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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김남원 등 에 의해 개발된 모형은 모형과 모형의(2004a, b) SWAT-MODFLOW SWAT MODFLOW Recharge

와 를 직렬로 연결한 모형이다 그러나 모형에는 지하수 흐름방정식의 해석Package River Package . MODFLOW

에 관련된 를 제외하더라도 등의 가 더 있어 대수층으로부터의Package Well, Drain, Evapotranspiration Package

우물의 함양과 배출 배수관을 통한 지하수의 배출 지하수의 증발산으로 인한 손실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

모형의 는 모형에서 대수층의 물이동 는 모형의 토관배MODFLOW Well Package SWAT , Drain Package SWAT

수 는 모형의 얕은 대수층에서의 증발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Evapotranspiration Package SWAT .

는 이들 세 개의 를 모형과 완전 연동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좀 더 다양한 조건에 대하여Package SWAT

결합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향상시켰다SWAT-MODFLOW .

핵심용어핵심용어핵심용어핵심용어 : 모형 물이동SWAT-MODFLOW , , Well, Drain, Evapotranspiration Package

서론서론서론서론1.

김남원 등 에 의해 개발된 모형은 모형에서 산정된 지하수 함양량을(2004a, b) SWAT-MODFLOW SWAT

모형의 에 넘겨 지하수 흐름에 의한 수두의 변화를 계산한다 즉MODFLOW Recharge Package . ,

모형의 지하수 함양량은 모형으로부터 산정된 별 지하수 함양량을SWAT-MODFLOW SWAT HRU MODFLOW

모형의 각 격자 값으로 변환하여 입력된다 모형은 이 격자별 함양량을 이용하여 지하수 흐름을. MODFLOW

계산하고 모든 계산이 완료된 후 격자별 지하수위 또는 지하수위 변동량을 이용하여 별 지하수위 또는, HRU

지하수량을 결정하고 이 값을 모형으로 넘겨준다 또한 이 모형은 모형에서 산정된 소유역내, SWAT . SWAT

하천수위와 모형의 를 이용하여 하천 대수층간의 물교환량을 계산한다 이는MODFLOW River Package - . SWAT

모형에서 계산된 하천수위와 모형의 입력자료인 하도의 수리전도도 하도의 바닥 폭 하도 깊이와 사SWAT , ,

용자 입력변수인 하천바닥의 두께를 이용하여 강 바닥층의 수리전도도를 계산하여 모형에 이 값MODFLOW

을 넘겨준다 모형은 이 값을 이용하여 하천수위와 대수층의 수두를 비교하여 하천 대수층간 물. MODFLOW -

교환량을 산정한다 이때 산정된 하천 대수층간 물교환량은 모형에서 하천으로 분류된 각 격자에. - MODFLOW

서 계산되며 이 값을 각 소유역별로 합산하여 모형으로 다시 넘겨진다 별 하천유출에 기여한, SWAT . HRU

양은 소유역별로 합산된 유동량을 면적을 가중치로 이용하여 분배하였다HRU .

기 개발된 모형은 전술한 바와 같이 모형과 모형의 와SWAT-MODFLOW SWAT MODFLOW Recharge Package

를 직렬로 연결한 모형이다 그러나 모형에는 지하수 흐름방정식의 해석에 관련된River Package . MODFLOW

를 제외하더라도 등의 가 더 있어 대수층으로부터의 우물의 함양과Package Well, Drain, Evapotranspiration, Package

배출 배수관을 통한 지하수의 배출 지하수의 증발산으로 인한 손실 하도추적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 . MODFLOW

모형의 는 모형에서 대수층의 물이동과 깊은 관계가 있고 는 모형의 토Well Package SWAT , Drain Package SWAT

관배수 는 모형의 얕은 대수층에서의 증발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till drainage), Evapotranspiration Package SW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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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층에서의 물 이동대수층에서의 물 이동대수층에서의 물 이동대수층에서의 물 이동2.

모형에서의 물 이동 및 모형의 개선모형에서의 물 이동 및 모형의 개선모형에서의 물 이동 및 모형의 개선모형에서의 물 이동 및 모형의 개선2.1 SWAT

모형에서 유역 내외로의 물이동 방법은 관개 물이동 점원 또는 유입량SWAT (irrigation), (water transfer),

소비수량 등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수원형태는(point source or inlet discharge), (consumptive water use) 4 .

크게 대수층 얕은대수층 깊은대수층 하천 저수지 유역외 등이 있으며 물의 도착지 형태는 관개 하( , ), , , , HRU( ),

천 저수지 대수층 유역외 등이 있다 본 고에서는 각각의 수원형태에 대하여 물의 도착지 형태별 물 이동, , , .

방법과 이와 관련된 모형의 소스코드 및 수량 수질 고려여부 등과 원래 모형에서는 고려되지SWAT , SWAT

않는 부분의 개선하였다 모형의 물 이동 부분 개선에 관련하여 이용된 물 이동 방법은 모두. SWAT "water

이고 이에 관련된 서브루틴인 파일에서 소스코드가 수정되었다transfer" , transfer.f .

수원형태가 대수층인 경우 모형의 와 모두 관련되어 있고 다른 수원형태의 대, MODFLOW Well Package ,

하여 물의 도착지 형태가 대수층인 경우가 모형의 와 관련되어 있다 수원형태가 대MODFLOW Well Package .

수층인 경우는 모형에서 배출우물이며 물의 도착지 형태가 거나 대수층인 경우는MODFLOW , HRU

모형에서 함양우물이다 한편 모형의 관개와 모형의 와 관련된MODFLOW . , SWAT MODFLOW Well Package

부분은 수원형태가 대수층이고 물의 도착지 형태가 인 경우로 모형에서 이 우물은 배출우, HRU MODFLOW

물이다 수원형태가 대수층 하도 저수지이고 물의 도착지 형태가 유역외인 경우는 원래 모형에서 소. , , , SWAT

비수량 으로 처리될 수 있고 월별 일정량만을 이용하여 물을 유역외로 제거할 수 있다(consumptive water use) , .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명령으로 유역내 물을 유역외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되"water transfer"

었다 이 추가된 방법을 이용하면 월별 일정량뿐만 아니라 수원에 남아 있는 물의 양의 일정량 일정률 최. , , ,

소만 남기고 모두 제거 일별 월별 년별 등의 옵션을 이용하여 수원내 물을 제거할 수 있다, , , .

수원형태가 유역외이고 물의 도착지 형태가 저수지인 경우 원래 모형의 점원 또는 유입량을 이, , SWAT

용하면 저수지가 위치한 소유역의 하도에 물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저수지의 체적에 유역외에서 유입된.

물을 직접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점원 또는 유입량. (point source or inlet

명령을 사용하지 않고 에서 하도 저수지 대수층으로의 물 이동을 직접 고려할 수discharge) "water transfer" , ,

있도록 소스코드를 수정하였다 소비수량과 유역외에서 유역내로의 물 이동은 원래 모형의 소비수량. SWAT

점원 또는 유입량 과 본 연구에서 추가된(consumptive water use) (point source or inlet discharge) "water transfer"

중 사용자가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을 부언한다 단 소비수량 자료가 월별 일정량이 아닌 경우와 점원 또. ,

는 유입량이 하도외의 다른 곳에서 물이 도착한다면 본 연구에서 추가된 명령을 이용해야 한"water transfer"

다.

모형의모형의모형의모형의2.2 MODFLOW Well Package

는 주어진 스트레스 기간 동안 특정율 만큼 대수층으로부터 물을 배출 또는 대Well Package (specified rate) (

수층으로 물을 더함 하는 우물과 같은 특징들을 모의하기 위해 설계되었고 특정율은 셀에서 셀 면적과 수두) ,

에 독립적이다 우물은 모의의 각 스트레스 기간 동안 대수층으로 물이 더해지는 또는 대수층으로부터 물이. ,

제거되는 개개 우물의 특정율 Q에 의해 에서 처리된다 양의Well Package . Q 값이 함양 우물을 나타내는

반면 음의, Q 값은 배출우물을 나타내기 위해 이용된다 는 각 스트레스 기간의 시작에서 각. Well Package ,

우물에 대해 우물이 위치한 셀의 행 열 층 번호와 스트레스기간 동안 우물의 배출 또는 함양률, , ( Q 등 개) 4

값을 읽어 실행된다.

모형의 물 이동모형의 물 이동모형의 물 이동모형의 물 이동2.3 SWAT-MODFLOW

모형의 경우 물 이동은 소유역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대수층을 함양하거나 대수층에서 배출될SWAT , .

때 특정 의 얕은 대수층 또는 깊은 대수층에서 함양 및 배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 위치한, HRU HRU

소유역에서 모든 기작이 이루어지며 하천의 경우 역시 소유역에 한 개의 하도만이 존재하므로 소유역에 기,

초하고 저수지는 사용자가 저수지를 지정하게 되면 소유역으로 자동분류되므로 이 역시 소유역에 기초한다, .

다만 관개의 경우 물의 도착지 위치가 라는 것만이 예외일 뿐이다 모형의 우물은 격자의, HRU . MODFLOW



좌표인 행과 열 번호 및 우물의 스크린이 설치된 층에서 기작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모형에서 대수층. SWAT

의 함양 및 배출과 모형의 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모형의 대수층의 위치에 대MODFLOW Well Package SWAT

한 공간정보와 모형의 우물에 대한 공간정보의 연결이 이루어져야 한다MODFLOW .

모형에서 모형의 대수층과 모형의 의 연계는 함양우물SWAT-MODFLOW SWAT MODFLOW Well Package

의 경우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대수층으로부터의 물 이동량 파일로부터 모의의 현재 일에 이루어져야 할 물

이동량을 모형에서 결정한다 이 물 이동량은 모의의 전날에 파악되는데 명령이 나타SWAT . , "water transfer"

나면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대수층으로부터의 물 이동량이 기록된 파일로부터 다음 일에 이동되는 물의 양

을 미리 읽어 변수에 저장된다 이 물 이동량이 모형의 함양량으로 인식되고 이 값을 이용하여. MODFLOW ,

모형이 실행된다 모형에서 포화 대수층에 대한 모의가 모두 끝난 후MODFLOW . MODFLOW , MODFLOW

모형에서 실제로 함양된 양이 모형으로 넘어간다 모형 실행시 명령이 현재 일SWAT . SWAT "water transfer"

에 다시 실행되면 모형에서 받은 실제 함양량을 도착지 위치로 물을 이동시키고 다음날 이동되MODFLOW ,

어야 할 물의 양을 파일로부터 읽는다 이러한 절차가 모의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

배수관 흐름배수관 흐름배수관 흐름배수관 흐름3.

모형의 토관배수 와 모형의모형의 토관배수 와 모형의모형의 토관배수 와 모형의모형의 토관배수 와 모형의3.1 SWAT (till drainage) MODFLOW Drain Package

모형의 경우 에서 토관배수는 토양수분함량이 포장용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토관SWAT HRU ,

배수가 일어나는 토양층에서 배수로로 들어가는 물의 양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ile wtr = (SW ly-FC ly) (1-exp [ -24t drain ]) if SW ly > FC ly (1)

여기서 tile wtr은 주어진 날에 토관배수에 의해 토양층으로부터 제거된 물의 양( mm), SW ly는 주어진 날

의 토양층의 수분함량( mm), FC ly는 토양층의 포장용수량( mm), t drain은 토양층이 포장용수량에 이를 때가지

배수되는 시간( hrs 이다) .

모형의 는 지하수위가 배수관 표고보다 높으면 대수층의 수두MODFLOW Drain Package , ( h i, j,k 와 배수관)

의 중심표고( d i, j,k 인 고정수두 차이에 비례하여 대수층으로부터 물을 제거하고 지하수위가 배수관 중심표고) ,

아래로 떨어지면 배수관으로의 배출이 없는 농업용 배수관과 같은 특징의 효과를 모의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h i, j,k > d i, j,k에대해 QD i, j,k = CD i, j,k (h i, j,k-d i,j,k) (2)

h i, j,k≤d i, j,k에 대해 QD i, j,k = 0 (3)

여기서 QD i, j,k는 배수관 유출량, h i, j,k는 i, j, k셀의 수두, d i,j,k는 배수관의 중심표고, CD i, j,k는 수두

h i, j,k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가정될 수 있는 배수관과 셀 i, j,k의 주위의 모든 수두손실을 기술하는 등가전

도력이다 이것은 배수관 자체의 특성과 이것의 인접환경뿐만 아니라 배수로로의 수렴흐름 패턴의 특성에. ,

의존한다.

의 배수관의 배수관의 배수관의 배수관3.2 SWAT-MODFLOW

에서 토관배수SWAT-MODFLOW (SWAT

모형 와 모형 를) Drain Package(MODFLOW )

연결하기 위한 기본개념은 그림 과 같다1 .

그림 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의1 SWAT

지하구조는 토양층 비포화 대수층 포화 대, ,

수층 얕은 대수층 깊은 대수층 으로 구성되( , )

어 있고 모형은 포화 대수층에, MODFLOW

대하여 여러 층 최대 개 층까지 가능 으( 80 )

로 구성할 수 있다.

모형에서 토관배수는 토양층에SWAT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발생한 유출량,

토양층

비포화대수층

얕은대수층

깊은대수층

SWAT MODFLOW

SWAT

MODFLOW

SWAT-MODFLOW

포화대수층

그림 토양층의 구성그림 토양층의 구성그림 토양층의 구성그림 토양층의 구성1111



은 측방유출로 처리되고 토관배수가 토양층보다 깊이 설치되어 있으면 측방유출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 ,

모형은 배수관이 설치된 층과 행 열 및 배수관의 중심표고 등의 입력자료와 대수층의 수위를 이MODFLOW ,

용하여 배출량이 결정되고 이렇게 산정된 배출량은 손실로 처리된다 모형은 모형, . SWAT-MODFLOW SWAT

의 토관배수와 모형의 배수관 특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그림 과 같이 구성하였다 즉 배MODFLOW 1 . ,

수관이 토양층에 설치되었다면 모형의 토관배수로 인식되어 처리되고 배수관이 토양층 아래에 위치SWAT ,

해 있으면 모형의 로 배출량을 산정한 후 측방유출로 처리되어 하도에 유입된다MODFLOW Drain Package , .

대수층에서의 증발산대수층에서의 증발산대수층에서의 증발산대수층에서의 증발산4.

모형의 대수층 증발산과 모형의모형의 대수층 증발산과 모형의모형의 대수층 증발산과 모형의모형의 대수층 증발산과 모형의4.1 SWAT MODFLOW Evapotranspiration Package

모형에서 대수층의 물은 건조한 기간에 포화지대와 비포화지대를 구분하는 모관수대의 물이 증발SWAT

하며 뿌리가 깊은 식물에 의해 대수층으로부터 직접 제거될 수도 있다 주어진 날에 증발산에 의해 대수층, .

으로부터 제거되는 최대수분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 revap,mx = β rev E o (4)

여기서 w revap,mx는 수분부족으로 인해 토양지대로 이동하는 최대수분량( mm), β rev는 계수'revap' , E o는

주어진 날의 잠재증발산( mm 이다 주어진 날의 실제 증발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w revap = w revap,mx if aq sh > (aq shthr,rvp+w revap,mx) (5)

w revap = 0 if aq sh≤ aq shthr,rvp (6)

w revap = w revap,mx-aq shthr,rvp if aq shthr,rvp < aq sh < (aq shthr,rvp+w revap,mx) (7)

여기서 w revap는 수분부족으로 인해 토양지대로 이동하는 실제 수분량( mm), w revap,mx는 수분부족으로

인해 토양지대로 이동하는 최대 수분량( mm), aq sh는 i일의 얕은 대수층 저류량( mm), aq shthr,rvp는 증발산

또는 깊은 대수층으로의 침루에 대한 얕은 대수층의 임계수위( mm 이다) .

모형의 는 포화대수층의 물이 식물발산과 직접 증발에 의해 물이 지MODFLOW Evapotranspiration Package

하수로부터 제거되는 효과를 모의한다 이 에서 증발산을 모의하기 위해. Package 1) 지하수위가 표면"ET

라 불리우는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표고 이상에 있을 때(Evapotranspiration surface)" 2) 지하수위가 표면"ET "

과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차단깊이 또는 소멸깊이 아래에 있을 때 지하" (cutoff depth)" " (extinction depth)" , 3)

수위가 표면 과 차단깊이 사이에 있을 때로 가정하며 각각의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ET " " " .

h i, j,k > h si, j이면, R ETi, j = R ETMi, j (8)

h i, j,k < h si, j-d i,j이면, R ETi, j = 0 (9)

(h si, j-d i, j)≤h i, j,k≤h si, j = 0이면, R ETi, j = R ETMi,j[ h i, j,k (h si, j-d i,j)d i,j ] (10)

여기서 R ETi, j는 셀 면적 DELR j×DELC i내 단위시간당 단위면적당 물의 체적에서 증발산에 의한 지하수

위의 단위표면면적당 손실률, h i, j,k는 증발산이 발생하는 셀의 수두 또는 지하수위 표고, R ETMi, j는 R ETi, j의

가능한 최대 값, h si, j는 증발산손실의 최대값이 발생하는 표면고 또는 지하수위고이고"ET " , d i, j는 h si, j와

h i, j,k사이의 거리가 증발산이 중지되는 깊이를 초과할 때와 같은 차단 또는 소멸깊이이다.

모형의 증발산모형의 증발산모형의 증발산모형의 증발산4.2 SWAT-MODFLOW

모형의 대수층과 모형에서 증발산량의 산정방정식은 상기의 설명에서와 같이 상당히SWAT MODFLOW

유사하다 다만 모형에서는 얕은 대수층에서만 증발산이 발생하는 반면 모형에서는 최. , SWAT , MODFLOW

상부층에서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지정한 임의의 층에서도 증발산이 발생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

다 먼저 대수층으로부터 증발산이 발생하는 경계조건을 살펴보면 식 의. , , 4 w revap,mx와 식 의8 R ETMi,j가 서

로 같음을 알 수 있는데 모형에서는 계수를 이용하여 산정하고 모형에서는 사용자, SWAT 'revap' , MODFLOW

입력치이다 즉 모형을 이용하여 수분부족으로 인해 토양지대로 이동하는 최대 수분량을 결정한다면. , SWAT ,

모형의MODFLOW R ETMi,j는 입력할 필요가 없다 또한 모형에서는 얕은 대수층에 존재하는 수분량. SWAT



이 사용자가 입력한 최저치와 최대 수분량보다 크면 최대로 증발산이 발생하고 식 사용자가 입력한 최저( 5),

치( aq shthr,rvp 보다 작을 때 증발산이 발생하지 않는다 식 모형에서는 지하수위가 표면) ( 6). MODFLOW "ET "

보다 높거나 같으면 최대 증발산이 발생하고 식 차단깊이( 8), " ( d i, j,k 이하로 지하수위가 떨어지면 증발산이)"

발생하지 않는다 식 즉 지하수량 또는 지하수위가 최소 수분량 또는 차단깊이 이상의 지하수위에서 대수( 9). ,

층으로부터 증발산이 발생하고 지하수량 또는 지하수위가 최대 수분량 또는 표면 이상일 때 최대 증, "ET "

발산량이 발생한다는 조건은 유사하나 모형의 경우는 경계조건으로서 이용되는 값들이 상대적인 표, SWAT

고 값이 아니라 양적인 개념이고 모형의 경우는 지하수위의 표고 값이 경계조건에 이용된다 따, MODFLOW .

라서 이들 경계조건 변수는 두 모형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비슷할지라도 공통변수로 이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하수량 또는 지하수위가 최소 수분량과 최대 수분량 사이 식 또는 차단깊이 와 표면. ( 7) " " "ET "

사이 식 인 경우 증발산량의 산정방식이 모형별로 다른데 모형은 잉여수분량의 전량을 증발산시키( 10) , SWAT

고 모형은 지하수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발산량이 산정된다, MODFLOW .

모형은 대수층으로부터의 증발산량에 의한 손실을 고려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SWAT-MODFLOW

모형의 를 이용한다 즉 모형에서 이 를 이용하기MODFLOW Evapotranspiration Package . , MODFLOW Package

위해 필요한 입력자료를 구축해 모형을 실행하면 셀별로 증발산량이 산정되고 이 값을 별로 합산하여, HRU

모형으로 넘겨준다SWAT .

요약 및 결과요약 및 결과요약 및 결과요약 및 결과5.

김남원 등 에 의해 개발된 모형은 모형과 모형의(2004a, b) SWAT-MODFLOW SWAT MODFLOW Recharge

와 를 직렬로 연결한 모형이다 그러나 모형에는 이 두 개의 외에도Package River Package . MODFLOW Package

등이 더 있다 따라서 이들 를 추가적으로 연결해야만Well, Drain, Evapotranspiration Package . Package

모형의 완전한 연동이 가능하다SWAT-MODFLOW .

1) 모의기간동안 일정량 일별 월별 년별로 물이동량을 입력할 수 있고 하천 저수지 대수층 유, , , , HRU, , , ,

역외 등의 다양한 곳으로 물 이동 시킬 수 있도록 모형의 물 이동 부분을 개선한SWAT Modified

모형을 개발하였다SWAT .

2) 모형과 모형의 를 모형의 명령을 이용Modified SWAT MODFLOW Well Package SWAT "water transfer"

하여 대수층에서의 배출우물과 대수층으로의 함양우물을 모의할 수 있도록 두 모형을 결합하였다, .

3) 모형의 토관배수와 모형의 를 배수관이 설치된 위치에 따라SWAT MODFLOW Drain Package SWAT

모형 또는 모형이 실행되도록 결합모형을 구축하였다 즉 배수관이 토양층내에 있으면MODFLOW . ,

모형 토양층 아래에 있으면 모형을 이용하여 유출량을 산정한 후 이를 중간유출SWAT , MODFLOW ,

로 처리하도록 모형을 결합하였다.

4) 대수층내 증발산량은 모형을 이용하여 산정하되 최대 증발산량은 모형에 의해 산MODFLOW , SWAT

정하고 최대 증발산이 발생하는 표면 표고는 자료를 이용하여 토양층 최하단깊이로 설정, "ET " DEM

하여 모형과 모형의 를 결합하였다SWAT MODFLOW Evapotranspiration Package .

5) 본 연구에서 개선된 모형은 모형과 모형에서 지하수흐름 지배방SWAT-MODFLOW SWAT MODFLOW

정식의 계산에 관련된 를 제외한 를 완전Package Recharge, River, Well, Drain, Evapotranspiration Package

히 결합한 모형이다 따라서 완전 연동형 결합모형은 사용자가 좀 더 다양한 조건. SWAT-MODFLOW

에 대하여 자유로이 이용될 수 있도록 적용성 및 범용성이 크게 향상된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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