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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기후변화와 불투수지역의 증가로 인하여 하천 유량의 변동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량에 영향을 받는 하

천환경과 다양한 생태계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에 유량 관리가 매우 중요시 되어지고 있다. 하천 유량은 빗물이 지표면

에 떨어져 직접하천으로 흐르는 지표유출과 지표면하의 암반층으로 침투되어 지하수가 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표로

흘러나오는 기저유출로 구성되어 있다. 기저유출은 땅속에서 흐르기 때문에 흐름이 느리다. 이에 따라 강우가 발생하지

않을 시에 하천유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저유출의 관리는 수자원의 관리에 매우 중요할 것이다. 국내외

에서도 기저유출의 관리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지표수-지하수의 연계관리를 위한 명확한 조명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저유출의 분포와 지하수 의존형 수생태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기저

유출의 분리는 최근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고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었다. 일반적으로 시계열 유량자료를

통해 기저유출을 산정한다. 기저유출의 산정을 위해 두 가지 유량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검보정된 수문모형

을 통한 데이터와 국내에 존재하는 관측데이터를 이용하여 지표유출과 기저유출을 분리하여 유역의 기저유

출지표를 산정하였다. 기저유출지표는 총 유출량과 기저유출과의 비로 산정되는 유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

표이다. 기저유출과 수생태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수행하는 네 가지 수생태건강성지수와 기

저유출지표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수생태건강성지수는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서식

및 수변환경으로 구성되었다.

기저유출 산정과 수생태계와의 분석은 낙동강유역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낙동강유역의 기저유출을 산정

하여 기저유출지표를 산정한 결과 0.4이상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하천의 유량 중 약 40%가 기저유출에 의존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월별 기저유출지표를 산정한 결과 강수가 적은 봄과 겨울철의 경우 0.7이상을 나타냈

다. 특히 1월달의 경우 0.9이상을 나타내 겨울철 대부분의 하천 유량은 기저유출에 의존한다. 산정된 기저유

출지표와 네 가지 수생태건강성지수의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과의 상관

성을 나타냈고 나머지에서는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아직 국내에서 수생태계의 건강성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저유출관리 방안

의 정책적인 도입과 연구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핵심용어 : 기저유출, 기저유출지표, 수생태건강성지수, 지하수 의존형 수생태계

1. 서론

지구의 온난화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후변화는 더욱더 심각한 사회적·경

제적·환경적인 문제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강수량의 불확실성과 비정상성의 증가로 인하여

이에 하천환경과 이에 따른 생태계는 큰 위협을 받고 있다(기상청, 2014). 또한 도시화의 증가로 인하여 불

투수 면적의 증가는 하천의 유량과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투수면적의 감소는 기저유출의 감소로 이

어지기 때문이다. 기저유출(Baseflow)은 비가 지표를 통하여 지하수로 존재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

표로 다시 유출되는 유량으로 지표수와 지하수를 연결해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하천유량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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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의 요소이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하지만 아직 기저유출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이는 기저유출이 땅 속에 흐르고 있어 눈으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

이다. 기저유출의 산정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방법이 아닌 유량곡선을 이용한 도식법에 의하여 산출되고 있

다. 최근에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만 아직도 기본적인 개념은 과거에 개발된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기저유출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환경부(2013)에서는 하천에

기저유출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으나 아직 많은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하천

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기저유출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기저유출의 특성을 파악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저유출의 중요성을 조명하고자 하

였다.

2. 기저유출지표 산정

기저유출지표(Baseflow index)는 하천 전체 유량 중 기저유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하천유출량

과 기저유출의 비를 통하여 하천의 특성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이다.

 총 유출량
기저유출량

× (1a)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저유출은 도식법을 통해서 산정이 가능하다. 도식법의 종류에는 수문곡선을 이

용한 지하수 감수 곡선법, 수평직선 분리법, N-day 법, 수정 N-day 법, 가변경사법이 있다. 미국 USGS에

서는 기저유출지표 맵을 N-day 법을 사용하여 산출하였고 산출된 결과를 Howard and Merrifield(2010)

와 Gou 등(2015)에서 활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USGS와 마찬가지로 N-day법을 이용하여 기저유출

을 산정였다.

2.1 SWAT을 이용한 수문 모의

하천의 수문곡선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량관측소를 통한 시계열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

직 국내에서는 유량관측소의 개소수의 밀도가 작고 관측데이터의 신뢰성의 문제가 많아 데이터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수문곡선의 산정을 위해서 준분포모형인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을 활용하였다. 검·보정은 오염총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검·보정결과

R square 0.7이상을 나타내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2.2 기저유출지표 산정결과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모형의 분석 결과와 실측 유량데이터를 이용한 기저유출을 산정하였

다. 실측 유량데이터는 일별 데이터가 필요함에 따라 오염총량데이터가 아닌 국토부가 운영하는

국가수자원종합종보(WAMIS) 일별 유량자료를 사용하였다. 대상유역은 낙동강 유역의 41개 오염

총량 단위유역이다. 그림 1. 2는 연별 기저유출을 산정하여 기저유출지표로 나타낸 것이다. 관측데

이터는 41개 단위유역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기저유출지표가 산정되지 않은 지역

이 존재한다. 또한 그림 3, 4는 기저유출이 하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갈수기에 기저유출지표의

분포이다. 표 1은 낙동강 41개 단위유역의 연별, 갈수기 기저유출지표의 평균, 최소값, 최대값을

나타낸 것이다. 낙동강 전체의 연평균 기저유출지표는 0.4, 0.44로 나타났고 갈수기 평균 기저유출

지표는 0.7, 0.73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연평균은 0.4이상이 나타고 있고 갈

수기에는 0.7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저유출이 하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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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관측데이터 이용한

연평균 기저유출지표

그림 2. 모의결과 이용한 연평균

기저유출지표

그림 3. 관측데이터 이용한

갈수기 기저유출지표

그림 4. 모의결과 이용한 갈수기

기저유출지표

표 1. 낙동강유역 모의결과와 유량관측값의 기저유출지표 평균, 최소값, 최대값

연별 기저유출지표 갈수기 기저유출지표

평균 최소값 최대값 평균 최소값 최대값

SWAT모의결과 0.40 0.31 0.73 0.70 0.50 0.90

관측값 0.44 0.23 0.79 0.73 0.39 0.96

국내의 강우특성상 여름철에 연강수량의 약 2/3가 집중되므로 기저유출에 대한 변화도 나타날 것

으로 예상된다. 이에 그림 5와 같이 월별 기저유출지표를 산정하였다. 기저유출지표 산정결과 비

가 많이 오는 7월, 8월은 기저유출지표이 0.22, 0.32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가 오지 않는 겨울철에

는 평균 0.8이상의 기저유출지표가 산정되었다. 특히 1월에는 0.92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겨

울철에는 대부분의 하천 유량이 기저유출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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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월별 기저유출지표

3. 기저유출과 수생태계 상관성 분석

생태계는 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물에서 생활하는 수생태계는 수량, 수질,

수온 등은 중요한 요소이다. 앞선 기저유출지표 산정결과를 살펴보면 0.4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처럼 기저유출은 하천의 환경적 요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저유출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수생태건강성지수와 기저유출지표

와의 상관성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생태건강성지수는 2008년부터 부착조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서식 및 수변환경에 대한 지수를 산정하여 제공하고 있다(환경부, 2012). 그림 6은 낙동강유

역의 116개 지역(본류지역 제외)에 대한 기저유출지표와 네 가지 수생태건강성지수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기준 연도는 2012년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a) 저서형 무척추동물 (b) 서식수변

(c) 부착조류 (d) 어류

그림 6. 기저유출지표와 수생태건강성지수의 상관분석결과

상관성분석 결과 네 가지 수생태계건강성지수와 기저유출지표와의 상관성이 나타난 지수는 저

성형 무척추동물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저서성 무척추 동물의 경우 하상에서 생식하는 생태계로

하천의 바닥으로부터 나오는 기저유출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나머지

세 가지 수생태건강성지수는 데이터의 부족과 각 생태계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는 요인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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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횟수도 1년에 2회 5월, 10월에 수행하는데 이를 통해 수생태계의 특성을

대표할 수 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어류의 경우 수온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U.S.EPA(2005)에서는 Umatila 인디언보호구역에서의 하천 수량 및 수질의 변화가 없음에도 연어

의 개체수가 감소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하천의 직선화 공사로 인한 기저유출의 감소에 따른 수

온 상승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그 후 기저유출 증가를 목적으로 하천을 복원하여 생

태계가 서식하기 좋은 수온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생태종과 서식처가 증가하였다.

4. 결과

본 연구에서는 기저유출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기저유출지표를 산출하였고 기저유출지표가

0.4이상 즉, 하천 유량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강우량이 적은 갈

수기에 하천의 유량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하천환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저유출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수생태건강성지수와

의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네 가지의 수생태건강성지수와 기저유출지표와의 상관성분석을 한

결과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만이 상관성을 나타냄에 따라 다소 연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수생태건강성지수 데이터의 부족 등으로 인한 한계가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저유출관리 방안의 정책적인 도입과 연구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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