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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criteria for the SWAT model calibration method in SWAT-CUP which considers multi-site and multi-variable observations

was presented. For its application, the SWAT model was simulated using long-term observed flow, soil moisture, and evapotranspiration

data in Yongdam study watershed, investigating the hydrological runoff characteristics and water balance in the water cycle analysis. 

The model was calibrated with different parameter values for each sub-watershed in order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multiple 

observations through one-by-one calibration, appropriate settings of model simulation run/iteration number (1,000 simulation runs in 

the first iteration and then 500 simulation runs for the following iterations), and executions of partial and all run in SWAT-CUP. The 

flow simulation results of watershed outlet point, ENS 0.85, R2 0.87, and PBIAS -7.6%, were compared with the analysis results (ENS 0.52,

R
2 0.54, and PBIAS -22.4%) applied in the other batch (i.e., non one-by-one) calibration approach and showed better performances of 

proposed method. From the simulation results of a total of 15 years, it was found that the total runoff (streamflow) and evapotranspiration 

rates from precipitation are 53 and 39%, and the ratio of surface runoff and baseflow (i.e., sum of lateral and return flow, and recharge 

deep aquifer) are 35 and 65%, respectively, in Yongdam watershed. In addition, the analytical amount of available water (i.e., water yield), 

including the total annual streamflow (daily average 21.8 m3/sec) is 6.96 billion m3 per year (about 540 to 900 mm for sub-watersh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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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SWAT-CUP을 이용한 SWAT 모형의 검·보정 과정에서 다중 관측 지점 및 변수를 고려한 분석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의 적용을 

위해 용담시험유역에서 장기 관측된 유량, 토양수분량, 그리고 증발산량을 활용한 모의수행 및 유역의 수문 유출특성과 물순환 관점의 물수지를 검

토하였다. 모형은 유역 내 다중 관측 자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순차적 보정 방법과 SWAT-CUP에서의 최적 매개변수 값 산정을 위한 모의 실

행 및 반복 횟수 설정(초기 1,000회 모의 실행, 이후 500회 모의 반복), 그리고 전체 및 부분 수행 등을 통해 소유역별 각기 다른 매개변수 값으로

보정하였으며(유역출구 유량 ENS 0.85, R 
2 0.87, 그리고 PBIAS –7.6%), 이를 유역출구 지점에 대해 순차적이 아닌 일괄 적용한 분석결과(ENS

0.52, R 
2 0.54, 그리고 PBIAS –22.4%)와 비교하여 그 방법상의 우위를 확인하였다. 총 15개년의 모의 결과로부터 용담댐 유역의 직접유출은 

35%, 기저 및 중간유출과 회귀유량을 합한 값은 65%로 전체 유출률은 53%이며, 증발산량은 전체 강우의 39%에 상당하는 양이 발생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소유역별 연간 총 유출량(일평균 21.8 m3/sec) 등을 포함한 물이용 가능 수량은 연간 총 6.96억 m3으로 소유역별로는

약 540 ~ 900 mm로 분석되었다.

핵심용어: SWAT, SWAT-CUP, 다중 관측 지점 및 변수, 순차적 보정, 용담시험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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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역의 장기유출(보통 10년 이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증

발산량과 지표 하 토양 함수율 등의 유출 요인 변화를 연속적

으로(continuously) 고려할 수 있는 장기 수문모의 모형(long- 

term hydrologic model)이 필요하며, 이는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선정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여러 모형들 중 SWAT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모형은 장기 수문분석을 위

해 유역 내 실측을 반영한 검·보정이 가능하며, 특히 모형 구축 

시 다양한 수문기상 인자 요소들을 매개변수로 고려할 수 있어 

그 수문순환 및 유출 모의 해석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Arnold et al., 1993; Arnold et al., 1998). 일반적

으로 SWAT 모형의 검·보정을 위해서는 수동(manual)과 자

동(automatic)에 의한 두 가지 방법이 이용되며, 이 중 유역 내 

여러 수문기상 인자, 즉 다중 관측 지점 및 변수(multi-site and 

multi-variable) 자료를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검·

보정 모의를 수행할 수 있는 분석 툴(tool)인 SWAT-CUP 

(Calibration and Uncertainty Program; Abbaspour, 2015)에 

의한 자동보정 방법의 적용이 보다 더 요구된다.

SWAT-CUP을 이용한 다중 관측 유역의 SWAT 모형 검·

보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로서 국내는 대부분 단일 지점 위주

로 진행되어(Kim 2017; Jang et al., 2018) 그 사례를 찾아보기

가 어려웠고, 국외의 경우 주요하게 Zhang et al. (2008), Gong 

et al. (2012), Bai et al. (2017), 그리고 Dong et al. (2019)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유역 내 유량 관측 3개 지점에 대해 단일

과 다중 관측의 검·보정 조건에서 모의결과의 다양한 비교검

증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최근 Odusanya et al. (2019)

의 연구에서는 증발산량 미계측 유역에 대해 지표모형 및 위

성으로부터 추정된 값을 활용하여 기상관측지점이 위치한 총 

3개소의 다중 유역에 대해 모형 검·보정을 수행하였다. 한편, 

Cao et al. (2006)과 Migliaccio and Chaubey (2007)는 이들에 

앞서 SWAT 모형의 다중 관측변수를 고려한 모의와 다중 지

점 검·보정에 이상적인 유역의 사례를 각각 제시하였는데, 소

유역별 독립적인 관측지점과 상·하류 측점 간 연계된 소유역

들을 구분하여 모의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에 관해 설명하였

다. 상기 연구를 종합해 보면 적용된 유역 및 경우에 따라 다르

지만, 단일보다는 다중 관측 자료를 활용할 경우 유역 출구 등

에서 조금 더 나은 모형 검·보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다중 관측 모형 검·

보정에 대한 SWAT-CUP의 실제적인 모의(simulation)의 방

법과 실행(run) 및 반복(iteration) 횟수 설정 등과 같은 모형의 

최적화된 매개변수 값을 찾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

기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단일 관측지점의 유량 값만을 고

려한 SWAT-CUP을 이용한 SWAT 모형 검·보정 연구(Yu et 

al., 2020a; 2020b)의 후속으로 선행 연구 결과의 목적함수 선

정, 모의 실행 및 반복 횟수에 대한 기준과 연계해 다중 관측 

및 변수를 고려한 SWAT 모형 검·보정 분석의 기준을 제시코

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국내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SWAT 모형의 구축 및 검·보정에 보다 더 실제적 연구사례를 

제공코자 한다. 한편, 그간 용담시험유역(용담댐 유역)에서 

장기 관측된 유량, 토양수분량, 그리고 증발산량 등의 여러 수

문기상 관측 자료들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본 연구의 수문분

석 검·보정 모의에 활용코자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시한 

검·보정 방법의 평가와 함께 유역의 수문 유출특성과 물순환 

관점의 물수지 등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SWAT

SWAT 모형은 복합토지이용유역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종류의 토양, 토지이용, 그리고 그 관리상태의 변화에 

따른 유역의 유출량, 유사량 및 영양물질 영향 등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으로서 미국 농무성 농업연구소(USDA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에서 개발되었다(Arnold et al., 1993; 

Arnold et al., 1998). SWAT은 유역 비점오염원 부하를 모의

하기 위해 개발된 모형인 SWRRB (Simulator for Water 

Resources in Rural Basins; Williams et al., 1985)의 파생모형

으로 물리적 기반의 4가지 하부모형(수문, 토양유실, 영양물

질 및 하도추적)의 구축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 수문 모형의 해석은 아래 Eq. (1)에서와 같이 토

양수분량, 강우, 지표유출, 증발산, 침루, 기저유출, 회귀수량 

등의 수문순환 요소를 고려한 물수지 방정식에 기초한다.


 


  









  (1)

여기서, SW0와 SWt는 각각 i일의 초기 및 최종 토양수분량

(mm), Rday는 강우량(mm), Qsurf는 지표유출량(mm), Ea는 증

발산량(mm), wseep는 침루 및 기저유량(mm), Qgw는 회귀수량, 

그리고 t는 일(day)을 각각 나타낸다.

2.2 SWAT-CUP

SWAT-CUP은 SWAT 모형의 검·보정, 민감도 분석 및 불

확실성 해석을 위해 개발되었으며(Abbaspour, 2015),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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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SUFI-2 (Sequential Uncertainty Fitting Ver.2), PSO 

(Particle Swarm Optimization), GLUE (Generalized Likeli-

hood Uncertainty Estimation), ParaSol (Parameter Solution) 

및 MCMC (Markov Chain Monte Carlo)의 5가지 알고리즘

을 적용한 자동보정(auto-calibration)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최적의 매개변수 값을 도출하기 위해 11가지의 

목적함수 옵션(option)을 활용할 수 있으며, SWAT 모형의 

검·보정에서 선정된 목적함수에 따라 그 매개변수 값 및 모의

결과가 다르게 산정될 수 있다(Yu et al., 2020a).

한편, SWAT-CUP에서 제공하는 최적화 기법 중 하나인 

SUFI-2는 Hypercube의 다변량 균일 분포에 의해 매개변수

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하여 나타낼 수 있는 방법(Abbaspour 

et al., 2007)으로 일반적으로 SWAT 모형의 검·보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다(Yu et al., 2020b). Fig. 1은 이러

한 SUFI-2 알고리즘을 이용한 SWAT-CUP에서의 단계별 모

형 보정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3.1 대상 유역

본 연구의 대상 유역은 용담시험유역으로 금강 상류, 북위 

35°35΄ ~ 36°00΄, 동경 127°20΄ ~ 127°45΄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을 포함한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

도에 속해있다. 유역의 면적은 930 km2로 금강유역의 약 9.5%

를 차지하고 있으며 8개의 표준유역과 5개의 유입하천, 그리

고 유역출구에 높이 70 m, 길이 498 m, 총저수량 815백만 m3

의 용담댐이 있다. 아울러 용담시험유역에는 현재 수위/유량, 

강수량, 토양수분량 및 증발산량의 수문기상 자료 생산을 위

한 총 22개의 관측소가 운영 중이다. 한편, 기상의 경우 시험유

역만의 공식적인 관측소는 없으며 기상청의 방재기상관측 및 

종관기상관측소가 주변에 위치해 있다. Fig. 2는 용담시험유

역 및 각 관측소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Fig. 1. SWAT-CUP calibration process using SUFI-2 algorithm (Abbaspou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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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GIS 공간정보

장기 유출모의에 필요한 SWAT 모형은 기본적으로 GIS 기

반에서 구축을 진행한 후 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모형의 구

축에 필요한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 

토지피복도, 토양도 등의 GIS 공간정보 확보는 필수적인 사

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형자료로 30 m 해상도 DEM을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으로

부터 확보했으며, 토지피복도와 토양도의 경우는 환경부 환

경공간정보서비스(http://egis.me.go.kr)와 국립농업과학원 

흙토람(http://soil.rda.go.kr)에서 제공하는 1:25,000 크기의 

중분류 토지피복도와 정밀토양도를 각각 사용하였다. Fig. 3

은 DEM과 유역의 개략적인 토지이용 설명을 위해 4가지로만 

재분류한 토지피복도를 도시한 것으로 용담시험유역은 대부

분이 산지와 농업지역으로 각각 70.6, 25.9%를 차지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토양도의 경우 그 특성에 따라 유출 등의 모의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확보한 정밀토양도를 기

초로 GIS 상에서 속성 지도 및 토양통별 물리특성을 재확인 

후 토양통 403항목, 토양기호 1,368개로 관련 DB에 업데이트

하였다.

Fig. 2. Location of study area (Yongdam study watershed)

Fig. 3. DEM (terrain) and land use of study area



Y. Cho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53(12) 1143-1157 1147

3.3 수문기상 관측자료

용담시험유역에서 관측되는 수문기상 자료로는 유역상류 

각 하천과 유역출구를 포함하는 총 6개 지점의 유량, 7개 관측

소의 강수량과 토양수분량, 그리고 덕유산 플럭스타워(flux- 

tower)에서 생산되는 증발산량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언급된 모든 자료를 일별로 정리하여 SWAT 모형 구축 후 장

기 수문분석 시에 매개변수 검·보정의 실측값으로 이용하였

다. 한편, SWAT을 활용한 장기 수문분석에는 앞서 설명한 자

료 이외에 기온(최저 및 최고, ℃), 풍속(일평균, m/sec), 상대

습도(일평균, %) 및 일사량(MJ/m2) 등의 기상자료가 필요한

데 이는 시험유역만의 공식적인 관측 자료가 없어 기상청의 

진안, 주천 및 동향 AWS (Automated Weather System) 방재

기상관측 3개 지점과 전주 및 장수 ASOS (Automated Surface 

Observing System) 종관기상관측소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일 자료의 확보는 2002년 10월부터 2018년 말까지(총 16년 

2개월) 수집된 유량 및 기상자료를 기본으로 총 8개년(2011 

~ 2018년)의 증발산량, 그리고 최근 5개년(2014 ~ 2018년)의 

토양수분량에 대해 최대 가능했으며, 각 관측소의 위치는 Fig.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3.4 장기 수문분석 모형(SWAT) 구축

SWAT 모형의 구축에는 QGIS Desktop ver. 2.6.1을 기반

으로 하는 QSWAT ver. 1.8을 이용하였다. 참고로 QSWAT 

(Dile et al., 2016)은 오픈소스(open source) QGIS를 활용하

는 SWAT 모형의 구축을 위한 인터페이스(interface)이다. 모

형은 앞에서 확보한 각종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QSWAT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하천망(stream network) 및 소유역(subbasin) 

분할과 토지이용, 토양도, 그리고 지형경사를 이용한 수문반

응단위(Hydrologic Response Unit, HRU) 구분 등의 실시를 

통해 구축했다. 여기서, 유역분할의 경우는 유역면적의 3%의 

경계조건(threshold)을 입력했으며, HRU의 구분을 위해서는 

23개 중분류 토지피복과 토양통 403항목, 토양기호 1,368개

의 업데이트된 토양도 정보를 활용했다. 또한, 모형의 각종 수

문과정 계산은 QSWAT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방법(SCS 

Curve Number, Penman-Monteith, variable storage routing 

등)을 적용하였다.

3.5 다중 관측 지점 및 변수를 고려한 모형 검·보정

3.5.1 모형 검·보정 기간

구축된 모형의 검·보정은 앞서 확보한 모든 수문기상 및 기

상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SWAT-CUP을 활용하여 총 17년의 

모의기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여기서 유량 이외의 관측자료, 

즉 증발산 및 토양수분량은 각각 8개년 및 5개년으로 충분한 

기간의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모의는 검정과 보정의 별도 

기간선정 없이 전 기간 동시에 수행했다. 아래 Table 1은 전체 

모의기간을 나타낸 것으로 결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형의 선행구동은 2년의 기간을 취하였다.

3.5.2 매개변수 및 목적함수 선정

SWAT-CUP에서의 모형 검·보정을 위한 매개변수의 선정

은 Table 2와 같이 SWAT Editor (Winchell and Srinivasan, 

2012)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매개변수 및 값 설정 옵

션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여기서 활용된 매개변수는 총 23

개로 SWAT의 주요한 수문과정 계산에 관계된 변수들이다. 

한편, 목적함수의 경우는 SWAT-CUP에서 제공하는 여러 

옵션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문모형 등의 모의수행 결과 

평가에 널리 쓰이는 모형효율과 관련된 NS (Nash-Sutcliffe 

efficiency) 함수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관측과 모의의 잔차

(residual) 분산과 관측 값의 분산 사이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

여 모형의 효율을 평가한다. 한편, 선행 연구(Yu et al., 2020b)

의 결과에 따르면, 목적함수는 MNS (Modified NS) 및 SSQR 

(Ranked Sum of Squared Error)이 좀 더 최적의 모형 검·보정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3 순차적 보정(One-by-one calibration)

SWAT 모형은 유역출구 등 통상 하나의 지점에 대한 단일 

관측변수(유량 등)를 대상으로 검·보정을 진행하며, 이 경우 

유역 내 모든 소유역 및 HRU 단위의 매개변수 값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하지만, 본 연구와 같이 다중 관측 지점 및 변수가 

있을 경우에는 SWAT-CUP에서 상류 소유역으로부터 하류 

소유역까지 순차적인 모형 보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소

유역별 특성이 다른 관측 자료들을 각기 다른 매개변수 값을 

이용하여 보정해야하기 때문으로 다만, 동일 소유역에 다중 

Table 1. Period of SWAT model simulation (data length)

Watershed
Period of rainfall events (data length)

Setup (warm-up test) Calibration / Validation

Yongdam Study Watershed
2002.10 ~ 2003.12

(1 year and 2 months)

2004.01 ~ 2018.12

(1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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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동시에도 모형 보정이 가

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 4에서 보는바와 같이 소유

역별 순차적(one-by-one)으로 모형의 보정을 수행한 후, 이로

부터 산정된 각 매개변수 값을 최종적으로 모든 유역에 동시 

적용시켜 모의를 마무리 하는 방식으로 모형의 검·보정을 진

행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각의 소유역별 관측자료 특성을 

반영한 적정 매개변수 값을 산정, 모형에 적용할 수 있었다.

Fig. 4에서 제시한 순차적 보정 방법을 좀 더 상세히 기술하

면, SWAT-CUP의 수행은 SUFI-2 알고리즘(Abbaspour et 

al., 2007)을 바탕으로 그림에서와 같이 먼저 선정된 매개변수 

23개 및 목적함수(NS)에 대한 시험모의(test simulation) 20

회 및 1,000회의 모의 실행(run)을 통해 초기 매개변수 값으로

부터 적절한 수준의 보정 값을 찾는다. 이후 새로운 값을 적용

한 수행에서는 500회 모의의 지속적인 반복(iteration)을 통하

여 최적의 목적함수 값을 갖는 매개변수 값을 구하였다(Yu et 

al., 2020b). 이를 유량, 증발산 및 토양수분량 관측 자료가 있

는 독립 유역 내의 모든 소유역에 대하여 실시했으며, 최종 유

역출구 지점에서의 모형보정은 이미 독립적인 유역별 전체 모

의수행(all run)으로 보정이 완료된 상류 소유역은 제외(매개

변수 고정)하고, 출구에만 영향을 미치는 하류 소유역에 대해

서만 부분적으로 모의를 수행(partial run)하여 최적의 매개변

수 값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Table 2. SWAT model parameters selected and their initial value/settings for SWAT-CUP calibration

Parameter Description File Min. Max.
Initial 

value
Unit

SWAT-CUP Setting

Lower Upper cal. Method

ALPHA_BF Baseflow alpha factor (days). .gw 0 1 0.048 days -0.048 0.952 Add

CN2 SCS runoff curve numberf .mgt 35 98 mgt file - -25% 25% Multiply by

SURLAG Surface runoff lag time. .bsn 0.05 24 4 days -3.95 20 Add

CH_N1 Manning’s “n” value for the tributary channels. .sub 0.01 0.3 0.014 - -0.004 0.286 Add

CH_N2 Manning’s “n” value for the main channel. .rte 0.01 0.3 0.014 - -0.004 0.286 Add

ESCO Soil evaporation compensation factor. .hru 0 1 0.95 - -0.95 0.05 Add

CH_K2
Effective hydraulic conductivity 

in main channel alluvium.
.rte -0.01 500 0 mm/hr -0.01 500 Add

SOL_AWC Available water capacity of the soil layer. .sol 0 1 sol file ratio -25% 25% Multiply by

CANMX Maximum canopy storage. .hru 0 100 0 mm 0 100 Add

EPCO Plant uptake compensation factor. .hru 0 1 1 - -1 0 Add

GW_REVAP Groundwater “revap” coefficient. .gw 0.02 0.2 0.02 - 0.02 0.2 Replace Value

SOL_K Saturated hydraulic conductivity. .sol 0 2000 sol file mm/hr -25% 25% Multiply by

GW_DELAY Groundwater delay(days). .gw 0 500 31 days 0 500 Replace Value

REVAPMN
Threshold depth of water in the shallow 

aquifer for “revap” to occur (mm).
.gw 0 500 750 mm 0 500 Replace Value

GWQMN
Threshold depth of water in the shallow 

aquifer required for return flow to occur (mm).
.gw 0 5000 1000 mm 0 5000 Replace Value

RCHRG_DP Deep aquifer percolation fraction. .gw 0 1 0.05 - -0.05 0.95 Add

SFTMP [OPTINAL] Snowfall temperature. .bsn -5 1 1 ℃ -6 0 Add

SLSUBBSN Average slope length. .hru 10 150 9.146 m -25% 25% Multiply by

SMFMN
Minimum melt rate for snow during the year

(occurs on winter solstice).
.bsn 0 10 4.5

mm H2O

/ ℃-day
-4.5 5.5 Add

SMFMX
Maximum melt rate for snow during year 

(occurs on summer solstice).
.bsn 0 10 4.5

mm H2O 

/ ℃-day
-4.5 5.5 Add

SMTMP Snow melt base temperature. .bsn -20 20 0.5 ℃ -25% 25% Multiply by

SOL_Z Depth from soil surface to bottom of layer. .sol 0 3500 sol file mm -25% 25% Multiply by

TIMP Snow pack temperature lag factor. .bsn 0 1 1 - -1 0 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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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결과 평가

검·보정이 완료된 모형의 실제 관측과 모의된 값에 대한 결과 

비교 평가를 통계지표인 모형효율(Nash-Sutcliffe efficiency, 

ENS), 상관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그리고 값

의 왜곡도(percent bias, PBIAS %)를 도입하여 진행하였다. 

각각은 아래 Eqs. (2) ~ (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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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Oi와 Si는 관측 및 모의 유량, 와 는 각각 관측과 모

의 유량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4. 연구 결과

4.1 SWAT 구축 결과

QSWAT으로부터 구축된 SWAT 모형은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의 유량관측 지점을 고려한 총 24개 소유역과 

283개의 HRU로 구성되어 있다. 최종 구성된 유역의 특징은 

Table 3에 제시되어 있는데 유역은 FRSE (coniferous forest), 

FRSD (deciduous forest), FRST (mixed forest), RICE (paddy 

fields), AGRR (cropland)등의 산지 및 농지 토지피복과 가

파(GAPA), 금곡(GEUMGOG), 논고(NONGO), 고흥(GO-

HEUNG), 나산(NASAN)등의 다양한 수문학적 토양군(Hy-

drologic Soil Groups, HSGs)를 가진 토양통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참고로 모형의 HRU 생성에서는 장기모의 시의 계산 효

율성을 갖기 위해 총 8,146개의 가능한 HRU에서 10%의 경계

조건을 주어 경계치 이하 토지피복, 토양 및 경사에 대한 것은 

고려치 않도록 했다.

4.2 장기 수문분석 결과

구축이 완료된 SWAT 모형에 대해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중 관측 지점 및 변수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소유역

별 및 유역출구에서의 보정을 실시하였다. 전체 유량 관측지

점을 기준으로 수행한 보정에서 다중 관측 및 변수가 동시에 

존재하는 보정의 경우는 #4 ~ 6으로 유역출구인 #6의 경우는 

#4, 5의 독립적인 지류 보정에서의 전체 모의 수행(all run)과

Fig. 4. One-by-one calibration considering multi-site and multi-variable observations in SWA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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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ub-basins and hydrologic response units of the developed SWAT model

Table 3. Characteristics of land use and soil in the developed SWAT model

#

Land use Soil

Landuse Area (ha) Watershed (%)
Soil

Area (ha) Watershed (%)
Texture HSGs

1 RICE 8810.81 9.47 BANGGOG D 1227.46 1.32

2 AGRR 8301.52 8.92 BANGGI D 174.19 0.19

3 FRSD 30585.87 32.87 GAPA A 19689.7 21.16

4 FRSE 35496.59 38.15 GAGHWA D 3378.14 3.63

5 FRST 9300.21 10 GAMCHEON B 910.65 0.98

6 RNGE 232.96 0.25 GACHEON A 33.52 0.04

7 BARR 313.5 0.34 GOSAN B 35.84 0.04

8

-

GOPYEONG D 141.87 0.15

9 GOHEUNG B 12329.68 13.25

10 GONGSAN B 784.68 0.84

11 GWANGHWAL D 642.13 0.69

12 GOESAN D 1715.48 1.84

13 GUEOM C 1991.16 2.14

14 GUNSAN B 1005.7 1.08

15 GEUMGOG C 17893.53 19.23

16 NASAN B 7559.93 8.13

17 NAGDONG A 2088.38 2.24

18 NOGSAN B 120.58 0.13

19 NOGJEON A 118.86 0.13

20 NONGO B 15909.14 17.1

21 NONSAN B 440.94 0.47

22 DAPYEONG D 581.87 0.63

23 DAESAN C 149.3 0.16

24 DAEWEON C 4089.85 4.4

25 DEUNGGU D 28.88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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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앞서 순차적으로 도출한 소유역 및 HRU별 매개변수 

값을 유지시키는 조건에서 모의 수행을 해야 하므로, 선행 보정

(#1 ~ #5) 이후 유역출구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역 2, 12, 14, 

15, 18, 20 ~ 24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partial run) 보정을 

진행하였다. 참고로 Fig. 6은 앞서 설명한 순차적 보정에서의 

모의 반복횟수와 목적함수인 NS 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최적 NS 값(그림의 빨간색 점)을 찾기 위해서 보정별로 3 ~ 

10회 정도의 수행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SWAT 순차

적 보정의 한계점으로 “.basin” 파일과 관계된 매개변수의 값

은 다수의 소유역 및 HRU에 상이하게 적용할 수 없어, 이는 

유역출구 최종 보정 단계에서의 마지막 수행 최적값으로 모형

에 일괄 적용하였다.

SWAT 모의는 일단위로 총 17개년의 기간에 대하여 수행했

으며, 다중 관측지점의 유량, 토양수분량 및 증발산량 실측이 

반영된 장기 수문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그 결과로서 Figs. 7 

~ 9는 상기 순차적 보정 수행을 마친 SWAT 모형의 관측지점

별 일단위 유량, 토양수분량, 그리고 증발산량을 각각 실측자

료와 함께 도시한 것이다. 먼저, 유량의 경우는 총 6개 지점에

서의 모의결과를 Fig. 7에서 볼 수 있는데, 도치(DC)를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 관측과 유사하게 모의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유역의 출구인 용담댐 지점은 그 유량의 패턴 및 고유량 

부분이 실측과 매우 가깝게 모의되었다, 한편, 그림에서 저유

량 구간에 대한 실측과 모의 값의 좀 더 가시적인 비교를 위해 

수문곡선의 Y-축은 로그(log) 눈금으로 표기하였으며, 이는 

장기유출 분석에서 저유량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그 모의의 정

확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예로서 용담댐 지

점의 유량은 관측 최대 약 2,000 m3/sec에 달하지만, 전체 모의 

중 비 홍수기에 해당되는 65 및 42%의 기간에서 각각 10 및 

5 m3/sec 이하의 저유량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토양수분량 및 증발산량의 경우는 Figs. 8 and 9

Table 4. Multi-site and multi-variable observations in SWAT model for one-by-one calibration

Calibration# Subbasin#

Flow Soil Moisture ET

Obs. name
Sim.

(Flow_out#)
Obs. name

Sim.

(SW#)
Obs. name

Sim.

(ET#)

1 1 JC   1 JC 1 - -

2 4 SJ   4 BG 4 - -

3 6, 11 DC 11 - - - -

4 7-10, 13, 17, 19 CC 19 JG, CC 8, 10 - -

5 3, 5, 16 DH 16 GB 5 DY 3

6

(partial run)

All

(including 2, 12, 14-15, 18, 20-24)

YD

outlet
24 AC, SJ 2, 12 - -

Fig. 6. One-by-one calibration results in each it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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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모의결과를 나타내었다. 총 15개년의 모의에서 실제 관

측과의 비교는 토양수분량 및 증발산량 각각 최근 5 및 8개년

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여기서 토양수분 값은 통상 함수율(%)

을 사용하지만(Lee et al., 2019), 이를 SWAT에서 모의된 소유

역별 SW (soil water)와의 직접 비교를 위해 관측지점 토양통

의 깊이를 감안한 토양 중 총 수분의 단위깊이(mm)로 환산하

여 이용했으며, 증발산량은 일별 관측을 모의 값과 비교했다. 

그림에서 두 비교항목 모두 그 경향은 실측과 유사하게 도시

되었지만, 그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는 비교 소유역별로 한 지점의 관측 자료만을 활용하여 전체 

소유역을 대표하는 모의 값과 비교를 진행하여 나타난 결과

로, 해당 소유역에 다수의 관측 자료가 없다면 SWAT을 활용

한 그 모의 검증 비교에 있어 동일한 한계점이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결과에서 토양수분량의 단위깊이(mm)는 관측 지점

의 토양통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100 ~ 300 

mm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증발산량의 경우는 일평균 약 1.4 

mm 내외에서 최대 4.9 mm까지의 범위로 모의되었다.

한편, 2004 ~ 2018년 총 15개년에 대한 모의와 실측값의 통계 

Fig. 7. Streamflow hydrograph comparing observed data and simulate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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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oil water comparing observed data and simulated results

Fig. 9. Evapotranspiration comparing observed data and simulate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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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유역출구인 용담댐의 유량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결측

이 있고 항목별 관측개시 시점이 달라 그 값이 존재하는 구간만

을 고려하여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SWAT 모형을 활용한 장기 수문분석 모의결과, 용담시험

유역 내 유량관측 6개소 평균은 ENS 0.67, R2 0.69, 그리고 

PBIAS 15.5%로 실측과 비교평가 되었으며, 유역출구 지점의 

경우는 ENS 0.85, R2 0.87, 그리고 PBIAS –7.6%로 앞서 그림

에서 살펴본 것처럼 관측을 다소 잘 모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토양수분량 7개소 평균 ENS 0.26, R2 0.32, 그리고 

PBIAS 0.35%와 증발산량 1개소 ENS 0.22, R2 0.33, 그리고 

PBIAS 21.6%의 결과는 이들의 지점 관측이 장기 수문모의에

는 활용가능하나 유역단위 결과를 나타내는 모의 값과의 비교

를 통한 모형의 검·보정에는 관측 신뢰성 및 모의 불확실성에 

의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SWAT

의 모의 검·보정 시 위성 등에 의해 생산된 보다 더 광역적인 

모니터링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모형을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적 시도가 될 수 있지만, 원격탐사를 통해 생산된 자료는 

1차적으로 관측 값과의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실제 지점 

관측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된다.

추가적으로, 앞서 설명한 소유역별 관측자료 특성을 고려

한 순차적 보정이 아닌 유역 전체의 다중 관측 지점 및 변수를 

SWAT-CUP에 일괄로 적용하여 보정 모의를 수행한 경우는 유

역출구 지점 결과가 ENS 0.52, R2 0.54, 그리고 PBIAS -22.4%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순차적 보정을 고려한 분석과 비

교했을 때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4.3 장기유출 특성

본 절에서는 앞의 SWAT 모의결과로부터 용담시험유역

의 장기 수문유출 특성과 물순환 관점의 물수지 사항을 검토, 

정리하였다. 우선 Table 6과 Fig. 10은 개괄적인 물수지를 분

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모의된 15개년 전 기간에 대해 유역의 

평균 유출률은 53%로 이중 직접유출은 35%, 중간유출과 회

귀수량 등을 합한 기저유출은 62%였다. 여기서 기저유출 중 

대부분은 중간유출이며, 침루에 의해 회귀되는 수량은 미미

한 비율을 보였다. 또한, 증발산은 강우의 39%에 상당하는 양

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SWAT에서는 결과 분석 시 “Water Yield”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강수량 중 물이용과 관계된 

수량을 지칭하며 Fig. 11에 제시된 것과 같이 강수량(precipi-

tation) 중 증발산량(evapotranspiration)과 얕은 자유 대수층

에 존재하는 증발 손실 가능한 수량(water in shallow aquifer)을 

제외한 지표유출량(surface runoff), 중간유출량(lateral flow), 

회귀수량(return flow), 그리고 피압 대수층 충전 수량(recharge 

to deep aquifer)을 합한 양을 나타낸다. 이러한 Water Yield는 

Table 7의 월별 물수지 분석결과에서와 같이 홍수기인 6 ~ 9월

에 전체 751 mm (6.98억 m3) 중 약 70%에 달하는 523.6 mm 

(4.87억 m3)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12 

~1월이 가장 유출이 적은 시기로 37.5 mm (0.35억 m3)의 수량

만이 유역에서 평균적으로 확보가능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소유역별 물수지 분석 결과는 Fig. 11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소유역별 강수량, 증발산량, 지표 및 중간 

Table 5. Statistical evaluation results of the simulated SWAT model

#
Flow Soil Moisture ET

Obs. name ENS R2 PBIAS (%) Obs. name ENS R2 PBIAS (%) Obs. name ENS R2 PBIAS (%)

1 JC 0.53 0.54 14.4 JC   0.34 0.34 -0.3 DY 0.22 0.33 -21.6

2 SJ 0.69 0.70 0.0 AC   0.17 0.17 -0.1

-

3 DC 0.47 0.51 -66.5 BG   0.18 0.18 0.3

4 DH 0.71 0.73 -2.9 GB -0.06 0.22 -0.4

5 CC 0.76 0.77 -1.8 JG   0.31 0.40 0.3

6 YD 0.85 0.87 -7.6 CC   0.61 0.62 -0.7

7 - SJ   0.00 0.10 0.0

Avg. - 0.67 0.69 15.5 -   0.26 0.32 0.35 - 0.22 0.33  21.6

*ENS and R2 arithmetic mean; PBIAS arithmetic mean of absolute value

Table 6. Overall water balance ratio

Water Balance Ratio

Streamflow / Precipitation 0.53

Baseflow / Total Flow 0.65

Surface Runoff / Total Flow 0.35

Percolation / Precipitation 0.09

Deep Recharge / Precipitation 0.04

ET / Precipitation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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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량, 회귀수량, 그리고 피압 대수층 충전 수량이 각각 다르

게 분포를 하고 있어 이에 따른 Water Yield도 유역별로 상이

하게 분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주로 연간 

지역적인 강수량의 분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한 총 7개 지점의 강수량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준 전체적인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SWAT 모형의 분

석에 기초 입력 자료로 활용되는 DEM, 토지피복도 및 토양도

에 따른 그 소유역별 지형 및 물리적인 특성도 유출분석에 각

각 영향을 주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SWAT

을 활용한 장기 수문분석 목적의 모형 구축 시 분석 결과의 정

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입력 자료의 수준을 사전에 잘 

판별하여야 할 것이다.

Fig. 10. Annual average water balance in water cycle (Dile et al., 2016)

Fig. 11. Annual average water yield and computation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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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SWAT 모형 및 이의 검·보정 프로그램인 

SWAT-CUP을 사용하여 용담시험유역에서의 다중 관측 수

문기상자료(유량, 증발산량 및 토양수분량)를 바탕으로 15개

년에 걸친 장기 수문분석과 더불어 모형 검·보정 과정에서의 

주요 방법 및 기준 등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요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다중 관측 지점 및 변수를 고려, 소유역별 특성이 다른 관측 

자료들을 각기 다른 매개변수 값을 이용하여 그 소유역의 

관측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게끔 모형을 보정할 수 있도록 

순차적 보정 방법을 적용했고, SWAT-CUP에서 모형의 

최적화된 매개변수 값을 찾는 실제적인 모의의 실행 및 반

복 횟수(초기 1,000회 모의 실행, 이후 500회 모의 반복)와 

전체 및 부분적 모의 수행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

의 결과를 순차적이 아닌 일괄 적용한 분석 결과와 비교를 

통해 그 방법상의 우위를 확인하였다.

2) 일 단위 총 17개년의 기간(2년은 선행구동)에 대하여 수행

한 다중 관측지점의 유량, 토양수분량 및 증발산량 실측이 

반영된 장기 수문분석 결과를 도출했으며, 그 전반적인 모

의 치의 실측과 비교한 통계 값은 유역 출구 지점에서의 유

량에서 ENS 0.85, R2 0.87, 그리고 PBIAS -7.6%를 보였고, 

토양수분량 7개소 평균 ENS 0.26, R2 0.32, 그리고 PBIAS 

0.35%와 증발산량 1개소 ENS 0.22, R2 0.33, 그리고 PBIAS 

21.6%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유역 내 하도에

서의 유량을 제외한 몇 개의 지점단위 관측 토양수분과 증

발산 자료만을 활용한 소유역 단위 SWAT 모형의 검·보정

은 그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모의 결과로부터 용담댐 유역의 직접유출은 35%, 기저 및 

중간유출과 회귀유량을 합한 값은 65%로 전체 유출률은 

53%이며, 증발산량은 전체 강우의 39%에 상당하는 양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유역별 연간 총 유

출량(일평균 21.8 m3/sec) 등을 포함한 물이용 가능 수량

(Water Yield)은 연간 총 6.96억 m3으로 소유역별로는 약 

540 ~ 900 mm (단위 Waetr Yield)의 양을 보였다.

한편, SWAT 장기유출 분석에서 단순히 유역출구 지점에

서의 단일 유량 자료만을 활용하여 검·보정한 모형을 이용하

는 경우는, 유역전체의 물순환 특성 파악에 본 연구에서처럼 

소유역별 관측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모의결

과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단일 지점 

검·보정), 때에 따라 다중 관측 지점 및 변수 자료를 활용한 것

에 비해 좀 더 나은 통계지표 수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는 

모형 검·보정 시 단일 변수 1개의 목적함수만을 사용하기 때문

에 야기된 사항으로 단순히 그 결과의 통계지표 값에만 의존

하여 모형의 양질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그 분석된 유역특성 

내용에 초점을 두어 모의 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기와 같은 연구결과는 용담시혐유역 상류 

각 지류 하천 및 유역 주요 지점에서 그간 상당한 기간 동안의 

실측을 통한 비교적 신뢰성이 검증된 자료를 다수 구축해왔기 

때문에 도출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어떠한 수

문모형을 활용한 모의에도 관측 자료의 확보가 기본적으로 

그 모형의 성능 평가를 좌우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장기유출 

모의 시 활용한 다중 관측 지점 및 변수의 자료들은 그 자체로

도 아주 의미 있는 유역 물순환 관리 모델링의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연구를 통해 제시된 방법과 기준 등은 국내 다른 다중 

관측 유역의 SWAT 모형 검·보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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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nnual monthly average water balance including Water Yield

Annual Monthly Avera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Sum

Precipitation (mm) 27.6 40.5 65.4 78.8 87.8 118.7 332.3 289.0 134.3 60.5 49.5 38.7 1,323

ET (mm) 12.2 21.7 36.9 50.2 60.2   57.7   81.0   76.7   53.6 33.2 20.7 14.0   518

Surface Runoff (mm)   6.5   6.5   5.5   4.3   7.6   13.2   81.3   75.9   29.2   6.6   2.8   4.4   244

Lateral Flow (mm)   3.8 14.8 24.1 25.1 26.3   31.0 123.0 100.1   53.6 21.3 16.7 11.2   451

Return Flow + Recharge 

Deep Aquifer (mm)
  5.7   4.7   4.7   4.3   4.1    3.5    3.8    3.8    5.3   5.5   5.6   5.9    57

Water Yield (mm) 16.1 25.9 34.2 33.7 37.9   47.7 208.1 179.8   88.0 33.5 25.1 21.4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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