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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is study is to perform the rainfall-runoff analysis of the basin of Yongdam dam where is

loacted in the Geumriver basin. The model used is the SAC-SMA model which was developed by

U.S. National Weather Service. The precipitation data used as the input data of the model are

daily ones observed in 2002 and the mean of values recorded in 5 rainfall stations. The

evaporation data are used observed in Daejeon meteorological station. The geographical data such

as basin slope and stream gradient are elicited from the numerical map analysis.

In the verification through the comparison of calculated daily inflow with observed one,

parameters used in the model are estimated manually. As the result of verification, total annual

calculated inflow is 13,547CMS and agree accurately with the observed one. During the period of

one year of 2002, before 100 days and after 250 days, the soil moisture condition in the upper

zone was significantly dry and in spite of the rainfall in this period, the runoff was not generated.

Through this result, we can observe that the moisture condition in the soil affects strongly the

runoff in a basin.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장단기간의 유역 유출량 자료는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수자원 분배계획 수립 및 이수와

치수를 위한 댐과 같은 수공 구조물의 저수용량 결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수문자료로 고려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토양의 습윤상태를 고려하여 유출량을 산정하고 특히 갈수 기간 동안의 하천유( )渴

황특성을 잘 모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SAC-SMA(SACramento Soil Moisture Accounting, Burnash et

배덕효 강경석 집중형 그리고 개념적 모형을 통해 장기간동안의 유역 유출량al., 1973, , 1995, , 2000)

및 토양의 습윤상태를 산정하여 습윤상태에 따른 일유출량의 변화를 모의하였다 대상 유역은 금강유.

역 최상류에 위치한 용담댐 유역이며 모의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까지의 년이다, 2002 1 1 12 31 1 .

토양습윤모형 모형토양습윤모형 모형토양습윤모형 모형토양습윤모형 모형2. (SAC-SMA )2. (SAC-SMA )2. (SAC-SMA )2. (SAC-SMA )

모형은 그림 에서처럼 유역을 투수 영역과 불투수 영역으로 구분하며 투수 구역 내SAC-SMA 1 ,

토양층의 수분저류형태에 따라 상부토양대 와 하부토양대 으로 구분한다 상부(upper zone) (lower zone) .

토양대는 차단 에 의한 저류를 나타내며 하부토양대는 토양에 함유된 수분과 지하수 저(interception) ,

류를 나타낸다 토양층 내에서의 저류는 수분의 이동이 자유로운 자유수 형태와 토사입자. (free water)

사이에 흡습력 에 의해 부착되어 있는 장력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hygroscopic force) (tension water) .

모형에서 물 분포의 개념은 먼저 장력수 성분이 채워진 후 자유수 성분이 공급된다는 것SAC-SMA

이다 장력수는 증발산에 의해서만 탈수 되며 자유수는 연직방향의 침루 와 수평. (depletion) , (perc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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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의 증발산에 의해서 탈수된다 또한 하부토양대의 지하수의 저류형태는 장기간 동안 하천으로 서.

서히 배수되어 기저유출에 기여하는 기저 자유수 와 비교적 최근에 강우가 발생하(primary free water)

여 신속히 하천으로 배수되어 기저유출에 기여하는 보조 자유수 로 구분된다(supplemental free water) .

상부에서 하부로 수분이 이동하는 침루현상은 상부토양대에서의 가용 자유수량과 하부토양대에서의

수분 미흡량의 함수가 된다.

그림그림그림그림 1111 모형의 모식도모형의 모식도모형의 모식도모형의 모식도. SAC-SMA. SAC-SMA. SAC-SMA. SAC-SMA

모형에서 계산되는 유출성분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영구적인 또는SAC-SMA . 1)

일시적인 불투수 영역으로부터 유출되는 직접 유출 상부토양대의 자유수 저류지가(direct runoff), 2)

포화되거나 강우강도가 침투 및 중간유출율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지표면 유출 상, (surface runoff), 3)

부토양대의 자유수에서 배수되는 중간유출 보조 지하수 그(interflow), 4) (supplemental groundwater),

리고 기저 지하수5) (primary groundwater).

토양습윤모형의 적용 및 해석토양습윤모형의 적용 및 해석토양습윤모형의 적용 및 해석토양습윤모형의 적용 및 해석3.3.3.3.

본 연구에서 토양습윤모형을 적용한 유역은 금강유역 최상류에 위치한 용담댐 유역 그림 으로 총( 2)

면적은 930이며 이는 금강 유역면적, 9,886의 약 에 해당9.45%

한다 최상류에서 용담댐까지의 주하도 길이는. 64이다 본 유역에는.

현재 개소의 강우관측소와 개소의 수위관측소가 년부터 운영되17 11 1999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년 월부터 월까지의 일자료들을 이용하. 2002 1 12

였으며 사용된 모형의 입력자료로는 유역평균강수량 과, SAC-SMA (MAP)

증발산 자료이다 유역평균강수량은 유역내 외에 존재하는 개소의 점. 11

강수 관측지점들로부터 기록된 강수량을 산술평균하여 구하였으며 증발,

산 자료는 대전 측후소 자료를 이용하였다 유역 출구인 용담댐에서의 유.

량은 관측된 수위자료로부터 수위 유량관계곡선을 이용하여 환산된 값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모형의 중요 매개변수의 수는 총 개이SAC-SMA 16

며 관측수문곡선과 비교하면서 수동보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각, .

매개변수에 대해 설정된 허용범위 내에서 추정된 값은 표 과 같다1 .

본 연구에서는 보정과정에서 년 년 동안에 관측된 연총유량을 계산된 연총유량을 비교하면서2002 1

수행하였으며 표 에서 추정한 매개변수를 통해 계산된 연총유출량은 이며 이는 관측된, 1 13,547CMS ,

연총유출량과 정확하게 같은 값이다 그림 은 용담댐에서 관측된 유량과 계산된 유량과의 비교를 나. 1

타낸 것이며 전반적으로 유출반응이 유사하게 거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림그림그림그림 2222 용담댐 유역용담댐 유역용담댐 유역용담댐 유역....



매개변수명매개변수명매개변수명매개변수명 설 명설 명설 명설 명 범 위범 위범 위범 위 추정된 값추정된 값추정된 값추정된 값

UZTWM 상부토양대 장력수의 최대저류용량 6 85mm～ 80mm

UZFWM 상부토양대 자유수의 최대저류용량 20mm

UZK 상부토양대 자유수 탈수계수 0.18 1.00～ 0.2

PCTIM 영구 불투수 영역의 면적비 0.03

ADIMP 장력수가 포화될 때 불투수층이 되는 면적비 0.02

RIVA 하천 호수 늪지나 하천 식물군의 면적비, , 0.84

ZPERC
포화상태에서 건조상태로 변할 때 증가되는

침투량에 관련된 계수 200.0

REXP 하부토양대 수분 부족량 변화에 따른 침투곡선의
곡률을 나타내는 지수

Sand Loam 1.5

LZTWM 하부토양대 장력수의 최대저류용량 50 625mm～ 60mm

LZFSM 하부토양대 보조 지하수의 최대저류용량 50mm

LZFPM 하부토양대 기저 지하수의 최대저류용량 100mm

LZSK 하부토양대 보조 지하수의 탈수계수 0.04

LZPK 하부토양대 기저 지하수의 탈수계수 0.01

PFREE 침누수가 하부토양대 자유수층으로 유입되는 비율 0.0 0.4～ 0.3

RSERV
하부토양대 자유수 중 증발산에 의해 소모되지

않는 비 0.0 0.4～ 0.4

SIDE 타유역으로 배수되는 기저 지하수 비 0.0

표표표표 1111 모형의 매개변수 추정치모형의 매개변수 추정치모형의 매개변수 추정치모형의 매개변수 추정치. SAC-SMA. SAC-SMA. SAC-SMA. SAC-SMA

그림그림그림그림 3333 관측유량과 계산유량과의 비교관측유량과 계산유량과의 비교관측유량과 계산유량과의 비교관측유량과 계산유량과의 비교....

표 는 모형을 통해 계산된 유출성분의 연총유출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2 SAC-SMA .

듯이 용담댐 유역의 년 월 일에서 월 일까지의 유출성분 중 영구와 임시 불투수 영역으로2002 1 1 12 31

부터의 유출 그리고 지표면 유출이 전체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저 지하86%

수 유출이 로 차지하고 있다10% .

유출성분유출성분유출성분유출성분 값값값값(mm)(mm)(mm)(mm) 비 율비 율비 율비 율(%)(%)(%)(%)

영구 불투수 영역으로부터의 유출 49.9 5

임시 불투수 영역으로부터의 유출 17.6 2

지표면 유출 821.7 79

중간유출 20.6 2

보조 지하수 유출 26.1 2

기저 지하수 유출 107.3 10

총유출량 1042.9 100

표표표표 2222 계산된 유출성분계산된 유출성분계산된 유출성분계산된 유출성분....



그림 와 는 각각 년 월 일에서부터 월 일까지의 강수량과 증발산량의 시간적 분포를4 5 2002 1 1 12 31

나타낸 것이며 그림 은 모형으로부터 계산된 용담댐지점에서의 유량이다 그림 와 를, 6 SAC-SMA . 4 5

비교하였을 때 강수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림 에서처럼 강수가 발생하였음에도 유출이 발생되지 않은 기간동안 토양 내에 수분이 유출의 대7

부분을 차지하는 지표면 유출을 발생시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그림그림그림 4444 강수량의 시간적 분포강수량의 시간적 분포강수량의 시간적 분포강수량의 시간적 분포....

그림그림그림그림 5555 증발산량의 시간적 분포증발산량의 시간적 분포증발산량의 시간적 분포증발산량의 시간적 분포....

그림그림그림그림 6666 관측유량과 계산유량과의 비교관측유량과 계산유량과의 비교관측유량과 계산유량과의 비교관측유량과 계산유량과의 비교....



그림그림그림그림 7777 상부토양대에서의 토양습윤상태 변화상부토양대에서의 토양습윤상태 변화상부토양대에서의 토양습윤상태 변화상부토양대에서의 토양습윤상태 변화....

그림그림그림그림 8888 하부토양대에서의 토양습윤상태 변화하부토양대에서의 토양습윤상태 변화하부토양대에서의 토양습윤상태 변화하부토양대에서의 토양습윤상태 변화....

결 론결 론결 론결 론4.4.4.4.

본 연구에서는 용담댐 유역에 토양습윤모형인 모형을 적용시켜 강우 유출분석을 수행SAC-SMA -

하였다 모형에 사용되는 매개변수의 산정은 수동보정을 이용하였으며 년 월 일부. SAC-SMA , 2002 1 1

터 월 일까지 년 기간동안에 대해 관측된 연총유량과 계산된 연총유량을 비교하면서 수행되었다12 31 1 .

모의결과 계산된 연총유량은 관측된 연총유량과 일치하였으며 유역 내 토양습윤상태가 유출에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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