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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 유출 모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표면의 성질을 나타내는 보조 자료로서 식생피복자료 토양분- ,

포 등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인자들이 흐름을 지배하게 되므로 중요하다 그러므로 강우 유출, DEM , . -

모형에서는 지표에서의 식생을 적절하게 나타내 줄 필요가 있는데 최근의 원격 탐사 기술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식생 정보는 차원 디지털 지도로 작성되어 수치모형에서는 이 디지털 지2

도로부터 조도계수의 값을 전환하는 다단계 방법을 이용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강우 유출 모형의 격. -

자 간격이 식생 피복을 나타내기 위한 디지털 지도의 격자 간격과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

지도의 격자 간격이 일반적으로 더 세밀하므로 강우 유출 모형에서 디지털 지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방법의 스케일 확장 이 필요하며 이 연구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사용하여 이(up-scaling) ,

론적 기반에 근거한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이 제시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강우 유출 모형의 수행 시-

이질성을 보이는 지표면에서 식생과 관련된 매개변수를 통합 확장 처리하는 하나의 기법을 대기모형/

에서 이미 제시된 방법을 모사하여 제시함으로써 이질성을 보이는 지표면의 처리할 때 방향을 설정해

주고자함이다.

핵심 용어 강우 유출 모형 스케일 확장 조도 계수 식생: - , , ,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최근 우리나라 수자원 학계는 원격 탐사기술과 대기모형의 수문 수자원에의 응용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대기모형자료를 입력 자료로서 이용하여 강우 유출 모형을 수행하여 수자원의. -

운용계획에 접목시키고자하는 많은 시도가 있다 강우 유출 모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종류. -

의 입력 자료를 필요로 하는데 하나가 기상자료이며 다른 하나가 지표면의 성질을 나타내는 보조 자

료이다 기상자료의 대표적인 것이 강우로서 보통 수치모형 격자의 평균값으로 주어지며 경우에 따라.

지상 관측치 레이더 측정치 또는 인공위성 자료 등이 이용된다 지표면의 성질을 나타내는 보조 자료, , .

로는 식생피복자료 토양분포 등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인자들이 흐름을 지배하게 되므로 중요, , DEM ,

하다 강우 사상시 물이 지표면 토양에 저장되고 남으면 여러 경로로 통해 지역 하천으로 흐르게 된다. /

이때 유효강우량이 지표 유출과 하천흐름으로 나타나는데 지표위에 존재하는 식생(Maidment, 1993).

의 성질과 양에 따라 그 흐름의 속도와 성질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우 유출 모형에서는. -

지표에서의 식생을 적절하게 나타내 줄 필요가 있는데 자주 조도계수 개념이 그 대표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용된다 이러한 조도계수는 광범위하게 측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 최근의 원격 탐사. , 1)

기술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이러한 정보는 차원 디지털 지도로 작성되어 수치모형에서2

는 이 디지털 지도로부터 조도계수의 값을 전환하는 다단계 방법을 이용하여 오고 있다 (Vieux,

1) 수자원 공사 연구원 Email: klee@kowaco.or.kr



그러나 강우 유출 모형의 격자 간격이 식생 피복을 나타내기위한 디지털 지도의 격자 간격과2004). -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 지도의 격자 간격이 일반적으로 더 세밀하므로 강우 유출 모형에-

서 디지털 지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방법의 스케일 확장 이 필요하다 이러한 스(up-scaling) .

케일 확장에는 자주 주관적이거나 직감적인 방법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

칙을 사용하여 이론적 기반에 근거한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이 제시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강우 유출. -

모형의 수행 시 이질성을 보이는 지표면에서 식생과 관련된 매개변수를 통합 확장 처리하는 하나의/

기법을 대기모형에서 이미 제시된 방법을 모사하여 제시함으로써 이질성을 보이는 지표면의 처리할

때 방향을 설정해 주고자함이다.

식생매개변수 확장 기법식생매개변수 확장 기법식생매개변수 확장 기법식생매개변수 확장 기법2.2.2.2.

조도계수가 각각의 식생 피복 분류에 따라 하나의 값이 그림 처럼 배정되며 적절한 확장 기법을1 ,

통하여 스케일이 큰 수치격자의 대표값을 구한다 매닝의 조도 계수 이 흐름의 저항을 묘사하는 주. , n

요 매개변수라 가정하고 다음 네 가지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그림 수치 격자에서 확장 기법을 나타내는 개략도 하나의 식생 대푯값이 필요하다1: . .

모자익 방법모자익 방법모자익 방법모자익 방법2.1 (Mosaic approach)2.1 (Mosaic approach)2.1 (Mosaic approach)2.1 (Mosaic approach)

이질성의 식생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기 모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치 모형 격자내

의 식생을 나타내는 소 격자 에서 흐름장을 각각 계산한 후 수치격자의 평균값을 가중 처리하는(tile)

기법이다 이 방법은 식생매개변수를 평균처리하지 않고 흐름을 계산한 후(Koster and Suarez, 1992).

흐름을 가중평균 처리하는 방법으로 저자는 앞서 설명했듯이 수평의 흐름장을 계산하는 강우 유출 모-

형에서는 모자익 방법은 경사 수리 반경 조도계수 등을 수치 격자 내의 각, (Hydraulic radius), (grid)

각의 소 격자 에 대해 부여하기가 매우 복잡하고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tile)

각한다.

대표 식생 방법대표 식생 방법대표 식생 방법대표 식생 방법2.2 (Predominant approach)2.2 (Predominant approach)2.2 (Predominant approach)2.2 (Predominant approach)

이질성을 나타내는 여러 식생이 존재하는 하나의 수치 격자 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식

생을 대표식생으로 결정하고 이 대표식생에 상응하는 조도계수를 그 격자의 대푯값으로 한다 강우. -

유출 모형에서는 기법을 이용하여 차원 지표면 식생을 처리할 때 자주 사용한다GIS 2 .

산술 평균 방법산술 평균 방법산술 평균 방법산술 평균 방법2.32.32.32.3

이질성을 나타내는 여러 식생이 존재하는 하나의 수치 격자 내에서 각각의 식생에 상응하는 조도

계수값을 부여한 후 단순 평균하는 방법이다 가 가중치 이 격자의 매닝 조도 계수 그리고 가. W , n , i



각각의 식생을 나타내는 순차적 인텍스 라면 산술 평균 방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i=1...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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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확장 기법제시된 확장 기법제시된 확장 기법제시된 확장 기법2.4 (Aggregation approach)2.4 (Aggregation approach)2.4 (Aggregation approach)2.4 (Aggregation approach)

앞서 보여진 방법들 와 은 이론적 배경이 없어 물리적 기반에 구축된 강우 유출 모형(2.2) (2.3) - 에

서는 약점이 될 수 있다 매개변수의 대표값을 구할 때에는 격자에서 흐름의 평균적인 성질이 소격자.

의 흐름을 통합했을 시와 같이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또 수치격자와 소격자간의 연결을 위해서 하,

나의 물리적 모형이 동시에 적용되어 이 흐름의 균형을 유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매닝의 공식이 연.

결 방정식으로 사용되어 서로 다른 두 스케일에서 흐름관계를 이끌어 냈는데 매닝 공식은 많은 모형,

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식이므로 여기서 제시된 기법의 일반적 적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매닝 공식은 서로 다른 두 스케일에서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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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수치 격자의 평균 속도와 단면적V A , C1 은 계수 와 은 수치 격자의 경사와, S R

수리 반경을 나타낸다 아래첨자 는 수치격자내의 소격자를 의미한다 질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면 다. i .

음의 식이 되며 자세한 유도과정은 부록에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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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형태의 식이 대기모형에서 적용된 적이 있다.

예비 점검과 예상되는 결과예비 점검과 예상되는 결과예비 점검과 예상되는 결과예비 점검과 예상되는 결과3.3.3.3.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강우 유출 모형에서 유출을 계산하기위한 식생분포자료 사용에서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자 함에 있다 사용된 가정의 하나는 매개변수를 사용하는 수치모형이 두 스케일.

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의 원형 식생지도로부터 격자의 수치 모형. 25m 250m

으로 위에서 보여진 각 다른 방법으로 통합 전환하였는데 용담댐의 경우를 그림 에서 보여준다 표 은2 . 1

그 통계치를 보여주는데 방법에 따른 매닝계수의 차이를 확연히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닝계수의.

분포는 대표 식생 방법이 원형과 비슷하며, 산술 평균 방법과 제시된 확장 기법은 큰 조도계수에서 그

림 에서 보듯이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조도계수의 차이를 볼 때 여기서 제안된 간단한 확장 방2 . ,

법이 지표면의 흐름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대표 매개변수를 찾는데 받아들여질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강우 유출 모형에서 유출을 계산해 보일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대표 매개변수가 강우 유출 모형에- . -

서 유출을 계산할 때 서로 다른 양과 도달 시간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홍수 예측과 수자

원 운용에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전반적인 개념은 분포형 강우 유출 모형뿐 아니라 집중형 강우 유. - -

출 모형에도 적용 가능하다.



표 각 소격자 의 매닝 조도계수의 백분율을 각 방법에 따라 나타낸다 단위1: (tile) ( %).

그림 용담댐 유역에서 각 다른 방법으로 추출된 조도계수를 나타낸 차원 디지털 지도2: 2 .

요약과 토론요약과 토론요약과 토론요약과 토론4.4.4.4.

이 연구에 내재된 연구의 초점은 작은 스케일로 구성된 식생지도를 더 큰 스케일의 강우 유출 모-

형에 적용할 때 사용되는 서로 다른 두 스케일에서의 매개 변수에 대해 이론적인 연결을 구축하는 것

이다 제시된 이론은 간결하면서도 이론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하므로 일단 식생지도에 대응하는 매개.

변수 값을 구하면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수문학의 물리적 과정들이 밝혀짐에 따라 수문학 사회는 물리.

적 이론에 근거한 모형을 구축해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관련된 매개변수도 물리적으로 잘 정

의되어질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제시된 접근방법은 다양한 식생이 존재하는 자연을 수치모형에서 표현.

하여 유출량을 계산할 때 식생의 표현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리라 기대되어진다 현재.

이 방법은 용담댐 유역에서 분포형 강우 유출 모형인- Vflo
TM
을 사용하여 시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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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부록부록

강우 유출 모형에서 지표면의 성질을 보다 나은 방법으로 나타내 주기위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사-

용하여 하나의 확장기법이 제시된다 하나의 수치 격자가 개의 소격자 로 구성된 경우 유량은 매. m (tile)

닝 공식으로 표현된다.

iiiiiii nSRCAVAq
2132

1
== (A-1)

여기서 는 평균 유속 는 단면적 은 계수 는 경사 은 수리 반경 그리고 은 매닝의 조도 계V , A , C1 , s , R , n

수이고 아래첨자 는 수치격자 내에서 타일의 인덱스 번호를 나타낸다 수치격자 내에서의 평균 유량i .

은

nSRACQ
2132

1
= (A-2)

로 나타내 수 있으며 질량보존의 법칙에 의해, 수치격자 내에서의 평균 유량은 각 소격자 의 유(tile)

량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다음의 관계가 성립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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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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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q
m

Q
1

1

(A-3)

식 과 를 로 삽입하면(A-1) (A-2) (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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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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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이 되고 재정리하면

∑
=

=
m

i i

i
n

W
mn 1

111

(A-5)

이 된다 여기서 는 각 소격자 에서 수리반경 과 경사 를 고려하는 가중치이고 실제에서. W (tile) i R S ,

는 구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단위 값 으로 가정하면 다음의 식이 주어진다(=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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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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