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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질, 수생태계 등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보전하기 위해서

는 하천의 유지유량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하천의 자연적

기능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하천 수변에 공원 등을 조성하여

지역의 사회환경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

라 하천의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

근 이상기후로 인한 강수의 지역적, 단기적으로 편향되는 현

Abstract

Recently, stream depletion has been accelerated due to drought occurred by abnormal climate, increase of water demand and decrease

of long-term run off by urbanization. In this study, a methodology for indexing was applied to 115 medium influence areas and char-

acteristics of drying stream was analyzed using GIS. Stream depletion indicators are composed of rainfall (rainfall, maximum con-

secutive dry days), basin area, river water intake, recycled water, long-term run off (underground water intake, land use), dam

supplying channel flow for maintenance. Indicators for underground water intake and land use distinctly have regional difference

while indicators for river water intake and dam supplying channel flow for maintenance lose distinction because they have low

regional variations in area without localized area. Six indicators composed of eight factors used normalized value by using z-score

method. Stream depletion potential index involving six indicators is calculated and map was made for grasping possibility of stream

depletion deepen. Then, qualitative analysis was performed for stream depletion in this study. The index would be practical for main-

tenance and management of river by leading to provide not countermeasure but preventiv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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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물관련 재해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도시화의 영향으로 인한 물 수요량의 증가와 하천의 장기유출량 감소로

건천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115개 중권역을 대상으로 건천화 취약성을 평가하고 건천화 지표를 선정하고 특

성을 분석하였다. 건천화 지표로는 평상시 강수 지표(강수량, 연속 무강수 일수), 유역면적, 하천수 취수량, 회귀수, 장기유출관련 지표(

지하수 사용량, 토지피복율), 유지용수 공급댐의 6개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하천수 취수량과 유지용수 공급댐의 경우 국부적인 지역 이

외에서는 편차가 크지 않아 차별성이 떨어진 반면 토지피복도와 지하수 사용량은 차이가 뚜렷하였다.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6개의 지

표는 z-score 방법을 이용하여 표준화된 값을 5등급으로 나누어 지표값으로 사용하였다. 항목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건천화 잠재지수를

산정하였으며, 건천화의 심화 가능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GIS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건천화 잠재능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수행하

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건천화 잠재지수를 활용하여 예방적인 정책을  마련한다면 향후 건강한 하천을 유지·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용어 : 건천화, 가뭄, 지표산정, 지수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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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더불어 도시화의 영향으로 물의 요구량이 증대되면서

최소한의 유지유량 확보가 되지 않고 일시적주기적으로 마른

하천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하천수 개발 기술

(2003) 조사결과 전국적으로 건천화 하천은 543개소로 우리

나라 전체 약 14%의 하천이 건천화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 10.6%, 경상북도 21.8% 전라남

도 16.0%, 충청남도 15.6%, 경상남도 12.3%로 조사되었다.

이에 건천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대

책마련을 위한 시발점에 서있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의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건천화의 잠재능을

평가해야 하며, 따라서 본 연구는 건천화 된 하천의 특성들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건천화 잠재지수를 제시하였다. 

건천화는 하천이 건천화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으

며 건천화 과정이 순수한 자연현상에만 의하기보다는 인위적

인 요소 등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발생된다. 자연적 요소로는

최근 이상기후의 특성으로 지역적,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강수

의 편향성과 유역면적이 고려되었다. 우리나라는 연강수량의

60-70%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갈수기에 용수부족과 수질오염

의 문제가 발생한다. 인위적인 요소로서 도시화로 인한 불투

수율 증가로 직접유출량이 증가하고 평시 유출이 감소하면서

발생된 하천의 유량 감소를 고려하였다. 또한 도시화 과정에

서 하천 시설물의 증가로 인한 유황의 변화, 인구 증가 및 삶

의 질 향상으로 인한 취수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건천화가 가

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치수, 수질뿐만 아니라 지하수, 건천화 등을

고려한 통합수자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 물부

족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자원관리의 일환으로

하천의 지속적인 관측 및 모니터링을 통해 충분한 자료를 확

보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유량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이미 마련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도 과거의 수량 중심의 물 관

리에서 탈피하여 통합수자원관리를 통한 물복지를 실현시키

기 위해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건천화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심명필 등

(2003)은 현장조사를 통해 취득된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GIS

를 이용하여 건천화 하천의 특성을 정리하고 원인을 분석하

였다. 이기영(2003)은 경기도내 하천의 현황분석을 통해 건천

화 원인을 분석하고 건천화 방지기술 및 정책을 제시하였으

며, 한무영 등(2010)은 도시하천의 유량감소 원인을 규명하고

일본 사례를 통해 건천화 하천의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

을 조사하였다. 또한 이정우 등(2013)은 지표수-지하수 통합

모형을 이용하여 지하수 양수정의 위치가 하천수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고, 백승협 등(2013)은 물

이용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지표 및 주제별 중간지수를

과거자료 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해 선정하고 주제접근방식의

구성체계로 구성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김동현 등(2014)은

농촌 소하천의 건천화에 대비한 적정 하천유지용수 산정을

위한 기초조사로 대상하천의 유속 측정 및 유량측정이 용이

한 지점으로 선정하여 하천조사와 수문, 수질 모니터링을 실

시하였다.

건천화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건천화와 관련된 사례를

조사하고 건천화 하천의 특성들을 분석하고 있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질적인 측면 뿐 아니라 양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건천화 관련된 연구

들의 지표들을 수정·보완하여 새로운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이들을 종합하여 건천화 잠재지수를 산정하였으며, 기존의 수

자원공사(2009)의 건천화 연구결과인 중권역별 건천화 현황

과 비교한 결과 지표의 신뢰성을 어느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가중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최종적인 건천화

잠재지수를 도출해낼 것이다. 또한 기준유량 이하 발생일수를

기준으로 건천화를 평가하는 방식은 후발적 대응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건천화 잠재지수를 사용

하여 건천화에 취약한 하천을 미리 발견하여 보완하고 대처

한다면 사후 대응 방식에 따르는 시간적, 비용적 손실을 저감

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표 산정 방법

2.1 대상하천 선정

지속가능한 하천수 개발 기술(2003. 8, 과학기술부)에서는

대상하천을 선정하기 위하여 몇 단계의 선정기준을 이용하여

대상하천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대상하천을 선정하였다. 1

차 선정기준은 하천기본계획 등의 유역 현황에 관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보고서의 유무이고, 2차 선정기준은 유로연장,

유역면적으로 일단 크기순으로 정렬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

상하천을 선정하였으며, 3차 선정기준은 우량 및 수위관측소

의 자료확보 가능성으로서 많은 관측소가 있는 경우가 유리

하나 우량관측소 및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를 위해 추가적

인 사항을 반영하였다.

1) 우량관측소가 건천화 하천지역의 유역중심에서 반경

5 km이내, 10 km이내 위치고려

2) 수위관측소가 건천화 하천지역의 하류 20 km 이내에 존

재하는 경우 고려

3) 도시지역, 산간지역 및 농경지역으로 구분 고려

결과로서 구운천, 조정천, 양화천, 탄천, 왕숙천, 흑천을 채

택하여 연구하였으며, 조사결과를 지표선정에 참고하였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표선정을 위해 공간적 범위를 전국

115개 중권역으로 결정하였다. 중권역은 주요 국가하천을 기

준으로 분류된 21개의 대권역을 대하천의 합류점을 기준으로

다시 분할한 것으로 그 규모를 볼 때, 유역을 평가하고 관리

하는 차원에서 용도가 목적별로 다양하고 활용도가 가장 많

다. 다만 중권역에는 지방하천이 여러 개가 포함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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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하천유역을 상세히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2 지표 선정 및 측정

기존 연구인 ‘하천 건천화 평가 및 개선방안(한국수자원공

사, 2009)’의 건천화 평가항목이 건천화의 원인을 충분히 포

괄하지 않고 지표간에 상관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검토를 통

해 건천화 심화지표를 재선정하였다. 하천이 건천화 되는 과

정에 대한 자료는 실제로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482개의 건

천화 하천 중 8개의 대상하천을 조사·분석하여 인자들을 추

출하였다(정관수 외, 2003). 건천화 지표로써 평상시 강수량,

연속무강수 일수, 유역면적, 하천수 취수량, 회귀수, 지하수

이용량, 토지피복도, 유지용수 공급댐의 8가지 항목을 선정하

였다. 각 지표들의 계산방법은 Table 1에 제시되어 있으며, 지

표값의 산정은 건천화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로 제한하기 위

하여 6월~9월의 홍수기를 제외한 비홍수기로 채택하였다.

건천화 지표 중 자연적 요소로써 강수의 균등성과 유역면적

을 선정하였다. 강수종료 직후 하천의 유량은 지표류의 유출

이 종료되면 단기유출에서 장기유출로 전환되고 유량은 점차

작아지지만 유량의 감소속도는 크게 느려져서 상당기간 동안

유량이 유지된다. 일정량 이상의 강수가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면 하천의 유량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평상

시 강수특성 중 강우사상 발생일수도 평상시 강수량에서 검

토하여야 할 대상이다. 평상시 강수량 지표는 1989년부터

2012년까지의 24년간 강수량 중 홍수기를 제외한 강수량을

이용하여 평상시 강수량의 지표값을 산정하였다. 한편 강우의

균등성 검토를 위해 중권역별 강수일수를 고려하는 방안으로

서 년별 최대 연속무강수 일수를 지표 값으로 선정하고 평균

을 산정하여 강수량의 불균등성을 평가하였다. 하천의 유량규

모는 강수량뿐만 아니라 하천의 유역면적이 직접적으로 관련

이 있다. 자연하천에서 유역의 면적은 변하지 않지만 저수지

와 같은 하천시설물의 도입으로 실제 하천유량을 결정하는

유역면적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농업용저수지의 경우 대부분

의 방류방식이 자연월류식으로 비홍수기 유량은 저수지의 저

수율이 100%를 충족해야만 발생한다. 따라서 저수지는 하천

수량의 감소요인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중권역 면적에서 저수

지유역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유효유역면

적이라 정의한다. 단 하천유지용수량 방류하는 대규모 저수지

및 둑높임 저수지는 중권역 면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건천

화와 관련이 있는 인위적인 요소로는 하천수 취수량, 지하수

사용량, 회귀수, 토지피복율, 유지용수 공급댐이 있다. 하천수

취수량은 하천의 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소이며,

용수이용량 및 기타 가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하

천으로 방류되는 회귀수는 자체 유역의 하천에서 직접 취수

되어 사용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량 및 농업용수와 타 유역

에서 이동한 광역상수도 공급량이 하천으로 회귀되는 양으로

정의한다. 회귀율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생공용수 65%,

농업용수 35%를 적용하였다. 다만 처리될 하수가 해당 중권

역에서 다른 중권역으로 이동한다면 수량 및 이동지점을 확

인하여야 하지만 하수처리장의 유입 및 유출 계통을 확인하

는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았고 중권역내의 처리수는 모두 자

체적으로 처리된다고 가정하였다. 하천주변의 지하수위는 지

하수 사용량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하천과 공간적으로 거

리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하수 사용은 지하수위의 변화를 유

발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지하수

사용이 있을 경우 전체적인 지하수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

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하천수량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하수 이용량을 하천수량 감소요인으로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려한다. 토지이용현황에서 도시화

에 따른 불수투비의 증가는 하천수량 감소요인이다. 자연상태

에서는 유역면적 전체에서 침투발생을 통해 지표하수나 지하

수가 발생하게 되고 장기유출로 인해 하천의 유량이 유지되

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토지가 불투수면으로 피복되면 홍

수 시 유출은 증가하는 반면 홍수 후 유출은 감소하게 된다.

또한 하천시설물 중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댐의 경우 갈수기

에 최저유량을 공급함에 따라 건천화방지에 도움이 되므로

하천수량 증대요인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하였다.

2.3 지표의 표준화

8개의 항목의 지표들은 서로 다른 측정단위를 사용하거나

Table 1. Calculating Formula of Stream Depletion Indicator

Evenness of Precipitation 
(In dicator Value of Annual Precipitation)×0.5

+(In dicator Value of Maximum Annual Non - Precipitation Days)×0.5

Basin Area (Basin Area - Basin Area of Reservoir)/Basin Area

River Water Intake (Quantity of Intake/Basin Area)
1/2

Recycled Water
[(Usage of In dustrial · Living Water)×(Recovery Rate)+

(Usage of Agricultural Water)×(Recovery Rate)]/Basin Area

Underground Water Intake Quantity of Underground Water Intake/Basin Area

Land Use Impermeable Area/Basin Area

Dam Supplying Channel Flow for Maintenance (Channel Flow for Maintenance/Basin Area)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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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인 연관성이 없는 둘 이상의 지표를 집계하여 하나의

지수로 표현해야 하므로, 차원이 없는 z-score 값을 사용한다.

각 지표별로 전체 자료계열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

하여 자료별 표준화 값 z를 산정하고 표준화 값 z를 정규분포

의 누가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하여 누가확률을 산정하게 된다.

(1)

여기서, F(zij): 중권역별 해당 지표의 누가확률 값, zij: 중권역

별 해당 지표의 표준화 값, I: 115개 중권역, j: 해당지표

각 항목에 대한 통계량(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표준편차,

변동계수)은 Table 2에 제시되어있다. 8개의 항목들을 전국

115개 중권역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각 지표의 표준

화 값 z를 산정하였다.

3. 지수 산정 방법

3.1 지표의 가중치

본 연구에서는 건천화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기준으

로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나 차후에 가중치 산정에 대한 연구

가 수행될 것이다. 중권역별 평균 건천화 지수는 6가지 지표

에 대하여 8개 항목으로 분석을 수행한 후 가중치를 고려하여

평균 값을 산정하였다. 평상시 강우 지표는 강우의 균등성을

고려하기 위해 홍수시를 제외한 기간에서의 연강수량과 연속

무강수일수로 나누어 산정된 값을 평균하여 하나의 지표값으

로 산정하였고, 장기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요인으로서 토

지 불투수율 지표와 지하수 사용량 지표에 대해서는 0.5의 가

중치를 부여하여 6개의 지표를 산정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가중치는 Table 3에 정리하였다.

3.2 지수 등급화

누가확률에 따라 자료별 20~100점의 다섯 개의 점수를 부

여하여 중권역별 해당지표의 점수를 산정한다. 각 지표에 가

중치를 적용한 6개의 지표를 합산하여 지표의 개수로 나누어

최종적인 건천화잠재지수를 산정한다. 전국 115개 중권역을

대상으로 건천화 잠재지수를 산정한 결과 최소 38.3에서 최대

88.3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정된 지수값을 표

준화하고 누가확률값을 구하여 최대, 최소 범위에서 등간격법

을 이용하여 취약성이 가장 낮은 Low(1등급)에서부터 취약

성이 가장 높은 High(5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누가확률값을 점수화시켰을 때 각 등급마다 범위를 Table 4

에 제시하였다.

F zij( )
1

2π
------e

zij

z
-----

–

zd
INF

zij

∫=

Table 2. The Statistics of 8 Factors of the Index

Indicator Methodology MIN MAX MEAN STDEV C.V.

Equability of 

Precipitation

Average annual precipitation 323.2 859.1 440.26 90.58 0.206

Average maximum annual

non-precipitation days
28.2 64.4 43.31 7.90 0.182

Basin Area
Basin area rate unattributing to

long-term runoff
0.0 52.59 18.59 12.98 0.698

River Water

Intake

Quantity of riever water intake

per unit area
1.88 38.62 10.53 5.14 0.488

Recycled Water Recycled water per unit area 0.69 719.28 94.92 116.22 1.224

Underground

Water Intake

Quantity of underground water

intake per unit area 
1.78 95.53 40.41 24.43 0.605

Land Use Impermeable area per unit area 0.21 35.12 5.59 5.15 0.921

Dam Supplying Channel 

Flow for Maintenance

Channel flow for maintenance 

per unit area of dam
0.0 1.07 0.059 0.16 2.765

Table 3. Selection of Weight

INPUT ↔ OUTPUT

Factor

Precipitation +

Non-precipitation Days

Underground water use Basin Area

Land Use River Water Intake

Recycled Water

Dam Supplying Channel Flow

for Maintenance

Weight
1.0 0.5 1.0

Direct Indirect 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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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과

4.1 지표 산정

Fig. 1은 5등급 분포를 가진 8개의 지표의 요소에 대한 값을

GIS를 활용하여 도시화한 중권역 지도이다. 색이 짙을수록 건

천화가 심화되는 경향을 나타내며 색이 옅을수록 건천화가

완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 평상시 강수량 지표는

한강 동해권, 낙동강 및 섬진강 해안지역, 제주도 지역이 양호

하고 영산강권역 및 섬진강권역 내륙의 일부가 그 다음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륙 및 중부가 불리한 양상을 보

였다. 그러나 평상시 강수량은 강수량이 비교적 풍부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그 편차가 크지 않았다. 반면, 강우균등성 지

표의 경우는 금강권역, 영산강권역, 제주도는 양호하고 한강

권역의 북부, 낙동강권역은 불리하게 나타나며 그 차이가 비

교적 명확하였다. 농업용 저수지를 고려한 유효 유역면적 지

표의 경우 한강권역과 제주도가 양호하고 낙동강·금강·영산

강·섬진강 권역이 불리하게 나타났다. 대체로 동일권역 내에

서도 대도시를 포함하는 지역은 제외되고 논농사가 많이 이

루어져 농업용수 수요가 많은 지역이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농업용 저수지를 고려한 유효유역면적은 지역경

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

된다. 하천취수량에 따른 영향은 한강권역과 낙동강권역 및

금강권역의 내륙에서 양호하게 나타났고 해안 인근 중권역에

서 불리하게 나타났다. 인구와 산업시설이 밀집된 대도시가

위치하여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수요가 많은 것이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도시 인근인 지역도 광역상수도 취

Table 4. Grade of Stream Depletion Index

GRADE RANGE NUMBER

1

(Low)
38.3≤Index<58.6 26

2

(Medium Low)
58.6≤Index<64.0 21

3

(Midium)
64.0≤Index<68.6 26

4

(Midium High)
68.6≤Index<73.7 17

5

(High)
73.7≤Index<88.3 25

Fig. 1. Indexing Factors of Stream Dep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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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대체로 해안 인근과 내륙에

서의 취수량 지표 값의 편차는 뚜렷하였다. 하천으로의 회수

량은 사용수량, 하수처리장의 위치 및 회귀율 등과 밀접하다.

따라서 사용수량이 많은 대도시를 포함한 지역이 유리하게

나타나고 그 이외의 지역은 불리하게 나타난다. 하천 회귀수

는 대권역별의 차이를 보이기보다는 물사용량의 크기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창원 등을 포함

하는 국부적인 중권역에서 유리하게 나타나고 그 이외의 중

권역에서는 편차가 크지 않았다.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조사

한 결과 불수투율은 내륙지역이 유리하고 한강 동해권을 제

외한 해안가 지역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불리한 중

권역은 한강권역의 하류지역과 낙동강 권역의 하류지역 및

대전, 대구, 광주 등을 포함한 일부 권역이며 전국적으로 지표

값의 편차가 대체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체로 동부보다는

서부가 북부보다는 남부가 불리하게 나타나며, 물사용량 특히

농업용수 사용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토

지피복도와 지하수 사용량은 차이가 지역별로 뚜렷하게 나타

나 건천화 지수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중권역의 유역면적을

고려한 유지용수 공급댐 지표 값의 분포를 보면 댐이 없는 대

부분의 지역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고 댐이 위치하는 낙동

강상류 및 남부 지방의 일부 중권역만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유지용수 공급댐의 지표는 일부 중권역을 제외하면 전

Fig. 2. Histogram of normalized CDF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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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으로 같은 값을 가지므로 차별성이 떨어지나 갈수량 이

하로 유량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건천화 심화 평

가에 있어서 그 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Fig. 2 참조).

4.2 지수 산정

Fig. 3은 6개의 지표를 통해 도출한 건천화 잠재지수를 보

여주는 지도이다. 색이 짙은 부분은 건천화 잠재능이 높은 지

역을 나타내고 색이 옅은 지역은 건천화 잠재능이 낮은 지역

을 나타낸다. 대체로 낙동강권역과 금강권역에는 건천화 잠재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중권역이 많이 포함된 반면 한강권역

과 제주도권역은 건천화 잠재지수가 낮은 중권역이 많이 포

함되었다. 한강, 영산강, 섬진강의 경우 대체로 해안 인근에서

건천화 잠재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낙동강, 금강의 경우에

는 해안 인근보다는 내륙지역에서 건천화 잠재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낙동강권역의 경우 낙동창녕, 낙동

밀양, 금호강, 금강권역의 경우는 삽교천, 대청댐, 동진강 등

건천화 잠재지수 순위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 용담댐 하류, 충

주댐, 안동댐 등 건천화 잠재지수 순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한강상류 및 한강동해권이 넓은 지역에서 건천

화잠재지수가 낮은 반면, 다른 권역에서는 잠재지수가 낮은

지역이 지엽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도권은 전 구간에서

건천화 잠재지수가 낮은 순위를 보여 인위적인 여건에서는

건천화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투수성지반

이라는 자연적 여건에 의하여 홍수기에도 불구하고 강수가

없는 시기에는 건천화의 양상을 보이는 데, 본 연구에서는 토

양구조를 포함한 지질조건까지는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타나는 차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 건천화 잠재지수는 건천화에 영향을 미치는 자

연적 요인뿐만 아니라 해당 하천 유역을 고려한 인위적 요인

까지 고려하여 잠재적인 건천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자

연적 요인으로는 평상시 강수 지표(강수량, 연속무강수 일수),

유역면적을 고려하였으며 인위적 요인으로는 하천수 취수량,

회귀수, 장기유출관련 지표(지하수 사용량, 토지피복율), 유지

용수 공급댐을 고려하였다. 115개의 중권역에 대하여 8개의

항목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6개 지표의 평

균값을 산정하였다. 평상시 강수 지표는 강우의 균등성을 고

려하기 위해 홍수시를 제외한 기간의 연강수량과 년최대 연

속 무강수일수로 나누어 산정된 값을 평균하여 하나의 지표

로 산정하였다. 장기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토지불

투수율 지표와 지하수 사용량 지표를 간접적 영향으로 해석

하고 0.5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하였다.

평상시 강수량은 제주도 및 한강동해권, 낙동강 및 섬진강

해안지역이 양호하고 내륙 및 중부가 불리한 양상을 나타냈

다. 반면 연속 무강수일수 지표의 경우는 금강권역, 영산강권

역, 제주도는 양호하고 한강권역, 낙동강권역은 불리하게 나

타나며 그 차이가 비교적 명확하였다. 농업용 저수지를 고려

한 유효 유역면적 지표의 경우 한강권역과 제주도가 양호하

고 낙동강권역, 금강권역, 영산강권역, 섬진강권역이 불리하

게 나타나 북부지방와 남부지방으로 그 차이가 남을 알 수 있

다. 하천취수량 지표의 경우는 대체로 내륙지역이 양호하고

해안 인근 지역이 불리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며, 회귀수

지표는 수도권,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창원 등을 포함

하는 국부적인 중권역에서 유리하게 나타나고 그 이외의 중

권역에서는 편차가 크지 않아 차별성이 떨어졌다. 토지피복도

지표는 내륙지역이 유리하고 서해 및 남해 인근 지역이 불리

하게 나타나며 지하수 사용량 지표는 동부보다는 서부가 북

부보다는 남부가 불리하게 나타나 토지피복도와 함께 그 차

이가 뚜렷하였다. 유지용수 공급댐의 지표는 일부 중권역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같은 값을 가지므로 차별성이 떨어진다.

건천화 잠재지수가 가장 높은 중권역은 낙동창녕 유역이며,

그 다음으로는 낙동밀양, 금호강, 형산강, 삽교천 순으로 나타

났다. 한강하류부 중권역에서는 건천화가 심화될 것으로 분석

됐고 한강의 상류부 중권역은 건천화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낙동강권은 대체로 건천화 잠재능 정도가 큰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금강권은 대체로 건천화심화정도가 낮은 가

운데 지엽적으로 건천화가 심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섬진강

권역은 주로 하류부 해안인근에서 건천화가 심화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영산강권역에서는 대체로 건천화 가능성이 높Fig. 3. Stream Deple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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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통해 건천화 잠재능 정도를 파

악하여 건천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하천사업의 우선순위를

평가는 데에 도움이 되며, 이로 인해 정책결정의 효율성을 향

상시킬 수 있다. 또한 하천 건천화의 잠재요인을 미리 파악함

으로써 사후 발생하는 피해복구에 대한 시간적비용적인 손실

을 절감할 수 있으며, 건천화를 사전 예방하여 하천환경을 보

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차후에 연구에는 건천화의 유출량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뿐 아니라 주변의 사회적환

경적인 여건을 고려한 정책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중

치를 부여하여 실용성이 높은 건천화 잠재지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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