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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as restoration work to improve the discharge in forested wetlands where

there is a concern of damage and observed changes in the discharge and groundwater level. The

monthly changes showed that during the wet season, the amount of discharge decreased after

restoration and GWL increased. It showed that during the dry season, the GWL and discharge

increased. The increased discharge after restoration seems to be the difference in the number of days

with no rainfall duration. The change in discharge for each unit of rainfall showed a tendency to

increase the baseflow and decrease the direct discharge after restoration. The recharge ratio of GWL

showed a decreasing tendency as rainfall was higher. After restoration, it showed a higher tendency

under rainfall with less than 20mm.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restoration implemented by the

study caused such an effect as the increased baseflow and increased GWL. It would be an effective

restoration method to maintain water resources in forested wetlands. In the initial rainfall, it

demonstrated a certain level of effect, bu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restoration technology that can

decrease the amount of water discharged after the end of rainfall or during the period of no rainfall



98 정유경⋅강원석⋅이헌호

to protect and maintain the forested wetlands. Streamflow should be identified by each type of terrain

of wetlands and a proper restoration countermeasure should be devised for the site where the discharge

frequently occurs.

Key Words : wetland hydrology, direct discharge, baseflow, groundwater level

I. 서 론

산지습지는 산림 내에 분포하는습지를의미하

며, 산 정상부 주위에 분포하는 산지고층습원은

강우와 지하수에 의해서만 수원을 공급받아 습지

에 필요한 물을 충족시킨다(Mitsch and Gosselik,

2000; Gu and Seo, 2007). 산지습지는 산림생태계

와 수생태계의 특성을 보이는 추이대로서 보호가

치가매우뛰어난생태계임에도그중요성을인지

하지 못하고 상당수의 습지가 소실되어 왔다

(Cowardin et al, 1979; Gibbs, 2000).

산지습지의 복원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

며, 산림이라는 기존의 환경을 고려한 형태의

복원이 시행되고 있다. 생태적 복원은 인위적

교란에 의해 기능이 저하되거나 변형된 자연을

원 생태계의 체계와 기능을 유사하게 회귀시키

거나 회복의 속도를 높여 생태기능을 높이는 방

법이다(Lewis, 1989; Aronson et al, 1993;

Berger, 1993, McDonald et al, 2016). 산지습지

에서의 생태적 복원은 변형되거나 손상된 생태

계를 회복하거나 회복을 가속화 하는 과정이라

고 할 수 있으며 훼손의 정도와 훼손원인을 파

악하여 올바른 복원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

요하다(SERI, 2002; An et al, 2017),

우리나라에서도 산지습지에 식물상 변화를

기반으로 한 천이과정이나 피복도 및 종다양도

변화, 수서동물상의 변화 등에 관한 연구(Song

et al, 2006; Lim et al, 2020)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다수의 연구가 습지의 식생변화에만 초

점을 두고 있어 산지습지의 기능저하 원인인 수

문학적 변화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산지습지의

생태적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는 습지수문을 기초로 하여 식생과 토양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

수문학적 조건은 습지의 경계를 결정하며, 습

지토양의 물리화학성이나 식생군집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습지생태계 유지에 있어 매우 필수

적인 요소이다(Van der Valk, 1981; Gerritsen

and Greening, 1989; Bridgham et al, 1996;

Toogood et al, 2008). 습지에서 지하수와 토양

의 광물질은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토양의

용존이온 농도나 pH, 탄소순환에 영향하여 습

지의 특성을 결정하게 된다(Bridgham, 1998;

Keller and Bridgman, 2007; Ye et al, 2012). 습

지에서의 수문학적 특성이 토양과 식생에 영향

을 준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

있다. Maietta 등(2020)은 습지의 수위나 포화기

간과 같은 수문학적 조건이 습지토양의 메탄순

환과 미생물 군집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고,

Nave 등(2017)은 습지의 포화기간이 유기물 축

적을 유도하여 탄소나 수은의 양을 결정하며,

수문학적 흐름이 인접한 호수에까지 영향을 준

다고 언급하였다. 그 외에도 Todd 등(2010)은

수문학적 변동과 식생과의 연관성을 분석했으

며, 포화기간이나 수위변화가 습지의 식물상 분

포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Casanova and Brock(2000)은 수위나 포화

의 빈도보다는 포화된 기간이 수계 군집에 따른

식생변화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자라고 하

였고, Tan(2016) 등은 습지의 수문조건에 따른

생육가능한 식생군집을 제시하고 수문 영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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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ocation of the Milbat wetland in Korea.

자와의 연관성을 보고하였다. Moritz 등(2022)

은 복원된 습지에서 15년간의 수문학적 특성과

식생 생장량과의 회귀식을 도출하여 습지의 포

화기간을 예측하였다.

습지복원의 과정에서 수문학적 기능의 향상

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며, 습지 내 물

의 흐름을 정량적으로 파악해야 복원의 성공여

부를 결정할 수 있다(Kusler and Kentula, 1990;

Bring et al, 2020). 국내에서도 습지의 지형해석

을 통한 지하수의 분포특성을 파악하거나 수문

모형을 이용한 물수지 분석 등 산지습지의 수문

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복

원이라는 행위를 주체로 하고 있지 않거나, 비

교적 조사기간이 짧아 강우-유출 전반에 대한

매커니즘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Jang et al,

2015; Lim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원 전과 후의 산지습

지의 수문학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복

원의 효과를 평가하였으며, 산지습지의 복원방

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산지습지의 보호를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개황

밀밭늪은 대한민국의 남동부에 위치한 천성산

(해발 922m)의 700m지점의 완경사지에 형성되어

있는 이탄습지로서(Figure 1), 습지면적은 2.5ha이

며, 유역면적은 12.06ha로 비교적 소규모의 산지

습지이다(동경 129°04′83″∼129°18′00″,

북위 35°24′60″∼35˚24′50″). 연평균 강우

량은 약 1,500mm정도였으며, 연평균기온은 14.

7℃로 온대기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밀밭늪의

이탄층두께는 200∼300cm 정도로습지의하부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경향을 보였고, 습지 주변은

10∼20cm로 나타났다. 식생은 진퍼리새가 우점

하고 있으며 건조화가 진행중인 지점을 중심으로

억새의출현범위가넓어지고있었다. 또한, 오리나

무, 철쭉 등의 목본류의 침입이 나타나고 있었다.

밀밭늪의 북서쪽으로 임도가 위치하며, 배수로가

밀밭늪방향으로개설되어있어강우시임도절토

면과 임도 노면에서 침식된 토사가 일차적으로

임도측구및집수정에쌓인뒤성토면의배수구를

통해습지로유입되는것으로나타났다. 습지내에

는 북동쪽에서 남동쪽을 관통하는 소계류가 흐르

고있었고, 강우시습지표면으로흐르는직접유출

량의 증가로 인해 계류의 양안 훼손 및 계상의

저하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2. 습지의 훼손 및 복원의 적용

밀밭늪의 훼손원인은 강우 시 세류발생에 의

한 이탄층의 소실과 임도 배수구에서 배출되는

토사의 유입을 들 수 있다(Figure 2). 배수구를

통해 흘러나온 물이나 토사가 그대로 습지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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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in of forest road invation of terrestrial plant

sub aerial erosion torrent erosion

Figure 2. Status of Milbat wetland

입되어 이탄층 위에 퇴적되면서 빗물이 토양 내

부로 침투되는 것을 저지시키고 있었다. 토양층

내부로의 침투되는 물의 양이 감소 되면서 대수

층이 충원되지 못하여 지하수위가 저하되게 되

고 습지의 육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또한, 침투되지 못한 빗물이 지표면을 타

고 흐르면서 지표유출을 발생시키게 되고, 직접

유출량에 따른 토양층의 수분 보유력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었다.

밀밭늪의 복원은 지표유출을 저감시키고 토

양층으로의 침투되는 수원을 증가시킬 수 있도

록 습지 배수체계의 정비 및 주 계곡의 침식 방

지할 수 있는 복원기술을 선정하였다(Figure 3).

임도배수구를 통해 유입되는 토사 및 유거수를

차단하기 위한 돌골막이(a, b), 세류에 의한 습

지 표면 훼손을 저감하기 위한 흙자루쌓기(c)와

누구막이(d), 소계류에서 유속저감 및 유출량 저

감을 위한 목재골막이(e, f)를 선정하였다. 목재

골막이는 횡구조물의 형태로 제작하여 소계류

의 폭에 맞추어 양안에 고정되게 설치하였다.

또한, 소계류 내에 잔가지 등을 활용하여 비버

댐(g)을 설치하여 유속저감 및 계상 침식 등을

저감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물이 보이는 지점이

나 세류가 끝나는 지점에 물웅덩이(h)를 조성하

여 세류의 확장을 방지하고 물을 저류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습지 배수체계의 정비는 2014년 12월 02일∼

2014년 12월 0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소형 돌골

막이와 목재 누구막이, 웅덩이형 비오톱을 설치

하였다. 주 계곡의 주요 복원 공종은 목재골막

이, 비버댐 등이며, 2015년 04월 02일∼2015년

04월 04일까지 복원작업이 이루어졌다. 복원작

업의 수행은 목재나 돌 등 자연재료만을 사용하

였고, 대부분의 재료를 현장에서 수급하여 경관

적 이질성을 없애고자 하였다. 또한, 작업에 의

한 훼손을 줄이기 위해 인력만을 이용하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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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Figure 3. View of the construction for restoration in Milbat wetland.
(a and b: stone small check dam, c : soil pack d: rill control structure, e and f : small check dam, g: beaver dam, h: biotope,)

했으며, 이동동선을 한정하여 토양층 답압의 피

해를 최소화시켰다.

3. 조사방법

복원이 시행된 산지습지의 수문학적 기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강우량, 유출수량, 지하수위를

측정하였다. 밀밭늪은 지리적으로 산정부에 위

치한 산지고층습원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유

입되는 수원이 없어 강우량 측정을 통해 습지로

유입되는 수원의 양을 측정하였다. 또한, 습지의

가장자리를 타고 북동쪽에서 남동쪽으로 소계

류가 관통하고 있어 밀밭늪 내 계류의 끝지점을

유역출구로 지정하고 습지에서 유출되는 유량

을 관측하였다. 강우량과 지하수위는 2014년 4

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조사되었으며, 유출수량

은 소계류 내 복원이 시행된 시점(2015년 4월)

을 고려하여 2015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조사되었다. 조사기간 중 2014년 12월말에서

2015년 1월에 동파로 인해 일부 데이터의 결측

이 발생하였다. 강우량은 전도형 우량계(Tipping

bucket)를 현장에 설치하여 1시간 단위로 강우

를 측정하였고, 주변 산림에 의해 빗물이 차단

되지 않도록 비교적 개방된 장소인 밀밭늪의 남

동쪽에 설치하였다. 유출량은 밀밭늪의 하단 유

출지점에 사각위어를 설치하고, OTT사의 압력

식 수위계(Orpheus Mini)를 부착하여 유출수위

를 측정하였다. 사각 위어의 폭은 유출수가 흐

르는 계상의 폭과 동일하게 설치하여 최대한 미

계측되는 유량이 없도록 하였다. 측정된 수위는

Francis식을 이용하여 유출량으로 환산하여 사

용하였다.





위 식에서 Q: 유량(㎥/s), L: 위어의 폭, n: 완

전수축의 수(편축류 위어 n=1), H: 위어의 월류

수심(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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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Rainfall

(mm)
Runoff
(㎥/s)

Base flow
(㎥/s)

Direct flow
(㎥/s)

Rainfall
intensity
(mm/hr)

Peak
runoff
(㎥/s)

Response time

T(hr) L(hr)

Before

2015 Feb 16 27.0 0.63 0.13 0.49 1.42 0.00051 14 110

2015 Feb 28 9.5 0.11 0.05 0.03 0.73 0.00150 13 46

2015 May 18 38.5 0.38 0.06 0.35 1.54 0.00549 28 123

2015 Apr 04 39.5 0.34 0.03 0.30 3.95 0.00552 17 89

2015 Apr 18 74.5 0.03 0.09 0.40 2.40 0.00698 27 132

2015 May 02 17.3 0.19 0.02 0.16 0.78 0.00213 32 163

After

2015 July 07 93.9 0.75 0.36 0.39 1.95 0.01434 37 56

2015 July 12 58.0 1.13 0.61 0.51 3.62 0.01871 12 89

2015 Aug 20 46.5 0.36 0.32 0.03 4.22 0.00920 5 35

2015 Aug 24 69.5 0.78 0.47 0.26 3.15 0.01468 18 51

2016 Mar 04 65.0 1.03 0.53 0.47 3.82 0.00615 22 190

2016 Apr 06 74.0 0.96 0.53 0.36 4.93 0.00920 13 134

2016 Apr 16 49.0 0.57 0.37 0.20 6.12 0.00930 10 88

2016 Apr 27 53.0 0.60 0.47 0.12 3.31 0.00601 22 88

2016 May 05 75.0 0.77 0.39 0.18 7.50 0.01279 7 130

2016 Jun 24 47.0 0.58 0.37 0.18 6.71 0.00572 8 152

2016 Jul 02 215.5 1.93 1.13 0.67 2.91 0.00872 10 293

2016 Aug 01 84.5 0.13 0.07 0.00 14.08 0.00954 2 31

2016 Aug 28 68.0 0.34 0.24 0.04 2.83 0.00484 10 94

Note: T is the time from maximum rainfall intensity to peak discharge and L is the time from the initial storm
response in discharge to peak discharge.

Table 1. Storm flow response analysis for rainfall event occurring during the study period in Milbat wetland.

지하수위의 측정은 습지의 중앙에 지하수위

계(Ecotone, Rdsys사)를 설치하여 1시간 단위로

실시하였다. 지하수위계 설치는 주변의 임목이

나 암반의 위치를 고려하여 최대한 영향이 적

고, 지하수위가 모일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였

다. 복원 전후의 지하수위의 변동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 단위강우별로 지하수위 수문곡선을 작

성하여, 평균 지하수위, 증감폭, 지하수 함양율,

최대 지하수위 값을 각각 산출하였다. 지하수

함양율은 강우량에 대한 지하수위의 증감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적용된 방법을

이용하였다(Moon et al, 2004; Lee et al, 2005;

Yun et al, 2013).

관측기간 동안 총 68번의 강우가 나타났으며,

이 중 강우량에 대한 유출량이나 지하수위의 대

응이 잘 관찰되는 단위강우를 선정하였으며, 강

우-유출량은 19회, 강우-지하수위는 22회에 대한

각각의 수문인자를 분석하였다(Table 1과 Table

2). 우선 유출량의 분석은 선별된 단위강우별로

수문곡선을 작성하였으며, 수평직선 분리법을

이용하여직접유출량과기저유출량으로각각분

리한후유량을산출하였다. 수문곡선에의한유

출분리는 유역의 흐름을 측정하고 토양수 및 지

하수의변화경향을파악하는데사용되는방법이

다(Bosch et al, 2017). 습지복원이시행되었을때,

유출흐름이나토양의수원함양능등을비교하기

위하여 수문곡선 상에서 강우가 시작된 시간부

터유출량이최고값에이르는시간을도달시간,

유출량 최고값에 이르는 시간에서 유출이 종료

되는 시간까지를 지체시간으로 정하여 각각의

값을 구하였다. 또한, 기후조건에 따른 영향성을

보기 위하여 우기와 건기를 구분하였으며, 우기

는 5월부터 10월까지, 건기는 11월부터 4월까지

를기준으로하여기간별값을비교하였다.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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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Rainfall

(mm)

Groundwater
level
(mm)

Groundwater
level r ise (mm)

Recharge
ratio

Peak groundwater
level (mm)

Response time

T(hr) L(hr)

Before

2014 May 11 70.0 -39.73 137 1.95 24 11 135

2014 May 25 22 -78.97 131 5.95 17 9 63

2014 Jun 01 44.6 -74.92 238 5.33 27 17 52

2014 Sep 23 68.2 -38.76 201 2.94 46 22

2014 Oct 11 52.4 -32.20 110 2.09 19 23 156

2015 Mar 18 38.5 -45.91 102 2.12 7 10 293

2015 Apr 13 30.5 -13.18 39 1.27 0 12 78

After

2015 Jun 24 49.0 -139.62 262 5.34 11 23 51

2015 Jul 06 94.0 -21.77 184 1.95 29 31 73

2015 Jul 12 58.0 17.08 113 1.94 83 30 66

2015 July 23 35.0 -6.71 54 1.54 22 28 41

2015 Aug 20 46.5 -48.87 149 3.20 27 7 90

2015 Aug 24 69.5 -5.062 120 1.72 46 18 110

2015 Aug 31 40.0 9.595 48 1.20 32 6 93

2015 Sep 22 46.6 8.138 52 1.11 33 13 124

2015 Sep 30 73.3 4.366 56 0.76 34 8 204

2016 Mar 04 65.0 -56.96 116 1.78 4 24 307

2016 Apr 06 74.0 -14.86 77 1.24 16 12 87

2016 May 02 75.0 -7.267 94 1.25 53 27 134

2016 Jun 24 47.0 -9.539 98 2.13 27 11 52

2016 Jul 02 215.5 -0.176 138 0.07 41 29 215

2016 Aug 28 68.0 -82.31 230 3.38 29 6 68

Note: T is the time from maximum rainfall intensity to peak groundwater level and L is the time from the initial
storm response in groundwater level to peak groundwater level.

Table 2. Groundwater level response analysis for rainfall event occurring during the study period in Milbat wetland.

수위의 분석은 강우량에 대한 지하수위 수문곡

선을도시한후, 필요한인자값을산출하였고, 유

출량 분석과 동일하게 도달시간과 지체시간을

구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복원 전후의 월별 수문변동 특성

밀밭늪의 복원 전후의 유출량과지하수위 월별

변화를 조사하여 Figure 4에 나타내었다. 유출량

과 지하수위는 2015년 9월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강우량에비례하여증감하는 경향을 보였다. 월별

지하수위는 우기를 기준으로 복원 전 -74.25mm,

복원 후 -69.52mm로 나타났고, 복원 전후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0.831)를 보이지 않았으

며, 월별 유출량 변화에서도 통계적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p=0.625). 월별 수문변동은 강우량이

나 강우기간, 강도 등의 영향성이 고려되지 않아

복원 전후의 뚜렷한 경향을 파악할 수 없었다. 복

원에 의한 지하수위와 유출량의 증가량을 Figure

5에 나타내었다. 지하수위는 우기와 건기에 증가

하는경향을 보였고, 유출량은우기에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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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hange of long term monthly groundwater level and discharge in Milbat wetland.

Figure 5. Variation of groundwater level and discharge after restoration in Milbat wetland.

가 건기에 유출수량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량은 복원 전 습윤조건에서 0.0901㎥/s, 복원

후 0.0766㎥/s으로 복원 후 유출량이 줄어든 것으

로 나타났으나, 건조조건에서는 복원 전 0.0298㎥

/s, 복원 후 0.0747㎥/s으로복원 후유출량이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원 후의 유출량의 증가는

복원 전과 후 건기의 무강우일수 차이에 의한 것

으로 보여지며, 복원 전 겨울철에 무강우기간이

길어지면서 유출수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복원 전후의지하수위를비교한 결과, 습윤조건과

건조조건에서복원후의지하수위가더높게나타

났으며, 지하수위의값은 습윤조건에서 더높았으

나 복원 후 지하수위의 상승폭은 건조조건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량의 대부분은 습

윤기에 발생한다고 한 선행연구(Yeh et al, 2014)

로 미루어 볼 때, 지하수위의 상승은 밀밭늪 내

설치된구조물들이유수의흐름을막아물을저류

시키면서 주변 토양으로 침투하여 수위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2. 복원 전후의 유출특성

1) 단위강우별 유출량 변동

밀밭늪의 복원 전후의 유출특성을 밝히기 위

해 조사기간 동안 총 19번의 단위강우를 선별하

였으며, 각각 수문곡선을 도시하여 직접유출량

과 기저유출량을 산출하였다. 기저유출량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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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6. Relationship between rainfall event and direct runoff before and after restoration in Milbat wetland.

체 유출량 중 5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직접

유출량은 43%로 나타나 기저유출량의 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Pinder and

Jones, 1969; Brodie and Hosteler, 2005)와 동일

한 결과를 보였다. 습지에서 기저유출량의 비율

이 더 큰 것은 습지의 고유 특성이라고 볼 수 있

으며, 일반 산지에 비해 기저유출량이 더 많기

때문에 지하수위가 높고 항시 습윤상태를 유지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Figure 6에 강우량에 대

한 기저유출량과 직접유출량의 변화경향을 살

펴보면, 강우량이 증가할수록 직접유출량과 기

저유출량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저유

출량은 복원 전에 비해 복원 후 추세선의 기울

기가 더 컸고, 직접유출량은 복원 전에 비해 복

원 후 추세선의 기울기가 작았다. 기저유출량은

수문곡선에서 기저부에 항시 충진되어 있는 수

원으로 직접유출량이 빠져나간 후 무강우기에

장기간에 걸쳐 유출되는 수원이다(Hall, 1968;

Freeze and Cherry, 1979; Price, 2011). 산지계류

나 하천에서는 기저유량이 매우 적은 편이지만

습지에서는 기저유량의 의존도가 높고, 유역의

수분 보유능을 나타내므로(Padilla et al, 1994;

Ficklin et al, 2016; Buttle, 2018), 기저유량의 증

가는 토양층 내부에 침투된 수량이 증가하여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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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Compar ison of
correlation

Mean ± Std.
t-value p-value

Before After

Rainfall - 34.38(±22.8) 76.8(±44.12) -2.75 0.00***

Total discharge(㎥/s) 0.73* 0.28(±0.21) 0.76(±0.45) -3.15 0.00***

Baseflow(㎥/s) 0.77* 0.06(±0.04) 0.45(±0.24) -5.49 0.000***

Direct runoff(㎥/s) 0.49 0.28(±0.16) 0.26(±0.20) 0.29 0.38

Peak runoff(㎥/s) 0.38 0.003(±0.002) 0.009(±0.004) -3.98 0.00***

T(hr) -0.14 21.8(±8.13 13.53(±9.27) 1.97 0.03**

L(hr) 0.56 110.8(±39.99) 110.07(±72.20) 0.01 0.49

Note: significance level:
*
=0.05 level,

**
=0.01 level,

***
=0.001 level, ns=not significant.

Table 3.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hort-term discharge, groundwater level measured of before and after

restoration in Milbat wetland.

은 수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의미한다(Aboelnour

et al, 2020). 따라서, 복원 후 기저유출량이 높아

진 것은 유출저감 및 수분 보유능이 증대된 것

으로 볼 수 있으며, 복원의 시행으로 강우가 내

린 후 빠르게 빠져나가는 직접유출량이 줄어들

고 토양 내에 수분보유력이 상승하여 기저부 유

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수문인자별 특성 변화

복원 전과 후의 유출특성 변화를 살펴보면, 총

유출량은 복원 전 34.38㎥/s, 복원 후 76.8㎥/s로

복원 후의 유출량이 훨씬 더 많았다(Table 3). 복

원 후의 유출량은 무강우기간을 포함하고 있으

며, 강우량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유출별

로는 직접유출량은 복원 전 0.28㎥/s(0.03- 0.49

㎥/s), 복원 후 0.26㎥/s(0.03-0.67㎥/s)로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고, 기저유출량은 복원 전 0.06㎥

/s(0.02-0.13㎥/s), 복원 후 0.45㎥/s(0.07- 1.13㎥

/s)로 나타나 복원 후의 기저유출량이 더 높았다.

강우량과의 상관성은 총유출량과 기저유량이 비

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 산지습지에 비해 기

저유량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은 이탄층으로 이루

어진 토양 내에 침투한 빗물이 서서히 유출되는

습지의 고유한 특성이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총 유출량과 기저유출량, 최대 유출량, 지체시간

은복원전과후, 유의미한차이를 보였으며, 복원

공종의 적용으로 지하수면을 이루는 기저유량의

증가와 함께 토양에 물이 포화된 이후, 서서히 수

원이 유출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복원 후의

강우량이 증가하였으나 직접유출량이 일정한 값

을 보인 것은 계류 내에 횡공작물을 설치하여 강

우 시 빠르게 빠져나가는 지표유출을 일시적으로

저지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계류나 하천에서

강우가 집중된 시기에 직접유출량이 증가한다고

한 선행연구(Rodriguez et al, 2012)와는 차이를

보였으며, 습지가 가진 높은 수분보유능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직접유출량의 변화는 강우 외

에도차단, 증발산, 침투등다양한 요인에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의 파악을 위해서는 증

발산이나 투수계수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Quevedo et al, 2016). 최대유출량은 복원 전

(0.003㎥/s)에 비해 복원 후(0.009㎥/s)의 값이 더

높았으며, 지체시간은 복원 전과 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대유출량까지의 도달시간은 복

원 전(21.80hr)에 비해 복원 후(13.53hr) 더 짧았

으며, 전반적으로 총유출량에서 기저유량이 차지

하는 비율이 높아 직접유출량이 빠르게 최대 값

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진다.

3. 복원 전후의 지하수위 특성

1) 단위강우별 지하수위 변동 특성

단위강우별 지하수위 변동특성을 파악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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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elationship between rainfall event and Recharge at before and after restoration in Milbat wetland.

Index Compar ison of
correlation

Mean ± Std.
t-value p-value

Before After

GWL(㎜) 0.23 -460.23(±230.38) -230.59(±420.19) -1.61 1.06

GWL rise(㎜) 0.14 136.85(±65.68) 119.40(±64.83) 0.58 0.28

Recharge ratio -0.44 3.09(±1.81) 1.90(±1.26) 0.55 0.07

Peak GWL(㎜) 0.29 20.00(±14.83) 32.46(±18.84) -1.67 0.05***

T(hr) 0.42 14.85(±5.81) 18.20(±9.61) -1.00 0.16

L(hr) 0.32 129.50(±90.05) 114.33(±74.18) 0.36 0.36

Note: significance level: * = 0.05 level, **= 0.01 level, ***= 0.001 level, ns=not significant.

Table 4.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hort-term discharge, groundwater level measured of before and after

restoration in Milbat wetland.

해복원전후의단위강우별지하수함양율을비교

하였다. Figure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복원 전에

비해복원 후의 지하수 함양율이 더 높았고, 강우

량이 약 10∼20㎜의 소량일 때 지하수 함양율이

매우높게 나타났다. 이는 강우 시 밀밭늪에 설치

된 횡구조물이 유하하는 물을 일시적으로 저지하

여 토양층 내부로 침투되면서 대수층의 저유량을

증가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강우 초기에는침투

량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강우 시간이 길어질수록

침투되는 속도와 양이 점차 감소하며 강우강도와

는 비례하고, 유출량과는 반비례하는 경향을보이

는데(Mein and Larson, 1973; Li et al, 2005;

Rahardjo et al, 2005), 소량의 강우는 강우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아 초기 침투능이 높게 작용하여

지하수 함양율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

다. 강우량의 증가로 침투되는 양이 증가하면 투

수계수가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유출이 발생하게

되는데(Kim et al, 2012), 일정량 이상의 강우가

내리면 대수층의 포화되면서 침투량이 줄어들고

유출이 서서히 발생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 수문인자별 지하수위 변동 특성

복원 전과 후의 지하수위 변동 특성을 조사한

결과, 지하수위는 복원 전 -460.23㎜, 복원 후

-230.59㎜로 복원 후 지하수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지하수위의 증감폭은 복원

전(136.85㎜)에 비해 복원 후(119.4㎜) 값이 더

낮았으며, 지하수 함양율도 복원 후(1.90)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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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작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

이지 않았다. 밀밭늪에서 복원 후의 지하수위

값이 더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지하수대가

상승해 있어 강우가 오더라도 피크점까지의 상

승폭이 비교적 적고, 대수층이 어느 정도 충진

되어 있어 지하수 함양율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육화가 진행중인 산지습지에

복원을 실시하고 수문학적 변화를 통한 복원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밀밭늪에 실시된 복원으로

지표면을 통해 빠르게 유출되는 직접유출량이

줄어들고 기저유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 수문학적 기능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출저감 및 지하수위 증가 경

향은 여름철과 같이 강우가 어느정도 이상 내렸

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며, 무강우기간이나 겨

울철 건기에는 유출되는 수량에 대한 저감 효과

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연구데이터의

수집기간이 2∼3년으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시

기적으로는 복원이 시행된 직후의 습지의 유량

변화 추이를 파악했다는 연구적 한계가 있다.

또한, 습지마다 환경적 특성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밀밭늪의 개별 특성만으로 전체 산지습

지의 수문학적 특성을 대변할 수는 없다. 향후

에는 다양한 유형의 습지에 확대 적용하여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산지습지의 수문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식생 및 토양, 수문특성을 종합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지습지의 복원 이후 수문학적인 기능의 평

가는 습지복원의 성공여부를 정량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제시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산지습지의 복원 및 관리를 위해서는

대상습지의 훼손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과

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훼손원의 제거 및 저감

대책 등이 복원의 계획 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한

다. 산지습지는 산림이라는 생태계 속에 포함되

기 때문에 임내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위적 요

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산림의 특성을

고려한 복원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주변 산림

과의 생태적 연결성을 고려하고, 산지습지 주변

에 완충구간을 설정하여 복원에 따른 영향을 최

소화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서두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습지에서의 지하수위나 유

량변화와 같은 수문학적 유동은 습지토양의 특

성과 식생 군집의 분포를 결정하는 필수요소이

기 때문에 복원이 시행된 습지에서 반드시 측정

되어야 할 항목이다. 습지의 수문학적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복원평가에

있어 타당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

학적 근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는 산지습지에서의 수문학인 요소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습지복원의 평가기준 확립을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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