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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본 연구의 목적은 준분포형 강우 유출모형인 모형을 충주댐 상류유역에 대해 구축하고 유출모의- SWAT

결과를 토대로 토양수분에 대한 시공간적 변동성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밀토양.

도를 이용하여 충주댐 유역에 대한 토양층 깊이를 파악하였다 또한 모형 검 보정을 위해 모형을. SWAT

년에 대해 적용하여 모의결과의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모의 토양수분을 분석한 결과 유역의 토양1986~2005 .

수분은 사이에서 거동하고 월에 가장 많고 월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류 소유40~160mm , 3 6 .

역보다 상류소유역에서 토양수분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토양수분 충주댐핵심용어 토양수분 충주댐핵심용어 토양수분 충주댐핵심용어 토양수분 충주댐: SWAT, ,: SWAT, ,: SWAT, ,: SW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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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토양수분은 강수 증발산 직접유출 기저유출 등 여러 수문성분들을 연계하는 중요한 변수로, , ,

서 유역의 토양수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유역 물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유.

역의 토양수분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직접관측과 위성영상을 이용한 간접관측 그리고 강우 유, -

출 연속모형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총 여개의 토양수분을 관측하고 있. 120

으나 자료의 관측기간이 짧고 결측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시공간적 거동을 분석하기에는 많

은 제한이 있다 또한 등의 위성영상 자료를 이용한 전구관측이 수행되고 있으나 장기. C-band

간의 변동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토양수분 관련 연구로는 김광섭과 김종필 이 위성영상과 정규식생지(2006)

수 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토양수분량을 추정하고 시 공간적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오경준 등(NDVI) ,

은 실 측량과 역측량에 의한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토양수분의 거동을 분석하였다 그 외에(2006) .

토양수분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유출모형을 이용한 모의 토양수분량을 이용하여 분석한

사례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을 이용하여 토양수분을 모의하고자 한다 모형은 기반SWAT . SWAT HRU

의 준분포형 모형으로 다양한 토양매개변수들을 필요로 하는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 SWAT

형을 이용하여 장기간의 유출모의와 모의결과에 대한 정확도 평가를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모의

된 토양수분을 이용하여 시공간적 변동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 정회원세종대학교 박사과정E-mail : bjlee0704@paran.com
** 정회원세종대학교 물자원연구소토목환경공학과 교수E-mail : dhbae@sejong.ac.kr
*** 정회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부 책임연구원E-mail : nwkim@kic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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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이론모형 이론모형 이론모형 이론2.2.2.2.

모형은 성분별 모의를 위해SWAT

전체 유역을 소유역으로 구분하고 각,

소유역에 대해 동일한 토양형과 토지피

복을 갖는 면적별로 구분하여 동일한

유출현상을 갖는 단위로 구분하는데 이,

단위를 수문학적 반응단위(Hydrologic

이하 라 한다Response Unit; HRU) .

따라서 모형은 모든 수문성분에SWAT

대해서 각 별로 모의를 하며 모의HRU

결과 값은 해당 소유역의 주하도 유입

량이 된다 이렇게 각 소유역에 대해서.

계산단위시간동안 해당 들로부터HRU

들어온 유입량은 소유역 주하도의 하도

추적을 통해 각 소유역 유출량이 된다.

그림 은 하나의 에서 강수 로 인한 지표수 토양수 또는 측방흐름 침1 HRU (PCP) (Qsur), (Qlat),

루량 지하수 함양량 지하수 증발산량 등의 수문성분 거동형태를 도(Qsep), (Qrchrg), (Qgw), (ET)

시한 것이다 모형에서는 수정 방법을 이용하여 지표수를 산정하고 강수량에서 지표. SWAT SCS

수를 뺀 나머지 양은 토양표면 아래로 침투된다 이 양은 기존 토양수분량에 추가되고 포장용수.

량 을 초과하는 토양수분량은 중력수로 정의되어 측방흐름과 침루량으로 이동하게(field capacity)

된다 나머지 토양수분량은 식생과 기상조건에 따라 영구위조점 에 도. (permanent wilting point)

달할 때까지 모관수로 정의되어 증발산으로 토양층내에서 제거된다 마지막 토양층에서의 침루량.

은 지하수함양량으로 얕은 대수층 에 저장되어 있는 지하수에 추가된다 이 양(shallow aquifer) .

중 일정부분은 하천으로 회귀하는 지하수로 또는 깊은 대수층 및 토양층으로 이, (deep aquifer)

동한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한 토양수분 변화량에 따른 기본적인 물수지 방정식은 식 과. (1)

같다.

SW  P  Q  ET DP  QR (1)

여기서, P는 강수량, Q는 유출량, ET는 증발산량, DP는 침루량, QR은 하천으로의 회귀수

를 나타낸다.

대상유역 및 토양수분 관측현황대상유역 및 토양수분 관측현황대상유역 및 토양수분 관측현황대상유역 및 토양수분 관측현황3.3.3.3.

대상유역 현황대상유역 현황대상유역 현황대상유역 현황3.13.13.13.1

본 연구에서는 남한강의 대표적인 댐 유역인 충주댐 상류유역을 대상유역으로 선정하였다 충.

주댐의 유역개황을 파악하여 보면 으로부터 추출한 유역면적은 국300m×300m DEM 6,632km2(

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이며 표고는(http://www.wamis.go.kr) : 6,648km2) EL. 124∼

평균표고는 인 전형적인 산지지역이다 대상유역 내에는 제천시 평창군 영월1560m, EL. 607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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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수문성분 모의 모식도그림 의 수문성분 모의 모식도그림 의 수문성분 모의 모식도그림 의 수문성분 모의 모식도1. HRU1. HRU1. HRU1. H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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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단양군, , 정선군 등이 위치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충주댐 유역을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권역을 기준으로 하여 개 소유역으로 구분하여3

유출모의를 수행하였다.

토양층 깊이 정도는 토양수분을 얼마나 담을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공간의 크기를 의미한다 따라.

서 토양수분을 파악하는데 있어 토양층 깊이를 파악

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유역에 대.

해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하는 정밀토양도와 토양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토양층 깊이에 대한 분포

도를 구축하였다 대상유역의 토양속성에 대해 분석.

한 결과 충주댐 유역은 개의 토양통이 분포해130

있으며 토양층 깊이는 토양통에 따라 25~2000mm

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유역에 분포하.

는 토양통 중에서는 저수지에 위치한 토양통을 제외

하고 매봉 토양통이 깊이로 가장 낮고 중동120mm

토양통이 로 가장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2000mm .

토양수분 관측현황토양수분 관측현황토양수분 관측현황토양수분 관측현황3.23.23.23.2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여개의 지점에서 토양수분을 관측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는120

농업기상정보시스템 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http://weather.rda.go.kr) . ,

관측지점은 미계측지점이며 계화 등 일부 관측지점들에 대해서는 년부터 토양수분자료가 구, 2002

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토양수분의 시공간적 분석을 수행하.

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적용대상 지역내에 위치한 관측지점을 조사한 결과.

평창 제천 등 개 지점의 관측지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자료보, 11

유상태가 좋지 못해 분석하기는 어려웠다.

모형 적용 및 보정모형 적용 및 보정모형 적용 및 보정모형 적용 및 보정4. SWAT4. SWAT4. SWAT4. SWAT

모형에서 토양수분을 비롯한 각 수문성분의 산정방법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모형에서 산정된

토양수분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매개변수 보정 및 유출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모형에 필요한 일별 강수량 최소 최대 기온 일사량 풍속 상대습도 자료는 건설교통부와 기, / , , ,

상청 관할 관측소를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모형의 매개변수는 수치표고모델 토지피복도 토양도. , ,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고 산정이 어려운 매개변수는 관측유량자료를 이용하여 수동보GIS

정하였다.

전체 모의기간은 년이며 매개변수 보정기간은 년 검정기간은1986~2005 1996~2005 ,

년으로 정하였다 모의결과에 대한 통계분석결과는 표 과 같다 통계지표는 유출용적1986~1995 . 1 .

오차 평균제곱근오차 상관계수 모형효율성계수 를 선정하였고 모(VE), (RMSE), (C-CORR), (ME) ,

의결과는 관측치에 대해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의 관측치와 모의. 3

치의 유출수문곡선에서도 모의결과가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대상유역 토양층 깊이그림 대상유역 토양층 깊이그림 대상유역 토양층 깊이그림 대상유역 토양층 깊이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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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검보정기간 유출모의결과표 검보정기간 유출모의결과표 검보정기간 유출모의결과표 검보정기간 유출모의결과1.1.1.1.

대상

유역

보정기간 검정기간

VE RMSE C-CORR ME VE RMSE C-CORR ME

충주댐 -2.88 2.90 0.90 0.80 2.81 3.20 0.89 0.7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Year (2001 - 2005)

0

20

40

60

T
ra
n
. 
fl
o
w
 (
m
3
/s
)

OBS

SWAT

CHUNGJU

그림 일유출량 모의결과그림 일유출량 모의결과그림 일유출량 모의결과그림 일유출량 모의결과3.3.3.3.

토양수분 모의결과 분석토양수분 모의결과 분석토양수분 모의결과 분석토양수분 모의결과 분석5.5.5.5.

대상유역의 토양수분량을 분석하기 위해 앞서 매개변수 검 보정 과정에서 산정된 유역 평균 토

양수분량을 년 기간에 대해 그림 와 같이 도시하였다 충주댐 유역의 토양수분량은2001~2005 4 .

대략 이내에서 거동하고 겨울동안 토양 결빙의 영향으로 토양내 수분이 계속 누적40~160mm ,

되고 이후 기온증가로 인한 증발산량이 많이 발생하는 월달에 대체로 토양수분이 가장 적은 것6

으로 모의되었다.

전체 모의기간 년 에 대해 월별 토양수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와 같이 도(1986~2005 ) 5

시하였다 그림에서 상류 소유역일수록 월평균 토양수분량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류소유역.

과 하류소유역 의 토양수분량은 여름철에 대략 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sub03) (sub01) 50mm

타났다 또한 월별 분석에서는 개 소유역 모두 월달 토양수분량이 가장 많고 월달 토양수분량. 3 3 6

이 가정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충주댐상류유역에 대한 유역평균 토양수분량과 각 소유역의 월별 토양수분

량에 대해 파악하였다 현재 토양수분 관측자료의 결측 및 자료가용기간의 한계로 인해 모의결과.

에 대한 직접적 분석을 수행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양질의 관측자료가 구축된다면 모형의 매개변.

수 추정시 관측자료를 이용한 보정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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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상유역 일별 토양수분 모의결과그림 대상유역 일별 토양수분 모의결과그림 대상유역 일별 토양수분 모의결과그림 대상유역 일별 토양수분 모의결과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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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소유역별 월평균 토양수분 모의결과그림 소유역별 월평균 토양수분 모의결과그림 소유역별 월평균 토양수분 모의결과그림 소유역별 월평균 토양수분 모의결과5.5.5.5.

결론결론결론결론6.6.6.6.

본 연구는 준분포형 강우 유출모형인 모형을 이용하여 충주댐 상류유역에 대한 토양수- SWAT

분량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밀토양도를 이용하여 충주댐 상류유역에 대해 토양.

층 깊이를 분석한 결과 의 토양층 깊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매25~2000mm . SWAT

개변수 검 보정을 위해 년 기간동안 모형을 충주댐 유역에 적용하였다 모의유1986~2005 SWAT .

량을 관측유량과 비교한 결과 모의유량의 정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댐 유역의.

유역평균 토양수분량은 대략 에서 거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별로는 월달이 가40~160mm , 3

장 많고 월달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류에 비해 상류에서 토양수분량이 많은 것6 .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관측 토양수분자료의 부재로 인해 토양수분 모의결과에 대한 직접 비교를 수행

하지 못하였다 향후 양질의 관측 토양수분량이 확보된다면 유역단위의 모의 토양수분량을 보다. ,

정밀하게 모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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