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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verified the applicability of the developed universal model for the parameter estimation through the rainfall-runoff analysis

at 16 watersheds. The existing parameter estimation equations derived from the restricted conditions sometimes, gave the mean-

ingless results which cannot reflect the watershed characteristics and so have not widely used in the ungaged watershed. The val-

ues estimated from the developed universal model showed which are sensitive to variations of watershed characteristics. Wider

applicability of SFM in ungaged watersheds is expected with the used of effective rainfall from CN method and the univers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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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저류함수법의 매개변수 추정을 위해 개발한 범용모형을 토대로 관측수문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16개 댐유역에

적용하여 그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저류함수법의 기존 매개변수 추정식은 대부분 한정된 조건에서 얻어졌고 다양한 유역특성을

고려할 때 물리적 의미가 없는 값이 얻어지는 경우가 많아 미계측유역에서 적용이 회피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매개변

수 추정결과는 이러한 문제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유역특성인자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

었다. CN방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도출된 유효우량과 함께 범용모형을 이용한 매개변수 추정을 토대로 미계측유역에서 저류함수

법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 : 저류함수법, 범용매개변수, CN, 유효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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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역에서의 유출해석을 위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유출모형

및 해석방법이 개발되어 왔다. 수문순환 과정은 매우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유출현상은 이들 인자들의 복합적인 요

인을 받고 있으므로 특정 유역의 강우-유출관계를 수문모형

으로 적절하게 나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김경탁과

최윤석, 2003; 윤용남, 2007). 일반적인 수문모형의 적용에서

는 유역특성 및 유출과정의 주요 인자를 매개변수화하고 이

들 매개변수를 실측자료에 근거하여 검보정함으로써 수문모

형의 적정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 경우 사용되는 수문모형

의 적정성과 정확도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김성

준 등 (2002)은 강우-유출 관계해석의 정도를 1) 모형의 종

류, 2) 매개변수, 그리고 3) 이용자료의 오차라는 세 가지에

기초하여 검토할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중 어떤 모형을

사용하는지의 모형의 종류와 관련된 문제는 유출해석시 강우

의 형태에 따른 대상유역의 반응을 얼마나 물리적으로 정확

하게 나타낼 수 있느냐의 문제로서 가장 중요하다. 부적절한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다른 작업이 적절히 이루어진다 하더

라도 일관성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

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모형이 선형적이냐 비선형적이냐에 따

른 차이가 주요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다 (백경록 등,

2000; 박진욱 등, 2000).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 및 지

형 특성상 강우-유출과정의 비선형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선형모형을 이용할 경우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지 못하

고 있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요소는 모형의 매개변수이다.

주어진 유역에 대해 모든 강우사상의 유출해석에 동일한 매

개변수가 사용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나 그렇지 못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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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다. 이는 물론 강우-유출과정의 비선형성에서 그 이유

를 찾을 수 있다. 즉, 새로운 강우-유출 사상의 해석에는 필

연적으로 오차가 동반하게 된다 (김성준 등, 2002). 세 번째

요소는 강우-유출해석에서 사용되는 자료의 오차이다. 강우자

료로 사용되는 면적평균강우의 경우 점강우량 자체에 오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강우발생시 시공간적으로 매우 큰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실제강우와 차이가 클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유철상과 정광식, 2001). 강우-유출모형의 검보정을 위해서는

유량관측에 의한 유출량 자료계열이 필요하다. 이 자료계열의

생성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위를 연속적으로 관측하고 수위-

유량관계곡선을 이용하여 유량으로의 환산을 하게 된다. 이때,

관측시의 오차와 수위-유량 관계곡선의 정밀도에 따라 동일

한 수위에서도 유량값은 수십배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자료를 이용한 모형의 검보정은

큰 불확실성을 가지게 된다 (김성준 등, 2002). 국토해양부

유량조사사업단의 우리나라 유량조사 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2003년 홍수기시 부자를 이용한 유속측정의

불확실도는 28.5%에 이르는 등 유량측정 정확도 개선이 요

구된다 (정성원과 황석환, 2007).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강우-유출 해석과정의 문제점

들에 기초하여 국내 홍수량 추정의 객관성 및 정확도를 개선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선형모형인 단위도법보다 개선된, 강우-유출과

정의 비선형성을 고려할 수 있는 모형으로서 저류함수법을

선정하였다. 저류함수법은 홍수유출의 비선형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히 이중 또는 삼중으로 첨두가 발생하는

복합홍수수문곡선을 비교적 잘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형

모형보다 합리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송재현 등, 2006; 최종

남 등, 2010). 자료의 오차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역의 물리적

특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가상유역을 설정하고 주어진

조건에 대해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 유출량 자료를 생성함으

로써 다양한 유역조건에서의 자료의 부족, 관측과정상의 여러

요인으로 인한 자료의 정확도 및 정밀도 문제점 등을 일정범

위에서 해소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 (최종

남 등, 심의중)에서 제시된 바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앞서 제기된 두 번째 매개변수 및 세 번

째 자료오차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저류함수법의 매개

변수를 추정하기 위한 범용모형을 개발하였다. 저류함수법을

포함하여 기존의 집중형 강우유출모형에서 사용되는 매개변수

를 추정하기 위한 경험식들은 대부분 불충분한 관측자료의 수

로 인하여 그 적용성이 제한적이었다. 특히, 동일 면적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유로연장, 유로경사, 지표면 특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선행연구에서 최종남 등 (심의중)은 다양한 유역특

성을 감안한 가상유역을 설정하고 약 35,000여회에 해당하는

상이한 유역특성 및 유출영향 특성인자에 기초한 유출해석을

실시하여 이러한 유출해석 결과를 재현하는데 용이하도록 다

양한 유출영향 인자의 조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범용적인 저류함수법의 매개변수 추정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범용모형의 적용성을 확인하고 기존

실무에서 사용되는 절차에 따라 홍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저류함수법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홍수유출해석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상 댐유역의 지

형인자를 GIS를 이용하여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선행연구에

서 개발된 범용모형을 적용하여 매개변수를 산정하였다. 그리

고 댐유역의 관측 수문곡선과의 비교를 통해 개발된 모형의

적용성을 보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홍수예경보시스템을 제외한 국내 실무에서는 주로 Clark 유

역추적법 등의 합성단위도법이 사용되어왔다. 홍수예경보시스

템의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합성단위도법 모

형에 의한 예경보 결과에 비해 저류함수법의 적용결과가 거

의 항상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무에서 저류함수법이 잘 쓰여지지 않았던 이유는 미계측유

역에서 양호한 유출모의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적용절차와

매개변수 추정방법론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선

행 연구결과로 제시된 저류함수법의 매개변수를 추정하기 위

한 범용모형을 설명하고 이를 이용하여 미계측유역에서도 기

존의 유출해석 절차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정리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홍수유출 계산을 위한 저류함수법(貯溜函數法, storage

function method)은 유역과 하도에서의 유출량과 저류량의 관

계를 표시하는 저류함수를 홍수파의 운동방정식에 대입하여

홍수파의 연속방정식을 계산함으로써 홍수유출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1961년 기무라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 방법은 일본

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국내에서는 홍수예경보에 30년

이 넘도록 사용되어 왔고, 1987년부터는 낙동강 홍수예경보

업무에도 이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섬진강, 금강, 영

산강 유역에도 동일방법이 적용되며 각 홍수통제소에 설치

운용되고 있다. 저류함수법의 다음의 세 가지 장점을 가진다.

첫째, 자연상태에서 발생하는 홍수유출은 매우 서서히 변화하

는 부정류인데, 본 방법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일반적인 홍수유출의 특성인 비선형성

이 고려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에 의한 홍수유출 계

산 방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 매우 간단하므로 작은 규모의

전자계산기로도 홍수유출 계산이 가능하며, 복잡한 대하천 유

역을 여러 개의 소유역 및 하도구간으로 분할하여 상류에서

하류방향으로 축차적으로 유출계산을 함으로써 필요한 지점

에서 홍수유출 계산이 가능하다.

하천유역으로부터의 홍수유출계산을 위한 저류함수법은 홍

수류의 연속방정식에 유역이나 하도에서의 유출량과 저류량

의 관계를 표시하는 저류함수를 대입하여, 홍수류의 연속방정

식을 풀고 수문학적으로 홍수유출량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홍

수유출을 Manning 공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표면 유출이

라 가정하면 유역이나 어떤 하도구간의 저류량 S는 유출량

O의 멱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 즉

S = KO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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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 P는 유역 혹은 하도구간에 대한 상수이다. 한편,

유역에 대한 연속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

여기서 f는 평균유입계수이며, rave는 단위시간당 유역평균

강우량(mm/hr), 는 유역면적(km2), O는 유역지체시간 Tl을

고려한 유역으로부터의 직접유출량(m3/s), S는 유역 내의 실

제 저류량(m3)이다.

위의 두 식을 사용하여 유역에 내린 강우와 유출자료를 분

석하여 유역의 저류함수관계를 나타내는 저류상수 K, P를 결

정할 수 있다. 이때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K, P, Tl을 추정

하기 위한 범용모형은 다음 식 (3), (4) 및 (5)와 같다. 

P = 0.6 (3)

(4)

(5)

여기서 L은 대상유역의 유로연장(km), S0는 유역평균경사, Sl

는 유로경사, n0는 지표면 흐름의 조도계수, nl은 유로의 조

도계수 그리고 R은 호우평균 강우강도(mm/hr)이다. 여기서

호우평균 강우강도는 유역의 면적이 크지 않은 경우 고려하

지 않아도 무방하다. 

김태균과 윤강훈(2007)은 저류함수법에서 유출율의 개념에

해당하는 평균유입계수 f를 이용하여 유효우량을 산정하는

방법 대신에 NRCS 초과우량산정방법으로 얻어진 유효우량

을 직접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방법에 따르면

위 식 (2)에서 f와 rave를 사용하는 대신에 CN법을 적용하

여 얻은 유역의 유효우량 Re를 사용하게 된다. 이를 이용하

여 식 (2)의 유역의 연속방정식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 식

(6)과 같다.

(6)

여기서 Re는 지체시간 Tl을 고려한 유효우량이며, t는 시간

이다.

홍수예경보 등에서는 유역의 유효우량을 직접적으로 파악

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측된 총우량을 기준으로 유역상황을

고려하여 1차 유출률 f1과 포화누가우량 Rsa의 지표에 의존하

여 해석하는 것이 급변하는 유출상황에 대처하여 적절한 해

석을 도모하는데 유리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하천기본계획이

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와 같은 일선 수자원 실무에서 이러한

적용방법은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계획홍수량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어온 유효우량을 산정하는 방법 및 기

준과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회피사유가 된다.

특히, 미계측유역을 대상으로 홍수량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

유역의 유출조건을 토지이용특성 및 토양특성에 따라 미리

결정해서 총우량으로부터 유효우량을 산정한 후에 사용하는

CN법의 적용은 굉장한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김태균

과 윤강훈 (2007)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CN법과 저류함수법

의 직접유출해석 과정을 연계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이때 저

류함수법의 주요 매개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식 (3),

(4), (5)의 매개변수 추정식을 이용하기로 한다.

3. 대상유역

본 연구에서는 앞서 소개된 범용모형의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개변수 K, P와 Tl을 16개 유역에 적용하기로 한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유역의 위치는 Fig. 1에 제시되어 있

다. 최근에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수자

원분야에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가면서 모형의 매개변수를 손

쉽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되었다. GIS를 이용

할 경우 수치고도자료(Digital Elevation Model, DEM)를 이

용하여 유역으로부터 지형인자를 손쉽게 산정하여 매개변수

결정에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WMS를 이용하여 유

역의 지형특성인자를 추출하고, 추출된 지형특성인자를 기초

로 기존 저류함수법의 매개변수 추정을 위한 경험식과 범용

모형을 적용하기로 한다. 다음 Table 1은 WMS를 적용하여

얻은 유역의 지형특성인자의 추출 결과이고 이때 각 댐유역

의 형상 및 수계배치는 Fig.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

께 매개변수의 추정에 필요한 조도계수의 경우 국내 하천의

계획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0.03을 모든 유역에서 동일하

게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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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map of dam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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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의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수문자료는 댐의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 및 치수능력

증대 기본계획(한국수자원공사, 2004)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해당 과제에서 수행된 호우사상별 CN값 및 손실우량 산정결

과와 유출량의 기저유출 분리 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범용모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직접유출과 유효우량의 자료계열을 얻어낼 수 있었다. 해당

과제에서는 댐지점의 2002년 태풍 루사나 2003년 태풍 매

미 뿐만 아니라 90년대의 주요 호우사상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되도록 강우의 패턴이 단순하고 복합

Table 1. Watershed characteristics used in this study

유역특성 인자 구천댐 대암댐 밀양댐 보령댐 부안댐 사연댐 안계댐 안동댐

Basin area (km2) 12.73 70.44 93.59 162.09 56.81 123.74 6.55 1589.23 

Basin slope (m/m) 0.3488 0.3263 0.4909 0.3668 0.4300 0.3340 0.2021 0.4274 

Average overland flow (km) 0.28 0.97 0.77 0.86 0.74 0.85 0.93 0.83 

North aspects (%) 0.49 0.55 0.51 0.48 0.54 0.48 0.56 0.51

South aspects (%) 0.51 0.45 0.49 0.52 0.46 0.52 0.44 0.49

Basin length (km) 4.60 12.08 14.04 16.36 8.97 13.87 4.42 72.51 

Perimeter (km) 23.05 65.71 82.76 95.55 60.61 77.17 17.51 364.20 

Shape factor 1.66 2.07 2.10 1.65 1.42 1.55 2.98 3.31 

Sinuosity factor 1.24 1.23 1.63 1.30 1.75 1.62 0.69 2.23 

Mean basin elevation (EL.m) 249.11 184.21 573.52 233.11 175.36 243.13 82.32 557.24 

Max flow distance (km) 6.29 17.00 24.62 23.69 17.63 25.18 5.50 163.41 

Max flow slope (m/m) 0.0670 0.0403 0.0415 0.0244 0.0246 0.0321 0.0207 0.0081 

Max stream length (km) 5.69 14.80 22.87 21.26 15.69 22.52 3.04 161.53 

Max stream slope (m/m) 0.0525 0.0187 0.0280 0.0071 0.0096 0.0109 0.0094 0.0051 

Distance from centroid to stream (km) 0.09 0.17 0.37 0.06 0.00 0.66 0.44 0.19 

Centroid stream distance (km) 2.91 6.54 11.81 10.09 7.50 10.95 2.09 73.80 

Centroid stream slope (m/m) 0.0040 0.0041 0.0098 0.0052 0.0008 0.0035 0.0113 0.0033 

유역특성 인자 연초댐 용담댐 운문댐 임하댐 주암댐 주암조절지댐 합천댐 횡성댐

Basin area (km2) 11.34 929.85 301.32 1365.48 1026.13 134.24 929.05 208.00 

Basin slope (m/m) 0.2884 0.3750 0.4410 0.4059 0.3170 0.3336 0.3479 0.4131 

Average overland flow (km) 0.28 0.88 0.79 0.83 0.87 0.84 0.95 0.29 

North aspects (%) 0.48 0.53 0.53 0.52 0.52 0.50 0.49 0.52

South aspects (%) 0.52 0.47 0.47 0.48 0.48 0.50 0.51 0.48

Basin length (km) 4.00 40.02 18.80 46.04 48.37 16.11 43.93 23.44 

Perimeter (km) 24.39 269.86 114.89 345.71 333.01 80.47 247.96 124.60 

Shape factor 1.41 1.72 1.17 1.55 2.28 1.93 2.08 2.64 

Sinuosity factor 1.34 1.57 1.86 1.99 1.91 1.30 1.50 1.66 

Mean basin elevation (EL.m) 127.59 511.22 417.41 389.86 269.70 288.24 504.54 437.19 

Max flow distance (km) 6.12 64.70 37.71 93.93 94.47 22.87 67.87 39.45 

Max flow slope (m/m) 0.0312 0.0102 0.0232 0.0115 0.0074 0.0278 0.0207 0.0216 

Max stream length (km) 5.35 62.65 35.01 91.73 92.26 20.97 66.00 38.86 

Max stream slope (m/m) 0.0146 0.0049 0.0086 0.0051 0.0022 0.0100 0.0102 0.0154 

Distance from centroid to stream (km) 0.72 0.40 0.11 0.10 1.73 0.00 0.33 0.03 

Centroid stream distance (km) 0.98 27.52 17.18 37.13 34.79 10.25 35.22 20.42 

Centroid stream slope (m/m) 0.0029 0.0018 0.0033 0.0020 0.0030 0.0030 0.0028 0.0039 

주) Basin area : 유역면적, Basin slope : 유역평균경사, Average overland flow : 유역의 평균지표면 유출거리, North aspects : 유역

면적에 대한 북쪽방향 사면의 면적비, South aspects : 유역면적에 대한 남쪽방향 사면의 면적비, Basin length : 유출 출구로부터 유역

경계면상의 가장 먼 지점까지의 직선거리(유역길이), Perimeter : 유역경계선의 주변장, Shape factor : 유역형상계수, Sinuosity factor :

유역길이를 최대하천길이로 나눈 값, Mean basin elevation : 유역평균고도, Max flow distance : 최대흐름거리, Max flow slope : 최

대흐름거리의 경사, Max stream length : 최대유로길이, Max stream slope : 최대유로길이의 경사, Distance from centroid to stream

: 유역중심으로부터 최대유로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 Centroid stream distance : 유역중심으로부터 최대유로까지 통과하여 유역출구까지의

거리(유역중심거리), Centroid stream slope : 유역중심거리의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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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사상이 아닌 경우만을 선정하여 대상자료로 이용하기로

한다.

4. 저류함수법 매개변수의 적용 및 

기존 경험식과의 비교

앞서 3절에서 얻어진 16개 댐의 특성인자를 기초로 저류함

수법의 매개변수를 추정하였다. 기존에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

거나 국내 적용사례를 통해 개발된 저류함수법의 매개변수를

추정하기 위한 식들은 Table 2에 소개되어 있다. 도네가와

공식, 가또야 공식, 기무라 공식은 일본의 하천에서 개발된

경험공식들이며 정동국 공식과 한강공식은 국내 홍수예경보

의 수문자료를 기초로 개발되었다. 이들 경험공식들과 앞서

소개된 범용모형을 적용하여 매개변수를 산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을 살펴보면 기존의 일본에서 개발된 경험

식이나 국내 하천에서 얻어진 식들의 경우 유역특성의 변화

에 따라 매개변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때로는 음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가 많았다. 특히 일본 하천에서 개발된 도네가와 공식이나

기무라 공식의 지체시간이 때때로 음의 값이 얻어져 물리적

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매개변수가 얻어짐으로써 사용 자체

가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국내에서 개발된 한강공식

등의 경우에도 지체시간의 정의를 살펴보면 강우의 중심점으

로부터 첨두유출량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차로 볼 수

있으나 유역면적의 크기나 유로연장의 길이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예상하기 어려운 지체시간값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유역면적 1,589 km2, 유로연장 161.5 km인 안동댐의 경우 발

생하는 지체시간이 1.5시간도 되지 않는다고 추정할 경우 강

우-유출모형의 적용하기에 앞서 물리적 의미의 부족으로 매

개변수의 적정성이 의심받기 쉽다.

이에 비해 범용모형의 적용결과는 물리적으로 발생하기 힘

든 값으로 보여지는 값이 얻어지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유역면적 뿐 아니라 유로연장, 유역평균경사, 유

로경사 등 다양한 유역특성의 변화에 따라 적정한 변화양상

Fig. 2. Watershed and stream network.

Table 2. Widely used parameter estimation equation for

storage function model

구분 매개변수 추정식

도네가와 
(利根川)

i : 하상경사
L : 유로연장(km)

K = 1.18.84i-0.3

P = 0.175i0.235

Tl = 0.0506L - 0.31

가또야
(角屋)

Bc : 유로연장(m) K = 43Bc
-0.54

기무라
(木村)

L : 유로연장(km) Tl = 0.047L - 0.56

정동국
(2008) I : 유역경사

K = 51.375I-0.1308

P = 0.155I-0.135

한강공식
(최종남, 2009)

A : 유역면적(km2)
L : 유로연장(m)
i : 하상경사 (%)

K = 81.803L-0.1641i0.0780

P = 0.183L0.1774i-0.0839

Tl = 0.0912 + 0.883 ×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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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rameter estimation results

댐유역
도 네 가 와 가 또 야 기 무 라 정 동 국 한 강 공 식 범 용 매 개 변 수

K P Tl K Tl K P K P Tl K P Tl

구 천 댐 267.39 0.09 0.01 15.93 -0.26 58.96 0.18 52.15 0.22 0.10 9.58 0.60 0.20 

대 암 댐 311.44 0.08 0.55 9.31 0.24 59.48 0.18 46.09 0.27 0.15 15.02 0.60 0.65 

밀 양 댐 308.71 0.08 0.94 7.62 0.60 56.39 0.17 43.28 0.29 0.17 12.62 0.60 0.87 

보 령 댐 362.03 0.07 0.89 7.78 0.55 58.58 0.18 45.39 0.30 0.23 19.59 0.60 1.21 

부 안 댐 361.15 0.07 0.58 9.13 0.27 57.37 0.17 47.62 0.28 0.14 11.89 0.60 0.83 

사 연 댐 333.43 0.08 0.96 7.53 0.62 59.30 0.18 43.99 0.29 0.20 16.52 0.60 1.04 

안 계 댐 380.34 0.07 -0.03 17.13 -0.30 63.33 0.19 58.43 0.23 0.10 8.21 0.60 0.29 

안 동 댐 503.98 0.06 7.96 2.74 7.12 57.42 0.17 36.03 0.46 1.49 23.11 0.60 11.95 

연 초 댐 336.29 0.08 0.00 16.17 -0.27 60.45 0.18 55.61 0.23 0.10 9.62 0.60 0.28 

용 담 댐 470.31 0.06 2.96 4.52 2.48 58.41 0.18 41.20 0.38 0.91 30.38 0.60 4.86 

운 문 댐 367.55 0.07 1.60 6.06 1.21 57.18 0.17 42.22 0.32 0.36 20.35 0.60 1.86 

임 하 댐 453.68 0.06 4.44 3.70 3.85 57.81 0.18 38.40 0.40 1.30 29.87 0.60 6.28 

주 암 댐 517.84 0.06 4.47 3.69 3.88 59.71 0.18 39.70 0.42 1.00 27.01 0.60 7.60 

주암조절지댐 348.14 0.08 0.85 7.93 0.51 59.31 0.18 45.19 0.29 0.21 18.39 0.60 1.07 

합 천 댐 380.34 0.07 3.12 4.41 2.63 58.98 0.18 38.69 0.36 0.91 30.18 0.60 3.52 

횡 성 댐 375.51 0.07 1.69 5.91 1.29 57.67 0.17 42.15 0.33 0.27 16.17 0.60 1.89 

Fig. 3. Simulation results using universal paramet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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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특징은 비슷한 유역면적,

유로연장이어서 그 추정된 매개변수 역시 비슷할 것으로 예

상되는 경우에도 오히려 차이가 큰 매개변수 추정결과를 나

타내는 점에서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역면적이

1,589 km2, 1,365 km2인 안동댐과 임하댐의 경우를 보면, 안

동댐은 유로연장 163.41 km, 유로경사 0.0081로 길고 완만한

유로를 가지는데 비해, 임하댐은 유로연장 93.93 km, 유로경

사 0.0115의 짧고 급한 유로특성을 가진다. 이 때 얻어진 지

체시간의 차이는 11.95 hr와 6.28 hr로 약 2배 가까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매개변수 추정식으로는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Fig. 3은 Table 3의 범용모형에 의한 매개변수 값들을 이

용하여 16개 댐에 적용한 유출해석 결과를 관측유량과 비교

한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범용모형의

적용으로 얻어진 매개변수들이 상당히 높은 적용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첨두홍수량의 크기 및 그 발생시점

과 수문곡선이 상승부 및 하강부의 기울기 등에서 대체로 실

제 관측 수문곡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관측

수문곡선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도 그 원인은 무엇

보다 유역내 손실우량 및 기저유량의 추정결과가 적절하지

못하여 수집된 자료계열에서 유효우량 및 직접유출량이 적절

하게 도출되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조도계수의 적정값으로 많이

쓰여지는 0.03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점 역시 실측수문곡선과

차이를 보이게 된 원인으로 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모의

결과가 양호한 점을 미루어볼 때 미계측유역에서의 적용시

국내하천유역의 경우 조도계수를 0.03으로 일괄적으로 사용

하더라도 무리없는 결과가 얻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적용한 범용모형에

의한 매개변수 추정결과는 유역의 지형인자만을 이용하여 관

측 수문자료를 잘 재현해줄 가능성이 높은 저류함수법의 매

개변수를 추정해 줄 수 있으며 다양한 유역특성인자를 반영

하여 얻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역특성변화에 따른 민감

도가 높은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경험식들의 경우 일

반적으로 실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유역특성들을 반영하

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소수의 유역에서 얻어진 자료에 근거

를 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유역의 자료를 수집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충분하게 수집된 유출영향인자는 유역면

적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동일 유역면적

에서도 서로 다른 유로연장, 유로경사 등의 특성을 가진 자

Fig.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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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개변수 추정식 개발

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 경험식들은 대부

분 유역면적이나 유로연장 또는 유로경사 등과 같이 단순히

한 가지 가장 유효한 인자에 기초하여 얻어진 것으로 보여진

다.

범용모형으로 얻어진 매개변수를 이용한 저류함수법의 적

용결과가 관측유량과 잘 일치하고는 있지만 최적의 매개변수

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기존에 관측자료를 기초로 최적화 기법 등의 적용으로 얻어

진 매개변수 추정결과들을 살펴보면 매개변수 반응표면

(response surface)이 여러 개의 극값(multi-mode)을 가지기

때문에 (Sorooshian and Gupta, 1995) 국지해에 쉽게 빠질

수 있는 등 만족스럽지 못한 추정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최적화기법의 적용으로 얻어지는 결

과는 일반적으로 관측유출수문곡선을 적절히 재현해주는 것

처럼 보여지는 매개변수가 한 개가 아닌 여러 개 또는 수십

개가 존재하게 된다. 이들 매개변수 중 상당수는 유역의 물

리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유역에서 적절하지 못한 값일

가능성이 높으나 이와 관련해서 명쾌하게 판단을 하기 어렵

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적용한 매개변수의 의의라고 한

다면 최종남 등 (2010)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운동파모형과

저류함수법의 매개변수의 수학적인 상관관계에 기초하여 주

어진 유역특성 조건에 대해 일대일로 대응하는 매개변수가

얻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최적화기법을 적용하여 얻어진 매개

변수 추정식과 차이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약 35,000여회에 해당하는 상이한 유역특성

및 유출영향 특성인자를 검토하여 개발된 저류함수법의 매개

변수를 추정하기 위한 범용모형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개발

된 모형을 관측 유량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16개 댐유역

에 적용하여 유출특성의 재현성을 살펴봄으로써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류함수법 모형은 그 이론적인 우수성이

나 사용상의 간편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실무에서의 사용은 미

흡하였다. 그 이유는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Clark 유역추적법,

SCS 합성단위도법 등의 모형에 비해 미계측유역에서 이용하

기 위한 매개변수 추정방법론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기존의

저류함수법의 매개변수 추정식은 미계측유역의 특정 조건에

서 음수로 얻어지는 등 많은 문제를 보여왔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온 CN법과 연계시켜 사용하기

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N법으로 얻은

유효우량을 기초로 미계측유역에서 직접유출량을 산정할 경

우에 활용가능한 저류함수법의 적용방법을 소개하였다. 특히,

GIS 등에 의해 얻어진 유역의 지형인자들에만 기초하더라도

무난한 강우유출 적용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매개변수 추정을

위한 범용모형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결과는

저류함수법의 적용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미계측유

역을 대상으로 저류함수법을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하는데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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