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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문 초 록 〕
하천 유역은 오랫동안 인간의 거주지로 개발되어 왔으며, 그로 인한
환경 변화로 하천의 유출이 변화하였다. 연구 지역인 왕숙천 유역이 위
치한 남양주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투수성 면적인
산림 지역이 넓게 유지되었으나, 1970 년대의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 불
투수성 면적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왕숙천 유역의 투수성 면적과 불투
수성 면적 변화로 인한 하천 유출량 변화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왕숙천 유역이다. 유역 모의
모형인 HSPF 모형을 활용하여 왕숙천의 유량 실측자료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토지이용 변화의 영향이 하천 유출량에 정량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1975 년과 2007 년의 토지이용을 선정하여 유
역 내 토지이용의 변화 전과 후를 대표하였다. 토지이용의 양적•공간
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토지이용도를 활용하였다. 또한 유출량 모의
시 토지이용 외의 환경 조건을 유사하게 설정하기 위해 동일한 기후
자료를 입력하였다.
두 시기의 토지피복도를 활용하여 토지이용의 양적•공간적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이용의 양적 변화는 시가지와 산림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
타났다. 시가지는 7% 증가하였으며, 산림지역은 8%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시가지로 대표되는 불투수 지역은 증가했으며, 산림지역으로 대표
되는 투수지역은 감소하였다.
둘째, 토지이용의 공간적인 변화는 시가지와 농업지역, 초지에서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 시가지와 초지는 면적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농업지역으로 활용되던 왕숙천 본류와 지류의 범람원과 배후습지가 시
가지와 초지로 전환되었으며, 동시에 농업 지역이 주변 산지로 확장되

었다. 주변 산지 외에도 일부 면적의 산림 지역이 주로 레져 산업을 위
한 초지와 나지로 전환되었다.
토지 이용에 따른 하천 유출량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HSPF 모형을
으로 유출량을 모의하였다. 모형의 보정에는 2006 ~ 2007 년의 기상자
료와 유출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검정은 2008 년의 기상자료와 유출자료
를 사용하였다. 보정의 결과 상관계수는 0.85, 결정계수는 0.72, 효율성
계수는 0.62 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검정 또한 상관계수는 0.84,
결정계수는 0.72, 효율성계수는 0.64 로 양호(Good)하게 판단되었다.
HSPF 를 사용하여 하천유출량을 모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75 년의 토지이용에서 2007 년의 토지이용으로 변화함에 따라
하천의 연유출량이 감소하였다. 이는 투수성이 높은 토지이용 면적이
줄어들어 유역 내 수분 함양 능력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둘째, 유황분석 결과 2007 년의 갈수량, 저수량, 평수량, 풍수량이 소
폭 감소하고 고수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투수면적의 감소율이 낮
은 반면, 불투수면적의 증가율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투수성
토지이용은 지하수 함양 능력과 기저유출량의 향상에 영향을 주기 때
문에 갈수량, 저수량, 평수량, 풍수량의 감소를 가져왔다. 또한 불투수
성 토지이용은 강우 시 직접유출량 증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수량
의 증가를 가져왔다.
셋째, 단일강우일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토지이용 변화에 따라 강
우 시 총 유출량은 14.7%, 첨두유량은 27.4%, 직접유출량은 14.7%
증가했으며, 기저유출량은 7.3% 감소하였다.
주요어 : 토지이용, 하천유출, 유황분석, 유역모의모형, HSPF
학번 : 2010-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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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인간은 지표상에 많은 변형들을 초래하였으며, 토지 이용의 변화도
이 가운데 하나이다. 토지 이용 변화는 환경적으로 다양한 파급효과를
초래해왔기 때문에 주요한 지리학적 연구대상이며, 기후변화의 시대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Sala et al., 2000, Vorosmarty et al., 2000).
토지이용 변화와 수문에 관련된 연구의 초기에는 숲을 대상으로 제
거 전과 후를 비교하여 계절적 유출 변화나 증발산 손실, 차단률, 첨두
유량 등의 변화를 살피는 실험적인 연구가 많았고(Hornbeck et al.,
1970; Harr et al., 1975; Linken et al., 1977; Harr, 1981, 1986; Bosch
and Hewlett, 1982; Swank and Crossley, 1988), 도시화와 농지 관리 관
행 등과 같은 교란의 측면에서 접근한 비교 연구들이 뒤를 이었다. 이
1

들은 주로 관측 자료를 사용한 사례연구이며, NRCS -CN 과 합리 모델
등을 주요한 방법론으로 사용하였다(Hollis, 1975; Potter, 1991; Rose an
Peters, 2001).
최근에는 토지 이용의 변화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거나 확보하기 쉽
고(Goward and Williams, 1997), 컴퓨터의 발달로 모델의 사용이 쉬워
변화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되었다(Jakeman et al., 1993; Blackie and
Eeles, 1985; Eeles and Blackie, 1993; Abbott et al., 1986; Adams et
al., 1995; Dunn and Mackay, 1995). 이에 따라 여러 학문 간 협업을
통해 환경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하였다(Steffen et al., 2003).
위와 같은 연구 경향은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내에서 토
지이용과 수문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는 2000 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
1

미국자연자원보호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미국 토양보전국(Soil
Conservation Service)를 전신으로 하기 때문에 SCS-CN이라는 명칭과 혼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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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초기의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토지 피복
과 토양 특성의 변화에 따른 수문의 반응에 대한 것들이다. 이들은 주
로 산림 및 초지의 개간 (김주훈·김경탁, 2011), 혹은 초지 및 나지의
도시화 (양정석·강대수, 2009)에 대해 다루고 있다. 수문의 변화는 크게
유출량 변화 (하규철 외, 2009), 지하수 함양량 변화(최윤영·배상근,
2006), 그리고 증발산량(임창수·채효석, 2007) 등을 통해 파악되었다.
초기 연구들의 동향을 보면, 주로 유역의 토지피복 상태로 유출량을
산정하는 NRCS-CN 기법(이하 CN 기법)을 사용하는 연구가 다수였다
(김순호, 2008; 이승현·배상근, 2009; 박기범 외, 2011). CN 기법은 토
양의

종류와

토지이용

혹은

식생피복의

종류,

피복

관리(Cover

Treatment), 토양의 수문학적 조건 등을 기준으로 직접유출량을 산정하
는 방법이다(하규철 외, 2009).
한편, 유역모의모형을 활용하여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수문의 반응을
추적하는 방법은 CN 기법이 사용되던 초기부터 함께 등장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CN 기법의 사용 빈도가 줄어드는 반면에 모형 기법의 사용은
증가하였다(김성준 외, 2005; 한웅규·양성기, 2009; 안승섭 외, 2010,
문회일·김경섭, 2011). 모의모형은 입력 및 출력 변수의 관계를 설명하
는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지 않고, 유역 내에서 작용하는 물수지를 산정
하는 물리적 이론에 근거하여 모의값을 출력한다는 점에서 CN 기법보
다 현실을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입력 자료들이 필
요하며, 유역 내에서 일어나는 물의 이동, 유사이동, 작물 성장, 영양물
질 순환 등과 관련된 물리적 과정을 모의하게 된다.
유역 모의 모형인 HSPF(Hydrologic Simulation Program in Fortran)의
적용 사례는 많지 않지만 토지이용과 관련된 연구에는 꾸준히 등장하
고 있다. HSPF 를 활용하여 모의를 시도한 연구는 박남희(2002)가 국내
에서 최초이다. 이 연구는 황룡강을 대상으로 여러 개의 유출 모형을
적용, 비교하는 작업을 하였다. HSPF 모형을 이용한 토지피복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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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수문 변화에 대한 연구는 박민지 외(2005)의 연구가 있다.
한편, 미래 토지이용을 예측하면서 그에 따른 수문의 변화를 제시하
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강상준과 안창우(2006)는 미국 일리노이 주(州)
의 블랙베리 유역(Blackberry Creek watershed)을 대상으로 유역의 미래
토지이용의 변화를 간단하게 도시하여 그에 따른 유량의 변화를 HSPF
를 사용하여 예측하였다.
2010 년 이후로 주로 등장하는 연구들은 유역 모델을 활용함에 있어
미래 상황을 가정한 입력 자료들을 직접 산정하여 사용한다(Alo and
Wang, 2008; Darren et al., 2009; Praskievicz and Chang, 2011). 즉, 토
지피복의 경우 도시계획 또는 토지 이용 예측 모형의 모의값을 입력자
료로 활용하거나 미래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강우량을
활용하는 등 유역의 미래 수문 환경을 예측하려는 시도이다. 박근애 외
(2010)는 금광저수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문 모형은 SLURP, 기
후 자료는 CCCma 의 미래 기후 시나리오 A2, B2 를, 토지이용은
CA-Markov

모형의

모의값을

사용하였다.

이

외에도

SWAT 과

CA-Markov 를 사용한 박민지 외(2010), 김학관 외(2011)의 연구와
SWAT, 지역기후모형(RCM)과 도시기본계획을 활용한 이동근 외(2010)
의 연구가 있다.
이처럼 최근의 연구는 미래의 토지이용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수문 변화를 모의하고자 하지만, 과거와 현재의 토
지이용 변화에 대한 수문 특성의 변화를 파악하는 연구는 여전히 부족
하다. 그 이유는 유역 별로 환경 변화와 하천 반응이 다양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동질적인 특성 또한 나타나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대부
분의 하천 유역이 도시지역으로 개발됨에 따라 자연적인 토지이용에서
도시적인 토지이용으로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천은
도시하천의 성격을 가지면서 전반적으로 유사한 유출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개별 유역 별로 개발의 역사와 양상이 다른 만큼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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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타나는 반응에는 차이가 있다. 이에 더하여 유역 모형은 입력해
야 하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환경의 작은 차이로 인해 다른 결과가 도
출된다. 각 하천 유역은 독특한 환경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유역
에서 모의 연구를 수행할 경우 환경 조건과 하천 반응 사이의 매커니
즘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유역에서 다양한 모형을 적용하여
모의 결과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지역인 왕숙천 유역에서의 연구는 그 동안 왕숙천의 수질이 문
제가 되어왔던 만큼(임은영, 2006) 주로 수질 모의나 수질 개선 방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경순 외, 2005; 이채규, 2007; 이상중
외, 2011). 왕숙천 유역에서 토지이용에 따른 유출 특성을 분석한 연구
는 김홍섭(2006)의 연구가 유일하다. 다만 김홍섭의 연구는 CN 기법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세밀한 시간적 해상도의 분석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왕숙천 유역은 소규모 유역이기 때문에 작은 환경 변화에도 민감하
게 반응한다. 또한 개발 이전의 토지 이용에서 산림 면적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던 왕숙천 유역만의 특징이 있어 도시화의 영향과, 직접적으로
산림제거가 유역의 유출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측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왕숙천 유역을 대상으로 과거로 대표되는 1975 년의 토지이
용과 현재로 대표되는 2007 년의 토지이용에 HSPF 를 적용하여 유출의
특성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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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과 연구흐름도
이 연구에서는 왕숙천 유역의 토지이용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하천
유출의 변화를 모의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왕숙천 유역에 HSFP 모형을 적용한 후, 실제의 유출값을 활용
하여 보정과 검정을 거쳐 연구 지역에 적합한 매개변수를 도출한다.
둘째, 왕숙천 유역의 1975 년과 2007 년 토지이용의 양적 변화와 공간
적 변화를 분석한다.
셋째, HSFP 모형을 이용하여 1975 년과 2007 년의 모의 유량 값을 추
정하고, 그 결과를 토지이용의 변화에 따른 유출 특성의 변화와 연관하
여 해석한다.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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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지역과 연구방법
1. 연구지역의 자연환경
1) 지형 환경
왕숙천은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수원산에서 발원하여, 남서
방향으로 흐른다(그림 2). 유로연장은 37.0 ㎞, 유역면적은 276.52 ㎢ 이
며, 하상경사는 왕숙천 본류의 경우 1/856-1/67 이다. 유역경계 분수령
의 표고는 EL. 50 ~ 820 m 의 분포를 보인다. 유역의 서쪽에 위치한
수락산과 불암산을 경계로 중랑천 유역과 인접하고, 동쪽으로는 주금산
과 천마산을 경계로 북한강이 위치한다. 북쪽은 죽엽산과 국사봉을 경
계로 포천천이 위치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하남시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를 거쳐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한강이 있다(건설교통부, 2001).

그림 2. 왕숙천의 하계망 (연구지역 설정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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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 환경
우리나라 중서부에 위치한 왕숙천 유역의 겨울은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한랭건조하며, 여름에는 해양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고
온다습한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왕숙천 유역 내에는 기상관측소가 존
재하지 않는 관계로 직접적인 관측에 의한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가장 유역의 인근에 위치하고 1907 년부터 현재까지 기
록이 존재하는 중앙기상청 산하 서울기상대에서 관측된 기상자료의 자
료를 이용하였다. 1981 년부터 2011 년까지 30 년간 평균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기온은 12.6℃이고 연평균 최고기온은 16.9 ℃, 최저기온은 8.2
℃ 로 나타났다. 연강수량은 1,477 mm 이며, 다우기인 6 월에서 9 월 사
이에 연 강수량의 약 74%의 강수가 내린다.
표 1. 연구지역의 월별 평균 기온 및 강수량(서울관측소 기준, 1981-201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월

11 월

12 월

강수
(mm)

20.4

25.6

45.8

66.3

104.9

143.1

416.4

363.3

165.8

51.7

52.8

21.2

온도(℃)

-2.4

0.5

5.6

12.4

17.9

22.2

24.9

25.7

21.3

14.8

7.4

0.4

450

30

400

25

350

20

300

강
수

250

15

200

10

150

5

100

0

50
0

-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그림 3. 연구지역의 기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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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도

2. 연구방법
1) 자료의 수집 및 가공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크게 HSPF 모형 입력 자료와 왕숙천의 하천
유출량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HSPF 모형에 입력한 자료들은 유역경계도, 토지피복도, 수치고
도모델(DEM), 하천도, 기상자료가 있다. DEM 은 환경부에서 제공받았
2

으며, 토지피복도와 하천도는 국가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에서 제
3

공받았다. 기상자료는 기상청을 통해 구입하였다 .
다음으로 모형의 검정과 보정을 위해 사용한 유출량의 실측 값이며,
왕숙천의 중하류부에 위치한 퇴계원 관측소의 일별 유출량을 활용하였
4

다. 활용한 기간은 2006 년에서 2008 년이다.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

에서 디지털 파일 형식의 한국수문조사연보(건설교통부, 2006; 국토해
양부, 2007-2008)를 활용하였다.
자료의 가공과 분석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BASINS ver.4, WinHSPF
ver. 2.3, WDMUtil ver.2.27, ArcGIS ver.9.3 이다. BASINS 는 WinHSPF
에 입력해야 하는 각종 환경 자료들의 가공 및 관리에 필요한 프로그
램이며, WDMUtil 은 WinHSPF 에 입력해야 하는 시계열 기상 자료를
가공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WinHSPF 는 유출량 모의에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ArcGIS 는 환경자료의 전처리(preprocessing)에
활용하였다.

2

http://www.wamis.go.kr

3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http://www.hrfco.go.kr

- 8 -

표 2. 연구에 사용한 자료와 프로그램
속성
공간자료

유역경계도, 토지피복도, 하천도, DEM

기상자료

강수량, 일사량, 전운량, 풍속, 기온, 이슬점 온도
(이상 시간 별)

수문자료

시간 별 유출량

프로그램

BASINS ver.4.0, WinHSPF ver.2.3, WDMUtil ver.2.27, ArcGIS
ver.9.3

2) 모형 개요 (BASINS와 HSPF)
BASINS(Better Assessment Science Integrating Point and Nonpoint
Source)는 GIS 를 기반으로 환경정보의 검토, 점· 비점오염원에 대한 분
5

석, 유역모델링 및 평가, 오염총량관리(TMDL ) 등을 위해 1996 년 미국
환경청(U.S.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에서 개발 및 발표되었다.
과거 유역 모델링은 분석을 위한 공간 및 환경정보가 각각의 단계별
로 다를 뿐만 아니라 여러 절차(data processing)로 나뉘어져 있었다. 즉
정보의 요약, 자료의 전처리, 지도와 표 생성, 모델 적용 등과 같은 과
정이 각각의 Tool 과 software 로 따로 분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
의 분절로 인해 데이터 수집과 처리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처
리 과정의 효율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BASINS 는 주요 데이터와 유역 분석을 위한 분석 및 모의 프로그램들
을 하나로 묶어 적용한다. 또한 사용자에게 친숙한 윈도우 인터페이스
를 채용하여 환경적인 정보를 익숙하게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

일최대총부하량(Total Maximum Daily Load): 1972년 미국의 Clean Water
Act(CWA) 발효 이후 기술 위주의 수질관리방법을 도입하면서 수질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없는 수역을 대상으로 하여 하루에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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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Tool 을 제공하고 다양한 유역모델과 수질모델
을 시스템 내에서 실행할 수 있다. 그림 4 는 BASINS 의 흐름도를 나타
낸 것이다.

그림 4. BASINS 프로그램 개괄 (출처: 미국 환경청 홈페이지)

유역을 대상으로 수문을 모의하는 모형을 유역 수문 모형(CHM;
catchment hydrological model)이라 부르며, 사용하는 매개변수와 관계식
및 구조를 기준으로 다양하게 분류된다(Gosling et al., 2011). HSPF 는
결정론적 모델(deterministic) 중 집중형 모델(lumped)이며, 그 안에서도
준 분산형 모델(semi-distributed model)로 분류된다. 집중형 모델은 유
역을 수문학적으로 균일한 유역으로 가정하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태 변수들(대수층, 포화대 등)에 공간적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
기 때문에 현실성이 취약하다. 그러나 HSPF 는 적용 대상 유역을 동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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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homogeneous)을 지닌 차하단위 유역(subbasin)으로 나눠 분석함으로
서

집중형

모델의

한계를

개선하였다.

이러한

수문

단위들을

HRUs(Hydrological Response Units)라 하며, 대상 유역을 작은 격자 셀
들로 분류함으로서 다양한 스케일의 유역들을 모의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형식의 모델은 분산형 모델(distributed model)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준 분산형 모델로 간주한다.
HSPF 는 유역에서 발생하는 수량과 수질을 모의하기 위해 설계된 종
합적(comprehensive), 개념적(conceptual), 연속적(continuous) 유역 모의
모형으로 1966 년 Crawford 와 Linsley 에 의해 개발된 스탠포드 유역 모
형(Stanford

watershed

model)에

기원을

두고

있다(Crawford

and

Linsley, 1966). 현재의 HSPF 는 1980 년 미국 환경청에서 개발한 것으
로 기존의 HSP(Hydrocomp Simulation Programming), ARM(Agricultural
Runoff Management), NPS(NonPoint Source), SERATRA(Sediment and
Radionuclides Transport) 등의 모형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모의 모
듈(module)을 새롭게 수정하여 보완한 프로그램이다. HSPF 모형의 개
요는 그림 5 와 같다.

그림 5. HSPF의 구조 (Bicknell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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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Interpreter’는 입력자료인 ‘UCI(User Control Input)’를 읽고 해석
하여 프로그램의 실행순서를 결정하며, ‘Operations Supervisor’는 ‘Run
Interpreter’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Operating 모듈’을 실행
한다. ‘Operating 모듈’은 유출과 오염부하량 등을 실제로 모의하는
‘Application 모듈’과 이를 구동하기 위해 지원되는 ‘Utility 모듈’로 구
성되어 있다. ‘Service Subprograms’는 시계열자료의 입출력을 담당한다.
‘TSGET(Get Time Series)’와 ‘TSPUT(Put Time Series)’는 시계열자료의
처리와 저장을 담당하는 모듈로서 TSGET 는 모형에 필요한 기상자료
를 불러들여 실행한 결과를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 간격으로 TSPUT 에
입력하는 역할을 한다. HSPF 모형의 유출, 수질 모의 등 핵심부분은
‘Application 모듈’로, 투수성 토지(pervious land)에 대한 PERLND 모
듈, 불투수성 토지(impervous land)에 대한 IMPLND 모듈, 하천이나 호
소 구간에 대한 RCHRES 모듈로 구성된다. 각각의 모듈은 다시 수문,
수질, 토사 유출 등을 모의하기 위한 항목(section) 별로 구성되어 있다.
모형에 환경자료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은 하천을 여러 개의 Reach 로
나누고 각각의 Reach 는 하나의 레이어로 구성된 완전 혼합형의 수체로
가정한다. 흐름은 한 방향이며 유입은 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나 유출은
여러

부분으로

나뉜다(그림

6).

수문학적

반응

단위(Hydrologic

Response Units; HRUs)로 강우와 증발량 같은 기상 입력자료와 침투,
지표보유능, 토양 수분 저장과 같은 저장능 인자들이 작용되어 수문학
적 모의가 이루어진다. 지표 유출은 침투능 이상의 강수량으로 모의된
다. 각 HRU 의 출력자료(지표 흐름, 불포화층 유동, 지하수 유동)는 강
우와 하천 수로에 대한 반응들을 나타내게 된다. 수리학적 계산은
Storage Routing (Kinematic Wave) 방법으로 결정된다(Johnson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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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HSPF 흐름도 (Bicknell et al., 2001)

HSPF 는 다음의 그림(그림 7)과 같이 시계열 자료를 입력자료로 받아
들여 각 모듈에 속한 섹션에서 계산된 결과값들을 시계열 데이터로 저
장한다.

그림 7. BASINS/HSPF의 입출력과정 개요 (Bicknell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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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LND 모듈은 투수성 지역에서의 수질·수문 모의를 수행한다.
PERLND 모듈에서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인 PWATER 섹션은 지표유
출(overland flow), 불포화층 유동(interflow), 지하수 유출(groundwater
flow)에 관한 요소이며 SNOW 섹션은 적설과 융설에 대한 모의가 이
루어진다.

그림 8. PERLND 모듈 구조 (Bicknell et al., 2001)

IMPLND 모듈은 도시지역 등과 같은 불투수성 지역에서 강수현상에
의한 다양한 오염물질 등의 지표면에서의 유출과 수문에 대하여 모델
링을 수행한다. IMPLND 의 SNOW 및 STEMP 섹션에서는 IMPLND 와
PERLND 모듈이 유사하게 작동한다. IWATER 섹션은 불투수성 지역
에서 물의 지체(retention), 유출 경로(routing), 증발(evaporation)에 대하
여 모델링을 수행하는데, 이는 PERLND 의 PWATER 섹션와 비슷한 기
능을

한다.

또한

IMPLND-PERLND 의

SOLIDS-SEDMNT,

IWTGAS-PWTGAS, IQUAL-PQUAL 등의 섹션도 각기 모듈에서 유사
한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IMPLND 모듈의 경우 침투(infiltration)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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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인 지하유출(subsurface flow)이 없기 때문에 PERLND 모듈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모델링 구조를 갖는다.

그림 9. IMPLND 모듈 구조 (Bicknell et al., 2001)

RCHRES 모듈은 하천(single reach)이나 호소(completely mixed lake)
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모의한다. 모의되는 구간은 완전 혼합(complete
mixing)으로 가정한다.

그림 10. RCHRES 모듈 구조 (Bicknell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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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형 설정과 검보정
1. BASINS/HSPF 모형 입력자료 구축
BASINS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행정 및 유역의 경계
에

대한

지리정보,

하천도,

수치고도모델(DEM;

Digital

Elevation

model), 토지이용도 등과 같은 유역의 환경기초 자료가 필요하다. 표 3
는 모형에 입력한 자료들에 대한 목록이다.

표 3. BASINS/HSPF에서 사용되는 자료와 모델에 입력한 자료
Data Category

BASINS Data Product

Used Data

Hydrologic Unit Boundary
Populated Place Location
-수자원단위지도

Base
Urbanized Area
State and County Boundary
State Soil and Geographic Database
Reach File Version 1(RF1)
Reach File Version 3(RF3)

-하천도

National Hydrography Dataset

-DEM

Digital Elevation Model(DEM)

-토지피복지도

Environmental
background data
Landuse and Land Cover
National Inventory of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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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역 기본경계도
유역 경계도는 모형 구축에 필요한 기본 자료이다. ArcGIS version
9.3 을 이용하여 DEM 분석을 통해 유역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역 경계의 쉐이프 파일(ESRI shape file)을 추출하였다.
국가하천과 지방 1 급 하천의 경우 국가 수자원관리종합정보 시스템에
서 유역 형상 쉐이프 파일과 유역 내 기상 및 유량 관측소의 위치 정
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역 출구부에 수위 및
유량을 측정하는 관측소를 설치·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왕숙천 유역은
지방 2 급 하천으로 관리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수위와 유량 측정
을 실시하고 있는 퇴계원 관측소를 출구로 하는 소유역을 연구의 유역
단위로 선정하였다.

그림 11. 모델에 입력한 유역의 기본경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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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역의 환경기초자료
HSPF 에 필요로 하는 기초자료는 DEM, 토지이용도(Grid 또는 shape
file), 하천도(Polyline file), 저수지 및 댐의 위치정보 등이 있다. DEM
은 유출의 경로를 계산하고 하천을 소유역 등으로 분할하기 위하여 가
장 우선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20 m 격자 단위의 DEM 을
활용하였다.

그림 12. 유역 DEM

하천도는 국가수자원정보시스템(WAMIS)에서 제공하는 폴리곤 형태
의 Shape file 을 ArcGIS 를 사용하여 BASINS/HSPF 에 인식 가능한 형태
인 폴리라인 형태로 변환하여 reach file(RF1)로 입력할 수 있도록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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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BASINS/HSPF 는 토지이용도를 이용하여 유역의 모델링 과정에서 유
역 내 투수성 지역 분석을 수행하는 PERLND 모듈과 불투수성 지역의
분석을 수행하는 IMPLND 모듈의 매개변수 값 즉, 불투수율을 입력한
다. 토지의 불투수율은 사공호상(2003)의 연구에서 결과로 제시한 지목
별 평균 불투수율을 환경부의 대분류 지목별로 재정의하여 활용하였다.
각 지목별 불투수율은 표 4 에서 확인할 수 있다.
BASINS 에서 분류하는 토지이용분류 형태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토
지피복도의 대분류 7 항목과 유사하기 때문에 환경부 기준 중분류 지목
을 시가화 건조지역, 농지, 산지, 초지, 습지, 나지, 수역으로 재분류하
여 모델에 입력하였다(표 4).
표 4. 환경부와 BASINS에서의 토지이용 분류 항목
환경부
BASINS(EPA)
대분류 7 항목
/분류번호

중분류 23 항목

100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위락시설지역, 교통지역, 공공
시설지역

농업지역

200

논, 밭, 하우스재배지, 과수원,
기타재배지

산림지역

300

초지

시가화

분류

Urban or

유역 내
토지이용
현황(%)

지목별
불투수율
(사공호
상,2003)

8.07

0.742

Agricultural Land

18.25

0.391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

Forest Land

67.48

0.130

400

자연초지, 골프장, 기타초지

Pasture

3.71

0.440

습지

500

내륙습지, 연안습지

Wetland

0.39

0.241

나지

600

채광지역, 기타 나지

Barren Land

0.81

0.442

수역

700

내륙수, 해양수

Water

1.30

1.000

100.02

-

건조지역

합계

Built-up Land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사공호상(2003)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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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하위유역의 토지이용 현황 (환경부, 2007)

WinHSPF 의 PERLND Block 과 IMPLND Block 은 입력된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유역의 유출량을 추정하며, 또한 일조량, 기온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표면의 증발량 등을 계산한다. HSPF 에 필요한 기상자료는
강수량, 증발량, 기온, 일조시간, 풍속, 이슬점, 운량 등이다. 필요한 기
상자료는 왕숙천 유역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기상대의 2006 년부터
2008 년까지의 자료를 제공받았으며, 그 가운데 2006 년에서부터 2007
년까지는 모형의 구축 및 보정에 사용하였고 2008 년은 검정에 사용하
였다.
WDMUtil 은 BASINS 와 HSPF 모형의 연계 구동을 위해 기상자료를
WDM(Watershed Data Management) 형식으로 저장하여 시계열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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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고 처리한다. WDMUtil 프로그램은 부족하거나 실측이 어려운
자료를 계산하여 추정할 수 있는 Conpute/Disaggregate Meteorological
Time Series tool 과 같은 사용자 편의 시스템을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
여금 BASINS 와 HSPF 모형의 입출력자료를 쉽게 관리하고 모형에 입
력할 수 있는 파일 형태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그림 14).

그림 14. WDMUtil을 이용한 기상 자료의 구축

이 연구에서 사용한 실측치들은 시간단위 강수량(in), 기온(F), 이슬
점(F), 풍속(mile), 일조(langley), 운량(percent)의 6 개 요소이며, 나머지
필수적인 시간 단위 요소들인 증발량과 잠재증발산량은 계산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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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였다. 증발량 계산공식으로는 Penman 공식(1948)을, 잠재증발산량
계산 공식은 Hamon 공식(1961)을 활용하였다. 요소별 일단위 자료는
시간단위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값을 계산하여 구축하였다.
모델의 구동에 필요한 기상 자료의 목록은 다음의 표 5 와 같다.
표 5. BASINS 입력을 위한 WDM 파일의 기상 자료 목록
Data Set
Name

Description Parameter

Observed
/Computed

PREC

Hourly precipitation

OBSERVED

EVAP

Hourly evaporation

COMPUTED

ATEM

Hourly temperature

OBSERVED

WIND

Hourly windspeed

OBSERVED

SOLR

Hourly solar radiation

OBSERVED

PEVT

Hourly potential evapotranspiration

COMPUTED

DEWP

Hourly dewpoint temperature

OBSERVED

CLOU

Hourly cloud cover

OBSERVED

TMAX

Daily maximum temperature

OBSERVED

TMIN

Daily minimum temperature

OBSERVED

DWND

Daily cloud cover

COMPUTED

DCLO

Daily dewpoint temperature

COMPUTED

DPTP

Daily solar radiation

COMPUTED

DSOL

Daily solar radiation

COMPUTED

DEVT

Daily evapotranspiration

COMPUTED

DEVP

Daily evaporation

COMP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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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역분할과 HSPF 구동
1) 유역분할(Watershed Delineation)
모델링을 위한 유역의 설정과 차하위유역(Subbasin) 분할은 중요한
자료처리 과정이다. 차하위유역이란 강우가 내렸을 때 같은 배출구를
가지는 동시에 수문학적으로 동일한 반응단위로 묶을 수 있는 공간적
인 영역을 의미한다.
DEM 과 하천도는 유역의 설정과 차 하위유역 분할에 있어서 가장 우
선되는 자료로 유역경계과 하천망을 분할하며, 지표면의 경사도를 파악
하여 순서대로 정렬된 하천망을 구성한다. DEM 의 처리과정에서 발생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는 DEM 의 기본적인 오류인 Sink 를 제거하는
것이다. Sink 란 흐름방향격자(flow direction grid)에서 8 개 방향 가운데
하나의 흐름 방향을 결정할 수 없는 셀 혹은 그러한 셀들의 집합을 말
한다. 즉, 물의 흐름이 한 곳으로 모여 정지하는 지점을 의미한다. 이들
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유역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BASINS 에서는 차 하위유역을 분할하는
BASINS-Delineate tool 을 통해 해당 작업을 수행한다.
이 작업에서는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DEM 자료와 하천도를 바탕으로
1 개의 하위유역 크기에 해당하는 픽셀 수를 결정하면, 그에 따라 하위
유역이 분할된다. 위와 같은 과정에 따라 분류된 소유역도는 다음 그림
15 와 같으며, 하위유역별 지형 특성인 면적과 하천 길이, 평균 경사도
는 표 6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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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하위 유역 별 지형 특성
Subbasin
ID

그림 15. DEM을 이용한 연구지역의 하위유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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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am(m)

Area(km)

Average
Slope(%)

1

7,921

28.842

32.808

2

314

8.700

25.718

3

5,619

20.080

22.817

4

1,297

23.588

27.830

5

1,024

9.007

25.622

6

5,782

25.479

29.614

7

8,941

29.057

20.769

8

5,127

10.353

25.626

9

40

0.108

14.042

10

3,039

4.008

15.809

11

1,375

7.394

20.872

12

7,903

29.257

16.482

13

448

1.503

6.919

2) HSPF 실행
하위유역 분할이 이루어지면 BASINS 프로그램에서 구축하였던 공간
자료들을 WinHSPF 로 연동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토
지이용을 각 하위유역 별로 할당하는 과정을 거친다. 앞서 설명한 토지
이용도의 지목 별 속성정보들은 Landuse and Soil Definition Utility 를
통하여 각 하위유역으로 투수면적과 불투수면적과 같은 토지이용정보
를 부여하게 된다. HSFP 상에서 유역의 구조가 구축된 모습은 그림
16 과 같다.

그림 16. WinHSPF로 구현한 왕숙천의 하천유역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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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의 보정 및 검정
모의의 결과는 모의 값과 관측 값을 비교하며 매개변수의 보정과 타
당성의 검토를 통해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퇴계원 관측소에서 관측
된 유량을 바탕으로 모의 값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표 7. 퇴계원관측소 재원
퇴계원관측소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진관교

관리기관

국토해양부

수계

한강

관측기종

T/M

경/위도

127-09-07
37-39-00

모델의 보정을 위하여 사용된 관측 자료의 기간은 2006 년~2007 년이
며 타당성 검토는 2008 년의 관측 자료를 사용하였다. 일평균 유량자료
관측값의 경우 동절기(12 월, 1 월, 2 월)의 대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관측값이 존재하는 일자만으로 검정과 보정을 진행하였다. 동절기 외
일부 누락된 일자들은 시간 별 수위 값을 가공한 일평균 수위값를 먼
저 도출한 후, 수위-유량 관계식을 통해 얻은 유량 값을 사용하였다.
시간 별 수위 값 또한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 시간 전후 시간 값의 평
균값을 사용하여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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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퇴계원 관측소 수위-유량 관계곡선식
지점

퇴계원
(H=h+1)

적용수위(m)

수위-유량관계곡선식

0.29≤H≤0.62

   ×    

0.62＜H≤0.90

   ×   

0.90＜H≤1.80

   ×    

1.80＜H≤3.05

   ×    

비고
저수위 외삽
추정식

4.10m 까지
외삽 가능

검정과 보정 작업 후 통계분석들을 사용한 실측 값과 모의 값의 비
교는 모형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
가하기 위하여 통계기법과 그래프 기법을 활용하였다. 통계기법에 있어
서는 일별유출량을 대상으로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R)와 결정
2

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 ), 효율성계수(NS: Nash-Sutcliffe
model efficiency coefficient, 1970)를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토하
였다.
2

결정계수(R )는 피어슨 적률 상관계수의 제곱 값으로 0.0~1.0 범위의
값을 가지며 1.0 에 가까울수록 모의치가 실측치의 경향을 잘 반영함을
의미한다. 결정계수는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한다.











 

    
       
   







  


 
 



        
         




 

 



여기서 Qobs,i 는 i 일에 관찰된 유량의 값, Qpred,i 는 i 일에 예측된 모
형 유량 값, 
  는 평균 실측 값,


   는 평균 모의 값, 그리고 N

은 계산된 기간(데이터 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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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계수는 Nash and Sutcliffe(1970)이 정의한 계수로, 두 변량의
오차분석 또는 상관분석 결과 그 정확성의 우수성을 판가름하기 힘들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문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할 때 주
로 활용되며, Solute Transport Model(Elmaloglou and Malamos, 2000),
Hydrologic

Models(James

and

Burges,

1982),

Soil

Water

Dynamics(Antonopoulos and Wyseure, 1998)을 평가하는데 사용되었다.
NS 값의 범위는  ∞ ≺  ≤  까지 이며, 완벽한(perfect) 예측의 경우
NS = 1 의 값을 취한다. 일반적으로 0 에서 1 사이의 값이 도출될 경
우 모형이 받아들일만한(acceptable level) 수준으로 모의한다고 간주하
나, NS < 0 일 경우 예측 값은 실측된 값의 평균을 취하는 것보다 못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율성계수가 수문 모델 적합성 평가에 일반적
으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Legates and
McCabe(1999)의 연구에서 그 효용성이 입증된 바 있으며, 둘째로 변수
값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D. N.
Moriasi et al., 2007). 모형의 효율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효율성
지수는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한다.



 

 

  

    

    

    
   



 

그래프 기법은 실측치와 예측치의 시간에 따른 유출량의 상대적인
비교그래프와 유황그래프, 1:1 분산도를 이용하였다. Donigian(2000)은
과거 10 년 이상의 HSPF 모형의 적용사례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통
계기법의 결과를 이용하여 모형의 검정과 보정의 정도를 구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9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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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HSPF 모의 시 보정 및 검정 결과의 적정 수치

R2

Very Good

Good

Fair

Poor

Daily flow

＞ 0.8

0.7 ~ 0.8

0.7 ~ 0.6

＜ 0.6

Monthly flow

＞ 0.85

0.75
0.85

0.65
0.75

＜ 0.65

~

~

* Donigian(2000, 2001), Shamseldin(1997)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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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의결과
보정 작업은 2006 년과 2007 년의 실측 유출량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
을 보정하였다. 보정방법은 단순 시행착오법을 채택했으며, 최적의 값
이 도출될 때까지 매개변수를 반복적으로 조정하였다. 대상 기간의 실
측 연평균 유출량은 2006 년과 2007 년 각각 13.16 m3/s, 5.31 m3/s 이
며, 모의 유출량은 5.5 m3/s, 3.6 m3/s 이다. 이는 HSPF 모형이 유출
량을 다소 낮게 평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전상완,
2009).
보정의 결과물인 모의값과 실측값의 상관계수(R)는 0.85, 결정계수는
(R2)는 0.72 로 양호하게 도출되었다. 효율성계수(NS)의 경우 0.62 로 나
타났다(표 10). HSPF 모형의 유출량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수문인자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형 내에서 유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는 PERLND
Block 의 PWAT-PARM2, PWAT-PARM3, PWAT-PARM4 이며, 조정을
수행한 매개변수에 대한 자세한 목록은 아래 표 11 과 같다. 주로 보정
된 매개변수로는 하부층 저류용량 계수(LZSN), 침투계수(INFILT), 잔
존 잠재 증발산 구성비(AGWETP), 상부층 저류용량 계수(UZSN), 중간
유출 유입계수(INTFW) 등이 있으며, 보정된 매개변수들의 값은 표 11
에 명시되어 있다.
보정된 모형의 검정 작업은 2008 년의 기상자료와 유출자료를 이용하
여 수행하였다. 2008 년의 실측값과 모의값의 통계변량은 상관계수(R)가
0.84, 결정계수(R2)가 0.71 로 양호한 적합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효율성
계수(NS)가 0.64 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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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일유량에 대한 검정과 보정의 통계 분석 결과
R

R2

NS

Calibration

0.85

0.72

0.62

Validation

0.84

0.71

0.64

그림 17 과 그림 18 는 예측치와 실측치의 수문곡선과 일별 유출량에
대한 실측치와 예측치의 1:1 분산도이다. 아래 그림들을 통해 유출량
발생빈도의 보정 및 검증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분산도의 경우 1:1 선
에 대체로 밀집되어 있다.
표 11. 연구에 적용한 HSPF의 수문 매개변수
Table

Name

PWATPARM2

PWATPARM3

Unit

Typical
Range

Clib.
Value

LZSN

Lower zone nominal storage

in

3.0~8.0

INFILT

Soil infiltration capacity index

in/hr

0.01~0.25

0.14

LSUR

Length of overland flow

feet

150

150

SLSUR

Slope of the assumed overland
flow plane

ft/ft

0.2765

0.246

KVARY

Groundwater recession parameter

1/in

0 ~ 3.0

0

AGWRC

Groundwater recession coefficient

none

0.92~0.99

0.99

INFEXP

Exponent in infiltration equation

1/day

2.0

2.0

INFILD

none

2.0

2.0

none

0 ~ 0.2

0.06

none

0~0.05

0.02

AGWETP

Ratio of max/mean infiltration
capacity
Ratio of GW inflow to deep
recharge
Fraction of remaining ET from
baseflow
Fraction of remaining ET from
active GW

none

0~0.05

0.09

CEPSE

Interception storage capacity

in

0.03~0.20

0.08

UZSN

in

0.1~1.0

0.447

NSUR

Upper zone nominal soil moisture
storage
Manning’s n (roughness) for
overland flow

none

0.15~0.35

vary*

INTFW

Interflow inflow parameter

none

1.0~3.0

3.76

IRC

Interflow recession parameter

none

0.5~0.7

0.7

LZETP

Lower zone ET parameter

none

0.2~0.7

0.1

DEEPER
BASETP

PWATPARM4

Content

15

*각 토지이용 별로 적합한 manning 계수 적용(Donigian and Davis, 1978; Donigian et al.,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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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관측 유량과 모의 유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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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보정 유량과 검정 유량의 1:1 분산도
*보정 그래프(좌)의 상관계수는 결측치를 포함한 시계열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결측
일에 해당하는 값을 제외한 일자들의 유출량을 바탕으로 계산된 상관계수보다 다
소 적게 산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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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왕숙천 유역의 토지이용과 수문특성의 변화
1. 왕숙천 유역의 토지이용의 변화
왕숙천 유역이 속한 남양주시는 한국전쟁 후에 일부가 군사지역에
속했기 때문에 도시 개발에 제약을 받았다. 또한 수도권의 각종 용수를
공급하는 한강의 상수원으로서 일부 지역이 보호 구역으로 설정되었으
며, 수도권의 무분별한 팽창을 제한하기 위한 그린벨트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다양한 목적으로 설정된 개발제한구역들은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토지이용의 변화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양주 지역은 중앙선과 경춘선 철도가 부설되고, 도로의 확장으로
서울로의 접근성이 높아서 서울의 관문 역할을 하였다. 이후 1970 년대
의 급격한 산업발달의 시기를 거치며 인구 증가와 도시적 토지이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전국적으로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나면서 서울에
대한 집중도가 커짐에 따라 수도권의 인구증가와 함께 시가지의 확대
가 일어나면서 서울에서 빠져나오는 인구와 농촌에서 도시로 진입하려
는 인구가 맞물려서 인구 증가세는 커지게 되었다. 왕숙천 유역 또한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고 시가지의 확장이 되어, 서울의 배후도시이자
위성도시의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서울의 스프롤(sprawl) 현상을
억제하는 방책인 개발제한구역이 왕숙천 유역 대부분에 설정되었다. 이
로 인하여 시가지와 경지의 뚜렷한 경관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왕숙천 유역 내에서 발생한 토지이용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1975
년과 2007 년의 토지피복도를 비교해보았다. 사용한 자료의 좌표 속성
은 TM 좌표계의 ESRI GRID 형태이며, 공간해상도는 1975 년은 60m
× 60m, 2007 년은 30m × 30m 이다. 두 시기의 공간해상도가 다르나
유역 내의 지목 별 토지이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함께 사용하였다. 토지 피복의 범례는 수역, 시가지, 나지,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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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초지, 임야, 농경지이다. 각 연도별 영상의 속성은 표 12 과 같다.
표 12. 토지피복도의 속성 정보
시점

위성

센서

해상도

1975

LANDSAT 1, 2

MSS

60m

2007

LANDSAT 5

ETM

30m

그림 19. 1975년(좌)과 2007년(우)의 토지이용도

- 35 -

1) 토지이용의 양적 변화
표 13 은 1975 년과 2007 년의 토지이용도를 분석하여 각 지목별 면적
과 시기별 증가량, 증가율을 나타낸 표이다.
1975 년의 토지이용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지목은 산
지이다. 그 다음으로 농업지역과 초지, 시가지, 습지, 수역의 순서로 면
적이 줄어진다. 산지의 면적은 약 148 km2 로 75% 이며, 유역의 약
3/4 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지목은
2

농업지역으로 면적은 약 44 km 이며, 유역의 23% 로 나머지 1/4 의 대
부분을 차지한다. 세 번째로 넓은 지목은 약 2 km2 를 차지하고 있는
초지이나, 유역 내 차지하는 면적은 약 1%로 매우 적으며, 시가지는
초지의 절반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습지와 수역 또한 일부 존
재하나 유역 전체 면적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적으며, 둘의 면적을 합쳐
도 시가지 면적보다 작게 나타난다.
표 13. 왕숙천 유역 내 1975년과 2007의 지목별 토지 면적 (단위: m2)
1975

2007
증감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시가지

1,291,755

1

15,922,736

8

7

농지

44,438,055

23

36,026,273

18

-5

산지

148,682,888

75

133,184,262

67

-8

초지

2,355,671

1

7,315,491

4

3

습지

433,822

0

759,594

0

0

나지

0

0

1,605,385

1

1

수역

59,489

0

2,560,442

1

1

총합

197,261,680

100

197,374,182

100

-

*1975 년과 2007 년의 총합이 다르게 산출된 이유는 공간분석 시의 오차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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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년의 토지이용에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지목은 순서대로
산지, 농업지역, 시가지, 초지, 나지, 습지이다. 2007 년의 토지이용에서
도 산지는 약 133 km2 로 여전히 가장 넓은 면적을 보이고 있다. 두 번
째로 면적이 넓은 지목 역시 1975 년과 비슷하게 농지로 약 15 km2 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산지와 농지가 유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5 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다. 세 번째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지
목은 1975 년도엔 초지였던 것과는 달리 시가지로 나타난다. 시가지는
1975 년도의 1%에서 8%로 증가하였다. 그 다음으로 초지가 넓은 면적
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역, 나지, 습지의 순서로 면적이 작아진다. 수역
과 나지, 습지는 증가율이 높으나, 과거의 면적이 매우 작아서 상대적
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또 세 지목 가운데 수역은 면적이 급격
하게 증가하여 나머지 세 지목 가운데 가장 넓다. 이는 하도의 직강화
와 하상 준설로 인해 수체로 확인되는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
다. 또한 위성사진의 공간적 해상도가 서로 다른 것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내재적 오류에도 불구하고 유역 전체에서 차
지하는 비율은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고려될 사항이 아니라 판단하였
다.
지목 별로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목은 시가지이다. 시가지
의 절대 면적 변화량은 약 14 km2 로 산림의 변화량인 15 km2 와 유사
한 변화량을 보이고 있다. 농지는 약 8 km2 가 감소하였고, 초지는 약
4 km2 증가하였다.

2) 토지이용의 공간적 변화
아래의 그림 20 은 표 13 의 내용을 그래프로 도시한 것이다. 그래프
를 살펴보면 습지, 나지 수역의 세 지목의 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
나지만, 절대량에서는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수문 변화에 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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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면적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보인 지목들은 시가
지, 농지, 산지, 초지이며 이 네 지목은 1975 년에서 2007 년 사이 서
로 전용되었다.

그림 20. 1975년과 2007년의 지목별 면적 변화 비교

과거 1975 년에는 농지가 유역 전반에서 지배적인 토지이용으로 나
타나며, 이 때의 농지는 벼와 같이 치수가 중요한 관개 작물이 주를 이
루고 있었다. 그림 21 의 1975 년 토지이용도에서 유역 전반에 흩어져
있는 농지를 확인할 수 있다. 농지는 왕숙천의 배후습지와 충적평야에
위치하며 왕숙천의 지류들이 내려오는 주변 산지의 곡부를 타고 올라
가는 형상을 보인다.
2007 년의 토지이용도에서는 대단위로 개발된 택지와 위락시설의 입
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의 2007 년도 토지이용도에서 중앙에 위
치한 금곡천 일대의 진접읍에는 진접 택지지구가 조성되어 있으며(A),
금곡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 금곡산업단지가 입지해 있다. 또한 엄
현천과 진벌천의 사이의 팔야리에는 팔야지방산업단지가 있다. 특히 유
역의 남동쪽에 위치한 평내동과 호평동의 시가지 면적 증가(B)가 눈에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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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적인 토지이용들은 이미 농지로 개발이 되어 있던, 상대적으로
기복이 완만한 왕숙천의 배후습지 및 충적 평야로 입지하였기 때문에
농지의 절대 면적은 줄고 시가지와 나지, 초지의 면적이 증가하였다.
산지의 감소는 타 지목들의 침투로 의해 주변지역으로 팽창한 농지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 농지 이동의 맥락은 연구지역의 경작물의 변화
에서 살펴볼 수 있다. 과거에는 곡류가 생산의 주를 이룬 반면, 현재는
상품작물 위주의 경작이 대부분이다. 이는 수도권의 상품작물 수요의
증가로 인해 경기도의 곡류 생산이 시설농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시설농업은 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업용수에 구애를 받지 않는 한편,
과거에 비해 관개시설이 발달한 관계로 농지들이 유역의 외곽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과거 기복이 커서 개발되지 않던
주변 산지가 농지로 전환되었다.
초지는 주변 산지에서 대규모로 조성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골프
장이나 스키장과 같은 위락시설이 입지하면서 산지가 대거 초지로 전
환이 되었다. 유역 내에 위치한 골프장은 가산 노블리제 CC, 남양주
CC, 광릉포레스트 CC 등이 있다. 광릉포레스트 CC 는 2007 년 토지피
복도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의 규모로, 유역의 북동쪽에 위치한 대
규모 초지(C)로 나타난다. 그 북쪽에 위치한 작게 분리된 초지는 베어
스타운 스키장이다. 왕숙천 유역 내의 또 다른 위락시설로 스타힐리조
트 스키장이 화도읍 천마산 국립공원에 입지해있다.
수역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가시적인
면적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1975 년과 2007 년의 토지피복도들을 비
교해보면 2007 년 지도의 수역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하도의 직강
화와 준설작업으로 수역으로 분류되는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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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1975년(좌)과 2007년(우)의 토지이용도(토지 전용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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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 유출량 변화
1) 강수 패턴
강수는 하천 유출의 근원으로 유출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기상학적
인자라 할 수 있다. 강우 시 유역 내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유출이 발
생하게 되지만 최종적으로 유역 출구에서 하천 유출로 집중되기 때문
에 강수와 하천 유출 간의 관계는 긴밀하다. 모형으로 유출량을 모의할
경우 또한 강수 패턴이 크게 반영된다. 따라서 유출을 분석하기 이전에
강우 패턴에 대한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2006 년의 연 강수량은 1,680 mm, 2007 년의 연 강수량은 1,220 mm
이다. 해당 지역의 30 년 평균 연 강수량이 1,477 mm 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2006 년의 강수량이 많았으며, 2007 년의 강수량은 다소 적
었다. 강수량의 대부분이 6, 7, 8, 9 월에 집중되는 한국의 특징적인 계
절적 분포가 잘 나타난다. 특히 2006 년의 경우 7 월에 전체 강수량의
60%가 관측되어 강수의 집중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림 22 는 2006
년과 2007 년의 시간 별 강수량을 도시한 그래프이다. 강수량의 대부분
이 여름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서울기상대에서 관측된 2006년과 2007년의 시간 별 강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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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14 는 2006 년과 2007 년의 월별 강수량을 나타낸 표이다. 연
간 강수량의 분포 양상은 연도별 표준편차로 확인할 수 있다. 월별 강
수량의 표준편차는 2006 년이 267.84, 2007 년이 95.44 로 2006 년의 강
수량 편차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 2006 년의 강수량 편차가 높게 나타
나는 이유는 2006 년 7 월 10 일 한국에 상륙한 열대 저기압 에위니아
(EWINIAR)로 인한 것이다. 2007 년 또한 열대 저기압 나리(NARI)가 9
월 13 일 한국에 상륙하였으나, 태풍의 이동경로 상 경기도를 지나간
에위니아가 제주도와 남부지역을 지나간 나리보다 연구지역의 강수량
이 높게 나타나는데 기여한 바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 두 태풍 모두 집
중호우를 동반하였으나 2007 년의 경우는 연 강수량이 연구지역의 30 년
년 평균치보다 낮으며, 최고 강우량도 9 월이 아닌 7 월에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4. 2006년과 2007년의 월강수량 (단위: mm)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월

11 월

12 월

계

2006

34.3

15.7

14.0

51.8

156

169

1010

121

11.1

30.2

47.6

17.3

1,680

2007

10.8

12.6

124

41.1

138

54.5

274

238

242

39.5

26.4

12.7

1,220

2) 장기적인 시간 스케일에서의 하천 유출량 변화
총 유출량
토지이용의 변화에 따른 하천 유출량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 HSPF
모형으로 1975 년과 2007 년의 토지이용 상황의 하천 유출량을 모의하
였다. 이 때, 토지이용을 제외한 모든 환경 조건을 일치시키기 위해
동일한 기상자료(2006-2007)를 사용하였다. 연간 총 유출량은 1975 년
토지이용의 경우 2006 년의 기상조건에서 167×106 m3, 2007 년의 기상
조건에서 108×106 m3 로 모의되었다. 2007 년 토지이용의 경우 2006 년
의 기후조건에서 173×106 m3, 2007 년의 기후조건에서 114×106 m3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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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되어 2007 년의 토지이용의 연간 총 유출량이 더 적게 파악되었다.
이는 2007 년에 자연적인 토지이용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토지이용 별 면적의 변화를 살펴보면 산지가 약 15 km2 정도가 감소하
였고, 시가지는 약 14 km2 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침투율이 높은 토
지이용이 감소하고 침투율이 낮은 토지이용이 증가하게 되면, 지하수
함양 기능이 저하되고 기저유출이 감소하여 하천 유출량이 감소하게
된다.

유황 분석
연간 유황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일별 하천 유출 모의량으로 유황
분석을 하였다. 일별 하천 유출량을 단계별로 구분하는 방법은 주로 하
천의 수위 및 유량 관리 시 연도별로 변화량을 비교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자주 활용된다. 유황분석 시 단계별 유출량을 설정하
는 기준은 표 15 와 같다.
표 15. 유황분석의 단계별 유출량 설정 기준
분류

내용

고수량

매년 1~2 회 나타나는 유량

풍수량

1 년 중 95 일 이상 나타나는 유량

평수량

1 년 중 185 일 이상 나타나는 유량

저수량

1 년 중 275 일 이상 나타나는 유량

갈수량

1 년 중 355 일 이상 나타나는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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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분류 기준에 따라 1975 년과 2007 년의 일별 유량 값을 단계
별로 분류한 것은 다음의 표 16 과 같다.
3

표 16. 1975년과 2007년도 모의 유출량의 단계별 비교 (단위: m /day)
기상자료
전년
(2006)

후년
(2007)

적용연도

갈수량

저수량

평수량

풍수량

6

고수량

1975

0

0.011

1.121

2.072

267.3

2007

0

0.008

1.047

1.953

291.6

1975

0.654

0.940

1.888

2.828

52.1

2007

0.608

0.874

1.766

2.746

60.8

입력한 기상자료가 2006 년과 2007 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두 해의
유출량 비교가 불가피하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2006 년의
월별 강수 편차가 2007 년보다 크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을 유황
분석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6 년의 강수 집중으로 인해 갈
수량과 저수량, 평수량, 풍수량이 2007 년보다 낮게 나타난다. 같은 원
인으로 2006 년의 고수량은 매우 높게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강수가 고
르게 분포한 2007 년은 낮게 모의되었다.
유황 분석 결과, 1975 년의 갈수량과 저수량, 평수량이 2007 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단계별로 매우 근소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1975 년과
2007 년의 유황별 유출량에 차이가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토지 이용의 변화를 고려할 때, 1975 년의 갈수량과 저수량, 평수량이
높게 나타나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반대로 고수량은 2007 년에
매우 높게 나타난다. 1975 년과 2007 년 사이 유황의 변화를 요약하자
면, 갈수량, 저수량, 평수량, 풍수량과 같이 기저유출이 하천 유출량에

6

고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단계에서는 그 차이가 근소하여 비교를 위해 소수점 아래
세 자리까지 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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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기여하는 단계들에서는 토지이용의 변화에 따라 하천 유출량이
근소하게 증가하거나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인다. 반대로 고수량과 같
이 직접유출이 하천유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계에서는 토지이용
의 변화에 따라 하천 유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모의 유출량에서 단계별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불투수
성 면적과 투수성 면적의 변화율에 의한 것이다. 표 17 은 HSPF 모형
을 통해 산정된 토지이용의 지목별 투수면적과 불투수 면적이다. 불투
2

2

수 면적은 1975 년에 38 km , 2007 년에 49 km 이며, 투수 면적은
1975 년에 158 km2, 2007 년에 147 km2 이다. 투수 면적의 약 10 km2 가
불투수 면적으로 변화한 것이나, 변화의 비율로 보았을 때 불투수 면적
은 약 28%가 증가하였고 투수 면적은 약 7%가 감소하였다. 불투수 면
적의 높은 증가율은 고수량을 대폭 증가시키고 투수 면적의 낮은 감소
율은 고수위를 제외한 나머지 단계들의 유량을 소폭 감소시켰을 것이
라 추측된다.
표 17. 1975년과 2007년의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투수면적 변화 비교 (단위: m2)
1975
Implnd
시가지

2007

Perlnd

Total

Implnd

Perlnd

Total

956,675

335,079

1,291,755

11,783,213

4,139,523

15,922,736

농지

17,331,040

27,107,015

44,438,055

14,050,259

21,976,014

36,026,273

산지

19,328,970

129,353,918

148,682,888

17,313,638

115,870,623

133,184,262

초지

1,036,398

1,319,273

2,355,671

3,218,460

4,097,031

7,315,491

습지

104,004

329,818

433,822

181,704

577,890

759,594

나지

0

0

0

706,580

898,805

1,605,385

수역

59,489

0

59,489

2,534,947

25,495

2,560,442

총합

38,816,576

158,445,104

197,261,680

49,788,800

147,585,382

197,37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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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수 면적의 증가로 인한 고수량 혹은 홍수량의 증가 현상은 다른
연구들과 유사하다. 김성준 외(2005)와 박기범 외(2011)의 토지이용에
따른 유출 변화를 모의한 연구 결과에서도 자연적 토지이용이 감소하
고 인공적 토지이용이 증가하는 연구지역에서 홍수량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후 도시화로 인해 유역에서 불투수성 면적이 증
가할 경우, 홍수로 인한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자연적 토지이용과 인공적 토지이용의 절대적인 면적변화가 유
출량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지목 별로 불투수율
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특정한 두 지목의 면적이 유사한 폭으로 변화해
도 투수면적과 불투수면적의 변화는 다르게 나타난다. 산지와 시가지를
예로 들어 투수면적과 불투수면적의 변화를 살펴보면 투수면적과 불투
2

수면적의 변화 비율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약 10 km 의 면적이 산
지에서 시가지로 변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비율 상 시가지의 투수면적
은 10 km2, 불투수면적은 5 km2 인 반면, 산지의 투수면적은 2 km2, 불
투수면적은 13 km2 이다. 즉, 표면적으로 산지가 시가지로 변화하였으
나, 유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투수면적과 불투수면적은 결과적으로 8
km2, 8 km2 로 산정된다. 이와 같이 동일한 면적이 변화함에도 불구하
고 지목이 다를 경우 투수면적과 불투수면적은 상이한 비율로 전환된
다.
이를 바탕으로 자연적인 토지이용 혹은 인공적인 토지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몇몇 지목의 극적인 변화가 유출량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현실에 가까운 유량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서는 각 지목들에 주목하기보다는 유역 스케일에서 다양한 지목들의
변화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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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기적인 시간 스케일에서의 하천 유출량 변화
토지이용의 변화에 따른 유출의 변화는 연간 유출량과 같은 장기적
인 시간 스케일 뿐만 아니라, 강우 시 유출 반응과 같은 단기적인 시간
스케일에서도

나타난다.

그림

23 은

유역에

유효강우강도(effective

7

intensity) 로 일정 시간 동안 내리는 호우의 이론적인 유출수문곡선이
다.

그림 22. 강우-유출 수문곡선의 일반적인 형상

강우가 시작됨에 따라 유량이 반응하기 시작하며, 유출수문곡선의 상
승부가 나타난다. 도달시간(concentration time)에 이르면 유역 전체가
유출에 기여를 하게 되며 유역에서의 모든 저류공간(storage capacity)이
채워지고 입력인 강우와 출력인 하천 유출량이 같아지게 된다. 이 때
수문곡선의 첨두유량(peak discharge)이 나타난다. 강우가 종료되면 하
천의 저류량, 상부토양, 지표면유출로부터 방출된 물로 인해 하천 유출
이 이루어지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강우로 인한 유출이 종결된다. 종
7

유효강우강도(effective intensity): 강우시 유역 출구에서 유량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강우의 강도. 실제의 강우강도에서 증발, 지면저류, 그리고 침투 등에 의해
유출에 곧바로 기여하지 못하는 강우강도를 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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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시점은 수문곡선에서의 분리선 부분으로, 감수곡선(recession curve)
상의 변곡점이 나타나게 된다. 이 시간 이후에 수문곡선의 하강부가 나
타나고 유출이 현저히 감소하는데, 이는 제방의 저류량이나 기저유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이재수, 2006).

강우-유출 변화
왕숙천 유역의 투수면적 감소와 불투수면적 증가로 인해 강우-유출
이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모의 기간 동안의 강우일과 강우
시 나타나는 유출의 반응을 분석하여 보았다. 강우와 유출의 1:1 반응
을 볼 때 강우 이벤트가 중복될 경우 유출곡선의 상승부와 하강부가
불연속적인 기울기로 나타나고, 유역에서 물이 하천유출로 빠져나가는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복합강우보다는 한 회의 강우만으로 이루어지
는 단일강우가 분석에 용이하다. 또한 분석 기간 이전에 선행 강우가
많을 경우 토양이 함유하고 있는 수분이 많으므로 침투가 감소하여 유
출율이 높아지게 된다. 선행 강우로 인한 오차를 피하기 위해 5 일 혹은
30 일 선행 강우가 이용되며, 이 연구에서는 5 일의 격차를 두고 나타나
는 단일 강우를 선별하였다.
2006 년과 2007 년의 총 730 일 가운데 강우일 수는 239 일이며, 복합
강우일수는 225 일, 단일강우일수는 20 일이다. 단일강우가 있었던 20 일
의 14 회를 대상으로 강우-유출 수문곡선을 통해 토지 이용의 변화에
따른 하천의 유출 반응을 살펴보았다. 표 18 은 단일 강우가 발생한 일
자와 강우량, 단일 강우-유출 시간 동안 유역을 빠져나간 총 유출량,
첨두유량, 기저유출량, 직접유출량, 도달시간, 유출량 증가 속도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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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자별 유출 특성 분석
단일 강우 분석 결과, 모든 유출 특성들은 강우량에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특정 강우량을 기준으로 유출량의 차이가 나타난
다. 총 유출량과 직접유출량, 첨두유량은 강우량 약 20 mm 을 기준으로
그 이상과 이하의 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왕숙천 유역이 수분을 함
양하는 능력이 강우량 20 mm 이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
인다.
기저유출은 선행토양함수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자 별 편차가
크며, 강우량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대로 직접유출은 강우량의 영향
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첨두유량의 경우 총 유출량이 클수록 높게 나타
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도달시간은 총 유출량과는 별도로 유출량이
강우 이전의 양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인 유출 지속시간과 유사하
게 나타났다.
강우 시 하천유출량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기 위해 하천유출량이 증
가하는 시점부터 도달시간까지 1 시간 단위로 유량을 평균하여 시간별
증가량을 확인해 보았다. 증가량도 앞서 살펴 본 특성들과 마찬가지로
토지이용에 따라 총 유출량과 유사한 양상으로 변화했다. 증가량은 강
우 사건들 사이에서는 별다른 패턴이 보이지 않으나, 총 유출량과는 가
시적인 유사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난다. 이로서 강우 시 유량의 증가가
급격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규모 하천이 강우를
빠르게 반영하는 특성(Wolman et al., 1995)이 왕숙천 유역에서도 나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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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975 년과 2007 년 토지이용 별 유출 특성의 변화
1975 년과 2007 년의 유출 변화를 비교해 보면, 2007 년의 토지이용에
서 증가폭이 크고, 증가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1975 년의 총 유출량은 기상일 2007 년 7 월 9 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7 년보다 적다. 유출량의 증가량은 총 유출량의 크기와는 상관
없이 나타나는데, 이는 강우량과 강우 지속시간 및 유출 종료시간의 복
합적인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총유출량의
증가율은 평균적으로 14.8%이다.
첨두유량의 경우 강우량 20 mm 이상이 기록된 일자(이하 다우일)들
은 균일하게 약 20% 후반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 mm 이하의 일자
(이하 소우일)들은 증가율이 불규칙하다. 소우일 가운데 2006 년 9 월 5
일과 11 월 9 일, 2007 년의 7 월 9 일의 3 일을 제외하고는 다우일보다 높
은 증가율이 보이는데, 이는 Hundecha and Bardossy(2004)의 연구에서
자연적인 토지의 제거로 인한 첨두유량의 증가율은 극단적인 강우 시
보다 일반적인 강우 시에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첨두유량
은 다른 유출특성보다 비교적 균일한 양상으로 증가했으며, 평균적으로
27.4% 증가율을 보인다.
직접유출과 기저유출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수문곡선의 구분
(hydrography separation)을 통해 각기 변화량을 살펴보았다. 어느 순간
에 나타나는 두 속성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 상대적인 임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문곡선의 분리도 다소 임의적이라 할 수 있으나, 유출 요소
별 분석 기법으로 사용과 분석이 용이하고 직관적이므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수문곡선의 분리 방법은 다양하나, 이 연구에서는 수평
8

직선분리법 을 사용하였다.
8

수평직선분리법(straight line method): 지표면 유출이 발생하는 지점(상부 기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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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곡선의 분리 결과, 기저유출량은 감소하고 직접유출량은 증가한
다. 기저유출량의 평균 감소율은 7.3%이며, 직접유출량의 평균 증가율
은 25.3%이다. 직접유출량의 증가 현상은 한웅규와 양성기(2009)가 제
주도 외도천을 대상으로 확인한 1975 년~2000 년 사이 토지피복변화에
따른 직접 유출률의 증가와 유사하다. 기저유출량의 감소와 직접유출량
의 증가는 앞서 살펴본 투수면적의 감소와 불투수 면적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첨두유량이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인 도달시간에서는 두 시기의 차
이가 거의 보이지 않으며, 경향성도 보이지 않는다. 추측컨데 유출량
기록의 시간 단위가 1 시간 간격이기 때문에 작은 유역의 빠른 유출량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신 증가속도로 두 시점
을 비교한 결과, 기상일 2007 년 8 월 2 일의 경우를 제외하고 2007 년이
모두 높게 모의되어 강우 시 유출 증가량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
며, 특히 강우량 20 mm 이상의 강우 시 그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
타난다.

수평선을 그어 감수곡선과 만나는 선을 그어 직접유출과 기저유출을 분리한다.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호우 시 유효우량에 비해 기저유량이 매우 작으므로 다른 방
법에 비해 기저유량 산정에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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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단일강우일자별 유출 특성 (총유출량의 내림차순)
일자
07.5.24
13:00
06.5.22
11:00
06.8.7
16:00
07.4.20
10:00
06.8.15
13:00
07.7.9
23:00
07.10.25
18:00
06.4.10
2:00
07.10.19
7:00
07.4.11
21:00
07.8.2
3:00
06.9.5
23:00
06.6.8
11:00
06.11.9
4:00
평균

9

강우량
(mm)

총유출량 (m3)

첨두유량 (m3/s)

기저유출량 (m3)

직접유출량 (m3)

유출 증가량 (m3/h)

9

도달시간

1975

2007

%

1975

2007

%

1975

2007

%

1975

2007

%

1975

2007

차

1975

2007

차

40.6

790.7

913.6

15.54

100.5

126

25.37

60

55

-8.3

730.7

858.6

17.5

7

7

0

14.4

18

3.6

30.5

287.8

369.5

28.38

44.5

56.6

27.19

0

0

-

287.8

369.5

28.3

6

6

0

7.4

9.4

2

22

287.1

341

18.77

71.9

93.2

29.62

70.5

66

-6.3

216.6

275

26.9

3

3

0

24

31.1

7.1

26

283

349.6

23.53

63.4

85.2

34.38

25.2

22.4

-11.1

257.8

327.2

26.9

6

6

0

10.6

14.2

3.6

20.5

249.7

297.1

18.98

51

65.1

27.65

55.2

50.6

-8.3

194.5

246.5

26.7

3

3

0

17

21.7

4.7

4

123.5

119.9

-2.91

6.2

6.7

8.06

50

46

-8.0

73.5

73.9

0.5

5

5

0

1.2

1.3

0.1

7

99.8

110.2

10.42

11.8

15

27.12

46.2

44.1

-4.5

53.6

66.1

23.3

8

8

0

1.5

1.9

0.4

11.4

92.6

118.9

28.40

13.6

17.4

27.94

0

0

-

92.6

118.9

28.4

7

6

-1

1.9

2.9

1

6.5

91.3

99.1

8.54

10.1

13.3

31.68

48

46

-4.1

43.3

53.1

22.6

5

5

0

2

2.7

0.7

6

62.9

72

14.46

6.5

9.1

40

24

21.6

-10.0

38.9

50.4

29.5

7

7

0

0.9

1.3

0.4

5

58.7

64.3

9.54

6

7.7

28.33

32.4

30.6

-5.5

26.3

33.7

28.1

2

3

1

3

2.6

-0.4

3.6

50.7

50.9

0.39

4

4.3

7.5

41.6

38.4

-7.7

9.1

12.5

37.3

5

5

0

0.8

0.9

0.1

6.5

43.2

55.5

28.47

5.5

8.8

60

0

0

-

43.2

55.5

28.4

2

3

1

2.8

2.9

0.1

2.5

30.4

31.8

4.6

3.2

3.5

9.38

21

19.6

-6.67

9.4

12.2

29.7

3

3

0

1.1

1.2

0.1

13.7

182.2

213.8

14.8

28.4

36.6

27.4

33.9

31.5

-7.3

148.4

182.4

25.3

4.9

5.0

0.1

6.3

8.0

1.7

도달시간(concentration time): 입력인 강우와 출력인 유출량이 같아지는 시간. 첨두유량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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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 연구에서는 왕숙천 유역을 대상으로 유역 내 토지이용 변화에 따
른 유출 특성 변화를 파악하였다. 왕숙천 유역은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특성 상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겪었기 때문에, 투수성이 높은 토지이
용에서 불투수성이 높은 토지이용으로의 변화가 나타났다.
토지이용의 변화 전과 후를 대표할 수 있는 시점으로 1975 년과
2007 년을 선정하였다. 각 시기의 토지피복도를 활용하여 토지이용의
양적•공간적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토지이용의 양적 변화는 시가지와 산림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
다. 수치상으로 시가지는 7% 증가하였으며, 산림지역은 8% 감소하였
다. 이처럼 시가지로 대표되는 불투수 지역은 증가했으며, 산림지역으
로 대표되는 투수지역은 감소하였다.
토지이용의 공간적인 변화는 시가지와 농업지역, 초지에서 두드러지
게 나타났다. 시가지와 초지는 모두 면적이 증가하였으며, 유역에 분산
되어 나타났다. 과거 농업지역인 왕숙천 본류와 지류의 배후습지가 시
가지와 초지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농업 지역이 주변 산지로 확장되
었다. 일부 산림지역도 초지와 나지로 전환되었다.
1975 년과 2007 년의 유출량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HSPF 모형을 사
용하여 유출량을 모의하였다. 모형에 입력한 공간자료는 1975 년과
2007 년의 토지이용도이며, 토지이용 이외의 환경 조건을 동일하게 설
정하기 위해 2006 년과 2007 년의 기상자료를 입력하였다. 모형의 보정
은 2006 년과 2007 년의 기상자료와 유출자료 및 2007 년의 토지이용도
를 사용하였으며, 검정은 2008 년의 기상자료와 유출자료를 사용하였다.
보정의 결과 상관계수는 0.85, 결정계수는 0.72, 효율성계수는 0.62 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검정 또한 상관계수는 0.84, 결정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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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 효율성계수는 0.64 로 양호하게 판단되었다.
모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75 년의 토지이용에서 2007 년의 토지이용으로 변화함에 따라
연유출량이 감소하였다. 이는 투수성이 높은 토지이용 면적이 줄어들어
유역 내 수분 함양 능력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둘째, 유황분석 결과 2007 년의 갈수량, 저수량, 평수량, 풍수량이 소
폭 감소하고 고수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토지이용 변화에 따라 투
수면적의 감소율은 낮은 반면, 불투수면적의 증가율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지하수 함양과 기저유출에 영향을 주는 투수면적의
감소는 갈수량, 저수량, 평수량, 풍수량의 소폭 감소를 가져왔으며, 강
우 시 직접유출량 증가에 영향을 주는 불투수면적의 증가는 고수량의
대폭 증가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셋째, 단일강우일을 선정하여 분석결과, 토지이용 변화에 따라 강우
시 총 유출량은 14.8%, 첨두유량은 27.4%, 직접유출량은 25.3%가 증
가했으며, 기저유출량은 7.3%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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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Catchment-scale hydrological response
to land use change
- a case study for the Wangsuk river basin -

Lee, Hyoun A
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Land use change in a watershed context is important. The conversion
of landform rural to urban uses usually increases the discharge rate and
channel

runoff

volume.

Wangsuk

watershed,

the

study

site,

has

maintained large area of forest because it was designed of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but built area is increasing these days
because of urbanization. The conversion of land use causes the changes
in

hydrological

characteristics

of

watershed.

This

study

aims

to

comparing in channel runoff changes between land uses in certain
points of time.
The

Study

area

is

Wangsuk

watershed,

which

is

located

in

Gyenggi-Do Namyangju-Si, Korea. Land use of year 1975 and 2007 are
selected to represent each land use practice of before and after. This
work also needed for observing the spatial and quantitative chang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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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use. When simulating the runoff, to set similar environmental
conditions except land use, the climate data were input equally.
The results of comparing two land use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quantitative change in land use in observed in the use of built
area and forest area. Built area increased about 7% and forest area
decreased about 8%. As above, impervious land area represented as
built area increased and pervious land represented as forest area has
decreased.
Second, spatial changes in land use appeared apparently in the use of
built area, agricultural area and grass land. Built area and grass land
has increased and scattered in Wanksuk watershed. Flood plain and
back marsh of Wangsuk stream's main stream and tributaries was used
as agricultural area has conversed to built area and grass land, at the
same time agricultural area has extend to peripheral forest area. Other
parts of forest land also changed to grass land and barren land.
To observe the channel runoff changes between year 1975 and 2007,
HSPF model was used to simulate runoff volume. Spatial data which is
input were land use data of year 1975 and 2007 and climate data of
2006 and 2007 were used to set the environmental condition equal.
Land use data of 2007 and climate data and observed channel runoff
data of 2008 for validation. The calibration results indicate 'Good' level
for representing the observed value and they are as follow; daily
coefficient of correlation is 0.85, daily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is
0.72 and daily Nash-Sutcliffe model efficiency coefficient is 0.62. The
validation results also draw 'Good' level and they are as follow; daily
coefficient of correlation is 0.84, daily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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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 and daily Nash-Sutcliffe model effeciency coefficient is 0.64.
The simulated results are as flow:
First, annual channel runoff volume has decreased as land use
changes year 1975 to 2007. This is caused by degrading the capacity
of recharging water in watershed due decreasing of pervious land area
in the watershed.
Second, the results of low duration curve analysis draw the minor
decrease at the level of minimum flow except ten days, nine-month
flow,

six-month

flow,

three-month

flow

whereas

flood

discharge

increases dramatically. And decreasing rate of pervious land use area is
low whereas increasing rate of impervious land use area is high.
Decrease of pervious land area effects negatively on recharging of
groundwater and volume of base flow and also caused small decline of
minimum flow except ten days, nine-month flow, six-month flow,
three-month flow. On the contrary, increase of impervious land area
effects positively on channel runoff volume at the event of rainfall and
also caused sharp rise in flood discharge.
Third,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discharge at the event of rainfall draw increase of total runoff, peak
flow and direct runoff about 14.8%, 24.7% and 25.3%, at the same
time base flow decreases about 7.3%.

Keywords : land use, channel runoff, flow duration curve analysis,
catchment hydrological model, HS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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