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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water recharge was evaluated using a distributed
hydrologic model (VELAS) on daily basis.
The annual groundwater recharge rates in the past were from 3.6
to 28.2% with a very large variation and average 14.9%.
The annual groundwater recharge rates by the RCP 8.5 scenario
were projected from 2.8% to 45.1%, 18.2% on average.

ABSTRACT
In this study, one of the distributed hydrologic models, VELAS, was used to analyze the variation of hydrologic elements based on
water balance analysis to evaluate the groundwater recharge in more detail than the annual time scale for the past and future. The study
area is located in Yanggok-ri, Seobu-myeon, Hongseong-gun, Chungnam-do, which is very vulnerable to drought. To implement the
VELAS model, spatial characteristic data such as digital elevation model (DEM), vegetation, and slope were established, and GIS data
were constructed through spatial interpolation on the daily air temperature, precipitation, average wind speed, and relative humidity of
the Korea Meteorological Stat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annual precipitation was 799.1-1750.8 mm, average
1210.7 mm, groundwater recharge of 28.8-492.9 mm, and average 196.9 mm over the past 18 years from 2001 to 2018 in the study
area. Annual groundwater recharge rate compared to annual precipitation was from 3.6 to 28.2% with a very large variation and
average 14.9%. By the climate change RCP 8.5 scenario, the annual precipitation from 2019 to 2100 was 572.8-1996.5 mm (average
1078.4 mm) and groundwater recharge of 26.7–432.5 mm (average precipitation 16.2%). The annual groundwater recharge rates in the
future were projected from 2.8% to 45.1%, 18.2% on average. The components that make up the water balance were well correlated
with precipitation, especially in the annual data rather than the daily data. However, the amount of evapotranspiration seems to be
more affected by other climatic factors such as temperature. Groundwater recharge in more detailed time scale rather than annual scale
is expected to provide basic data that can be used for groundwater development and management if precipitation are severely varied by
time, such as droughts or fl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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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과거와 미래의 연 단위보다 상세한 일단위 지하수 함양량을 평가하기 위해, 분포형 수문모형중의 하나인 VELAS를
이용하여 물수지에 근거한 수문요소별 변동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뭄에 매우 취약한 충남 홍성군 서부면 양곡리 일대 소유역
을 대상으로, VELAS의 입력자료인 수치표고모델, 식생도, 경사도 등의 공간특성자료를 구축하였고, 기후자료는 기상청의 일별
대기온도, 강수, 평균풍속, 상대습도 등의 자료를 공간적으로 보간하였다. 연구지역의 과거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일단위 물수지 분석결과, 연간 강수량은 799.1~1750.8 mm로 평균 1210.7 mm이고, 지하수 함양량은 28.8~492.9 mm로 평균
196.9 mm로 분석되었다. 연 강수량 대비 지하수 함양률은 최소 3.6%에서 최대 28.2%로 변동폭이 매우 크고, 평균 함양률은 14.9%
였다. 미래 기후변화 RCP 8.5시나리오에 의한 2019년부터 2100년까지의 일단위 물수지 분석결과, 연간 강수량은 572.8~1996.5 mm(평
균 1078.4 mm)이고, 지하수함양량은 26.7~432.5 mm, 평균 174.6 mm(평균 강수량의 16.2%)로서 과거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미
래 연간 지하수 함양률은 최소 2.8%, 최대 45.1%, 평균 18.2%로 분석되었다. 물수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강수량과의 상관성이
잘 나타나며, 일단위보다는 연단위로 갈수록 그러한 상관성이 뚜렷했다. 다만, 증발산량은 강수량보다는 기온 등 다른 기후요소
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산정된 연단위 보다 상세 시간 단위에서의 지하수함양량은 가뭄 또는 홍수
등 시기별로 강수량 변동이 심한 경우 지하수개발과 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지하수, 함양량, VELAS, 기후변화 시나리오, 물수지 분석

1. 서 론
지하수 함양은 강수가 지표로 침투하여 지하수면까지
도달하여 궁극적으로 지하수 부존량을 증가시키는 과정
이다. 지하수 함양에 의하여 지하수위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 이용가능한 지하수량도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우
리나라에서는 지하수 함양량에 일종의 안전율인 약 70%
정도를 적용하여 개발가능량으로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
다(Ministry of Land and Transport, 2017). 이 안전율은
연 기준으로 평년대비 10년 빈도 가뭄시 강수량을 적용
할 때의 값이다.
국내에서 지하수 함양량 또는 강수량 대비 함양률을 산
정하는 방법은 지하수위 강하곡선법(Choi and Ahn, 1998;
Kim et al., 2004), 지하수위 변동법(Healy and Cook, 2002;
Koo and Lee, 2002; Park, 2012; Yoon et al., 2016), 기
저유출 분리법(Park, 1996; Bae and Kim, 2006), 물수지
분석 방법(Park et al., 1999; Shin et al., 2016) 등 다양하다.
물수지 분석은 강수와 지표유출, 지하수 함양, 증발산
등 물순환 과정을 이루는 요소들에 대한 평가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강수가 발생하게 되면, 일부는 식생에
의해 차단이 되고, 땅에 떨어진 강수는 지표에서의 직접
유출과 지하로의 침투가 일어나게 된다. 지하로 침투한
물은 토양수분함량을 증가시키고, 다시 지표로 흘러나오
거나 그 외는 지하수면까지 도달하여 지하수로 함양이
된다. 지표에 떨어진 강수는 증발(Evaporation) 또는 식생
에 의한 증산(Transpiration)에 의해 다시 대기로 돌아가
는 증발산 과정을 겪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수학적 모형을 가지고 수문순환
요소별로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를 수문모형
이라고 하고, 모의방법 및 공간적 특성 반영여부에 따라
집중형 수문모형(Lumped hydrological model)과 분포형
수문모형(Distributed hydrological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다(Jang et al., 2013). 집중형 수문모형은 하나의 유역
에서 단일 강우(평균 강우), 단일 공간입력 자료를 이용
하여 주로 경험적 지배방정식을 이용하여 각 수문요소별
수량을 결정한다. 반면에 분포형 수문모형은 유역을 다수
의 그리드 또는 셀 단위로 나누고, 수치지형 자료와 다양
한 물리적 특성치를 입력하고, 물리적 기반의 지배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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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이용한다. 따라서, 분포형 수문모형은 유역 내부의
어느 점에서든지 유출모의가 가능하며, 인접 격자들 간
의 강우, 침투 등의 산정값에 따라 물수지를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분포형 수문모형을 이용하여 지하수 함양량
을 연단위보다도 더 상세한 시간단위에서 평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지하
수 함양량을 평가하는데 주로 연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졌
다. 그러나, 이러한 연단위 지하수 함양량 산정 결과는
강수가 여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강수가 없는 시기
에 지하수 사용이 많아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적용
에 한계가 있다. 특히, 지하수 관리를 위해 가뭄이나 시
기별 지하수 함양량 변동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연
단위보다 더 상세한 시간단위에서의 지하수 함양량 평가
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포형 수문
모형을 이용하여 물수지에 기반한 과거의 지하수 함양량
평가 및 변동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래의 지하
수 함양량 변동을 평가하기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근거한 물수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동안 국내외에서는 다양한 분포형 수문모형이 개발
되었으며, 그 중에 잘 알려진 모델은 Table 1과 같다.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모형은 미국 농
무성(USDA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이 개발
한 유역 수문모형으로, 전체 유역의 수문분석을 위해 수
문반응단위(Hydrological Response Unit, HRU)별로 증발
산, 지표유출, 기저유출 등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장기
간의 연속적인 하천유량을 산정한다(Arnold et al., 1999;
Neitsch et al., 2002). SWAT-K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위의 SWAT 모형을 국내 유역특성 및 물 공급 특성에 맞
게 개선하고, 3차원 지하수유동 모형인 미국 지질조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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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GS, US Geological Survey)에서 개발한 MODFLOW
와 도시유출해석 모형인 SWMM(Storm Water Management
Model, 도심지 배수관망 모형)과의 결합을 이룬 모형이
다(KICT, 2007). SWAT-K 모형은 개발되고 나서 설마천
유역, 충주댐 유역 등 다양한 지역에 적용되었으며(Kim
et al., 2007; Kim et al., 2009), 최근에는 지하수 기초조
사 등 다양한 조사 및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MIKE SHE
는 강우, 차단, 증발산, 침투량에 대한 고려와 2차원 지
표수 및 지하수 유출을 포함한 전체 수문순환을 모의할
수 있는 모형이다. 1977년부터 영국, 프랑스, 덴마크의 연
구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SHE(Système Hydrologique
Européen)을 개발한 이후, DHI(Danish Hydraulic Institute)
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현재 MIKE SHE라는 이
름으로 상용화되었다(Abbot et al., 1986). 이 모델은 지
표수 및 지하수와 관련된 광범위한 수자원 및 환경 문제,
특히 지하수 취수로 인한 지표수 영향, 지하수 및 지표
수의 연계이용, 습지 관리 및 복원에 대한 분석, 수자원
및 유역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Kim et
al., 2007; Kim et al., 2020). VfloTM 모형는 물리적 기반
의 분포형 강우-유출 과정의 해를 구하기 위해 공간적으
로 유한요소법, 시간적으로는 유한차분 음해법을 사용하
고 지표유출 산정을 위하여 운동파 방정식(Kinematic wave
equation)을 사용한다(Vieux, 2004). 국내에서는 주로 강
우-유출과 관련된 홍수 모의에 활용되고 있다(Park and
Kang, 2006). 이 밖에도 지표수, 지하수, 농업 분야 등에
서 그 특성을 보다 잘 구현해 내기 위해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별로 다양한 모델들이 개발 및 보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VELAS(VEgetation-LAnd coverSoil water dynamics) 모형은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교

Table 1. Comparisons of the distributed hydrological models
Model

Features

Developer

References

SWAT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Calculation based on each
HRU(Hydrological Response Unit) of
land use and soil and topography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ARS)

Neitsch et al.(2002),
Arnold et al.(1999)

SWAT-K

Improvement of SWAT model for
Korean characteristics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KICT)

KICT(2007), Kim et
al.(2008), Kim et
al.(2009)

MIKE-SHE(System
Hydrologique European)

A physically-based distributed tracking
model that simulates all hydrological
components of water cycle

Abbott et al.(1986),
DHI(1999)

Abbott et al.(1986),
Kim et al.(2007), Kim
et al.(2020)

VfloTM

Physically-based distributed model used
mainly for flood estimation

Oklahoma University

Vieux(2004), Park and
Kang(2006)

VELAS(Vegetation, land
cover, and soil water
dynamics)

A simple hydrologic feedback model to
simulate daily responses of hydrologic
processes under various conditions of
vegetation, land cover, and soil in a
fully-distributed manner

University of MissouriKansas City,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Park et al.(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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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Missouri – Kansas City), 공주대학교, 한
국지질자원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완전분포형 지표수
-지하수 통합 유동 모델이다. VELAS는 식물 성장을 고
려한 토지피복의 변화와 그에 따른 토양 수분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모사함으로서 보다 실제적인 지표유출, 증발
산 및 함양량 추정이 가능하며 서브셀(Sub-Cell) 개념을
도입하여 단일 격자내 토지피복변화에 따른 물수지 변화
의 모사가 가능하다. 모델의 입력 자료는 단순화되어 쉽
게 취득 가능한 식생, 토지피복, 토양, 지형 및 일단위 기
후(강수량, 기온, 상대습도, 풍속)자료 만으로 모델링이
가능하고 ArcGIS의 제작사인 ESRI의 래스터(ESRI ASCII
Raster)형을 도입하여 자료의 전처리와 타 모델과의 자료
교환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2. 연구방법
2.1. VELAS 모형
본 연구에서는 연구지역의 지하수함양량 평가를 위해
앞서 언급한 분포형 수문모형인 VELAS 모형을 적용하
였다. VELAS 모형은 5가지 수문현상(차단, 지표유출, 증
발산, 토양수분변화, 지하수함양)의 정량적 계산을 위하
여 이에 따른 하위 모델들을 포함하며, 지하수 유동 모사
에 있어서는 미국 지질조사소(USGS)의 MODFLOW(Harbaugh
et al., 2000)와 순차적으로 연동된다. VELAS 모형의 물
의 이동에 따른 수문현상과 물수지 계산의 개념은 강수
에서 시작하여 지표를 거쳐 지하수에 도달하는 일반적인
물의 이동경로를 따르는 하향식 모델이며, 일단위 토양
수분 변화를 계산하여 토양내 수분의 변화가 다른 물수
지 요소들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계산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식물의 생장에 따른 지표환경 및 증발산의
변화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정밀한 물수지를 계산
해 낼 수 있다(KIGAM, 2012).
VELAS 모형에서 하나의 셀에 대한 일단위 물수지를
계산하는 과정은 Figure 1에 요약되어 있으며, 각 수문요
소별 산정 방법은 Park et al.(2013)을 참조할 수 있다. 여
기서는 VELAS 모형의 핵심이 되는 수식을 중심으로 모
델을 구현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제시하였다. Figure 1에
서 나타낸 바와 같이 VELAS 모형에서는 ① 강수량, ②
차단량, ③ 증발산량, ④ 지표유출량, ⑤ 토양수분 변화,
그리고, ⑥ 지하수 함양량 산정의 총 6단계의 계산과정
을 거친다. 토양층 또는 식물의 근권(뿌리층)으로 들어간
침투량은 아래의 식(1)로 계산이 된다.
INFi = Pi − Ii − ROi

(1)

여기서 INF는 침투량(Infiltration), P는 강수량(Precipitation),

Fig. 1. Modeling concept and work flow of VELAS model,
which are modified from Park et al.(2013).

I는 차단량(Interception), RO는 직접유출량(Runoff), 그리
고, i는 시간(일)이다. 토양층 내에서 물수지는 다음 식
(2)에 의하여, 토양수분결핍량(soil moisture deficit), SMD
와 증발산량(Evapotranspiration), ET, 그리고, 지하수로부
터 공급량(Groundwater supply), GW으로 나타낼 수 있다.
SMDi = SMDi – 1 – INFi + ETi – GWi

(2)

또한, 토양층 또는 식물의 근권을 통과해서 지하수면
까지 도달되는 양인 침루량(Percolation), PERC는 위의
식(2)에서 산정된 토양수분결핍량, SMD가 아래와 같이
음수일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즉, 토양층 또는
식물의 근권에서 토양수분결핍이 있는 경우 ( SMDi > 0 ) 에
는 지하수로 함양되지 않고, 토양층 내에 저장되는 것으
로 모의된다.
PERCi = SMD i

if

SMDi < 0

(3)

VELAS 모형에서는 선택적으로 미국 지질조사소(USGS)
의 MODFLOW(Harbaugh et al., 2000)와 연동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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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물수지에 의해 계산된 지하수 함양량이 MODFLOW
의 입력자료로 활용된다. 지하수 함양에 따라 지하수위가
상승하면, 경우에 따라 토양층 및 식물의 근권에서 식(2)
에 의하여 지하수공급량, GW 값으로 제공된다. 이렇게
지하수가 상부로 공급이 되면, 토양층 또는 식물의 뿌리
로부터 증발산이 촉진되게 되는데, 이 경우 증발산량이
재산정 된다.
2.2. 연구지역
연구지역은 충남 홍성군 서부면 양곡리 일대로서, 가
뭄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공공 지하수 개발이 많이 이루
어진 지역이다. 특히, 2018년 여름, 7월과 8월에는 평년
의 10%에도 미치지 않는 강수량 때문에 주변 저수지도
말라서 논에 공급할 물이 부족해지자, 약 4 km 떨어진
홍성호로부터 비상관로를 통해 물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
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홍성호의 물은 서해안으로
빠져나가는 하천수를 가두고, 해수가 하천을 따라서 흘
러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담수화 되는 과정을 겪고 있었
기 때문에, 아직은 염도가 높아서 관개용수로서 활용하
기에는 위험성이 있었다. 따라서, 공급되는 관개용수에
대한 염도를 점검하고, 농도 1250 ppm을 넘어서면 물공
급을 중단하였다. 다행히 8월 말에 충분한 양의 강수가
내리자 비로소 가뭄이 해갈되었지만, 이러한 가뭄 상황
이 몇 주간 더 지속되었다면, 그야말로 농업용수는 모두
고갈되어 버리고, 생활용수도 부족하게 되어 식수를 멀
리서부터 운반해 올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연구지역은 물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한 곳
으로, 최근에 기존 관정을 연계하여 가뭄시 활용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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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량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관정연계시스템(Well
network system)이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와 같은
관정연계시스템 적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상지역의
물수지와 지하수함양량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
나, 그동안 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물수지 또는 지하수함
양량 평가는 연단위로 이루어져 시기별로 가뭄에 대한
대처와 지하수 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MCT et al.,
2005; KIGAM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언
급하였듯이, 2018년 경우와 같은 여름철 가뭄, 또는 일정
한 시기 동안 발생하는 가뭄에 대응하는 물공급 체계와
수자원 관리를 위해 연단위가 아닌 보다 상세한 시간단
위에서의 물수지와 지하수 함양량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연구지역은 해발고도 100 m 이하의 구릉성 산지와 비
교적 평탄한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이용은 산림
지역이 189.1 ha(66.7%)를 차지하고, 논농사 지역이 49.5
ha(17.5%), 밭농사 지역이 37.7 ha(13.3%), 그 외의 거주
지, 도로, 수류 등이 6.94 ha(2.4%)를 차지하고 있다. 우
리나라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으로, 산으로 둘러싸인 평
탄한 분지에서 논농사와 밭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밭
작물로는 깨, 고추, 수수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최근 들
어 콩, 호박, 마늘, 파, 대추 등 재배 작물의 종류가 다양
해지고 있다(Figure 2(a)). 시추조사 결과, 토양층 두께는
6.0~7.5 m정도이고, 그 아래로 풍화암이 2.0~22.3 m두께
로 분포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 편암 또는 편마암이 분
포하고 있다. 1963년 발간된 지질도폭에 따르면, 선캠브
리아기의 결정편암계와 편마암, 이를 신생대 제4기 충적
층이 부정합으로 덮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Lee and
Kim, 1963). 2014년 이루어진 지질조사에서는 좌우로 궁

Fig. 2. Land use (a) and geology (b) with the existing wells of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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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단층과 당진단층이 신원생대 성곡리 화강암, 석탄기-페
름기 편암, 데본기-트라이아스기 태안층을 서로 구분하고
있다(Figure 2(b)). 신원생대 성곡리 화강암은 우백질 화
강암으로 주로 구성되며, 괴상 혹은 미약한 엽리를 보이
고, 석탄기-페름기 편암은 흑운모-석영 편암과 변성사암
으로 구성된다. 연구지역의 서쪽에 분포하는 데본기-트라
이아스기 태안층은 변성사암 및 천매암으로 구성되며, 괴
상 혹은 점이층리를 보이는 석영질 변성사암이 우세하게
발달한다(Kim et al., 2014).
홍성군으로부터 수집된 지하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이 지역에는 총 107개소의 지하수 이용시설이 있고, 이
중 신고시설은 103개소, 허가시설은 4개소가 있다. 깊이
별로는 30 m 심도이하의 충적층 관정이 43개이고, 30 m
심도 이상 암반대수층을 대상으로 개발된 관정은 64개이
다. 연구지역은 지하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단위면적
당 개발공수가 37.8 개/km2로 전국 평균 16.3 개/km2에
비하여 2배 이상 높다(ME and K-water, 2019).

2.3. 입력자료 구축
VELAS 모형을 위한 지표 식생도는 각 격자에 분포하
는 식물을 나타내는 것으로 토지피복도와 임상도를 이용
하여 간접적으로 생성하였다.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
스템(WAter resource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www.wamis.go.kr)에서 제공하는 토지피복도는 LANDSAT
자료를 기반으로 7분류로 구성되어 있고, 산림지역은 수
종의 구분 없이 하나의 분류로 통일되어 있다. 계절의 변
화에 따른 지표 식생의 변화와 그와 연계되는 토지피복
특성 및 증발산량의 계절적 변화를 모델에 반영하기 위
해서는 산림지역을 나무의 수종에 따라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WAMIS에서 제공하는 임상도는 산림지역에 분포
하는 나무의 수종에 따라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으
로 구분하여 도시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토지피복도
의 산림 영역을 임상도의 세분된 산림 분포로 치환하여
VELAS 모형에서 요구하는 식생도로 생성한 후 모델에
포함시켰다. 토양도는 농업진흥청이 토양환경정보시스템

Fig. 3. Spatial input data preparation for the VELAS model in the study area, (a) DEM, (b) slope, (c) soil, and (d) veg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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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S, 2019)을 통해 제공하는 1:25000 축척의 벡터형 토
양도를 래스터(Raster)로 변환하였다. 수치고도모델(DEM:
Digital Elevation Model)은 미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에서 셔틀레이다미션
(SRTM: 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을 통해 제공
하는 SRTM 분석자료 버전 4.1(Processed SRTM Data
version 4.1)을 이용하였다(Jarvis et al., 2008). 지표유출
량은 지형의 경사를 반영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이때 필
요한 경사분석도는 수치고도모델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VELAS 모형의 입력 자료로서 기후자료는 연구지역 주
변에 종관 기상관측소의 부재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절
차로 기상자료를 공간보간하여 값을 추출하였다. 기상자
료는 유역의 물수지 분석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 중 하나이지만, 자료의 형태가 각 기상관측
소의 관측점에서 측정한 포인트 형식의 시계열 자료가
대부분이므로 분포형 모델에 적용할 때에는 공간보간을
실시한 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각 기후
요소별로 적합한 공간 보간법을 적용하여 분포형 자료를
생성하는 것이 물수지 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에서 관리하는 153개의 기상관측
소(종관, 북한)의 2001∼2018년까지 일별 평균기온, 최고
기온, 최저기온, 강수, 평균풍속, 상대습도 자료를 수집하
여 이용하였는데, 연구지역의 기상입력자료 구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관측소는 서산, 보령, 홍성 관측소이다
(KMA, 2018). 여러 기후요소 중 기온 관측 자료는 증발
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각 관측소의 위치 및 해
발고도와 측정 장비의 높이에 따른 영향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고도에 따른 기온감률을 고려한 공간보간을 실시
하여야 한다(Lee et al., 2010). 각 기온 요소별 고도 변
화에 따른 기온 감률 보정은 식 (4)∼(7)로 이루어지며,
여기서 기온 변화에 따른 식생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τ

avg

= 0.00688 + 0.0015cos ( 0.00172 ( i – 60 ) )

(4)

τ

max

= 0.00708 + 0.003cos ( 0.00172 ( i – 120 ) )

(5)

τ

min

= 0.00695 + 0.0013cos ( 0.00172 ( i – 30 ) )

(6)

τ avg , τ max , τ min : 각각 평균, 최저, 최고기온감률
i : 연중날짜(1∼365)
T = Ti ± EL × τ
T : 보정된 기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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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 i일의 기온
EL : 관측점 해발고도(m)
기온 감률 보정과 공간보간은 파이썬(Python)과 ArcGIS
의 지오프로세싱(Geoprocessing) 도구를 이용하여 수행하
였다. 먼저 각 관측소의 관측된 기온 값을 식 (4)∼(7)을
이용하여 해발고도 0 m에서의 기온값으로 보정한 후 크
리깅(Kriging) 기법을 적용하여 공간보간을 실시하였다.
이후 공간보간된 기온 분포자료를 연구지역을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다시 기온 감률식을 역으로 적
용하여 실제 지형의 고도에 따른 기온분포도를 작성하였다.
기상자료는 반-베리오그램(Semi-variogram) 분석을 통
해 각 기상자료별 최적모델을 선택한 후 크리깅(Kriging)
공간보간 기법을 적용하였다. 풍속자료도 관측소별로 서
로 다른 고도에서 측정된 자료이므로, 일반적으로 평균
풍속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증가되므로 Allen et al.(1998)
이 제안한 높이에 따른 풍속 보정식 식 (8)을 이용하여
지상 2 m 높이에서의 풍속으로 보정 후 크리깅(Kriging)
기법으로 보간하였다.
4.87
u 2 = uz -------------------------------------ln ( 6.87z – 5.42 )

(8)

u2 : 높이 2 m에서의 풍속
uz : 높이 z m에서의 풍속
공간 보간된 기상자료는 격자크기 1×1 km의 ASCII형
식으로, 격자의 크기와 연구지역 영역과 서로 교차되어
공간적으로 인접하는 셀영역을 추출하고, 평균을 산출하
였다. VELAS 모형은 ESRI사의 래스터(Raster)형식을 도
입하여 자료를 처리하므로 입력 자료는 분석 GIS환경에
맞게 30×30 m 격자크기로 변환하였다.
또한, 연구지역에서 지하수위는 지표하 0.67~16.53 m
에 분포하고, 평균적으로 4.6 m로 깊게 형성되어 있다
(KIGAM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번 지하
수로 함양된 물이 다시 상부로 공급되어 증발산에 이용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하에 MODFLOW 연계 모
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2.4. 기후변화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과거 2001∼2018년까지의 일단위 지하
수 함양량을 평가하였고, 미래의 지하수 함양량 변화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서 평가
하였다. 기상청은 IPCC 5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된 온실
가스 배출 시나리오를 RCP 2.6/4.5/6.0/8.5라는 4개 시나
리오에 따라 한반도 및 각 지역별 기후변화 전망을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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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별로 기후정보포털(http://www.climate.go.kr)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RCP 2.6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을 지
구 스스로가 회복 가능한 경우이고, RCP 4.5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 RCP 6.0은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 경우, RCP 8.5는 현재
추세(저감없이)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의 시나리오
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상태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되
는 경우의 시나리오인 RCP 8.5에서 VELAS 모형을 모
의하기 위해 필요한 기상요소인 강수량, 기온, 상대습도,
풍속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모든 기상요소에 대하
여 12.5 km의 해상도를 가지는 자료로 2019년부터 2100
년까지 예측된 자료를 획득하였으며, VELAS 모형은 입
력 자료의 형태. 격자크기, 공간정보가 같아야 하므로
30×30m 격자크기로 변환하여 적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과거 물수지 분석 결과(2001년~2018년)
Table 2와 Figure 4는 과거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
년 동안 연도별 물수지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연간

강수량은 799.1~1750.8 mm로 평균 1210.7 mm(중앙값
1162.2 mm)이고, 차단량은 109.1~196.2 mm로 평균 150.6
mm(중앙값 152.0 mm)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증발산량
은 537.7~644.5 mm로 평균 591.6 mm(중앙값 591.0 mm)
이고, 지표유출량은 83.9~501.9 mm로 평균 272.9 mm(중
앙값 238.5 mm)로 분석되었다. 연간 강수량 대비 차단량,
지표유출량, 증발산량은 각각 10.1~16.4%(평균 12.7%),
10.5~28.7%(평균 21.7%), 32.5~72.2%(평균 51.1%)의 분
포를 나타내었다.
강수량으로부터 이들 차단량, 증발산량, 지표유출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하수 함양량과 토양수분함량을 변화
시키는데, 연 단위의 장기간 동안 토양수분변화는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므로 분석결과에서는 제외하였다. VELAS
모형에서 산정된 연간 지하수 함양량은 28.8~492.9 mm
로 평균 196.9 mm(중앙값 162.9 mm)로 분석되었다. 연
강수량 대비 지하수 함양률은 최소 3.6%에서 최대 28.2%
로 변동폭이 매우 크고, 평균 함양률은 14.9%(중앙값
14.8%)였다.
연도별 지하수함양량은 2015년에 28.8 mm로 가장 적
은 함양량을 나타내었으며, 이 양은 전체 지하수 함양량

Table 2. Annual water budget analysis results in the past (2001~2018)
Year

Precipitation
(mm/yr)

Interception
(mm/yr)

Runoff
(mm/yr)

Evapotranspiration
(mm/yr)

Groundwater recharge
(mm/yr)

Recharge rate
(%)

2001

1037.6

118.6

234.7

584.0

103.7

10.0

2002

1071.5

130.9

217.8

616.3

78.0

7.3

2003

1459.8

173.0

364.6

644.5

281.0

19.3

2004

1213.2

153.4

242.3

631.5

181.0

14.9

2005

1307.2

131.7

356.6

598.9

226.0

17.3

2006

890.7

113.1

197.9

574.2

103.7

11.6

2007

1405.3

173.8

317.4

566.8

266.5

19.0

2008

1069.0

172.4

167.1

590.9

155.9

14.6

2009

1262.1

174.3

270.7

622.3

169.9

13.5

2010

1654.6

196.2

459.2

604.2

431.3

26.1

2011

1750.8

186.1

501.9

569.8

492.9

28.2

2012

1496.4

156.9

414.0

543.1

347.4

23.2

2013

1111.3

144.1

230.0

616.7

133.8

12.0

2014

1054.2

157.1

177.9

583.6

133.0

12.6

2015

799.1

130.7

83.9

577.3

28.8

3.6

2016

869.8

109.1

147.9

591.1

33.4

3.8

2017

1014.4

150.6

180.1

537.7

151.7

15.0

2018

1325.9

139.3

348.3

594.8

225.3

17.0

Minimum

799.1

109.1

83.9

537.7

28.8

3.6

Maximum

1750.8

196.2

501.9

644.5

492.9

28.2

Average

1210.7

150.6

272.9

591.6

196.9

14.9

Median

1162.2

152.0

238.5

591.0

162.9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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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nual variation of each water budget element in the past (2001~2018).

평균인 196.9 mm에 비하여 14.6%에 지나지 않는 양이
다. 또한, 2015년과 2016년에 연속적으로 지하수 함양량
이 각각 28.8 mm, 33.4 mm로 가장 적은 지하수 함양량
을 나타내었다. 지하수 함양량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1
년도이고 492.9 mm가 함양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때의 연간 지하수 함양률은 28.2%이었다.
Figure 5는 강수량과 지하수 함양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일단위에서 월단위, 연단위로 가면서 강수량과
상관성은 더 높아 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강수량,
함양량의 i번째와 i-1번째의 값들의 차이와 비교하여 보
면 이러한 경향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 강수량과 일 지하수 함양량 사이의 결정계수,
R2은 0.21, 월 강수량과 월 지하수 함양량과의 결정계수,
R2은 0.74, 연 강수량과 연 지하수 함양량과의 결정계수,
R2은 0.93으로 분석되었다. 강수량과 지하수 함양량의 i
번째와 i-1번째의 값들에 대한 R2는 일, 월, 연 단위에서
각각 0.21, 0.60, 0.87로 연단위로 갈수록 양의 상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하수 함양량은 물론 강수량
도 중요하지만 토양수분함량, 강수지속시간, 강수강도과
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월, 연단위에서 보
다 일단위에서의 강수량과 지하수 함양량과의 결정계수
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일단위에서 월단위, 연단

Fig. 5. Relationships between annual precipitation and recharge, recharge rate in the past (200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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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갈수록 토양수분함량, 강수지속시간, 강수강도와 같
은 민감도가 둔화되고, 평균화되기 때문에, 함양량과 강
수량과의 관계에서 결정계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Figure 6은 월별로 수문요소별 변동을 박스도로 나타낸
것이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강수량은 월
평균으로 볼 때, 7월에 291.5 mm로 가장 높았지만, 변동
폭은 8월에 26.1~533.6 mm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강수
에 대한 차단량도 역시 강수량과 같이 평균은 7월이 가
장 크지만, 변동폭이 가장 큰 달은 8월로 6.6~56.1 mm의
범위에서 변동하였으며, 강수량 대비 평균 12.4%를 나타
내었다. 지표유출량은 7월, 8월, 9월에 그 변동폭이 가장
큰데, 7월에 그 변동폭이 다소 다른 달보다 크게 나타났

다. 지표유출량이 강수량 대비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2.5%를 차지하였다.
증발산량은 강수보다는 기온에 따른 계절적 변동과 관
련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5월의 증발산량이 26.2~89.6 mm
(평균 73.2 mm)로서 6월과 7월의 증발산량인 26.1~84.2 mm
(평균 69.1 mm), 21.6 mm~84.6 mm (평균 72.7 mm)보
다 다소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분포가 나타
나는 이유는 6월부터 8월에 이르는 시기는 기온은 높지
만, 강수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월별 강수량 대비 차단량, 지표유출량, 증발산량의 비
율은 각각 5.3~30.2%(평균 14.3%), 1.3~45.0%(평균 15.1%),
10.7~545.5%(평균 90.0%)로 나타났다. 월별로 강수량이

Fig. 6. Monthly variation for each water budget element in the past (200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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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시기에는 증발산량이 강수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므로, 작물이 성장하는 시기라고 하면, 관개용수
의 공급문제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월별 지하수
함양량은 7월과 8월에 각각 1.8~280.0 mm(평균 58.8 mm),
0~185.9 mm (평균 65.6 mm)로 가장 많았지만, 그 변동
량도 이 시기에 가장 컸다.
3.2. 타 모델에 의한 물수지 비교
물수지 분석결과에 대하여 검증은 일반적으로 하천의
유출량 자료를 맞추어보는 것으로 이루어지지만(Park et
al., 2013), 연구지역에서 실제 관측된 지표유출량 자료는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한 검증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
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에 이루어진 지하수 함양량
산정에 대한 연구 및 조사결과를 비교하였다.
기존에 연구지역에서 이루어진 물수지 분석은 WETSPASS
모델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이에 근거한 연간 지하수
함양량도 산정된 바 있다(KIGAM et al., 2018). WETSPASS
는 준 정상류 상태에서 토양과 식물, 대기사이의 물과 에
너지 교환(Water and Energy Transfer between Soil, Plants
and Atmosphere under quasi-Steady State)을 모사할 수
있는 모델이다(Batelaan and de Smedt, 2001). WETSPASS
는 식생을 고려하여 토양층내 물수지를 계산하는 측면에
서 VELAS 모형과 비슷하지만, 차단량을 증발산량에 포
함하여 계산하고, 지표유출량 계산을 NRCS-CN방법이
아닌 합리식(rational formula)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큰 차
이가 난다. 무엇보다도 WETSPASS는 물수지를 평가하는
시간단위가 반기 또는 연이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시간
단위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진다. 여기에서
는 WETSPASS의 입력 자료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서산 기상관측소의 평균온도, 최고온도, 최저온도,
일강수량, 평균풍속 자료를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지하
수함양량은 연평균 강수량 대비 18.6%로 산정되었다
(KIGAM et al., 2018). 이 기간 동안 VELAS에 의한 연
평균 물수지는 강수량, 차단량, 지표유출량, 증발산량이
각각 3,529천m3/yr, 453천m3/yr(강수량 대비 12.8%), 784
천m3/yr(강수량 대비 22.2%), 1,661천m3/yr(강수량 대비
47.1%)이었으며, 지하수함양량은 620천m3/yr으로 강수량
대비 17.6%였다.
WETSPASS에 의해 산정된 연간 지하수 함양량과 VELAS
모형에 의해 일단위로 산정된 지하수 함양량을 연간으로
환산한 양과 비교할 때, 각 모델이 이용하는 수식과 방
법이 다름에도 서로 비슷한 지하수 함양량을 나타낸 것
을 알 수 있다. VELAS 모형도 하나의 셀에 대하여 식생,
토양, 수류, 불투수면적과 같이 서브셀(Sub-cell)로 나누
어 물수지를 계산하는 WETSPASS 모델의 방식을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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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다만, 물수지를 이루는 구성요소인 차단량, 증
발산량, 지표유출량을 계산하는 방식들이 서로 다르다.
연간 물수지 모델로 검증된 모델인 WETSPASS에 의한
결과가 VELAS 모델에 의한 결과와 비교적 일치하는 결
과는 이렇게 산정된 지하수 함양량이 어느 정도 타당하
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004-2005년 시행된 홍성지역 지하수 기초조사
에서는 연구지역이 포함된 유역에서 기저유출량에 의한
지하수 함양량이 강수량 대비 12.5%로 산정되었다. 그리
고, 지하수 수위강하곡선 분석 방법에 의해서는 관측정
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여, 5.1~14.6%의 지하수 함양률
분포를 보였다(MCT et al., 2005). 금번 VELAS 모형에
서는 연구지역의 2004년과 2005년의 연간 지하수 함양
률이 각각 14.9%, 17.3%로 산정되었다. 각각의 지하수
함양률 산정방법에는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
떤 결과가 가장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본 연
구에서 VELAS 모형은 타 방법에 의한 지하수 함양량 평
가 결과와 어느 정도 합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3.3. 미래 기후변화 RCP 8.5시나리오에 의한 물수지
(2019년~2100년)
Table 3과 Figure 7은 미래 기후변화 RCP 8.5시나리오
에 의한 일단위 물수지 분석 결과(2019년~2100년)에 대
하여 연도별로 수문요소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기간 동안 강수량은 최소 572.8 mm, 최대 1996.5 mm,
평균 1078.4 mm(중앙값 1022.0 mm)로 나타났다. 차단량
은 최소 81.5 mm, 최대 168.4 mm, 평균 123.7 mm(평균
강수량의 11.5%), 중앙값 121.0 mm이다. 지표유출량은
최소 78.6 mm, 최대 877.4 mm, 평균 261.4 mm(평균 강
수량의 24.4%), 중앙값 226.8 mm이다. 증발산량은 최소
387.0 mm, 최대 632.6 mm, 평균 521.6 mm(평균 강수량
의 48.4%), 중앙값 524.6 mm이다. 지하수함양량은 최소
26.7 mm, 최대 432.5 mm, 평균 174.6 mm(평균 강수량
의 16.2%), 중앙값 167.1 mm로서 과거보다 다소 증가하
였다. 연간 지하수 함양률은 최소 2.8%, 최대 45.1%, 평
균 18.2%로 분석되었다.
또한, Table 3은 2019년부터 2100년까지 기후변화 시
나리오에 의한 연도별 분포를 약 20년 단위별, 4개 시기
로 나누어 그 분포를 나타내었다. 강수량은 3번째 시기
인 2016년부터 2080년까지 기간이 가장 많았고, 그에 따
라 차단량과 지표유출량도 이 시기에 가장 많았다. 증발
산량은 시기별로 첫번째 시기부터 네번째 시기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지하수함양량과 함양률
은 세번째 시기에서 다른 시기보다도 다소 높게 나타났
다. 수문요소별 상호 관계를 살펴보면 차단량, 지표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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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asic statistics of the annual water budget analysis results during each period of the future (2019-2100)
Period
Hydrologic elememt

Precipitation
(mm/yr)

Interception
(mm/yr)

Runoff
(mm/yr)

Evapotranspiration
(mm/yr)

Recharge
(mm/yr)

Recharge rate
(%)

Total
(2019-2100)

1st
(2019-2040)

2nd
(2041-2060)

3rd
(2061-2080)

4th
(2081-2100)

Minimum

572.8

630.1

722.3

773.1

572.8

Maximum

1996.5

1544.1

1577.2

1996.5

1646.5

Average

1078.4

1048.2

1024.1

1159.2

1085.1

Median

1022.0

1001.2

972.2

1108.1

1113.2

Minimum

81.5

85.7

91.3

101.7

81.5

Maximum

168.4

166.3

162.1

168.4

158.4

Average

123.7

125.1

117.7

127.2

124.7

Median

121.0

125.1

118.3

128.1

123.0

Minimum

78.6

110.2

78.6

137.8

88.0

Maximum

877.4

490.1

500.6

877.4

577.9

Average

264.4

251.5

237.8

295.8

261.7

Median

226.8

209.7

204.9

256.0

253.3

Minimum

387.0

387.0

459.5

432.0

418.6

Maximum

632.6

564.5

568.9

605.7

632.6

Average

521.6

493.7

516.5

539.1

540.0

Median

524.6

503.4

510.4

544.9

545.3

Minimum

26.7

47.4

26.7

45.1

28.6

Maximum

432.5

410.8

432.5

384.5

354.3

Average

174.6

180.4

157.0

194.5

166.0

Median

167.1

153.0

135.2

182.2

177.2

Minimum

2.8

4.9

4.9

4.7

3.0

Maximum

45.1

42.8

42.8

40.1

37.0

Average

18.2

18.8

18.8

20.3

17.3

Median

17.4

16.0

14.1

19.0

18.5

Fig. 7. Annual variation for each water budget element for the future (2019~2100).

량, 지하수 함양량과 함양률은 강수량과 연계되어 변동
하는 양상이 잘 나타나지만, 증발산량은 강수량보다는 다
른 요인, 즉 기후변화에 의한 기온상승에 대한 영향이 크
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Figure 8은 연도별 각 수문요소에 대한 변동성을 나타
낸 그래프이다. 2019년부터 2100년까지 연간 강수량 변
화 추이는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와 함께 증
발산량, 지표유출량도 증가 경향이 있으며, 차단량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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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onthly variation for each water budget element for the future (2019~2100).

하수 함양량은 증가하고는 있지만, 증가세가 다른 요소
에 비하여 뚜렷하지는 않다. 지하수 함양률은 거의 일정
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연간 수문요소별 변동은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2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지표유출량과 지하수 함양량은 그 차이가 10배 이
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Figure 9는 미래 기후변화 RCP 8.5시나리오에 의한 일
단위 물수지 분석결과(2019년~2100년)에 대하여 월단위
로 환산된 수문요소 변동을 박스도로 나타낸 것이다. 강

수량은 현재와 비슷한 양상으로 6~8월에 집중되는 양상
이고, 이때에는 그 변동폭도 크게 나타났다. 강수량에 대
하여 차단량과 지표유출량, 지하수 함양량은 수량은 다
르지만, 분포양상은 비슷했다. 마찬가지로 지하수 함양률
도 함양량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증발산량은 다
른 수문요소들과는 달리 4월부터 8월까지 기간에 변동폭
이 가장 적고 나머지 기간에는 변동폭이 큰 양상을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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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onthly variation for each water budget element in the past (2019~2100).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분포형 수문모형중의 하나인 VELAS 모
형을 이용하여 격자 단위로 일단위의 물수지 분석과 이
를 통한 지하수 함양량을 평가함으로써, 연간이 아닌, 월
별 또는 시기별로 지하수 함양량을 평가할 수 있었다. 연
구지역의 과거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연도
별 물수지 분석 결과, 연간 강수량은 연간 강수량은
799.1~1750.8 mm로 평균 1210.7 mm이고, 연간 강수량
대비 차단량, 지표유출량, 증발산량은 각각 10.1~16.4%(

평균 12.7%), 10.5~28.7%(평균 21.7%), 32.5~72.2%(평균
51.1%)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연간 지하수 함양량은
28.8~492.9 mm로 평균 196.9 mm로 분석되었으며, 연 강
수량 대비 지하수 함양률은 최소 3.6%에서 최대 28.2%
로 변동폭이 매우 크고, 평균 함양률은 14.9%였다.
미래 기후변화 RCP 8.5시나리오에 의한 2019년부터
2100년까지의 일단위 물수지 분석결과를 연도별로 환산
하면 강수량은 572.8~1996.5 mm(평균 1078.4 mm)이고,
차단량은 81.5~168.4 mm, 평균 123.7 mm(평균 강수량의
11.5%), 지표유출량은 78.6~877.4 mm, 평균 261.4 mm(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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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강수량의 24.4%), 증발산량은 387.0~632.6 mm, 평균
521.6 mm(평균 강수량의 48.4%), 지하수함양량은 26.7~
432.5 mm, 평균 174.6 mm(평균 강수량의 16.2%)로서 과
거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연간 지하수 함양률은 최소
2.8%, 최대 45.1%, 평균 18.2%로 분석되었다.
VELAS 모형은 격자 상에서 토양수분 평형식에 입각
하여 일단위로 강수량, 차단량, 증발산량, 지하수 함양량
을 제시할 수 있고, 토지피복과 식생의 연간 성장과 쇠
퇴과정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기상요소 뿐
만이 아닌 지표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수문 변화를 모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과거와 미래의 지하수 함
양량에 대한 변화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지하수 흐름 변
화 모색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연단위에서 월단위, 또
는 일단위로 보다 상세한 시간간격에서 물수지 분석결과
를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에 지하수 관리에 매우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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