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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중장기 이수계획 수립이나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수자원 영향평가 연구 등에서 월 단위 이상의 유출량을

계산할 수 있는 강우 유출 모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월 유출모의를 위해 개념적 물수- .

지모형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개의 물수지모형을 대청댐 상류유역에 대하여 구축하고 기존에 구축된. 4 ,

일 강우 유출 모형인 및 모형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가장 우수한 모의능력을 보여준- SSARR TANK . abcd

모형을 미계측유역에 적용하기 위해 매개변수를 지역화기법으로 추정하였다 즉 개 다목적댐 중 개 다목. 13 9

적댐에서 구한 매개변수와 유역특성인자를 이용하여 회귀식을 작성한 후 미계측유역으로 가정한 개 다목적4

댐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효율성계수가 이상으로 비교적 간단하면서 모의능력이 우수한 개. 90%

념적 월 물수지모형은 중장기 유출량모의에 그 활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 월 유출모의 물수지모형 미계측유역 기후변화핵심용어 월 유출모의 물수지모형 미계측유역 기후변화핵심용어 월 유출모의 물수지모형 미계측유역 기후변화핵심용어 월 유출모의 물수지모형 미계측유역 기후변화: , , ,: , , ,: , , ,: , , ,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이수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중장기 일 이상 유출량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총량 개념으로 물수지(10 )

를 정확히 모의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국내 중장기 유출량 모의는 물리적 기반의 모형보다는 입출.

력 자료의 상관관계를 이용하는 시계열모형이나 신경망모형 등 모형이 주류를 이뤄왔다 그러나black-box .

우리나라는 월 유출량 시계열의 경우 자기상관계수가 크지 않으며 와 같은 기후정보 또한 유출량에, ENSO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모형의 모의능력에 한계가 있어왔다 또한 다목적댐의 상류black-box .

를 제외하고는 실측 유출량자료가 턱없이 부족하여 중장기 유출량 모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념적 월 물수지모형이 우리나라 월 유출량 모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물수지모형물수지모형물수지모형물수지모형2.2.2.2.

물수지모형은 그림 과 같이 토양 속에 함유된 수분이 강수와 증발에 의하여 보충되거나 감소되고난 잔1

여량이 지표로 유출된 후 유역의 저류장치 호수 지하수 자연적 저류물 에 의하여 일정시간 지체되었다가 유( , , )

역의 최종유출로 나타나는 현상을 몇 개의 매개변수와 간단한 식으로 표현한 개념적인 모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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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물수지모형의 개념도[ 1. ]

본 연구에서는 개의 물수지모형을 비교하였으며 이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4 , .

모형은 년에 개발된 최초의 물수지모형이다 모형의 특징은 토양Thornthwaite & Mather(T&M) 1955 . T&M

수분보유능 이 완전히 포화될 때까지는 어떠한 유출현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에(soil moisture capacity)

있다 두 번째. abcd 모형은 년에 에 의하여 제시되었으며 국내에서는 김원석 등 이 미계측1981 Thomas , (1991)

유역의 월 유출량 산정에 사용하였다. abcd 모형은 가용수량 개념과 매개변수(available water) a와 b를 사용

하여 토양수분 의 변화량을(soil moisture) , c와 d를 사용하여 지하수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세 번째 모형.

은 가 프랑스의 개 유역에 대하여 모형의 적용성을 검토한 모형으로서 가장 큰GR2M Zoubir et al.(1994) 91

특징은 토양수분저류의 물이 유출에 관여를 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형은 년Xiong 1999

중국의 유역에 적용된 모형이며 앞에서 설명한 모형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저유출이 유역의 총 유Hanjiang ,

출량을 나타낸다고 가정하고 계산한다는 점이다. 표 의 와 는 개 물수지모형의 토양수분저류 지하저류1 (a) (b) 4 ,

와 유출량 계산과정을 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표 물수지모형의 구조표 물수지모형의 구조표 물수지모형의 구조표 물수지모형의 구조1111

각 모형의 토양수분저류 계산식각 모형의 토양수분저류 계산식각 모형의 토양수분저류 계산식각 모형의 토양수분저류 계산식(a)(a)(a)(a)

분 류분 류분 류분 류 모 형모 형모 형모 형 토양수분저류 식토양수분저류 식토양수분저류 식토양수분저류 식(Soil moisture storage)(Soil moisture storage)(Soil moisture storage)(Soil moisture storage)

SMSSMSSMSSMS
&&&&
WSSWSSWSSWSS

T&M
St=min{St-1+Pt-PEt, SC} P t >PE t
S t=St-1exp[-(PEt-P t)/SC] P t <PE t

abcd S t=Y t exp(-PE t/b)

GR2M
S2t=[S1t+SC tanh

LP t
SC
]/[1+(St tanh

LP t
SC
/SC)]

S1t+1=S2t[1- tanh
LPEt
SC

]/[1+(1-
S2t
SC
)tanh

LPE t
SC

]

SMSSMSSMSSMS Xiong
St=S t-1+Pt-E t
St=S t-1+Pt-Et-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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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모형의 지하수저류와 유출량 계산과정각 모형의 지하수저류와 유출량 계산과정각 모형의 지하수저류와 유출량 계산과정각 모형의 지하수저류와 유출량 계산과정(b)(b)(b)(b)

분류분류분류분류 모 형모 형모 형모 형 지하수저류와 유출량 식지하수저류와 유출량 식지하수저류와 유출량 식지하수저류와 유출량 식

SMSSMSSMSSMS
&&&&
WSSWSSWSSWSS

T&M
Gt=λ(G t-1+ΔQt)

Rt=(1-λ)(Gt-1+ΔQt)

abcd
Gt=[c(Wt-Yt)+Gt-1]/(1+d)

Rt=(1-c)(W t-Y t)+dGt

GR2M
Gt+1=Gt+BRt Gt=Gt+(4/5)EPt

R t=(EPt/5)+BRt

SMSSMSSMSSMS Xiong R t=S t tanh[S t/FC]

S t : t월말 토양수분저류
S 1t : t월초 토양수분저류
S 2t : t월말 토양수분저류
P t : t월의 강수량
PE t : t월의 잠재증발산량
SC 토양수분보유능:
ΔQ t : t월의 잉여수량
R t : t월의 유역 총 유출량
G t : t월말의 지하수량(moisture surplus)

Y t 실제증발산량과 토양수분저류값의 합:
LP t 손실이 일어난 후의 강우량:
LPE t : 손실이 일어난 후의 잠재증발산량
BR t 기저유출: (baserunoff)
X 1 유역저류에 의한 지체현상을 나타내는:

매개변수
FC 최대보수량:
PAE t 팬증발량:

적용 결과적용 결과적용 결과적용 결과3.3.3.3.

물수지모형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료는 총 년 년 월 년 월 으로서 전반부8 (1993 1 2002 12 )～

년은 검정 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고 나머지 년은 검증 에 사용되었다 앞에서 언급5 (calibration) 3 (verification) .

한 개 물수지모형을 대청댐 상류유역에 적용한 후 타 연구에서 이미 구축되어 사용 중인 대표적 일 연속모4

의 모형 및 모형과 비교하였다 모SSARR(Streamflow Synthesis and Reservoir Regulation Model) TANK .

형의 다각적인 비교를 위해 검증기간 전체는 물론 건기 월 월 와 우기 월 월 로 나누어 모의정확성을(10 6 ) (7 9 )～ ～

검토하였다 검증지표로는 계통오차 를 나타내는 무작위오차. (systematic error) Relative Bias(R-Bias), (random

를 나타내는error) Relative Root Variance ( R- Var 계통오차와 무작위오차 를 함께 나타), (random error)

내는 마지막으로 수문모형의 검증지표로 많이 사용하고 있Relative Root Mean Square Error (R-RMSE),

는 가 제안한 효율성계수 이하 를 사용하였으며 각 지표를Nash and Sutcliffe(1970) (Model Efficiency ME) ,

식 식 식 식 에 제시하였다(1), (2), (3), (4) .

R-Bias=
e
Qobs

(1)

R- Var=

1
n ∑

n

i=1
(e i- e)

2

Qobs
(2)

R-RMSE=

1
n ∑

n

i=1
e2i

Qobs
(3)

EC=
F0-F
F0

×100(%) (4)

여기서 e i는 실측 유출량에서 모의 유출량을 뺀 오차를 의미하며, i는 월, n은 총 월수, e는 오차의 평균을

나타낸다 또한. Qobs, Q obs, Q sim는 각각 관측 유출량 평균 관측 유출량 모의 유출량을 나타내고, , ,

F0= ∑
n

i=1
(Qobs (i )- Qobs)

2, F= ∑
n

i=1
(Qobs (i )-Q sim(i ))

2 이다.

표 는 검증기간 동안 각 모형의 모의유입량을 실측유입량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2 . abcd 모형과

모형은 모형 보다는 모의정확성이 훨씬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GR2M SSARR , abcd 모형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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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양호한 모의능력을 보인 모형보다도 모의정확성이 우수하였다TANK .

표 강우 유출 모형의 모의정확성 비교표 강우 유출 모형의 모의정확성 비교표 강우 유출 모형의 모의정확성 비교표 강우 유출 모형의 모의정확성 비교2. -2. -2. -2. -

전 기간전 기간전 기간전 기간(a)(a)(a)(a)

ME(%) R-RMSE R- Var R-Bias

TANK 85.22 0.59 0.58 -0.12

SSARR 12.82 1.43 1.42 -0.18

T&M 74.65 0.43 0.41 0.39

abcd 92.1292.1292.1292.12 0.430.430.430.43 0.430.430.430.43 -0.01-0.01-0.01-0.01

GR2M 78.15 0.68 0.68 -0.01

Xiong 50.43 1.02 0.94 0.40

건기건기건기건기(b)(b)(b)(b)

ME(%) R-RMSE R- Var R-Bias

TANK 83.04 0.47 0.54 -0.02

SSARR -129.01 1.12 1.99 -0.16

T&M 33.15 0.72 0.79 0.61

abcd 90.3290.3290.3290.32 0.49 0.490.490.490.49 0.000.000.000.00

GR2M 75.10 0.62 0.58 0.22

Xiong 5.16 1.01 1.14 0.38

우기우기우기우기(c)(c)(c)(c)

ME(%) R-RMSE R- Var R-Bias

TANK 85.37 0.47 0.31 -0.09

SSARR 57.19 1.12 0.50 0.25

T&M 69.14 0.71 0.39 0.21

abcd 89.3289.3289.3289.32 0.310.310.310.31 0.310.310.310.31 -0.02-0.02-0.02-0.02

GR2M 66.14 0.67 0.44 -0.14

Xiong 33.63 1.02 0.51 0.42

다음으로는 물수지모형에 대한 국내 미계측유역으로의 확장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매개

변수 지역화기법을 시도하였다 물수지모형들 중 가장 좋은 모의능력을 보인. abcd 모형을 비교적 길고 정확

한 유입량을 보유하고 있는 개의 다목적댐 충주 소양강 안동 임하 합천 대청 보령 부안 섬진강댐 에 적9 ( , , , , , , , , )

용하여 매개변수 a, b, c, d를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각 다목적댐 상류유역의 다양한 유역특성들 예 유역면. ( :

적 월평균강우량 유역평균경사 하천밀도 등 이 각 매개변수와 선형관계가 있는지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결, , , )

정계수가 최고인 다중선형식을 각 매개변수 a, b, c, d에 대하여 표 과 같이 구성하였다3 .

표 매개변수별 회귀식표 매개변수별 회귀식표 매개변수별 회귀식표 매개변수별 회귀식3333

매개변수 회 귀 식 R
2

a
평균경사 하천밀도a = 1.2347 - 0.0101* +0.0414*

총하천길이- 0.00000356*
78.09

b

평균고도 평균경사b = 315.775 + 0.7944* - 12.8076*

평균온도 총하천길이+ 74.9099* - 0.0073*

평균증발- 0.8718*

96.40

c
평균고도 평균경사c = -0.3704 - 0.0005* - 0.0072*

평균온도 평균증발- 0.0387* + 0.0017*
76.13

d
평균경사 총하천d = - 0.2764 + 0.0086* + 0.000022*

유역면적- 0.000036*
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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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실측유입량 길이가 짧은 개의 다목적댐 횡성 남강 밀양 용담댐 을 미계측유역으로 가정하고4 ( , , , )

표 의 회귀식과 개 다목적댐의 유역특성인자를 이용하여 매개변수3 4 a, b, c, d를 구한 후 유입량을 모의하여

실측유입량과 비교하였다 표 는 미계측유역으로 가정한 개 다목적댐의 매개변수를 지역화기법으로 추정. 4 4

후 모의유입량의 정확성을 검증한 결과이다 효율성계수 가 모두 이상으로 우수하여 지역화기법을. (ME) 90%

이용해 구한 abcd 모형의 매개변수를 미계측유역에 적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표 모의정확성 검증표 모의정확성 검증표 모의정확성 검증표 모의정확성 검증4444

ME(%) R-RMSE R- Var R-Bias

횡성댐 93.09 0.39 0.39 -0.06

남강댐 92.24 0.40 0.38 0.13

밀양댐 95.16 0.33 0.33 -0.02

용담댐 91.78 0.36 0.36 0.07

결론 및 향후연구결론 및 향후연구결론 및 향후연구결론 및 향후연구4.4.4.4.

총 개의 물수지모형4 (T&M, abcd 과 일 유출모형 을 대청댐유역에 적용하, GR2M, Xiong) (SSARR, TANK)

여 유출 모의능력을 비교 검증한 결과 모든 물수지모형이 모형보다 우수하였다SSARR . abcd 모형은 개 물4

수지모형 중 가장 좋은 모의능력을 보이고 있으며 비교적 양호한 모의능력을 보인 모형보다 전반적, TANK

으로 우수하였다. abcd 모형을 사용하여 매개변수 지역화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미계측유역으,

로 가정한 개 다목적댐의 효율성계수가 모두 이상으로 우수하였다 따라서 간단한 회귀식과 유역특성4 90% .

인자만으로 미계측유역의 매개변수를 추정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물수지모형인 abcd 모형과 매개변수 지역화기법을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유량변화

예측과 이에 따른 수자원 영향평가에 사용할 예정이다 선진국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평가를 위.

하여 개념적 물수지모형들의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몇 십년 앞을 내다보는 기후변화 연구,

나 중장기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시 앞으로는 월 물수지모형을 활용할 것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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