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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국가 수자원계획을 위해 필요한 방대한 자료 중 하나인 강수에 의한 각 유역별 유출량 산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과거 수자원계획에서는 비유량법을 사용하여 각 유역의 유출량을 산정하여 왔다 하지만 갈수기 홍. . ,

수기에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음이 많은 연구에 의해 보고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 단 탱크모. 4

형의 이후에 만들어진 토양수분 저류구조를 가진 탱크모형을 사용하고 개념적 융설모형을 사용하여 전국의 자

연 유출량을 산정하고자 한다 연구에 사용한 소유역단위는 수자원단위지도의 중권역 개이다 매개변수의 추. 117 .

정에 사용된 지점은 다목적댐 용수전용댐 신뢰성 있는 수위관측소 상류유역 등 총 개 지점이며 매개변수 추, , 24 ,

정에 사용한 최적화 방법은 신뢰성이 검증된 전역최적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추정된 매개SCE-UA .

변수를 사용하여 각 권역별 연평균 유출량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수자원계획 토양수분 저류구조 탱크모형핵심용어 수자원계획 토양수분 저류구조 탱크모형핵심용어 수자원계획 토양수분 저류구조 탱크모형핵심용어 수자원계획 토양수분 저류구조 탱크모형: ,: ,: ,: ,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물은 인간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국가는 수자원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통해 가용 수자원의 양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파악된 정보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

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해야할 의무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년마다 한 번씩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10

수립하고 있으며 년마다 이를 수정 보완하도록 년 개정된 하천법에 명시되어 있다, 5 99 .

위와 같은 국가 수자원계획을 위해 필요한 방대한 자료 중 하나인 강수에 의한 각 유역별 유출량 산정은 매

우 중요한 요소이다 과거 수자원계획에서는 유역별로 신뢰성 있는 수위관측소를 선정하여 비유량법을 사용하.

여 각 유역의 유출량을 산정하여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위관측소에서 작성된 수위 유량 관계곡선식은 체계. -

적인 측정방법과 전문적 관측자 등의 부재로 인해 갈수기 홍수기에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음이 많은 연,

구에 의해 보고되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부터는 개념적 강우 유출 모형의. 2001 -

일종인 탱크모형을 사용하여 자연 상태의 유역 유출량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 단 탱크모형의 이후에 만들어진 토양수분 저류구조를 가진 탱크모형을 사용하고 개념4

적 융설모형을 사용하여 전국의 자연 유출량을 산정하고자 한다 연구에 사용한 소유역단위는 수자원단위지도.

의 중권역 개이다 매개변수의 추정에 사용된 지점은 다목적댐 용수전용댐 신뢰성 있는 수위관측소 상류유117 . , ,

역 등 총 개 지점이며 매개변수 추정에 사용한 최적화 방법은 신뢰성이 검증된 전역최적화 방법을26 , SCE-UA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추정된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각 권역별 연평균 유출량을 제시하였다. .

대상유역 및 자료수집대상유역 및 자료수집대상유역 및 자료수집대상유역 및 자료수집2.2.2.2.

이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소유역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년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여러. 1998

물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수자원단위지도를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이 개로 분할된 중권역단위로 유. 117

출량을 산정하였다 개의 중권역내에는 수위관측자료가 부족하거나 불량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이유. 117 .

로 몇 개의 매개변수 추정지점을 선정하고 매개변수를 추정하여 미계측유역에 적용하여야 한다 자연하천 지.

점의 유출자료는 일반적으로 저수부분에서 매년 수위 유량 관계식이 변화하여 일관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

연구에서는 자료기간이 길고 댐 유입량 자료가 양호한 전국의 다목적댐 생활용수전용댐 발전용수전용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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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사용한 지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유역 및 매개변수 추정지점 검증지2001 . ,

점들을 표 과 그림 에 나타내었다1 1, 2 .

표 매개변수 추정을 위한 각 권역별 유역표 매개변수 추정을 위한 각 권역별 유역표 매개변수 추정을 위한 각 권역별 유역표 매개변수 추정을 위한 각 권역별 유역1.1.1.1.

권 역 유 역 유역면적 자료기간 보정기간 비 고 권 역 유 역 유역면적 자료기간 보정기간 비 고

한 강

소양강댐 2703 '74-'03 '91-'98 다목적
낙동강

운문댐 301.3 '95-'03 '97-'02 생활용수

충주댐 6648 '86-'03 '95-'02 “ 사연댐 124.5 '80-'03 '84-'91 “

횡성댐 209 '00-'03 '01-'03 “

금강

대청댐 4134 '81-'03 '91-'98 다목적

괴산댐 671 '88-'03 '95-'02 발전전용 용담 937 '70-'76 '72-'76 수위표

화천댐 3901 '67-'01 '93-'00 “ 공주 7126 '66-'01 '67-'74 “

홍천 874.3 '82-'01 '83-'89 수위표 석화 1425 '93-'01 '94-'99 “

낙동강

안동댐 1584 '77-'03 '96-'03 다목적 보령댐 163.6 '98-'03 '99-'02 다목적

임하댐 1361 '93-'03 '97-'03 “ 부안댐 59 '80-'03 '99-'03 “

합천댐 925 '89-'03 '93-'00 “

섬진

영산강

섬진강댐 763 '75-'03 '92-'99 “

남강댐 2285 '76-'03 '93-'00 “ 주암댐 1010 '91-'03 '93-'00 “

밀양댐 95.4 '01-'03 '01-'03 “ 보성강댐 275 '76-'83 '76-'83 발전전용

영천댐 235 '90-'03 '97-'02 생활용수 나주 2060 '65-'81 '68-'75 수위표

다목적댐 용수전용댐 발전전용댐들의 유역평균 강우량과 유입량 자료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취득하였고, , ,

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사용한 지점들의 자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취득하였다 그리고 각 소2001 .

유역별 면적강우량은 전국유역조사의 성과를 사용하였다 실제증발산량을 산정하기 위한 기상자료는 기상청.

에서 수집하였다 수집한 강수량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연평균강수량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 3 .

그림 보정유역그림 보정유역그림 보정유역그림 보정유역1.1.1.1. 그림 검증유역그림 검증유역그림 검증유역그림 검증유역2.2.2.2. 그림 강수량 분포그림 강수량 분포그림 강수량 분포그림 강수량 분포3.3.3.3. 그림 잠재증발산 분포그림 잠재증발산 분포그림 잠재증발산 분포그림 잠재증발산 분포4.4.4.4.

증발산량 추정 및 적설 융설모의를 포함한 토양수분 저류구조의 탱크모형증발산량 추정 및 적설 융설모의를 포함한 토양수분 저류구조의 탱크모형증발산량 추정 및 적설 융설모의를 포함한 토양수분 저류구조의 탱크모형증발산량 추정 및 적설 융설모의를 포함한 토양수분 저류구조의 탱크모형3. -3. -3. -3. -

증발산량 추정증발산량 추정증발산량 추정증발산량 추정3.13.13.13.1
본 연구에서 잠재증발산량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법이다FAO-56 Penman-Monteith . 식에 대

한 자세한 계산과정은 잠재증발산량 표준화 작업 위원회(Standardization of Reference Evapotranspiration

의 연구 를 참고할 수 있다 기상자료를 입력으로 우리나라 전역의 잠재증발산량 분포Task Committee) (2002) .

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실제 증발산량의 추정은 아래 식과 같이 잠재증발산량을 구해 적절한 계수를 곱하4 .

여 실제 증발산량을 추정하였다.

ETa= k ET0 (1)

여기서, ETa는 실제 증발산량, ET0는 잠재증발산량이다. k는 유역 증발산량 보정계수로써 물수지법(water

을 이용하여 다목적댐 생활용수전용댐 발전전용댐 수위표지점의 유역들에 대해 결정하였balance method) , , ,

다 물수지법에 의한 증발산량 추정은 유역단위의 넓은 면적에서 사용하며 장기간 동안의 강수량과 유출량의.

차이로 추정한다 와(Ward Elliot, 1995).

적설 융설 모의적설 융설 모의적설 융설 모의적설 융설 모의3.2 -3.2 -3.2 -3.2 -
유역의 평균 적설 융설량은 다음과 같이 유역내의 어떤 기상관측소에서의 일평균기온으로부터 추정한다, .

우선 유역내의 고도에 의한 온도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유역을 고도에 따라 적당히 분할한 다음 기상관측, ,

소 지점의 일평균기온으로부터 고도에 따른 기온저감율을 고려하여 각 분할 지대의 일평균기온을 계산 추정,



한다 기온저감률은 등 과 이상호 등 이 사용한 대로 를 사용하였다 기온. Sugawara (1984) (2002) 0.6 /100m .℃

이 영하이면 강수는 적설이 되고 융설 모의는 아래 식과 같이 계산한다, .

SMELT×t(i)+ (1/80)p(i)×t(i) (2)

여기서, SMELT는 융설 매개변수( /day/ ),㎜ ℃ p는 강수량( ),㎜ t는 일평균기온 는 시간 이다( ), i (day) .℃

토양수분 저류구조 탱크모형토양수분 저류구조 탱크모형토양수분 저류구조 탱크모형토양수분 저류구조 탱크모형3.33.33.33.3
토양수분 저류구조를 가진 탱크모형은 표준 단 탱크의 구조와 유사4

하다 그림 강우 가 단 탱크에 유입되고 증발산량 가 단 탱크( 5). P 1 , ET 1

에서 감해진다 그리고 각 탱크에 저류된 물은 측면의 유출공을 통해 유.

출되거나 하부탱크로 침투된다 각 탱크의 유출공을 통해 유출된 물은.

성분별로 합해져서 유량으로 환산된다 자세한 계산 과정은. Sugawara

등의 문헌 을 참고할 수 있다(1984) .

각 탱크의 초기 저류고는 모형의 계산 개시일로서 월 일의 관측유량을1 1

구하여 이 유량을 단에서 각각 가 유출된다고 가정하고3, 4 40%, 60% , 3,

단 유출공의 높이와 유출공 계수를 가정하였다 산업기지개발공사4 ( , 1985).

그리고 다른 매개변수는 등의 문헌 을 참고하였다 토양수분Sugawara (1986) .

저류 탱크의 초기저류고는 로 하였고 최대저류량240 , S㎜ 1과 S2는 각각 250 ,㎜

로 하였다40 .㎜

모형의 매개변수 추정 및 검증모형의 매개변수 추정 및 검증모형의 매개변수 추정 및 검증모형의 매개변수 추정 및 검증4.4.4.4.

매개변수를 추정하기 위해 전역최적화 방법인 알고리즘 을 사용하였다 자세한 과SCE-UA (Duan, 1991) .

정은 의 연구 를 참고할 수 있다 사용한 목적함수는 관측유량과 계산유량의 절대값 편차합을 최소Duan (1991) .

화하는 함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모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가지 지표를 사용하였다 평가지표는. 2 .

체적비 이다 는 관측값의 표본분산에 대한 오차NSE(Nash-Sutcliffe Efficiency), (ratio of volume, ROV) . NSE

분산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며 최적값은 이다 의 최적값은 이다 관계식은 아래와 같다, ‘1’ . ROV ‘1’ . .

NSE = 1- ∑
N

t=1
(q obst -q

sim
t )

2
/∑
N

t=1
(q obst -q

obs
mean )

2
, ROV = ∑

N

t=1
q simt / ∑

N

t=1
q obst (3)

여기서, N은 자료의 수, t는 시간간격, qobst 는 관측유량, q simt 은 모의유량, qobsmean은 관측유량의 평균값이다.

표 각 유역별 매개변수 추정결과 및 검증결과표 각 유역별 매개변수 추정결과 및 검증결과표 각 유역별 매개변수 추정결과 및 검증결과표 각 유역별 매개변수 추정결과 및 검증결과2.2.2.2.

권 역 유 역
모형 보정 모형 검증

권 역 유 역
모형 보정 모형 검증

NSE ROV NSE ROV NSE ROV NSE ROV

한 강

소양강댐 0.908 0.953 0.837 0.939
낙동강

운문댐 0.830 0.917 0.616 0.933

충주댐 0.873 0.930 0.826 0.947 사연댐 0.633 0.852 0.538 0.974

횡성댐 0.918 0.931 - -

금강

대청댐 0.911 0.946 0.880 0.998

괴산댐 0.746 0.934 0.742 0.981 용담 0.666 0.951 0.682 0.966

화천댐 0.840 1.005 0.584 0.840 공주 0.854 0.961 - -

홍천 0.793 0.926 - - 석화 0.911 0.938 0.881 0.812

낙동강

안동댐 0.845 0.902 0.802 0.970 보령댐 0.800 0.954 0.709 1.021

임하댐 0.844 0.881 0.835 0.992 부안댐 0.688 0.845 0.731 0.960

합천댐 0.907 0.984 0.878 0.990

섬진

영산강

섬진강댐 0.724 0.924 0.715 0.984

남강댐 0.841 0.901 0.766 0.993 주암댐 0.857 0.952 0.839 0.987

밀양댐 0.944 0.920 - - 보성강댐 0.790 0.956 - -

영천댐 0.797 0.941 0.734 0.972 나주 0.798 0.898 - -

각 보정유역에 대해 수집한 수문자료를 이용해 선정한 기간별로 모형의 매개변수 추정을 수행하였다 이.

때 사용한 목적함수는 절대값의 편차합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용하였고 전역최적화 방법을 사용하였다 추정, .

된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각 유역별로 전 자료기간 자료를 사용하여 검증모의를 수행하였다 보정과 검증에.

대한 결과를 표 에 나타내었다 모형 보정시의 결과를 보면 전 유역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여주었다2 . .

특히 소양강댐 횡성댐 합천댐 밀양댐 대청댐 석화 지점의 경우 가 를 상회하는 값을 보였다 그리, , , , , NSE 0.9 .

고 관측유량에 대한 유출량비 역시 만족할만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임하댐 사연댐 부안댐 나(ROV) . , , ,

주 유역은 약 정도의 체적오차가 있었다 검증모의는 수집한 전 자료기간을 보정에 사용한 횡성댐 홍10% . ,

천 밀양댐 공주 보성강댐 나주를 제외하고 모두 관측유량에 근사한 결과를 보였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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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평균유출량 산정우리나라의 연평균유출량 산정우리나라의 연평균유출량 산정우리나라의 연평균유출량 산정5.5.5.5.

각 소유역별 면적강우량 증발산량을 이용하고 전 절에서 추정한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의 유출량, '66 '03～

을 산정하였다 소유역별 매개변수의 적용은 기 추정된 매개변수의 일반화를 통해 각 소유역에 적용하는 것.

이 이상적이다 그래서 추정된 매개변수의 일반화를 시도하였으나 유역특성인자와 추정된 매개변수 사이의. ,

상관성은 없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유역의 연 월강수량과 수문지질도를 이용하여 기추정된 매개변수를. ,

적용할 소유역을 결정하였다.

결정된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에 나타내었다 의 우리나라 연3 . '66 '03～

평균유출량은 억톤으로 추정되었으며 각 권역별 유출량은 한강권역이 억톤 낙동강권역 억톤 금강742 , 291 , 205 ,

권역 억톤 섬진강권역 억톤 영산강권역 억톤으로 추정되었다119 , 69 , 58 .

표 각 권역별 연도별 유출량 단위 백만톤표 각 권역별 연도별 유출량 단위 백만톤표 각 권역별 연도별 유출량 단위 백만톤표 각 권역별 연도별 유출량 단위 백만톤3. ( : )3. ( : )3. ( : )3. ( : )

년도 전국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년도 전국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1966 79,919 43,052 15,360 10,775 6,619 4,112 1985 95,270 26,895 30,608 16,009 11,839 9,918

1967 51,467 25,072 12,111 8,428 3,400 2,456 1986 65,227 24,355 15,864 11,290 6,733 6,984

1968 54,614 26,111 13,640 8,732 3,869 2,260 1987 95,059 36,627 23,439 18,674 8,541 7,778

1969 102,954 39,852 28,200 17,261 9,981 7,659 1988 42,192 19,683 11,230 5,517 3,050 2,711

1970 95,694 37,400 29,735 14,288 8,453 5,818 1989 81,919 27,343 25,280 12,024 9,148 8,125

1971 64,420 25,261 14,708 12,487 6,061 5,903 1990 101,419 51,686 22,258 13,973 7,174 6,329

1972 96,663 36,809 28,083 12,908 9,811 9,052 1991 76,202 25,475 27,263 10,715 6,890 5,859

1973 53,103 19,957 14,811 7,468 6,185 4,681 1992 55,095 24,168 14,271 8,827 4,115 3,713

1974 78,755 24,552 22,914 12,757 9,159 9,372 1993 79,862 28,388 26,656 12,687 6,419 5,713

1975 73,547 26,528 22,052 11,747 7,029 6,191 1994 43,086 22,584 8,004 7,373 2,802 2,324

1976 55,085 23,044 13,952 8,405 5,151 4,534 1995 63,333 34,188 10,708 12,339 3,628 2,470

1977 45,107 18,661 11,587 7,108 4,024 3,728 1996 50,010 21,058 12,099 8,477 4,119 4,256

1978 69,948 29,860 17,585 11,755 5,506 5,243 1997 73,322 26,616 19,845 13,748 6,776 6,337

1979 80,713 29,200 23,145 12,944 9,015 6,410 1998 108,719 38,837 32,022 19,173 9,804 8,882

1980 86,335 26,740 25,783 15,316 9,912 8,584 1999 98,820 37,380 31,782 13,804 8,909 6,944

1981 77,284 32,219 17,060 11,578 8,617 7,811 2000 79,734 26,757 22,606 16,111 7,598 6,661

1982 44,526 17,286 12,031 6,944 4,946 3,319 2001 51,380 23,474 12,809 6,963 4,393 3,741

1983 59,057 20,954 18,184 10,497 5,215 4,207 2002 89,251 31,744 29,688 12,222 9,095 6,501

1984 75,916 29,790 21,563 12,218 6,985 5,360 2003 125,600 46,894 39,219 18,994 11,008 9,487

주 제주도 미포함 계산유출량임( ) . 평균 74,226 29,118 20,478 11,909 6,894 5,827

결론결론결론결론6.6.6.6.

국가의 각종 이수계획 수립시 직면하는 문제점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저수시의 유량자료 부족과 단기

간의 유량관측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토양수분저류.

구조를 갖는 탱크모형을 사용하여 년부터 년의 일유출량을 각 권역별로 산정하였다 이와 같이 산정1966 2003 .

된 장기간의 일유출량 자료는 향후 국가 수자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유출량 자료를 산정할 경우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기준 유출량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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