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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강우 패턴 변화는 하천의 유출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가뭄 및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의 위험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강우 패턴 변화는 하천의 유량뿐만 아니라 수질에도 영향을 미쳐 사

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비점오염원 관

리를 위해 하천 유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저 유출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기저 유출은 직

접유출과 달리 직접적인 측정이 어려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연구들에서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 본 논평에서는 기저 유출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최근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수문곡선분리(hydrograph 
separation)’에 대하여 설명하고 기존의 그래픽을 이용한 방법과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모형에 대해 설명하였

다. 그리고 동위원소 및 화학성분을 이용한 수문분리법을 2성분계와 3성분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국내 연구사

례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수문분리법을 실제 수계에 적용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사항인 단

성분(end-member)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문분리의 불확정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실제 

수계에서 보존적 화학성분이나 동위원소를 추적자로 이용한 정량적 수문분리시 불확정성을 유발시키는 요인

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기저유출, 수문분리, 동위원소수문분리, 물안정동위원소

Hyejung Jung and Jeonghoon Lee, 2020, A review on quantitative estimation of baseflow and hydrograph 

separation using isotopes as a tracer.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v. 56, no. 4, p. 501-514

ABSTRACT: A change in precipitation patterns due to recent climate change affects on the discharge rate of streams 
and increases the risk of natural disasters such as drought and flooding. This also affects not only the stream 
discharge, but also water quality, causing many problems in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aspects. In order 
to secure available water resources and manage nonpoint contaminant sources, it is very important to manage the 
baseflow, which occupies most of the streamflow. However, unlike direct runoff, the baseflow is difficult to constrain 
directly, and despite its importance, many studies have overlooked its importance. In this review, we examine 
“hydrograph separation” to better understand the baseflow, which has been commonly used and discuss the 
traditional graphical method, models developed based on the method and chemical and isotopic hydrograph 
separation. In addition, end-member and hydrograph separation uncertainties,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s when applying the chemical and isotopic hydrograph separation to actual water systems, have been 
described. Through these studies, we would like to emphasize the need for further studies on factors that cause 
uncertainty in quantitative hydrograph separation using conservative chemical components or isotopes as tracers 
in actual water systems.

Key words: baseflow recession, hydrograph separation, isotope hydrograph separation, stable water isoto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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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강우 패턴 변화는 하천으

로의 유출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뭄 및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의 위험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Ahn et al., 2001; Kumar and Merwade, 2011).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 변화는 하천의 

유량뿐만 아니라 환경 및 생태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예로서 강우 패턴의 변화는 오염물

질의 배출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

점오염원 관리가 기존보다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Oh 

et al., 2012). 따라서, 강수가 하천으로 이동하는 경

로를 확인하고 유출 유량 및 오염원의 유입 거동을 

분석하는 것은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하천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보편

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문곡선(hydrograph)

을 활용하는 것이다. 수문곡선은 시간의 경과에 따

른 하천수의 유량 변화를 표시한 곡선으로 강우의 

질량 중심선에서 하천 유량의 최대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지체 시간(lag time)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수

계(watershed)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에 매우 중요

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수문곡선은 강우가 발생한 

직후 단시간에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직접유출(direct 

runoff)과 강우가 토양에 침투된 후에 그 속에서 흐

름이 지연되어 대수층을 통해 하천으로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기저유출(baseflow)로 나눌 수 있고 이러한 

두 요소를 분리하는 것을 수문곡선분리(hydrograph 

separation)라고 한다. 특히, 기저유출은 하천 유량

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측정이 

어려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연구성

과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Choi et al., 2014; Kang 

et al., 2019). 더욱이 우리나라처럼 대부분의 강수가 

여름철에 집중되어있는 경우, 갈수기 때의 기저유출

은 하천 환경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

에 하천의 유역별로 기저유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

하고 그 변동성을 해석하는 것은 유역관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Choi et al., 2014; Han et al., 2016; 

Kang et al., 2019).

지난 100여 년간 기저유출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

해 수문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고, 1900년대 

초반에 기초 수학의 발전으로 수문분리에 대한 몇 가

지 분석기법들이 정립되었다(Hall, 1968). 이러한 초

기의 분석기법들은 대부분이 그래픽적인 방법(graphical 

method)을 이용하여 수문곡선을 직접유출과 기저유

출로 분리하였다. 이 방법은 수문곡선에서 유량이 증

가하기 시작하는 점과 변곡점이나 일정한 시간적 경

계점을 선으로 연결하여 직접유출과 기저유출을 구

분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수위 상승부가 존재

하는 이득하천(gaining stream)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며 손실하천(losing stream)에서는 적용하기 

힘들며 지하수의 유입을 시간 변화에 따라서는 나타

낼 수 있으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Brodie and Hostetler, 2005). 더욱이, 기저 

유출 분리과정에서 임의로 분석자가 기저 유출량을 

정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주관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

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Chernaya, 1964; Hong 

et al., 2015; Han et al., 2016).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

고자 1980년대부터 수문곡선 분리법을 이용한 기저

유출 분리 모형이 개발되어 활용되어 왔다(Han et al., 

2016; Kang et al., 2019). 2000년대 이후에는 기존에 

개발된 기저유출 산정 모형들을 비교하고 미계측 유

역에서 수문정보를 얻기 위한 연구, 장기 기저유출 변

화에 대한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Kang et al., 2019). 

하지만 이러한 모형을 이용한 방법 역시 여전히 주

관적인 요소가 반영될 수 있음을 여러 연구 결과들

에 의해서 밝혀졌다(Sloto and Crouse, 1996; Joo et 

al., 2007; Shao et al., 2020). 

이러한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이전의 수문분

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문분리기법 중에 하나가 ‘동위원소 및 화학성분을 

이용한 수문분리법(isotopic and chemical hydro-

graph separation)’이다. 이 기법은 하천의 물 속에 

포함된 비반응(conservative) 화학성분이나 동위원

소를 추적자로 이용하여 하천의 직접유출과 기저유

출을 분리해내는 방법이다. 이전의 수문분리 모형에 

비해 이 기법은 질량보존법칙을 적용하여, 수문곡선

을 강우 성분(new water 또는 event water)과 강우 

이전 성분(old water 또는 pre-event water)으로 비

교적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Pinder and Jones, 1969; 

Bottomley et al., 1984, 1986; Hooper and Shoemaker, 

1986; Moore, 1989; Wels et al., 1991; Cho et al., 2003; 

Klaus and McDonnell, 2013; Kim et al., 2017).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추적자를 이용하여 하천에 기여

하는 성분을 3가지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표수,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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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ource of streamflow from hillslopes: (a) stream-
flow maintained by groundwater contributions, (b) runoff 
and groundwater, and (c) runoff, soil water and goundwater.

수, 충적층지하수, 천부지하수, 심부지하수 등으로 

나누어 분리할 수도 있다(Hooper and Shoemaker, 

1986; McDonnell et al., 1991; Hinton et al., 1994; 

Lee and Krothe, 2001). 동위원소 및 화학적 성분을 

이용한 수문분리법은 직접유출과 기저유출을 분리

하여 기여율을 산정하는 것 외에 수문학적 과정에서 

강우 및 지하수의 유출경로를 추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Sklash and Farvolden, 1979; Sklash et al., 1986; 

McDonnell et al., 1991; Cho et al., 2003).

지난 50여 년 동안 동위원소 추적자를 활용하여 

지하수, 융설, 토양수, 강우 등이 어떠한 경로로 하천

까지 이동하는 가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

다(McDonnell et al., 1990; Klaus and McDonnell, 

2013). 1970년대의 초기에는 주로 트리튬(
3
H) 또는 

산소안정동위원소(18O)를 이용한 동위원소 수문분

리법이 사용되었지만 1970년대 후반에는 분석법의 

발달로 인해 수소안정동위원소(
2
H)까지도 사용이 

되었다(Hermann et al., 1978). 이러한 물안정동위

원소를 추적자로 이용한 ‘강우 수문곡선 분리(storm 

hydrograph separation)’는 많은 지역에서 수계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 특히, 과거에

는 강우가 발생한 후 모두 지표 밑으로 침투된 후 지

하수로 충진되어 하천에 방출되는 1성분계(그림 1a)

와 지표수 및 지하수를 고려하는 2성분계(그림 1b)

에 대해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지만, 최근 동위원소 

수문곡선 분리법(isotopic hydrograph separation)

의 발달로 인해 지표수, 지하수 뿐만 아니라 토양에 

저장되어 있던 토양수도 함께 고려하는 3성분계(그

림 1c)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수문분리를 위한 

기존의 그래픽을 이용한 방법은 기저유출이 발생하

는 시점이나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결과 해석

의 복잡성과 모호성이 내재하여 정확한 기저유출량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반해, 동위원소 수문

곡선 분리법은 유출경로나 유출량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규모의 유역에서 물 안정동위원소를 중심으로 활발

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표 1). 이에 반해 국내에는 소

수의 연구사례가 있다.

이 논평에서는 기저유출의 정량적 해석 및 중요

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수문곡선분리법의 특징

에 대하여 논하고, 실제 수계에서 적용할 때 고려해

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다

음 장에서는 기저유출 및 그래픽적 방법과 이를 바

탕으로 개발된 모형에 대해 소개하고, 2장에서는 동

위원소 및 화학성분을 이용한 수문분리법을 2성분계

와 3성분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국내 연구사례들을 함

께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동위원소 및 화

학성분을 이용한 수문분리법을 수계에 적용할 때 가

장 크게 고려해야 할 사항인 단성분(end-member)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문분리 결과의 불확정성에 대

해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실제 수계에서 보

존적 화학성분이나 동위원소를 추적자로 이용한 정

량적 수문분리시 불확정성을 유발시키는 요인에 대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 다양한 수문분리 기법을 이용한 기 유출 산정

2.1 그래픽  방법  모형을 이용한 수문분리

기저유출 분리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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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End-member Tracer Reference
1.4 km2 new water, old water δ2H Xiao et al. (2020)
4.3 km2 rainfall, pre-event water δ18O Fischer et al. (2017)

0.246 km2 Groundwater, soil water, 
event water

δ2H and EC, δ18O and EC
Muñoz-Villers and
McDonnell (2012)

8.8 km2 Event water, 
Pre-event water δ2H or δ18O Lyon et al. (2008)

203-2,050 km2
Snowmelt, baseflow

(groundwater + 
surface water)

δ2H, δ18O St. Amour et al. (2005)

1.2 km2 old water, snowmelt δ18O Huth et al. (2004)

1.35 km2 Throughfall, 
groundwater, soil water δ18O, Cl- McHale et al. (2002)

9.98 km2 Event water, soil water, 
groundwater δ2H, Cl- Ogunkoya and 

Jenkins (1993)

Table 1. Summary of studies explaining more than two different end-members in hydrograph separation using water
isotope tracer.

만, 국내에서는 수문곡선을 단순히 빠른(fast) 요소

와 느린(slow) 요소, 이 두 가지만으로 분리하는 그

래픽한 방법(graphical method)이 주로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주 지하수감수곡선법, 수평직

선분리법, N-Day 법, 수정 N-day 법, 가변경사법 등

이 있다. 주 지하수감수곡선법은 과거 수문곡선으로

부터 수문곡선의 감수곡선들을 중첩시켜 얻은 유역

의 대표 지하수 감수곡선으로 직접 기저 유출을 분

리하는 방법이며, 수평직선분리법은 지표면 유출이 

발생하는 지점(상승부 지점)과 감수곡선이 만나는 

수평선을 그어 직접유출과 기저유출을 분리하는 방

법이다(Linsley et al., 1975). 그리고 N-day법은 첨

두유량이 발생한 시점부터 N일 후의 감수곡선에 해

당하는 지점을 선택하여 직접유출이 발생하는 상승

부 지점과 연결하여 직접유출과 기저유출을 분리하

는 방법이다(Linsley et al., 1975). 수정 N-day법은 

고정기저시간법(fixed base method)라고도 불리며 

특정 강우가 발생하기 바로 전의 지하수 감수곡선은 

강우가 계속되더라도 어느 기간 동안은 감소하게 되

는 이러한 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직접유출과 기저유

출을 분리하는 방법이다(Choi et al., 2014). 마지막

으로, 가변경사법은 감수곡선에서 경사가 급변하는 

지점을 결정하여 그 지점부터 하강부 곡선의 변곡점 

발생 시간까지 거꾸로 보간하여 첨두 발생 시의 기

저유량과 직선으로 연결하여 직접 기저유출을 분리

하는 방법이다(Choi et al., 2014).

그림 2a의 경우, 강우가 발생하였을 때 N-day법

과 주 지하수감수곡선(groundwater recession curve)

을 이용한 수문분리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N-day

법의 경우 첨두유량이 발생하는 A점에서부터 N일 

후의 유량을 표시하는 C점을 결정한 후, AC를 직선

으로 연결시켜 직접유출(runoff)과 기저유출(baseflow)

을 분리하며, N은 다음식으로 결정한다(Linsley et 

al., 1975).


 (1)

여기서, N : 일 수, A1: 유역의 면적(km2) 이다. 주 

지하수감수곡선법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해

당 유역의 감수특성을 파악하여 (a)와 같이 지하수 

감수곡선을 정의하고 유역 내의 기저유출을 분리한다.

앞서 1장에서 언급한 그래픽한 방법의 단점인 주

관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자 RORA (Rorabaugh, 1964), 

RECESS (Anderson and Burt, 1980), BFI (Wahl 

and Wahl, 1995), PART (Rutledge, 1998), HYSEP 

(Sloto and Crouse, 1996), BFLOW (Lyne and Hollick, 

1979; Arnold and Allen, 1999), WHAT (Web based 

Hydrograph Analysis Tool; Lim et al., 2005) 등과 

같은 다양한 기저유출 분리 모형들이 개발되어 활용

되고 있다(Barlow et al., 2015). 이러한 모형들은 장

기 기저유출 뿐만 아니라 미계측 유역에 대한 기저

유출 분석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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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e to result of hydrograph separation us-
ing graphic method and isotope method. (a) Hydrograph
separation results based on a two-component separa-
tion using pre-event baseflow (groundwater) and event 
water (rain water) as end-member (modified Linsley 
and Franzini, 1964). (b) Different results are gained 
from the use of 18O and 2H that are different to the known 
pre-event water fraction (baseline separation).

형에 따라 기저유출 산정방법이 저마다 다르고, 같

은 연구지역이라도 다소 다른 경향의 기저유출 값이 

산정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Chen and 

Teegavarapu, 2020). 따라서 이러한 모형 이용 시, 연

구지역의 대수층 특성 및 계절적 변동성에 대한 유출 

특성을 고려하여 기저유출 값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3. 동 원소  화학성분을 이용한 수문분리

동위원소 수문분리법(isotopic hydrograph sep-

aration)은 삼중수소(3H)을 추적자로 이용한 것으로 

Hubert et al. (1969)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Klaus 

et al., 2013). 이후 많은 초기 연구들이 수문분리 추적

자로 삼중수소를 사용했지만, 1970년대 초 이후 대

부분의 연구에서는 18
O 또는 2

H를 추적자로 사용했

다(Mook et al., 1974; Fritz et al., 1976; Sklash et al., 

1976; Hermann et al., 1978; Sklash and Farvolden, 

1979; Herrmann and Stichler, 1980). 최근에는 레

이저를 기반으로 한 레이저분광법(laser-spectroscopy)

이 개발되어 물안정동위원소 분석이 용이해지면서, 

많은 지역에서 고해상도(high resolution) 동위원소 

수문분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Jung et al., 2013). 

또한 물안정동위원소 외에도 질산염안정동위원소를 

붕소, 스트론튬, 황, 탄소, 리튬, 우라늄동위원소와 함

께 이용하여 오염원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Kendall et al., 2007; Jung et 

al., 2020). 이러한 다양한 동위원소 추적자를 이용한 

수문분리의 결과, 하천에 기저유출 기여도가 직접유

출보다 높음을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Durka et al., 1994; Taylor et al., 2001; Ohte et al., 

2004; Barnes et al., 2008; Kim et al., 2017).

동위원소 및 화학성분을 이용한 수문분리법은 하

천에 기여하는 성분의 순수한 동위원소 및 화학 조

성을 단성분으로 규정 또는 가정하고 이들이 하천에 

어떤 비율로 혼합되었는지를 계산하여 수문곡선을 

분리하는 것이다(Lee, 2017). 동위원소를 이용한 수

문분리법 중에 물안정동위원소를 추적자로 이용한 연

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Kendall and McDonnell, 

1998; Klaus and McDonnell, 2013; Kim et al., 2017; 

Lee, 2017).

1) 물 안정동위원소는 물 분자(H2O) 그 자체가 추

적자가 된다.

2) 강우에 의해 자연적으로 추적자를 투입할 수 있다.

3) 상온에서는 암석 또는 광물 속의 물과 반응하지 

않아 비반응(conservative)추적자이다. 200℃ 
이상에서는 암석과 물이 반응하여 물의 안정동

위원소 값을 변화시킬 수 있다.

4) 오직 혼합(mixing)과 증발만이 동위원소비(ratio)

를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물안정동위원소는 물의 이동을 추적하는

데 이상적인 추적자로 여겨지며 이러한 특성을 활용

하여 질량보존방정식(mass balance equation)을 각

계(하천수, 지하수, 강우 등)에 적용하면 각각의 성

분이 하천에 어떻게, 얼마만큼 기여하는 가를 정량

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림 3은 단성분의 조성(강

우: RA, 지하수: GW, 토양수: SW, 천부 지하수: SGW, 

심부 지하수: DGW)을 이용한 하천수의 기여율을 기

하학적으로 계산하는 모식도이다. 그림 3a의 경우 2



506 정혜정․이정훈

Fig. 3. Conceptual summary related to the geometric calculation of hydrograph separation using chemical and isotope 
composition of end-member (GW: Groundwater, RW: Rainwater, SW: Soil water, SGW: Shallow groundwater, 
DGW: Deep groundwater). (a) two-component separation, (b) three-component separation, and (c) four-component 
separation.

성분계로서 추적자로 산소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하

여 두 개의 단성분인 강우와 지하수가 하천수(Stream 

water)에 기여하는 바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림 3b의 

경우 3성분계로서 하천수 샘플이 단성분(강우, 지하

수, 토양수)의 조성 경계 안에 분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소와 산소안정동위원소 조성을 이용하여 

단성분이 하천수에 기여하는 바를 결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3c 경우, 4성분계로서 수소와 산소

안정동위원소 조성, 염소이온의 농도, 이 3가지 추적

자를 이용하면 네 가지 단성분(강우, 토양수, 천부 

지하수, 심부 지하수)이 각각 하천에 얼마나 기여하

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처럼 물 자체를 직접적인 

추적자로 활용한 물안정동위원소 수문분리법은 기

저유출 발생 시점, 기저유출과 강수와의 관계, 기저

유출 경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저

유출량를 비교적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1 2성분계 수문분리

Sklash and Farvolden (1979)은 다음과 같이 강

수에 의한 직접유출(new water)과 지하수에 의한 

기저유출(old water) 성분을 추적자의 조성이나 농

도에 대한 질량보존방정식을 이용하여 직접유출이 

하천에 기여하는 바를 아래와 같이 구하였다.

   (2)

   (3)

 

 
(4)

Qt는 하천에서 측정한 유량이며, Qr과 Qg는 각각 

직접유출과 기저유출이 하천에 기여하는 양이다. C

는 추적자의 농도 또는 동위원소 비율이며, 은 직

접유출이 하천에 기여하는 비율이다( ). 그

림 2b는 강우가 발생하였을 때 동위원소를 이용한 

개념적인 수문곡선분리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

해 강우가 발생하여 하천의 유량이 증가하기 시작하

면 이에 기여하는 성분이 직접유출에 의한 것인지 

기저유출에 의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질량

보존방정식을 이용하여 이성분계 수문분리를 하기 위

해서는 다음의 가정이 필요하다(Sklash and Farvolden, 

1979).

1) 강우와 강우사상 전의 물의 추적자 농도 또는 

동위원소 비율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야한다.

2) 강우와 강우사상 전의 물의 추적자 농도 또는 

동위원소 비율은 일정한 값을 가져야하며 시간

과 공간에 대해서 편차가 없어야 한다.  

3) 통기대수(vadose water)의 추적자 농도 또는 

동위원소 비율은 지하수와 같거나 통기대수가 

하천에 기여하는 바를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유출이 되는 동안 지표저류수(surface storage)

가 하천에 기여하는 바는 최소가 되어야 한다.

Cho et al. (2003)의 연구에 의하면 위의 4가지 가

정 외에도 강우사상 전에 하천수가 전적으로 지하수

에 의존하는 기저유출이라는 추가적인 가정이 성립

될 때, 2성분계 수문분리가 보다 명확히 이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5가지 전제조건을 기본으로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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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위원소(δ18
O)를 이용한 청도지역의 다로천 소유

역에서의 2성분계 유출수문곡선분리를 수행한 결

과, 기저유출이 전체 유출량의 20%를 차지하고 나

머지 80%는 강우 성분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이 연구에서는 강우가 하천에 기여하는 바가 

기저유출 보다 크게 산정되었지만 이후 대부분의 연

구에서는 기저유출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 Cho et al. (2005)의 연구에서는 염소이온(Cl
-
)을 

추적자로 이용하여 대전 지역의 유성천과 화산천 소

유역에서 강우에 의한 기저유출량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총 강우량에 대해 강우와 기저유출이 차지하

는 비율이 집수구역이 큰 곳(하류)에서 각각 14.1%, 

11.8%로 나타났으며, 집수구역이 작은 곳(상류)에

서는 13.3%, 32.0%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강우와 하천수의 염소이온(Cl-) 농도와 유출량만을 

이용하여 시료 채취 시기만 잘 선택한다면 강우 성

분의 유출량과 기저유출량을 분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Cho et al. (2007)의 연구에서는 산소동위원소(δ
18

O)와 염소이온(Cl
-
)을 추적자로 이용하여 대전 지

역의 화산천 소유역에서 발생한 두 연속 강우에 대

한 유출수문곡선을 새로운 물(new water)과 기저유

출(baseflow, old water)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선

행강우와 후행강우의 기저유출률은 산소동위원소(δ
18

O)를 이용하였을 때 각각 82.3%와 93.2%, 염소이

온(Cl
-
)을 이용하였을 때는 70.8%와 64.9%로 각각 

나타났다. 더불어 두 연속 강우 기간 전체에 대한 기

저유출과 첫 번째, 두 번째 강우 성분의 기여율은 산

소동위원소(δ18
O)를 추적자로 이용하였을 때 각각 

86.9%, 10.5%, 2.6%, 염소이온(Cl-)을 추적자로 이용

하였을 때 68.3%, 23.5%, 8.2%로 나타났다. 이 연구

는 기존에 사용되었던 2성분계를 바탕으로 변형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적용해 봄으로서 

복합강우에 대해 각 강우에 대한 유출성분들이 중첩

되거나 지연(lag)되는 효과를 현실성 있게 표현하였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산소동위원소(δ18O)

를 이용한 이전의 연구들은 강우의 산소동위원소 조

성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대부분의 소규모 집수면적(10 km2 미만)에서 수

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Cho et al. (2008)

의 연구에서는 충북 보은군의 약 600 km2에 해당하

는 넓은 유역에서 산소동위원소(δ18
O)를 이용하여 지

하수 함양량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보은군의 평균 

지하수 함양률은 17%로 산정되었으며, 산소동위원

소 추적자를 이용한 수문분리가 큰 규모에서도 가능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에, Kim et al. (2015a)과 

Kim et al. (2017) 연구에서는 화강암 기반의 도림천

에서 물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해 강우 성분(new wa-

ter)과 기저유출(pre-event water)성분을 분리하였

다. 그 결과 전체 유출 유량의 각각 71.3%와 73-74%

가 기저유출량으로 산정되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투수율이 낮은 화강암 기반의 하천에서 조차 기저유

출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보아 하천의 유량 변동성

에 지하수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3성분계 이상의 수문분리 

카르스트 지형과 같이 토양수를 무시할 수 없거

나 유출과정에서 지표에 물이 오랜 기간 머무르는 

경우 2성분계 수문분리 모델에 한계가 있음이 여러 

연구결과들에 의해 밝혀졌다(Lakey and Krothe, 

1996; Clark and Fritz, 1997; Lee and Krothe, 2001; 

Lee et al., 2006; Lee, 2017). 따라서 하천에 기여하는 

성분이 3성분계 이상일 경우 보다 많은 추적자를 이

용하여 3성분계 이상의 수문분리를 수행하여야 한

다. 수문 성분이 3개이고 추적자가 2개일 경우 3성분

계 수문곡선분리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에 의해 정립

된다. 식 (5)은 이전에 2성분계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각 부문의 유량 합계를 전체 유량으로 나타낸 식

이다. 식 (6)과 식 (7)은 각각 화학적 추적자 농도와 

동위원소 추적자 조성에 각 요소의 하천에 기여하는 

비율을 곱하여 나타낸 식이다.

    (5)

 








(6)

  








(7)

여기에서 Q는 각 성분의 유량을 나타내며, C는 

화학적 추적자의 농도를 나타내며, I는 동위원소 조

성을 나타낸다. r, g, s 각 성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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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하수, 토양수에 대해 표현하였다. 3성분계의 

경우, 다음 식 (8), (9), (10)과 같이 각 성분의 기여율

로 구성된 행렬를 계산할 수 있다.












  
  
     

  























 














(8)

 (9)

 (10)

이러한 행렬을 이용한 방법은 4성분계 이상의 경

우에도 성분 수를 증가시켜 동일한 방법으로 기여율

을 구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Lee et al. (2006)에 의

해 충남 예산의 소유역에서 Si, Mg, δ18
O와 같은 자

연 추적자의 이용한 3성분계 수문분리가 이뤄졌다. 

그 결과 6월에는 강우(44~47%), 지하수(50~55%), 

토양수(1~3%) 3성분이 서로 잘 구분되었지만, 7월 

여름철 우기의 경우 지하수와 강우의 산소 동위원소 

조성이 잘 구분되지 않아서 δ18O를 추적자로서 이용

할 수 없었다. 이는 여름 강우 동위원소의 우량효과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3.3 단성분 조성  불확정성

앞서 2절에서 동위원소 수문분리를 위한 두 번째 

가정에서 단성분들의 동위원소 조성에 시간적 또는 

공간적인 편차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실제 동위원소는 분화(fractionation)를 통해서 시·

공간적 변화에 따라 그 값이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단성분 조성이 변화할 경우 수문분리에서 매

번 다른 결과 값이 나오고 불확정성이 증가하기 때

문에 어떠한 단성분의 조성을 선택할 것인지는 지속

적인 논쟁의 대상이다(Klaus and McDonnell, 2013). 

수문분리시 일반적인 단성분으로 사용되는 강우, 융

설, 토양수는 각각 다음과 같은 영향에 의해 물안정

동위원소는 시공간적 오차가 유발된다.

먼저, 강우의 동위원소 조성의 경우 고도효과(altitude 

effect), 우량효과(amount effect), 계절효과(seasonal 

effect), 온도효과(temperature effect) 등에 의해 동

위원소 분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강우 동위원소 조성

의 평균을 이용하여 수문분리를 수행하게 되면 계통

오차를 발생하게 되고, 2성분계의 계통오차는 불확

정의 원리(propagation of error)를 이용하여 결정

할 수 있다(Ribolzi et al., 1996; Genereux, 1998; Rice 

and Hornberger, 1998). 강수의 동위원소 분화로 

인한 새로운 물의 불확정성은 다음 식 (11)과 같다

(Lee et al., 2014).

∆ 
 ∆ (11)

∆은 새로운 물이 하천에 기여할 때의 계통오

차이며, 과 는 각각 강우와 지하수의 화학적 또

는 동위원소 추적자 농도이며, ∆은 의 오차이

다. ∆는 연구기간 동안 새로운 물로 가정하는 강

우의 화학적 추적자 또는 안정동위원소 조성이 변화

하는 정도이다. 우리나라 여름철 몬순 기간의 경우 

빈번한 강우로 인해 각기 다른 동위원소 조성을 가

진 강우 사상이 여러 번 반복되고 이에 동위원소 조

성의 혼합이 발생하게 됨으로서 ∆값이 커지고 

불확정성 또한 증가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계절적으로 갈수기에서 풍수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기저유출과 강우의 동위원소 조성이 뚜렷이 구분되

기 때문에 유출수문곡선으로부터 기저유출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유리하다(Cho et al., 2007). 또한 식 

(11)에 의하면 새로운 물이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하였을 때 발생된 오차는 새로운 물과 오래된 물

의 추적자 농도 또는 안정동위원소 값의 차이에 반

비례하며 새로운 물이 하천에 기여하는 그 값 자체

와 새로운 물과 오차의 값, 즉 시간에 따른 새로운 물

의 추적자 농도 또는 안정동위원소 값에 비례한다.

융설의 동위원소 조성의 시공간적 변동성은 일반

적으로 용융(melt), 재동결(refreezing) 및 스노우팩

(snow pack)내 에서의 선택적 흐름(preferential flow), 

적설량, 승화나 용융 시에 눈과 공기 또는 주변 물과 

동위원소 교환작용에 의한 분별작용(fractionation), 

지역적 특성 등 여러 가지 물리적 프로세스의 상호 

작용과 관련이 있다(Schmieder et al., 2016). Feng 

et al. (2002)의 연구에서는 눈이 녹는 과정에서 융설

과 동위원소 교환에 의한 분별작용을 고려하였을 때

와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수문분리 결과가 10%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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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Lee et al. 

(2014)에서는 이러한 융설의 동위원소 변동에 의한 

오차 및 그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더불어 토

양수의 경우 유입되는 강우의 성분과 증발, 식물에 

의한 흡수(water uptake), 다공질 매체(porous me-

dia)내 에서의 선택적 흐름(preferential flow), 주변

에 다른 source를 가진 토양수와 혼합과 같은 원인

으로 동위원소 변동성이 커진다(Clark and Fritz, 1997). 

Ogunkoya and Jenkins (1993)에서는 고정된 값의 

단성분 조성과 변화하는 단성분 조성을 이용하여 수

문분리를 하였을 때의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 단성분 조성이 고정되어있을 때에는 토양수

(soil water)와 지하수(groundwater)가 각각 28%, 

53%였지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단성분 조성을 수

문분리에 이용한 결과, 토양수는 19%, 지하수는 66%

로 산정되었다. Rodhe (1981)의 연구에서는 처음으

로 동위원소를 이용한 수문분리에서 불확정성을 정

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지하수의 

산소동위원소 값은 ±0.5‰, 융설의 수소동위원소 값

이 ±1‰ 정도의 오차를 보였으며, 하천에 대한 지하

수의 기여율은 결과적으로 ±15% 편차를 보임을 결

과로 제시하였다. Hooper and Shoemaker (1986)

와 McDonnell et al. (1991)의 2성분계 수문분리 결

과에서는 각각 ±10%, ±5%의 불확정성을 보여주었다.

질산염안정동위원소의 경우 오염물질마다 각기 다

른 동위원소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염원의 기

원을 판별할 수 있으며, 수문분리를 이용하여 오염

원이 어떠한 경로로 얼마나 유출되었는지를 판별할 

수 있다. 하지만 질산염안정동위원소 또한 환원 환

경에서 탈질작용(denitrification)의 가능성이 있고 

잔류하는 질산염의 동위원소비가 증가하게 되어 물

안정동위원소와 마찬가지로 단성분인 오염원의 조

성이 변화하여 기여율의 불확정성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동위원소의 시·공간적 변동은 규모가 큰 유

역에서 뿐만 아니라 소유역을 대상으로 한 수문분리 

연구 시에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유역의 경

우 유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수계 변동성이 외부, 내

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쉽게 받게 되고 전체 유역

을 대표할 말한 단성분의 동위원소 조성을 설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Penna and van Meerveld 

(2019) 연구에서는 10 km
2
 이하의 유역을 연구지역

으로 한 148개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공간에 따

른 동위원소 변동성이 수문분리 결과에 어떠한 영향

을 줄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샘플링 장소의 

개수가 적을수록 수문분리 결과의 오차가 커지는 것

을 알 수가 있었다. 따라서 소유역에서 이러한 불확

정성을 줄이고 유역의 동위원소 조성을 대표할 수 

있는 단성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적 이질

성(temporal-spatial heterogeneity)을 고려해 되도

록 많은 장소에서 주기적인 샘플링을 통해 안정적인 

단성분 조성을 수문분리에 사용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정성은 동위원소뿐만 아니라 보존적 

화학적 성분을 이용한 수문분리에서도 발생할 수 있

다. 대표적으로 농업용 비료와 제설용 염화칼슘(CaCl2)

에 많이 포함되어있는 염소이온(Cl
-
)의 경우, 증발로 

인해 토양에 농축되거나 강우 사상 발생 시 주변 하

천에 인위적으로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기저유출량 

산정 시 불확정성을 높인다(Herczeg and Edmunds, 

2001; Cho et al., 2005, 2007; Lee et al., 2006). 따라

서 정확한 기저유출 성분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사전 

유역조사를 통해 보존적 화학성분의 인위적 공급과 

농축 가능성을 조사하고, 이러한 시기 및 환경을 피

해서 현장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Cho et al., 2007).

4. 요약  향후 연구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계절에 따른 강우 강

도의 편차가 커짐에 따라 하천의 변동성이 증가하였

고 이러한 변화는 하천의 유량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하천 유량의 

대부분은 차지하고 있는 기저유출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100여 년 동안 기저유출의 특성

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초기에는 비교

적 간단한 그래픽을 이용한 수문분리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이득하천에 대해

서만 적용이 가능하며 분석자의 주관이 반영될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를 보완하

고자 다양한 알고리즘을 가진 기저유출 분리 모형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모형을 통해서 장

기 기저유출 뿐만 아니라 미계측 유역에 대한 기저

유출 분석까지 가능하게 되었지만, 모형에 따라 기

저유출 산정과정이 저마다 달라서 동일한 자료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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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더라도 각기 다른 기저유출량이 산정되는 경우

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이전의 수문분

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

는 수문분리기법 중에 하나가 물 속의 보존적 화학

성분이나 동위원소들을 추적자로 이용하여 직접유

출과 기저유출을 분리해내는 ‘동위원소 및 화학성분

을 이용한 수문분리’이다. 특히, 물 안정동위원소를 

추적자로 이용할 경우 물 분자 자체를 추적자로 이

용할 수 있으며, 강우에 의해 자연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점, 상온에서 주변 다공질 매체(porous me-

dia)와 반응을 하지 않는 점, 오직 혼합과 증발만으

로 동위원소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

인 추적자로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어왔다. 하지만 

물 동위원소의 경우 단기간 강우 사상이 반복되어 발

생할 경우, 각 성분의 동위원소 조성이 뚜렷하게 구

분이 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기저유출량 산정에 어

려움이 있음을 이전 연구결과들을 통해 알 수 있었

다. 또한 이러한 강우 동위원소의 우량효과 외에도 

증발이나 동위원소 교환반응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단성분(강우, 융설, 토양수) 값이 시·공간에서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수문분리시 전체 유역

을 대표할 단성분으로 어떠한 값을 선택할지는 지속

적인 논쟁의 대상이다. 질산염안정동위원소의 경우 

오염원마다 각기 다른 동위원소 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문분리를 이용하면 하천에 어떠한 오염원

이 어떠한 경로로 얼마나 유출되었는지를 정량적으

로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질산염안정동위원소 또

한 환원 환경에서 탈질작용(denitrification)의 가능

성이 있고 단성분인 오염원의 동위원소 조성이 변화

하여 기여율의 불확정성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대

규모 유역에서 뿐만 아니라 소유역의 경우에서도 단

성분 조성은 시·공간적으로 변동성을 가질 수 있다. 

소유역의 경우 유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수계 변동

성이 커지게 되고 전체 유역을 대표할 말한 단성분

의 동위원소 조성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

라서 소유역에서 이러한 불확정성을 줄이고 유역의 

동위원소 값을 대표할 수 있는 단성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적 이질성(Temporal-Spatial het-

erogeneity)을 고려해 되도록 많은 장소에서 주기적

인 샘플링을 통해 안정적인 단성분을 수분분리에 이

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불확정성은 동위원

소 뿐만 아니라 보존적 화학적 성분을 이용한 수문

분리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염소이온의 

경우, 증발에 의해 토양에 농축되거나, 강우 사상이 

발생할 경우 주변 하천에 인위적으로 공급되어 기저

유출량 산정에 불확정성을 높인다. 따라서 정확한 

기저유출 성분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사전 유역조사

를 통해 보존적 화학성분의 인위적 공급과 농축 가

능성을 조사하고, 이러한 시기 및 환경을 피해서 현

장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IsoSource Mixing Model (ISSMM)이 

도입되어 보다 편리하게 동위원소 및 화학성분을 이

용한 수문분리에서 각 성분의 기여율을 산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형 방정식을 바탕으로 계산

한 기여율의 경우 안정동위원소 조성의 평균값을 사

용하다 보니 동위원소 분별작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Phillips, 2001). 이러한 단점

을 보완하고자 최근에는 동위원소 혼합모델에 베이

지안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베이지안 동위원소 혼

합 모델(Bayesian stable isotope mixing models)

을 사용하여 각 성분의 기여율을 해석하는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Parnell et al., 2010). 이 모델은 R기

반의 SIAR (Stable Isotope Analysis in R) 패키지

로 Markov Chain Monte Carlo (MCMC) 알고리

즘을 발전시켜 베이지안 추정값과 이에 관련된 표준

오차를 계산하여 기여율의 확률 추정값을 생성한다

(Parnell et al., 2010). 따라서 동위원소 분별작용에

서 기인한 불확정성을 반영하여 수문분리 및 오염원 

추적시 성분 수에 관계없이 신뢰성있는 추정값을 얻

을 수 있다(Markovich et al., 2019). 하지만 국내에

서는 아직 이러한 방법을 적용한 연구사례가 많지 

않다. 대표적으로, Kim et al. (2015b)에 의해 주성분 

분석과 베이지안 동위원소 혼합모델을 이용한 지하

수의 질산염 오염원을 정량적인 평가한 연구가 있었

으며, Nam et al. (2019)에 의해 베이지안 혼합모델

을 이용하여 하천에서의 질소 오염원 기여율을 정량

화한 연구가 있다. 이처럼 동위원소 및 화학성분을 

이용한 수문분리법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적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최신 기법을 국

내 수계에도 적용하여 다양한 변수들과 수문분리 결

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불확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

인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 환경 

특성에 맞는 수문 성분 간의 상호작용 및 수계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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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오염원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다양한 

환경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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