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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of groundwater hydrologic cycle pattern is one of the most critical issues in sustainable management of ground-
water resources in coastal area. This study estimated groundwater percolation by using the water balance methodology and 
hydrogeological characteristics of land use and soil. Evapotranspiration was computed by using the Thornthwaite method, 
and surface runoff was determined by using the SCS-CN technique. Groundwater storage change was obtained as 229 
mm/a (17.8% of the average annual rainfall, 1286 mm/a), with 693 mm/a (60.1%) of evapotranspiration and 124 mm/a 
(9.6%) of surface runoff. Rainfall and groundwater storage change was highly correlated, comparing with the relationships 
between rainfall and evapotranspiration, and between rainfall and surface runoff. This result indicates that groundwater 
storage change responds more sensitively to precipitation than evapotranspiration and surface ru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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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하수는 폐기물 내부에서 오염된 방사성 핵종의 용해, 

이동, 및 운반 매개체로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방사성폐기

물 처분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지하수 유동 특성을 명확히 규

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1]. 지하수 유동 특성을 조절하는 인

자들로는 퇴적층의 조직, 간극 부피, 지질 구조, 지질 특성 등

이 포함된다[2, 3]. 그러나, 특정한 면적 영역의 경우, 지하수 

유동은 수리수문학적 순환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어 해석될 

수 있으며, 강우량, 토양 함수 특성, 하천 유출량, 온도, 토지

이용도 등의 지형적, 지질학적, 기후적인 조건을 반영한 지하

수 순환 특성으로 결정될 수 있다[4]. 이러한 지하수 순환 특

성 분석은 물수지 분석을 통해, 특정 영역의 증발량 및 증산

량, 지표 직접유출량, 하천 유출량, 지표 침투수량 등의 산정

과 인자들 간의 상호 관련성 평가가 가능하다[5]. 

국외의 경우, 물수지 분석을 통한 다양한 모델 영역을 

고려한 지하수 함양량 과정의 개념 모델 개발 연구[6, 7, 8], 

지하수 함양량 모델 개발 연구[9, 10, 11], 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를 이용한 지구통계

학적 연구[12, 13], 해안지역의 지하수 순환 연구[14, 15] 등 다

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연구 현황으로는, 물수

지 분석을 통한 소유역 지하수 함양량 산정 연구[16, 17], 지

하수 함양량 모델 개발 연구[18, 19], GIS를 이용한 지구통계

학적 연구[20, 21] 등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해

안지역에서 지하수 순환 특성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

정이다[22]. 따라서, 본 연구는 해안지역에 위치한 소유역에 

대해서 식생, 수리지질, 토양 특성, 기후 특성 등을 분석하고, 

물수지 분석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인자들을 고려한 지하수 

침누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지역

연구지역은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일원으로서, 해발고

도는 300 m 이하, 경사도는 약 30% 미만의 완만한 지형을 형

성하며, 지질은 하부로부터 상부로 백악기 퇴적암, 제3기 관

입암류에 포함되는 섬록암, 화강섬록암, 흑운모화강암, 유문

암, 반상질 조면암질 안산암과 이들 모두를 피복하는 제4기 

충적층이 분포한다[23].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토양통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

학원의 토양환경지도(http://soil.rda.go.kr) 자료에 따르면 

안룡(세립질 양토), 백산(세립질 양토), 봉산(세립질 양토), 

칠곡(세립질 양토), 대본(사질토), 은곡(양토), 고산(양토질), 

지산(세립질 양토), 조천(세립질 양토), 가포(양토), 매곡(양

토), 상주(조립질 양토), 석천(조립질 양토), 사촌(조립질 양

토), 삼각(조립질 양토), 송정(세립질 양토), 수암(양토), 석

토(양토), 태화(세립질 양토), 영일(조립질 양토) 등 20개 토

양 종류가 분포하며[24], 세립질 양토질 토양 조직이 우세하

게 발달하고 있다. 한편, 연구지역의 토지이용 특성은 환경

부 환경공간정보시비스(http://egis.me.go.kr)의 울산(009, 

010)의 세분류 토지피복지도(1:5,000)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산림 지역(64.9%), 초지 지역(19.8%), 공공시설 지역

(7.8%), 농업주거 지역(3.3%), 목초지 지역(2.5%), 교통 지

역(1.4%), 인공나지 지역(0.4%) 등이 분포하며, 대부분 산림

형태의 토지피복 특성이 우세하게 나타난다(Fig. 1).

중심단어: 지하수 저류량 변화, 증발산, 지표 직접유출, 강우, 해안지역

해안지역에서 지하수 순환 특성 규명은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물수지 분석법

을 이용하여 지하수 침누수량을 산정하였다. 증발산량은 Thornthwaite 방법으로 계산하였으며, 지표 직접유출량은 SCS-CN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지하수 저류량 변화는 229 mm/년로 30년 평균 강수량 1286 mm/년의 17.8%에 해당하며, 증발산량

은 693 mm/년 (53.9%), 지표 직접유출량은 124 mm/년 (9.6%)로 산정되었다. 강우량과 지하수 저류량 변화 사이에는 강우

량과 증발산량, 강우량과 지표 직접유출량에 비해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증발산량 및 지표 직접유출량 보다 지하수 

저류량 변화가 강우량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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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물수지(Water-budget) 분석법

물수지 방법은 특정한 지질 규제 부피에 대해서 시공간

적인 물의 유입과 유출 및 저류량 변화(storage change)를 

질량보존법칙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지하수 함

양량을 산정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적용가능한 방법이다[25]. 

물수지 방법은 존재하는 적용가능한 자료를 활용함으로

써 모든 규모에 대해 수리적 시스템의 개념화가 가능하나, 관

심 대상지역의 시공간적인 규모에 따라 적당한 물수지 방법

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시공간에 따라 

국소(local), 중간(meso), 거대(macro) 규모로 세분되며, 국

소규모는 개별적인 성분들에 대한 지점 측정의 목적으로서 

약 1 m∼1 km의 길이 규모를 가지고, 중간규모는 단일 소

유역(단일 지하수 분수령) 면적 이상으로 여러 성분들의 측

정 자료가 필요하며 1∼1,000 km의 길이 규모를 가지고, 거

대 규모는 1,000 km 길이 규모를 초과하며 대륙적인 혹은 전

지구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광역 관측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다[4]. 본 연구지역의 길이 단위가 1 km 이상이기 때문에 중

간 규모 물수지 방법 중 대수층의 매개변수를 포함하는 방법

을 적용하였다. 

R = ET + Roff + Qbf + ∆Sgw (1)

여기서, R는 강우량, ET는 포화대 및 불포화대로부터의 

증발산량, Roff는 지표 직접유출량, Qbf는 포화대에서 샘, 하천 

및 바다로의 기저유출량(지하수 유출량과 동일함), △Sgw는 

규제 부피에서 지하수 저류량 변화(유효 지하수 함양량)이다

[17]. 기저유출량과 지하수 저류량 변화량을 본 연구에서는 

총 침누수량(총 지하수 함양량)으로 가정하여 해석하였다.

3.2 증발산량 분석 방법

증발산(evapotranspiration)은 수면으로부터의 증발

(evaporation)과 식물로부터의 증산(transpiration)을 합한 

값이며, 수분이 기체 상태로 대기에 환원되는 모든 것을 포

함한 것이다. 이는 기상학적 인자 이외에도, 식물의 종류, 색

깔의 농도, 식물의 밀도, 성장 속도, 잎 표면의 크기 등의 식

물 요소뿐만 아니라 토양의 공극률, 수리전도도, 입자의 크

기, 토양의 함수율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자이다

[26]. 증발산량은 직접적인 측정이나 간접적인 계산에 의해

서 결정할 수 있다. 직접적인 측정은 일반적으로 라이스미터

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증발산의 간접적인 측정방법은 Thornthwaite 방법[26], 

Turc의 방법[27], Penman의 방법[28], Blaney와 Criddle 방법

[29], Penman- Monteith의 방법[30]들이 있으며 직접적인 측

정 방법보다 더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31, 32]. 본 연구에

서는 국내에서 증발산량 산정 연구에 널리 사용된 Thornth-

waite 방법을 적용하였다[16, 17, 33, 34, 35]. Thornthwaite

법은 기후 인자를 고려하여 증발산량을 계산한다. 월 열지

표(monthly heat index)를  j 라 하면 다음의 경험식이 성립

한다.

Fig. 1. Location and land use of the study area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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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tm/5)1^514 (2)

이다. 여기서, tm은 월평균 기온(℃)이고, m=1, 2, 3ÿ12

월이다. 월 열지표의 년간 합산으로 산출되는 년 열지표  J 는

J =      jn  (3)

이다. 식물소비량 혹은 보정되지 않은 월 잠재증발산

량(uncorrected monthly potential evapotranspiration), 

UPE(m)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UPE(m) = 16.2(10tm / J)a (4)

여기서, 연간 열지수는

α= (675×10 -9) J 3 - (771×10 -7) J 2 + (179×10 -4) J + 0.49239

이다. 따라서 기온이 0℃이하로 떨어지면 UPE(m)은 0이 된다.

월평균기온이 tm℃인 특정 월에 대한 보정된 잠재증발산

(corrected monthly potential evapotranspiration) PE(m)는 

다음 식과 같다.

PE(m) = UPE(m)^     ^    (5)

여기서 D는 해당 월의 일수, T는 해당 월의 최대일조시

간이다. 

실제증발산량(AE(m))은 두 경우로 나누어 계산된다.

P(m) - PE(m)＞0 (6)

P(m) - PE(m)＜0 (7)

여기서, P(m)는 월 강수량(mm), PE(m)는 보정된 월 잠

재증발산량(mm)이다. (6)의 경우에는 잠재증발산량과 실제

증발산량이 같다. 즉, AE(m) = PE(m)이다. 그러나 (7)의 경

우에는 초기상태의 토양의 수분함량(soil moisture storage 

in its original state, SM)이 증발산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 

이것을 고려하기 위하여 월별 토양 수분함량(monthly soil 

moisture storage) SM(m)은

SM(m) = SM*e(1/SM)*APWL(m) (8)

와 같다. APWL(m)은 잠재적 물손실의 연속 합(accu-

mulation of potential water loss) 즉, P(m)-PE(m)의 음의 

값의 연속합이다. 토양의 함수능력(SM)은 Thornthwaite와 

Mather의 방식에 의하여 계산된다[36]. 토양 함수능력 변화

인 △SM(m)은 해당 월 이전의 토양함수능력(SM(m-1))과 해

당 월의 토양함수능력(SM(m))의 차를 말한다.

∆SM(m) = SM(m-1) - SM(m) (9)

P(m) - PE(m)＞0 이면 AE(m) = PE(m) (10)

P(m) - PE(m)＜0 이며 AE(m) = P(m) + ∆SM(m) (11)

3.3 지표 직접유출량 분석 방법

강수량으로부터 증발산과 침투에 의한 손실을 뺀 값을 

초과강수량 또는 지표유출(Runoff)이라 하며, 지표유출량 

계산방법에는 Φ지표법(Φindex method)[37], W 지표법

(W index method)[38], SCS방법(soil conservation service 

method)[39] 등이 있다. 어떤 수역에서 호우로 인한 유출량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직접유출량의 결정이 불가능하여 Φ

지표와 W지표를 구할 수 없으므로 초과강수량을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SCS방법을 이용하여 지표유출량을 계산하였다[40, 41].

유출량 자료가 없는 경우에 유역의 토질특성과 식생피

복상태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만으로 초과강수량, 즉 지표

유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은 SCS방법이며, 미국의 계획 

유역의 초과강수량(혹은 유효수량)의 산정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SCS 방법은 유효수량의 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인자로서 유역을 이루고 있는 토양의 종류와 토지 이

용 혹은 식생피복의 종류, 피복상태 및 토양의 수문학적 조

건을 고려한다[39].

SCS방법에 의해서 초과강수량 또는 직접유출량(direct 

runoff)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 (12)

여기서 F : 시간(t)에서 토양의 저류량(mm)

S : 토양이 완전 포화되었을 경우 저류량(mm)

12

30

S

12

P

D

F

T

Q

n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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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직접유출량에 해당하는 유효수량(mm)

P : 누적강수량(mm)이다.

강수로부터 발생되는 직접유출량은 토양이 최대로 저류

할 수 있는 양(S)과 실제로 토양으로 흡수되는 물의 양(F)의 

함수로 표시되며, 이는 직접유출량과 강수량과의 차이이다.

즉, F = P - Q이며, 이 관계를 식(12)에 대입하면 다음

과 같다.

Q =  (13)

방정식(13)은 강우가 발생하면 즉시 유출이 발생하는 경

우이나 실제로 강우 발생 초기에는 강우의 대부분이 침투되

며 유출이 발생하는 것은 강우 강도에 따라 다르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초기의 

침투를 고려한다면 P 값에서 초기 손실(la)을 제하여야 한다. 

이 손실은 지역마다 다양한 값일 수 있으나, SCS는 미국 내 

많은 농지 및 산림유역에서 실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la=0.2S

로 보고되었으며[42], 이 관계를 식(13)에 대입하면 식(14)과 

같이 되어, 이것이 곧 총 강우와 유효수량(직접유출량)과의 

관계이다. 여기서 Q는 0보다 크고, P는 0.2S보다 커야 한다.

Q =  (14)

식(14)의 S는 선행토양함수조건(antecedent soil mois-

ture condition, AMC)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 

유역의 토양이나 토지이용 및 처리상태 등의 수문학적 토양

피복형(hydrologic soil-cover complexes)의 성질을 나타내

며, 유역의 유출능력을 표시하는 유출곡선지수 CN (runoff 

curve number)이라는 변수를 S의 함수로 정의함으로써, 유

출에 미치는 S의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CN =               혹은  S =               - 254 (15)

여기서 CN은 SCS에서 토양의 종류 및 지표의 상태에 따

라 정한 지표로서 유출곡선지수(runoff curve index)라 한다.

SCS에서는 식(15)을 사용하여 직접유출량을 계산하는

데 다음 3가지 사항으로는 (1)토양의 종류, (2)유역의 선행토

양함수조건, (3)토지의 사용용도이다. 3가지 요소는 식(15)

의 CN 값을 이용한 직접유출량 계산에 반영되며, CN의 값도 

이에 따라 구분된다. SCS에서는 흙의 종류를 유출 발생 가능 

정도에 따라 A, B, C, D의 4가지로 분류한다(Table 1).

3.4 t-검정

t검정은 모집단의 평균(μ)이나 표준편차(ο2)를 알지 못

할 때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으로부터 추정된 평균이나 표

분편차를 활용하여 검정하는 통계 방법으로서, 두 모집단의 

평균간의 차이가 없는 귀무가설(null hypothesis)과 두 모집

단의 평균 간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대립가설(alterna-

tive hypothesis) 중에서 하나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

적 방법이다[44]. t-검정의 판단준거는 t-분포를 평가하는 것

으로서,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개의 모집단 N1(μ1, ο2
1)과 N2(  

μ2, ο2
2)에서 추출된 표준자료로부터 모평균 μ1, μ2가 같은가 

아닌가를 검증하거나, 하나의 정규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 

자료로부터 계산되는 표본평균이 모평균과 같은가 아닌가

를 검정한다. 일반적으로 t 분포는 정규분포의 어림치에 해

당되며, 정규분포와의 근접성은 자유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표본의 크기가 크면 자유도가 증가하게 되고 t 분포는 더 

정규분포에 이르게 된다.

4. 결과 및 고찰

Soil type Description and runoff potential Minimum infiltration rate (inch/hr)

A Mostly sand and gravel; low runoff potential 0.30-0.45

B Sand with small amount of clay and silt; moderately low runoff potential 0.15-0.30

C Mostly clay and silt; moderately high runoff potential 0.05-0.15

D Clay and silt; high runoff potential 0-0.05

Table 1. Soil classification by the SCS method [43]

P + S

P + 0.8S

S + 254 CN

P2

(P - 0.2S)2

25,400 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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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상자료 분석

연구지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울산기상관측소

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였다[45]. 지하수 침투수량 산정을 위

하여 지난 30 년간(1985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강

우량과 기온 자료를 분석하였다(Fig. 2). 지난 30 년간의 연

강우량의 범위는 693∼2059 mm(연평균 강우량 1286 mm)

이다. 1994년(921 mm), 1995년(693 mm), 2001년(869 mm)

로 연강우량이 1000 mm 이하로 극심한 가뭄현상을 보였으

며, 특히 1995년과 2001년에는 연강우량이 900 mm 미만으

로 전국적인 가뭄이 발생하였다[16]. 한편, 30 년간의 연평균 

기온의 범위는 12.7∼15.2℃이며, 이 기간 동안의 연평균 기

온의 평균값은 14.0℃이다. 또한 월평균 기온도 0℃ 이상으

로 나타났다.

4.2 증발산량 분석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지만, 기후 인자를 

고려하기 때문에 월 증발산량의 변화를 산정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용한 증발산량 산정 방법[46]인 Thornthwaite 방

법을 이용하여 1985년부터 2014년까지의 증발산량을 계산

하였다. 울산기상청의 매월 최대일조시간을 이용하여 잠재 

증발산량을 산정하였으며, 이로부터 강우량과 토양 함수능

을 고려한 실제 증발산량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지역의 토양

은‘세사질 양토’이며, 식생상태는‘산림이 우거진 지역’으

로 분류되므로, 토양의 종류와 식생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토

양 함수능은 300으로 적용하였다[36]. 각 연도별 증발산량의 

Fig. 2. Annual rainfall and average air temperature from 1985 until 2014 
(bar chart: annual cumulative rainfall, line: annual mea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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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nual evapotranspiration (ET) and ratio of ET to annual rainfall (R) from 1985 unti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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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612∼765 mm이다(Fig. 3). 한편 30 년간의 증발산량 

평균값은 693 mm로 30 년간의 연평균 강우량(1286 mm)의 

53.9%를 차지한다. 증발산량의 변화는 강우량보다는 기온

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최고 연평균 기온

(15.2℃)을 기록한 2004년에는 증발산량이 765 mm이고, 두 

번째로 높은 연평균 기온(15.1℃)을 기록한 1998년에는 664 

mm로 역시 높은 증발산량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최저 연평

균 기온(13.1℃)을 보였던 1993년에는 증발산량이 612 mm

로 평균값(693 mm) 보다 낮게 나타났다.

4.3 지표 직접유출량 분석

본 연구에서는 토양종류, 토지 이용도, 식생상태를 활용

하여 11개의 수문학적 토양군(Hydrologic Soil Group, HSG) 

A, B, C, D 등급으로 세분화하였다(Fig. 4). 또한 11개 소지

역에 따른 각각 CN값을 산정하고 소지역별 지표 직접유출량

에 면적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지역 전체 지표 직접유출량

을 산정하였다(Table 2). SCS-CN 방법으로 구한 1985∼2014

년의 각 연도별 지표 직접유출량은 14.1∼434 mm로 각 연

도별 연강우량의 2.0∼21.1%에 해당한다(Fig. 5). 한편 30

년간의 연평균 지표 직접유출량은 124 mm로 30 년 평균 강

우량(1286 mm)의 9.6%이다. 해당 연도별 강우량과 지표 직

접유출량은 양의 비례관계를 나타낸다. 즉, 1991년의 경우, 

높은 연강우량(2059 mm)에 대해서 지표 직접유출량도 435 

mm(21.1%)로 가장 높은 반면 강우량이 가장 낮은 1995년

도(693 mm)에는 지표 직접유출량도 14.1 mm(2.0%)로 가

장 낮게 나타난다.

4.4 침누수량 산정

특정한 소유역내로의 강우에 의한 침투나, 지하수 유입

은 물수지 방법(방정식 (1))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연

평균 강우량에 대해서 증발산량과 지표 직접유출량을 제외

한 모든 부분이 지하수가 유입되는 수량으로 가정하여 본 

연구지역의 지하수 총 침누수량을 산정한 결과, 19.4∼954 

mm로 각 연도별 연강우량의 2.8∼53.5%에 해당한다. 한편 

30 년간의 연평균 총 침누수량은 470 mm로 30 년 평균 강

우량(1286 mm)의 36.5%이다. 한편, 연구지역은 해안주변

에 인접한 소유역으로서 기저유출량(지하수 유출량)은 해안 

및 해저유출 형태로 직접적으로 지하수가 해양으로 유출된

다[47]. 그리고 연구지역의 해안 및 해저유출량에 대한 현재

까지 정확하게 조사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가장 인접한 기장

군 일광면 일대에서 산정된 평균 해안 및 해저유출량인 강우

량의 17.8%를 적용하였다[22]. 

총 침누수량 중에서 해안 및 해저유출량을 제외한, 본 연

구지역의 지하수 저류량 변화(유효 지하수 함양량)을 산정한 

Fig. 4. Distribution (a) HSG and (b) CN values of in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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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04∼ 588 mm로서 연 강우량의 -15.0∼55.4% 해당

된다(Table 3). 1993년에는 지하수 저류량 변화가 588 mm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우량에 대한 비율 역시 5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최저 강우량(693 mm)을 기록한 

Land use Cover type Hydraulic condition HSG CN value Area (km2)

Cultivated 
agricultural 

lands

Small grain Poor

A 65 0.238

B 76 0.154

C 84 0.019

D 88 -

Meadow -

A 30 0.031

B 58 0.018

C 71 0.002

D 78 -

Woods Good

A 30 0.562

B 55 0.775

C 70 0.008

D 77 -

Farmsteads -

A 59 0.039

B 74 0.029

C 82 -

D 86 -

Urban area

Streets and road (Paved; open diches 
(including right of way)) -

A 83 0.014

B 89 0.011

C 92 0.003

D 93 -

Open space
(Poor condition, grass<50%) -

A 68 0.008

B 79 -

C 86 -

D 89 -

Newly graded areas 
(Pervious areas only, no vegetation -

A 77 0.115

B 86 0.031

C 91 0.015

D 94 -

Table 2. CN values for different land uses and hydrologic soi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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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에는 -104 mm, 두 번째로 적은 강우량(869 mm)을 기

록한 2001년에는 -57.7 mm로서 지하수 저류량 변화가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실제로 1995년과 2001년은 가뭄이 극심했

던 해로 증발산량과 지하수 사용량이 많았던 해이다[16]. 본 

연구지역에서 결정된 지하수 저류량 변화는 연평균 강우량 

약 18.7% (240.7 mm)로서, 연구지역의 지하수위 변동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효 지하수 함양량을 의미한다. 이

는 우리나라 평균 지하수 함양율(강우량의 18%)와 매우 유

사하다[48]. 이는 연구지역의 수문특성이 동적인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강우 사건으로부터 암

반대수층으로 총 침누된 지하수는 해안 및 해저유출량, 지하

수 저류량의 계절적인 감쇠 작용을 통하여 모두 해양으로 유

출됨을 반영한다.

4.5 강우량, 증발산량, 지표 직접유출량 및 지하수 

저류량 변화 간의 상관성 분석

연구지역의 지하수 수문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강우량

(R), 증발산량(ET), 지표 직접유출량(SR), 지하수 저류량 변

화(△Sgw)의 관련성을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규명하기 위하

여 t-검정 통계를 수행하였다. 

두 집단 사이의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검증

하기 위해서, 우선 두 집단 사이의 등분산 검정(F-검정)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F-검정은 두 집단내에서 분산의 분포

가 유사함을 비교하여 집단 비교의 유의함을 확보하기 위

한 것이다. 

강우량(R)과 증발산량(ET), 직접 지표유출량(SR), 지하

수 저류량 변화(△Sgw)에 대해 F-검정과 t-검정 통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의수준 95%에서 p값이 0.05 이하로 각각 계

산되어 이분산 분포와 통계적으로 서로 관련성이 유의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상관성 분석을 수행

한 결과, 강우량과 지표 직접유출량, 강우량과 지하수 저류량 

변화 사이에는 상관계수(r2)이 각각 0.55, 0.73으로 결정되어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며 상관식은 다음과 같다. 

SR = 0.30R - 262 (16)

∆Sgw = 0.53R - 445 (17)

한편, 강우량과 증발산량의 상관성 분석 결과, 상관계수

가 0.01 이하로 결정되어 상관성이 매우 낮다. 이는 증발산

량이 강우량보다는 월평균 기온과 최대 일조시간과 더 큰 연

관성을 가짐을 반영한다[16].

Fig. 5. Annual surface runoff (SR) and ratio of SR to annual rainfall (R) from 1985 unti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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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Rainfall Evapo-
transpiration Surface runoff Percolation Submarine Groundwa-

ter discharge
Groundwater storage 

change

1985 1746.90 722.90 261.45 762.55 310.95 451.60 

1986 1001.70 659.71 55.69 286.30 178.30 108.00 

1987 1265.50 660.78 78.76 525.96 225.26 300.70 

1988 1042.30 693.46 41.49 307.36 185.53 121.83 

1989 1371.30 670.62 113.68 587.00 244.09 342.90 

1990 1232.80 697.80 80.21 454.79 219.44 235.36 

1991 2058.90 669.90 434.85 954.14 366.48 587.66 

1992 1155.40 652.66 57.97 444.77 205.66 239.11 

1993 1649.40 612.70 154.83 881.87 293.59 588.28 

1994 921.40 707.15 41.97 172.28 164.01 8.27 

1995 693.00 659.54 14.06 19.41 123.35 -103.95 

1996 1015.00 655.10 43.75 316.14 180.67 135.47 

1997 1198.60 700.58 88.81 409.21 213.35 195.86 

1998 1796.00 664.27 319.49 812.24 319.69 492.55 

1999 1864.90 675.51 333.62 855.77 331.95 523.82 

2000 1027.10 710.55 63.61 252.95 182.82 70.12 

2001 869.10 745.17 26.97 96.97 154.70 -57.73 

2002 1559.80 742.32 198.57 618.92 277.64 341.27 

2003 1864.20 670.46 296.21 897.52 331.83 565.69 

2004 1250.10 765.11 106.25 378.74 222.52 156.23 

2005 1135.70 679.02 69.97 386.71 202.15 184.55 

2006 1393.90 734.74 153.55 505.61 248.11 257.50 

2007 1135.80 724.41 74.44 336.94 202.17 134.77 

2008 1112.30 725.26 53.57 333.47 197.99 135.48 

2009 1133.20 688.95 69.24 375.01 201.71 173.30 

2010 1161.60 721.45 65.32 374.82 206.76 168.06 

2011 1233.20 697.56 64.22 471.42 219.51 251.91 

2012 1458.10 728.92 178.42 550.76 259.54 291.22 

2013 859.40 663.15 33.58 162.67 152.97 9.70 

2014 1398.70 693.43 144.71 560.56 248.97 311.59 

Mean 1286.84 693.11 123.98 469.76 229.06 240.70 

Table 3.  Annual rainfall, evapotranspiration, surface runoff, submarine groundwater discharge, and groundwater storage change from 1985 until 2014 
(unit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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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해안지역에 위치한 소유역에 대해서 식생, 수

리지질, 토양 특성, 기후 특성 등을 분석하고, 물수지 분석법

을 이용한 지하수 침누 특성을 분석하여 이와 관련된 다양

한 인자들을 고려한 지하수 순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증발산량은 Thornthwaite 방법, 지표 직접유출량은 

SCS-CN 방법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해안 및 해저유출량

은 인접한 지역의 연평균 강우량에 대한 평균값인 17.8%를 

적용하였다. 지하수 저류량 변화(유효 지하수 함양량)를 산

정 결과, 연구지역의 1985년부터 2014년까지 30 년간의 연평

균 강수량 1286 mm에 대하여 증발산량은 693 mm(53.9%), 

지표 직접유출량은 124 mm(9.6%)로 산정되었으며, 지하수 

저류량 변화는 229 mm(17.8%)로 분석되어 우리나라 평균 

지하수 함양율(강우량의 18%)과 매우 유사한 결과로서, 이

는 연구지역의 지하수 저류량 변화가 우기의 강우에 의해서 

침투가 발생하고 건기에 해안으로 유출이 발생되는 계절적

인 동적인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지시한다. 

한편, 강우량과 지하수 저류량 변화, 증발산량, 지표 직

접유출량간의 유의성 분석 결과, 강우량-지하수 저류량 변

화, 강우량-지표 직접유출량 간에는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우량과 증발산량 간에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지하수 저류량 변화와 지표 직접유출량

은 강우량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나, 증발산량은 강우량 

보다는 기온과 최대 일조시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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