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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천성산 밀밭늪 지역의 고속철 터널공사에 따른 지하수위의 변동과 강우 유출의 특성을 밝히기 위

하여 2004년 7월부터 2008년 5월에 걸쳐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밀밭늪에서 단위 강우로 인해 발생

하는 직접유출량의 발생시각은 일반 산지유역에서보다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또한 강우로 인해 발생하는

유출량의 장·단기수문곡선은 대부분의 경우 강우에 대응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연간 유출률은 2004년 0.26,

2005년 0.13, 2006년 0.16, 2007년 0.25, 2008년 0.27로 나타나 고속철 터널공사에 관계없이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

였다. 이와 같이 밀밭늪에서 해마다 유출률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밀밭늪의 기능이 약화되어 점차 육화되어 갈 것

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들 각 연도의 유출률은 일반 산지유역의 유출률보다 크게 낮은 값으로 나타났으며, 4년간

평균 연간 유출률은 0.19으로 계산되었다. 단기수문곡선에서 직접유출의 감수계수는 0.89~0.97의 범위로 관측되어 일

반 산지소유역의 값인 0.2~0.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기저유출의 감수계수는 0.93~0.99의 범위로 관측되어 일반 산지

소유역의 값과 비슷하게 관측되었다. 밀밭늪의 지하수위는 강우강도에 비례하여 증감하였으며, 특히 지하수위가 정

점(피크)에 도달한 후 하강 시에는 아주 완만하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선행강우가 있었을 때의 지하수위

의 변화는 비교적 높은 값을 유지하면서 증감하였다. 강우량이 많은 여름에 지하수위가 가장 높았으며, 겨울에는 아

주 낮은 지하수위 값을 나타내었다. 연도별 평균 지하수위값은 2004년 -8.48 cm, 2005년 -14.60 cm, 2006년 -20.46

cm, 2007년 -20.11 cm, 2008년 -28.59 cm로 관측되어, 매년 평균 지하수위값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hydrological characteristics of groundwater level change

and rainfall hydrological runoff processes caused by tunnel construction at Milbot bog located in Mt.

Cheonseong.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2004 to May 2008.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The

occurrence time of the direct runoff caused by unit rainfall at the Milbot bog were tended to be slower than

those at general mountainous basin. Also, runoff did not sensitively respond to amount of rainfall at the most

of the long and short term hydrograph. The annual runoff rates from 2004 to 2008 were 0.26, 0.13, 0.16, 0.25

and 0.27, respectively, slightly increased after 2005 regardless of the tunnel construction. Thus, the function of

Milbot bog will be weakened, and it supposed to be changed to land in the future because of increasing annual

runoff. The annual runoff rate for 4 years was 0.19, which is greatly lower than that of general mountainous

basin. The recession coefficient of the direct runoff in short term hydrograph was ranged to 0.89~0.97, which

is much larger than that of the general mountainous basin, 0.2~0.8. The recession coefficient of base flow

ranged from 0.93 to 0.99, which are similar to general mountainous watershed's values. Groundwater level of

Milbot bog increased or decreased in proportion to rainfall intensity, and in the descending time after the

groundwater level was reached at peak point, it tends to be decreased very slowly. Also, groundwater level

increased or decreased maintaining relatively high value after precedent rainfall. Groundwater level was highest

during summer with heavy rainfall, but was lowest during winter. Average groundwater levels decreased

annually from 2004 to 2008, -8.48 cm, -14.60 cm, -20.46 cm, -20.11 cm, -28.59 cm, respectively. Therefore, it

seems that the Milbot bog is becoming dry and losing its function as a b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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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지고층습원은 지하수위가 높고 다습한 지역으로 식

물유체가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퇴적하여 생긴 토탄 위에

발달한 습생초원이나 소택초원을 가리키며, 사회적으로

커다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일반적으

로 습지는 자연의 정화조로서 홍수 방지, 생물다양성 유

지, 기후 안정, 수변부의 침식 방지, 지하수 재충전, 온실

효과 방지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

까지 버려진 못 쓰는 땅으로 인식되어 매립되거나 농경지

등의 다른 용도로 개발되어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1971년 국제적으로 물새의 서식지로 중요한 습지를 보

호하기 위하여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을 체결하

였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28일 람사르협약에 가입

하여 국내습지의 보전에 동참하여, 국제협력의 이행과 국

내 습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999년 2월 8일에 법률

제 5866호로 습지보전법을 제정하였다(김수승, 2008). 우

리나라는 1997년 인제 대암산 용늪이 국내 1호 람사르 등

록습지로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무제치늪, 우포늪 등 현

재까지 11개의 습지가 등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귀중한 자연의 보고인 산지고층습원의 보전

과 관리 대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보고서와 연구논문 등

이 최근에 이르러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김성덕 등(2002)

은 한국 산지습원의 식생 현황과 동태에 관하여 보고하였

으며, 이헌호 등(2002)은 정족산에 위치하고 있는 무제치

늪 지역의 지하수위와 강우 유출의 시계열 변화를 중심으

로 수문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무제치늪 지역이 육화

할 가능성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무제치늪 지역

에서의 환경요인과 식생과의 관련성(고재기, 1997)과 대

암산 고층습원의 환경 변천(강상준, 2005) 등에 관한 연구

가 우리나라 산지고층습원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최근

에는 대암산 용늪의 지하수 특성(박종관, 2003), 천성산지

역의 식생구조(오구균 등, 2005), 천변저류지 조성에 따른

습지 지속가능성 평가 및 우포늪에 미치는 수문학적 영향

평가(김재철 등, 2008) 등의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또한,

농경지나 일반 산지의 경우 강우에 따른 연평균 유출률이

62.2%로 보고한 사례(신영규, 2004) 등의 연구논문이 다

수 발표되었으나, 산지고층습원의 유출률 등 수문 특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90년 경부고속철도 기본노선발표를 시작으로 대구와

부산을 잇는 원효터널 구간이 천성산을 관통하게 됨에 따

라, 터널공사로 인해 주변 지역에 위치한 밀밭늪과 무제

치늪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특히 천성산 산정부

근에 위치한 밀밭늪은 1999년 화엄늪과 함께 발견된 산지

고층습원으로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습지(정우

규, 2001)였으나, 2004년부터 5년간 시공한 터널 공사로

인해 지하수 유출량의 감소, 습지의 보유수분 고갈, 자연

경관의 파괴, 계곡수 고갈에 의한 저지대 배출지역의 지

하수 산출량 감소 등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함

동선, 2007)된 바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강상준 등(2008)은 천성산 터널공사 시공 전후에

있어서 5년간 천성산의 식물상, 식생, 조류·포유류, 양

서·파충류, 육상곤충,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수문환경

등의 종합적 생태환경의 변화를 장기 모니터링한 결과, 터

널공사의 영향으로 인한 생태환경의 변화 또는 훼손이 없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안정된 산지고층습원의 수문학적 특성은 강

우의 유출률이나 지하수위가 시계열적으로 변화가 없이

연간 거의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잘 보전

되어 있는 산지고층습원 주변에 개설한 임도로부터 습지

안으로 토사유입이 일어나거나, 습지 안으로의 사람들의

잦은 왕래에 의한 토양의 답압이 증가하거나, 산사태 또

는 토석류로 발생한 토류 등의 물질이 습지 안으로 유입

하는 등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받게 되면 습지의 고유한

기능이 사라지고 점차 육화하게 된다. 밀밭늪의 경우는 수

년전에 지하에 고속철 터널공사를 완료하였고, 또 늪의 바

로 위쪽 사면에 등고선 방향으로 임도가 개설되어 있어서

늪지역의 지하수 감소, 그리고 집중호우시 임도로부터의

토사유입으로 인한 늪의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외부 환경요인으로 인

하여 현재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천성산

밀밭늪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하수위와

강우유출률의 경년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

를 근거로 향후 밀발늪의 육화 또는 훼손의 가능성을 밝

히고, 나아가 밀밭늪의 보전 및 관리 대책 수립에 필수적

인 수문학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 개황

천성산은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상북면 및 하북면의

경계에 위치(동경 129° 04' 83"~129° 18' 00", 북위 35°

24' 60"~27° 24' 50")하고 있다. 밀밭늪은 산 정상(해발

922 m)에서 약간 아래쪽 해발 700 m 지점의 완만한 경사

지에 위치(위도 35° 24' 98"N, 경도 129° 07' 69"E)하고

있으며, 집수면적은 12.06 ha로 측정되었다. 밀밭늪 지역

은 천성산 고속철 터널공사구간의 노선에서 수 백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25,000 m2 정도

로 아주 작은 습지이지만, 대암산 용늪, 무제치늪 및 신불

산늪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지고층습원이며, 환

경부가 지정한 주요 보호대상지역에 속한다. Figure 1에

밀밭늪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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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의 주계곡인 법수원계곡은 상류수원지역에서부

터 발달한 작은 지류 2개가 밀밭늪 아래쪽 지점에서 하나

로 합류하여 주 계곡을 이루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서쪽 수

로는 현재 평상시에는 유출수가 거의 없는 건천이며, 동

쪽 수로는 상시 유출수가 흐르고 있다. 밀밭늪을 관통하

는 작은 수로에서는 유출수량은 적지만 연중 유출수가 흐

르고 있다. 

천성산은 한반도 동남단 내륙 낙동강 연안에 위치하여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기후 특성인 몬순기후권에 속한다.

겨울철에는 대륙으로부터 발달한 한냉 건조한 기단의 영

향으로 북서계절풍이 불며, 여름철에는 북태평양의 고온

다습한 해양성 기단의 영향으로 남동풍이 부는 계절풍 기

후의 특징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천성산 밀밭늪의 강우자료는 현장에서 약 30 km 정도

떨어진 울산기상대에서 관측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04

년 7월~2008년 5월까지 약 4년간의 강우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Table 1에 표시하였다. 

Table 1에는 연강우일수, 연강우량, 일최대강우량, 일강우

량 20 mm 이상(호우주의보 발령 기준)인 강우일수를 나타

내었다. 조사기간 동안 밀밭늪의 연강우량은 1,100~1,400

mm의 범위에 있었으며, 일강우량 20 mm 이상인 강우일

수가 전체 강우일수의 약 1/6로 주로 하기 6~9월에 편중

되어 있었다. 20 mm 이상의 강우사상을 대상으로 하여 강

우일수, 강우량, 강우강도를 각각 조사한 결과 연속강우량

100 mm 이상의 단위강우는 7회가 있었으며, 강우강도는

0.8~20.3 mm/hr의 범위로 평균강우강도는 3.76 mm/hr의

값으로 나타났다. 

2. 연구방법

1) 강우 유출 특성

본 연구에서는 천성산 밀밭늪의 강우 유출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하여 장·단기‚ 수문곡선의 작성에 의한 첨두유량

도달시간 및 유출 특성, 물수지의 계산에 의한 장·단기‚

유출률의 산정, 그리고 각 단위강우에 대한 감수계수 등을

산정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1) 수문곡선 작성

밀밭늪 지역의 수문곡선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의 강우량과 유출량의 자료가 필요하다. 강우량은 인근 울

산기상대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유출량은 밀밭늪 지역

하단부 수로에 설치한 사각형위어에서 관측한 유출수위를

유출량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유출량의 환산은 일반

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음의 Francis식을 이용하였다.

단, 본 연구사이트에서는 사각형위어의 경우 위어 폭이

Q 1.84H

3

2
---

= m
3

s⁄( )

Figure 1. Location of MilBot bog in Mt. Cheonseong.

Table 1. Rainfall data used in analyses. 

Year Day
No. of 

rainfall day
Annual rainfall

(mm/year)
Day maximum rainfall

(mm/day)
No. of more than
20 mm per day

2004(7~12) 214 68  939.3 108.5 15

2005(1~12) 365 103 1,135.7 327.5 13

2006(1~12) 365 109 1,393.9 141.5 18

2007(1~12) 365 114 1,135.8 064 16

2008(1~4) 152 35  331.2 06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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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폭보다 작아 양단에서 0.1H만큼 축소되므로, 위어 폭

L을 유효위어 폭 L'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L'= L-0.1nH (m)

위 식에서 Q: 유량(m3/L), L: 위어의 폭(=0.25 m), n: 완

전수축의 수(편축류위어 n=1), H: 위어의 월류수심(m)이다.

(2) 유출률과 첨두유량 

관측기간동안 작성한 수문곡선의 해석에 의하여 강우

에 응답하는 유출량의 민감도를 조사하여 밀밭늪 지역의

유출특성을 파악하였다. 

단기유출률은 작성한 단기수문곡선을 수평직선분리법

으로 직접유출량과 기저유출량을 분리한 후 총강우량에

대한 직접유출량의 비율로 구하였다. 장기수문곡선의 유

출률은 총강우량에 대한 총유출량의 비율로 구하였다. 

(3) 감수계수의 계산

밀밭늪 지역에서 첨두유량 발생 이후 유출의 저감형태

및 그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동안 관측한 수

개의 단기수문곡선을 대상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식(박재

기, 2006)으로 유량감수부의 감수계수를 산출하였다. 

위 식의 양변에 log를 취하여 변형하면 다음과 같다.

Q
t

Q
0
K

t t
0

–( )
= m

3
s⁄( )

Figure 2. Short term hydrograph curve caused by rainfall event in Milbot b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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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Q
t
= log Q

0 
+ t logK

단, 위 식에서Q
t
 : t시간의 유량(m3/s), Q

0
: 초기 유량(m3/s),

K: 감수계수이다.

2) 지하수위 변동 

강우에 따른 지하수위의 변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위강우별 단기 지하수 수문곡선과 장기 지하수 수문곡

선을 작성하였다. 밀밭늪의 동쪽사면에 지하수위계를 설

치하고, 한시간 단위로 지하수위를 측정하여 강우시 밀밭

늪 지하수위의 월별·연도별 변화를 장·단기별로 분석

하였다. 

습지는 지하수가 지표 근처에 함양되어 있는 곳에 생성

되므로 지하수위는 습지의 보전과 유지·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인자로 활용된다. 밀밭늪에서 4년간 강우에 따른

단기 지하수위의 변동, 연도별 지하수위 변화 수문곡선을

작성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들 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밀밭

늪의 육화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강우유출 특성

1) 단기유출 특성

(1) 단기수문곡선

관측기간 동안 밀밭늪 지역에 내린 주요 단위강우에 대

한 단기유출 수문곡선을 작성하여 Figure 2에 나타내었다.

단위강우의 총강우량은 각각 217.3 mm, 43.1 mm, 69.5

mm, 98 mm, 145.2 mm, 134 mm로 관측되었으며, 각 단

위강우에 대한 총유출량은 각각 19.9 mm, 8.58 mm, 6.30

mm, 18.24 mm, 23.49 mm, 30.17 mm로 산정되어, 강우

량과 유출량의 사이에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강우의 증가에 따라 유량이 증가한

다는 양해근(2006)의 연구, 그리고 습지에서의 유출수량

은 누적 강수량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김재근(2009)의 연

구에서 나타난 경향과 마찬가지로, 분석한 단위강우에 앞

서서 내린 선행강우가 유출량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

단된다. 

밀밭늪에서는 일반산지유역에 비하여 수문곡선상에서

유출량 상승기에서 유량이 서서히 증가하고, 첨두유출량

이후의 유출량 하강기에서는 유량이 아주 서서히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경향은 산지고층습원에서만 볼 수

있는 중요한 단기유출 수문곡선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밀밭늪지역에서의 또 하나의 수문학적 특징은 강우가 없

는 무강우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

으로, 이는 이탄층으로 형성된 습지가 지중으로 침투한 강

우를 장시간 함양하고 있다가 서서히 유출시키기 때문으

로 판단하였다.

(2) 첨두유량 

Table 2에 표시한 단위강우 1(217.3 mm), 단위강우

2(43.1 mm), 단위강우 3(69.5 mm), 단위강우 4(98.0 mm),

단위강우 5(145.2 mm), 단위강우 6(134.0 mm)에 대하여

첨두유량점은 0.201 m3/s, 0.006 m3/s, 0.004 m3/s, 0.014

m3/s, 0.018 m3/s, 0.020 m3/s으로 각각 나타났다. 첨두유량

도달시간은 단위강우의 총강우량에 비례하여 증감하였으

나, 일반 산지소유역에 비하여 아주 늦은 것으로 나타나

서, 강우시 지하수면이 빠르게 증가하였다가 강우가 멈춘

후에 지하수면이 빠르게 낮아진다는 Francis(1988)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습지 지하수위의 중요한

첨두유량이 전체 유출량의 93%정도를 차지한다는

Arnold(1980)의 연구에 비해 첨두유량의 비율이 다소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출률

밀밭늪지역의 유출률은 Figure 2에 표시한 단위강우에

대하여 각각 0.09, 0.19, 0.08, 0.18, 0.27, 0.26로 계산되

어 일반 산지유역에 비하여 값이 크게 낮았다. 이는 밀밭

늪의 유출률이 일반 산지유역에 비하여 낮게 산정되는 이

유로서, 일반 산지유역의 경우 사면경사가 급하여 많은 강

우가 단시간에 유출하여 유출률이 높아지는 것에 비하여

밀밭늪과 같은 산지고층습원은 지형적으로 사면경사가 완

만할 뿐만 아니라 토양환경에 있어서 토양유기물을 다량

함유한 유기질토양으로 구성되어 침투된 다량의 빗물이

서서히 지하수대로 이동하기 때문에 총강우량 중 지표유

Table 2. Calculation of recession coefficient by flow separation of rainfall event. 

Rainfall Event
Rainfall
(mm)

Direct flow Base flow

Discharge
(m3/s)

Recession
 coefficient

Discharge
(m3/s)

Recession
 coefficient

 1(2004.8.16~25) 217.3 0.6203 0.971 0.2654 0.994

 2(2005.4. 9~20) 43.1 0.1564 0.910 0.1658 0.978

 3(2005.7. 8~16) 69.5 0.1215 0.897 0.1103 0.985

 4(2006.5.18~29) 98.0 0.4482 0.920 0.3986 0.996

 5(2007.6.30~7.9) 145.2 0.8103 0.895 0.2991 0.932

 6(2007. 9~21) 134.0 0.9190 0.949 0.4968 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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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과 중간유출로 분배되는 양이 아주 적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이와 같은 밀밭늪지역의 강우 유출특성은 무제치늪

에서 관측한 선행연구(이헌호 등, 2002)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밀밭늪지역에서 관측한 유출률의 연도별 평균값의 계

절 변화를 Figure 3에 표시하였다. 그림에서 유출률의 계

절별 크기는 겨울(1.90)>가을(1.01)>봄(0.36)>여름(0.21)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즉 식생의 생육이 왕성한 여름철 생

장기에 유출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식생의 생장 휴지기

인 겨울에 유출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증발산은 지표

면에 내린 강수의 일부가 대기 중으로 되돌아가는 물순환

과정의 한 요소로써 강수량 손실의 상당부분을 차지(Chow

et al., 1988)하는데, 산지유역의 물수지에 있어서 식생의

생장기에 증발산으로 인한 물손실이 가장 높고 식생의 생

장 휴지기에 증발산으로 인한 물손실이 가장 낮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3) 감수계수

단기유출 수문곡선상의 총유출량을 수평직선분리법으

로 직접유출량과 기저유출량으로 분리하고 각각의 유출

량에 대응하는 감수계수를 계산하였다. Table 2에 단기유

출 수문곡선 6개를 작성하는데 사용한 각 단위 강우의 총

강우량, 분리한 직접유출량과 기저유출량, 그리고 각각의

유출량에 대응하는 감수계수를 산정하여 나타내었으며,

각년도 별로 단위강우사상은 강우-유출 응답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을 선정하였다. 표에서 밀밭늪의 직접유출의 감

수계수는 0.89~0.97, 기저유출의 감수계수는 0.93~0.99의

범위로 계산되었으며, 이 값은 선행연구에서 일반 하천의

직접유출의 감수계수가 0.2~0.8의 범위에 있는 것(박기주,

2006)과는 큰 차이가 있었으나, 기저유출의 감수계수가

0.93~0.99에 있는 연구결과와는 거의 유사한 값을 보였다.

이 결과로 밀밭늪 지역에서는 직접유출량의 감소가 기저

유출량에 비하여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에 기저유출량의

감소는 서서히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2) 장기유출특성

관측기간 2004년 7월~2008년 5월까지 약 4년간의 강우

량과 유출량의 대응 관계를 나타낸 장기유출 수문곡선을

Figure 4에 표시하였다. 그림에서 대체적으로 강우량과 유

출량의 대응 관계가 양호하였으며, 전체 유출량 성분가운

데 기저유출량의 성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기

저유출이 지하수유출의 전체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Brodie(2005)의 선행 연구와 총

지하수량은 기저유출에 의해 결정된다는 Pinder(196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밀밭늪과 같은 산지고층습원에서는 강우에 의해 형성

된 토양수분이 침투량에 비해 유출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강우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저유출이 발생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밀밭늪의 장기유출률을 산정하여 그 결과를 Figure 5에

표시하였다. 그림에 표시한 것과 같이 연유출률은 2004년

Figure 2. Short term hydrograph curve caused by rainfall

event in Milbot bog.

Figure 4. Long term hydrograph curve caused by per-year in
Milbot bog.

Figure 5. Changes of runoff rate by year in Milbot b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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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2월) 0.26(총강우량 735.4 mm, 총유출량 194.0

mm), 2005년 0.13(총강우량 1,147.0 mm, 총유출량 149.4

mm), 2006년 0.16(총강우량 1,390.7 mm, 총유출량 232.7

mm), 2007년 0.25(총강우량 1,120.5 mm, 총유출량 282.9

mm), 2008년(1월~5월) 0.27(총강우량 209.7 mm, 총유출

량 58.4 mm)로 각각 나타났다. 관측기간 동안의 총강우량

은 4,603.3 mm이고, 총유출량은 917.4 mm로 관측되어 총

유출률은 0.19으로 산정되었다. 이 값은 단위강우별로 산

정한 단기유출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일반 산지

유역의 유출률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밀밭늪의 경우 무강우기간에도 작은 유출량이지만

지속적으로 기저유량을 중심으로 유출이 천천히 일어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장기유출의 경향은

산지고층습원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장기유출 특성으로 생

각된다.

또한, 그림에 표시한 것과 같이 연유출률은 2004년도 첫

해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

과로 향후 밀밭늪지역이 고층습원으로서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어 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밀밭늪의 육화 원

인은 집중호우시 늪 바로 위쪽에 위치한 임도와 그 위쪽

사면으로부터의 토사 유입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지하수위의 변동 특성

1) 단기지하수위의 변동 특성

단위강우에 따른 지하수위 변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Figure 6에 강우강도에 대응하는 지하수위의 수문곡선

예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관측된 단기지하수위는 5~

-35 cm의 범위에 있었으며, 최고 지하수위와 최저 지하수

위의 차이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밀밭늪에서는 강우가 지중으로 침투하기 시작하면 지

체시간이 없이 단시간에 최고 지하수위에 도달하고, 강우

가 그치면 지하수위는 아주 완만하게 하강 곡선을 그리며

서서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강우강도가 클수록 지하

수위의 상승부의 기울기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단시간에

최고수위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하수위는 강우강

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강우가 지

속될 때는 지하수위가 최고점에 도달한 후 상당기간 그

값을 유지하였으며 강우가 멈춘 후에도 장시간 동안 아주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밀밭늪이 이

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강우시 침투는 비교적 용이하

나 일단 이탄층속으로 침투한 수량은 쉽게 유출하거나 증

발산으로 소실하지 않는 것에 기인하며, 이와 같은 지하

수위의 변화 경향은 산지고층습원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지하수위의 변동 특성으로 판단된다. 

2) 장기지하수위의 변동 특성

연간 장기지하수위의 변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Figure 7에 강우에 대응하는 연도별 장기지하수위 수문곡

선의 예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장기지하수위는 전반적

으로 강우량의 증감에 비례하여 변동하고 있었으며, 장기

유출 수문곡선과도 비슷한 변화 경향을 보였다. 단지 강

우강도가 높을 때 빠르게 최고 지하수위에 도달한 후 강

우가 그치면 완만한 감수곡선을 그리며 낮아지는 것이 장

기유출 수문곡선의 감수 형태와의 차이점이었다. 지하수

위도 강우량이 많은 6~9월에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11~3월에는 다시 지하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대체로 12월 초부터 4월말까지는 낮은 지하수위를

형성하며, 7월과 8월의 풍수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하

수위를 형성한다는 양정석 등(2008)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연도별 지하수위의 계절변화를 Figure 8에 표시하였다.

그림에서 계절별 지하수위의 크기는 여름에 가장 높은 값

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봄과 가을에 지하수위가 비슷한 범

위에 있었으며, 겨울에 가장 낮은 값이 나타났다. 이와 같

은 계절별 지하수위의 차이는 계절별로 내리는 강우량의

Figure 6. Changes of short term groundwater level in Milbot
bog.

Figure 7. Charge of long term groundwater level in Milbot

b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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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강우량이 많은 여름에는

지하수위가 높았으며 강우량이 적은 겨울에는 상대적으

로 지하수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겨울에 평균

지하수위의 변화가 적고, 여름에 지하수위 변화가 크다는

駒村正治(2003)의 선행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2004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의 관측기간 동안 지하

수위의 평균값은 -17.84 cm로 나타났으며, Figure 9에 표

시한 것과 같이 각년도별 지하수위의 평균값은 2004년

-8.48 cm, 2005년 -14.60 cm, 2006년 -20.46 cm, 2007년

-20.11 cm, 2008년 -28.59 cm로 나타나, 매년 지하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하수위가 낮은 지

점에서는 용늪의 건조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박종관(2003)의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밀밭늪의 지하수위가 매년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향후 밀밭늪이 점차 육화되어 고층습원의 고유 기능

이 사라지면서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밀

밭늪이 육화되어 가는 원인은 앞의 유출률 분석에서도 기

술한 바와 같이 밀밭늪 바로 위쪽에 개설된 임도나 위쪽

산지사면으로부터 유입하는 토사에 의해 자연적인 육화

과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결 론

천성산 밀밭늪의 육화 또는 훼손의 가능성을 밝히기 위

하여 2004년 7월부터 2008년 5월까지 3년 11개월에 걸쳐

밀밭늪지역의 강우 유출 및 지하수위 변동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밀밭늪에서는 단위 강우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유출

량의 발생시각은 일반 산지유역에서보다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첨두유량 이후의 유출은 완만한 하강곡

선을 그리면서 감소하였다. 또한 강우로 인해 발생하는 유

출량의 장단기수문곡선은 대부분의 경우 강우에 대응하

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2) 단기강우에 대한 단기 유출률은 0.07~0.22의 범위에

있었으며, 연간 유출률은 2004년 0.26, 2005년 0.13, 2006

년 0.16, 2007년 0.25, 2008년 0.27로 산정되어 해마다 점

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밀밭늪에서 해마다 유출

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향후 밀밭늪의 기능이 약화되어 점

차 육화되어 갈 것으로 판단하였다. 4년간 평균 연유출률

은 0.19으로 계산되었으며, 이 값은 일반 산지유역의 유출

률에 비하여 크게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출률의

계절 특성은 증발산량이 많고 임목 생장기인 봄·여름에

비해 가을·겨울이 높은 값을 보였다. 

3) 단기수문곡선에서 직접유출의 감수계수는 0.89~0.97

의 범위로 관측되어 일반 산지소유역인 0.2~0.8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기저유출의 감수계수는 0.93~0.99의 범위로

관측되어 일반 산지소유역의 값과 비슷하게 관측되었다.

4) 밀밭늪의 지하수위는 강우강도의 비례하여 증감하였

으며, 특히 지하수위가 최고 수위에 도달 한 후 하강 시에

는 아주 완만하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선행강

우가 있었을 때의 지하수위의 변화는 비교적 높은 값을

유지하면서 증감하였다. 이는 밀밭늪지역이 이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강우시 침투는 비교적 용이하나 일단 이

탄층 속으로 침투한 수량은 쉽게 유출하거나 증발산으로

소실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5) 계절별 지하수위의 크기는 여름에 가장 높은 값을 보

였으며, 다음으로 봄과 가을의 지하수위가 높은 값을 나

타내었다. 두 계절의 지하수위의 값은 비슷한 범주에 있

었으며, 겨울에는 가장 낮은 지하수위값을 나타내었다. 이

와 같은 계절별 지하수위의 차이는 계절별 강우량에 비례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강우량이 많은 여름에는 지하수위가

높았으며 강우량이 적은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지하수위

가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6) 각 연도별 지하수위의 변화 모습은 장기유출수문곡

선과도 비슷한 변화 유형을 나타내는데, 단지 강우강도가

높을 때 빠르게 최고 지하수위점에 도달한 후 강우가 그

치면 완만한 감수곡선을 그리며 낮아지는 것이 장기유출

Figure 8. Seasonal changes of groundwater level in Milbot
bog. 

Figure 9. Changes of groundwater level by year in Milbot

b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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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곡선의 감수 형태와의 큰 차이점이었다. 

7) 관측기간 동안의 지하수위의 평균값은 -17.84 cm이

었으며, 연도별 평균 지하수위값은 2004년 -8.48 cm, 2005

년 -14.60 cm, 2006년 -20.46 cm, 2007년 -20.11 cm, 2008

년 -28.59 cm로 관측되어, 매년 평균 지하수위값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밀밭늪이 점차 육

화되어 늪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밀밭늪은 향후 산지고층습원으로서의

기능이 점차 사라지고 마침내 육화되어 늪지가 사라질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밀밭늪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해서

는 강우 유출과 지하수위 등의 수문환경 변화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밀밭늪의 육

화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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