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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운영을 위한 한국 하천 유출 모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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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inflow runoff model to reservoir operation in Korea, DAWAST model and 
TPHM model which are conceptual lumped daily runoff model and were developed in Korea, were selected and applied 
to simulate inflows to Daecheong multipurpose dam with watershed area of 4,134 km2, and water storages in Geryong 
reservoir with watershed area of 15.1 km2 and total water storage of 3.4 M m3. Evaluating inflows on an yearly, monthly, 
ten-day, and daily basis, inflows by DAWAST model showed balanced scatters around equal value line. But inflow by 
TPHM model showed high in high flows. Annual mean water balance by DAWAST model was rainfall of 1,159.9 mm, 
evapotranspiration of 622.1 mm, and inflow of 644.6 mm, from which rainfall was 104.8 mm less than sum of 
evapotranspiration and inflow, and showed unbalanced result. Water balance by TPHM model showed satisfactory result. 
Reservoir water storages were shown to simulate on a considerable level from applying DAWAST and TPHM models 
to simulate inflows to Geryong reservoir. But it was concluded to be needed to improve DAWAST and TPHM model 
together from imbalance of water balance and low estimation in high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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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문, 물수지 분석은 저수지 계

획을 위한 것이었고, 운영을 위한 것은 없었다 해도 지나치

지 않다. 즉 저수지 운영은 현장 물 관리자의 경험에 의해 

수행하였다. 최근 둑 높이기 사업으로 저수지로부터 관개

용수와 하천유지용수를 동시에 공급해야 하며(MLTM, 

2009), 합리적 운영 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는 저수지 유입량, 관개용수와 하천유지용수의 필요수량에 

대한 정도 높은 자료가 필요하다.

이 중 유입량 자료가 가장 중요하지만, 특히 저수지의 

자료는 저수율 자료만 현장 관리자의 목측에 의해 관리되

어 왔기 때문에 유입량에 의한 자료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방류량 자료가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저수지

의 물수지에 의해 유입량을 산정할 수 있는 여지도 없다. 

과학적 저수지 운영을 위해서는 정도 높은 유입량의 생산

이 필수이며, 한국 실정에 적합한 유출 모형을 검토하여 

실용성을 평가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

강우-유출 모형은 수도 없이 많으며, 새로운 모형이 계

속 개발되고 있다. 개념적 유출 모형을 중심으로 모형의 

개발, 매개변수 결정, 지역화 등에 대해 최근의 몇 가지 해외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oretti와 Montanari 

(2007)은 격자기반의 분포형 강우유출 모형을 웹에 발표하

였다(http://www.costruzioni-idrauliche.ing.unibo.it/ 

people/alberto/affdef.html). Kuchment 등(2000)은 영

구동토 지역의 융설과 유출 모의를 위한 물리적 분포형 모

형을 개발하여 유역면적 99,400 km
2
인 캐나다의 Kolyma 

강 상류유역에 적용해 왔다. Das 등(2008)은 개념적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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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인 HBV 모형을 집중형, 반집중형, 반분포형 구조로 

수정하여 중부 유럽의 중규모 유역에 적용한 결과, 반집중

형, 반분포형 모형이 집중형, 분포형 모형보다 우수하다고 

하였다. Seibert(1999)는 HBV 모형을 NOPEX 지역의 7~ 

950 km
2
의 11개 유역에 적용하여 모형의 매개변수를 유역

특성과 연계시킨 결과 13개 중에서 6개가 유의하다고 하였

다. Chen과 Adams(2006)는 인공신경망과 개념 모형을 통

합한 강우-유출 모형을 제안하였으며, 소유역별로 유출 모

의, 물수지를 고려하여 유역 특성의 공간변화를 준 분포형 

모형으로 표현하였다. Liden과 Harlin(2000)은 HBV-96 

모형을 유럽, 아프리카, 남미의 4개 유역에 적용하여 물수

지 성분의 크기가 모형 성능에 많은 영향을 주며, 총 유출량

을 모의하는 매개변수 조합은 다양할 수 있다고 하였다. 

Hundecha와 Bárdossy(2004)는 Rhine 강의 95개 유역에 

개념적 강우-유출 모형을 적용하여 토지이용변화가 유출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도시화는 여름 호우의 낮은 

첨두 유출의 증가를 가져오나 겨울 융설의 높은 첨두 유출

의 증가는 적었으며, 무성한 산림으로부터 첨두 유출과 총 

유출량이 상당히 감소한다고 하였다. Gómez 등(2001)은 

미국 미주리 주의 휴경지의 40개 강우사상에 대해 평균유

출량과 변이계수의 관계를 분석하여 유출량의 변화의 50%

는 토양의 수리전도도의 공간변이, 지표저류, 표토 토심이 

나머지 50%는 강우 및 유출 자료의 오차로부터 발생한다고 

하였다. Perrin 등(2001)은 모형의 매개변수 수와 모형 성

능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19개의 집중형 일 유출 모형을 

429개 유역(대부분 프랑스, 일부 미국, 호주, 브라질)에 적

용하여 복잡한 모형이 단순한 모형보다 보정에서는 우수하

였으나 검정에서는 우수하지 않았으며, 원인은 복잡한 모

형이 갖는 부족한 안정성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매개변수

의 과다, 매개변수의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Refsgaard 등(2006)은 모형의 구조의 적합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자료 범위를 벗어난 자료에 대해 외삽에 의한 

불확실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Nandakumar와 Mein(1997)은 수문기상자료의 오차로 인

한 강우-유출 모형의 불확실성과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수

문반응을 분석하였다. Monash 모형을 호주 빅토리아주의 

5개 시험유역에 적용하였으며, 강우오차가 유량에 가장 크

게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에 증발계 계수와 모형 매개변

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Post 등(1998)은 

IHACRES 모형을 이용하여 연간 물수지가 미계측 유역의 

일 유출 모의의 정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Özelkan과 

Duckstein(2001)은 개념적 강우-유출 모형의 요소를 불확

실한 것으로 보고 퍼지(fuzzy)로 처리하여, 퍼지 룰로 운영 

모드를 구성하고, 퍼지 회귀식으로 매개변수를 결정하였

다. Anctil 등(2004)은 인공신경망 모형의 다층 인지체

(MLP, multiple-layer perceptron)의 성능에 대한 관측 

유출 자료의 기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9년의 자료는 

모형의 성능을 개선시키지만 개념 모형의 경우는 개선시키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Xu(2002)는 국부 탐색자

(local optimizer)와 타당영역 탐색자(feasible point 

finder)를 갖는 혼합 전역최적화법을 제시하였다. Huang

과 Ye(2011)은 원 안에 같은 크기의 원을 최대한 많이 채우

는데 여러 전역최적화법을 검토한 결과 준물리(quasi- 

physical) 전역최적화법으로 고전에 알려진 것보다 63개 

더 채울 수 있다고 하였다. Barakat와 Altoubat(2009)는 

철근콘크리트 물탱크의 재료 비용 절감을 위해 최적화 기

법으로 복합혼합전개법(SCE, Shuffled Complex Evolution), 

모의 단련법(SA, Simulated Annealing), 유전자 알고리

즘법(GA, Genetic Algorithm)을 비교한 결과 SCE법이 우

수하고 안전하다고 하였다. Cooper 등(2007)은 매개변수

를 수문 과정에 적합하게 제한하여 SCE법에 의해 매개변수

의 유의성을 개선하였다. Clarke(2008)는 유출 모형의 모

의 성능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하다 지적하고, 유역

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모의할 수 있는, 모든 유역에서 모든 

모형을 검증할 필요가 없는 모의 성능의 평가 방법을 제시

하였다. Young(2006)은 영국의 260개 유역의 유출 모형의 

지역화 방법으로 모형의 매개변수와 유역 특성과의 관계로

부터 매개변수를 결정하는 방법과 가장 가까운 유역의 매

개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Lee 등(2005)은 개

념적 강우-유출 모형의 적정 구조와 유역 형태를 연계하기 

위해 12개 모형 구조를 28개의 영국 유역에 적용하였으며, 

지역화를 위한 모형 구조 선정에는 검보정 성능, 고저유량 

모의 가능성, 매개변수 수를 고려해야 하며, 2개 수평 선형 

저수지의 수정 Penman 모형, 2개 수평 선형 저수지의 확

률 토양수분 분포 모형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Post와 

Jakeman(1999)는 호주 빅토리아 주의 Maroondah의 16개 

소유역(1 km
2
 이하)에 매개변수 6개인 IHACRES (Jakeman 

등, 1990)을 적용하여 매개변수를 결정하고, 매개변수와 

유역특성의 관계식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수자원 계획에 적용한 유출 모형은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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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area.

모형과 DAWAST 모형이 있다. 탱크모형은 수자원 장기 종

합계획(MOCT와 KOWACO, 2006)과 저수지 및 담수호 관

리 계획(MAF와 KRC, 1998)에 적용되었으나 평갈수기 유

량이 높게 추정되었고, DAWAST 모형은 여러 하천정비기

본계획(POC, 2008)에 적용되었으나 다소 낮게 추정돼, 회

귀수를 반영하여 유출량을 높이기도 하였다(Noh, 2003).

탱크모형은 일본에서 개발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 적용돼 

왔으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모형은 DAWAST 모형(Noh, 

1991)이 최초이며, TPHM 모형(Kim, 2002)이 두 번째이

다. 날마나 7일 정도의 유입량을 예측하는 저수지 운영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매개변수의 수가 적은 것이 유리하

다. 매개변수의 수는 탱크 모형이 적어도 10개 이상, 

DAWAST 모형이 5개, TPHM 모형이 2개로 되어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DAWAST 모형과 TPHM 모형을 비교 

검토하여 저수지 운영의 적용성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여

기서 모형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으나, 또 다른 주제

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나타난 현상 만 해석하는 것으로 

하였다.

II. 연구자료 및 방법

1. 연구자료

가. 대상유역

유입량 자료의 신뢰도가 높은 대청댐 유역과, 같은 수계

에 위치하고 2011년 6월에 둑 높이기 사업을 준공한 공주에 

위치한 계룡저수지 유역을 대상으로 유출 모형을 보정, 검

정하고, 저수지 운영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대청댐은 

1981년에 준공되었고, 총저수량은 1,490백만 m
3
에 이르

고, 2002년 상류에 유역면적 930 km
2
, 총저수량 890백만 

m
3
의 용담댐이 준공되었다. 계룡저수지는 1964년에 준공

되었고, 총저수량 341.3만 m
3
, 수혜면적 450.2 ha, 인가면

적 582.5 ha에 이른다.

대청댐의 유역면적은 4,134 km
2
로 논이 13.1%, 밭이 

7.0%, 산림이 74.7%를 차지하며, 계룡저수지의 유역면적

은 15.74 km
2
 논이 22%, 산림이 71%를 차지한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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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문기상 자료

대청댐 유입량 자료는 용담댐이 건설되기 이전인 1981년

부터 2001년까지 사용하고, 기상자료는 대전 기상청의 자

료를 사용하고, 계룡저수지의 저수율 자료(http://rims.ekr. 

or.kr)는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사용하며 이로부터 저수

량을 계산하였다.

2. 연구방법

가. DAWAST 모형

DAWAST 모형은 우리 고유의 기상, 지상자료를 이용하

여 개발한 개념적 집중형 일 유출 모형이며, 토양층을 불포

화층과 포화층으로 구분하여 유역토양 물수지에 의해 토양

수분저류능을 일별로 나타내, 일 강우, 증발자료를 입력하

여 불포화층의 높이(UMAX), 포화층의 높이(LMAX), 포장

용수량 높이(FC), 심층투수계수(CP), 유역증발산계수(CE) 

등 5개 매개변수를 조정하여 일 유출을 모의한다(Noh, 

1991). 또한 유역 용수의 회귀수를 반영하기 위해 용수수요

를 고려한 DAWAST 모형(Noh, 2003)으로 모의 결과를 개

선한 바 있다. 여기서는 논 용수량을 일별로 추정(Noh, 

2004)하여 35%를 회귀수로 반영하고(MOCT와 KOWACO, 

2006), 생공용수의 회귀수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총 유출량은 식(1)과 같이 직접 유출량과 기저 유출량을 

합한 것으로 구성하며, 직접 유출량은 식(2)의 SCS 공식에 

의해, 기저 유출량은 식(3)과 같이 불포화층과 포화층으로

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다.

잠재 저류능을 식(4)와 같이 정의한 것이 모형의 핵심이

며, 일별 유역 물수지에 의해 보다 정확한 연속 유출모의를 

가능하게 하였다. 불포화층의 토양 수분은 식(5)와 같이 강

우에 의한 침투로 증가되고, 유역 증발산과 심층 침투에 

의해 감소된다. 침투량은 강우량이 초기손실량보다 적으면 

식(6)과 같이 강우량으로, 많으면 식(7)과 같이 강우량과 

직접유출량의 차로 된다. 유역증발산량은 식(8)과 같이 토

양수분의 상태에 따라 잠재 증발량의 곱으로 표현되고, 잠

재 증발량은 식(9)와 같이 계기증발량의 일부로 보았다. 심

층침투는 식(10)과 같이 강우시 불포화층의 토양 수분 상태

가 포장용수량보다 크면 중력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하

였고, 무강우시는  식(11)과 같이 영(0)으로 처리하였다. 포

화층의 토양 수분량은 식(12)와 같이 강우시에는 심층 침투

에 의해 증가하며 포화층의 기저 유출에 의해 감소하고, 

무강우시에는 식(13)과 같이 포화층의 기저 유출에 의해 감

소한다. 불포화층의 기저유출량은 식(14)와 같이 감수곡선

계수 에 따라 감소하고, 포화층의 기저 유출량은 식(16)

과 같이 감수곡선 계수 에 따라 감소한다. 

  (1)

  (2)

  (3)

     (4)

     (5)

   i f  ≤    (6)

    i f  ≻    (7)

  × 
 ×   (8)

  × (9)

 × ×


, 

if Pi ＞0 and ＞FC                        (10)

=0, if Pi = 0 or  ≤             (11)

   , if Pi ＞ 0         (12)
  , if Pi = 0                 (13)

  ×  , 

if                                    (14)

   if  ≤                        (15)

  × (16)

여기서, Q는 일 유출량(mm), QD는 직접 유출량(mm), 

P는 일 강우량, S는 잠재저류능, QB는 기저유출량(mm), 

QBU는 불포화층의 기저 유출량(mm), QBS는 포화층의 기

저 유출량(mm), UMAX는 불포화층의 최대 토양수분량

(mm), WSU는 불포화층의 토양수분량(mm), I는 침투량

(mm), ET는 유역 증발산량(mm), PERC는 심층 침투량

(mm), Eo는 잠재 증발량(mm), EP는 계기 증발량(mm), 

C는 증발접시 계수(0.70), CE는 유역 증발산 계수, F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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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DAWAST model.

Fig. 3. Schematic diagram of TPHM model.

포장 용수량(mm), CP는 심층 투수 계수, 는 포화층의 

기저 유출량(mm), 는 포화층의 토양 수분량(mm), 

는 불포화층의 기저 유출량(mm), LMAX는 포화층의 최대 

수분량(mm), 은 불포화층의 감수 곡선 계수(0＜＜1), 

는 포화층의 감수곡선 계수(0＜＜1)이다.

나. TPHM 모형

TPHM(Two-Parametric Hyperbolic Model) 모형은 집

중형 모형(Kim, 2001)으로 유역저류량과 유출량의 관계를 

쌍곡선 탄젠트 함수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유역 물수지에 

기반을 둔 비선형 수문모형이다. 물수지식은 식(17)과 같이 

유역 저류량, 강우량, 유출량 및 증발산량으로 구성된다. 

유출량 및 증발산량의 모의 과정에서 유역저류량을 식(18)

과 같이 처리하였다. 유출량은 식(19)와 같이 유역 저류량

의 쌍곡선 탄젠트 함수로 표현하며, max와 는 모형의 매

개변수로서, max는 유역 최대 저류량이다. 증발산량은 식

(20)과 같으며, 매개변수 SM은 연구 결과 max의 1/10 정

도라고 하였다.

       (17)

   (18)

  tanhmax · (19)

  tanh · (20)

여기서, S는 유역 저류량, P는 강우량, Q는 유출량이며, 

ET는 증발산량, ETP는 잠재증발산량 혹은 계기증발량이

고, 첨자 t는 t일, t-1은 t-1일의 값을 나타낸다.

다. DAWAST 모형과 TPHM 모형의 모의결과 비교

DAWAST 모형의 매개변수는 5개로 제약조건 없는 Simplex 

방법(Mathews, 1992)에 의해 결정하고, TPHM 모형의 매

개변수는 2개로 전역 최적화 기법인 SCE법(Duan 등, 

1994)에 의해 결정하였다.

매개변수 방법을 동일한 방법에 의하는 것이 보다 객관

적인 비교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각 모형의 문헌에서 

제시한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매개변수 

조합은 목적함수 선택, 결정방법에 따라 수없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DAWAST 모형의 매개변수는 UMAX 315 mm, LMAX 

20 mm, FC 130 mm, CP 0.018, CE 0.007 등으로 제시하

였고(Noh 등, 2010), TPHM 모형의 매개변수는 Smax 906 

mm, α 1.44로 제시하였다(Kim, 2001).

제시한 매개변수를 각각 적용하여 모의한 유입량을 이용

하여 작성한 수문 곡선과 등가선에서 관측, 모의 유입량을 

일별, 순별, 월별, 연별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모의 결과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라. 유출 모형의 저수지 운영 적용 비교

유입량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청댐에서 결정한 매개변수

를 적용하여 계룡 저수지의 유입량을 모의하고, 수혜면적

의 관개용수를 일별로 산정한다. 다음에 저수량을 식(21)에 

의해 일별로 모의하여 저수율로부터 계산한 관측 저수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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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observed and simulated daily inflows by 
DAWAST model at Daecheong dam.

Fig. 5. Comparison of observed and simulated daily inflows by 
TPHM model at Daecheong dam.

비교하고, 등가선에서 관측-모의 저수량의 분포를 통해 유

입량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하였다. 여기서, 방류량

은 식(26)에 의한 관개용수량 만큼 방류되는 것으로 하였으

며, 오차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1)

    i f  ≻  (22)

여기서 SW는 저수량, QI는 유입량, SQ는 방류량, EW는 

저수면 증발량, OV는 월류량, SF는 만수위 저수량, H는 

저수위, FWL은 만수위이고, 방류량은 관개용수만 방류하

는 것으로 처리한다.

논에서 벼가 필요로 하는 수량은 식(23)과 같이 증발산

량(ET)과 침투량(I)를 더한 감수심에서 유효유량(Re)를 뺀 

값이다. 증발산량은 식(24)의 잠재증발산량(ETo)에 작물

계수를 곱해 구하며, 잠재증발산량은 태양복사량(Rn, mm/ 

day)과 풍속함수(f)와 포화증기압과 실제증기압의 차이

(ea-ed)의 온도가중값(W)과 기상조건 조정값(C)에 의해 

산정하는 수정 Penman 법에 의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 증발산량을 추정하는 표준 방법이다.

논의 담수심(D)은 식(25)와 같이 유효유량(Re)과 관개수

량(Req)에 의해 증가하고 소비수량(U)에 의해 감소한다. 

이로부터 저수지로부터 공급되는 관개수량은 식(26)과 같

이 수심으로 계산되며, 여기에 수혜면적을 곱하면 수량으

로 된다(Noh, 2004). 

Req(t) = ET(t) + I(t) - Re(t)                     (23)

ETo = C [W·Rn+(1–W) · f(u) · (ea–ed)]            (24)
D(t) = D(t-1) + Re(t) + Req(t) - U(t)            (25)

Req(t) = D(t) - D(t-1) - Re(t) + U(t)            (26)

III. 결과 및 고찰

가. DAWAST 모형의 모의결과

DAWAST 모형의 매개변수 UMAX 315 mm, LMAX 20 

mm, FC 130 mm, CP 0.018, CE 0.007 등을 적용하여, 

1981년부터 2001년까지 대청댐의 유입량을 일별로 모의한 

결과는 Fig. 4와 같으며, 연평균하여 강우량 1,159.9 mm, 

증발산량 622.1 mm, 유입량 644.6 mm로 나타났고, 연 유

출률 55.6%로 관측값 644.9 mm, 55.6%와 정확하게 일치

하였다. 

유역 물수지를 장기적으로 볼 때, 강우량은 증발산량과 

유출량의 합과 거의 같게 나타난다. 그러나 증발산량과 유

입량의 합이 1,266.7 mm로 나타나 강우량 보다 무려 104.8 

mm나 많게 나타나 모형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성분별로는 직접 유출 349.5 mm, 불포화층 기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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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observed and simulated yearly inflows by 
DAWAST model through equal value line at Daecheong dam.

Fig. 7. Comparison of observed and simulated yearly inflows 
by TPHM model through equal value line at Daecheong dam.

출 34.8 mm, 포화층 기저유출 201.7 mm로 나타나, 직접 

유출은 59.6%, 불포화층 기저유출은 5.9%, 포화층 기저유

출은 34.4%로 나타났다. 또한 관개용수의 회귀수는 54.9 

mm로 나타나 총 640.9 mm의 8.5%에 이르렀다. 불포화층

의 기저유출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 불포화층과 포화층으로 

구분하는 의미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일별 자료를 비교하면 NS 모형 효율(Nash와 Sutcliffe, 

1970)이 0.817로 비교적 양호하였다.

나. TPHM 모형의 모의결과

TPHM 모형의 매개변수는 SCE법으로 Smax는 906, α는 

1.44로 나타났다(Kim, 2002). 이 매개변수로 1981년부터 

2001년까지 일별로 모의한 결과는 Fig. 5와 같으며, 연평균

하여 강우량 1,159.9 mm, 증발산량 522.5 mm, 유입량 

640.4 mm로 나타났고, 연 유출률 55.2%로 관측값 644.9 

mm, 55.6%와 거의 일치하였다. 유역 물수지로도 거의 일

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의 결과가 우수하였다. 그러나 일

별 자료를 비교하면 NS 모형 효율(Nash와 Sutcliffe, 

1970)이 2.770으로 높게 나타나 DAWAST 모형(Fig. 4)에 

비해 일별 편차가 높았다.

다. DAWAST 모형과 TPHM 모형의 모의결과 비교

년, 월, 10일, 일별 관측, 모의 유출량의 등가선으로 모

의 결과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하였다. 연별 등가선

은 Fig. 6, Fig. 7과 같으며, DAWAST 모형에 의한 유량은 

45도선에 고르게 분포되었으나 TPHM 모형의 결과는 저유

량은 모의값이 많게 고유량은 관측값이 많게 나타났다. 월

별 등가선은 Fig. 8, Fig. 9와 같으며, DAWAST 모형과 

TPHM 모형에 의한 유량 모두 45도선에 고르게 분포되어 

나타났다. 10일 간격의 등가선은 Fig. 10, Fig. 11과 같으

며, DAWAST 모형에 의한 결과가 TPHM 모형의 결과보다 

45도에 밀접하게 분포되었고, TPHM 모형에 의한 결과가 

고유량에서 낮게 추정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일별 등가선

은 Fig. 12, Fig. 13과 같으며, DAWAST 모형에 의한 결과

는 45도선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되었으나 분산이 넓게 

나타났고, TPHM 모형에 의한 결과는 분산은 다소 작게 나

타났으나 고유량 부분에서 모의 유량이 작게 나타났다. 일

별 비교에서 분산이 크게 나타난 것은 갈수기 유량이 실제

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나, 모형의 물수지로부터 지속적

으로 감소돼 나타나기 때문에 관측과 모의 유량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형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

기도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Table 1과 같으며, 관측-모의 유출량

의 1차 방정식의 절편과 기울기를 비교하면, 연별, 순별, 

일별은 DAWAST 모형이, 월별은 TPHM 모형이 양호한 결

과를 나타냈고, R
2
과 RMSE로 비교하면 연별, 월별은 

TPHM 모형이, 순별, 일별은 DAWAST 모형이 양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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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observed and simulated monthly inflows 
by DAWAST model through equal value line at Daecheong dam.

Fig. 9. Comparison of observed and simulated monthly inflows 
by TPHM model through equal value line at Daecheong dam.

Fig. 10. Comparison of observed and simulated ten-day inflows 
by DAWAST model through equal value line at Daecheong dam.

Fig. 11. Comparison of observed and simulated ten-day inflows 
by TPHM model through equal value line at Daecheong dam.

Table 1. Comparison of inflows by DAWAST and TPHM model on an yearly, monthly, ten-day, daily basis through equation, R2

and RMSE.

Equation (Qo = a + bQs) R2 RMSE
DAWAST TPHM DAWAST TPHM DAWAST TPHM

Yearly 44.49, 0.936 -106.73, 1.173 0.939 0.967 0.80 0.73
Monthly 3.06, 0.948 -0.21, 1.010 0.939 0.956 0.76 0.63
Ten-day -0.12, 1.013 -1.23, 1.075 0.937 0.928 8.55 9.27

Daily 0.12, 0.939 -0.38, 1.224 0.821 0.760 2.05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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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parison of observed and simulated daily inflows by 
DAWAST model through equal value line at Daecheong dam.

Fig. 13. Comparison of observed and simulated daily inflows by 
TPHM model through equal value line at Daecheong dam.

Fig. 15. Comparison of equal value line on daily water storages 
of Geryong reservoir using inflows by DAWAST model.

Fig. 14. Comparison of observed and simulated daily water 
storages of Geryong reservoir using inflows by DAWAST model.

를 나타냈다.

라. 유출 모형의 저수지 운영 적용 비교

유효저수량 341만 m
3
, 만수위 EL. 59.00 m, 사수위 EL. 

47.00 m, 유역면적 15.7 km
2
인 계룡 저수지에 대해 1991년

부터 2010년까지 용수공급능력을 분석한 결과 수혜면적이 

490 ha이었을 때 저수량 변화의 이수안전도가 적합하였다. 

DAWAST 모형에 의해 모의한 유입량을 적용할 때 저수

량 변화를 일별로 모의하여 관측 저수량과 비교한 결과는 

Fig. 14와 같으며, 저수지 물수지는 연평균하여 강수량은 

2,031만 m
3
, 유입량은 1,167만 m

3
, 유출률은 57.4 %, 저수

면 증발량은 43백만 m
3
, 관개용수 공급량은 533만 m

3
, 월

류량은 603만 m
3
, 평균저수량은 289만 m

3
로, 저수율은 

84.6 %였다. 이 때 관측, 모의 저수량을 등가선으로 비교한 

결과는 Fig. 15와 같으며, 결정계수 R
2
는 0.548로 다소 낮

게 나타났으나 등가선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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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water storages using inflows by DAWAST and TPHM model through equation and R2 at Geryong reservoir.

Item
Equation (Ss = a + bOs) R2

DAWAST TPHM DAWAST TPHM
Daily -32621, 1.035 -312703, 1.125 0.548 0.620

Fig. 16. Comparison of observed and simulated daily water 
storages of Geryong reservoir using inflows by TPHM model.

Fig. 17. Comparison of equal value line on daily water storages 
of Geryong reservoir using inflows by TPHM model.

TPHM 모형에 의한 결과는 Fig. 16과 같으며, 저수지 물

수지는 연평균하여 강수량은 2,031만 m
3
, 유입량은 1,215

만 m
3
, 유출률은 59.8 %, 저수면 증발량은 42백만 m

3
, 관

개용수 공급량은 533만 m
3
, 월류량은 661만 m

3
, 평균저수

량은 286만 m
3
로, 저수율은 83.9 %였다. 이 때 관측, 모의 

저수량을 등가선으로 비교한 결과는 Fig. 17과 같으며, 결

정계수 R
2
는 0.620로 나타나 DAWAST 모형의 값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고, 등가선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되었으

나 고수위 부분에서 모의 저수량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유출 모형을 관개 저수지의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첫째 저수율로부터 계산한 

저수량이 정확하고, 둘째 식(26)에 의해 추정한 일별 관개

용수 수요량이 정확하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는 저

수율 자료가 현장 관리자의 목측에 의한 것으로 많은 오차

가 있을 수 있고, 일별 관개용수 수요량이 현장의 기상조건

과 재배관리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저수량의 등가

선을 중심으로 분산이 넓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에도 얻은 결과로부터 유출 모형의 적용성

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판단하였다.

요약하면, Table 2와 같이 등가선의 기울기로 비교할 

때, TPHM 모형의 유입량을 적용하면 고수위의 저수량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R
2
로 비교하면 TPHM 

모형이 양호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DAWAST 모형과 TPHM 모형에 의한 유입량

을 저수지 운영에 적용한 결과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

단하였다. 그러나, DAWAST 모형의 유역물수지에 대한 불

균형, TPHM 모형의 고유량 부분에서 작게 모의되는 부분

이 확인된 만큼 향후 이에 대한 모형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저수지 운영의 필수인 유입량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개념적 유출 모형인 DAWAST 

모형과 TPHM 모형을 선정하여 대청댐 유역에 적용한 결과

를 비교하였고, 계룡 저수지의 저수량 모의에 적용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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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측, 모의 유입량을 비교한 결과 연 유출량은 DAWAST 

모형에 의한 값은 등가선에 고르게 나타났고, TPHM 

모형에 의한 값은 저유량 부분에서 모의 값이 높게 

고유량 부분에서 관측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월 유출

량은 DAWAST 모형과 TPHM 모형에 의한 값이 모두 

고르게 나타났다.

2. 10일 간격의 유입량은 DAWAST 모형에 의한 값은 

등가선에 고르게 나타났고, TPHM 모형에 의한 값은 

고유량 부분에서 모의 값이 낮게 나타났다. 일별 유

입량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났고 그 정도가 심하

게 나타났다.

3. DAWAST 모형에 의한 모의 결과의 연평균 유역 물수

지는 강우량 1,159.9 mm, 증발산량 622.1 mm, 유입

량 644.6 mm로 증발산량과 유입량의 합이 강우량 

보다 104.8 mm나 높게 나타나, 모형 구조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TPHM 모형에 의한 모의 결과의 연평균 유역 물수지

는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유량 부분에

서 전반적으로 낮게 모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DAWAST 모형과 TPHM 모형에 의해 모의한 유입량

을 적용하여 계룡 저수지의 저수량을 모의한 결과는 

대체로 만족할 수준이었다.

종합하면 DAWAST 모형과 TPHM 모형에 의한 유입량을 

저수지 운영에 적용해도 비교적 양호하였지만, 두 모형의 

개선 사항이 노출돼 보다 합리적 모형으로 개선이 요구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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