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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의 침투 조절 요소 두 개의 직렬탱크 및 한 개의 병렬 탱크로 구성된 개선된 형태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침투는 강우의 형태로 유역에 공급되는 물의 분배를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이를TANK . ,

적절히 고려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강우 유출 모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사용이 간편하여 기존에 널리 사용되어 오던 개념적 모형인

모형에 침투 조절 요소를 도입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강우 침투 유출 과정을 모의하고 해석하고자 노TANK - -

력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히 시간의 함수가 아닌 토양 함수량의 함수로서 침투능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으.

며 유역 유출의 각 성분 지표면 유출 중간 유출 지하수 유출 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의 매개변수에 물리적, ( , , )

의미를 더욱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침투 조절 요소의 매개변수 산정을 위해 선행 강우 지수. (Antecedent

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토양 선행 함수 상태의 고려가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Precipitation Index) , .

는 모형의 매개변수 최적화를 위해 실수 코딩 유전 알고리즘 을 사용하였으(Real Coded Genetic Algorithm)

며 모형의 적용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해 연구 유역인 평창강 방림 유역을 대상유역으로 하여 이 유역, IHP

의 실측 호우 사상을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계산된 수문곡선은 관측치에 비교적 잘 일치하며 단일 호우와. ,

복합 호우 사상 모두에 대해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핵심용어핵심용어핵심용어핵심용어 :::: 침투 모형 강우 유출 모형 토양 함수량 선행 강우 지수 유전 알고리즘, TANK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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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수문 순환의 한 영역으로서 침투는 매우 심도 깊고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막대한 분량의 연.

구 및 정보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주제에 관해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작은 강우강,

도의 강우기간 중 침투능 변화 일정 혹은 변동 강우율에 대한 수막시간 그리고 유역의 상대적으로 큰 부분, ,

에 대한 초과강우의 형성 과정 등이 포함된다 등 등 의 연구에서는 유입조(Diskin , 1995). Diskin (1995, 1996)

절 요소 및 저수지 요소로 구성된 개념적 침투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요소 및 상태변수간의 관계.

를 통해 상부 토양층의 함수량에 따른 침투 및 침루과정을 가정함으로써 단순히 시간의 함수로서 침투를 고,

려하는 것에 비해 보다 합리적으로 침투과정에 접근하였다 박햇님 등 의 연구에서는 초기 함수량의 효. (2002)

과를 고려하여 이 개념적 모형을 수정하고 그 적용성을 검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산 과정이 비교적, .

간단하고 강우강도 침투능 곡선 변화의 관계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등 의 침투 모형 구조를- Diskin (1995)

개선하여 개념적인 강우 유출 모형의 구조 내에 통합하였다 이를 통해 강우 침투의 관계가 유출의 각 성분- . -

지표면 유출 중간유출 지하수 유출 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합리적으로 고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 .

강우 유출 관계의 모의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인 다성분계 비선형 모형을 사용했다 이 모형의 구- .

조는 모형 과 유사하다 모형은 유효우량을 정의하고 하천유량으로부터 직접TANK (Sugawara, 1967) .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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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량을 분리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각 유출성분 별 유출량의 계산이 가능하고 또한 모형의 구조를, ,

이해하기가 쉽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오랜 기간 동안 폭 넓게 활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직렬 탱크와 한 개의 병렬 탱크가 침투 조절 요소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구조의 개념적 강우 유출 모형을-

제시하였다.

모형의 구성모형의 구성모형의 구성모형의 구성2.2.2.2.

그림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형은 두 개의 직렬 탱크와 하나의 병렬 탱크 및 침투 조절 요소로 구성된1

다 임의 시간. t에서 탱크 탱크 탱크 으로부터의 수평 출력은 각각 유출의 지표면 유출 성분1, 2, 3 (O1(t)),

중간 유출 성분(O2(t) 기저 유출 성분), (O3(t) 을 의미하며 수평 유출공의 크기는 각 탱크에 대해) , c1,

c21, c3라고 한다 또한 탱크 로부터의 수직 출력은 탱크 으로의 입력. 2 3 ( I3(t) 으로 작용하며 이에 대한 유) ,

출공의 크기는 c22라고 한다. H i(t)( i 는 각 유출 성분에 기여하는 탱크의 저류고이며 즉 탱크=1, 2, 3) , , 2

의 경우 이는 토양 함수량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H2(t)의 최대값은 Hm 최대 함수고 으로서 이는 강우( ) ,

의 초기 손실 및 유출 생성 과정에 대한 선행 토양 함수 조건의 영향을 나타내는 복합적인 지수를 나타낸다

고 할 수 있다 등(Yue , 2000). td1은 지표면 유출에서 피복 상태 및 하도 흐름에 의한 복합적인 지체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td2는 중간 유출과 지하수 유출에서 토양으로 유입된 함수량이 유출을 형성하기까지

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체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본 모형과 같이 배수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모형.

을 실제 사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lumped model)

각 유출 성분의 지체효과를 고려해 주는 것이 필수

적이라고 판단된다 전형적인 탱크 모형에서는 측면.

유출공의 수직 높이를 매개변수로 포함함에 의해

이와 같은 지체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모형에서 탱크 로의 유입량, 1 ( I1(t) 은)

유효우량으로서 직접유출을 생성하므로 탱크 에, 1

서 유출공의 수직 높이를 고려할 경우 유출공의 위,

치아래에 존재하는 유효우량의 일부가 직접유출의

생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남게 된다 또한 탱크 에. 2

서 Hm은 선행 토양 함수의 상태에 따라 변화하므

로 측면 유출공의 위치에 따라 중간 유출이 발생하,

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이.

유와 더불어 모형의 간단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단위를 가지는 td1 및 td2를 사용하여 각 유출성분의 지체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침투 조절요소의 상태변수( f(t) 는 토양의 침투능을 의미하며 강우강도) , ( IR(t) 및 토양 함수량) (H2(t) 으)

로부터 결정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탱크 와 침투 조절 요소의 관계에는 물 분배 과정뿐 아니라 이러한 가. 2

정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 침투능을 단순히 시간의 함수로 고려하는 것에 비해 보다 합리적으로.

침투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침투 과정의 유도침투 과정의 유도침투 과정의 유도침투 과정의 유도2.12.12.12.1

침투 조절 요소에서 f(t)는 탱크 의2 H2(t)와 다음과 같은 감소 선형 관계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그림 모형의 구성그림 모형의 구성그림 모형의 구성그림 모형의 구성1.1.1.1.



f(t)=A+B{Hm-H2(t)} (1)

식 에서(1) H2(t)=0일 때 f(t)=f i 및 H2(t)=Hm일 때, f(t)=fc라는 관계에 의해 매개변수 A와 B를 구

하면 침투능 f(t)는 다음 식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2) .

f(t)=fc+(fi-fc){1- H2(t)Hm } (2)

여기서, f i는 모의 시작점 호우 사상의 시작점 에서의 토양의 침투능 을 의미한다 위의 조건에서( ) (mm/hr) .

H2(t)가 영 이라는 것은 토양 함수량이 완전히 고갈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모형 구조(0) ,

내에서 모의 시작 시점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유량을 별도로 고려하여 이에 의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임의 시간에서 침투 조절 요소로부터의 출력값( I1(t), I2(t) 은 이 요소로의 입력값) ( IR(t) 과 요소의 상태)

변수( f(t) 에 의해 결정되며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된다) .

IF IR(t)≤f(t) then I2(t)= IR(t), I1(t)=0 (3)

IF IR(t)> f(t) then I2(t)=f(t), I1(t)=IR(t)-f(t) (4)

각 탱크로부터의 유출량각 탱크로부터의 유출량각 탱크로부터의 유출량각 탱크로부터의 유출량2.22.22.22.2

식 과 식 의 관계에 의해 표 과 같은 세 가지의 경우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각 탱크의 유(3) (4) 1 ,

출고 및 유출량은 입출력 간의 선형관계에 대한 연속방정식을 적용하여 계산 시간 구간별로 구할 수 있다

등 박햇님(Diskin , 1995; , 2002).

표표표표 1.1.1.1. IR(t)과과과과 f(t)의 관계에 의해 고려 가능한 세 가지 경우의 관계에 의해 고려 가능한 세 가지 경우의 관계에 의해 고려 가능한 세 가지 경우의 관계에 의해 고려 가능한 세 가지 경우

CASE A CASE B CASE C

IR(mΔt)>f( (m-1)Δt)

IR(mΔt)>f(mΔt)

IR(mΔt)≤f((m-1)Δt)

IR(mΔt)≤f(mΔt)

IR(mΔt)≤f((m-1)Δt)

IR(mΔt)>f(mΔt)

상기의 관계는 모형에서 유출모의를 위한 계산 시간간격을 Δt로 할 경우 임의 시간, t=mΔt (m은 음이 아닌 정수 에)
대한 것이다.

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3.3.3.3.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모형의 매개변수를 검정하고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집중 연구유역인IHP

평창강 유역 방림 수위 관측소의 상류부 유역 을 선정하였다 표 에는 평창강 유역의 개황을 나타내었으며( ) . 2 ,

최대 침투능 f0 및 최소 침투능 fc은 수문학적 토양 그룹별 최대 최소 침투율( ) (Musgrave, 1955; Ventura

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산정한 값이다 여기서 면적 가중County Watershed Protection District, 2002) .

평균값을 산정하기 위한 수문학적 토양 그룹별 면적은 에서 제시한 값을 사용하였다KICT(1991) .

표 대상유역 개황 평창강 방림 수위표 상류부 유역표 대상유역 개황 평창강 방림 수위표 상류부 유역표 대상유역 개황 평창강 방림 수위표 상류부 유역표 대상유역 개황 평창강 방림 수위표 상류부 유역2. ( )(KICT, 1991)2. ( )(KICT, 1991)2. ( )(KICT, 1991)2. ( )(KICT, 1991)

Area (sq.km)
Main channel

Length (km)

Main channel slope

(m/m)

Infiltration capacity (mm/hr)

Maximum ( fo) Minimum ( fc)

527.83 51.85 0.00745 76.67 5.58



최대 함수고 및 초기 침투능의 결정최대 함수고 및 초기 침투능의 결정최대 함수고 및 초기 침투능의 결정최대 함수고 및 초기 침투능의 결정3.13.13.13.1

본 연구에서는 선행강우지수 를 이용하여 모형의 최대 함수고API( ) (Hm 및 모의 시작점에서의 토양의 침)

투능 ( f i 을 간접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식 에서 나타난 토양 함수량과 침투능) . (2)

의 선형 관계에 의해 토양의 최대 함수고 및 초기 침투능은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Hm=APImax-API start (5)

fi=fc+(f0-fc){1- H2(t)Hmax } (6)

여기서, API max는 최근의 유효한 호우사상 직후의 이다 최근의 유효한(last strong stormwater event) API .

호우사상으로부터 현 호우사상의 시작점까지의 기간에는 거의 포화되었던 토양으로부터 가능 최대 함수량 함(

수고 이 다시 확보되며 미량의 추가적인 강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해 토양이 재포화되지 않는다) , .

API start는 현 호우사상 시작점에서의 값이다 현 호우 사상의 시작점에서 탱크 의 최대 함수고와 이API . 2

미 포화된 토양고를 모두 포함한 토양 프로파일 전체에 대해 H2(t) 및 H max는 각각 현 시점에서의 토양

함수량과 포화시의 토양 함수량을 의미한다 식 에서. (6) H2(t)/H max는 다음과 같이 근사화하여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H2(t)

Hm
≈
API start
APImax

(7)

본 연구에서는 의 산정에 있어서 감소계수는 선행일은 일을 사용하였다 이 값은 관습적이기API 0.90, 14 .

는 하지만 선행함수 고려에 있어 필수적인 최적값은 아니다, .

매개변수 검정매개변수 검정매개변수 검정매개변수 검정3.23.23.23.2

본 연구에서는 적합한 매개변수 값을 얻기 위해 실수코딩 유전 알고리즘 을 사용하였(GA)(Goldberg, 1989)

으며 이의 적용에 있어,

개체의 선택방식은 룰렛

선택 토너먼트 선택 엘, ,

리트 보존 선택 기법을

동시에 사용하였고 개체,

의 교배 방법은 단순교배

및 교배를 병용하convex

였다 돌연변이 확률은.

를 사용하였다 목적함5% .

수 적합함수 즉 최적화( ),

하고자 하는 함수는 각

개체의 적합도를 평가하

는 기반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적합함수를 예측치와 실측치 사이의 결정계수로 설정하였다. .

본 모형의 매개변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강우 유출 자료는 사상 이다- 950808 (1995.08.08 ) (MOCT,「 」

이 호우 사상의 지속시간은 시간 총 강우량은1996, 2003). 19 , 136.25 mm, Qold는 이다3.32 cms .

사상의 최대 함수고 및 호우 사상 시작점에서의 토양의 침투능은 각각950808 21.4 mm, 29.549「 」

이며 이는 식 식 을 사용하여 산정한 것이다 최적화 결과는 표 및 그림 에 나타내었다mm/hr , (5) (7) . 3 2 .～

최적화 결과 적합함수 결정계수 는 로 나타나 상당히 양호한 수준에서 최적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 0.9839

있다.

표 매개변수 최적화 결과표 매개변수 최적화 결과표 매개변수 최적화 결과표 매개변수 최적화 결과3.3.3.3.

매개변수
c1

(1/hr)

c21

(1/hr)

최적값 0.1001 0.0227

매개변수
c22

(1/hr)

c3

(1/hr)

최적값 0.1492 0.0037

매개변수
td1

(hr)

td2

(hr)

최적값 3 11

결정계수 0.9839 그림 매개변수 최적화 결과그림 매개변수 최적화 결과그림 매개변수 최적화 결과그림 매개변수 최적화 결과2.2.2.2.



모형의 검증 및 결론모형의 검증 및 결론모형의 검증 및 결론모형의 검증 및 결론4.4.4.4.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을 이용하여 호우사상으로 인한 하천흐름을 예측하기 위해 표 및 표 의 매개2 3

변수 값을 사용하였으며 사상 에 대해 본 모형의, 950715 , 980806 , 010629 (MOCT, 1996-2002, 2003)「 」「 」「 」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모형의 적용에 있어. Hm및 f i는 각 호우사상에 대해 식 식 을 이용하여 산정(5) (7)～

하였다 그림 에는 각 대상 호우사상에 대한 모형의 예측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모형의 적용결과 단일 호우. 3 ,

와 복합 호우 모두에 있어서 모형의 적용 결과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a) 95.07.15 (b) 98.08.06 (c) 01.06.29

그림 모형의 적용 결과그림 모형의 적용 결과그림 모형의 적용 결과그림 모형의 적용 결과3.3.3.3.

상기 사상 이외에도 다양한 호우사상에 대해 모형을 적용해 본 결과 예측된 수문곡선은 전반적으로 관측

된 종거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나 본 모형의 가정상 토양의 최대 함수고는 각 사상 내에서 고정된 값을 갖고,

있으며 침투능 또한 이의 함수로서 나타나므로 강우가 발생하지 않는 시간을 상당부분 포함하는 복합호우,

사상의 경우 실제 유역의 시변 특성 반영에 장애가 되는 이러한 모형의 가정에 의해 복합 호우 사상에 대한

모형의 예측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형의 이러한 적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형의 개선책으로.

는 토양 함수량 침투능 유출성분의 관계를 보다 비선형적이고 역동적으로 규정하거나 유역의 시변 특성을- - ,

반영할 수 있는 시변 매개변수를 도입하는 것을 들수 있겠다 그러나 단순한 개념적 모형에서 모형의 가정. ,

이나 매개변수 변화 없이 복합 호우 사상의 특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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