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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orage function model is one of the most commonly used models for flood forecasting and warning system in Korea. This

paper studies the physical significance of the storage function model by comparing it with kinematic wave model. The results

showed universal applicability of the storage function model to Korean basins. Through a comparison of the basic equations for

the models, the storage function model parameters, K, P and Tl, are shown to be related with the kinematic wave model param-

eters, k and p. The analysis showed that P and p are identical and K and Tl can be related to k, basin area, and coefficients of

Hack's law. To apply the storage function model throughout the southern part of Korean peninsular, regional parameter rela-

tionships for K and Tl were developed for watershed area using data from 17 watersheds and 101 flood events. These relation-

ships combine the kinematic wave parameters with topographic information using Hack'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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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저류함수법은 한국의 홍수예경보시스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강우-유출 모형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류함수법

의 매개변수를 운동파모형과 비교하여 물리적 의미를 고찰하고 국내 하천유역에서의 일반적인 적용방법을 도모하고자 한다. 두

모형의 기본적인 방정식을 이론적으로 비교한 결과 저류함수법에서 저류량과 비선형관계인 유출량의 멱승을 나타내는 P와 운동

파모형에서 유출수심과 비선형관계를 보이는 단위폭당 유량의 멱승을 나타내는 p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저류함수법

에서 저류상수와 지체시간을 나타내는 K와 Tl은 운동파모형에서 유역특성상수를 나타내는 k, 유역면적 그리고 Hack의 법칙의

계수를 이용하여 관계식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의 저류함수법의 일반적인 적용을 위해 K와 Tl에 관한 매개

변수 추정을 위한 식을 제안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식은 국내 전국에 산재한 17개의 댐지점에서의 101개의 호우사상으로부

터 얻어졌다. 이들 관계식은 운동파 모형의 매개변수와 국내 하천유역에 대해 새롭게 발전된 형태로 얻어진 Hack의 법칙에 기

초하여 결정될 수 있었다.

핵심용어 : 저류함수법, 운동파모형, 매개변수 특성, Hack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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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저류함수법은 계산절차가 간편하고 홍수유출의 비선형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히 복합홍수수문곡선을 비교적

잘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형모형보다 합리적이라고 알려

져 있다 (송재현, 2006). 이렇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저류함

수법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집중형 모형

처럼 아직까지는 모형 매개변수의 물리적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평가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건설교통부,

2004, 2005, 2006). 일반적으로 저류함수법의 매개변수는 경

험적으로 또는 최적화기법 등을 이용하여 추정되어 왔으며

유역특성이나 수리학적인 매개변수와 연계하여 미계측유역에

서도 범용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특성은 설명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류함수법의 매개변수들을 결정할 때

주로 경험식이나 수문기술자의 판단에 의한 보정에 의존하게

된다(곽재원 등, 2009). 이로 인해 홍수분석시 매개변수들의

조정범위가 큰 폭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강우-유출 분석경험

이 적은 실무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김종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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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저류함수법은 실제 홍수시마다 매번 예경보에서 사용되면

서 그 효과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받으며 다

양한 연구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저류함수법의 개념에 물리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모

형구조 자체의 개선을 통해 적용방법론의 개선을 시도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저류함수법 모형과는 독립적으로 거동하

는 새로운 매개변수 추정방법론을 도입하여 실제 유역의 매

개변수를 추정해 보고 그 특성을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고

찰하는 경우이다. 

첫 번째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저류함수법의 개

념을 상태공간 모형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주로 홍수

예경보시 다양한 시계열모형 이론을 도입하여 적용상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을 가진다. 예를 들면 칼만

필터(Kalman filter)의 도입은 다변량의 매개변수나 조건들에

대한 실시간 홍수예경보화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었다. 국내에서는 배덕효 (1997)가 유역유출의 저류함수법

을 상태공간모형으로 표현하여 유역에서의 유출량을 예측하

기 위한 모형을 제안하였으며, 배덕효와 정일문 (2000)은 하

도홍수추적과정에 대해서도 상태공간형태의 모형화를 성공한

바 있다. 그 외 첫 번째 연구와 관련된 모형구조 개선의 사

례는 다음과 같다. 이정규와 김한섭 (2000)은 유역모형과 하

도모형을 하나의 단일모형으로 하는 통합저류함수법을 제안

하였고, 김태균과 윤강훈 (2007)은 저류함수법을 통한 유효우

량 산정 대신 SCS방법을 이용하여 유효우량을 산정하고 저

류함수법으로 유역의 유출을 계산하여 매개변수의 수를 줄이

고 보다 안정적인 매개변수 산정이 가능한 모형을 제안하였

다. 

첫 번째 연구의 또 다른 대표적인 연구분야는 저류함수법의

매개변수를 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시도로 유역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그 매개변수를 쉽게 정의할 수 있는 운동파모형

(kinematic wave model)과 연관 짓는 것이다. Kuribayashi와

Sadamichi (1969)는 운동파 모형과 저류함수법의 매개변수를

최초로 비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개발한 이론적인 관

계식은 강우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얻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가정아래서는 지체시간(lag time)이 단순히

유량의 함수로써 표현되며, 모형의 매개변수를 물리적으로 더

욱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호우시 유역내 발생하는 각각의 흐

름특성에 따라 운동파 모형의 매개변수를 정의할 필요가 있

었다. Hoshihata (1972)는 저류함수법의 매개변수를 이와 같

은 취지로 평가하였으며 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저류함수법

의 매개변수를 실용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유역평균경사

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였다. 그렇지만 그의 연구는 만족스

러운 관계식을 얻기에 관측 수문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

로 마무리된 바 있다. Aoki 등 (1976)은 저류함수법을 부정

류수치해석 모형과 비교하여 수문곡선의 추정결과를 비교하

였다. 이들은 Kuribaysshi 등의 결과처럼 지체시간을 유량의

함수로서 표현하였다. 이러한 과거의 연구를 더욱 확장하여

Aoki 등 (1979)은 13개 시험유역의 자료를 분석하여 저류함

수법 매개변수에 대한 경험식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Nagai

등 (1982)이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얻은 모형의 매개변수

를 이용하여 매개변수의 이론적인 설명을 시도한바 있다. 이

러한 연구결과를 집대성한 것은 Sugiyama 등 (1997)의 연구

성과로 이들은 저류함수법의 매개변수를 운동파모형의 매개

변수와 Hack의 법칙의 계수를 이용한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보이고 일본하천의 특성을 반영해주는 Hack의 법칙에

기초하여 저류함수법의 지역별 경험식을 제시하고 그 적정성

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연구성과는 특히 국내에서 굉장

히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고석구 등 (1991), 윤재홍

등 (1991), 심순보 등 (1992)는 direct search method 중 하

나인 pattern search를 이용하여 충주댐과 소양강댐 유역에

대한 저류함수법의 매개변수 추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상만 등(1993)은 일차유출률(f1)과 포화강우량(Rsa)을 먼저

추정한 후, 추정된 값을 이용하여 저류함수의 저류상수(K)와

지수(P), 그리고 유역의 지체시간(Tl)을 시행착오적으로 추정

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후의 연구들은 유전자 알고리즘 등과 같은 새로운 매개

변수 추정방법론의 도입 등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이정규와 이창해 (1996)는 Brent 방법을 이용하여 최

적 매개변수를 산정하였고, 박봉진 등 (1997)은 유전자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저류함수법의 매개변수를 대청댐 유역에 대

하여 추정하고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포화우량(Rsa)

과 1차유출률(f1)의 민감도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

종래 등 (2006)은 dynamic effect를 고려한 저류함수를 이용

하여 유출모형의 매개변수를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

였으며, 최근 들어 정동국 등(2008)은 한강유역의 지형인자를

이용하여 저류함수법의 매개변수 산정식을 제안하였다. 

한편, 송재현 등 (2006), 김범준 등 (2006)에서는 저류함수

모형의 매개변수 보정과 홍수예측을 위한 비교연구를 실시하

였다. 이를 위해 홍수통제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류함수모형

의 대표매개변수와 최적화기법 등을 이용하여 이를 보정한

매개변수를 비교하였다. 뿐만 아니라 저류함수법의 적용결과

를 홍수예경보 목적의 회귀분석이나 인공신경망 기법에 의한

결과와 비교를 실시하였다. 김범준 등 (2008)은 이로부터 더

나아가 저류함수모형의 매개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고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들 연구 동향들 중 첫 번째 분류로서 저류함수법의 매개

변수를 물리적 특성에 따라 설명하려 시도했던 연구들은 본

연구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

대부분이 일본하천을 대상으로 반경험적으로 실시되었고 유

역특성이 다른 관계로 국내하천에 그 결과를 직접적으로 적

용하기에 어려움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국내 하천유역을 반영할 수 있는 이론식을 다시 유도하고 그

적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두 번째 분류의 연구들은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관측수문자료로부터 최적매

개변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검토되었다. 저류함수

법의 매개변수를 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우선 관측유출수

문자료로부터 이를 대표하는 모형의 매개변수를 파악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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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었으며 여기서는 여러 연구성과를 검토하여 최근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유전자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Sugiyama가 유도한 관계식의 국내하천에 적용

성을 살펴보고 저류함수법의 중요한 물리적인 특징을 설명하

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저류함수법의

매개변수를 운동파모형 및 국내하천 특성을 감안하여 새롭게

제시된 Hack의 법칙과 비교하여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두 모

형간의 관계식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러한 관계식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측호우사상에 대하여 수학적인 최적화를 적

용하고 저류함수법과 운동파모형의 매개변수를 유도하였으며

17개의 유역에서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미계측유역에서 쉽

게 이용할 수 있는 저류함수법의 매개변수의 추정방법이다.

홍수예경보시스템을 제외한 국내 실무에서는 주로 Clark 유

역추적법 등의 합성단위도법이 사용되어왔다. 홍수예경보의

적용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합성단위도법 모형에

비해 그 적용결과가 거의 항상 우수하게 얻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류함수법이 잘 쓰여지지 않았던 이유는 미계측유

역에서 양호한 유출모의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매개변수 추

정방법론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파모형

을 이용하여 저류함수법의 매개변수를 설명하고 이러한 방법

론의 수립 및 제안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저류함수법과 운동파모형의 관계

하천유역으로부터의 홍수유출계산을 위한 저류함수법(貯溜

函數法, storage function method)은 홍수류의 연속방정식에,

유역이나 하도에서의 유출량과 저류량의 관계를 표시하는 저

류함수를 대입하여 홍수류의 연속방정식을 풀고 수문학적으

로 홍수유출량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1961년

Kimura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주로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강홍수예경보에 30여년 이상 사용되

어 왔고 계산절차가 간편하며, 홍수유출의 비선형성을 고려해

주는 방법이므로 선형모형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수유출을 Manning 공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표면 유

출이라 가정하면 유역이나 어떤 하도구간의 저류량 S는 유출

량 O의 멱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 즉

S = KOP (1)

여기서, K, P는 유역에 대한 상수이다. 한편, 유역에 대한

연속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

여기서 Re는 지체시간 Tl을 고려한 유효우량 [LT-1], O는 유

역으로부터의 직접유출량 [LT-1], S는 유역 내의 강우에 의한

저류량의 깊이[L]이며, t는 시간 [T]이다.

위의 식 (1)과 (2)에서 K, P, Tl은 저류함수법의 매개변수

들이다. 이중에 K와 P는 기존의 비선형 저류를 고려한 모형

(Laurenson, 1964; Prasad, 1967)에서 제안된 개념과 유사하

다. 지체시간 Tl은 유효우량 Re의 함수의 형태로서 나타나는

유출이 홍수추적과정을 통하여 지체되는 효과를 고려하기 위

한 매개변수이다.

한편, 운동파모형은 부정류인 홍수파의 흐름을 표시하는

Saint-Vernant 방정식의 하나인 운동량 방정식에서 관성력과

압력에 관련되는 항을 무시하고 중력과 마찰력이 흐름을 지

배하는 부정류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다 (윤용남, 2007). 운동

파 모형에서는 유역에서 발생하는 호우사상에 대해 표면류대

(overland flow)와 집수수로 혹은 주하도 (channel flow)로

나누어 유출반응을 조합함으로써 유출해석을 한다. 표면류는

하천흐름과는 특성이 상이하고 운동파 가정이 잘 들어맞는

흐름이므로 개수로 내 흐름과는 별도로 다루어진다.

표면류의 단위폭당 유량 를 수심 의 항으로 표시하면,

(3)

Manning 공식을 이용하여 표현하면 조도계수를 n이라고 할때

α = /n, m =5/3임을 알 수 있다. 식(3)을 다시 정리하면

(4)

식(4)는 저류함수법의 저류방정식인 식(1)과 같은 형태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때 k는 manning 공식이 성립할 때

유역등가조도, 유역경사 및 p의 함수로 구성된 유역특성을 반

영해 주는 상수이다.

한편, 표면류의 단위폭당 흐름에 대한 연속방정식을 단위폭

당 유량 q0, 수심 y0 및 유효우량 Re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5)

위의 식 (4)와 (5)는 각각 표면류의 운동파 추적을 위한

운동량 방정식과 연속방정식으로 이 두 식을 차분화하여 수

치해석하거나 특성방정식상에서 수치적분을 하면 결과를 얻

을 수 있다.

하도구간의 흐름에 대해서도 비슷한 식을 유도할 수 있다.

(6)

(7)

여기서 Q와 A는 각각 하도를 통한 유량(m3/sec)과 흐름단면

적(m2)이고, I는 하도 내 흐름방향과 직각인 방향으로 측방유

입하는 단위폭당 표면류(m3/sec/m)이다. 식(4)와 (6)의 k, p,

a0, m0는 운동파추적방법의 매개변수들이며, x는 거리이다. 

위와 같이 저류함수법과 운동파 모형은 비슷한 형태의 연

속방정식과 운동량방정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며, Sugiyama 등

(1997)에 따르면 저류함수법의 매개변수인 K, P를 계산하기

위해 운동파추적방법의 매개변수인 k, p를 이용한 식을 수학

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표면류 흐름의 특성거리를 B, 표면

Re t Tl–( ) O t( )–
dS

dt
------=

q
0

αy
0

m
=

S
0

y
0

kq
0

p
=

∂y
0

∂t
--------

∂q

∂x
------+ Re=

A α
0
Q
m

0

=

∂A

∂t
------

∂Q

∂x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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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집중시간을 ts 그리고 하도의 전파시간을 ta라고 하면

유도된 계산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된다.

P = p (8)

(9)

또한 저류함수법의 매개변수인 K와 Tl은 발전적인 형태로

유역의 수문지형학적인 특성을 고려한 식의 형태로 유도될

수 있다 (Sugiyama 등, 1997). 즉, 유역의 면적과 유로연장

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Hack의 법칙(L = uAv)의 계수를 이용

하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다. 

(10)

(11)

여기서 α는 유역의 집중시간(tp = ta + ts)과 지체시간(Tl)의

비이다.

3. 대상유역 및 수문자료

3.1 대상유역 및 Hack의 법칙

본 연구에서는 앞서 소개된 관계식의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저류함수법의 매개변수 K, P와 Tl,을 17개 유역의

101개의 호우사상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비슷하게 운동파

모형의 매개변수 k와 p역시 동일한 호우사상에 대하여 결정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유역의 위치와 홍수자료를 Fig. 1

및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유역면적은 6.7에서 2,285 km2

이르며 대부분의 유역은 최상류에 위치하는 산악지역에 해당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의 지형학적 특성을 우선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 유역면적과 유로연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Hack의 법칙에 나타나는 계수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Hack

의 법칙은 Horton의 법칙과 함께 가장 자주 인용되는 수문

지형학적인 법칙이다. Hack (1957)에 따르면 유역면적이 커

짐에 따라 유역이 가늘고 길게 신장되는 경향이 있으며

u=1.4, v=0.6을 가진다고 제시하였다. Eagleson (1970)은 자

료를 보강하여 분석을 실시한 후 u=1.31, v=0.568을 가진다

고 제시한 바 있다. 국내 연구자로 정종호(2006)는 하천일람

에 소개된 유역면적과 유로연장의 전체자료를 분석하여

u=1.76, v=0.546의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러한 계수의 특징을 Maritan 등 (1996), Rigon

등(1996)은 유역의 자기유사성(self-affinity)과 하천의 자기상

사성(self-similarity)에 대한 개념을 기초로 보다 일반적인 형

태로 제시한 바 있다. 김주철과 이상진(2009)은 이들 연구결

과에 기초하여 국내하천에 대한 Hack의 법칙을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국내 하천유역에 대한 최적의 계수는

u=1.6, v=0.56으로 특히 v가 0.6이 아닌 0.56의 일정한 상

수를 가지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는 Hack의 법칙에 대한

고전적인 해석과 다른 내용으로 유역면적이 커짐에 따라 유

역형상이 가늘고 길게 신장되어 가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소개된 Hack의 공식 (1957), Eagleson

의 공식 (1970), 정종호의 공식 (2006) 그리고 김주철과 이상

진의 공식 (2009)을 수집된 댐유역의 수문지형학적 특성과 비

교하였으며 Fig. 2와 같이 김주철과 이상진의 결과와 가장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채택하였다. 즉, 김주철과 이상진의

분석결과는 국내 상류지역에 위치한 댐유역의 수문지형학적 특

성으로서 다른 분석결과에 비해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3.2 수문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댐의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 및 치수능력증

대 기본계획(한국수자원공사, 2004)에서 검토된 수문사상들을

이용하였다. 해당 과제에서 수행된 각 사상의 기저유출 분리

및 손실우량 산정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목적으로 하

는 매개변수 추정을 위한 직접유출과 유효우량의 자료계열을

구축할 수 있었다. 해당 과제에서는 댐지점의 2002년 태풍

루사나 2003년 태풍 매미와 같은 큰 홍수사상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였다. 그 외 수문사상 자료의 경우에도 일강우량 기준

100 mm가 넘는 강우량을 보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선행과제에서 수행된 기저유출의 분리 및 유효우량을

산정절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유효우량 산정방법으로는

SCS-CN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기저유출분리 결과와 비교하면

서 적절한 값이 되도록 하였다. 기저유출분리는 감수곡선법을

이용하였으며 초기 기저유량, Threshold 유량(2차 감수부 시

작점의 유량), 감수상수 등이 필요하다. 초기 기저유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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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map of dam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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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shold 유량은 수문곡선의 상승부 기점 및 2차 감수부 시

작점의 유량을 그래프상에서 독치하여 사용하였으며, 감수상

수의 초기값은 Threshold 유량 이후의 2차 감수부 곡선상에

서의 직선부분을 시간 t와 직선시점부 유량 를 기준으로 다

음 형태(q = qie
-βt)의 식에 적합하여 Kr = e-β으로 계산하였다.

Fig. 3은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4. 저류함수법 매개변수의 추정

수문모형의 매개변수를 추정하기 위한 수많은 최적화 기법

이 제시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저류함수법과 운동파 모형의 매개변수를 추정하였다. 유전

자 알고리즘은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계학적 탐색

기법 중 하나이다. 이는 생물의 진화를 모방한 진화 알고리

즘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생명체의 진화에 적용되는 선택, 교

배, 돌연변이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대를 진화시킴으로서 최

적해에 가까운 해를 찾기 위한 방법이다. Fig. 4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적용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된 순서도

(flowchart)이다. 이 그림에서 소개된 과정을 통하여 무작위로

구성된 초기집단에서 최적해를 탐색해나간다. 이때, 목적함수

Z는 다음 식 (12)와 같은 Peak-weighted RMS error objective

function을 적용하였다.

(12)

여기서, NQ : 계산된 수문곡선 종거수, qo(t) : t시간의 관측

수문곡선, qs(t) : t시간의 계산된 수문곡선, qo(peak) : 관측

수문곡선의 첨두유량, qo(mean) : 관측수문곡선의 평균유량,

qs(peak) : 계산된 수문곡선의 첨두유량이다. 

Fig. 5는 본 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댐별, 호우사상별로 추

정된 최적매개변수를 이용한 모의유출수문곡선을 실측수문곡

선과 비교하여 도시한 그래프들의 예이다. 실선은 관측유출수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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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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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

=

Table 1. Topographic characteristics for watersheds used in

this study

Basin
No.

River Name
Basin area

(km2)
Main stream 
length (km)

Number of 
storm events

1 계천 횡성댐 유역 209.0 37.0 6

2 낙동강 안동댐 유역 1584.0 172.0 8

3 반변천 임하댐 유역 1361.0 97.5 8

4 황강 합천댐 유역 925.0 63.0 7

5 단장천 밀양댐 유역 95.4 22.9 4

6 금강 용담댐 유역 930.0 61.3 6

7 보성강
주암(본)댐 
유역

1,010.0 99.0 7

8 이사천
주암(조)댐 
유역

134.6 24.6 5

9 직소천 부안댐 유역 59.0 15.4 5

10 웅천천 보령댐 유역 163.6 22.3 8

11 동창천 운문댐 유역 301.3 42.0 4

12 안계천 안계댐 유역 6.7 3.9 1

13 둔기천 대암댐 유역 77.0 15.6 6

14 연초천 연초댐 유역 11.7 5.3 3

15 구천천 구천댐 유역 12.7 4.5 5

16 남강 남강댐 유역 2,285.0 108.0 13

17 대곡천 사연댐 유역 124.5 22.9 5

계 101

Fig. 2. Relation between basin area and main stream length in

watersheds

Fig. 3. Extraction process of base flow(example of Namgang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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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곡선, 십자모양은 저류함수법의 최적화된 매개변수를 이용

하여 모의된 유출수문곡선 그리고 동그라미는 운동파모형의

최적매개변수를 이용하여 계산된 유출수문곡선이다. 각 모형

의 적용결과가 전반적으로 실측유출수문곡선을 잘 따르고 있

는 것을 Fig.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6과 Fig. 7에서는 얻어진 매개변수들의 추정값을 유역

면적에 대해 도시하였다. Fig. 6은 저류함수법의 매개변수의

추정결과를 Fig. 7은 운동파모형의 매개변수의 추정결과를 보

여준다. 저류함수법의 추정결과에서 유역면적이 커질수록 K

의 값이 미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P는

유역면적과 무관하게 거의 일정하게 얻어지고 있다. 한편, Tl

은 매개변수가 나타나는 영역이 가장 크고 유역면적이 커지

면서 점차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운동파 모형의

매개변수의 경우에도 k값은 유역면적이 커지면 급격하게 감

소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p는 유역면적과 무관하게 거

의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5. 최적화 기법을 이용해 추정한 저류함수법 

매개변수의 특성

5.1 매개변수 P의 특성

Fig. 8은 최적화 기법으로 추정한 운동파 모형의 p와 저류

함수법 모형의 P의 관계를 도시한 것이다. 매개변수 P와 관

련하여 유의할 만한 첫 번째 특성은 저류함수법의 P 뿐만

아니라 운동파모형의 p 역시 최적화기법으로 추정된 값의 평

균이 0.56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P는

Manning 공식을 고려할 때 이론적으로 0.6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적용에서는 호우에 따른

홍수흐름 상태에 따라 0.3~1.0 사이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건설교통부, 2005, 2006). 본 연구에서는 저류함

수법과 운동파모형의 매개변수에 관한 관계식에서 P를 0.6으

로 하는 것보다 0.56으로 적용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 일관되

Fig. 4. Flowchart for the parameter estimation using the

Genetic algorithm

Fig. 5. Examples of simulated hydrograph with optimized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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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항상 적합도 결과가 높게 나타나 이를 적용하기로 한다. 

 Fig. 8을 살펴보면 앞서 소개된 것처럼 p와 P는 Hack의

법칙의 v값인 0.56 내외에서 상당히 좋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p와

P는 대체로 0.5에서 0.7사이에 대부분의 값이 위치하고 있으

며 특히 0.56내외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

과에 정리하면 다음의 두 가지이다. 먼저 앞서 이론적인 관

계식에서 얻어진 관계식을 실제 호우사상의 분석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저류함수법의 매개변수 P의 대표적인 값과 운

동파모형에서의 p와 값의 대표값이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나

고 있다. 두 번째로 저류함수법의 매개변수 P의 경우 변수로

서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상수값 0.56으로 고정하더라도 즉,

저류함수법을 K와 Tl의 두 가지 매개변수로 구성된 유출모형

으로 가정하더라도 충분히 높은 관측수문곡선의 모의능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다.

5.2 매개변수 K의 특성

저류함수법의 K와 운동파모형의 k의 관계식을 식 (10)으로

부터 아래와 같이 개발할 수 있다. 앞서 결정된 Hack의 법

칙의 계수를 대입하고 p는 5.1의 결과에 근거하여 0.56을 적

용하였다. 

K = 1.4 kA0.264 (13)

여기서 앞서 소개된 것처럼 K는 저류함수법 모형의 매개변수,

k는 운동파 모형의 매개변수이며 A는 유역면적(km2)이다. 식

(13)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는 Fig. 9와 같다. Fig. 9에서는

최적화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K와 k를 이용하여 산포도를

작성하고 이를 식 (13)과 비교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국

내 댐유역에서 저류함수법의 매개변수 K를 위 식 (13)을 이

용하여 추정하더라도 무난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ig. 6. Parameters in the storage function model using the genetic algorithm

Fig. 7. Parameters in the kinematic wave using the genetic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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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를 살펴보면 대체로 유역면적이 작은 경우에 적합성

이 높고 유역면적이 커질수록 K/k값의 산포도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 (13)의 유도 과정에서 수로를 통과

하는 홍수파의 전파시간은 지표면흐름의 집중시간 보다 상대

적으로 짧기 때문에 무시 가능한 것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이

다. 즉, 유역면적이 커질수록 수로를 통과하는 홍수파의 전파

시간이 커지면서 식 (13)과의 차이가 큰 값이 나타나고 있음

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소유역이라고 하더라도 불투수율이

높은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된 유역의 경우에는 지표면 흐름

의 집중시간과 홍수파의 전파시간이 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위 식 (13)을 적용하는 것은 사전에 적정

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즉, 식 (13)

은 자연유역에서 아주 큰 대유역이 아닌 일정한 유역면적 이

하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고찰할 수 있

다.

5.3 매개변수 Tl의 특성

유역의 지체시간 Tl은 앞서 식 (11)과 같은 형태로 유역특

성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 지체시간의 경우 유효우량의

함수로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

는 값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집중형 강우-유출모형

에서는 이를 하나의 호우사상에 대해서는 일정한 값을 가지

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Sugiyama 등,

1997). 본 연구에서는 Sugiyama의 적용방법과 동일하게 호우

사상을 대표하는 값으로 첨두우량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즉, 관측첨두유량을 환산한 결과(Re = 3.6 Qp/A)를 이러한 값

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와 함께 Hack의 법칙의 계수를 5.2

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면 다음 식 (14)를 얻을 수 있다.

Tl = 0.3 kA0.264Re-0.44 (14)

Fig. 10은 와 유역면적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고찰하면 지체시간은 유역특성의 함수로서 나타낼

수 있지만 동일 유역면적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산포되어 나

타나고 있다. 이는 지체시간이 유역면적 뿐만 아니라 유역경

사나 토지이용 등의 다양한 유역특성 인자의 영향을 받고 있

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다른 유역특성들을 고려한 좀

더 정밀한 해석을 통해서만 결과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5.4 지체시간과 집중시간의 비교

매개변수 α는 저류함수법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매개변

수는 아니지만 DEM등을 이용하여 수리학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유역의 집중시간 tp와 지체시간 tl의 비로서 정의되기

때문에 저류함수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유역의 집중시간을 알

수 있다면 α에 기초하여 지체시간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Tl kRe

0.44–
⁄

Fig. 8. Relation between optimized p in the kinematic wave

model and P in the storage function model

Fig. 9. Relation between k/K and basin area A

Fig. 10. Relation between Tl/kRe
-0.44 and basin area A

Fig. 11. Distribution of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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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g. 11은 유역면적별로 얻어진 값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 Fig. 12는 α값의 히스토그램을 구하여 상대적으로 빈도

가 높은 영역을 검토한 결과이다. Fig. 11을 살펴보면 α값이

나타나는 영역이 유역면적에 상관없이 상당히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지체시간에 대한 분석에서와 같이 α값이 유역경

사나 토지이용 등의 다양한 유역특성 인자의 영향을 받고 있

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 12를 살펴보면 국내 댐유

역에서의 α값은 0.75에서 1.25사이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38%, 0.5에서 1.5사이에 나타날 가능성이 67%, 그리고 0.25

에서 1.75사이에 위치할 가능성이 87%에 이르는 것으로 나

타났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저류함수 모형 매개변수의 물리적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관계식을 유도하기 위해 운동파 모

형과 Hack의 법칙을 이용하였다. 특정하게 주어진 유역에 대

하여 주어진 물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운동파모형의 매개변수

를 선정할 수 있다면 본 연구의 성과를 기초로 저류함수법의

매개변수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적용방법론은 미계측유역

에서 저류함수법을 적용할 때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

다.

본 연구의 검토에서 얻어진 저류함수법과 운동파모형의 관

계는 국내 17개 유역 101개 호우사상을 이용한 검토를 통하

여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저류함수법의 매개변수 P는 운동파 모형의 매개변수 p

와 동등한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때, P의 값은 댐

유역과 같은 유역의 상류에 위치한 자연유역에서는 0.56

의 고정된 값으로 가정할 수 있다.

2) 저류함수법의 매개변수 K는 일정규모 이하의 자연유역

에서 운동파모형의 매개변수 k와 유역면적에 대한 함수

로서 표현할 수 있으며, 지체시간은 Tl 역시 운동파 모

형의 매개변수와 유역특성을 고려해서 나타낼 수 있다.

지체시간 Tl은 향후 유역평균경사, 토지이용특성 등 보

다 다양한 유역특성인자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한다면 좀

더 정밀도 높은 관계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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