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기저유출(baseflow)이란, 물의 순환 과정 중 빗물이 지표로 

떨어지고 땅속으로 침투되어 땅속에 물을 저장하였다가, 시

간이 지나 땅속에 있던 지하수가 지표로 유출되는 현상을 의

미한다(Kang et al., 2015). 갈수기에 유역의 기저유출은 하천

유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공공수역의 수량뿐만 아니라 수

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ME, 2015). 

따라서 갈수기 하천 관리를 위해서는 하천에서 관찰되는 총 

유출로부터 직접유출과 기저유출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기저유출분리기법(baseflow separation method)이 요구된다.

기저유출분리기법에는 도식적 방법(graphical method), 디

지털 필터 방법(digital filter method), 동위 원소 또는 화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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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seflow constitutes most of the streamflow during the dry season and it is an important factor for stream management. In this study, 

four techniques for separating baseflow from the streamflow were applied to two target areas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The baseflow 

separation techniques used in the analysis are all graphical methods, which are fixed interval method (FIM), sliding interval method 

(SIM), local minimum method (LMM), and PART programs based on the N-day method. The target areas are the Daeri and Cheongsong 

stage stations in the Nakdong River Basin where the streamflow was measured continuously for 5 years. We evaluated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sults for baseflow separation methods by examining the indexes for model assessment (NSE, PBIAS, RSR), baseflow index, 

and shape of baseflow separated from a flood hydrograph. It was analyzed that the FIM, SIM, and LMM methods included some errors 

in separating the baseflow from streamflow, whereas the PART program results were found to be the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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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유역의 기저유량은 갈수기 하천유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하천 관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이 연구에서는 하천유량으로부터 기저유량을 분

리하는 4가지의 기저유출분리기법을 2개의 대표 지점에 적용하여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저유출분리기법은 모두 도식적 방법으

로서, N-day법에 근거한 FIM, SIM, LMM 기법과 PART 프로그램이다. 적용된 지역은 다년간 연속적으로 유량이 측정된 낙동강 유역의 대리 수위

관측소 및 청송 수위관측소이다. 기법별 모형평가지표(NSE, PBIAS, RSR), 기저유출지표, 홍수 수문곡선으로부터 분리된 기저유량의 형상을 검토하

여 기저유출 분리 결과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FIM, SIM, LMM 기법은 기저유출 분리 시 오류를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상대적

으로 PART 프로그램에 의한 기저유출 분리 결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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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방법(tracer-based method) 등 다양한 기법이 존재한다

(Liu et al., 2019; Xie et al., 2020). 이 가운데 추적 방법은 하천 

내 기저유량을 직접 조사할 수는 있지만, 오랜 기간의 현장조사

가 요구되므로 많은 인력과 비용이 요구된다(Lott and Stewart, 

2016). 이에 따라 도식적 방법이나 디지털 필터 방법 등과 같은 

현장측정 없이 하천유량으로부터 기저유량을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비 추적 기반의 방법이 개발되었다(Xie et al., 2020). 

기저유출 분리에 관한 전통적인 도식적 방법에는 주 지하

수 감수 곡선법(master groundwater depletion curve method), 

수평 직선 분리법(straight line method), (수정) N-day법(fixed 

base method), 가변 경사법(variable slope method) 등이 있다

(Lee, 2015). 이런 전통적인 도식적 방법들은 주로 수작업으

로 수행되는 방법들로서 Sloto and Crouse (1996)는 세 가지의 

도식적 방법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HYSEP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각각 FIM (fixed interval method), SIM 

(sliding interval method), LMM (local minimum method) 기

법이다. 또한, 미국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에서

는 도식적 방법인 N-day법과 가변 경사법을 복합적으로 적

용하여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PART 프로그램(Rutledge, 

1998)을 개발하였다. 다양한 기저유출분리기법들은 사용자

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 형태의 프로그램과 시스템

으로 개발되었으며, 대표적으로 BFLOW 프로그램(Arnold 

and Allen, 1999), 웹 기반의 WHAT (Web-based Hydrograph 

Analysis Tool) 시스템(Lim et al., 2005), BFI+ 3.0 프로그램

(Gregor, 2010)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외국에서 개발된 다양한 기저유출 기법을 

국내의 유역 및 수계 등에 적용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Hong 

et al. (2015)은 한강수계의 수위관측소를 대상으로 BFLOW

와 WHAT 시스템을 적용하여 직접유출과 기저유출을 분리

하여 기저유출 특성을 분석하였다. Han et al. (2016)은 낙동

강 수계를 대상으로 기저유출분리기법(WHAT 시스템, PART, 

BFLOW)을 적용하여 기저유출의 영향에 따른 하천유량의 

변동성 분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Lee et al. (2017)은 

BFLOW, HYSEP, PART, WHAT 시스템에 탑재된 기저유출

분리기법을 이용하여 4대강 유역의 연도별, 계절별, 월별 기

저유출지표(baseflow index, BFI)를 분석하였다. Kang et al. 

(2019)은 SWAT 모형과 PART를 이용하여 낙동강 유역과 전

국 하천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기저유출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상기의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기저유출분리기법에 의

해 도출된 결과만을 활용하였고, 분리된 기저유량의 적절성

에 대한 평가는 검토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주관

적 판단이 비교적 배제되는 도식적 방법을 대상으로 기저유출

분리기법에 대한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기

저유출분리기법은 HYSEP 프로그램에 탑재되어 있는 FIM, 

SIM, LMM 기법과 PART 프로그램이다.

2. 연구 방법

2.1 도식적 기저유출분리기법

2.1.1 N-day 방법

FIM, SIM, LMM 기법은 모두 HYSEP 프로그램(Sloto and 

Crouse, 1996)을 구성하고 있는 방법들이다. HYSEP 프로그

램과 PART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첨두유량 발생시각부터 

직접유출이 끝나는 시간(N)을 경험적으로 Eq. (1)과 같이 정

의하는데, 이는 N-day 방법이다.

    (1)

여기서 N은 첨두유량이 나타나는 시각부터 직접유출이 끝나는 

시점까지의 일수(days)이고, A는 km2 단위의 배수면적이다.

한편, HYSEP 프로그램에 포함된 FIM, SIM, LMM 기법은 

공통적으로 2 N*의 기간을 수문곡선의 분리에 사용한다. 이때 

2 N*는 Eq. (1)에 의해 산정된 N의 2배에 해당하는 2 N 값을 

기준으로 3과 11 사이의 가장 가까운 홀수로 정의된다. 예를 

들면, 100 km2의 배수면적을 가지는 유역의 N은 Eq. (1)에 의해 

2.08로 계산되고, 2 N은 4.16이 되며, 4.16에 가장 가까운 홀수

는 5이므로 2 N*은 5가 된다.

2.1.2 기법별 기저유출 분리 방법

FIM 기법은 관측자료의 시작 시점부터 2 N*씩 기간을 구분

하여 각 기간의 최소 하천유량을 해당 기간의 기저유량으로 할

당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FIM 기법에 의한 기저유량은 2 N* 

기간씩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된다. Fig. 1(a)는 FIM 기법에 의한 

기저유출 분리의 예로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최소의 하천

유량은 1.387 m3/s (49 ft3/s)이고, 따라서 해당 기간의 기저유량

은 모두 1.387 m3/s가 된다.

SIM 기법은 기저유량 산정 일과 전·후 0.5(2 N* ‒ 1)일의 

하천유량을 비교하여 최소의 유량을 분석 해당일의 기저유량

으로 결정한다. Fig. 1(b)는 SIM 기법에 의한 기저유출 분리의 

사례로서, 4월 18일을 중심으로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최소

의 하천유량은 1.189 m3/s (42 ft3/s)이고, 따라서 4월 18일의 

기저유량은 1.189 m3/s가 된다.

LMM 기법은 기저유량 산정 일의 하천유량이 해당 일 전·후 

0.5(2 N* ‒ 1)일의 하천유량과 비교하여 최소인지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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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솟값인 경우, 국부최소(local minimum) 유량으로 선택하여 

해당 일의 기저유량이 된다. 반면에, 분석 대상 일의 하천유량

이 국부최소유량이 아닌 경우, 인접한 국부최소유량을 연결

한 직선에 의해 선형보간하여 결정한다. Fig. 1(c)는 LMM 기

법에 의한 기저유출 분리의 예로서, 국부최소유량이 발생한 

시기는 4월 9일, 15일, 21일, 24일이므로 해당 시기의 하천유

량은 기저유량이 되고, 나머지 기간의 기저유량은 선형보간

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PART 프로그램은 선행 감수부 요건(requirement of ante-

cedent recession)에 부합하는 기간을 탐색하여 부합하는 날

짜의 기저유량은 하천유량과 동일하게 지정하고, 부합하지 않

는 날의 기저유량은 선형보간하여 결정한다(Rutledge, 1998). 

PART 프로그램은 세 가지의 선행 감수부 요건을 고려하는

데, 첫 번째 선행 감수부 요건은 Eq. (1)에 의해 산정되는 N 값

(실수)의 정수 부분인 N-day이다. 다른 두 개의 선행 감수부 요

건은 N-day보다 각각 1과 2 만큼 큰 정수가 해당된다. Fig. 1(d)

는 PART 프로그램에 의한 기저유출 분리 사례이다.

2.2 대상 관측소 및 유역

기저유출분리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연속적인 

유량자료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약 10년의 한국수

문조사연보를 조사하고 낙동강 지류에 위치한 수위관측소별 

유량 측정 기록을 검토하여 단장천에 위치한 대리 수위관측소

와 용전천에 위치한 청송 수위관측소를 대상 지점으로 선정하

였다. 대리 수위관측소는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대리 995에 

위치한 수위관측소로서 관측 개시일은 2000년 6월이고, 유역

면적은 59.4 km2이다. 청송 수위관측소는 경상북도 청송군 파

천면 덕천리 덕천교에 위치한 수위관측소로서 관측 개시일은 

1987년 9월이고, 유역면적은 305.0 km2이다.

대리 수위관측소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수위-

유량 관계(rating curve)가 도출되어 있지만, 2018년의 경우, 

하천 정비 공사 시행으로 인해 일부 기간에 대한 측정 수위 자

료의 신뢰성이 낮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대리 수위관측소 

지점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측정된 수위와 조사된 수

위-유량 관계를 이용하여 일 단위의 하천유량을 추정하였고, 

이를 기저유출 분리에 활용하였다. 청송 수위관측소의 경우, 

(a) FIM (Sloto and Crouse, 1996) (b) SIM (Sloto and Crouse, 1996)

(c) LMM (Sloto and Crouse, 1996) (d) PART (Rutledge, 1998)

Fig. 1. Graphical methods for baseflow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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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을 제외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수위-유량 관계가 

도출되어 있다. 이에 청송 수위관측소 지점에서는 유량자료

가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2012년 ~ 2016년에 대하여 기저유출

을 분리하였다. Table 1은 기저유출분리기법의 대상 지점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2.3 기저유출분리기법의 평가 방법

2.3.1 관측 기저유량

기저유출분리기법에 의해 분리된 기저유량의 적합도를 분

석하기 위해서는 관측 기저유량을 알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Eckhardt (2008)는 관측된 하천유량으로부터 정확한 기저유

출의 정도를 알 수 없으므로 최적의 기저유출기법을 선정하기 

어려움을 기술한 바 있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주로 건기의 

하천유량 자료를 기저유량으로 판단하여 기저유출분리기법

들을 평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시아 몬순 기후의 영향

으로 연 강수량의 약 2/3가 6월 ~ 9월에 내리는 뚜렷한 홍수기를 

가진다(Lee et al., 2017). 11월부터 이듬해 2월 정도를 건기로 

판단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에도 강우가 발생하는 등 다른 나

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기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기간도 

길지 않다. 또한, 건기와 같이 특정 기간의 하천유량만을 기저

유량으로 결정할 경우, 다른 기간에 대한 기저유량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월별 최소의 하천유량을 

분석하여 기저유량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한 달 동안 강우가 연속해서 발생

Table 1. Information of stage stations with rating curves

Station (code)
Drainage area 

(km2)
Stream

Beginning of 

observation

Available duration for

(stage-discharge) rating curve 
Organization

Daeri (2021650) 59.4 Danjangcheon 2000-06-01 2013 ~ 2017 (5 years) K-water

Cheongsong (2002655) 305.0 Yongjeoncheon 1987-09-30 2012 ~ 2016 (5 years) K-water

(a) Daeri station in 2013

(b) Cheongsong station in 2013

Fig. 2. Selection of observed baseflow



T. Kang and N. Lee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54(4) 217-227 221

하지는 않으므로 월별로 관측된 최소의 하천유량은 기저유량

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렇지만 월별로 하나의 기저유량만을 

선택할 경우 관측 기저유량의 개수가 적어 통계적 분석이 어

렵다. 이에 월별로 3 ~ 10개의 최소유량을 분석하여 해당 자료

들이 기저유량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다만, 월별 

최소유량 선정 시 직전 일의 유량보다 커지는 시기인 수문곡

선의 상승부는 배제하였고, 선택된 유량이 연속된 자료일 필

요는 없음을 가정하였다. 그 결과, 두 시범유역에서 선택된 월

별 최소 5일의 유량은 기저유량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2는 2013년의 대리 수위관측소와 청송 수위관측소의 

하천유량을 기준으로 월별 5일의 최소유량을 선택하여 기저

유량으로 선정한 그림이다. Fig. 2에서 선택된 하천유량들은 

모두 수문곡선의 감수부에 위치하고 있고, 육안으로도 기저

유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2.3.2 기저유출 분리의 정확도 평가 방법

기저유출분리기법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개별 기저유출

분리기법들에 대한 정확도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기저유출분리기법별 정확도 평가에 Moriasi et al. (2007)이 

제안한 모형평가지표(model assessmet index)를 활용하였다

(Table 2). 평가에 사용된 지표는 NSE (Nash-Sutcliffe Effi-

ciency), 평균편차의 비율(percent bias, PBIAS), 관측자료의 

표준편차에 대한 평균제곱오차 제곱근의 비율(ratio of the root 

mean square error to the standard deviation of measured data, 

RSR)이다. Table 2의 수식에서  는 관측 기저유량으로 선

택된 월별 5일의 최소유량이고,  는 해당 일에 대하여 기저

유출분리기법으로부터 추정된 기저유량이며,   는 관측 기

저유량의 평균, 은 자료의 개수를 의미한다.

한편, Moriasi et al. (2007)은 다수의 선행 연구 결과를 검토

하여 Table 3과 같이 NSE, PBIAS, RSR을 이용한 정확도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때, NSE의 최적값은 1이고, PBIAS와 

RSR의 최적값은 0이다.

2.3.3 기저유출지표

기저유출분리기법별 기저유량의 산정 결과를 비교‧검토하

기 위해 기저유출지표(baseflow index, BFI)를 사용하였다. 

장기간의 기저유출 총량과 유출 총량의 비로 정의되는 기저유

출지표는 Eq. (2)와 같으며, 하천유량 중 기저유량의 기여도

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유출 총량

기저유출 총량
 (2)

3. 연구 결과

3.1 기법별 기저유출 분리 결과

3.1.1 기저유출지표 분석

Fig. 3은 대리 수위관측소 지점의 2015년 하천유량으로부

터 기저유출을 분리한 결과를 기법별로 도시한 것이다. 분리 

결과는 기저유출을 결정하는 각 기법의 특성이 반영되어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ART 프로그램의 경우, N-day, 

N-day+1일, N-day+2일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므로 각각의 결

과를 모두 도시하였다.

Table 4는 분석된 기저유출분리기법별 기저유출지표를 나

Table 3. Criteria of performance rating for model assessment (Moriasi et al., 2007)

Performance Rating NSE PBIAS (%) RSR

Very good 0.75 < NSE ≤ 1.00 PBIAS < ±10 0.00 ≤ RSR ≤ 0.50

Good 0.65 < NSE ≤ 0.75 ±10 ≤ PBIAS < ±15 0.50 < RSR ≤ 0.60

Satisfactory 0.50 < NSE ≤ 0.65 ±15 ≤ PBIAS < ±25 0.60 < RSR ≤ 0.70

Unsatisfactory NSE ≤ 0.50 PBIAS ≥ ±25 RSR > 0.70

Table 2. Indexes for model assessment

Index Equation
Best 

value

Nash-Sutcliffe 

Efficiency (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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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 기저유출지표는 적용된 기법과 분석 지점에 따라 다

른 결과를 보였고, 동일 기법일지라도 연도별 편차가 크게 발생

하였다. 기저유출분리기법별 차이는 각 기법에서 기저유출을 

결정하는 방법론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분석 지점별 차

이는 기상 및 수문 특성, 유역과 지리․지형적 특성 등 지역적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동일 지점일지라도 연

도별 기저유출지표가 상이한 이유는 연도별 강우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한편, PART 프로그램의 경우, 

매개변수(N-day)에 따른 차이도 발생하였다.

3.1.2 모형평가지표 분석

매개변수를 포함한 PART 프로그램의 경우, 적절한 매개

변수의 선정이 요구된다. 대리 수위관측소에서는 N-day+1일

의 분석 결과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청송 수위관측

소에서는 N-day일의 분석 결과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는 PART 프로그램에서 N-day 산정 시, Eq. (1)에 의해 

계산된 값의 정수 부분만을 고려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실

제로 대리 수위관측소의 N-day는 1일이지만, 소수점 이하를 

고려할 경우 1.87일로써 2에 매우 가깝고, 이로 인해 N-day+1

이 보다 적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청송 수위관측소

(a) FIM (b) SIM

(c) LMM (b) PART

Fig. 3. Baseflow separation results by method for Daeri station in 2015

Table 4. Baseflow index by method

Method Parameter
Yearly BFI at Daeri station Yearly BFI at Cheongsong station

2013 2014 2015 2016 2017 2012 2013 2014 2015 2016

FIM - 0.560 0.406 0.523 0.420 0.538 0.419 0.304 0.491 0.539 0.375

SIM - 0.554 0.387 0.504 0.436 0.566 0.541 0.442 0.582 0.684 0.567

LMM - 0.280 0.179 0.289 0.214 0.361 0.165 0.154 0.230 0.269 0.214

PART

N-day 0.511 0.301 0.401 0.302 0.499 0.396 0.332 0.496 0.597 0.361

N-day+1 0.464 0.295 0.358 0.297 0.488 0.361 0.290 0.339 0.532 0.292

N-day+2 0.380 0.177 0.337 0.273 0.475 0.320 0.272 0.298 0.511 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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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N-day는 2일(소수점 이하까지 포함할 경우 2.59일)이고, 

N-day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Table 5는 기저유출분리기법별 모형평가지표와 연도별 기

저유출지표의 평균을 나타낸다. Table 5에서 볼 수 있듯이, 검

토된 모든 방법은 Table 3의 모형 평가 기준에 따라 대체로 양

호한 수준 이상의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PART 프로그램과 SIM 기법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제

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FIM과 LMM 기법의 경우, 

청송 수위관측소 지점에 적용한 결과에서 PBIAS가 다소 크

게 나타났다. PBIAS는 물수지적 관점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분석된 기저유량의 값이 관측 기저유량에 비해 전반적으

로 작음을 의미한다.

3.2 기법별 오차 원인 분석

3.2.1 유황계수와 기저유출 분리 오차

FIM 및 LMM 기법의 경우, 대리 수위관측소 지점에서는 우

수한 결과를 보였지만, 청송 수위관측소 지점에서는 상대적

으로 적합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오차

의 원인은 청송 수위관측소 지점이 대리 수위관측소 지점에 

비해 유량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Eq. (3)은 유량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황계수 산

정식이며, 과 은 연중 10일 및 355일 이상 지속되는 

유량을 나타낸다(Lee, 2015). Table 6은 대리 수위관측소와 

청송 수위관측소 지점의 유황계수를 비교한 자료로서, 청송 

수위관측소의 유황계수가 대리 수위관측소에 비해 47% 크게 

나타났다.

유황계수 



 (3)

3.2.2 FIM 기법의 오차

FIM 기법은 일 간격으로 최소의 하천유량을 기저유량

으로 결정하는데, 이에 따라 일 동안 동일한 기저유량을 

가진다. 따라서 Fig. 4와 같이 실제의 기저유량과 결정된 기저

유량 사이에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유량의 변동이 큰 

청송 수위관측소 지점에서는 Fig. 4(b)와 같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오차가 발생하였다. 또한, FIM 기법은 홍수 수문곡선의 상

승부에서 기저유량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 

수문곡선의 상승부는 대부분 직접유출에 의한 것인 반면, 기

저유출은 지하수 유출과 지연 지표하 유출의 성분으로 구성되

므로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적절하지 않다.

3.2.3 LMM 기법의 오차

LMM 기법에 의해 도출된 기저유출지표는 다른 기저유출

분리기법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나타났

다(Table 4). 이것의 원인은 Fig. 5와 같이 홍수 수문곡선의 

상승부 시점과 하강부 종점이 연결되어 기저유량으로 결정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송 수위관측소 지점의 관측 유량

Table 5. Analyzed model assessment by method

Method
Daeri station Cheongsong station

NSE PBIAS RSR Averaged BFI NSE PBIAS RSR Averaged BFI

FIM 0.950 4.934 0.223 0.490 0.822 12.633 0.422 0.426

SIM 0.974 4.367 0.161 0.490 0.960 6.908 0.199 0.563

LMM 0.984 4.301 0.128 0.265 0.883 16.050 0.342 0.206

PART 0.983 1.288 0.132 0.380 0.980 2.766 0.141 0.436

Table 6. Flow duration coefficient at the stations

Year
Daeri station Cheongsong station

Q10 Q355 Flow duration coefficient Q10 Q355 Flow duration coefficient

2012 - - - 48.596 0.179 272.1

2013 10.626 0.082 129.9 17.328 0.157 110.5

2014 18.826 0.090 209.5 44.490 0.136 328.3

2015 6.230 0.086 72.6 10.512 0.086 122.9

2016 14.879 0.094 158.5 30.673 0.150 205.0

2017 2.160 0.016 136.7 - - -

Average 10.544 0.073 141.4 30.320 0.141 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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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aeri station in 2013

(b) Cheongsong station in 2013

Fig. 4. Error of baseflow separation by FIM

(a) Daeri station in 2013

(b) Cheongsong station in 2013

Fig. 5. Error of baseflow separation by L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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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b))을 보면, 유량의 변동 폭이 클 뿐만 아니라 유량이 

크게 저하하는 현상(측정 오류로 판단됨)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대리 수위관측소 지점에 비해 더 큰 오차를 유발하였

고, 기저유출지표를 감소시킨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실제로 

Fig. 5의 LMM 기법에 의한 기저유출 분리 결과는 동일한 연

도를 대상으로 FIM 기법에 의해 분석된 Fig. 4와 비교하더라

도 매우 과소 추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4 SIM 기법의 오차

SIM 기법은 FIM 및 LMM 기법에 비해 모형평가지표면에

서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저유출지표가 크게 분석되

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SIM 기법은 PART 프로그램에 비해 

기저유출지표가 8 ~ 11% 크게 나타났다(Table 4). 

Fig. 6은 SIM 기법과 PART 프로그램에 의한 기저유출 분리 

결과를 대리 및 청송 수위관측소 지점에 대하여 비교한 그림인

데, SIM 기법에 의한 기저유출 분석 결과가 두 지점 모두에서 

과다 산정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SIM 기법은 FIM 기법과 

유사하게 홍수 수문곡선의 상승부에서 기저유출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적절한 기저유출 분리 결

과로 볼 수 없다.

3.3 결과 고찰

3.2절의 결과를 통해 FIM, SIM, LMM 기법은 모두 기저유

출 분리에 있어 일부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

다. 특히, FIM과 LMM 기법은 측정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

는 경우와 유황계수가 큰 경우 오류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일반적으로 홍수 수문곡선으로부터 기저

유출을 분리하는 경우, Fig. 7과 같이 홍수 수문곡선의 상승부 

시점이 기저유출 분리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FIM 및 SIM 기

법은 홍수 수문곡선의 상승부에서 기저유량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인 기저유출 분리의 개념에 

위배된다. 특히, FIM과 SIM 기법은 다른 기법들에 비해 기저

유출지표를 상대적으로 과다 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Table 4), 두 기법 모두 홍수 수문곡선의 상승부에서 기저유

량을 과대하게 추정하는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PART 프로그램의 결과는 다른 기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측정 자료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천유량

으로부터 기저유출 분리 시 홍수 수문곡선의 상승부에서 기저

유출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기저유출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경

향도 적었다. 이에 따라 기저유출지표에서도 SIM 기법(FIM 

기법과 유사)과 LMM 기법의 중간 정도를 보였다. 한편, PART 

프로그램은 기저유출 분리 결과를 3개의 N-day 기준에 대하

여 제공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적절한 분석 결

과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적절한 분석의 선택에는 

관측 기저유량을 이용한 모형평가지표, 기저유출지표, 기저

유출 분리 결과 그림 등이 활용될 수 있다.

(a) Daeri station in 2013

(b) Cheongsong station in 2015

Fig. 6. Comparison of baseflow separation between SIM and PART Fig. 7. Typical flood hydrograph and baseflow (He and Lu,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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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4가지의 도식적 기저유출분리기법을 대리 

및 청송 수위관측소 지점에 적용하여 분석의 적절성을 검토하

였다. 연구에서 선정한 4가지의 기법은 HYSEP 프로그램에 탑

재되어 있는 FIM, SIM, LMM 기법과 별도로 구성된 PART 프

로그램이다. 해당 기법들은 모두 N-day 기법에 근거한 방법이

나, 기법별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분석 결과는 서로 상이하다. 

선정된 기법들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NSE, PBIAS, 

RSR을 이용하여 관측 기저유량과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이때, 기법별로 분리된 기저유량의 적합도 분석에는 월별 5일

의 최소유량을 관측 기저유량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기법별 

적절성은 분리된 기저유량의 형상과 기저유출지표의 산정 결

과 통해서도 검토되었다.

적합도 분석 결과, 모든 기저유출분리기법은 대부분의 기

준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였는데, 특히 PART 프로그램과 SIM 

기법의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FIM 기법과 

SIM 기법은 공통적으로 홍수 수문곡선의 상승부에서 기저유

출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적절한 기저유출로 판단되

기 어렵다. 특히, FIM 기법은 유량의 변동성이 큰 경우 오차가 

크게 발생하였고, LMM 기법에 의해 분석된 기저유출지표는 

다른 기법들에 의해 결정된 기저유출지표에 비해 현저하게 작

았다. 반면에 PART 프로그램은 모든 면에서 다른 기법들에 

비해 양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PART 프로그램은 3개

의 N-day 기준에 대하여 결과를 제공하므로 적절한 분석 결과

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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