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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기저유출 분리 기법은 하천에서 관찰되는 총 유출을 직접유출과 기저유출로 분리하는 기술이다. 기저유출

분리 기법은 도식적(graphical) 방법, 디지털 필터(digital filter) 방법, 통계학적 방법, 해석적 방법 등 다양하다

(Valent와 Bulík, 2016). 금회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도식적 방법을 이용한 기저유출 분리 방법에 대한 적용성

을 평가하였다. 금회 연구에서 수행된 도식적 기저유출 분리 방법은 HYSEP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local

minimum method(LMM), fixed interval method(FIM), sliding interval method(SIM)이고(Sloto and Crouse,

1996), 각각의 방법은 대리 수위관측소의 관측 일 유량(2013년～2017년)에 적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세 가지

방법은 동일하게 유역면적의 함수인 기저유출 분리에 사용되는 간격(2N*)만으로 기저유출을 분리하므로 객관

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각각의 분석 방법에 의한 기저유출 분리의 적절성 평가를 위해 2017년의 유황곡선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유황 곡선의 지표 유량인 풍수량, 평수량, 저수량을 기준으로 각각의 지표

유량 이하에 대한 관측 유량과 추정된 기저유량의 결정계수를 산정하였다(Table 1). 이는 유량의 규모가 작을

수록 지표유출 보다는 기저유출의 영향이 커짐을 고려한 것이다. 분석 결과, SIM이 모든 지표 유량 기준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기저유출 지표(base flow index; BFI)에서도 SIM과 FIM은 약 0.46으로 유사

한 반면, LMM은 0.23으로 분석되어 두 방법과 큰 차이를 보였다.

Classification
Determination coefficient for duration curve in 2017

Base flow index(BFI)
during 2013-2017Below plentiful flow

(Q95)
Below ordinary flow

(Q185)
Below low flow

(Q275)

LMM 0.628 0.581 0.667 0.234

FIM 0.879 0.810 0.914 0.463

SIM 0.892 0.877 0.923 0.459

Table 1 Analysis results for base flow separation by graphical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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