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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곡선을 이용한 산림소유역 유출특성의 시계열 변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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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Secular Changes in the Hydrological Characteristics of 
a Small Forested Watershed using a Baseflow Recessio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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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주지하수 감수곡선을 이용하여 산림소유역의 유출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관측한 강우-유출량 자료를 이용하여 수문곡선 감수부의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림

소유역에서는 직접유출 감수계수가 기저유출의 감수계수 값보다 작았다. 또한 산림소유역에서의 직접유출량은 대유

역에 비해 상당히 적은 양을 보였으며, 기저유출량은 차이가 크지 않았다. 시험유역에서 주지하수 감수곡선의 회귀

식과 감수계수는 각각 y = 0.7528e−0.022x(R2=0.8938, 범위는 0.3 mm~0.8 mm), K = 0.978로 산출되었다. 주지하수 감수

곡선과 연유출량과는 관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출량이 많으면 주지하수 감수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유출량이 줄어들면 감수곡선의 기울기가 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주지하수 감수곡선의 기

울기가 완만해지는 경향이 나타나, 점차 기저유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시험유역에서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산림의 홍수조절기능 및 수원함양기능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Long-term changes in the hydrological characteristics of a small forest watershed were examined

using a master baseflow recession curve and the measured rainfall-runoff data from the experimental forest

watershed in the measured years 2003-2011.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recession coefficient of

direct runoff was lower than that of baseflow. In small forested watershed, the direct flow was lower than that

of large scale watershed, flow due to its shorter period of occurrence. And baseflow was similar to large scale

watershed’s. A regression equation y = 0.7528e−0.022x(R2=0.8938, range 0.3~0.8 mm) was obtained using the

master baseflow recession curve for the study period and the recession coefficient was calculated as K = 0.978.

Changes between master baseflow recession curve and runoff showed great association and relevance such as

increasing runoff was associated with the gentle slope of master baseflow recession curve and decreasing runoff

was associated with the slope of master baseflow recession curve contrary. In the later years of the study period,

the slope of the master baseflow recession curve appreciably became more gentle due to increases in baseflow.

This suggests that the forested experimental watershed exhibit improved structural functioning of normal flood

control and reduced occurrence of water shortage problems.

Key words: master baseflow recession curve, recession coefficient, small forest watershed

서 론

우리나라는 총강우량의 3분의 2가 여름철에 편중되어

내리며,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강우 패턴은 연중 균일한 용

수의 확보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과거부터 우리나라에

서는 대규모 댐을 이용한 수자원의 확보 및 홍수조절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댐 건설에 의해 수몰지역이 발

생하고 자연환경이 훼손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높아지면서, 대체 보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수원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들

어 산림의 녹색댐 기능이 지속적인 수자원의 확보 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산림의 홍수 및 갈수 기능의 정량적 연구를 위해서는 강

우-유출의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고, 감수부의 특성을 파

악함으로써 갈수량 예측, 기저유출의 분리 및 증발손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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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수문학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과거부

터 많은 학자들이 산림을 비롯한 하천, 농경지 등의 수문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수문곡선의 감수부 해

석에 관한 연구는 190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으며, 갈수량

예측, 직접유출과 기저유출의 분리, 증발산 손실량의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Nathan and

Mcmachon, 1990). Barnes(1939)는 반대수지상에서 지하

수 감수곡선이 직선적으로 변화한다고 하였으며, 이후

Singh(1968)를 비롯한 다수의 학자들이 지수함수식을 이

용하여 감수곡선 계수를 산정한 이래, 감수계수에 관한 연

구가 많이 이루어졌다(Martin, 1973; Klassen and Pilgrim,

1975; Tallaken, 1995). 대표적인 연구사례로서, Vogel and

Kroll(1992)은 장기 하천 수문자료를 이용하여 감수계수

를 산정하고 갈수량을 추정하기 위한 지역 회귀식을 제시

하였다. 또한 최근에 Hammond and Han(2006)은 홍수량

분리를 위한 감수곡선을 추정하였으며, Millares et

al.(2009)은 산림소유역에서 기저유출의 강우에 대한 반응

및 응답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1985

년에 Lee and Kim이 기저유출 분리를 위한 감수곡선 간

의 상관해석, Joo(1987)가 최소자승법에 의한 감수계수와

기저유출의 합성, Lee(1995)가 감수곡선을 이용한 지하수

함양 추정과 갈수량 예측, Kim et al.(2000)은 섬진강 쌍치

유역의 기저유출 감수곡선식 개발, Lee et al.(2001)이 감

수계수 산정법 등 기저유출과 감수계수에 관한 연구가 계

속 수행되어 왔다.

산림유역은 대부분의 지역이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있

어 유수의 흐름이 빠르고, 지체 시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

다. 강우 시에는 유출량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 직접유출

량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다. 또한, 침투능이 높아 강우

시 지표면 유출을 억제하고 기저유출을 증대시킴으로써

무강우기간에도 지속적인 유출이 발생한다. 이처럼 산림

소유역에서 물 순환은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며, 이들 수

문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수문 관측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산림의 녹색댐 기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 관측한 수문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산림유역의 복잡한 수문환경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그

변화 경향과 산림의 관계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팔공산 산림소유역에서 과거 9년간

관측한 강우-유출량 자료를 활용하여 수문곡선의 감수계

수 및 주지하수 감수곡선, 유출량의 시계열 변화를 분석

하고, 산림소유역에서 수문환경의 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개황

본 연구의 대상지는 팔공산 노적봉에서 1.8 km 떨어진

갓바위(851.2 m)의 동북쪽에 위치한 산림소유역(17.7 ha)

이며,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동경 128° 44' 30"~128° 45' 00", 북위 35° 58' 30"~35°

59' 00")에 위치하고 있다(Figure 1). ArcGIS와 수치지형도

(1:5000)를 이용하여 유역의 지형정보를 분석한 결과, 고

도는 490 m~700 m, 유역평균고도는 645.6 m, 유역평균경

사는 27.2°, 유로연장은 730 m로 각각 나타났다(Figure 2,

Figure 1. Map of the experimental watershed at Mt. Palgong and its geographical location.
note) : experimental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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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연구대상지의 지질은 백악기 팔공산 화강암지대로서 화

강암질 암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소나무와 신갈나무

가 각각 남사면과 북사면에 군락을 이루고 있고, 유역 전체

에 참나무류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토양의 종류는 갈색산

림토양군에 속하며, 토성은 식양토와 양토로 조사되었다. 

2. 수문자료

1) 강우

강우량은 연구대상지에 설치된 중량측정형 자기우량계

(PLUVIO, OTT)를 이용하였으며, 2003년~2011년까지 9

년간 매년 4월~9월에 걸쳐 관측한 단위강우를 일강우, 월

강우, 연강우량 등으로 환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겨울

철은 관측기기의 결빙으로 인해 잦은 결측구간이 발생하

여 자료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유량

유량은 연구대상지의 유역출구에 설치된 삼각 위어에

서 관측한 유출수위를 유량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유

량의 환산은 산림과학원에서 제시한 수위-유량 관계식을

사용하였다(식 1). 

(1)

단, Q : 유량(mm/hr), H : 수위 (cm)

3. 연구방법

1) 감수부 변화 분석

수문곡선의 감수부는 상승기점부의 수위와 홍수위 그

리고 강우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연구대상지의 감수

부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강우량 30 mm~60 mm와 강

우강도 3~6 mm/hr의 범위에 있는 6개의 강우사상을 선정

하였으며, 선정된 강우사상 및 이에 대응하는 수문곡선의

주요 값은 Table 1과 같다.

2003년~2011년까지 9년간(4월~9월) 관측한 강우량과 유

량 자료로부터 감수곡선 및 감수계수를 구하였다. 산출한

감수곡선과 감수계수의 변화 경향과 기저유출량의 시계

열 변화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산림의 홍수 및 갈수완화

기능을 평가하였다. 감수계수와 주지하수 감수곡선의 산

정 및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감수계수 산정

감수계수란 수문곡선 상에서 감수부를 지수감소형태의

곡선으로 나타낼 때 산정되는 계수로 강우 후 발생하는

유출특성을 추정할 수 있는 특성치이며, 이를 이용하여 유

역의 유출량의 장기적인 변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감수곡선식은 식 2와 식 3과 같이 표현된다.

(2)

(3)

여기서, t는 시간, Q0는 t=0일 때의 유량, Qt는 t시간 후의

유량이다. Kr과 Kl은 감수계수(recession constant)이며, t는

무차원시간으로 시간(hour), 일(day) 등 분석자료의 시간

간격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지만 일반하천에서는 일단위

(day)의 시간간격을 사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

지가 산림소유역이므로 시간단위(hour)의 시간간격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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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opographical map of the experimental watershed
at Mt. Palgong.

Figure 3. Gradient map of the experimental watershed at
Mt. Palgong.

Table 1. Hydrologic characteristics of rainfall-runoff events used in this study.

Event Date
Elapsed time

(hour)
Rainfall
(mm)

Rainfall intensity
(mm/hr)

Rising point level
(cm)

Peak point level
(cm)

1 03.06.11 67 49.0 4.67  8.4 16.0

2 05.04.10 61 57.0 5.35  5.3 18.9

3 06.05.19 64 62.5 5.18  5.2 17.5

4 09.07.09 57 33.5 5.00 13.9 19.9

5 10.08.06 56 31.7 6.13  5.8 15.4

6 11.04.26 62 33.7 3.06  8.4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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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이들 감수계수 간에는 식 4와 같은 관계가 성립

한다.

(4)

Barnes(1939)는 각기 다른 세 가지 유출성분인 직접유

출, 중간유출, 지하유출을 식 5와 같이 표시하였다.

(5)

여기서, Qt는 총 유출량, 는 t일의 직접유출량, Qi,t는

t일의 중간유출량, 는 t일의 기저유출량, Kd는 직접유

출 감수계수, K
i
는 중간유출 감수계수, K

b
는 기저유출 감

수계수이다. 각 감수계수들 간의 상대적인 크기는 식 6과

같이 기저유출, 중간유출, 직접유출의 순서가 된다.

1.0 > Kb > Ki > Kd > 0 (6)

이들 성분은 시간에 대한 유량을 대수지에 도시하여 구

분하였는데, 반대수지에 도시하였을 때, 직선부를 갖는 구

간에서의 직선의 기울기가 감수계수이다.

감수계수 산정은 주로 도해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주

관적인 측면이 강하여 오차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

운데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의 하나로 Vogel and

Kroll(1992)이 다음과 같은 식 7을 제시하였다.

(7)

여기서, Qt-1, Qt, Qt+1은 연속하는 단위하천유량이다. 본 연

구에서는 식 7에 감수부 유량값을 대입하고 와 Q의

관계를 대수지에 도시하여 회귀분석을 하고, 회귀분석 결

과 식 7의 b값이 1이면 유역의 선형 가정에 적합하여, 이

때의 자료로 식 8과 같이 감수계수를 구하였다.

(8)

여기서, m은 각 지점에서 연속적인 단위하천유량 Q
t-1
과

Qt쌍의 전체 수이다. 

(2) 기저유출분리에 의한 주지하수 감수곡선 작성

주지하수 감수곡선의 도출을 위하여 연도별 수문곡선

을 작성하였다. 각각의 수문곡선에 대하여 피크점을 기준

으로 감수곡선 변곡점 이후의 감수곡선 부분을 기저유출

부로 보고, 이들을 접선화하여 기저유출부를 중첩시켰다.

이렇게 중첩된 감수곡선을 연도별로 하나의 선형식으로

표시하여 주지하수 감수곡선을 도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직접유출 감수계수

직접유출 감수계수를 구한 결과, 0.921~0.968의 범위에

있었으며, 평균값은 0.954로 나타났다(Table 2). 중간유출

감수계수의 범위는 0.958~0.978로 평균값은 0.972로 산출

되었다. 상승기점에서 직접유출까지의 유출시간은 19시

간~34시간이었으며 산림소유역에서는 직접유출시간이 일

반하천의 대유역에 비해 짧게 나타났다. 상승기점에서 직

접유출 종료까지 직선분리법으로 산출한 직접유출량은

1.92~3.57 mm의 범위로 나타났다. 직접유출과 강우량 및

강우강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강우량과는 뚜렷한 경

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강우강도가 클수록 직접유출 감수

계수 값이 작아지는 경향이 나타나, 직접유출량은 강우량

보다 강우강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강우량에 비해 직접유출량

은 상당히 적었으며, 이는 산림이 가지는 토양성질 및 식

생의 피복상태와 같은 산림지역의 특이성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산지에서 직접유출과 중간유출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결과(Tischendorf, 1969;

Chorley, 1978)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산림에서는 토양

내의 근계가 발달하고 토양구조가 잘 형성되어 있어 지표

유출에 기여하는 유효강우를 감소시켜 직접유출량이 줄

어든 것으로 보여지며, Hewlett(1984)의 연구결과와 동일

하게 나타났다. 

또한, 임목생장기인 4월에서 9월은 근계를 통해 수분을

흡수하여 토양수분 소비현상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표층

에서의 토양수분미흡량이 증가하게 되는데(Hong, 2009),

이러한 산림토양 특성이 토양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토

양수분양을 증가시켜 직접유출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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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esults of direct recession coefficient in selected rainfall events.

Event Date
Rainfall
(mm)

Overland flow recession 
coefficient

Interflow recession 
coefficient

Direct runoff
(mm)

1 03.06.11 49.0 0.967 0.976 2.55

2 05.04.10 57.0 0.955 0.974 3.57

3 06.05.19 62.5 0.958 0.971 2.33

4 09.07.09 33.5 0.957 0.973 1.92

5 10.08.06 31.7 0.921 0.958 1.95

6 11.04.26 33.7 0.968 0.978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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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저유출 감수계수

기저유출 감수계수는 0.972~0.984의 범위에 있었으며,

평균값은 0.980으로 산출되었다(Figure 4~9). 2011년 4월

26일의 단기수문곡선에서 산정된 기저부 감수계수가 0.984

로 가장 높았다. 2009년 7월 9일의 단기수문곡선에서

0.972로 가장 낮았으며, 수문곡선의 상승기점 외수위가 가

장 높게 나타났다.

기저유출은 강우량과 강우강도에 의한 영향을 직접유

출에 비해 적게 받았으며, 상승기점의 외수위가 높으면 감

수계수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기저유출은 직접유출

에 비해 완만하게 유출되는 특성이 있었으며, 직접유출과

기저유출의 감수계수의 범위가 중복되는 것은 Lee et

al.(2001)의 연구에서와 같이 유출에 지형·지질학적인 요

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연구대상

지에서 기저유출의 감수계수 범위는 일반하천의 대유역

에 비해 낮게 산출되었으며, 기저유출은 산지의 특성상 연

중 꾸준하게 발생하므로 비교적 강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직접유출에 비해 그 변화폭이 적고, 완만하고 느리게 진

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대상지의 직접유출 및 기저유출의 감수계수를 분

석한 결과, 직접유출부의 지속 시간이 짧아 직접유출량이

적었고, 이는 하천에서는 강우 후 상승한 하천의 수위는

빠른 시간 안에 하강하지만 지하수위는 강우에 의해 증가

Figure 4. Hydrograph and recession curve of rainfall event
at 2003.06.11. 22:00.

Figure 5. Hydrograph and recession curve of rainfall event
at 2005.04.10. 02:00.

Figure 6. Hydrograph and recession curve of rainfall event
at 2006.05.18. 23:00.

Figure 7. Hydrograph and recession curve of rainfall event

at 2009.07.09. 00:00.

Figure 8. Hydrograph and recession curve of rainfall event
at 2010.08.06. 16:00.

Figure 9. Hydrograph and recession curve of rainfall event

at 2011.04.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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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하강하지 않는다(Moon et al.,

2001)는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3. 주지하수 감수곡선의 연도별 변화

연도별 주지하수 감수곡선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3년~2011년 동안의 주지하수 감수곡선 중 0.3~0.8 mm

범위의 값을 비교하였다(Figure 10). 2008년의 주지하수

감수곡선의 기울기가 가장 급했으며, 이는 4월에서 9월까

지의 총 강우량이 매우 적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08

년은 다른 년도에 비해 강우량이 절반 이상 감소한 갈수

기로 산지 내에 수원이 공급되지 않고 기저부에 함유되어

있는 유량이 지속적으로 유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에 반해 2011년은 주지하수의 감수곡선의 기울기가 가장

완만하게 나타났는데, 2011년의 경우 4월에서 9월까지 월

별 강우량이 100 mm 이상으로 비교적 고른 강우량 분포

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각 연도별 감수곡선의 회귀식을 구하여 Table 3에 나타

내었다. 가장 완만한 주지하수 감수곡선이 도출된 2011년의

회귀식은 y = 0.7794e−0.019x(R2= 0.998)로, 가장 급한 주지하수

감수곡선이 도출된 2008년의 회귀식은 y = 0.8256e−0.036x

(R2= 1)로 각각 산출되었다. 유출량이 가장 많은 시기인

2003년도의 주지하수 감수곡선의 회귀식은 y = 0.7506e−0.02x

(R2= 0.975)로 산출되었다. 주지하수 감수곡선 기울기가 완

만할수록 지하수가 많아진다는 선행연구결과(Somorowaska,

2004)로 미루어 볼 때, 2011년도의 기저유량이 많았던 것

으로 보여진다. 

주지하수 감수곡선의 기울기는 강우량이 많을수록 완

만한 경향을 보였으며, 강우량이 가장 적었던 2008년에

는 가장 급한 기울기를 보였다. 특히 월별 강우량이 비교

적 고르게 분포했던 2003년과 2011년은 주지하수 감수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타났으며, 7월에 강우가 편

중되어 있었던 2006년의 경우 주지하수 감수곡선의 기울

기가 급하게 나타났다. 이는 산림지역에서 강우가 단기

간에 집중적으로 내리게 되면 수분이 일시에 포화되어 침

투되지 못하고 유출되는 양이 많아지며, 강우가 비교적

고르게 내릴 경우에는 산림 토양 내에서 수분이 서서히

유출되고 일정량의 기저유량이 유지되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008년에서 2011년까지의 주지하

수 감수곡선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시간이 경과할수록 주

지하수 감수곡선의 기울기가 시계열적으로 완만해지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기저유출량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산림소유역에서 유출량의 평준화가 진행되

면서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이 증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Figure 10. Annual master baseflow recession curve(runoff range : 0.3 mm – 0.8 mm)

Table 3. Regression equation of annual master baseflow
recession curve.

Year Regression equation

2003 y = 0.7506e−0.02x (R2 = 0.975)

2004 y = 0.7793e−0.022x (R2 = 0.991)

2005 y = 0.8462e−0.032x (R2 = 1)

2006 y = 0.8023e−0.025x (R2 = 0.997)

2007 y = 0.823e−0.031x (R2 = 0.999)

2008 y = 0.8256e−0.036x (R2 = 1)

2009 y = 0.8414e−0.033x (R2 = 1)

2010 y = 0.782e−0.025x (R2 = 0.995)

2011 y = 0.7794e−0.019x (R2 = 0.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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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은 2003년도에서 2011년도까지의 주지하수 감

수곡선(0.3 mm~0.8 mm범위)의 회귀식으로부터 구한 감

수계수와 유출량을 나타내었다. 2003년도의 감수계수는

0.980, 2004년도의 감수계수는 0.978로 산출되어, 2003년

도와 2004년도의 감수계수의 차이가 적었으나, 유출량은

2003년이 2004년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이 결과는

2003년에 크고 작은 태풍의 영향으로 2,000 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려 산지에서 이례적으로 직접유출이 많았던

시기로 추정된다.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유출량을 비교

해보면, 2004년도의 786.3 mm에서 2005년에 428.8 mm

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강우량이 비슷하였으나, 유출량의 차이가 큰 것은 2005

년도의 감수계수가 0.969로 지하수 감수가 빠르게 일어

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2005년도에 충전해야 될 토

양수분미흡량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도의 감수

계수가 0.965로 가장 작았으며, 유출량도 314.2 mm로 적

게 나타났다. 2009년도의 감수계수는 0.967로 2008년도

에 비해 높았지만 유출량은 292.2 mm로 가장 적게 나타

났다. 2011년도에는 감수계수가 0.981로, 그리고 유출량

은 949.3 mm로 나타났는데, 2003년도에 비해 유출량이

적었으나 감수계수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감수계수 값이 크면 상대적으로 완만한 감수곡선이 도

출되어 유출량이 많아진다. 따라서 산림소유역에서의 유

출량과 주지하수 감수곡선의 크기와는 아주 밀접한 연

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대상지에서 주지하수 감수곡선의 회귀식을 유도

하여 식 9에 나타내었다(Figure 12). 회귀식을 도출한

범위는 0.3~0.8 mm의 범위였으며, R2 = 0.8938로 나타

났다.

(9)

도출된 식 9를 식 2의 형식으로 바꾸면 다음의 식 10과

같이 정리된다.

(10)

주지하수 감수곡선의 감수계수는 평균 0.978로 산출되

었으며, 기저부 감수계수의 평균 0.980보다 조금 작은 값

으로 나타났다. 주지하수 감수곡선을 이용하여 산림소유

역의 유출 특성을 분석한 결과, 유출량이 많으면 주지하

수 감수곡선이 완만해지고, 유출량이 줄어들면 감수곡선

의 경사가 급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도별 유출량이 비

슷한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주지하수 감수곡선의

경사가 완만해지는 시계열 변화가 나타났으며, 2011년도

의 감수곡선의 기울기가 2003년도와 2006년도에 비해 완

만하게 나타났다. 

연도별 유출률의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2005년과 2009

년의 유출률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으며, 이 시기의 주지

하수 감수곡선과의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다(Table 4). 유

출률이 높은 해인 2003년, 2007년, 2010년, 2011년의 주지

하수 감수곡선을 비교해 본 결과, 2003년과 2011은 가장

완만한 기울기를 보이고 있었으며, 강우량도 2,053 mm,

1,395.2 mm로 비교적 많았다. 또한, 월별 최소강우량이

2003년 226.5 mm, 2011년 138.1 mm로 매달 100 mm

이상의 강우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목의 생

장기인 4월에서 9월까지의 수원함양기능을 살펴본 결과,

y 0.7528e
0.022x–

=

Q
t

Q
0

0.978
t

×=

Figure 11. Recession coefficient and runoff by annual master
baseflow recession curve.

Figure 12. The regression equation of master baseflow
recession curves in the experimental watershed at Mt.
Palgong.

Table 4. The annual rainfall and runoff in experimental
watershed at Mt. Palgong.

Year Rainfall(mm) Runoff(mm) Runoff rate(%)

2003 2,053.0 1450.1 71

2004 1,257.5 786.3 63

2005 1,286.0 428.8 33

2006 1,607.7 874.3 54

2007  925.3 668.3 72

2008  503.7 314.2 62

2009  929.9 283.2 30

2010  822.9 578.5 70

2011 1,395.2 949.3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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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량과 유출률에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일시에 다량의

강우가 편중되어 내리는 것보다는 연중 고른 강우가 내릴

시 기저유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임목 생장기 동안의 수문특성을 분석한 것으

로 산림의 홍수 및 갈수기능의 시계열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갈수기인 겨울철의 강우 및 유출량을 분석할 필

요성이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팔공산 산림소유역에서 과거 9년간 관측한

강우-유출량 자료를 토대로 감수계수 및 주지하수 감수곡

선을 분석하여 유출량의 시계열 변화와 산림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인 산림소유역에서 직접유출의 감수계수는

평균 0.954(0.921~0.968), 중간유출의 감수계수는 평균

0.972(0.958~0.978), 기저유출의 감수계수는 평균 0.980

(0.972~0.984)로 각각 산출되었다. 직접유출의 감수계수는

기저유출의 감수계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임목에 의한 수관차단 및 산림토양의 높은 공극량 등의

영향으로 지표유출에 기여하는 유효우량이 감소되었기 때

문으로 보여진다. 

직접유출과 강우량 및 강우강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

과, 강우량과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강우강

도가 클수록 직접유출 감수계수 값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

타나, 직접유출은 강우량보다 강우강도에 영향을 많이 받

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대상지에서 주지하수 감수곡선의 회귀식은 y =

0.7528e−0.022x(R2=0.8938, 범위는 0.3 mm~0.8 mm), 감수

계수 K = 0.978로 산출되었다. 주지하수 감수곡선을 이용

하여 산림소유역의 유출특성을 분석한 결과, 유출량이 많

으면 주지하수 감수곡선이 완만해지고, 유출량이 감소하

면 감수곡선의 기울기가 급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2008년에서 2011년까지의 주지하수 감수곡선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시간이 경과할수록 주지하수 감수곡선의 기울

기가 시계열적으로 완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저

유출량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산림소유

역에서 유출량의 평준화가 진행되면서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산림소유역의 유출특성은 주요 강우기간

인 4월에서 9월의 강우-유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겨울

철의 강우-유출 자료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정확한 산림

소유역 유출특성의 시계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

강우기간으로 분류되는 겨울철의 강우-유출 자료의 분석

이 요구되며, 산림 토양 및 임상 등도 함께 조사하여 시계

열 변화의 원인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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