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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일반적으로 유역의 유출량을 모의하는 경우 강우 유출모형을 구축한 후 해당 모형에서 제공하는 유출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모형에 의한 유출결과는 단편적인 유출총량에 대해서만 검증된 결과이기 때문에 기저.

및 직접유출성분 각각의 적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강유역을 대상으로.

모형을 적용하고 단순 유출결과 뿐만 아니라 유출성분별로 결과값을 도출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SSARR ,

리주파수 기법을 활용하여 관측값의 유출성분을 분리하고 모의결과와 서로 비교하였다 이와같이 적용검증된, .

모형을 토대로 유출성분 뿐만 아니라 소유역별 습윤상황과 용수이용정보 등 유출지표를 산정하여 효율적 유출

관리 지원을 위한 기초 수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핵심용어 유출성분 분리주파수 유역습윤지수 용수이용지수핵심용어 유출성분 분리주파수 유역습윤지수 용수이용지수핵심용어 유출성분 분리주파수 유역습윤지수 용수이용지수핵심용어 유출성분 분리주파수 유역습윤지수 용수이용지수: , , SSARR, ,: , , SSARR, ,: , , SSARR, ,: , , SSAR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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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서론서론서론1.1.1.1.

댐과 같은 수공구조물이 있는 유역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유역관리 차원에서 유역내 주요지점의 신뢰도높은 상

세 유출정보제공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주요지점의 관측유량을 유사하게 모의하는 강우 유출모형을 구축한. -

후 해당 모형에서 제공하는 상세 유출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모형에 의한 유출결과는 단편적인 유출총, .

량에 대해서만 검증된 결과이기 때문에 유출성분분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유.

역의 효율적인 이치수 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유역상태 강우특성 유출성분 등 유역 유출지표의 제, ,

시가 필요하며 특히 유출성분은 유역을 대표하는 수문지표로써 유출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인자이다, .

박재성 등 은 충북 초정 소유역을 대상으로 방법 및 물수지분석법 지하수위 강하곡선법 유(1999) NRCS-CN , ,

출수문곡선법으로 지하수량을 산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정영훈 등은 미원면을 중심으로 방. (2000) NRCS-CN

법를 적용하여 지하수량을 산정하였다 배상근 등 은 국제수문개발계획 의 유역 중 위천유역과 평창강. (2006) IHP( )

유역내의 개 소유역에 대하여 기저유출분리법으로부터 유출성분을 분리하고 이를 방법으로 구한 지5 NRCS-CN

하수량과 비교하였다.

다른 방법으로 강우 유출의 상관관계가 강우지속시간 유역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갖고 발생한다는- ,

점에 착안하여 수치필터를 이용한 기법을 활용하여 수문곡선을 직접 유출성분 주로 홍수성분 과 기저 유출성분( )

주로 지하수 침투 등으로 인해 유출시간이 홍수성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유출량 등으로 분리하는 기법을( )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유출성분의 분리곡선과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지 않지만 수평분리법이나 지하수 감수곡.

선을 고려한 방법과 같이 임의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더욱 합리적이다.

등 은 주파수필터를 이용하여 유출성분을 분리하는 기법을 활용하여 유출성분을 분Lyne (1979) Digital Filter

리하였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서는 이 기법을 활용하여 유출량 관측자료로 부터 지표수 유출량을 고, (2004)

주파 영역의 신호로 지하수 유출량은 저주파수영역의 신호로 간주하여 유출성분을 분리하고 해당유역의 유출,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금강유역을 대상으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유역유출예측시스템(Rainfall Runoff Forcasting

의 유출성분 분석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분리주파수 기법을 활용하여 유출성분을 산정하였으며System, RRFS) ,

강우량과 댐유입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대청댐 유역의 유출특성을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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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주파수에 의한 유출성분 분리분리주파수에 의한 유출성분 분리분리주파수에 의한 유출성분 분리분리주파수에 의한 유출성분 분리2.2.2.2.

유역의 유출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수문곡선으로부터 수문학적 유출성분을 도출해야한다 먼저 관측한 유.

출 수문곡선 저수지에서는 유입수문곡선 을 유출 분리법에 따라 기저유출 지하수 및 중간유출 성분과 직접 유( ) ( )

출 지표 또는 직접 유출 성분으로 분리하고 각 유출성분에 대응하는 강우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 , .

시계열에 포함된 몇 개의 홍수의 감쇠기에 대해서 그 유량의 대수 lnQ를 시간에 대해 도시한다 이때 그래.

프에서 부분적으로 직선 구간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 .

  
  (1)

여기서 Tc는 지하수감수곡선상의 도달시간으로 분리주파수 fc의 관계는 식 와 같다(2) .

  





(2)

δ는 분리 필터에 이용되는 감쇠계수이며 Tc와 fc 및 계수 c0, c1, δ 와의 관계는 식 과 같다, (3) .

  


 ,    


(3)

대상유역 적용대상유역 적용대상유역 적용대상유역 적용3.3.3.3.

분리주파수를 이용한 장기유출성분 분리분리주파수를 이용한 장기유출성분 분리분리주파수를 이용한 장기유출성분 분리분리주파수를 이용한 장기유출성분 분리3.13.13.13.1

유출수문곡선에서 지표유출과 지하수유출량을 분리하기 위하여 강우(X 와 유입량) (Y 의 상관관계를 과) Table. 1

같이 분석하였다 일이내에는 강우에 따른 유출량은 강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부분적. 3 ,

으로 일 일 순으로 일 간격으로 상관관계가 구성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분석결과 유4 9 , 9 14 4 5 . FFT～ ～ ～

량의 지체시간을 나타내는 가 로 산정된 것을 토대로 대청댐 유역의0.495 δ 와 수문곡선 감쇠부 주기인 Tc를

각각 및 일로 결정하여 저주파 필터를 구성하였다 또한 복합호우를 구분하기 위해 최대2.0 4.0 . Lag를 까90%

지 취하면 일로 나타나9 Lag 최대치는 일로 결정하였다9 .

이와 같이 구성된 저주파필터를 이용하여 유출량을 분리한 결과 갈수유량을 제외한 평균유출량은 Q =

이며 기저유량과 직접유량으로 성분 분리한 후의 각 성분의 평균치는 갈수유량 기저평균75.3cms , 0.55cms,

직접평균 였다 은 년 년동안 연간 유출율을 도시한 것으로 년강수량의 크기가44.06cms, 31.22cms . Fig. 1 83 2000～

증가할수록 총유출율도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계수, ( 는 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유출성분) 0.66 .

분리에 의한 기저 및 직접유출의 유출율 결정계수는 와 같이 각각 로 분석되었다 연강우Fig. 2 0.9124, 0.8932 .

량이 를 상회하면서 유출량은 이상이 되면서 직접유출량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이것은900mm 200mm ,

분리주파수에 의하여 분석된 결과와 매우 근사한 것이다.

Table 1Table 1Table 1Table 1 Rainfall-Runoff correlationRainfall-Runoff correlationRainfall-Runoff correlationRainfall-Runoff correlation in Dea-cheung Basinin Dea-cheung Basinin Dea-cheung Basinin Dea-cheung Basin

일1 0.7327 일6 -0.0182 일11 -0.0211 일16 0.0282 일21 -0.0276 일26 0.0384
일2 -0.1982 일7 0.0625 일12 -0.009 일17 -0.0255 일22 0.0022 일27 -0.021
일3 0.1213 일8 -0.0274 일13 0.0374 일18 0.0303 일23 0.0062 일28 0.0006
일4 0.0168 일9 -0.0128 일14 0.0015 일19 -0.0181 일24 -0.0041 일29 0.059
일5 0.0155 일10 0.0573 일15 -0.0394 일20 0.0472 일25 -0.0083 일30 -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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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Fig 2.Fig 2.Fig 2. Yearly Runoff Component Separation('83~'00)Yearly Runoff Component Separation('83~'00)Yearly Runoff Component Separation('83~'00)Yearly Runoff Component Separation('83~'00)

에 의한 유출성분 분석에 의한 유출성분 분석에 의한 유출성분 분석에 의한 유출성분 분석3.2 RRFS3.2 RRFS3.2 RRFS3.2 RRFS

유역유출예측시스템 은 미공병단 에서 개발한 모형에 기반을 둔 모형(RRFS) (Corps of Engineers, 1956) SSARR

으로서 이상진 과 류경식 이 금강유역에 적용하여 유출특성을 분석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2006) (2007) .

리주파수에 의한 유출성분 분리결과를 에 의한 유출성분 분리결과와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였다RRFS .

년 동안 모형에 의한 대청댐유역의 유출성분 모의결과를 직접유출과 기저유출로 분리하여1983~2000 SSARR

에 도시하였다 연강수량이 큰 및 년의 경우에는 직접유출량이 기저유출량에 비해 큰 것으Fig 3 . 1985, 1987 1998

로 나타났으며 연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년의 경우에는 기저유출량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 1994 .

적으로 연강우량이 정도에서 유출량은 이며 이를 전후로 기저 및 직접유출량이 서로 역전1000mm 200~300mm ,

되는 유출특성을 나타내었다 즉 유출량이 이상이 되면 유역의 포화도는 매우 커지게 되어 지하로 침투. 200mm

하는 유출량보다 상대적으로 직접유출량이 지배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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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ableFig 3 TableFig 3 TableFig 3 Table 1111. Runoff Component Analysis by RRFS and Rainfall in Dea-cheung Basin. Runoff Component Analysis by RRFS and Rainfall in Dea-cheung Basin. Runoff Component Analysis by RRFS and Rainfall in Dea-cheung Basin. Runoff Component Analysis by RRFS and Rainfall in Dea-cheung Basin

결과 분석 및 유출 지표 산정결과 분석 및 유출 지표 산정결과 분석 및 유출 지표 산정결과 분석 및 유출 지표 산정3.43.43.43.4

분리주파수를 활용한 기법에 의해 산정된 기저 및 직접 유출성분의 검증을 위하여 앞서 분석된 에 의한RRFS

유출성분과 비교분석하였다 는 주파수 분리기법과 모의시 기저 및 직접 유출성분 분석결과를. Fig. 4 RRFS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전반적으로 모의결과와 분리된 직접 및 기저유출량 값이 근사함을 보여주고 있

다 계절별 봄 월 월 여름 가을 월 월 겨울 월 월 로 살펴보면 갈수기에 해당하는 겨울철 월. ( :3 5 , :, :9 11 , 12 2 ) (12 2～ ～ ～ ～

월 에 강우가 가장 부족한 계절로써 기저유출량의 모의치가 다소 과대 산정된 반면 전반적으로 년중 유출량은)

비교적 근사하게 모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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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on Between Modeled and ObservedFig. 4 Relation Between Modeled and ObservedFig. 4 Relation Between Modeled and ObservedFig. 4 Relation Between Modeled and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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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oil Moisture Index of each small basinFig. 5 Soil Moisture Index of each small basinFig. 5 Soil Moisture Index of each small basinFig. 5 Soil Moisture Index of each small basin

Fig. 6 Index of water available for useFig. 6 Index of water available for useFig. 6 Index of water available for useFig. 6 Index of water available for use

이와 같이 적용검증된 분석결과 바탕으로 금강유역 습윤상황을 분석도구인 를 활용하여GIS Arc View 3.2a

개 소유역별 유역습윤상황을 분석하였다 는 월별 소유역별 습윤상황을 로 나14 . Fig 5 SMI(Soil Moisture Index)

타낸 것으로 년 월 월 기간의 유역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는 유역내 토양습윤상태에 따른 유출율을2007 1 ~12 . SMI

산정하는 매개변수이기 때문에 강우로 발생되는 유출의 정량적 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유역

의 습윤상황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겨울철 부족한 강우 월 는 봄이되면서 강수확보로 인하여 유역 전반. (1~3 )

에 습윤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홍수기 월 월 에는 유역 습윤 포화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7 ~8 ) .

림에서 년의 월 월은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예년보다 낮은 습윤상황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2007 4 ~5

수 있다.

은 소유역내에서 발생된 유출량 대비 계획된 목적을 위해 사용된 수량의 비를 나타내는 용수소모지수를Fig 6

월별 소유역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용수소모지수가 이상인 소유역은 해당월 총유출량으로 용수수요량을 자체. 1

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소유역임 따라서 용수소모지수가 이상인 소유역은 부족수량에 대해 타소유역에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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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을 받거나 자체 소유역내 저류시설물을 통해 공급받고 있는 실정임을 나타내고 있다.

결론결론결론결론7.7.7.7.

유역의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서는 유역내 주요 지점의 유출량과 유출성분과 같은 상세 유출정보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요지점의 관측유량을 유사하게 모의하는 강우 유출모형을. -

구축한 후 해당 모형에서 제공하는 상세 유출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모형에 의한 유출결과는 단편적인, .

유출총량에 대해서만 검증된 결과이기 때문에 기저 및 직접유출성분 각각의 적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강유역을 대상으로 모형을 적용하고 단순 유출결과 뿐만 아니라 유출성분별. SSARR

로 결과값을 도출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리주파수 기법을 활용하여 관측값의 유출성분을 분리하고 모의결, ,

과와 서로 비교하였다 이와같이 적용검증된 모형을 토대로 유출성분 뿐만 아니라 소유역별 습윤상황과 용수.

이용정보 등 유출지표를 산정하여 효율적 유출관리 지원을 위한 기초 수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파수 분리기법과 모의시 기저 및 직접 유출성분 분석결과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의결과와 분RRFS

리된 직접 및 기저유출량 값이 매우 근사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유역적용성이 탁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를 토대로 모형에서 합리적인 소유역별 유역습윤현황을 분석하고 용수이용현황 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 유출,

관리 지원을 위한 기초 수문정보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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