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우 유출모형에 의한 낙동강수계 일유출모의와 분석강우 유출모형에 의한 낙동강수계 일유출모의와 분석강우 유출모형에 의한 낙동강수계 일유출모의와 분석강우 유출모형에 의한 낙동강수계 일유출모의와 분석----

Daily Runoff Simulation and Analysis Using Rainfall-Runoff Model onDaily Runoff Simulation and Analysis Using Rainfall-Runoff Model onDaily Runoff Simulation and Analysis Using Rainfall-Runoff Model onDaily Runoff Simulation and Analysis Using Rainfall-Runoff Model on

Nakdong RiverNakdong RiverNakdong RiverNakdong River

맹승진맹승진맹승진맹승진
1)1)1)1)

이순혁이순혁이순혁이순혁,,,,
******** 류경식류경식류경식류경식,,,,

************ 송기헌송기헌송기헌송기헌,,,,
****************

Sung Jin Maeng, Soon Hyuk Lee, Kyoung Sik Ryoo, Gi Heon SongSung Jin Maeng, Soon Hyuk Lee, Kyoung Sik Ryoo, Gi Heon SongSung Jin Maeng, Soon Hyuk Lee, Kyoung Sik Ryoo, Gi Heon SongSung Jin Maeng, Soon Hyuk Lee, Kyoung Sik Ryoo, Gi Heon Song

………………………………………………………………………………………………………………………

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적용대상 유역은 낙동강수계로 하였으며 소유역 분할은 총 개로 하였으며 강우관측소의 선정과25 ,

계수의 산정은 최근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새로 추가한 강우관측소를 위주로 대상 연도별로 달리Thiessen

하여 강우관측소를 선정하였다 강우자료의 결측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보완하였다 대상연도별 소유역. RDS .

별로 일간 유역 평균 강우량을 산정하였다.

적용 모형의 선정은 한국수자원공사 실무부서에서의 적용사례가 빈번한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정SSARR

하였다 모형의 입력자료를 물리적 매개변수 수문기상 매개변수 및 내부처리 매개변수로 구분하여. SSARR ,

구축하였고 매개변수의 민감도분석과 함께 모형의 보정을 실시하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 유역유출과 관련된 매개변수에서는 고수시와 저수시의 경우 지표수와 복류수의 분리하,

는 매개변수에서 민감도가 크게 나타났다 저수시의 경우 지하수 중 회귀지하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나.

타났고 지표수 복류수 지하수 및 회귀지하수의 저류시간에서 비교적 큰 민감도를 나타내었다, , , .

년부터 년까지 개년에 걸쳐 개 소유역별로 일평균 자연유출량을 산정하여 이를 이용한 반순1983 2003 21 25 ,

순 월 및 연평균 자연유출량을 산정하였다, .

핵심용어 낙동강 강우보정 매개변수 민감도분석 자연유출량핵심용어 낙동강 강우보정 매개변수 민감도분석 자연유출량핵심용어 낙동강 강우보정 매개변수 민감도분석 자연유출량핵심용어 낙동강 강우보정 매개변수 민감도분석 자연유출량: , , , ,: , , , ,: , , , ,: , , ,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물관리는 개발된 수자원 시설물의 목적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한다 다목적댐과 같은 수자원 시설물을 중.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댐 건설시에 작성해 놓은 운영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댐이 건설,

되고 난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역의 수문 기상 조건이 변화되고 용수수요 등 사회 경제적 여건이 변, ,

화하여 초기에 작성된 운영율에만 의존하는 것이 적절치 못할 수도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금까지 이수관리를 목적으로 저수지 또는 저수지군의 최적 연계 운영모형 개발에 관( )

한 연구들을 다수 수행한 바 있다 한강 금강 낙동강 수계에서 모형 과. , , Hydro-scheduling (1994) CoMOM

을 개발하였고 한강 낙동강 및(Coordinated Multi-reservoir Operating Model for Han River Basin)(1998) ,

금강 수계에 대해서는 저수관리시스템 을 개발하여 적용하고자 노력해 왔다 따라서 본 연(1997, 2001, 2004) . ,

구는 이상의 연구개발의 일환으로 낙동강 유역을 대상으로 장단기 물관리 운영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년에는 장단기 물관리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관, 2005

리센터에 장착하여 실용화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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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유역의 소유역 분할 및 특성낙동강 유역의 소유역 분할 및 특성낙동강 유역의 소유역 분할 및 특성낙동강 유역의 소유역 분할 및 특성2.2.2.2.

소유역분할소유역분할소유역분할소유역분할2.12.12.12.1

낙동강유역의 기 수립된 관련계획상의 소유역 구분은 크게 다음과 같이 가지 측면에서 대별할 수 있는3

데 장기용수공급계획 측면과 유역종합개발계획 측면 그리고 방재종합대책 측면에서의 소유역 분할이다.

첫째 장기용수공급계획 측면에서는 대량의 용수 수요처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물수지 분석을 실,

시함으로써 소유역의 물부족 현황 및 전망 등을 예측하고 수자원개발계획 등의 지표를 설정하기 위한 소유

역 구분으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건설교통부 등이 있다( , 2001) .「 」

둘째 유역의 개발계획 측면에서는 주요 유출제어지점인 수위표지점과 수자원 개발가능지점 또는 댐개발,

예정지를 추가하여 유역의 일관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소유역 구분으로써 낙동강수계 수자원개발계「

획 수립조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있다( , 1999) .」

셋째 방재종합대책 측면에서의 소유역분할은 홍수시 홍수예경보 그리고 홍수범람의 방지를 위한 치수대,

책 등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낙동강 홍수예경보 건설교통부 등이 있다( , 1996) .「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건설교통부 에서는 낙동강유역을 모두 개로 나누어 물수지분석을 수행하( , 2001) 24「 」

였으며 낙동강 홍수예경보 건설교통부 에서는 주로 홍수기에 주안점을 두어 개의 소유역으로 분, ( , 1995) 43「 」

할하였고 낙동강수계 수자원개발계획 수립조사 한국수자원공사 에서는 신규댐 예정지를 포함하여, ( , 1999)「 」

모두 개의 소유역으로 분할하였다33 .

본 연구의 목적이 저수기 댐 연계운영의 최적화이고 최근 준공된 밀양다목적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소유역 분할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건설교통부 의 소유역분할을 기본으로 하되 밀양다목적댐의 상( , 2001)「 」

류 소유역을 추가하여 개의 소유역으로 구성된 소유역 분할을 사용하기로 하였다25 .

수문관측소 현황수문관측소 현황수문관측소 현황수문관측소 현황2.22.22.22.2

낙동강 유역의 우량관측은 년대부터 영양 영주 안동 상주관측소 등을 시작으로 점차 그 시설을 보1910 , , ,

충하여 우량관측을 실시하여 오다 년대 들어와서는 경제성장에 수반되는 수자원 개발을 위한 수문자료1960

획득의 필요성에 의해서 수문관측소를 대폭적으로 증설하였다.

년 월말에는 낙동강 유역내 우량관측소는 총 개로 이중 건설교통부 관할 개소 수자원공사1999 12 169 116 ,

개소 기상청 관할이 개소이다 수위관측소는 우량관측소와 마찬가지로 년대에 삼랑진 밀양 산청40 , 13 . 1910 , , ,

거룡강에서 관측을 개시한 후 년대에 들어와서 진동 동천 왜관 안동 등에 차례로 수위관측소를 설치하1920 , , ,

여 관측을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수위관측을 광범위하게 실시한 것은 년대 이후이다 년 월말1960 . 1999 12

현재 낙동강 유역의 수위관측소는 총 개소가 있고 이중 건설교통부 관할이 개소 수자원공사 관할이92 , 54 , 38

개소이다.

강수분석강수분석강수분석강수분석2.32.32.32.3

우리나라의 기후 구분으로는 아시아 몬순지대에 속하며 연평균 강수량은 내륙의 경우 이고 주요, 1,271 ,㎜

개 도서 제주도 울릉도 강화도 안면도 진도 완도 남해도 거제도 를 포함할 경우 이다 이 양은8 ( , , , , , , , ) 1,283 .㎜

세계의 연평균 강수량 약 의 배나 되지만 인당 강수총량은 약 로 세계의 강수총량 약973 1.3 1 2,705㎜ ㎥

의 밖에 되지 않아 제 외국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적은 편이다26,800 1/10 .㎥

본 연구에서 기존댐 용수공급능력 조사 보고서 건설교통부 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수문자료 서비( , 1998)

스를 이용하여 년 년까지 개년간의 낙동강 유역 개 우량관측소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 본 결`66 `99 34 58～

과 낙동강 유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연평균 강수량 의, 1,230.8 1,283㎜ ㎜



약 정도이다 강우량 분석은 수자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므로 가능한 장96 % .

기간에 걸쳐 관측된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수분석을 위하여 낙동강 유역내에 위치한 우.

량관측소와 낙동강 유역과 인접한 유역의 우량관측소 중에서 티센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년부터 자료를 보‘83

유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강수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관측소를 선정하였다 낙동강 유역에 대하여 연도별로.

선정된 우량관측소를 대상으로 티센망도를 작성하여 각 소유역 및 주요지점에 대하여 관측소별 티센 지배면

적비를 산정하였다.

강우 유출 모형의 적용강우 유출 모형의 적용강우 유출 모형의 적용강우 유출 모형의 적용3. -3. -3. -3. -

본 연구에서는 한강 금강수계의 실시간 물관리 운영 시스템에 적용된 모형을 이용하여 낙동강수, SSARR

계의 소유역별 자연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모형은 미국 공병단. SSARR

의 북태평양지부에서 수자원시스템의 설계 계획 및 관리를 위한 수학적 수문모형으로 년 처음 개발된, 1956

이래 년 유역 및 하도추적에 대한 기본 골격을 갖추었으며 이후 유역, 1975 (SSARR-4), Integrated Snowband

모형과 운영예보 기능이 추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모형(Operational Forecasting) (SSARR-8) , SSARR

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저수유출수문모형 개발 한국수자원공사 보고서에 서술하였다 모( , 2001) . SSARR「 」

형은 유역면적 저수지의 용량 유역특성자료 등과 각종 매개변수의 초기조건 강수자료 기온자료 관측유량, , , , , ,

저수지조작 자료 및 기타 수문 기상학적 자료 등과 모의기간 추적빈도 출력제어 등을 입력자료로 한다 이, , .

들 입력자료를 통해 모형의 검정과 보정을 거쳐 낙동강수계의 주요지점에 대한 유출모형의 매개변수 보정

결과를 사용하여 년부터 년까지 개년에 걸쳐 낙동강수계내 개 소유역별 일간 자연유출량을 산, 1983 2003 21 25

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년에 대한 개 소유역에서의 일간 자연유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다시 반순 순 월 및21 25 , ,

연 단위로 구분하여 유출 특성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위 기간별 유출량을 이용하여 향후. ,

댐운영에 필요한 지표 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index) .

년부터 년까지 개 소유역별 일간 평균유출을 산정한 결과에서 소유역 을 대상으로 한 것은 그1983 2003 25 1

림 과 같다 그리고 소유역 과 소유역별로 산정된 일간 평균유출에 대한 반순 순 월 및 연 단위의 자연유1 . 1 , ,

출량은 각각 표 1 ～ 표 와 같다4 .

결론결론결론결론4.4.4.4.

수계별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관

리를 위한 기존댐의 연계운영과 병행

하여 댐 상하류 유출을 고려한 종합

적인 수자원관리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저수기 댐 상하류의,

수계주요지점에 대한 하천유출상황을

모의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

다 이들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적용대상 유역은 낙동강수계로 하였으며 소유역 분할은 총 개로 하였으며 강우관측소의 선정과25 ,

계수의 산정은 최근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새로 추가한 강우관측소를 위주로 대상 연도별로 달리Thiessen

하여 강우관측소를 선정하였다 강우자료의 결측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보완하였다. RDS .

대상연도별 소유역별로 일간 유역 평균 강우량을 산정하였다 적용 모형의 선정은 한국수자원공사 실무부.

서에서의 적용사례가 빈번한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SSARR .

모형의 입력자료를 물리적 매개변수 수문기상 매개변수 및 내부처리 매개변수로 구분하여 구축SSARR ,

하였고 매개변수의 민감도분석과 함께 모형의 보정을 실시하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 유역유출과 관련된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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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변수에서는 고수시와 저수시의 경우 지표수와 복류수의 분리하는 매개변수에서 민감도가 크게 나타났다.

저수시의 경우 지하수 중 회귀지하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나타났고 지표수 복류수 지하수 및 회귀지하, , ,

수의 저류시간에서 비교적 큰 민감도를 나타내었다 년부터 년까지 개년에 걸쳐 개 소유역별로. 1983 2003 21 25

일평균 자연유출량을 산정하여 이를 이용한 반순 순별 평균 자연유출량을 산정하였다, .

소유역1

월1 일 일1 5～ 35.2 월4 일 일1 5～ 174.7 월7 일 일1 5～ 718.6 월10 일 일1 5～ 344.5

일 일6 10～ 102.2 일 일6 10～ 177.5 일 일6 10～ 715.6 일 일6 10～ 155.1

일 일11 15～ 94.4 일 일11 15～ 314.1 일 일11 15～ 1055.6 일 일11 15～ 543.3

일 일16 20～ 86.2 일 일16 20～ 309.8 일 일16 20～ 1497.0 일 일16 20～ 281.6

일 일21 25～ 95.8 일 일21 25～ 358.5 일 일21 25～ 1026.8 일 일21 25～ 165.5

일 일26 31～ 46.0 일 일26 30～ 146.0 일 일26 31～ 895.1 일 일26 31～ 137.0

월2 일 일1 5～ 41.5 월5 일 일1 5～ 357.1 월8 일 일1 5～ 787.2 월11 일 일1 5～ 222.0

일 일6 10～ 29.2 일 일6 10～ 453.6 일 일6 10～ 745.7 일 일6 10～ 288.7

일 일11 15～ 60.6 일 일11 15～ 490.0 일 일11 15～ 677.6 일 일11 15～ 207.8

일 일16 20～ 75.3 일 일16 20～ 538.1 일 일16 20～ 840.0 일 일16 20～ 167.0

일 일21 25～ 132.9 일 일21 25～ 359.7 일 일21 25～ 860.6 일 일21 25～ 176.0

일 일26 29～ 133.5 일 일26 31～ 353.0 일 일26 31～ 1129.2 일 일26 30～ 161.2

월3 일 일1 5～ 143.4 월6 일 일1 5～ 359.6 월9 일 일1 5～ 798.6 월12 일 일1 5～ 152.6

일 일6 10～ 144.1 일 일6 10～ 403.1 일 일6 10～ 492.2 일 일6 10～ 98.6

일 일11 15～ 82.1 일 일11 15～ 360.2 일 일11 15～ 795.3 일 일11 15～ 68.4

일 일16 20～ 117.8 일 일16 20～ 489.6 일 일16 20～ 780.1 일 일16 20～ 52.9

일 일21 25～ 125.9 일 일21 25～ 612.6 일 일21 25～ 572.3 일 일21 25～ 53.8

일 일26 31～ 177.5 일 일26 30～ 1089.5 일 일26 30～ 494.2 일 일26 31～ 62.1

표 번 소유역 반순평균 자연유출량 단위표 번 소유역 반순평균 자연유출량 단위표 번 소유역 반순평균 자연유출량 단위표 번 소유역 반순평균 자연유출량 단위1. 1 ( : /s)1. 1 ( : /s)1. 1 ( : /s)1. 1 ( : /s)㎥㎥㎥㎥

소유역1

월1

초순 68.7

월5

초순 264.4

월9

초순 645.4

중순 90.3 중순 514.0 중순 787.7

하순 68.6 하순 356.1 하순 533.2

월2

초순 35.3

월6

초순 179.0

월10

초순 249.8

중순 68.0 중순 424.9 중순 412.5

하순 133.1 하순 851.0 하순 150.0

월3

초순 78.0

월7

초순 717.1

월11

초순 255.3

중순 99.9 중순 1276.3 중순 187.4

하순 154.0 하순 955.0 하순 168.6

월4

초순 176.1

월8

초순 766.4

월12

초순 125.6

중순 311.9 중순 758.8 중순 60.6

하순 1007.1 하순 1007.1 하순 58.3

표 번 소유역 순평균 자연유출량 단위표 번 소유역 순평균 자연유출량 단위표 번 소유역 순평균 자연유출량 단위표 번 소유역 순평균 자연유출량 단위2. 1 ( : /s)2. 1 ( : /s)2. 1 ( : /s)2. 1 ( : /s)㎥㎥㎥㎥

소유역 월1 월2 월3 월4 월5 월6 월7 월8 월9 월10 월11 월12

1 75.7 75.4 133.3 250.8 422.9 552.4 981.9 849.4 655.4 266.8 203.8 80.8

표표표표 3333 번 소유역 월평균 자연유출량 단위번 소유역 월평균 자연유출량 단위번 소유역 월평균 자연유출량 단위번 소유역 월평균 자연유출량 단위. 1 ( : /s). 1 ( : /s). 1 ( : /s). 1 ( : /s)㎥㎥㎥㎥

소유역1 소유역2 소유역3 소유역4 소유역5

381.0 228.1 145.0 497.0 278.7

표표표표 4444 소유역별 연평균 자연유출량 단위소유역별 연평균 자연유출량 단위소유역별 연평균 자연유출량 단위소유역별 연평균 자연유출량 단위. ( : /s). ( : /s). ( : /s). ( : /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