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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다양한 목적의 장기유출분석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단 모형의 증발산관련 입력자료는 증발접시자4 Tank

료를 이용하거나 또는 장기간의 유량과 강수량의 차이로 정의되는 월별 손실량을 계산한 결과를 사용하고

있다 증발접시자료는 자료 구득문제와 신뢰성 문제 등으로 인해 적용사례가 적고 통상 인근 관측지점의 손.

실량을 계산하고 이를 전이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증발산량 산정방법은 장기적인 유량 자료를.

보유한 인근 관측지점이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는 점과 관측지점의 자료 신뢰성에 따라 유출결과에 큰 영향

을 미칠수 있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법과. Hamon

방법 및 방법을 검토하여 모형 계산에 필요한 실제증발산량을Jensen-Haise FAO Penman-Monteith Tank

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유역별 실제손실량은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잠재증발산량을 실제증발산량으로 보정하는 월별보정계수를 지형인자로부터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핵심용어 모형 잠재증발산량핵심용어 모형 잠재증발산량핵심용어 모형 잠재증발산량핵심용어 모형 잠재증발산량: Tank , , FAO Penman-Monteith, Hamon, Jensen-Haise: Tank , , FAO Penman-Monteith, Hamon, Jensen-Haise: Tank , , FAO Penman-Monteith, Hamon, Jensen-Haise: Tank , , FAO Penman-Monteith, Hamon, Jensen-Haise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모형은 일본의 에 의하여 년 개발된 모형으로 주로 일본과 동남아 각국에서 널리 이Tank Sugawara 1967

용되고 있으며 홍수시와 갈수시 모두 유출계산 정확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수자원장기, . ,

종합계획 및 유역조사사업에서 국가 수자원 부존량 산정 및 관리계획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모형과. Tank

같은 장기유출모형에서는 증발산량이 주요입력 자료이며 유출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므로 정,

확하고 합리적인 증발산량 산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배덕효 등 유역 단위의 넓은 지역의 경우 장기간( , 2004).

의 강수량과 유출량의 차이를 실제 증발산량으로 볼 수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보(Ward & Elliot. 1995).

고서 건설교통부 및 한강유역조사보고서 건설교통부 등 국내의 여러 수자원 부존량 산정 연구에( , 2000) ( , 2004)

서도 월별 평균손실량을 구하여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실제 일증발산량으로 가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장기간의 강우 유출자료가 계측된 유역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므로 관측기간이 짧. -

거나 관측지점이 없는 유역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렵다 또한 관측자료의 신뢰성이 낮을 경우 장기간의 자료.

를 보유한 유역일지라도 비현실적인 값 음수 으로 추정되어 적용이 어렵고 미계측유역의 유출분석시 인근( ) ,

계측유역의 손실량을 전이함으로써 유출해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모형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잠재증발산량 산정방법을 도입하여 미계측유역에서도 실제증Tank

발산량을 추정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잠재증발산량 산정방법 중에서 국내 기후자료.

보유현황을 고려하여 적용성을 검토한 결과 방법 방법과 방, Jensen-Haise , Hamon FAO Penman-Monteith

* 정회원세종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박사과정* E-mail : bobilwon@paran.com
정회원세종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석사과정** E-mail : boyoungkoo@nate.com

*** 정회원세종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부교수E-mail : dhbae@sejong.ac.kr



- 1747 -

법을 선정하였으며 이들을 소양강댐과 충주댐유역에 적용하여 국내유역의 적용성을 분석하고 모형과, , Tank

의 연계 활용성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개요 및 잠재증발산 산정공식모형의 개요 및 잠재증발산 산정공식모형의 개요 및 잠재증발산 산정공식모형의 개요 및 잠재증발산 산정공식2. Tank2. Tank2. Tank2. Tank

모형 개요모형 개요모형 개요모형 개요2.1 Tank2.1 Tank2.1 Tank2.1 Tank

장기 및 갈수유출 계산의 경우에는 통상 단 탱크 의 모형으로 개의 매개변수를4 (Sugawara, 1995) 13 16～

이용한다 강우가 탱크모형의 최상단에 주입되면 단 이하의 탱크는 바로 위 탱크의 바닥면의 침투공에서. , 2

물을 받고 각 탱크내의 물의 일부는 측면의 공에서 외부로 유출한다 각 단의 탱크 측면 유출공에서의 유출.

의 합은 하천유량이 된다 증발산량은 최상단 탱크에서 차감되며 저류수가 부족한 경우 하단 탱크에서 차례. ,

로 차감된다 모형의 증발산자료는 일반적으로 팬증발산량 자료를 이용하거나 강수량에서 유출량을 뺀 손실.

량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일증발산량은 단탱크의 저류고에서 우선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며 단탱. 1 , 1

크가 비어있을 경우에는 단 단 그리고 단탱크 순으로 감소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확정론적2 , 3 4 .

수문모형들은 토양수분의 최대저류량에 대한 현재의 토양수분의 저류량의 비를 이용하여 잠(deterministic)

재증발산량에 대한 실제증발산량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모형은 모형으로 이러한. Tank Black-box

토양수분의 변화를 양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으로만 평가하므로 실제증발산량 자료를 넣어주어

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일 잠재증발산 산정공식일 잠재증발산 산정공식일 잠재증발산 산정공식일 잠재증발산 산정공식2.22.22.22.2

방법2.1.1 FAO Penman-Monteith

방법 등 은 국제식량농업기구 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약 여 가FAO Penman-Monteith (Allen , 1998) (FAO) 20

지 종류의 증발산량 공식을 검정한 후 년도부터 대표적인 하나의 공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결정된 잠재1998

증발산량 공식이며 대표작물 의 작물계수를 통일한 것이 특징이다, (alfalfa) .

ET o =
0 .408 Δ (R n - G ) + γ

900
T + 273

u 2 (e s - e a )

Δ + γ (1 + 0.34 u 2 )
(1)

여기서 ETo는 기준잠재증발산량(mm/day), Rn는 지구 작물 표면에서 순수하게 축적되는 에너지( ) (MJ/m2d), G

는 토양 열 유속 밀도(soil heat flux density, MJ/m2 는 높이에서 일평균기온d), T 2 m ( ), u℃ 2는 높이2 m

에서 풍속(m/s), es는 포화증기압(kPa), ea는 실제증기압 는 증기압 곡선의 기울기 는 건습계(kPa), (kPa/ ),Δ ℃ γ

상수 이다(kPa/ ) .℃

방법2.1.2 Hamon

은 온도와 위도 좌표만으로 대략적인 일 잠재증발산량을 산정할 수 있는 공식을 고안하였다Hamon(1961) .

이 방법은 계산에 필요한 입력자료가 적어 적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E p =
0.0021H 2t e s
T t+ 273.2

(2)

여기서 Ep는 잠재증발산량(m/day), Tt는 일평균기온( ),℃ ℮s는 포화수증기압(Kpa), Ht는 위도 및 태양일몰각

으로 정의되는 일조시간 이다(hou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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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2.1.3 Jensen-Haise

방법 과 은 유역평균고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역에서 영하의 낮은 온도Jensen-Haise (Jensen Haise, 1963)

를 나타내는 날의 잠재증발산량이 음의 값으로 산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방법을 증발산량 산정 모듈로 적.

용하고 있는 모형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잠재증발산량이 음수로 산정될 경우 으로PRMS , 0

처리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

E tr =
C T (T - T X ) R S

λ
(3)

여기서 은 잠재증발산Etr (mm/day), CT는 온도계수 는 일동안의 평균기온, T 5 ( ), T℃ X는 온도축의 절편( ),℃

RS는 태양복사량(MJ/m
2
그리고 는 증기압의 잠재열 이다d) (latent heat) .λ

적용 및 분석적용 및 분석적용 및 분석적용 및 분석3.3.3.3.

잠재증발산량 방법의 적용성 평가 및 물수지방법과의 비

교검토를 위한 유역으로 장기간의 강우 유출자료 및 기후자-

료를 보유한 충주댐 및 소양강댐 유역을 선정하였다 유역.

면적은 각각 충주댐이 이며 소양강댐은 이6,661 2,743㎢ ㎢

고 유역별 연평균 강우량은 각각 이다, 1,266mm, 1,155mm .

유역내 기후자료는 인제관측소와 제천관측소의 자료를 수집

하고 잠재증발산량 산정에 이용하였다 분석기간으로는 강.

우 및 유출자료의 상관성을 검토하여 년부터 까1990 1995

지를 모의기간으로 선정하였다 각 방법에 대해 이 기간에.

대한 잠재증발산량을 산정하고 물수지방법에 의한 손실량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림 손실량 계산의 경우 장기간의( 2).

관측자료가 필요하므로 소양강댐 년 년 과 충28 (1974-2001 )

주댐 년 년 동안의 기간에 대해 월별 평균손실량을 산정한 후 월별날짜수로 나누어 일별증발16 (1986-2001 )

산량을 산정하였다 이 자료는 강수가 발생한 날에 대해서는 만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50% .

그림 증발산량 산정방법별 잠재증발산 추정량과 실제손실량그림 증발산량 산정방법별 잠재증발산 추정량과 실제손실량그림 증발산량 산정방법별 잠재증발산 추정량과 실제손실량그림 증발산량 산정방법별 잠재증발산 추정량과 실제손실량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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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적용 유역도그림 적용 유역도그림 적용 유역도그림 적용 유역도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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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월별 잠재증발산량과 실제손실량의 비교그림 월별 잠재증발산량과 실제손실량의 비교그림 월별 잠재증발산량과 실제손실량의 비교그림 월별 잠재증발산량과 실제손실량의 비교3.3.3.3.

잠재증발산량 산정결과와 실제손실량을 월별로 비교하였다 그림 소양강댐과 충주댐유역의 손실량에서( 3).

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인근유역으로써 여름철을 제외한 손실량 패턴은 유사하였다 두 유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월과 월달의 실제손실량이 잠재증발산량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월과 월에 잠재증발산량에 비해1 2 3 4

실제손실량이 크게 낮다는 점이다 월과 월의 경우 적은 강수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위적인 사용량의 증. 1 2

가에 따른 손실량 증가의 영향이거나 적설에 의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월 월에서는 융설의 영향으로 손실. 3 -4

량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양강댐유역의 경우 월달의 손실량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가을철. 9

에 발생하는 태풍 등의 영향으로 손실량이 작게 산정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잠재증발산량 산정방법별 결과를.

살펴보면 방법과 방법은 두 유역에서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었으나Hamon Jensen-Haise FAO

방법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방법의 경우 계산에 많은 기후인자Penman-Monteith . FAO Penman-Monteith

가 필요한 방법으로 관측소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방법의 경우 가장. Jensen-Haise

적은 잠재증발산량값을 보였으며 충주댐유역에서 여름철에 실제손실량보다 크게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

방법은 소양강댐유역의 경우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실제손실량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충주댐유역Hamon

에서는 여름철에 잠재증발산량이 실제손실량보다 다소 낮게 산정되었다.

위의 방법들에서 산정된 잠재증발산량을 모형의 입력자료로써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제증발산량 자Tank

료로 변환하여야 한다 모형은 토양수분 저류량의 함수를 이용하여 잠재증발산량에 대한 실제증발산량. Tank

의 비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월별 보정계수를 고려하여 실제증발산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채,

택하였다 그림 는 한강과 낙동강유역의 상류에 위치한 댐유역의 월별 실제손실량을 산정한 것이다 그림에. 4 .

서 보는 바와 같이 유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서는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접유, .

역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유역 그리고 안동댐과 임하댐유역의 경우 여름철 월 월 을 제외한 기간에서 상당히(6 -8 )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지형적인 영향과 실제손실량이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유역의 지형특성인자와 월별보정계수의 관계를 추정하면 미계측유역.

에 모형 적용시 증발산량 추정에서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방법과Tank . Hamon Jensen-Haise

방법이 유역에 따른 패턴의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에 적합한 잠재증발산 산정방법

으로 판단된다.

그림 유역 상류에 위치한 댐유역의 월별 실제손실량그림 유역 상류에 위치한 댐유역의 월별 실제손실량그림 유역 상류에 위치한 댐유역의 월별 실제손실량그림 유역 상류에 위치한 댐유역의 월별 실제손실량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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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충주댐 소양강댐

P-M Hamon J-H 손실량 P-M Hamon J-H 손실량

상관계수 0.90 0.89 0.89 0.910.910.910.91 0.91 0.90 0.90 0.850.850.850.85

평균제곱근오차 (mm/day) 3.02 2.37 2.40 2.192.192.192.19 2.70 2.81 2.84 4.444.444.444.44

모형효율성 계수 0.82 0.81 0.81 0.840.840.840.84 0.84 0.82 0.82 0.730.730.730.73

유출용적오차(%) -10.38 2.01 10.15 -2.06-2.06-2.06-2.06 1.78 -15.38 -12.26 -6.83-6.83-6.83-6.83

표 각 잠재증발산량 산정방법에 의한 유출분석결과 통계치 비교표 각 잠재증발산량 산정방법에 의한 유출분석결과 통계치 비교표 각 잠재증발산량 산정방법에 의한 유출분석결과 통계치 비교표 각 잠재증발산량 산정방법에 의한 유출분석결과 통계치 비교1.1.1.1.

각 방법별 잠재증발산량에 대해 유역별 월별보정계수를 추정하여 실제증발산량을 산정하고 모형에Tank

입력하여 모의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월별보정계수는 월별 잠재증발산량에 대한 실제손실량의 비로 산정하였.

다 모형의 매개변수는 실제 손실량을 적용하여 검보정한 매개변수를 이용하였다 표 은 각 방법별. Tank . 1

적용 결과의 통계치를 나타낸 것이다 각 방법에 따른 매개변수를 재추정하지 않고 동일한 매개변수를 적용.

하였음에도 통계치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유출용적오차에서는 충주댐유역에서는 방법. Hamon

이 소양강댐유역에서는 방법이 실제손실량을 적용한 결과에 적합하게 나타났다, Penman-Monteith .

결론 및 향후과제결론 및 향후과제결론 및 향후과제결론 및 향후과제3.3.3.3.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모형의 증발산량 추정시 사용되는 팬증발량 자료 또는 실제손실량 자료Tank

를 이용하는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 가지 잠재증발산량 산정방법을 도입하여 적용성을 평가하고

모형과 연계하여 모의정확도를 평가하였다 각 잠재증발산량 산정방법을 비교한 결과Tank . FAO

방법이 방법과 방법에 비해 기후자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Penman-Monteith Hamon Jensen-Haise

나타났다 모형을 이용하여 충주댐과 소양강댐에 각 방법을 적용한 결과 충주댐유역에서는 방. Tank Hamon

법이 소양강댐에서는 방법이 적합성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최종목적은 모형, Penman-Monteith . Tank

적용시 실제증발산량 추정방법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계측유역의 지형인자와 월별보정계.

수와의 관계식 도출이 요구된다 향후 다양한 유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계측유역의 월별보정계수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고 모형의 실제증발산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Tank .

많은 유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느 방법이 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지에 대한 분석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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