, 
최저 기저유출량대비 최고 기저유출량은 약 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남에 따라 제한율이 커질수록 기저유출량은 상당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Fig. 5.22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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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처리수 관개시설 단위운영비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재이용량은 재처리수 관개에 대한 경제성에 영

향을 받게 되며, 재처리수 관개에 대한 단위운영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재처리수 관개의 경제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수재이용의 경제성을 판단하기 위한 주요한 요소인 재처리수 관개
시설 단위운영비에 대한 재처리수 잠재수요량, 순현재 총관개비용, 그리
고 기저유출량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Fig. 5.23). 재처리수 관개
시설 단위운영비는 재처리수 잠재수요량에 모의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처리수 관개시설 단위운영비에 따른 
재처리수 잠재수요량은 2030년을 기준으로 연간 202만 m3~230만 m3

의 범위를 보이며, 최저 수요량 대비 최고 수요량은 약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단위운영비가 증가할수록 재처리수 잠재수요량은 
상당량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5.23 (b)).

순현재 총관개비용의 변화양상으로부터 단위운영비에 따른 순현재 총
관개비용의 변화폭이 큰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운영비에 따른 관개비용
에의 영향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처리수 관개시설 단위운영
비에 따른 순현재 총관개비용은 2030년 연말을 기준으로 219~2,939 백
만 원의 범위를 보이며, 최저 순현재 총관개비용 대비 최대 순현재 총관
개비용은 약 1,2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단위운영비가 순현
재 총관개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5.23 
(c)).

재처리수 관개시설 단위운영비는 잠재수요량을 변화시켜 간접적으로 
기저유출량에 영향을 준다. 재처리수 관개시설 단위운영비에 따른 기저
유출량은 2030년을 기준으로 연간 1,260만 m3~1,286만 m3의 범위를 
보이며, 최저 기저유출량 대비 최고 기저유출량은 약 2%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남에 따라 단위운영비가 증가할수록 지하수 관개량이 많아져 기
저유출량은 다소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5.23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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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1. Sensitivity of (b) potential demand for reclaimed wastewater, (c) total net present cost of irrigation, and (d) 

base flow to (a) urbanization factor of agricultural land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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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2. Sensitivity of (b) potential demand for reclaimed wastewater, (c) total net present cost of irrigation, and (d) 

base flow to (a) cap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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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3. Sensitivity of (b) potential demand for reclaimed wastewater, (c) total net present cost of irrigation, and (d) 

base flow to (a) unit operation cost of reclaimed wastewater irrigation capacity (RW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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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극한조건 시험

구축한 모형이 극한조건 하에서도 구조 타당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극한조건 시험을 통해서 검정하였다. 이를 위해 재처리수 관개량이 가장 
많은 경계조건 (maximum wastewater reuse, MWR)과 재처리수 관개량이 발
생할 수 없는 경계조건 (no wastewater reuse, NWR)에서 모형을 모의하고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목표한 재처리수를 관개하는 상황과의 비교를 
위해 초기조건 (Baseline)도 포함하여 모의를 실시하였다 (Fig. 5.24).

재처리수 잠재수요량의 경우, MWR는 제한율을 반영하여 모의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최대 잠재수요량을 나타내는 반면, NWR은 재처리수 
잠재수요량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24 (a)).

재처리수 관개량의 경우, MWR는 최대 관개량이 재처리수 관개시설
용량에 제한되어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NWR은 재처리
수 잠재수요량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재처리수 관개량이 발생하지 않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24 (b)).

지하수 관개시설 시설용량의 경우, MWR는 재처리수 잠재수요량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재처리수 관개시설이 개발되면 거의 일정한 지하
수 관개시설 용량을 나타내는 반면, NWR은 재처리수를 관개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 관개시설이 개발된 이후에도 꾸준한 시
설용량 증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24 (c)).

지하수 관개량의 경우, MWR는 농업용수 취수량 중 재처리수 관개량
을 제외하고 지하수 관개량을 발생시킴에 따라 재처리수 관개시설이 일
정수준이상으로 개발된 이후부터는 지하수 관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을 확인할 수 있다. NWR은 농업용수 취수량 중 지하수 관개시설용량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의 지하수 관개량을 보임에 따라 지속적인 지하
수 관개량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Fig. 5.24 (d)).

이상의 결과는 재처리수 및 지하수의 관개에 따른 예상되는 거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서 극한조건 하에서도 모형이 구조 타당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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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4. Comparisons of simulation results under the extreme boundary conditions. * denotes reclaimed wastewater and a and 
b indicate the extreme boundary conditions that yield the maximum and minimum irrigation amount of RW,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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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모형 객관성

동일한 대상유역에 대하여 적용성이 검정된 SWAT모형의 1971년부
터 2010년까지의 40년간의 유역증발산량 및 유출량 모의결과와 2005년
부터 2012년까지의 유역 내 지하수관측점에서의 지하수위자료를 이용하
여 구축한 모형의 모형 객관성을 평가하였다. 

1971년부터 1990년까지 20년간을 수문시스템 부모형의 매개변수 보
정기간으로, 1991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을 검정기간으로 설정하고, 
1964년부터 모의함으로써 모형의 초기값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수문시스템 부모형의 매개변수 보정은 단순시행착오법을 사용하여 증
발산량, 기저유출량, 그리고 하천유출량의 순으로 매개변수를 최적화하
였으며, 목적함수로는 ENS, RSR, PBIAS, 그리고 R2 등의 통계적인 변량
을 사용하였다.

가. 증발산량

이수측면에서 중요한 수문순환 요소인 증발산량을 우선적으로 보정하
였다 (Table 5.12).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사회-수문시스템 모형
의 월별 유역증발산량 모의결과를 동일유역에 대해 검정된 SWAT모형
의 모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1971년부터 1990년까지의 SWAT모형의 유역증발산량 모의결과를 
통해 보정된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사회-수문시스템 모형의 월별 증발산
량에 대해 보정한 결과, ENS는 0.73, RSR은 0.51, PBIAS는 2.7% 그리
고 R2는 0.80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보정된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모형
의 유역증발산량에 대한 검정 결과, ENS는 0.77, RSR은 0.47, PBIAS는 
–3.0% 그리고 R2는 0.79 (Table 5.13)로, 사회-수문시스템 모형의 모
의 증발산량은 SWAT모형의 모의 증발산량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Moriasi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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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적합성은 통계적 변량을 사용하는 것도 유효하지만 모의 결과
의 그래프 비교 (graphical model evaluation technique)를 통해서도 파
악할 수 있다 (Moriasi et al., 2007). Fig. 5.25는 (a) 보정기간 
(1971-1990)과 (b) 검정기간 (1991-2010)의 사회-수문시스템 모형 
(SD, system dynamics)과 SWAT모형의 월별 증발산량 모의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비교 결과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사회-수문시스템 
모형은 SWAT모형의 월별 증발산량 모의결과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Table 5.12. List of calibrated parameters of hydrological systems for monthly 

evapotranspiration, stream flow, and groundwater level for the study 

watershed

Parameters Description Range
Calibrated 

value
Unit

 Infiltration ratio

0 ~ 1

CV*

-
 Infiltration ratio of urban land 0.36

 Infiltration ratio of agricultural land 0.40

 Infiltration ratio of natural land 0.63

 Storage capacity

-

20

106m3 Wilting point 2

 Field capacity 5

 Interflow coefficient

0 ~ 1

0.20

month-1

 Percolation coefficient 0.10

 Evaporation coefficient 0.03

 Stream flow coefficient 0.98

  Recharge coefficient 0.10

 Base flow coefficient 0.55

 Goundwater loss coefficient 0.05

* indicates a calculated value from infiltration ratios of urban, agricultural, and 
natural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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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3. Model performance evaluation measures on monthly 

evapotranspiration for the calibration (1971~1990) and validation 

(1991~2010) periods 

Period
Evapotranspiration (mm)

ENS RSR
PBIAS

(%)
R2

SWAT SD

1971-1990 9104.2 9,345.4 0.73 0.51 2.6 0.80

1991-2010 10,095.0 9,789.1 0.77 0.47 -3.0 0.79

Fig. 5.25. Comparison between SWAT and system dynamics model for 

monthly evapotranspiration simulation for the (a) calibration (1971-1990) 

and (b) validation (1991-2010)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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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출량

월별 유역증발산량에 대한 보정을 실시한 후, 월별 하천 유출량에 대
한 보정을 실시하였다 (Table 5.12). 1971년부터 1990년까지의 SWAT
모형의 월별 유출량 모의결과를 통해 보정된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사회
-수문시스템 모형의 월별 유출량에 대해 보정한 결과, ENS는 0.66, RSR
은 0.58, PBIAS는 -3.9% 그리고 R2는 0.78로 분석되었다. 또한, 보정
된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유출량에 대한 검정 결과, ENS는 0.69, 
RSR은 0.56, PBIAS는 –1.4% 그리고 R2는 0.75 (Table 5.14)로, 사회-
수문시스템 모형의 모의 증발산량이 SWAT모형의 모의 증발산량을 비
교적 잘 모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oriasi et al., 2007).

Fig. 5.26은 (a) 보정기간 (1971-1990)과 (b) 검정기간 
(1991-2010)의 사회-수문시스템 모형과 SWAT모형의 월별 유출량 
모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단위로 모의한 결과로부터 월별 유출량을 
산정하는 SWAT모형과 비교하여 월단위로 유출량을 모의하는 사회-수
문시스템 모형의 유출량이 월별 첨두유량을 모의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으나 총유출량과 전반적인 강우-유출 반응의 경향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지하수위

식 (5.2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문시스템 부모형의 기저유출량은 
지하수위로부터 계산될 수 있으며, 기저유출량과 지하수위와의 전대수지
분석을 통하여 지하수위-기저유출량식을 산정할 수 있다 (Fig. 5.27).

수문시스템 부모형의 지하수량 저량변수는 실제 지하수위를 표시하지
는 않지만 구축한 지하수위-기저유출량식으로부터 산정한 지하수위와 
오산천 유역 내에 위치하는 오산궐동 지하수관측망의 2005년부터 2012
년의 실측 지하수위를 비교한 결과 (Fig. 5.28), R2가 0.70으로 높게 나
타남에 따라 구축한 수문 부모형이 실제 지하수의 거동을 비교적 잘 모
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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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4. Model performance evaluation measures on monthly runoff for 

the calibration (1971~1990) and validation (1991~2010) periods 

Period
runoff (mm)

ENS RSR
PBIAS

(%)
R2

SWAT SD

1971-1990 28,484.4 27,369.0 0.66 0.58 -3.9 0.73

1991-2010 29,168.7 28,748.9 0.69 0.56 -1.4 0.75

Fig. 5.26. Comparison between SWAT and system dynamics model for 

monthly stream flow simulation for the (a) calibration (1971-1990) and 

(b) validation (1991-2010) periods



- 171 -

Fig. 5.27. Groundwater level-base flow relationship at the study watershed

Fig. 5.28. Comparison between observed and simulated groundwat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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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수처리시설 용량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현재 하수처리장 방류수량인 월평균 3,600,000 
m3을 초기값으로 설정하고, 인구변화 및 오수전환율 등을 고려하여 시설
용량의 변화를 모의하였다 (Fig. 5.29). 2030년대에 시설용량이 
4,145,000 m3에 이르는 것으로 모의되어 오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오산시, 2012)상의 계획인 4,200,000 m3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변화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용량의 변화양상은 시스템 다이내
믹스 모델링 목표변수의 일반적 거동 중 하나로 (Ford, 2009), 구축한 
모형의 목표변수가 기대하는 변화양상을 잘 나타냄을 의미한다 (Stave, 
2003).

Fig. 5.29. Simulated facility capacity of the Osan wastewater treatment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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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요약 및 결론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간접재이용하는 영농활동이 수문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사회-수문시스템의 변
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시스템 요소간의 순환적 인과관계에 따른 시스
템 전체의 동태적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하여 
사회-수문시스템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① 사회-수문시스템의 경계값을 설정하고, 구축한 모형의 검정, 그리
고 시간에 따른 시스템의 변화과정을 모의하기 위하여 과거와 미래의 
기상, 기준작물증발산량, 농업용수 공급량, 미래의 인구 및 생활용수 
사용량, 그리고 유역증발산계수 자료를 구축하였다. 미래의 기상자료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RCP8.5 시나리오와 기본 통계량 편의보정 방법
을 이용하였고, 미래 기준작물증발산량은 FAO Penman-Monteith 공
식과 전이함수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유역증발산계수는 동일유역을 대
상으로 한 SWAT모형의 증발산량 모의 결과로부터 산정하였다.

② 도시화와 하수재이용에 따른 사회-수문시스템의 거동을 이해하기 
위한 인과지도를 구축하였다. 구축한 인과지도를 바탕으로 시스템 다
이내믹스를 이용하여 재처리수 관개량과 지하수 관개량 등을 매개로 
수문시스템의 물리적 현상을 수식화한 결정론적 총괄형 수문시스템 부
모형과 인구, 토지이용, 경제성, 그리고 기술 및 정책수준 등을 수식화
한 월 단위 사회시스템 부모형을 하나의 사회-수문시스템 모형으로 
구축하였다. 



- 174 -

③ 구축한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모형의 건전성과 객관성을 
검정하였다. 모형의 건전성은 모형구조 확인 및 단위일관성 검정과 민
감도 분석, 그리고 극한조건에 대한 모형의 거동을 통해 검정하였다. 
또한, 동일한 유역을 대상으로 장기수문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및 실측
자료와 유역증발산량, 유출량, 그리고 지하수위에 대한 수문시스템 부
모형의 모의 결과의 비교를 통해 모형 객관성을 평가하였다. 증발산량
에 대해 보정한 결과, ENS는 0.73, RSR은 0.51, PBIAS는 2.7% 그리
고 R2는 0.80으로 분석되었으며, 검정 결과 ENS는 0.77, RSR은 0.47, 
PBIAS는 –3.0% 그리고 R2는 0.79로 SWAT모형을 이용한 증발산량 
모의 결과를 비교적 잘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월별 유출량에 
대해 보정한 결과, ENS는 0.66, RSR은 0.58, PBIAS는 -3.9% 그리고 
R2는 0.78로 분석되었으며, 검정 결과 ENS는 0.69, RSR은 0.56, 
PBIAS는 –1.4% 그리고 R2는 0.75로 비교적 잘 모의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모의된 기저유출량을 이용하여 지하수위-기저유출량식으로부
터 산정한 지하수위와 실측 지하수위는 R2가 0.70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구축한 수문시스템 부모형이 실제 지하수의 거동을 비교적 잘 모
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시스템 부모형의 모형 객관성은 하수
처리시설 용량의 변화로부터 검정하였으며, 인구변화 및 오수전환율 
등을 고려한 하수처리시설 용량의 변화를 모의한 결과가 오산시 하수
도정비 기본계획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한 인과지도는 하수재이용이라는 인간 활동과 수
문순환 및 농업용수 이용의 인과관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통찰을 제공하
며, 이를 바탕으로 한 하수재이용에 따른 소규모 사회-수문시스템 모델
링은 환경변화에 따른 대상 시스템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적 모델링기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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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하수재이용에 따른 사회-수문시스템 해석

지속가능한 하수재이용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정책 및 기술에 따른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정책 및 기술에 의해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대상 시스템의 
예상되는 거동을 모의할 수 있는 모델링 기법이 필요하다. 기존의 수문
모델링 기법은 특정 사건에 따른 대상 시스템의 단선적 반응을 평가하기
에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인간 활동과 자연현상에 따른 변화하는 수자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정책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Wagener et al., 2010). 

사회수문학 (Sivapalan et al., 2012)은 인간 활동과 수문시스템의 상
호작용 및 변화 양상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인간과 물
이 연계된 시스템의 동태성과 공진화를 이해하기 위한 인식틀을 제공한
다. 특히 과정 사회수문학은 소규모 사회-수문시스템의 인과관계에 대
한 보다 상세한 통찰을 통해 현재의 사회-수문시스템의 기능을 이해하
고 미래의 변화궤적을 예상하고자 한다. 과정 사회수문학에서 이해하고
자 하는 시스템 구성요소간의 인과관계에 따른 전체적 시스템의 동태성
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 기법이 소개되었
으며 (Forrester, 1961), 이를 이용하여 하수재이용에 따른 소규모 사회
-수문시스템 모형을 구축한 바 있다.

본 장에서는 하수재이용이라는 인간 활동과 관련된 인구, 토지이용, 
경제성, 기술 및 정책수준, 그리고 수문순환을 수식화한 소규모 사회-수
문시스템 모형을 이용하여 도시화와 하수재이용에 따른 사회-수문시스
템에의 영향과 간접하수재이용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간접하수
재이용에 대한 예상되는 사회시스템의 반응으로서 하천유지유량을 통한 
제한을 가정하고, 그에 따른 사회-수문시스템의 반응을 모의하였다. 모
형의 모의결과로부터 하수재이용을 고려한 소규모 사회-수문시스템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고 가능한 변화궤적을 예측하기 위한 과정 사회수문
학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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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시나리오 설계

도시화와 하수재이용에 따른 사회-수문시스템의 변화과정을 모의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Table 6.1). Baseline 시
나리오는 도시화를 대변하는 인구증가와 토지이용 변화를 포함하며, 제
한율 0.5 등의 초기조건을 가정한 기준 시나리오이다. PLC는 Baseline 
시나리오에서 인구와 토지이용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시나리오이며, LC
는 Baseline 시나리오에서 토지이용 변화만을 고려하지 않은 시나리오이
다. MWR와 NWR 시나리오는 Baseline 시나리오의 제한율을 변화시켜 
각각 최대의 하수재이용과 하수재이용을 하지 않는 조건을 가정하며, 
IFR은 MWR 시나리오에 하천유지유량을 통해서 하수재이용을 제한하는 
시나리오이다.

Table 6.1. Summary of the scenarios used in the study

Scenario Description

Baseline

Baseline scenario with initial conditions aiming 
to supply 50% of needed irrigation water (by 

using a cap ratio of 0.5) through indirect 
wastewater reuse while considering population 

and land use change 

Population and land use 
change control

(PLC)

Population and land use remain constant in the 
Baseline scenario

Land use change control
(LC)

Land use remains constant in the Baseline 
scenario

Maximum wastewater reuse 
for agriculture

(MWR)

Maximum use of reclaimed wastewater for 
agriculture by changing the cap ratio from 0.5 

to 0.8 in the Baseline scenario

No wastewater reuse for 
agriculture

(NWR)

No use of reclaimed wastewater for agriculture 
by changing the cap ratio from 0.5 to 0.0 in 

the Baseline scenario

Instream flow regulation
(IFR)

Restricting stream water intake by including 
instream flow in the MWR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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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도시화 영향 분석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재이용은 인구와 토지이용 변화를 초래하는 도
시화와 접한 관련이 있다.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는 규모화된 하수처
리시설을 필요로 하며,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하천으로 흘
러들어 하천수를 취수하는 영농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다. 또한, 농경지를 도시용지로 수용하는 도시의 일반적인 토지이용 변
화는 농업용수 수요량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도시화에 따른 하수재이용
을 고려한 소규모 사회-수문시스템에의 영향을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6.2.1. 인구증가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재이용을 고려한 소규모 사회-수문시스템에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초기조건에서 인구와 토지이용 변화를 제외한 
PLC 시나리오와 초기조건에서 토지이용 변화만을 제외한 LC 시나리오
의 모의결과를 비교하였다.

가. 하천유량

도시인구의 증가는 생활하수 발생량을 증가시켜 하수처리장 방류량의 
증가를 야기한다. 하수처리장 방류량의 증가는 방류수 유입하천의 하천
유량에 영향을 미쳐 연중 하천유량을 일정량 이상 증가시키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인구증가를 고려한 LC 시나리오의 하천유량이 인구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PLC 시나리오보다 하천유량이 더 큰 것으로 모의되었다 
(Fig. 6.1 (a)). 이와 같이 도시하천의 유량은 인구변화에 영향을 받으
며, 규모화된 하수처리장이 위치한 오산천 유역의 장래 하천유량 변화궤
적은 인구변화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6.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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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a)

a b

(b)

Fig. 6.1. (a) Monthly stream flow and (b) monthly mean stream flow for 

each decade for the 50-year simulation period (2010~2059). a indicates a 

scenario excluding population and land use change from Baseline scenario 

while b excludes land use change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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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하수처리장의 배수구역 인구는 2010년 297,560명을 시작으로 점
차 증가하여 2033년에 346,106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오산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유입되는 오산천 유역 하
천유량의 월평균 증가량은 2010년대에 18만 m3에서 2030년대 52만 m3

으로 정점에 이르며, 2050년대에는 15만 m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59년까지 모의기간 50년 동안 인구증가에 따른 하천

유량의 월평균 증가량은 340,000 m3으로 분석되었다. 월별 하천유량 증
가량은 거의 일정한 양을 나타냈으며, 월별 평균 하천유량을 고려할 때 
겨울철의 하천유량 증가율이 가장 높고, 여름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월별로는 2월의 하천유량 증가율이 6.4%로 가장 높았으며, 7
월이 1.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Fig. 6.2).

a b

Fig. 6.2. Average monthly stream flow for simulation period (2010~2059) 

and increase rate of stream flow according to population growth. a indicates 

a scenario excluding population and land use change from Baseline scenario 

while b excludes land use change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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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하수위

인구변화를 고려한 LC 시나리오의 지하수위가 인구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PLC 시나리오의 지하수위보다 크게 나타남에 따라 인구변화가 지
하수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6.3). 인구증가는 하
천유량을 증가시켜 하천에서의 지하수함양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며, 이와 같은 영향으로 지하수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위의 변화궤적은 인구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30년대를 정점으로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인구증가에 따
른 지하수위 상승폭은 2010년대에는 수 cm에 불과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유역 내 인구가 가장 많은 2030년대에는 20 cm가 넘게 지하
수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대를 정점으로 유역 내 인구
감소에 따라 지하수위 상승폭이 2050년대에는 다시 수 cm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6.3 (a)).

인구증가에 따른 하천유량에의 수량적인 영향은 연중 거의 일정함에
도 불구하고 겨울과 봄에 지하수위가 더 많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하천유량이 적은 겨울과 봄에 인구증가에 따른 하
천유량 증가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월 단위 모
의 모형의 특성을 반영할 때, 하천유량의 영향이 지연되어 지하수량에 
반영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의기간 50년 동안 지하수위 상
승은 4월에 0.24 m로 가장 크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월이 
0.11 m로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6.3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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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a)

a b

(b)

Fig. 6.3. (a) Monthly mean groundwater level for each decade and (b) 

average monthly groundwater level for the 50-year simulation period 

(2010~2059) and increased groundwater table depth according to 

population change. a indicates a scenario excluding population and land 

use change from Baseline scenario while b excludes land use change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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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수재이용량

인구변화를 고려한 LC 시나리오의 하수재이용률이 인구변화를 고려
하지 않은 PLC 시나리오의 하수재이용률보다 크게 나타남에 따라 인구
변화가 하수재이용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6.4).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장 방류량의 증가는 하천수 중 하수처리장 방
류수의 비중을 증가시켜 간접하수재이용의 실질적인 하수재이용 정도를 
의미하는 하수재이용률을 증가시킨다. 모의기간 동안 연중 하수재이용률
은 인구증가의 영향으로 0.45에서 0.47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개기간 중 하수재이용률은 0.32에서 0.34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재이용률의 상승폭은 연중 거의 일정한 것으
로 나타났다.

a b

Fig. 6.4. Monthly average reuse ratio. * implies the monthly average ratio of 

effluent discharge to the stream flow. a indicates a scenario excluding population 

and land use change from Baseline scenario while b excludes land use change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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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재이용량의 변화궤적은 인구변화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모의되
었다 (Fig. 6.5).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재이용 증가량이 2010년대에는 
연간 2만 m3에 불과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유역 내 인구가 가장 
많은 2030년대에는 연간 8만 m3이 넘는 하수재이용 증가량을 나타났다. 
2030년대를 정점으로 유역 내 인구감소에 따라 하수재이용 증가량이 
2050년대에는 다시 2만 m3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처리수를 관개하기 시작하는 2014년부터 2059년까지 연평균 하수
재이용량은 PLC 시나리오가 72만 m3, LC 시나리오는 77만 m3으로 인
구증가의 영향으로 연간 약 5만 m3의 하수재이용 증가량이 발생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단위 농업용수 공급량에 대한 하수재이용량은 PLC는 
468.1 mm, LC는 497.6 mm로 약 30 mm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a b

Fig. 6.5. Annual reuse amount of effluent discharge for each decade for the 50-year 

simulation period (2010~2059). a indicates a scenario excluding population and land 

use change from Baseline scenario while b excludes land use change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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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토지이용 변화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는 인구증가의 영향으로 도시용지가 증
가하는 것으로 모형화하였으며, 2030년대 중반까지 농경지와 자연녹지
가 주거지를 포함하는 도시용지로 편입되는 것으로 모형에 반영하였다.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하수재이용을 고려한 소규모 사회-수문시스템에
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초기조건에 따른 시나리오인 Baseline과 초기
조건에서 토지이용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LC 시나리오의 모의결과를 비
교하였다.

가. 침투량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는 토지피복 상태를 변화시켜 침투량에 
영향을 미친다. 2030년대까지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가 
발생하는 Baseline 시나리오는 초기의 토지이용 상태를 가정하고 토지이
용에 변화가 없는 LC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침투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
며, 2030년대 이후부터 침투량의 감소정도는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Fig. 6.6).

토지피복 상태의 변화가 발생하는 2030년대까지의 두 시나리오 간 침
투량 차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지피복 상태의 
차이가 더 커지지 않는 2030년대 이후에는 침투량 차이의 변화정도가 
작은 것으로 모의되었다(Fig. 6.6). 2010년대와 2020년대, 그리고 2030
년대의 Baseline과 LC 시나리오의 연평균 침투량 차이는 각각 11만 m3, 
18만 m3, 그리고 27만 m3으로 모의되었으며, Baseline 시나리오에 추가
적인 토지이용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2040년대와 2050년대의 두 시나
리오 간 연평균 침투량 차이는 23만 m3과 25만 m3으로 분석되었다. 두 
시나리오 간 침투량 차이의 변화양상으로부터 토지피복 상태가 기상조
건 및 토양수분 함량 등의 토양조건 보다 침투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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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기간 50년 동안 연평균 침투량은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를 
고려한 Baseline 시나리오가 4,442만 m3, 토지이용 변화를 고려하지 않
은 LC 시나리오가 4,462만 m3으로 토지이용 변화의 영향으로 연간 약 
20만 m3의 침투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Fig. 6.6. Annual mean infiltration and decrease rate of the infiltration amount 

according to land use change for each decade. * indicates a scenario 

excluding land use change from Baseline scenario

나. 지하수위

침투량의 변화는 지하수량의 변화를 가져와 지하수위의 차이를 발생
시킨다. 일반적인 수문순환 기작에 따르면 투수면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는 LC 시나리오가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를 고려한 Baseline 
시나리오보다 더 높은 지하수위를 나타낸다. 하지만 사회-수문시스템 
모델링에 따른 지하수위 모의결과, 2010년대에는 도시용지가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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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ine 시나리오가 LC 시나리오보다 지하수위가 근소하게 더 낮은 것
으로 모의되었지만, 2020년대 이후부터는 Baseline 시나리오의 지하수
위가 LC 시나리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6.7). 

*

Fig. 6.7. Monthly mean groundwater level for each decade for the 50-year 

simulation period (2010~2059). * indicates a scenario excluding land use 

change from Baseline scenario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양상이 예상한 결과와 상이한 것
은 지하수 관개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도시화에 따른 농경지 감
소는 농업용수 수요량 감소를 초래하며, 이는 지하수 관개량을 감소시켜 
토지이용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때보다 더 적은 양의 지하수 관개량을 
나타낸다 (Fig. 6.8). 

2010년대의 월평균 지하수위는 두 시나리오의 침투량 차이가 지하수 
관개량 차이보다 더 크기 때문에 도시용지가 더 많은 Baseline 시나리오
가 LC 시나리오보다 지하수위가 더 낮은 것으로 모의되었지만,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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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터는 두 시나리오의 지하수 관개량 차이가 침투량 차이보다 더 크기 
때문에 Baseline 시나리오의 지하수위가 LC 시나리오보다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Fig. 6.7).

*

Fig. 6.8. Annual amount of groundwater irrigation for each decade for the 

50-year simulation period (2010~2059). * indicates a scenario excluding land 

use change from Baseline scenario

지하수위에 대한 지하수 관개의 영향은 모의기간 동안 두 시나리오간 
월별 지하수위 변화양상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Fig. 6.9). 논 관개가 시작되는 4월부터 두 시나리오 간 지하수위 차이
가 증가하여 논 관개기간 동안 지하수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유지되
며, 지하수 관개에 따른 지하수위에의 영향은 연말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지하수 관개라는 인간 활동이 일반적인 수문순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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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침투보다 지하수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가 영농활동에 따라서 지하수위를 상승시
킬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지하수 관개와 같은 인간 활동이 수문
순환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수문순환 과정의 이해를 
위해서는 인간과 인간 활동이 수문순환을 이해하는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

Fig. 6.9. Average monthly groundwater level for the 50-year simulation period 

(2010~2059) and increased groundwater table depth according to land use change. 

* indicates a scenario excluding land use change from Baseline scenario

다. 농업용수 수요량

도시용지의 증가는 농경지 감소를 초래하여 농업용수 수요량 감소로 
이어진다. 토지이용 변화가 없는 LC 시나리오의 농업용수 수요량은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Baseline 시나리오는 농경지 면적 감소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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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수요량이 감소하였다가 2040년대 이후부터 다소간 다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Fig. 6.10).

Baseline 시나리오의 농업용수 수요량 변화로부터 초기에는 토지이용 
변화의 영향이 농업용수 수요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나 토지이용 변
화가 완화되면 기후변화에 따른 증발산량의 증가 등의 기상조건이 농업
용수 수요량 증가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Fig. 6.10. Annual amount of agricultural water demand for each decade for 

the 50-year simulation period (2010~2059). * indicates a scenario excluding 

land use change from Baseline scenario

연평균 농업용수 수요량은 Baseline 시나리오가 2,014만 m3, LC 시나
리오가 2,396만 m3으로 나타남에 따라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논 면적의 
감소로 연간 약 382만 m3의 농업용수 수요량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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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하수재이용 영향 분석

간접재이용의 사회-수문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간접
재이용 수준에 따른 소규모 사회-수문시스템의 하천유량, 지하수량, 관
개시설용량, 지하수 관개량, 재처리수 관개량, 하수재이용량, 그리고 농
업용수 부족량 등의 거동을 모의 및 분석하였다.

 간접재이용 수준은 제한율로 결정하였으며, 제한율은 목표 농업용수 
공급량 중 농업용 저수지를 통한 공급량을 제외한 농업용수 공급량 중 
하수재이용으로써 충당하고자 하는 농업용수 공급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한율이 0.0인 경우 (NWR)에는 간접재이용을 실시하지 않고 
지하수 관개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제한율이 0.5인 경우 
(baseline)는 와 0.8 (MWR)인 경우는 각각 간접재이용 목표량과 최대
량을 의미한다.

6.3.1. 수문시스템

가. 하천유량

간접하수재이용이라는 인간 활동은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유입된 하천
에서 관개수를 취수하여 농업용수로 공급함으로써 하천유량에 영향을 
미친다. 하천유량은 관개량에 비해 그 양이 상당하여 강우 등의 수문현
상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하천수의 취수는 하천유량에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처리수 관개량이 많을수록 하천유
량이 적은 것으로 모의되었다 (Fig. 6.11 (a)). 

취수를 통한 직접적인 하천수에의 영향은 논 관개기간에 발생하며, 취
수량에 따라 하천유량에의 영향정도가 달라진다 (Fig. 6.11 (b)). 관개
기간의 경우 재처리수 관개에 따른 하천수 취수로 인해 재처리수 관개량
이 많을수록 하천유량이 적지만, 비관개기간에는 기저유출량 등의 영향
으로 지하수 관개량이 많을수록 하천유량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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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a)

a b

(b)

Fig. 6.11. (a) Monthly mean stream flow for each decade and (b) 
monthly stream flow for the 50-year simulation period (2010~2059). a and 
b indicate  maximum use and disuse of reclaimed wastewater for paddy 

irrigati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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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하수량

하수재이용에 따른 대상유역의 지하수량을 모의한 결과 재처리수 관
개시설이 개발되지 않거나 개발용량이 작은 초기에는 재처리수 관개량
에 관계없이 지하수량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모의되었으나, 2020년대 
부터 재처리수 관개량에 따른 지하수량의 변화궤적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12). 이는 재처리수 관개가 하천유량뿐만 
아니라 선택적인 관개에 따른 지하수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
다. Baseline 시나리오는 모의 전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지하수량을 유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WR 시나리오는 점진적으로 지하수량이 증
가하는 것으로 모의 되었다. 반면, 지하수만을 관개하는 NWR 시나리오
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지하수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NWR 시나리오의 경우, 2036년과 2056년, 그리고 2059년의 지하수량이 
음의 값을 보이는 것은 유역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량을 초과하는 지하수 
이용에 따른 것으로 유역에서의 지하수 이용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지하수 관개만을 실시할 경우 지속가능하지 않은 지하수 이용이 발생
하는 것은 시설재배지의 증가 등 농업용수 수요의 계절적 변동을 고려할 
때 주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상유역인 오산천 유역의 
경우 유역 하류에 시설재배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
한 지하수 이용을 위해서는 안전한 하수재이용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하수는 순환자원이므로 소구역의 평가
는 불완전한 평가로 볼 수 있으며, 보다 광역단위의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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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a)

a b

(b)

Fig. 6.12. (a) Monthly mean groundwater volume for each decade and (b) 

monthly groundwater volume for the 50-year simulation period 

(2010~2059). a and b indicate  maximum use and disuse of reclaimed 

wastewater for paddy irrigati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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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사회시스템

가. 관개시설용량

대상유역의 목표 농업용수 공급량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지하수와 
재처리수를 관개할 수 있는 관개시설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사회-수문시스템 모형은 지하수와 재처리수 관개에 대한 잠재적 수요와 
실제 관개시설 개발 사이에 개발지연이 발생하도록 모형화하였다. 따라
서 2014년부터 기존에 발생했던 잠재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시설개발
이 이루어지며, 목표 수리답률 90%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하수 및 재처
리수 관개시설 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Fig. 6.13). 

초기에 급격히 확충한 지하수 관개시설은 2020년 정도에 이르러 재처
리수 관개량에 관계없이 확충폭이 급감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 10년 
동안 확보한 지하수 관개시설용량이 일정수준 이상의 지하수 관개 수요
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NWR 시나리오는 지
하수만을 추가적인 관개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하수 관
개시설용량 개발이 발생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Fig. 6.13 (a)).

재처리수 관개시설용량역시 지하수와 비슷하게 2020년 이전까지 급
격한 확충폭을 보였으나, 2020년대 중반 이후에는 완만한 시설용량 확
충폭을 나타낸다. 최종적인 시설용량은 제한율에 따라서 결정되며, 시설
용량의 변화양상은 Baseline과 MWR 시나리오 모두 거의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Fig. 6.13 (b)).

지하수와 재처리수 관개시설용량을 모형의 모의 수준으로 모두 개발
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이 결여된 관개시설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하수와 재처리수 관개량의 모의결과로부터 불필요한 
개발용량을 정책결정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상유역에 대한 재
처리수 관개량의 목표수준이 높을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재처리수 
관개량의 증가로 인해 지하수 관개량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
하여 제한적인 지하수 관개시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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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a)

a b

(b)

Fig. 6.13. (a) Groundwater (GW) and (b) reclaimed wastewater (RW) 

irrigation capacity. a and b indicate  maximum use and disuse of 

reclaimed wastewater for paddy irrigati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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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하수 관개량

지하수만을 저수지 관개 외 추가적인 관개용수로 고려하는 NWR 시나
리오는 지하수 관개시설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는 지하수 관개량
이 급격히 증가하며, 2030년대부터 증가속도가 둔화되어 연간 4 백만 
톤 정도 수준에서 지하수 관개량이 다소간 안정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반면, 관개용수로 재처리수를 사용하는 Baseline과 MWR 시나리오는 모
두 초기에는 재처리수 관개시설이 개발되지 않아 지하수 관개량이 급격
히 증가지만 재처리수 관개시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갖추어지는 2020
년대 들어서면 지하수 관개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0년대 이후부터
는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지 않고 유지되는 변화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모
의되었다. Baseline과 MWR 시나리오의 연간 지하수 관개량은 각각 2 
백만 톤과 1 백만 톤 정도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Fig. 
6.14).

a b

Fig. 6.14. Annual amount of groundwater irrigation for each decade for the 
50-year simulation period (2010~2059). a and b indicate  maximum use and 

disuse of reclaimed wastewater for paddy irrigati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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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처리수 관개량

재처리수 관개량은 지하수 관개만을 실시하는 NWR 시나리오의 경우
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Baseline과 MWR 시나리오는 제한율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재처리수 관개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개용
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초기에는 재처리수에 대한 수요가 급격
히 증가하지만, 재처리수 관개시설이 일정수준으로 갖추어지는 2030년
대 이후로는 농업용수 수요량에 따른 변동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모의되
었다. Baseline과 MWR 시나리오의 재처리수 관개량은 지하수 관개량 
모의에서와 달리 관개량이 감소 경향을 나타내는 시기는 없는 것으로 모
의되었다 (Fig. 6.15). 이는 재처리수 관개 시, 필요이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하수 관개시설용량과 달리 재처리수 관개시설용량은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a b

Fig. 6.15. Annual amount of reclaimed wastewater irrigation for each decade for 

the 50-year simulation period (2010~2059). a and b indicate  maximum use and 

disuse of reclaimed wastewater for paddy irrigati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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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수재이용량

월 단위 사회-수문시스템 모형을 통해 산정한 월 평균 하수재이용률
을 일 단위 모의 기반의 SWAT 모형을 통해 산정한 월 평균 하수재이용
률과 비교한 결과, 연중 하수재이용률 변화양상이 비슷한 것으로 모의되
었다. 연중 평균 하수재이용률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0.47로 나타났으며, 
SWAT 모형의 0.49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개기간 동안의 
평균 하수재이용률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0.34로 나타났으며, SWAT 모
형의 모의결과인 0.28보다 다소 높게 모의되었다 (Fig. 6.16 (a)). 

모의 시간단위에서 기인하는 월 최대유출량의 차이로부터 홍수기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 구축한 사회-수문시스템 
모형이 SWAT 모형에 비해 관개기간의 하수재이용률을 상대적으로 크
게 모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전체 농업용수 공급
량에서 하수재이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 단위 모의 기반의 SWAT 모
형이 약 27%인데 반해, Baseline 시나리오는 약 37.8%, MWR 시나리오
는 약 38.1%로 하수재이용량 비율이 높게 분석되었다.

제한율 또는 재처리수 관개량에 따른 월 평균 하수재이용률의 차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하천수 취수가 많은 관개기간에는 상대적으로 
재처리수 관개량이 많을수록 하수재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Fig. 6.16 (a)). 이는 재처리수 관개량이 많을수록 
전체 하천수량이 감소하여 하수처리장 방류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Baseline과 MWR 시나리오의 연도별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량은 
재처리수 관개량에 비례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
에 따른 변화양상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Fig. 6.16 (b)).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량은 제한율에 의해 총량이 결정되면, 농업용수 공급량을 
결정하는 연도별 수문특성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재처리수 관개시설용
량이 일정수준으로 안정되는 2030년대 이후에는 하천유량과 농업용수 
수요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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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b

(b)

Fig. 6.16. (a) Monthly average reuse ratio and (b) annual reuse amount of 

effluent discharge for each decade for the 50-year simulation period 

(2010~2059). a and b indicate  maximum use and disuse of reclaimed 

wastewater for paddy irrigati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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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업용수 부족량

농업용수 부족량은 목표 수리답률에 따른 목표 농업용수 공급량 대비 
부족한 농업용수 공급량을 의미한다. 재처리수 관개량이 적을수록 농업
용수 부족량이 많은 것으로 모의되었으며, 지하수만을 관개하는 NWR 
시나리오는 모의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농업용수 부족량이 발생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Baseline 시나리오는 202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인 농
업용수 부족량이 발생하였으나, NWR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농업용수 부족량이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많은 재처리수 관개량
을 가정한 MWR 시나리오는 2020년까지만 지속적인 농업용수 부족량이 
발생하며, 이후 40여 년 동안 큰 가뭄이 발생하는 2037년과 2052년 단 
2차례만 농업용수 부족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Fig. 6.17 (a)).

수리시설물에 의한 농업용수 공급률을 뜻하는 수리답률은 재처리수 
관개량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하수 관개만을 실시
하는 NWR 시나리오의 경우에도 본 연구에서 모형화한 수준의 지하수 
관개시설용량을 개발해간다면 2020년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토해양
부, 2011a)의 목표 수리답률 84.3%에 근접한 83.9%에 이르는 것으로 
모의되었지만, 모의 전 기간 동안 본 연구의 목표 수리답률인 90%를 달
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aseline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2022
년에 처음으로 목표 수리답률 90%를 달성한 후에 4년에 한 번 주기로 
목표 수리답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MWR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2021년에 처음으로 목표 수리답률 90%를 달성한 후 단 2차례
를 제외하고, 모의 전 기간 동안 목표 수리답률을 달성하는 것으로 모의
되었다 (Fig. 6.17 (b)).

이상의 결과는 재처리수 관개량을 늘릴수록 목표 수리답률을 보다 빨
리, 그리고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관개용수원
을 다양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종다양성이 생태계의 회복력 (resilience)을 증가시켜 시스템 외부에서
의 충격으로부터 시스템의 취약성 (vulnerability)을 저감할 수 있음을 
설명한 Holling (1973)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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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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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6.17. (a) Annual amount of agricultural water deficit and (b) annual 

rate of irrigated rice paddy. a and b indicate  maximum use and disuse of 

reclaimed wastewater for paddy irrigati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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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경제성 분석

광범위한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재이용을 위해서는 하수재이용에 대
한 이해당사자들의 인식과 하수재이용에 따른 농업환경 및 인체에의 영
향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재이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정한석 등,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축한 하수재이용에 따른 사회
-수문시스템 모형을 이용하여 단위자본비와 단위운영비에 대한 임계 단
위비를 산정하였다 (Fig. 6.18). 임계 단위비는 지하수 관개비용과 비교
하여 재처리수 관개비용이 경제성을 가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단위자본비와 단위운영비 모두 생산규모의 확대에 따른 생산비용의 
절감을 의미하는 규모의 경제 (economy of scale)를 잘 반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제한율의 증가는 재처리수 관개량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
에 따라 시설규모 또한 커지게 된다. 단위자본비와 단위운영비 모두 재
처리수 관개시설용량이 커짐에 따라 임계 단위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Fig. 6.18).

임계 단위자본비는 단위운영비와 제한율에 따른 변화양상이 거의 일
정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자본비는 제한율이 0.1인 경
우, 단위운영비에 따라 임계 단위비가 톤당 269~316원의 범위를 보였
으며, 제한율이 증가할수록 임계 단위비는 감소하여 제한율이 0.8인 경
우에는 톤당 111~143원으로 분석되었다. 단위운영비에 따른 임계 단위
자본비의 차이는 제한율이 0.1인 경우, 47원으로 나타났으며, 제한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제한율이 0.8인 경우에는 임계 단위비의 차이가 
32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임계 단위자본비는 단위운영비에 관계
없이 제한율이 작은 범위에서 제한율의 변화에 따른 임계 단위비의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재처리수 관개시설의 규
모가 작을수록 재처리수 관개의 경제성에 대한 단위자본비의 영향이 더 
큰 것을 의미한다 (Fig. 6.18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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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 단위운영비는 단위자본비용이 증가할수록 제한율에 따른 민감도
가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위운영비는 제한율이 0.1인 경우, 단
위자본비에 따라 임계 단위비가 톤당 208~229원의 범위를 보였으며, 
제한율이 증가할수록 임계 단위비는 감소하여 제한율이 0.8인 경우에는 
톤당 78~220원으로 분석되었다. 단위자본비에 따른 임계 단위운영비의 
차이는 제한율이 0.1인 경우, 21원으로 나타났으며, 제한율이 증가할수
록 증가하여 제한율이 0.8인 경우에는 임계 단위비의 차이가 142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단위운영비의 임계 단위비의 변화는 단위자본
비에 따라 다른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위자본비가 클수
록 시설규모 확대에 따른 단위운영비의 임계 단위비 변화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단위자본비가 단위운영비보다 재처리수 
관개의 경제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Fig. 6.18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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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8. Estimated economic (a) unit capital cost and (b) unit operation 

cost of reclaimed wastewater irrigation over groundwater irrigation. a and 
b indicate operation and capital cos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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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하천유지유량 영향 분석

재처리수 관개가 증가하면 하천수 취수량이 증가하게 되고 갈수기의 
하천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07년 4월에 공포된 하천법 전부 
개정법률에서는 “하천관리청은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차원의 하천유지유량 확보 노력의 필
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우석 등, 2008).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하천유
지유량의 개념을 통해 하천수 취수를 이용한 재처리수 관개에 필요한 제
한을 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수문시스템의 사회시스템에의 영
향과 그에 따른 사회시스템의 수문시스템에의 영향으로 이어지는 사회-
수문시스템의 순환적 인과관계 및 영향의 한 가지 예로 생각할 수 있다. 

하천유지유량을 통한 하천수 취수 제한은 하천수 취수량이 많은 경우
에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재처리수 관개량을 가정한 MWR 시나리
오와 하천유지유량을 통한 하천수 취수에의 제한을 가정한 IFR 시나리
오에 따른 사회-수문시스템의 반응을 비교함으로써 하수재이용에 따른 
소규모 사회-수문시스템의 공진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6.4.1. 기준유량의 산정

하천유지유량은 평균 갈수량과 환경보전유량 중 큰 값을 취한다고 되
어 있지만 환경보전유량을 계량하기 위한 명확한 산정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평균 갈수량을 하천유지유량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낙원, 2009). 댐설계기준 (한국수자원학회, 2005)에 
따르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및 섬진강 등 5개 강의 본류는 하천
목표수질 확보를 위해 환경보전유량을 하천유지유량으로 적용하고, 기타 
중소하천은 평균 갈수량을 하천유지유량으로 적용하고 있다 (최낙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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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구축한 사회-수문시스템 모형은 월 단위모형으로 기존
의 일 단위 유량분석을 통한 평균 갈수량을 산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수문시스템 모형의 월 단위 하천유량을 이용하여 하천유지
유량의 기준유량을 산정하였다.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 동안의 연도별 최저 월유량으로부터 
평균 최저 월유량과 10빈도 최저 월유량을 산정하였다. 평균 최저 월유
량과 10빈도 최저 월유량은 각각 537만 m3, 474만 m3으로 분석되었다. 
하천유지유량을 통한 하천수 취수제한에 따른 사회-수문시스템의 변화
양상을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해 더 큰 값으로 나타난 평균 최저 월유량
을 하천유지유량의 기준유량으로 사용하였다.

6.4.2. 수문시스템

가. 하천유량

하천유지유량을 통해 재처리수 관개량을 제한할 경우, 관개량이 많고 
가뭄이 주로 발생하는 봄철의 하천유량을 확보할 수 있다 (Fig. 6.19). 
2036년의 경우 하천유지유량으로 재처리수 관개량을 제한한 IFR 시나
리오가 MWR 시나리오보다 5월과 6월에 각각 12만 m3과 7만 m3의 하
천유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재처리수 관개 제한에 따른 
지하수 함양량과 기저유출 등의 변화로 7월과 8월에는 MWR 시나리오
가 IFR 시나리오보다 3만 m3과 4만 m3의 하천유량이 더 많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2036년 연 단위 하천유량 물수지 분석에서는 IFR 시나리오가 
MWR 시나리오보다 6만 m3의 하천유량이 하천유지유량에 의해 보전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하천유지유량으로 재처리수 
관개량을 제한할 경우, 하천수 취수에 제한이 발생하는 달에 대해서는 
하천유량이 상당부분 보존되며, 이후 상대적 보존량 중 일부분은 수문기
작 및 영농활동에 따라 감소할 가능성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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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유량의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처리수 관개량의 제한이 하천유
지유량의 제한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하천유량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
한다. 

a b

Fig. 6.19. Monthly stream flow for the 50-year simulation period 

(2010~2059). a and b indicate maximum use of reclaimed wastewater for 

paddy irrigation considering or not the instream flow, respectively

나. 지하수량

하천유량의 감소는 지하수 함양량을 감소시키지만 재처리수 관개량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지하수 관개량을 늘림으로써 지하수량에 영향을 미
친다. 하천유지유량을 통해 하천수 취수를 제한하게 되면 지하수 함양량
은 증가하지만 지하수 관개량이 지하수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하수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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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량의 변화는 기저유출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며, 하천
유지유량의 영향은 기저유출량의 변화를 야기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MWR 시나리오는 상대적으로 기저유출량이 증가하여 재처리수 관개
량이 많은 시기에는 하천유량이 IFR 시나리오에 비해 더 적은 것으로 나
타나지만, 일정시간이 지나 기저유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시점에서는 하
천유지유량의 제한을 받지 않는 MWR 시나리오의 하천유량이 IFR 시나
리오의 하천유량보다 더 클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 b

Fig. 6.20. Monthly mean groundwater volume for each decade for the 50-year 

simulation period (2010~2059). a and b indicate maximum use of reclaimed 

wastewater for paddy irrigation considering or not the instream flow,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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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사회시스템

가. 재처리수 관개량

하천유지유량을 통해 하천수 취수를 제한하게 되면 재처리수 관개량
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재처리수 관개시설용량의 제한으로 
재처리수 관개량이 크지 않은 2010년대에는 관개량에 제한이 가장 적게 
발생하며, 가뭄 등의 수문학적 영향으로 2030년대에 가장 많은 재처리
수 관개량 제한이 발생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Fig. 6.21). 재처리수 관
개량의 제한은 봄철 가뭄 등에 따른 영향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재처리수 관개시설에 의한 관개가 이
루어지는 2014년부터 2059년까지 46년 동안 총 12회에 걸쳐 평균 약 
20만 m3의 재처리수 관개량의 제한이 나타나며, 2059년에 최대 39만 
m3의 재처리수 관개 제한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 b

Fig. 6.21. Annual amount of reclaimed wastewater irrigation for each decade. 
a and b indicate maximum use of reclaimed wastewater for paddy irrigation 

considering or not the instream flow,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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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하수 관개량

하천유지유량을 통해 재처리수 관개량을 제한할 경우, 목표 농업용수 
공급량을 만족시키기 위해 지하수 관개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하천수 취수 제한에 따른 지하수 관개 증가량의 변화궤적은 재처리수 관
개 제한량을 만회하기 위한 보상적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Fig. 6.22).

모의기간 50년 동안 총 12회에 걸쳐서 연평균 약 19만 m3의 지하수 
추가 관개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평균 재처리수 관개 제한
량 20만 m3에 비해 지하수 추가 관개량이 더 적은 것은 지하수 관개시
설용량의 개발지연으로 재처리수 관개 제한량을 지하수 관개량이 모두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a b

Fig. 6.22. Annual amount of groundwater irrigation for each decade for the 50-year 

simulation period (2010~2059). a and b indicate maximum use of reclaimed 

wastewater for paddy irrigation considering or not the instream flow,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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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수재이용량

하천수 취수제한을 통한 재처리수 관개량의 감소는 하수재이용량을 
감소시킨다. 재처리수 관개 제한량의 변화를 반영하여, 하수재이용 감소
량은 2010년대가 가장 적고, 2030년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모의되었다 
(Fig. 6.23).

하수재이용량이 많이 감소하는 연도는 2036년과 2059년으로 각각 
25만 m3과 23만 m3의 재이용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6년과 
2059년의 재처리수 관개 제한량이 각각 35만 m3과 39만 m3으로 2036
년에 비해 2059년이 재처리수 관개 제한량은 많지만 하수재이용 감소량
이 더 적은 것은 인구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의 감소로 하수재이용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a b

Fig. 6.23. Annual reuse amount of effluent discharge for each decade for the 

50-year simulation period (2010~2059). a and b indicate maximum use of reclaimed 

wastewater for paddy irrigation considering or not the instream flow,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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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적 편익

사회-수문시스템 모델링 기법을 통해 하천유지유량의 제한에 따른 
수문시스템 및 농업용수에의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익에의 영향 또
한 모의할 수 있다. 하수재이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하수처리수를 농
업용수로 재이용함에 따른 대체수자원 확보와 수질개선 효과를 경제적
으로 정량화한 것이다. 따라서 하천유지유량의 제한에 따른 사회적 편익
의 변화궤적은 하수재이용량의 변화궤적을 반영한다 (Fig. 6.24). 

하천유지유량의 제한에 따른 하수재이용의 사회적 편익에 대한 연간 
평균 손실액은 약 16백만 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편익의 차이
는 관개비용의 차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대상유역에 대한 하천유지유
량의 하수재이용에 따른 연간 기회비용이 16백만 원 수준인 것을 의미
한다.

a b

Fig. 6.24. Annual social benefits from the indirect wastewater reuse for 

agriculture for each decade. a and b indicate maximum use of reclaimed 

wastewater for paddy irrigation considering or not the instream flow,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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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사회-수문시스템 모델링의 함의 

기존의 수문모델링 기법은 수문시스템 외부에 존재하는 인간 활동에 
따른 수문시스템의 물리적 변화를 단선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기 때문
에 지속가능하지 않은 유역 및 수자원 관리 대안을 초래할 수 있다 
(Mirch et al., 2012).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사회-수문시스템 모
델링은 수문시스템을 둘러싼 여러 사회적 요소들을 수문시스템과 통합
하여 사회-수문시스템을 하나의 전체적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수문시스템 모델링은 기존의 수문모델링 기법으로는 
부분적으로 가능했던 수문시스템의 복잡한 동태성을 개념화하고 모의하
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유역관리에서 중요한 개별적 물리수문, 사회경제, 
그리고 정책 시스템 등을 통합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하수재이용은 정책수준과 경제성에 의해서 그 수요가 발
생하며, 발생된 하수재이용 수요는 재이용 관개시설의 개발을 야기하고, 
개발된 재이용 관개시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재처리수 관개는 하천유
량 및 지하수량에 영향을 미쳐 전체 수문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
로 모의되었다. 또한, 재처리수 관개에 따른 하천유량에의 영향은 하천
유지유량의 개념을 고려한 정책 환경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시 사회-수문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본 연구에서 구
축한 소규모 사회-수문시스템 모형을 통해 하수재이용이라는 인간의 영
농활동이 사회-수문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할 수 있으
며, 그 영향에 따른 사회-수문시스템의 반응을 정책적 시나리오를 이용
하여 모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수문시스템 모델링은 정책결정에 따
른 주요한 대상 시스템 및 요소들의 전체적인 변화과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사회-수문시스템 모델링은 모형의 검정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수문모
델링 기법과 같이 특정 시점의 수문시스템의 변화도 충분히 모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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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수문시스템 모델링의 주된 목적은 
특정 시점의 수문시스템의 거동을 예측하기보다 사회-수문시스템이 전
체적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에서 정책수준
에 따른 재처리수 관개량과 재처리수 관개시설의 경제성이 사회-수문시
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동태적으로 모의 및 분석한 것은 하수처리수를 
간접재이용함에 따른 향후 50년 동안의 하천유량 및 기저유출량 등이 
매월 어떤 값을 나타내는지를 예측하기보다 어떤 정책수준과 경제성이 
지하수량과 하천유량에 지속적인 감소 및 증가를 야기할 수 있는지 또는 
얘기치 않은 부적효과를 나타내는지 또는 어떻게 그러한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지 등을 밝히는 것에 있다. 따라서 Sivapalan et al. (2012)가 말
하는 소규모 사회-수문시스템의 인과관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통찰을 
통해 현재의 사회-수문시스템의 기능을 이해하고 미래의 사회-수문시
스템의 변화궤적을 예상하고자 하는 과정 사회수문학의 중요한 도구로
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시스템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예상하
지 못한 시스템의 거동을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하천유
지유량에 따른 제한이 하천유량의 보전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
적 지하수 관개 및 기저유출에 따른 상대적 하천유량의 감소와 사회적 
기회비용 또한 야기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단선적 수문모델링 기법으로
는 예상하기 힘든 현상이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모형화는 학제간 통찰력을 필요로 하며, 
특히 경제 및 정책 등 인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스템의 모형화는 상
당부분 추측에 근거한 정량화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Mirch et 
al., 2012). 따라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사회-수문시스템 모델
링은 정량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이해에서 의미를 찾고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수문모델링 기법이 물리적인 모형의 결과
를 해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사회-수문시스템 모델링은 대상 시
스템의 물리적 거동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반의 변화과정을 이해할 수 있
는 사고모형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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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요약 및 결론

지속가능한 하수재이용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정책 및 기술에 따른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하수재이용이라는 인간 활동과 관련된 인구, 토지이용, 경제성, 
기술 및 정책수준, 그리고 수문순환을 수식화한 소규모 사회-수문시스
템 모형을 이용하여 도시화와 하수재이용에 따른 사회-수문시스템의 변
화과정을 이해하고 가능한 변화궤적을 예측하기 위한 과정 사회수문학
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는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통해 하천유량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하천유량은 지하수위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모의되
었다. 또한, 인구증가에 따른 하천수 중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증가는 
하수재이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수면의 도시용지로
의 토지이용 변화는 침투량을 감소시키지만 지하수 관개량의 영향으로 
지하수위는 하강할 수도 있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또한, 토지이용 변화
에 따른 농경지의 감소는 농업용수 수요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② 간접재이용의 수준에 따른 하천유량, 지하수량, 관개시설용량, 지하
수 관개량, 재처리수 관개량, 하수재이용량, 그리고 농업용수 부족량 
등의 거동을 모의 및 분석하였다. 논 관개용수로 지하수 관개를 많이 
할 경우 지속가능하지 않은 지하수 이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재처리수 관개가 하천유량뿐만 아니라 선택적인 관개에 
따른 지하수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처리
수 관개량을 늘릴수록 목표 수리답률을 보다 빨리, 그리고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처리수 관개시설의 단위자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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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단위운영비 모두 제한율이 커짐에 따라 임계 단위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재처리수 관개시
설의 규모가 작을수록 재처리수 관개의 경제성에 대한 단위자본비의 
영향이 증가하였으며, 단위자본비가 단위운영비보다 재처리수 관개의 
경제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④ 사회-수문시스템의 공진화를 모의하기 위해 하천유지유량을 통한 
하천수 취수에의 제한을 가정하고, 이에 따른 사회-수문시스템의 변화
를 모의하였다. 하천유지유량에 따른 제한이 하천유량의 보전만을 야
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적 지하수 관개 및 기저유출에 따른 상대적 
하천유량의 감소와 사회적 기회비용 또한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사회-수문시스템 모델링은 정책결정에 따른 주요한 대상 시스템 및 
요소들의 전체적인 변화과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책결정
에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소규모 사회-수문시스템의 인과관
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통찰을 통해 현재의 사회-수문시스템의 기능을 
이해하고 미래의 사회-수문시스템의 변화궤적을 예상하고자 하는 과정 
사회수문학의 중요한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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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종합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역 수문·수질 해석을 통해서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간접재이용에 따른 관개용수에의 영향을 분석하고, 농업생산성과 환경성
을 고려한 재이용수 관개 논의 적정 질소시비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또한, 하수재이용과 같은 인간의 활동이 수문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고자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사회-수문시스템 모델링과 과정 
사회수문학의 인식틀을 통해 하수재이용에 따른 소규모 사회-수문시스
템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고, 미래의 변화궤적을 모의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장과 2장에서는 하수재이용과 그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
링 기법에 대한 연구배경 및 목적을 서술하고, 주요한 연구내용인 하수
처리수의 농업용수재이용, 수문모형과 하수재이용 유역 수문·수질 모의, 
작물생육모형과 적정시비량 모의, 그리고 사회수문학과 사회-수문시스
템 모델링에 대한 기존의 연구내용 및 성과를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간접재이용에 따른 오산천 유역의 
수문·수질 해석을 실시하였다. 

복합유역을 대상으로 한 수문·수질 해석에 주로 적용되는 SWAT 모
형을 이용하여 간접재이용에 따른 유역의 수문·수질 응답반응을 모의하
기 위한 기상, 토양, 토지이용 등을 포함하는 입력자료를 구축하고, 실측 
수문 및 수질자료를 통해 모형을 보정 및 검정한 결과, 구축한 모형은 대
상유역에서의 간접재이용의 영향을 해석하기 위한 적용성이 우수한 것
으로 평가되었다. 검정된 모형과 과거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하수처리장
의 유무에 따른 관개용수 취수지점에서의 하천유황 및 수질영향을 분석
하였다. 하천유황의 경우, 하수처리장 방류수로 인해 증가된 유량은 풍
수량을 비롯하여, 평수량, 저수량, 그리고 갈수량이 비슷하지만 하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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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제외한 자연유량과 비교하여 갈수량으로 갈수록 하수처리장 방류
량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가뭄 시 비상용수로서의 사용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총질소 농도
는 하수처리장에 따른 영향으로 논벼 관개기간에 대한 관개용수의 허용 
가능한 총질소 농도 (4.7 mg L-1)의 초과확률은 65.5%로 분석되었으
며, 농업용수 수질기준 (1.0 mg L-1)의 초과확률은 99.1%를 나타냈다. 
하수처리장의 영향이 없는 자연상태의 경우, 허용 가능한 총질소 농도의 
초과확률은 3.6%에 그쳤고, 농업용수 수질기준은 57.6% 초과하는 것으
로 각각 분석되어,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관개용수 수질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수처리장 방류량의 하천유량에 대한 비
율인 하수재이용률을 순별로 산정한 결과, 논 관개기간의 하수재이용률
은 0.12~0.61의 범위를 보였으며, 논 관개용수가 많이 소요되는 5월과 
6월에는 평균적으로 0.33 정도의 하수재이용률을 나타냈다. 순별 평균 
농업용수 공급량과 순별 하수재이용률을 통해 산정한 간접재이용 시, 하
수재이용량은 310.9 mm로 전체 농업용수 공급량 1151.0 mm의 약 
27%로 분석되었다.

4장에서는 작물생육모형을 이용하여 하수재이용에 따른 논벼 수확량
을 모의하였다.

다양한 작물과 영농활동에 따른 작물생육 및 생육환경 모의에 검정된 
DSSAT 모형을 이용하여 하수재이용에 따른 질소시비방법 모의체계를 
구축하였으며, DSSAT 모형은 보정 및 검정기간 동안 실측된 논벼 수확
량을 잘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된 DSSAT 모형을 이용하여 하
수재이용 시, 적정 질소시비량을 관개수 총질소 농도 수준별로 모의하였
으며, 표준시비량 대비 LEVEL 1은 20%, LEVEL 2는 30%, 그리고 
LEVEL 3은 50% 저감된 질소시비량에서도 목표 논벼 수확량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논벼 수확량에 대한 질소시비방법의 민감도 분
석결과, 하수재이용 시, 새끼칠거름과 이삭거름이 밑거름보다 더 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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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질소시비량을 최소화하고 목표 논벼 수확량을 
만족시키는 분시율은 밑거름-새끼칠거름-이삭거름에 대하여 
20-30-50%로 분석되었으며, 분시율을 조절함으로써 LEVEL 1은 20 
kg ha-1, LEVEL 2는 15 kg ha-1, 그리고 LEVEL 3은 10 kg ha-1 정도
의 추가적인 질소시비량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모의되었다. 

5장에서는 하수재이용에 따른 사회-수문시스템의 변화과정을 이해하
기위해 시스템 요소간의 순환적 인과관계에 따른 시스템 전체의 동태적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하여 사회-수문시스템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하수재이용 잠재수요량에 따른 사회-수문시스템의 거동을 이해하기 
위해 구축한 인과지도를 바탕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하여 재처
리수 관개량과 지하수 관개량 등을 매개로 수문시스템의 물리적 현상을 
수식화한 결정론적 총괄형 수문시스템 부모형과 인구와 하수처리 및 관
개시설, 잠재수요량과 경제성 등을 수식화한 월 단위 사회시스템 부모형
을 하나의 사회-수문시스템 모형으로 구축하였다. 구축한 모형의 적용
성을 평가하기 위해 모형구조 확인 및 단위일관성 검정과 민감도 분석, 
그리고 극한조건에 대한 모형의 거동을 통해 모형의 건전성을 검정하였
으며, 동일 유역을 대상으로 장기수문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및 실측자료
와 유역증발산량, 유출량, 그리고 지하수위에 대한 수문시스템 부모형의 
모의 결과의 비교를 통해 모형의 객관성을 검정하였다. 

6장에서는 구축한 하수재이용에 따른 사회-수문시스템 모형을 이용
하여 지속가능한 하수재이용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화와 하수재이용에 따른 사회-수문시스템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고 
가능한 변화궤적을 예측하기 위한 과정 사회수문학적 해석을 시도하였
다.

인구증가는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통해 하천유량과 지하수위, 그리고 
하수재이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농경지의 도시용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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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변화는 침투량과 농업용수 수요량을 감소시키고, 지하수 관개
량의 감소로 지하수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논 관개
용수로 지하수 관개비중이 높을 경우 지속가능하지 않은 지하수 이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재처리수 관개가 하천유량뿐만 아
니라 선택적인 관개에 따른 지하수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재처리수 관개량을 늘릴수록 목표 수리답률을 보다 빨리, 
그리고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처리수 관개시
설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서는 단위자본비와 단위운영비 모두 제한율이 
커짐에 따라 임계 단위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를 잘 반영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재처리수 관개시설의 규모가 작을수록 재처리수 관개의 
경제성에 대한 단위자본비의 영향이 증가하였으며, 단위자본비가 단위운
영비보다 재처리수 관개의 경제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사회-수문시스템의 공진화를 모의하기 위해 하천유지유량을 통한 
하천수 취수에의 제한을 가정하고, 이에 따른 사회-수문시스템의 변화
를 모의한 결과, 하천유지유량에 따른 제한이 하천유량의 보전만을 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적 지하수 관개 및 기저유출에 따른 상대적 하천
유량의 감소와 사회적 기회비용 또한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관개용수에의 영향분석과 대안적 질소시비 방법
으로부터 지속가능한 대체수자원으로서의 하수처리수의 간접재이용을 
위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
수문시스템 모델링은 정책결정에 따른 주요한 대상 시스템 및 요소들의 
전체적인 변화과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소규모 사회-수문시스템의 인과관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통찰을 통해 현재의 사회-수문시스템의 기능을 이해하고 
미래의 사회-수문시스템의 변화궤적을 예상하고자 하는 과정 사회수문
학의 중요한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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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s of this dissertation were to assess the effects of indirect 

wastewater reuse for agriculture on irrigation water and to suggest the 

proper nitrogen fertilizer practices to satisfy both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environment. The framework of process socio-hydrology and 

socio-hydrological systems modeling using system dynamics were also 

employed to understand the ongoing process and predict possible future 

trajectories of wastewater reused watersheds.

The SWAT model used in the study well simulated the hydrological 

responses of wastewater reused watersheds for calibration and validation 

periods. The calibrated SWAT model was used to assess the effects of 

indirect wastewater reuse on irrigation water. The effluent discharge from 

wastewater treatment plant affected the stream flow to increase in the 

amount of the effluent and acted as the base flow. Indirect wastewater 

reuse also increased the exceedance probability of tolerable concentration 

and agricultural water quality standard for total nitrogen more than 60 and 

4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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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mulation system for alternative nitrogen fertilizer practice using a 

DSSAT model was established. The DSSAT model showed good 

performance to simulate rice yields irrigated with reclaimed wastewater for 

calibration and validation periods. Proper nitrogen fertilizer rate was 

assessed as 20-50% reduced amount to the standard fertilizer rate. 

Adjusting the split nitrogen fertilizer application rate was demonstrated as 

being enough to satisfy the target rice yield and resulted in an additional 

10-20 kg ha-1 reduction in the amount of nitrogen fertilizer used.

A socio-hydrological system model combining a deterministic conceptual 

hydrological model and a societal model considering population, land use, 

economics, technology, and policy for wastewater reuse, was developed 

using system dynamics modeling. Through behaviour sensitivity tests, 

extreme condition tests, and comparison results with SWAT modeling and 

observed hydrological data, the established model was evaluated to have 

structural and behavioural validities.

Population growth, which inevitably leads to the increase in effluent 

discharge, increased stream flow, groundwater level, and wastewater reuse 

amount. Land use change from agricultural land to urban land reduced the 

infiltration rate and agricultural water demand, and has the possibility to 

increase groundwater level by decreasing groundwater irrigation as well. 

Excessive amount of groundwater irrigation can lead to an unsustainable 

use of the resource, and through the study it was analyzed that the target 

irrigation rate can be achieved much faster and more stable through the 

use of reclaimed wastewater. Economic analysis on indirect wastewater 

reuse showed that unit capital cost is more influential to the economics of 

reuse systems than unit operational cost. The regulation of restricting 

stream water intake through instream flow could cause a decreas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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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am flow due to decreased base flow affected by compensative 

groundwater irrigation, as well as a decrease in social costs from the 

decline in wastewater reus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ffect of indirect wastewater reuse on 

irrigation water and the proposed alternative fertilizer practices would help 

to provide reasonable guidelines and management practices for agricultural 

wastewater reuse. A socio-hydrological system modeling can be a decision 

support system in designing water resources policies and watershed 

management, as well as a useful methodology for process socio-hydrology 

by providing further understandings on the interactions of small scale 

socio-hydrological systems.

Keywords : Cropping system model; Hydrological model; Socio-hydrology; 

Socio-hydrological modeling; System dynamics; Wastewater re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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