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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recharge rates are estimated using SWAT-K (a distributed hydrological model). The 

validity of the estimated recharge rates were evaluated by employing the baseflow separation method 

based on observed hydrological data. The exploitable groundwater is typically determined as the 

10-year drought frequency recharge rate that is calculated by average recharge ratio multiplied by 

10-year drought frequency precipitation. In practice, however, recharge rates typically decrease in line 

with precipitation; therefore, exploitable groundwater could be overestimated when average recharge 

rates are used without considering precipitation. To resolve this overestimation, exploitable ground-

water was calculated by re-estimating recharge rates that consider precipitation intensity. By applying 

this method to the Uiwang, Gwacheon, and Seongnam sub-basins, the exploitable groundwater 

decreased by 55.5~77.6%, compared with recharge rates obtained using the existing method.

Keywords: distributed hydrologic model, frequency analysis, exploitable groundwater, groundwater 

recharge, SWAT-K, precipitation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분포형 수문모형 SWAT-K를 사용한 함양률을 산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역 내에

서 실제로 관측한 수문곡선 자료를 기반으로 기저유출 분리법을 이용하여 함양량 산정의 타당성을 평가

하였다. 통상 지하수 개발가능량 산정 시 10년 빈도 갈수 시 강수량에 평균함양률을 곱하여 실무에 활용

하고 있으나, 실제로 함양률은 강수량이 작을수록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평균 함양률을 사용하

게 되면 개발가능량이 과다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강수

량 규모를 고려한 함양량으로 함양률을 재산정하여 개발가능량을 산정하였다. 이 방법을 의왕 ‧ 과천 ‧ 성

남시에 적용한 결과 소유역별 개발가능량은 기존 방법 대비 55.5~77.6%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분포형 수문모형, 빈도해석, 지하수 개발가능량, 지하수 함양량, SWAT-K, 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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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 및 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및 지

하수기초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하수법 제5조 제1항에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

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제6조 제1항에 따라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지하수의 이용실태, 지하수의 이용 및 보전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지하수 개발 가능량을 산정

하는 것이 국가의 지하수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MOLIT, 2017).

지하수 개발가능량은 지하수업무수행지침(ME, 2019)에서 “수문순환계가 파괴되지 않고 지하수 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대수층으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지하수량”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하수관리기본계획(MOCT, 

2002; MOLIT, 2017)에서는 10년 빈도 갈수 시 강수량에 함양률을 곱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즉, 개발가능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10년 빈도 갈수 시 강수량을 구하는 것과 강수량 대비 지하수 함양량인 함양률을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Chung 

et al., 2011).

함양률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함양량을 구해야 하며, 이는 기저유출 분리법, 지하수위 변동법, 유역수문모델링

을 이용한 물수지 분석법 등을 통해 산정된다(ME, 2019). 지하수개발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등 실무에서는 함양률 산정 

비용이 부족하여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지하수 기초조사 보고서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한다. 지하수관리 기본계획과 지하수 

기초조사 보고서에는 지역별로 지하수 함양률 및 함양량 대비 개발가능량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함양률값에 연평균 강우

량과 해당 지역의 면적을 곱해 체적 단위의 지하수 함양량을 산정하고, 여기에 함양량 대비 개발가능량 비율을 곱하여 해

당 지역의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산정한다. 따라서 국가에서 수립 및 시행한 지하수관리 기본계획과 지하수 기초조사 보고

서에 수록된 함양률과 개발가능량 값의 정확한 평가가 지하수 이용과 보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Chung et al.(2019)는 강수량 규모를 고려한 함양량 값을 이용하고 10년 최소강수량의 변화를 고려한 개발가능량을 산

정 방법을 새롭게 제안하여 의왕 ‧ 과천 ‧ 성남지역의 표준유역에 대해 적용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시험유역을 

대상으로 표준유역 대신 수문학적으로 구분한 14개 소유역에 대해서 분포형 수문모형에 의한 함양률을 산정한 후, 이를 

실제관측값을 이용하여 산정한 기저유출량과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소유역별로 강수량과 함양량과의 관

계를 살펴보고 이를 이용하여 실무에서 사용가능한 개발가능량 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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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 과천 ‧ 성남시의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가능량을 산정하기 위해 SWAT-K 모형(Kim et al., 2009)을 선정하였다. 

SWAT-K는 미 농무성에서 개발한 유역수문모형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Arnold et al., 1993; Neitsch 

et al., 2001)을 우리나라 유역특성에 맞도록 개선한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왕 ‧ 과천 ‧ 성남시가 모두 포함되도록 중랑

천, 안성천 중권역에 속해있는 안양천상류, 안양천중류, 탄천상류, 성남수위표, 탄천하류, 황구지천상류 표준유역의 일부

를 SWAT-K 구동을 위한 모델영역으로 설정하여 14개의 소유역으로 세분하였다. 소유역 경계와 각 소유역에 대한 유역 

특성인자는 Table 1, Fig. 1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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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basin 

No.

Area

(km2)

Main channel length

(km)

Main channel slope

(m/m)

Tributary length

(km)

Tributary slope

(m/m)

Elevation

(EL.m)

1 45.96 8.062 0.006 12.344 0.148 65.36

2 38.63 9.541 0.008 11.775 0.132 51.67

3 26.61 4.146 0.006 8.864 0.225 71.66

4 21.18 6.965 0.001 11.080 0.135 69.35

5 17.12 4.394 0.003 6.909 0.053 45.00

6 33.75 6.565 0.004 9.783 0.177 42.63

7 16.48 2.044 0.002 7.219 0.157 48.00

8 43.34 10.238 0.008 12.263 0.130 72.00

9 28.64 9.339 0.016 12.060 0.192 116.00

10 7.27 4.314 0.004 6.630 0.084 70.00

11 19.55 1.873 0.004 7.774 0.144 45.00

12 41.66 5.356 0.001 13.734 0.147 35.00

13 63.45 9.372 0.008 12.835 0.149 25.00

14 13.37 1.962 0.004 6.311 0.130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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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T-K를 구동하기 위한 기상 및 수문자료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11개의 기상 및 강우관측소, 4개 지점의 기

존 수위 관측소와 추가로 양재천 중류지점에 지표수 유량관측(주암교)자료를 활용하였다. SWAT-K모형은 유역의 형상

을 나타내는 DEM, 유역 내 토지이용 상황을 나타내는 토지이용도, 그리고 토양특성을 나타내는 토양도 등의 GIS 데이터

를 필요로 한다. 본 조사에서는 모형의 계산시간, 모형결과의 정확도 등을 판단하여 30 m 공간해상도를 가지는 DEM을 

100 m 공간해상도로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토지이용도는 모의 시 다양한 토지이용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중분류



256 ∙ 김민수ㆍ정교철ㆍ이정은ㆍ김민규

(1:25,000) 토지이용도를 사용하였다. 토양도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구축한 1:25,000 축척의 정밀토양도를 사용하였다

(Figs. 2~4). 토지이용도와 토양도의 특성의 조합을 통해 수문응답단위인 HRU(Hydrologic Response Unit)가 결정된다

(M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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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T-K 모형을 대상유역에 적용할 경우에 산정된 주요 수문인자의 결과를 가용한 관측값과 비교하여 매개변수의 보

정 및 모형의 검증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서 주요 지점의 하천 유출량과 지하수위의 관측 자료와 비교하였다. 함양량은 현

장 관측 자료가 전무하여 관측값과 모의값 간의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일련의 간접적인 검증 과정을 활용한다. 

강수로부터 증발산을 제외한 총 유출량의 모의값이 관측값과 높은 상관성을 가질 경우, 유역의 모의유출성분(지표, 중간 

및 기저유출성분)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저유출량과 높은 상관성을 가지는 함양량의 

정량적 타당성 또한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의왕 ‧ 과천 ‧ 성남지역의 수문학적 유역에 대해 관측 유량자료의 신뢰성이 양호하다고 판단된 충훈1교 관측소의 검 ‧ 보

정 결과 결정계수(R2)는 0.82로 나타났다(Chung et al., 2019). 한편, 검보정이 완료된 모형을 실제 주암교 지점에서 지표

수 유량 관측 결과와 SWAT-K 모형의 유출 모의 결과를 함께 도시하여 관계를 분석하였다. 유량측정 시 유속과 수심뿐만 

아니라 수위표를 설치하여 수위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각 지점마다 수위유량관계곡선을 작성하였고 수위를 자동관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매월 한 지점의 유량측정값에서 보다 많은 측정값을 확보하여 유출수문곡선의 검증에 이용하였다. 검증 

결과 주암교 지점에서 관측값과 모의값의 결정계수(R2)는 0.76으로 나타나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Fig. 5). 따라서 홍수유출을 중점으로 하는 충훈 관측소의 연속적인 유량값과 실제 유량측정을 통해 저수위에서 확인

된 유량값을 비교한 결과 SWAT-K모형은 고수위와 저수위에서 모두 만족하는 정확한 유량을 산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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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T-K를 이용하여 의왕 ‧ 과천 ‧ 성남시를 포함하는 모델 전체유역에 대해 지표수-지하수 통합 물수지 분석 결과

(2008~2017년) 연평균 강수량 대비 유출률은 60.5%, 증발산률은 39.5%, 함양률은 22.2%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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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basin No.
Area

(km2)

Precipitation

(mm/yr)

Runoff

(mm/yr)

Evapotranspiration

(mm/yr)

Recharge

(mm/yr)

Recharge rate

(%)

1 45.96 1,397 881 516 314 22.5

2 38.63 1,313 824 489 275 20.9

3 26.61 1,229 767 462 166 13.5

4 21.18 1,229 670 559 186 15.2

5 17.12 1,313 807 506 256 19.5

6 33.75 1,417 818 599 244 17.2

7 16.48 1,417 804 613 305 21.5

8 43.34 1,395 859 536 347 24.9

9 28.64 1,495 978 517 389 26.0

10 7.27 1,395 871 524 320 22.9

11 19.55 1,395 849 546 419 30.0

12 41.66 1,472 920 552 427 29.0

13 63.45 1,367 787 580 295 21.5

14 13.37 1,306 771 535 231 17.7

Average (*Sum) 417.01* 1,375 832 543 305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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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연상태에서 장기간의 기저유출량은 함양량과 같다는 가정하에 관측유출자료를 사용하여 해석적 방법인 디지

털 필터기법(기저유출분리법 중 하나)에 의한 함양량을 산정하여 모델링에 의해 산정된 함양률과 비교하였다.

디지털 필터기법은 전자신호를 해석하고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으로 고주파 신호와 저주파 신호를 분리한다. 이 방

법은 수문곡선 상에서 고주파 신호인 직접유출성분과 저주파 신호인 기저유출성분을 필터를 통해서 분리하는 방법이다. 

다음 식 (1)~(2)는 각각 유출성분을 분리하는 필터 방정식과 총 유출량에서 고주파 성분을 분리하고 남은 유량식을 나타낸 

것이다(Nathan and McMahon, 1990).



 

  
  ×




  
 (1)

  
   (2)

여기서, 는 필터링된 직접유출성분, 는 기저유출성분, 
는 총 유출량, 는 필터 매개변수이다.

한편,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양재천 주암교 지점에서 추가적으로 수위표를 설치하고 유량조사를 수행하여 

획득한 유출수문곡선에 대해서 기저유출분리법을 이용하여 직접유출과 기저유출을 분리하였다. Table 3은 기저유출분

리법에 의한 월별 기저유출량을 계산한 것으로 연간 기저유출량은 243.13 mm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강수량 대비 함양량, 

즉 기저유출분리법에 의한 추정 함양률은 약 23.9%로 산정되었다. 기저유출분리를 위한 필터 매개변수는 0.925를 적용

하였고 해당기간의 기저유출 분리 양상을 Fig. 6에 나타냈다. 기저유출분리법에 의해 산정된 함양량은 SWAT-K 모델링

에 의한 함양량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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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 Precipitation (mm) Baseflow (mm) Recharge rate (%)

Sep-17 22.5 20.1 -

Oct-17 40.5 19.8 -

Nov-17 40.5 19.0 -

Dec-17 34.0 17.6 -

Jan-18 4.0 12.3 -

Feb-18 35.5 10.6 -

Mar-18 72.0 23.1 -

Apr-18 117.5 36.5 -

May-18 197.0 41.8 -

Jun-18 92.5 9.2 -

Jul-18 201.5 4.3 -

Aug-18 45.5 1.6 -

Sum 903.0 215.9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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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가능량은 10년 빈도 가뭄 시 강수량에 함양률을 곱하여 산정되며 이를 위해 지역빈도분석(Regional Frequency 

Analysis)을 수행하였다. 확률분포형으로는 Extreme-Type III 분포를 이용하였으며, 매개변수 추정방법으로는 Hosking 

(1990)의 L-moment 방법을 이용하였다. 지역빈도분석을 수행한 결과인 10년 빈도 가뭄 시 강수량을 바탕으로 모델 영역

에 포함되는 소유역에 해당하는 격자별 개발가능량의 값을 합산하여 소유역별 개발가능량을 산정하였다(Table 4). 의왕 ‧ 

과천 ‧ 성남시 지역의 연평균 개발가능량 비율은 평균강우량 1,400 mm 대비 15.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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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basin No.
Area

(km2)

Precipitation

(mm)

Total water 

resources

(103 m3/yr)

Runoff

(103 m3/yr)

Evapotranspiration

(103 m3/yr)

Recharge

(103 m3/yr)

Exploitable 

groundwater

(103 m3/yr)

1 45.96 1,397 64,206 40,491 23,715 14,431 8,800 

2 38.63 1,313 50,721 31,831 18,890 10,623 6,478 

3 26.61 1,229 32,704 20,410 12,294 4,417 2,693 

4 21.18 1,229 26,030 14,191 11,840 3,939 2,402 

5 17.12 1,313 22,479 13,816 8,663 4,383 2,673 

6 33.75 1,417 47,824 27,608 20,216 8,235 5,022 

7 16.48 1,417 23,352 13,250 10,102 5,026 3,065 

8 43.34 1,395 60,459 37,229 23,230 15,039 9,172 

9 28.64 1,495 42,817 28,010 14,807 11,141 6,792 

10 7.27 1,395 10,142 6,332 3,809 2,326 1,419 

11 19.55 1,395 27,272 16,598 10,674 8,191 4,995 

12 41.66 1,472 61,324 38,327 22,996 17,789 10,843 

13 63.45 1,367 86,736 49,935 36,801 18,718 11,416 

14 13.37 1,306 17,461 10,308 7,153 3,088 1,883 

Sum (*Average) 417.01 *1,375 573,527 348,336 225,190 127,346 7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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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역별로 산정한 연 함양량을 연 강수량의 크기에 따라 그림으로 표현하면 강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함양량이 거의 선

형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수량과 함양량이 선형의 관계일 때 종축의 절편이 0이면 함양률(함양량을 강수

량으로 나눈 값)이 강수량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하지만 Figs. 7a~7n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정한 강수량에 도달할 때 까

지 함양량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강수량이 작을수록 함양률이 작아지거나 강수량이 커질수록 함양률이 

커지는 양상을 나타내는 등 함양량은 강수량의 크기에 따라 변한다(Chung et al., 20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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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10년 빈도 갈수 시 강수량에 평균 함양률을 곱하여 개발가능량을 산정하지만, 실제로 함양량은 강수량이 

작을수록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10년 빈도 갈수 시 개발가능량이 크게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하수 보

전 측면에서 보면 평균 함양률보다 작은 값인 10년 빈도 갈수 시 함양률을 사용해야 바람직하다(Chung et al., 2014).

10년 빈도 함양량과 함양률을 구하기 위해서 전절의 Fig. 7에 도출된 강수량과 함양량간의 관계식을 도출하여 Table 5

에 나타내었다. 관계식에 10년 빈도 갈수 시 강수량을 대입하면, 10년 빈도 함양량 및 함양률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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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basin No. a b Linear equations

1 0.334 -156.0 

  

: Recharge (mm/yr)

: Precipitation (mm/yr)

2 0.338 -164.9 

3 0.213   -98.8

4 0.279 -146.2 

5 0.271 -113.9 

6 0.309 -179.2

7 0.390 -225.2 

8 0.371 -170.4 

9 0.355 -139.6 

10 0.356 -176.2 

11 0.450 -208.1 

12 0.446 -230.6 

13 0.367 -185.0 

14 0.302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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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basin 

No.

Average preci.

(mm/yr)

P10*

(mm/yr)
R** R10***

Exploitable groundwater (mm/yr)

A

(P10 × R)

B

(P10 × R10)
B-A B/A

1 1,397 851.9 22.5% 16.0% 191.5 128.5 -62.9 67.1%

2 1,313 800.7 20.9% 14.2% 167.7 105.7 -62.0 63.0%

3 1,229 749.3 13.5% 8.7% 101.2 60.8 -40.4 60.1%

4 1,229 749.4 15.1% 8.7% 113.4 62.9 -50.5 55.5%

5 1,313 800.7 19.5% 13.5% 156.1 103.1 -53.0 66.0%

6 1,417 864.1 17.2% 10.7% 148.8 87.8 -61.0 59.0%

7 1,417 864.1 21.5% 14.3% 186.0 111.8 -74.2 60.1%

8 1,395 850.8 24.9% 17.3% 211.6 145.2 -66.4 68.6%

9 1,495 911.4 26.0% 20.9% 237.1 184.0 -53.2 77.6%

10 1,395 851.0 22.9% 15.4% 195.2 126.8 -68.4 64.9%

11 1,395 850.7 30.0% 21.3% 255.5 174.7 -80.8 68.4%

12 1,472 897.2 29.0% 20.1% 260.3 169.6 -90.7 65.1%

13 1,367 833.7 21.6% 15.1% 179.9 121.0 -58.9 67.2%

14 1,306 796.4 17.7% 13.0% 140.8 102.5 -38.3 72.8%

*10 yr frequency drought precipitation, **Avg. recharge rate, ***10 yr frequency drought recharg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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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및 10년 빈도 갈수 시 함양률을 적용에 따른 개발가능량 산정 결과를 비교하여 Table 6에 나타냈다. 10년 빈도 갈수 

시 함양률을 사용하는 개선 방법은 기존의 평균 함양률을 사용하는 기존 방법에 비해 개발가능량이 소유역별로 38.3 mm/

년에서 90.7 mm/년만큼 작게 산정되어 기존 방법 대비 55.5~77.6%로 나타났다. 이 방법은 기존 방법에 비해 지하수 개발 ‧ 

이용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으나, 지하수의 보전 ‧ 관리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 및 지하수 기초조사 등의 지하수 관련 계획 수립 시 필수 조건인 지하수 개발가능량

은 통상 10년 빈도 갈수 시 강수량에 함양률을 곱해 산정하고 있다. 이때 지하수 함양량을 산정하는 경우 유역의 수문성분

을 계산하여 물수지의 적합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통상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분포형 수문모형을 사용한 함양률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역 내에서 실제로 관측한 수문곡선 자료를 이용

한 기저유출 분리법을 이용하여 함양량 산정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지하수 개발가능량 산정 시 강수량의 경우는 

10년 최소강수량을, 함양률의 경우에는 10년 평균 함양률 값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함양률은 강수량이 작을수록 작아

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평균 함양률을 사용하게 되면 현재 지침에 나와 있는 10년 빈도 갈수시의 함양량 보다 큰 개발

가능량이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강수량 규모를 고려한 함양량으로 함양률

을 재산정하여 개발가능량을 산정하였다. 이 방법을 의왕 ‧ 과천 ‧ 성남시에 적용한 결과 해당 지역 소유역별 개발가능량은 

기존 방법 대비 55.5~77.6%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방법은 기존 방법에 비해 지하수 개발 ‧ 이용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해도 지하수의 보전 ‧ 관리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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