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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기반의 강우유출모형을 통한 한강수계 다목 의 홍수유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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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erest in hydrological modeling has increased significantly recently due to the necessity of watershed management, 
specifically in regards to lumped models, which are being prosperously utilized because of their relatively uncomplicated 
algorithms which require less simulation time. However, lumped models require empirical coefficients for hydrological 
analyses, which do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heterogeneity of site-specific characteristics. To overcome such obstacles, a 
distributed model was offered as an alternative and the number of researches related to watershed management and distributed 
model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in the recent years. Thus, in this study, the feasibility of a grid-based rainfall-runoff model 
was reviewed using the flood runoff process in the Han River basin, including the ChungjuDam, HoengseongDam and 
SoyangDam watersheds. Hydrological parameters based on GIS/RS were extracted from basic GIS data such as DEM, land 
cover, soil map and rainfall depth. The accuracy of the runoff analysis for the model application was evaluated using EFF, 
NRMSE and QER. The calculation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good agreement with the observed data. Besides the 
ungauged spatial characteristics in the SoyangDam watershed, EFF showed a good result of 0.859.

keywords : Distributed model, Flood runoff, Grids, Numerical analysis

1. 서 론1)

컴퓨터기반의 수문모델링에 한 필요성이 두된 이래 

수문모델링은 지난 30년간 운  목 과 사회  요구에 맞

게 지속 으로 개발되어 왔다. 개발 기부터 재까지 간소

한 입력자료와 빠른 구동시간, 간단한 해석 알고리즘 등으

로 인해 집 형, 개념 , 결정론  수문모형들이 많이 사용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형은 지역에 특화된 경험 인 

상수의 산출  용을 필요로 하며 지역  특성의 불균질

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 이 있다. Klemes (1998)는 집

형 모형을 과학 으로 논리 이지 못한 기술 인 도구에 

불과하며, 모의결과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품었다. 특히 집

형 모형은 기 매개변수에 의한 모의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져 이를 보정하기 한 신경망/유 자알고리즘 등과 

같은 최 화 기법과의 결합이 요구된다. 반면, 분포형 모형

은 집 형 모형에 비해 기 매개변수에 의한 유출모의가 

비교  정확하기 때문에 미세한 매개변수의 조정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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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의 유출량을 모의할 수 있고(홍 범 등, 2006), 상유

역을 일정한 단 유역(Hydrological Response Units: HRU)
으로 분할하여 모의하기 때문에 지역의 불균질성을 어느 

정도 반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분포형 모형은 

집 형 모형에 비해 입력해야하는 자료가 많고 모형 소요

시간이 길다는 단 이 있다. 이와 련해 김성 (2002)은 

분포형 모형의 제약사항을 첫째, 자료의 확보, 둘째, 수문

과정의 과학  이해부족, 셋째 수문과 수자원공학에서의 

통, 넷째, 기술  제약의 네 가지로 분류하 다. 이러한 제

약사항과 단 으로 인핸 기존의 분포형 모형 련 연구는 

주로 유역면 이 소하고 자료취득이 용이한 유역을 상

으로 용되었으며, 분포형 모형은 잠재력을 보여주는 정도

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속도로 발 하고 있는 컴퓨

터의 계산능력, 디지털정보의 구축, GIS  성 상 기법

의 발달로 유역에 해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각종 수문매

개변수의 수집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술한 제약사항과 

단 이 많은 부분 해소되었으며, 공간 인 비균질성이 고려

된 운동역학  이론 기반의 분포형 유출모형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朴珍赫, 2003). 이를 반 하듯 분포형 유출

모형과 련된 연구동향은 유역의 복잡한 지형특성이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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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향 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물순환 인 측

면에서 근하여 모형이 보다 복잡해지고, 각종 물리  수

문변수 추출에 GIS를 도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정성

, 2011).
최근에는 유역통합물 리와 기후변화에 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보다 정확한 유출량의 산출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유역과 같은 규모 자연유역의 유출량 산출을 

해 분포형 모형의 사용이 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뿐만 

아니라 구본경과 조재 (2007)은 유역 유사 운반과정의 시

공간  분포 악을 해서는 공간  비균일성을 고려할 

수 있는 분포형 모형 활용의 타당성을 제시하 다. 그러나 

기존 분포형 모형은 비정방형의 HRU 기반으로 모형을 구

동하기 때문에 HRU의 해상도에 따라 산출되는 유출량이 

다소 달라지며(Park et al., 2008), HRU가 연구자의 주 에 

의해 분할되기 때문에 HRU의 분할정도  형태에 따라 연

구자마다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표 화된 

입력자료를 활용한 격자기반의 분포형 모형의 용을 통해 

일 된 결론이 도출되어야 실무에서 안정 인 활용이 가능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격자강우량과 GIS를 통해 산출된 격자기

반의 지형 공간자료를 모형의 입력매개변수로, K-water에서 

자체개발한 격자기반의 분포형 강우유출모형인 K-DRUM 
(K-water hydrologic & hydraulic Distributed RUnoff Model)
을 이용하여 한강수계 다목 (충주, 횡성, 소양강 ) 유역

에 해 홍수유출모의를 실시하 으며 측 수문곡선과 비

교함으로써 실무에서의 용성을 검토하 다.

2. 연구방법

2.1. 모형의 개요  지배방정식

K-DRUM은 유역 내 수평 유출량 산정모듈로서 평면분포

형의 격자형을, 수직 침투량 산정모듈로서 연직분포형의 다

층모형을 이용하여 격지기반의 다층유출모형으로 구성된다. 
본 모형에서 유역을 고려하는 형태는 Fig. 1과 같이 A~B 
층은 직 유출량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하천으로 유입되며, 
C층은 기 유출로 수층으로 침투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본 모형의 특징은 DEM (Digital Elevation Model)을 이용하

여 격자기반으로 지형정보를 수치화하고, 성 상의 분류

알고리즘에 의한 실제 토지피복분류결과와 정 토양도에 의

한 토양 매개변수를 추출하여 입력자료로 사용한다는 이

며, 한 격자별 유체거동에 해서는 실제 하천흐름을 고

려하여 넓은 범 의 조건 하에서 용성을 검증받은 운동  

해석법(Kinematic wave)으로 강우-유출을 수리학 으로 추

할 수 있다는 이다. 한 침투능 산정 시 토양형에 따

른 유효공극률을 고려하며, Lidar 강우자료 등과 같은 격자

기반의 분포형 강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본 모형에서 지표흐름  A층(얕은면 흐름)은 간유출

을 고려한 운동  해석법을 용하 고 B(지표하 흐름)와 

C층(지하수 흐름)은 선형 류법을 용하 다. 강우시 토양

내부로의 침투강도를 계산하기 하여 Mein and Larson

Fig. 1. The concept sketch of K-DRUM structure.

(1971)이 제안한 Green-Ampt식을 이용하 다. 각층에서 유

출해석을 한 지배방정식과 각각의 변수에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Beven,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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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수심(m), : 단 폭당 유량(m2/sec), : 강우

강도(m/sec), : Green-Ampt 식으로 산출한 침투강도(m/sec), 
 : 사면경사각, : Manning의 조도계수, : A층의 투수계

수(m/sec), ,  ,  : A, B, C층의 공극율, ,  , 

 : A, B, C층의 유효토심(m), ,  ,  : A, B, C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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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multi-purpose dam watersheds

Name Area
(km2)

Annual temperature
(°C)

Annual precipitation
(mm)

Annual inflow
(million m3) Located tributary

ChungjuDam 6,648 11.2 1,113.0 5,368.0 Namhan River
HoengseongDam 209 10.3 1,469.5 183.8 Seom River

SoyangDam 2,703 10.0 1,153.0 2,217.4 Soyang River

포화 류가능량(m),  : B층에서 A층으로 복귀하는 유량

강도(m/sec),  : C층에서 B층으로 복귀하는 유량강도

(m/sec),  ,  : B, C층의 류량(m),  ,  : B, C층의 

유입강도(m/sec),  ,  : B, C층의 류량(m),  ,  : B, 

C층의 유입강도(m/sec),  ,  : B, C층의 유출강도(m/sec), 

 ,  : B, C층에서의 횡방향 유출강도(m/sec),  : 

B층에서 종방향 유출강도(m/sec),  ,  : B, C층에서의 

횡방향 투수계수(m/sec),  : B층에서 종방향 투수계수

(m/sec),  : C층의 상류경계로 유입하는 유입유량강도

(m/sec)이다.
강우 발생시 토양 내부로의 침투강도를 계산하기 하여 

Green-Ampt식을 이용하 으며 식은 다음과 같다.

   ln 
  , 

  
    (8)

여기서, : t시간에서의 가침투량(m), : 유효투수계

수(m/sec), : 계산시간 간격(sec), : 습윤선 흡입수두

(m), : 포화 함수비, : 기함수비, : t시간에서의 침

투강도(m/sec)이다.
t시간에서의 가침투량은 비선형식이기 때문에 Newton- 

Rhapson법을 이용하 고, 기조건으로  시간단계에서의 

가침투량을 이용하 다. 하도에서의 유출을 계산하기 

한 지배방정식과 각각의 변수에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Beven,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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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하도의 유하단면 (m2),  : 유량(m3/sec),  : 

횡유입량(m2/sec),  : 하도경사, : 하도의 조도계수,  : 하
도의 법면경사이다.
각각의 격자에 용한 기조건  상류단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 ≤ ≤ ,   , ≤  (10)

여기서, : 유하단면 (m2),  : 하도  사면의 길이(m), 

: 시간 t=0에서의 유하단면 (m2), : 격자의 상류단 

유하단면 (m2)이다.
지표흐름  하도흐름에 한 지배방정식에 기조건  

경계조건을 이용하여 수치해를 얻기 하여 본 모형에서 

사용한 유한차분 근사기법은 각종 수치기법 에서 비교  

안정 으로 계산이 수행되는 Beven (1979)의 차분스킴을 

용하 다. 식 (1)과 식 (9)와 같은 형태의 편미분 방정식

을 시간과 공간 평면상에서 한 차분간격에 하여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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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공간차분간격(m),  : 시간차분간격(sec), 
: 치 와 시간 에서의 유량(m3/sec),  : 시간가 계수, 

: 운동 속도(m/sec)이다.

 식은 미지의 값  
  

에 하여 비선형이기 때문에 

Newton-Rhapson법을 이용하여 반복 수렴계산을 통해 산출

한다.

2.2. 연구 상지 황

본 연구에서는 한강수계 다목  유역에 해 홍수유출

을 모의하 다. 한강수계는 북  36° 30' ~ 38° 55', 동경 

124° 24' ~ 129° 02' 에 걸쳐 한반도의 앙부에 치하며 

유역면  26,219 km2 (임진강 포함 34,473 km2), 유로연장 

481.7 km, 유역평균 폭 54.4 km인 한반도 최 하천으로 

남한 체면 의 26.4%를 차지한다. 유역의 형상은 수지상

(dendritic)과 선형(fan-shape)이 혼합된 복합상 유역의 형상

을 나타내며, 반 으로 기복이 심하고 깊게 침식된 곡

에 의하여 비탈끝이 분리된 지형을 보인다. 겨울철은 한랭

건조하고 여름철은 고온다습한 온 계 풍 기후를 보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1,274 mm이다. 한강수계에는 3개의 다목

(충주, 횡성, 소양강 ), 1개의 홍수조 (평화의 ), 7
개의 발 용 (괴산, 의암, 청평, 도암, 춘천, 화천, 팔당

), 1개의 용수 용 ( 동 )이 운  에 있다. 홍수유출

모형을 용한 다목  유역특성은 Table 1과 같다(한국

회, 2006).
각  유역별 지형지세  하도 등 기본 황은 Fig.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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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in hydrological parameters
Original data Hydrological parameters Remark

DEM
Basin slope ArcGIS

Riverbed slope ArcGIS
Flow direction ArcHydro

Land cover Roughness coefficient of land cover Reclassification as 5 type

Soil map

Efficient soil depth

Green-Ampt infiltration process
Saturated conductivity
Wetting front suction

Effective porosity
Rainfall gauge Sta. Thiessen network ArcGIS

Table 3. Grids specification of each watershed
Watershed Grid size (m) No. of grids Maximum simulation time

ChungjuDam 500 m 26,765 within 3 min
HoengseongDam 100 m 20,738 within 3 min

SoyangDam 500 m 11,099 within 2 min

Fig. 2. Multi-purpose dam watersheds.

2.3. 지형매개변수 구축

유역의 수문학 인 특성은 지형, 토지피복, 토양 등과 같

은 지형자료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본 모형에서 요구되는 

지형매개변수의 종류는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ArcGIS와 ArcHydro를 이용하여 DEM, 토

양도, 토지피복도 등을 이용하여 지형매개변수를 구축하

다. 계산을 한 격자해상도는 모형의 구동시간과 유출결과

의 정확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정성 (2011)은 남강  유

역에 해 K-DRUM 모형의 용성 평가를 통해 격자해상

도 250 m, 500 m, 1000 m의 경우에 해 오차량을 

계산한 결과, 250 m와 500 m는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반

면, 1000 m 격자해상도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무에서의 빠른 의사결정지원을 

해 각 유역별 격자해상도의 임계값을 500 m로 설정하여 

유역별 최  격자크기가 500 m를 넘지 않도록 설정하 다. 

각 유역별 지형매개변수의 해상도는 Table 3과 같다.

2.3.1. 고도 매개변수

각 다목  유역의 30 m DEM을 기 설정한 격자크기로 

재분류(Re-sample)하 다. 재분류된 DEM을 활용하여 경사

도  흐름방향도를 작성하 으며, 흐름방향도 구축 시, 격
자해상도 감소에 따른 흐름방향도의 오류를 보완하기 해 

하천측량 성과물인 벡터타입 하천망과 30 m DEM으로부터 

추출된 래스터 타입 하천망을 첩시켰으며, 구축된 흐름방

향을 고려하여 흐름 도를 구축하 다. Fig. 3은 각 유역

별 DEM을 나타낸다.

2.3.2. 토지피복 매개변수

토지피복은 지표면 조도  불투수층의 분포를 좌우하며 

이에 따른 유역의 수문응답 반응시간과 유출용 의 변화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30 m 해상도

의 토지피복도를 계산격자크기에 맞도록 해상도 조  후, 
각 격자마다 조도계수를 산출하 다. 토지피복분류에 따른 

형 인 조도계수 값은 Vieux (2004)의 연구결과를 참고

하 다(Table 4). Fig. 4는 각 유역별 토지피복 황을 30 m 
해상도로 나타낸다.

2.3.3. 토양 매개변수

토양은 기 함유수분, 토심, 입도분포 등에 따라 강우의 

침투능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된다. 유효토심과 토양형 

등이 포함된 토양주제도는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제공받아 

기설정한 격자 해상도에 맞게 재분류하 으며, 토심  토

양수분의 시간변화량 추정은 Green-Ampt 침투매개변수를 

활용하 다.
Green-Ampt 식은 토양수분에 따른 시간변화량을 물리

으로 설명하기 해 Darcy 법칙의 이론 인 근거로부터 유

도되었으며, 다양한 토양조건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박진 과 허 택, 2008). 재분류된 토양매

개변수는 선행 연구결과(Vieux, 2004)를 참고로 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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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ungjuDam (b) HoegnseongDam (c) SoyangDam

 
Fig. 3. DEM of multi-purpose dam watersheds.

(a) ChungjuDam (b) HoegnseongDam (c) SoyangDam

Fig. 4. Land cover of multi-purpose dam watersheds.

Table 4. Classification of roughness coefficient (Vieux, 2004)
Class Land cover Roughness coefficient

1 Water area 0.030
2 Urbanization 0.015
3 Eroded land 0.035
4 Marsh 0.050
5 Grassland 0.130
6 Forest 0.100
7 Paddy field 0.050
8 Cropland 0.035

Green-Ampt 습윤 선(Wetting front suction), 포화투수계수, 
유효공극율과 같은 침투 매개변수(Table 5)를 산정하 다. 
소양강 유역의 경우 유역 내 경지역이 일부(187.1 km2) 
포함되어 있어 해당 지역은 기본값(토양형 “No data”, 토지

피복 “ 지”, 토양심도 “얕음”)으로 처리하 다.

3. 결과  고찰

3.1. 격자기반 유역 강우량 산출

본 연구에서는 K-DRUM의 요 입력자료인 강우에 하

여 시공간 인 강우분포를 유출량 산출에 용하기 하여 

충주  유역 34개소(백운, 상동, 정선, 평, 청풍, 수주, 단
양, 임계, 월, 춘, 평창, 진부, 방림, 화, 횡계, 사북, 
충주 , 안흥, 제천, 미탄, 하장, 왕산, 연덕, 덕산, 어상천, 
문곡, 양, 운학, 유천, 청옥산, 덕암, 수항, 신립, 하동), 
횡성  유역 3개소( 덕, 춘당, 횡성 ), 소양강  유역 12
개소(서화, 원통, 리, 창 , 인제, 추양, 용 , 군량, 상남, 
신풍, 귀문, 방동)의 측 시강우량 자료를 사용하 다. 유
역의  강우량을 면  강우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크게 

결정론 인(Deterministic) 방법과 공간통계 인(Geostatistical) 
방법으로 구별되며, 결정론 인 방법에는 티센법(Thiessen 
Method), IDW(Inverse Distance Weighting)법 등이 있고, 
공간통계 인 방법에는 Spline 보간, Kriging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문모델링에서 범용 으로 사용되는 Thiessen
법을 사용하여 격자 강우량을 산출하 다. 이를 해 각 

유역별 강우 측소로부터 Thiessen 다각형을 작성하고 기 

설정된 유역별 격자 해상도에 맞게 강우량을 산출･할당하

다. Fig. 5는 각 유역별 강우 측소와 그에 따른 Thiessen 
다각형을 나타낸다.

 강우량을 면  강우량으로 환산할 경우 정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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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Green-Ampt Infiltration parameters (Vieux, 2004)

Value Description Effective
porosity

Wetting front
(cm)

Saturated hydraulic
conductivity (cm)

0 No data 0.361 15.945 0.595
1 Sandy Loam/Sands 0.415 7.980 6.435
2 Clay Loam/Silty Clay Loam 0.371 24.090 0.100
3 Sandy Loam (with gravels) 0.412 11.010 1.090
4 Sandy Loam/Clay 0.399 21.320 0.560
5 Clay Loam/Sandy Loam 0.361 15.945 0.263
6 Silty Clay Loam/Clay 0.409 29.465 0.065
7 Clay Loam/Clay 0.347 26.255 0.065
8 Sandy Loam (with gravels) 0.412 11.010 1.090
9 Silty Clay Loam/Clay 0.409 29.465 0.065

11 Sandy Loam/Silty Clay Loam 0.422 19.155 0.595
12 Silty Sandy Loam/Clay 0.409 29.465 0.065
13 Silty Sandy Loam/Silty Clay 0.428 28.260 0.075
14 Sandy Loam/Clay Loam 0.361 15.945 0.595
15 Clay Loam (with gravels) 0.309 20.880 0.100
16 Clay Loam/Silt 0.393 18.780 0.375
17 Clay Loam 0.309 20.880 0.100
49 Rocky Land 0.010 0.000 0.000

(a) ChungjuDam (b) HoengseongDam (c) SoyangDam
Fig. 5. Thiessen Map of multi-purpose dam watersheds.

Table 6. Thiessen areas of multi-purpose dam watersheds (km2)
Items ChungjuDam HoengseongDam SoyangDam
Min 113.58 (Anheung) 30.82 (Heongseong) 148.11 (Gullyang)
Max 360.06 (Danyang) 96.83 (Bongdeok) 464.61 (Seohwa)

Average 196.93 68.76 231.29

향을 미치는 요소  가장 요한 요소는 측소의 수이므

로(Ly et al., 2010) 본 연구 상지역의 유역별 측 도를 

분석하 다(Table 6). 충주  유역의 경우 강우 측소는 34
개로 가장 많지만 측소 당 평균 지배면 은 196.93 km2

로 횡성  유역보다 약 3배가량 크며, 소양강  유역은 강

우 측소당 지배면 이 231.29 km2로 세 유역  가장 넓

은 지배면 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횡성  유역은 

덕 측소의 지배면 이 유역면 의 약 반에 해당하 다.

3.2.  유역별 유출량 산출

홍수유출량 모의를 한 각 유역별 검토강우사상은 Table 7
과 같다. Case I은 태풍 루사(충주, 소양강 )와 태풍 에

니아(횡성 )로 각각 2002년 8월 30일부터 9월 3일, 2006
년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향을 미쳤다. 총 강우량

은 충주  150.2 mm, 소양강  150.9 mm, 횡성 은 885.1 
mm를 기록했다. Case II는 태풍 매미(충주, 소양강 )와 

류성 강우(횡성 )를 상으로 모의하 으며, 기간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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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imulated events & water level station of multi-purpose dam watersheds

Watershed Water level Sta.
Events

CASE I CASE II CASE III

ChugnjuDam 8

Typhoon Rusa Typhoon Maemi Typhoon Meranti
Rainfall

(mm)
Rain Int.
(mm/hr)

Rainfall
(mm)

Rain Int.
(mm/hr)

Rainfall
(mm)

Rain Int.
(mm/hr)

150.2 3.27 107.6 2.91 151.2 2.02

SoyangDam 6

Typhoon Rusa Typhoon Maemi Typhoon Meranti
Rainfall

(mm)
Rain Int.
(mm/hr)

Rainfall
(mm)

Rain Int.
(mm/hr)

Rainfall
(mm)

Rain Int.
(mm/hr)

150.9 3.28 86.0 2.32 231.7 3.05

HoengseongDam 1

Typhoon Ewiniar Seasonal Typhoon Meranti
Rainfall

(mm)
Rain Int.
(mm/hr)

Rainfall
(mm)

Rain Int.
(mm/hr)

Rainfall
(mm)

Rain Int.
(mm/hr)

885.1 5.18 168.2 3.58 184.8 3.93

(a) Case I

(b) Case II

(c) Case III
Fig. 6. Flood runoff analysis at ChungjuDam.

(a) Case I

(b) Case II

(c) Case III
Fig. 7. Flood runoff analysis at Hoengseong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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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I

(b) Case II

(c) Case III
Fig. 8. Flood runoff analysis at SoyangDam.

2003년 9월 11일부터 9월 15일, 2010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이며, 총 강우량은 충주  107.6 mm, 소양강  

86.0 mm, 횡성  168.2 mm를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Case 
III은 세 유역 모두 태풍 므란티를 상으로 모의하 으며, 
기간은 2010년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이며, 총 강우량

은 각각 충주  151.2 mm, 소양강  231.7 mm, 횡성  

184.8 mm를 기록했다. 태풍 므란티의 경우, 이  태풍에 

비해 지역 인 편차가 컸으며 강우량은 소양강  유역이 

가장 많았으나 강우강도는 횡성  유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횡성  유역의 과거 태풍 사상을 선정하지 않은 

것은 2010년 이  계측자료의 신뢰도가 낮아 2010년 이후

의 강우사상에 해서 홍수유출량을 산정하 다. 산정된 유

출량의 재 성 평가 결과, 유역별로 10% 내외의 오차가 발

생하 으나, 반 인 유출정확도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본 모형에서 사용한 수문매개변수가 GIS 기반 자료이

기 때문에 비교  정확하다고 가정한다면, 실측값과의 오차

발생 원인은 토양 형태별 침투  조도계수의 용과정과 

강우량 측  면  강우량 환산과정 등에서 발생한 오차

가 주요한 것으로 단된다.
충주  유역 8개, 소양강  유역 6개, 횡성  유역 1개의 

수 측소를 운 하고 있으며, 이  가장 신뢰성이 높은 

최종 유출지 (충주, 횡성, 소양강 )에 하여 수문곡선을 

실측치와 비교하 으며, 수문곡선 결과는 Fig. 6~8에 나타

내었다.
충주  유역의 계산값은 측값과 비교하여 반 으로 

유사한 유출패턴을 나타내고 있으나, Case II의 경우 계산 

첨두유량이 측값에 비하여 다소 게 산출되었고, Case 
III에서는 다소 크게 산출되었다. 
횡성  유역의 경우, 비교  소한 유역으로 계산값은 

우수한 재 성을 보인다. 특히 Case II와 같이 독특한 형태

의 첨두 발생 후 유출량이 감소하는 형태를 매우 근사(slightly 
different)하게 재 하고 있다. 그러나 Case I의 경우 후반 

첨두유량이 측값에 비해 다소 게 산출되었고 계산값의 

첨두발생 시간이 2시간 빠르게 재 되었다.
소양강  유역은 경지역의 지형매개변수가 일부 오류

가 있음에도 비교  양호한 재 성을 보인다. Case I의 계

산 첨두유량과 Case III의 계산 첨두유량이 측값에 비해 

다소 게 산출되었으며, 특히 Case I과 Case III의 계산 

첨두유량 발생시간이 측값에 비해 계산값이 각각 1시간, 
2시간 늦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술한 바와 같이 일부 

지형매개변수의 락과 경지역 강우 측의 부정확성  

유역 강우량으로 환산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오차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3.3. 유출 반응계수 보정  합성 평가

매개변수의 보정 차는 유출량의 총량  첨두유량과 

련해서는 지하층(B층)의 토심계수를 이용하여 보정하 고, 
첨두유량의 발생시간과 첨두유량은 하천 조도계수를 시행

착오법에 의해 조정하여 모의 수문곡선을 보정하 다. 토심 

계수는 지하층의 두께를 결정하는 매개변수로 지형 매개변

수의 유효토심의 배율을 의미하며, 하천 조도계수는 하천의 

유수흐름에 한 항의 의미로 Manning의 값을 용하

다. 충주 은 토심계수 3.0, 조도계수 0.05를 용하 고 소

양강 은 토심계수 2.5, 조도계수 0.09를, 횡성 은 토심계

수 5.5, 조도계수 0.045를 용하 다. 용된 토심계수  

횡성  유역 다른 유역에 비해 다소 높게 산출되었는데 이

는 횡성  유역의 기 류, 증발산  지하 침투량이 다

른 유역에 비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모형의 계산간격은 20분으로 설정하 고 출력은 1시간 

간격으로 자동 생성시키는 상태에서 각 유역별 모의시간은 

3분 이내로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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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ungjuDam (b) HoengseongDam (c) SoyangDam

Fig. 9. Simulated runoff versus observed runoff for three cases.

강우유출해석의 결과로부터 모형의 합성을 평가하기 

하여 모의정확도 지수(EFF; Nash and Sutcliffe, 1970)와 

NRMSE (Normalized Root Mean Squared Error), 측값과 

계산값의 결정계수()를 산정하 으며, 첨두유량의 오차 

백분율(QER)을 산정하 다. 각각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12)

   
   (13)

 





 
 (14)

여기서,   : 측유량(m3/ ),  : 계산유량(m3/ ), 

  : 측첨두유량(m3/ ),  : 계산첨두유량(m3/ ), 

  : 측최 유량(m3/ )이다.

Table 8은 각 유역별 3개의 강우사상에 하여 , EFF, 

NRMSE, QER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산출결과, 소

Table 8. Validation results
Watershed Case  EFF NRMSE QER (%)

ChungjuDam

I 0.96 0.94 0.06 0.10
II 0.93 0.88 0.07 14.08
III 0.96 0.91 0.07 10.77

Avg. - 0.91 0.07 8.32

HeongseongDam

I 0.95 0.90 0.07 13.10
II 0.93 0.88 0.07 0.58
III 0.94 0.90 0.06 3.77

Avg. - 0.89 0.07 5.82

SoyangDam

I 0.93 0.92 0.06 18.72
II 0.91 0.87 0.06 4.71
III 0.84 0.79 0.13 2.06

Avg. - 0.86 0.08 8.50

양강  유역의 Case III을 제외한  유역에서 0.9이상의 

높은 재 성을 나타냈으며, QER은 9%이하로 첨두유량의 

크기를 비교  정확하게 재 하 다. EFF 역시 소양강  

유역을 제외하고 모두 0.9이상의 값을 나타내었고 NRMSE
는 0.07이하로 산출되었다. 소양강  유역의 경우, 일부 수

문매개변수의 락과 강우 측의 낮은 신뢰도에도 불구하

고 체 유출량  첨두유량의 정확성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9는 각 유역별 측값과 계산값의 상 계

를 나타낸다.
분포형 모형의 유출량에 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므

로 특정 요소를 한정지어 오차 발생원인을 설명하기는 어

려우나, 강우 측소당 지배면 이 작은 유역(횡성 )이 

NRMSE, QER가 가장 낮았으며, 반 로 지배면 이 큰 경

우(소양강 ), NRMSE, QER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FF를 통해 본 유출량의 재 성은 충주  유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충주  유역의 경우 

Case III을 제외한 강우사상이 단일호우사상인데 반해, 횡
성  유역은 다 첨두가 발생하는 다 호우사상이기 때문

에 재 성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격자기반의 분포형 강우유출모형을 이용

하여 한강수계 다목 (충주, 횡성, 소양강 ) 유역에 해 

홍수유출모의를 실시하 으며 측 수문곡선과 비교를 통

해 모형의 용성을 검토하 다. 한강수계 다목  유역은 

규모, 규모, 소규모 유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다양한 

강우량의 공간분포형태를 가져 모형의 용성을 평가하기

에 하 다. 용성 평가결과, 유역의 크기에 계없이 

계산값은 높은 수 의 재 성을 나타냈으며, 일부 지형매개

변수가 락되어 기본값으로 처리한 경우(소양강 )에도 양

호한 재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어 실무에서 충분한 

용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출량의 재

성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향을 받지만, 강우 측소의 지

배면 이 주요한 원인으로 단되며, Radar 강우와 같은 

정 도 높은 격자 강우량을 활용한다면 더욱 우수한 재

성을 가질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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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격자기반 분포형 모형을 활용함으로써 신뢰성 높은 

유출량 산정이 가능하게 되어 유역 수질 리를 한 다양

한 분석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이를 해 유

역의 강우량 산정을 한 보간기법을 개선하여 보다 정

한 강우량 산출  유출량 신뢰성 향상이 필요하다. 한 

다양한 격자 해상도에 따른 유출 민감도와 정확도를 검토

하여, 유역특성에 따른 최 의 격자해상도를 결정할 수 있

는 알고리즘 개발이 추가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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