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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다중목적 최적화 기법을 연계한 농업유역 수문 해석 시스템의 개발

본 연구에서는 농업유역의 효율적인 물관리와 용수관리 의사결정에 활

용할 수 있도록 다중목적 최적화 기법을 연계하여 농업유역의 수문 현상

과 물수지를 해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모듈 기반의 농업유역 수문해석 시스템 MASA (Module-based 

hydrologic Analysis System for Agricultural watersheds)는 Simulink 기

반으로 개발되었으며 농업유역을 상류유역과 하류유역으로 구분하여 수문 

요소를 해석할 수 있다. MASA는 TPHM, DAWAST, I-3-Tank, 

3-Tank 등 4개의 집중형 수문모형과 관개지구 해석 모듈, 저수지 물수지 

해석 모듈, 그리고 다중목적 최적화 모듈이 연계되도록 구성하였다.

저수지 상류의 유입량은 저수위 실측 자료의 상승 구간에서 확보한 불

연속 유입량 자료를 이용하여 다중목적 최적화 기법 기반으로 수문모형의 

매개변수를 추정하여 장기 연속 자료로 변환하였다.

저수지 하류의 하천유량은 저수지 방류량을 물수지식을 이용하여 추정

하고, 여기에 관개지구 배수량과 관개지구를 제외한 배후유역으로부터 유

출량을 모의하여 합산하였다. 여기서, 관개지구의 침투량은 수문모형의 최

하단으로 입력되어 지연회귀수량이 모의되도록 구성하였다.

하천유량의 보정 및 검정은 다중목적 최적화 모듈을 이용하여 고유량·

저유량·총량·분산 관련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다양한 매개변수 후보군

들을 도출하고, 여기에 사용자가 설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최적의 매개변수 

군이 선택되도록 구성하였다.

다중목적 최적화 모듈은 38개 유역을 대상으로 4개 수문 모형을  적용하

였는데, 고유량·저유량·총량·유황곡선의 유사정도가 실측치와 잘 일치하도

록 보정 및 검정하였고, 모형의 구조에 따른 비교를 수행하여 수문 해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MASA를 이동저수지 유역에 적용한 결과,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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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 자료로부터 상류의 유입량 장기간 자료를 생성할 수 있었고, 하류의 

하천유량도 저수지 상·하류의 수문 성분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잘 모의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은 저수지 상·하류를 연계하여 복합적으로 

수문해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업유역의 효율적인 물관리와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수문모형, 다중목적 최적화 기법, 모듈 기반 모델링 시스템, 농업

유역, 농업용 저수지, 관개지구

학  번 : 2013-3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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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모델링 기법은 과학과 공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표

현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강우-유출을 포함한 수자원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수자원분야에서 수문순환 과정을 수학·물리적 기반으로 모사

한 도구를 수문모형이라 하며, 지점·포장·유역 단위에서의 수자원을 종합적

으로 관리하고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

한 이유로 물관리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수문 모델링 기반으로 수행되었으

며, 이에 따른 수많은 수문모형이 개발되었다 (Kang et al., 2016).

수문순환 과정은 지역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모의 요

소와 해석 기법도 다르다. 우리나라 농업 유역은 논과 용·배수로를 포함하는 

관개지구와 농업용 저수지가 존재하는데, 이는 국외에서 개발된 모형의 지

역·환경적 조건과 다르다 (임상준, 2000; 송정헌, 2013; 송정헌 등, 2016). 

저수지 및 관개지구에서의 물관리 방식 등 인위적 요소 또한 국외 조건과 다

르다. 하지만 국외 농업유역 모형은 주로 밭작물 관개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논 관개를 위해 저수지를 운영하는 지역에

서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밭과 달리 논은 물꼬가 존재하여 담수 상태를 유

지하는 영농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논의 담수기작이 모형에 반영될 필요

가 있다 (최진용, 1996; 임상준, 2000; 강문성, 2002; 송정헌, 2013). 

국내에서는 농업용 수리구조물 설계 등에 DIROM (Daily Irrigation 

Reservoir Operation Model) (김현영, 1988) 기반의 HOMWRS 

(Hydrologic Operation Model for Water Resources System) (농림부, 

1997)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HOMWRS는  과거에 개발된 이후로 

수정·개선되지 않아 Penman-Monteith 식 기반의 논 증발산량 해석 기법 

(Allen et al., 1998; 유승환 등, 2006), 중간낙수 시기의 용수 공급 중단과 

논물의 담수를 4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기작 (농업기반공사, 2005) 등이 반

영되지 않았고, 수문이 설치된 저수지에 대한 홍수기 제한수위 운영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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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et al., 2016a) 등이 추가되지 않고 있다. 또한, 농촌유역 수문순환의 

중요 요소인 관개지구 회귀수량, 비관개지구 유출량, 그리고 이를 고려한 저

수지 하류의 하천유량 등의 모의에 한계가 있다.

DIROM이 개발된 이후로 국내에서는 농업유역 수문 모델링의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왔다. 노재경 (1991), 임상준 (2000), 그리고 김현준 (2001)은 

DIROM에 적용된 Tank 모형보다 매개변수의 수가 적은 집중형 수문모형을 

개발하였다. 최진용 (1996)은 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을 이용하여 논 물수지를 고려한 분포형 장기유출 모형을 개발

하였다. 강문성 (2002)은 SWAT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모형

에 대해, 그리고 김상민 (2004)과 전지홍 (2005)은 HSPF (Hydrological 

Simulation Program-Fortran)모형에 대해 논의 담수기작을 추가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임상준과 박승우 (1997), 윤광식 등 (2005), 그리

고 Jung et al. (2012)은 수문모니터링과 물수지식을 기반으로 논 포장과 농

업용 저수지 유역의 유출곡선 번호를 추정하였다. 임상준 (2000)은 농업유역

의 배후유역과 관개지구를 모식화하여 관개회귀수량을 추정하는 모형을 개발

하였다. 유승환 등 (2006)은 Penman-Monteith 식 (Allen et al., 1998)에 

대한 새로운 논벼 작물계수를 개발하였으며, Song et al. (2016a)은 농업용 

저수지의 홍수기 제한수위 운영을 고려한 물수지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상과 같이 국내에서는 집중형 수문 모형, 논의 담수기작과 분포형·준

분포형 수문모형 연계 기법, 관개지구의 회귀수량 모의 기법, 논벼 증발산

량 모의 기법, 그리고 홍수기 제한수위 방류량 모의 기법 등이 개발되어 

왔으나, 각각은 개별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후속 연구자들이 연계·통합

하여 이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농촌유역의 복잡성과 광범위성을 고려

하여 보다 효율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각기 개별적으로 개발된 다양한 모의

기법을 독립적으로 모듈화하고 다수의 모듈을 조합하여 해석할 수 있는 모

듈 기반의 모델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는 모델링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수문 모니터링 기술 

또한 전문장비의 확보, 체계적인 교육 등을 통해 발전해왔다. 유량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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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2007년에 수립된 이후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하천유량 자료의 

품질이 개선되었고 (정성원, 2008),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

템이 2006년에 개발된 이후로 유효저수량 10만톤 이상 1,200여개의 저수

지에 대해  수위 자료를 연속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정진호, 2008).

하지만 농업유역 수문 기작은 대단히 복잡하고, 기상, 작물, 토양 등의 

물리적 요소와 물관리 등의 인위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모니터링만을 통해서는 관측자료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수문요소를 구분하

기 어렵다 (임상준, 2000). 즉, 단순한 하천유량의 관측을 통해서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저수지 방류량과 관개지구 배수량 등의 요소를 추정하기 어

렵고, 저수지 수위를 관측할 수는 있으나 물수지 요소를 개별적으로 산정하

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농업유역 수문요소의 정량적 추정을 위해서는 

정밀한 현장 모니터링과 수학·물리적인 모델링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수지 수위 자료를 이용해 간헐적으로 확보된 유입량 자

료를 수문 모형을 통해 보·검정하여 장기간 유량 자료로 변환할 수가 있다. 

또한, 저수지 수위 실측 및 모의 자료의 비교를 통한 농업용수 공급량과 저

수지 방류량 등 물수지 요소의 추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연계하여 저

수지 방류량, 관개지구 배수량, 그리고 비관개지구의 횡유입량 등을 포함하

는 하천유량을 모의 후, 실측자료를 이용하여 보·검정하여 저수지 방류량과 

관개지구 배수량이 하류 하천유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모니터링과 모델링을 연계한 수문해석을 위해서는 정밀한 매개변수 보·

검정 과정이 필수적이다. 모형의 보정 방법으로 과거에는 모형에 대한 풍

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시행착오법이 주로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컴퓨터 속도의 발전과 함께 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절감해주고 사용자가 

다르더라도 동일하고 객관적인 매개변수 추정이 가능한 최적화 기법을 이

용한 자동 보정 기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Moriasi et al., 2007; 송정헌

과 강문성, 2016).

매개변수의 자동 보정에서는 목적함수의 설정 부분이 중요한데, 과거에는 

편의상 RMSE 및 NSE (Nash and Sutcliffe Efficiency) (Nas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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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tcliffe, 1970)가 단일지표로 목적함수로 주로 이용되었다 (김현준, 

2001; 안지현, 2013; Kang and Park, 2014). 하지만 이들 지표는 오차 제

곱의 합이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유량 구간에 편향되게 매개변수가 최

적화 될 수 있다. 이수 및 환경목적의 장기유출 모델링에서는 고유량보다는 

저유량이 더 중요한 요소로 고유량에 편향된 매개변수 보정 결과는 의사결

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여러 통계적 지표의 가중치 부여에 따라 고

유량과 저유량 관련 매개변수의 trade-off를 고려한 다중목적 최적화 기법

에 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Madsen, 2000; 

Efstratiadis and Koutsoyiannis, 2010; Reed et al., 2013). 하지만 다중목

적 최적화 기법은 이용된 통계적 지표의 수와 가중치 부여에 따라 여러 매

개변수 군이 후보 (Pareto set)로 제시되어, 실무목적으로 하나의 매개변수 

군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 (Vansteenkiste et al., 2014). 따라서 여러 매개

변수 후보군 중 사용자의 이용목적에 따라 최적 매개변수 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 지원 기법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농업유역의 수문순환을 정량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

별적으로 개발된 모의기법을 독립적인 모듈로 구성하고 모듈 간 조합을 

통해 해석하는 모델링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된다. 모니터링 자료와 모델링 

기법의 연계를 통해 저수지 유입량, 농업용수 공급량, 저수지 방류량, 그리

고 관개지구 배수량을 포함하는 하천유량을 추정하는 기법도 필요하다. 또

한,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모형을 자동 보정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매개변수를 선택하는 의사결정 지원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유역의 효율적인 물관리와 용수관리 의사결

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1) 농업유역의 저수지 상·하류 수문 요소 해석 기

법을 개발하고, (2) 다중목적 최적화 기반 수문 모형의 자동 보정 기법을 

개발하며, (3) 이를 연계한 모듈 기반의 농업유역 수문해석 시스템을 개발

하여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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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사

2.1. 장기유출모형

“Essentially, all models are wrong, but some are useful.” 영국의 통

계학자 George E.P. Box가 남긴 문구이다. 수문모델링은 수문순환 현상을 

수학·물리적으로 모사하는 것으로, 수문 모형은 강우-유출 기작에 내재되

어 있는 구성 인자들의 비선형성, 시변동성, 공간분포 등을 완벽하게 모의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수문모델링의 불확실성은 (1) 강우량 및 유출량 등의 측정 오차, (2) 

모형의 과도한 구조 및 매개변수 설정, (3) 모형의 보정 시 부적절한 초기

조건 및 제약조건 설정, (4) 부적절한 보정 자료의 이용, (5) 부적절한 성

능 평가 지표를 통한 해석, (6) 최적화 기법의 오류, 그리고 (7) 환경적 

변화를 고려하지 못 하는 고정 매개변수의 이용 등으로부터 기인한다 

(Beven and Binley, 1992; Beven et al., 2008; Efstratiadis and 

Koutsoyiannis, 2010).

수문 모형의 구조에 따른 불확실성은 모형의 선택에 대한 문제와 관련

이 있다. 장기유출모형은 매개변수의 공간적 변화 고려 유무에 따라 분포

형 모형 (distributed model), 준분포형 모형 (semi-distributed model), 

그리고 집중형 모형 (lumped model)으로 구분된다. 분포형 모형으로는 

ANSWERS (Areal Nonpoint Source Watershed En-vironment 

Response Simulation) (Beasley et al., 1980), SHE (Systeme 

Hydrologique Europeen) (Abbot et al., 1986), AGNPS (AGricultural 

Non-Point Source pollution model) (Young et al., 1989), CELTHYM 

(최진용, 1996; Choi et al., 2002) 등이 있다. 준분포형 모형으로는 

HSPF (Hydrological Simulation Program-Fortran) (Donigian et al., 

1984), TOPMODEL (Beven et al., 1984), SWMM (Storm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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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Model) (Huber et al., 1988), SWAT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Arnold et al., 1994), SWAT-K (한국건설기술연구

원, 2007; 김철겸, 2010) CAT (Catchment Hydrologic Cycle 

Assessment Tool) (김현준 등, 2012) 등이 있다. 집중형 모형으로는 국

외에서는  SFB (Surface inFiltration Baseflow) (Boughton, 1984), 

SSARR (Streamflow Synthesis and Reservoir Regulation) (USACE, 

1991), Xinanjiang (Zhao et al., 1995), 그리고 HBV-96 (Bergstrom, 

1995) 등이 개발된 바 있고, 국내에서는 3단 Tank (김현영, 1988), 

DAWAST (DAily WAtershed STreamflow model) (노재경, 1991), 

I-3-Tank (임상준, 2000), TPHM (Two-Parametric Hyperbolic 

Model for daily streamflow simulation) (김현준, 2001), 그리고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반 사회-수문 모형 (정한석, 2014)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장기유출모형이 개발되어 연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형, 토양종류, 식생의 변화, 토지이용의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분포

형 모형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Abbot et al., 1986; 최진용, 

1996). 그러나 현재까지도 집중형 모형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사용이 비교적 간편하고 모의 결과가 분포형 모형과 비교하여 유의

한 차이가 없는 점 등의 장점으로 다양한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Smith et 

al., 2012; 신문주, 2016). 또한, 수자원 실무 분야에서는 강우-유출에 의

한 자연적 유량과 관개회귀수량 및 하수처리 방류량 등 인위적 유량간의 

수지 해석이 용이하기 때문에 집중형 모형은 여전히 선호하여 이용되고 

있다 (김현준, 2001). 이에 장기유출모형의 구조 및 복잡성을 고려하여 비

교·평가하는 연구가 최근까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Beven (1989)과 Woolhiser (1996)은 수문모형의 매개변수의 수가 많

아지면 물리적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일은 쉽지 않아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복잡한 모형은 매개변수가 극단적으로 조정되어 

보정기간에서는 잘 맞을 수 있으나 검정기간에서는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

고 하였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단순한 모형은 보정기간에서 모의 성능이 



- 7 -

더 낮게 나타나더라도 검정기간에 일관된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 (Perrin et al., 2001; Hollander et al., 2009).

김철겸과 김남원 (2012)은 국내 7개 유역을 대상으로 Tank 모형과 

SWAT 모형을 비교·평가하였으며, Tank 모형은 정확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으나, 집중형 모형이기 때문에 매개변수 최적화 과정이 요구되며 

SWAT 모형은 공간분포를 고려한 물리적 입력자료 및 매개변수를 기반하

는 준분포형 모형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계웅 등 (2014)의 결과에서는 Tank 모형이 SWAT 

모형에 비해 통계적 변량이 더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보·검정 자료가 확보

된 경우 모의능력과 사용자 편의성에 있어서 Tank 모형을 추천하였다.

Fenicia et al. (2011)과 Kavetski and Fenicia (2011)는 대상유역의 특

성에 따라 적합한 수문모형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중형 모형의 

구조에 따라 7개 모형을 구성하고, 하나의 유역에 대해 동시에 비교·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SUPERFLEX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van Esse et al. (2013)은 SUPERFLEX 프레임워크와 GR4J모형을 이용

하여 모형의 구조에 따른 모의 결과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매개변수가 적

어도 모형의 구조가 적절하면 매개변수가 많은 모형과 차이가 없다고 보고

하였으며, 특히 최하단 Tank의 저류량-유출량 관계를 멱함수 (power 

function)로 설정하는 것이 저유량 모의에 효과적이라 평가하였다.

Orth et al. (2015)은 단순한 모형과 복잡한 모형은 각각 가뭄조건과 홍

수조건에서 상대적으로 결과가 더 우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각 모형의 목적함수를 달리 설정한 점을 상기 연구의 한계로 지적하였다. 

더불어 모형의 구조가 복잡해지는 것이 정확도 향상을 보장하지 않으며 모

의 결과는 대상유역의 수문 특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수문모형의 구조 및 복잡성을 고려하여 비교·평가하는 연

구는 최근까지도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 대상유역 특성과 이용 목적에 

맞는 모형을 선정하여 이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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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문 모형의 보정 및 검정 기법

2.2.1. 수문 모형의 성능 평가

장기유출모형에 대한 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고유량 및 저유량 구간을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적절한 평가 기법이 요구된다. 

최근까지 국내·외에서는 수문 모형의 성능 평가 기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었다. 본 절에서는 국내·외에서 대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도식

적 및 통계적 기법의 의미, 그리고 장점과 단점 등을 고찰하였다. 수문 모

형에 대한 성능 평가는 도식적 기법과 통계적 기법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며, 이를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Legates and McCabe, 1999; 

Moriasi et al., 2007, 2015).

가. 도식적 기법

도식적 성능 평가기법은 수문 모형을 보정과 검정하는데 있어 정성적으로 

평가하기에 중요한 수단으로, 대표적으로 시계열 그래프, 산포도, 누적곡선, 

그리고 유황곡선 등이 있다. 도식적 방법을 이용한 모형의 평가 시에는 그래

프의 축척에 따라 결과가 왜곡되어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주의하

여 이용해야 한다.

시계열 그래프 (time-series plots)는 Fig. 2.1.(a)와 같으며 모의치 및 

실측치의 시간에 따른 변화, 편차, 첨두값의 크기, 그리고 기저부의 모양 

등을 비교하기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 또한, 모형의 보정과정에서 매개변

수의 변화에 따라 모의 수문곡선의 형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측과 비교

하여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료기간이 길어

지면 인쇄물의 물리적 한계 상 실측치와 모의치의 비교에 어려움이 발생

한다. 이 경우 산포도 또는 유황곡선으로 대체하는 것이 한 방안이다 

(Moriasi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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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Graphical presentations of hydrologic model performance

산포도 (scatter plots)를 이용한 평가방법은 실측치와 모의치를 각각 x

축과 y축으로 설정하여 1:1 선을 도시한 후 실측치·모의치로 구성된 점이 

1:1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정성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Fig. 

2.1.(b)). 또한, 실측치와 모의치로 구성된 선형 회귀식의 기울기, 그리고 

y-절편을 통해서 모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선형회귀식의 기

울기는 1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y-절편은 0에 가까울수록 모의 결과가 우

수함을 의미한다 (Moriasi et al., 2007; 2015). 

누적곡선 (cumulative plots)은 그림 Fig. 2.1.(c)와 같이 실측치와 모

의치의 시간에 따라 누적된 총량을 비교할 수 있다. 다른 도식적 방법과 

달리 총 유출량 등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기에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어느 

한 순간의 결과를 나타내기에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시계열 그래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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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시에 이용될 필요가 있다 (Moriasi et al., 2015).

유황곡선 (flow duration curve, FDC)은 그림 Fig. 2.1.(d)와 같이 유량

의 큰 값부터 작은 값 순으로 나열한 후, 초과백분율별 유량을 결정하여 

도시한 그래프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Time-series plots는 자료기

간이 긴 경우 실측 및 모의 결과의 비교에 어려움이 있는데 반해 FDC는 

고유량과 저유량 구간의 과대·과소 모의 등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

다 (Moriasi et al., 2015).

나.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 )는 국내에서 결정계수라고도 불리며 

Table 2.1의 식 (2.1)과 같이 표현된다.  는 실측치와 모의치 사이의 선

형관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문 모델링 분야뿐만 아니라 다

방면에서 널리 이용되는 지표로써 0∼1의 범위에서 선형관계가 나타날수

록 1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낸다. Santhi et al. (2001)과 van Liew et al. 

(2003)에 따르면  가 0.5 보다 높으면 모의 결과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는 식 (2.1)에서와 같이 오차 제곱의 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모의치와 실측치가 높은 값에서 잘 맞으면, 낮은 값에서 유사하지 않더라

고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평수기 또는 저수기 등 비홍수기의 

수문 모의 결과가 중요한 경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 다른 

단점으로, 실측치와 모의 결과가 유사하지 않더라도 둘 간의 선형관계만 

잘 나타나면 그 값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다. Square error 계열

Root Mean Square Error (RMSE), Mean Square Error (MSE), 그리

고 Mean Absolute Error (MAE)는 모의항목에 대한 단위를 포함하고 있

는 통계적 지표로서 오차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오차의 절

대적 정도만 나타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경우 모의 결과를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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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단점이 있다. Singh et al. (2004)에 의하면 RMSE와 MAE가 실측

치의 표준편차의 절반보다 작으면 모의가 적적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RMSE·MSE·MAE 중 RMSE가 연구

자들에 의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편이나, 식에 오차 제곱의 합이 포함되고 

있어 높은 값 또는 이상치에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라. Nash and Sutcliffe efficiency 계열

Nash and Sutcliffe Efficiency ()는 수문 모델링 분야에서 가장 널

리 이용되는 통계적 지표이다. Servat and Dezetter (1991)는 가 수

문모형을 보정하기에 좋은 최고의 목적함수라 보고하고 있고, ASCE 

(1993), Legates and McCabe (1999), 그리고 Moriasi et al. (2007; 

2015) 등에서 추천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용되

고 있다. 범위는 -∞∼1.0로 나타나고 1.0의 값에 가까울수록 모의치가 실

측치의 경향을 잘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음수 값이 나타나면 모의 

결과를 이용하는 것보다 실측치의 평균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음을 의미한

다 (Legates and McCabe, 1999; Kang et al., 2006; 송정헌 등, 2013a; 

송정헌과 강문성, 2016). 또한,  에서 제기된 단점인 모의 결과가 불량하

다더라도 선형관계가 나타나면 값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극복하고 있다.

하지만,  또한 식에 오차의 제곱 형태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값의 차는 과대평가될 수 있고, 낮은 값의 차이는 과소평가될 수 있다 

(Krause et al., 2005). 즉, 에 초점이 맞추어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홍수기와 풍수기에 모의가 잘 이루어졌을 수 있으나, 평수기·저수기·갈수기 

시점의 모의 결과는 실제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수와 환경 목적의 장

기유출 모델링의 수행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보완하여 저유량 

(low flow)이 관심인 경우에 대해 의 변형식인  ,  ln , 그리고 

 (Qudin et al., 2006)와 이 밖에 다른 식들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Pushpalatha et al. (2012)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Pushpalatha et al. 

(2012)는 저유량 평가에 가 가장 우수한 지표로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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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Index of agreement 계열

Index of agreement () (Willmot, 1981)는  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

해 제안되었으며, 범위는 0∼1에서 1에 가까울수록 모의치가 실측치와 유

사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는 상대적으로 높은 값 (0.65 이상)이지만 모의

치가 실측과 잘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연구자의 개발 의도와 달리 모의치

와 실측치의 차가 크거나 작은 경우를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Krause et al., 2005). 이 경우 와 마찬가지로 원식을 변형한 

형태가 이용되고 있다. 

바. RMAE 계열

앞서 RMSE 및 MAE는 오차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모의 결

과의 우수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단점

을 극복하기 위해 RMSE 및 MAE를 실측치의 평균 또는 실측치의 표준편

차로 나누어 무차원 단위로 표준화하여 개발된 통계지표가 

RMSE-observation deviation ratio (), normalized Root Mean 

Square Error (nRMSE), 그리고 Relative Mean Absolute Error (RMAE)

이다. 세 지표 모두 무차원으로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RMSE 및 MAE에 비

하여 오차의 정도를 더 효율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의 경우 Moriasi et al. (2007)에 모형의 성능 평가를 위한 기준이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세 지표 모두 와 특징이 비슷한 지표이므로 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이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Table 2.1을 살펴

보면,    로 나타나므로 과 가 식과 범위는 다르나 

의미하는 바는 같아지게 되므로 동시에 사용할 필요가 없다.

한편, RMAE를 이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혹 단위를 기재하는 경우

가 나타나는데, 무차원이 맞으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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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총량 관련 지표

Percent BIAS (PBIAS)는 모의치와 실측치의 총합의 대소를 비교하는 

지표로서 0이 최적 값이고, 양수 및 음수는 각각 과소 및 과대 모의되었음

을 의미한다 (Gupta et al., 1999). PBIAS는 ASCE (1993) 및 Moriasi et 

al. (2007; 2015)에 의해 추천되고 있고 많은 연구자들이 최근까지 이용

하고 있기에 결과를 비교하기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

Perrin’s Bias CRiteria (PBCR) 또한 와 비슷하게 모의치 및 실측치의 

대소를 비교하는 지표로서, 차이는 -∞∼1.0의 범위에서 1.0에 가까울수

록 결과가 좋음을 의미하는 점이다.

아. 표준편차 관련 지표

Ratio of Standard Deviations of observations and simulations 

(RSTD)는 모의치의 분산이 실측치의 분산과 유사해야 모의가 우수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는 지표로서 –1.0∼1.0의 범위에서 1.0에 가까울수록 

모의치의 변동성이 실측과 유사함을 의미한다.

자. 첨두 관련 지표

강우사상모형의 경우에는 간혹 첨두값의 모의가 매우 중요한 경우가 있

다. 이런 경우, 관측치와 모의치의 첨두값의 차이만을 퍼센트 오차의 형태

로 고려하는 함수가 Percent Error in peak (PE)이다. 

Peak-weighted Root Mean Square Error (P-RMSE)는 미공병단에서 

HEC-1에 삽입하기 위해 개발한 목적함수이며, 실측치의 평균보다 더 큰 

모의치는 1보다 큰 가중치를 부여받고, 실측치의 평균보다 더 작은 모의치

는 1보다 작은 가중치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형태의 목적함수는 수공구조

물의 설계를 위해 첨두값만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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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유황곡선 관련 지표

수문모형의 모의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 중 하나는 유황곡선의 일치 여

부이다. 하지만 유황곡선의 일치 여부에 대해 도식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연구자의 주관적 요소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와 관련된 통계적 지표를 개

발하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Yilmaz et al., 2008; Ley et al., 2016; . 

Yilmaz et al. (2008)은 유황곡선의 초과확률 0~2% 구간, 20~70%, 그리

고 70~100% 구간에 대한 일치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각각 BiasFHV,

BiasFDCmidslope, 그리고 BiasFLV를 개발하였으며, 이들을 signature 

indices로 명명하였다. Ley et al. (2016)은 초과확률 2~20% 구간에 대

한 지표로 BiasFMV를 개발하였다. 

한편, Crochemore et al. (2015)는 유황곡선상 초과백분율별 실측 및 

모의 유량에 대해  식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지표인 를 제안하

였다. 는 고유량 및 저유량의 이상치가 발생할 경우 전반적인 유황

곡선이 일치하더라도 왜곡된 결과를 나타날 수 있기에 초과학률 5~95% 

구간에 대한 지표로 가 이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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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represent the observed and simulated discharge, respectively, 

at time step  of , the number of time steps,

the over bar represents an average over the selected period,  is a small 
constant (1% of the mean streamflow, Pushpalatha et al., 2012),
 and   are the peak value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discharges, respectively, while  and  are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streamflow over the selected period, 

respectively.

Table 2.1. Equations, ranges, and optimal values of statistical indices for model 

performanc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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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tatistic Equation* Range Per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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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represent the observed and simulated discharge, respectively, 

at time step  of , the number of time steps,

the over bar represents an average over the selected period,  is a small 

constant (1% of the mean streamflow, Pushpalatha et al., 2012),

 and   are the peak value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discharges, respectively, while  and  are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streamflow over the selected period, 

respectively.

Table 2.1. Equations, ranges, and optimal values of statistical indices for 

model performance evaluation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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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tatistic Equation* Range Per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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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0

(2.22) BiasFMV






log  logmin 






log  logmin 






log  logmin 

0.0∼∞ 0.0

(2.23) BiasFLV






log  logmin 






log  logmin 






log  logmin 

0.0∼∞ 0.0

(2.24)
BiasFDC

midslope

log     log   

log   log 

log    log  

0.0∼∞ 0.0

(2.25) BiasFMMlog   logmin 

log  log 0.0∼∞ 0.0

* and  represent the observed and simulated the streamflow, 

respectively, with exceedance probability p of flow duration curve number i 

of , the number of time steps,

the over bar represents an average over the selected period, and h = 1, 2, 

..., H are the flow indices for flows with exceedance probabilities 0.05 to 

0.95.

Table 2.1. Equations, ranges, and optimal values of statistical indices for 

model performance evaluation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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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매개변수의 보정 및 검정

모형의 수동보정은 매개변수의 초깃값을 설정한 후, 주요 매개변수를 

변화시켜가며 모의 결과가 개선되고 있는지 통계적 지표 및 도식적 방법

을 통해 평가하고, 이후 연구자가 설정한 기준을 달성할 때까지 반복적으

로 매개변수를 변경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개변수의 물리

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송정헌과 강문성, 2016).

모형의 보정 방법으로 과거에는 모형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요

구되는 시행착오법이 주로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컴퓨터 속도의 발전과 

함께 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절감해주고 사용자가 다르더라도 동일하고 객

관적인 매개변수 추정이 가능한 자동 보정기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Moriasi et al., 2007; 송정헌과 강문성, 2016). 매개변수의 자동 보정을 

위해서는 크게 최적화 기법 선택, 목적함수의 설정, 그리고 제약조건의 설

정 등의 절차로 구분된다 (송정헌 등, 2014a).

최적화 기법으로는 Genetic Algorithm (GA) (Goldberg, 1989), 

Simulated Annealing (SA) (Hwang, 1988), Pattern Search (PS) (Lewis 

and Torczon, 1999), Shuffled Complex Evolution (SCE-UA) (Duan et 

al., 1992), 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 (Kennedy, 2011) 등이 

대표적이다. 목적함수로는 모형의 이용목적에 따라 하나를 이용하거나 둘 

이상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제약조건 설정은 매개변수의 물리적 

범위, 또는 매개변수 간의 관계 등을 설정하여 사용자의 통제에 의해 보정

되도록 구성하는 과정이다 (송정헌 등, 2014a, 송정헌과 강문성, 2016).

이 중 최적화 기법은 일부 알고리즘의 경우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날 수 있

으나, 주요 알고리즘의 경우 수렴 속도의 차이가 나타날지언정 보정 결과는 

유사하게 우수한 해를 찾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Arsenault et al., 2013). 

따라서 사용자는 우수하게 보고되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되고, 수렴 

속도는 최근의 컴퓨터 속도의 발전에 따라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있다.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수문모형의 보정에 있어 모의 결과에 주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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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목적함수를 선정하는 부분이다. 보정 결과는 목적함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때로는 특정 유황 조건에만 일치되도록 

최적화되어 다른 구간에서는 실제와 크게 상이할 수 있다 (Diskin and 

Simon, 1977; Servat and Dezetter, 1993; Oudin et al., 2006). 

목적함수의 구성에 따라 단일 목적함수를 이용하는 방법과 2개 이상의 

지표를 혼합하여 목적함수로 설정하는 다중목적 최적화 기법으로 구분된

다. 다중목적 최적화 기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가중치법 

(weighting method)이며, 이 방법은 2개 이상의 지표에 가중치를 곱하여 

모두 더함으로써 목적함수를 설정하고, 가중치를 조금씩 변화시켜 생성된 

여러 매개변수군 중 각 지표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만족하는 Pareto 프론티

어 (Pareto-frontier)를 구한 후 최적해를 탐색하는 방법이다 (Madsen, 

2000; Efstratiadis and Koutsoyiannis, 2010). 

다중목적 최적화 기법의 적용 시 단점으로는 실무 목적 등을 위해서는 

결국 사용자의 주관에 따라 Pareto 최적해 중 하나의 매개변수 군을 결정

할 필요가 있는데, 3개 이상의 지표를 혼합하여 이용할 시에는 그 결정이 

어렵다는 점이 있다 (Vansteenkiste et al., 2014). 즉, 장기유출모형에 대

한 보정에 있어서 고유량, 저유량, 총량, 그리고 유황곡선의 일치 정도 등 

그 이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지표가 결합되어 목적함수로 설정될 수 있으

며 다중목적 최적화 기법 적용에 따라 도출되는 다양한 매개변수 후보군 

중 하나의 매개변수 군을 결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다른 

다중목적 최적화 기법의 단점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보정된 매개변수가 검

정 기간 등에서 실제와 상이하게 모의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점이다 

(Efstratiadis and Koutsoyiannis, 2010). 이에 Madsen et al. (2002)은

Pareto 프론티어 상의 다양한 매개변수 후보군 중 의사결정자의 평가 기

준에 따라 최선의 해를 선별하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 기법이 요구된다고 

보고하였다. 

수문모형의 보정에 대한 의사결정기법으로는 HSPF 모형의 HSPEXP 

(Expert System for the Calibration of HSPF) (Lumb et al., 1994)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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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이다. HSPEXP는 HSPF 모형의 수문 매개변수 보정을 위한 전문가 시

스템으로 모형의 보정을 위해 총유출량 (total runoff), 상위 10 % 유출량 

합 (10 % highest flows), 하위 50 % 유출량 합 (50 % lowest flows), 

첨두유출량 (storm peaks), 여름 홍수유출량 (summer storm volume) 등

의 지표를 이용하고 있다 (김성민과 김상민, 2013). Benham et al. 

(2006)은 이들 지표에 대한 보정 기준으로 총 유출량· 하위 50% 유출량 

합, 첨두유출량의 경우 ±10%로, 하위 10% 유출량과 첨두유출량의 경우 

±15%로 제시하였다.

한편, 이상적인 보정을 위한 기간 설정은 풍수년 (wet years), 평수년 

(average years), 그리고 갈수년 (dry years)이 포함된 3∼5년의 실측자

료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Gan et al., 1997, 

Moriasi et al., 2007). 하천유량의 실측자료는 수위계와 수위-유량 관계 

곡선식의 정확도에 따라 불확실성이 있으며 모형의 보정에 이용 시 이에 

따른 품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Harmet et al., 2006; Moriasi et al., 

2007). 하천의 하상은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수위계의 영점 조정 및 

지속적인 수위-유량관계 곡선식의 갱신이 요구되며, 이를 충족하는 경우

는 품질이 우수한 경우이다 (Harmel et al., 2006). Moriasi et al. (2007)

는 실측자료의 품질이 우수한 경우  < 10%를 만족하도록 모형을 

보정하도록 추천하고 있다. 하지만 수위계의 정확도가 낮고, 수위-유량관

계 곡선이 과거에 개발된 이후 갱신되지 않아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는 통

계적 변량에 대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Moriasi 

et al, 2007; Harmel et al., 2006). 또한, 실측자료가 연속적이지 않고 결

측치가 존재하여 해당년도에 일부만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통계적 변량을 

이용한 정량적 평가보다는 실측 및 모의 FDC를 도시하여 10, 25, 50, 75, 

그리고 90분위 등의 유사여부를 통한 보정을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고 보고하고 있다 (Moriasi et al., 2007). 



- 21 -

2.2.3. 통계적 성능 평가 기준 설정

모형의 보정 및 검정과정에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통계적 성능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Moriasi et al. (2015)은 수많은 선행연구에서의 

모의 및 평가된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수행하여 성능 평가 기준을 

개발하였으며 Table 2.2와 같다. Moriasi et al. (2015)의 기준은 공간규모 

(watershed, field) 및 모의대상 (flow, sediment, nitrogen, phosphate)별

로 통계적 지표 (, , , )에 따라 “Very Good”, “Good”, 

“Satisfactory”, 그리고 “Not Satisfactory”로 각각 구분되어 있으며, 일단

위·월단위·연단위 등 시간간격에 따른 적용가능 여부도 기재되어 있다. 

본 기준은 Moriasi et al. (2007)을 개선한 것으로 기존에 제기된 문제

점인 ① 일단위에 대한 기준이 없었던 점 (기존은 월단위), ②  에 대한 

기준이 없었던 점, 그리고 ③ 과 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동시에 

이용될 필요가 없으나 중복 사용되도록 유도된 점 등이 해결되었다. 하지

만  와 는 식에 오차 제곱의 합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고유량 부

에 치중되어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Moriasi et al. (2015)의 기준을 만족

하더라도 평수기·저수기·갈수기 시점의 모의 결과는 실제와 상이할 수 있

기 있으며,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Pfannerstill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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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Measure
Output

response

Temporal

scalea

Performance Evaluation Criteria

Very Good Good Satisfactory Not Satisfactory

Watershed

scale

 

Flowb D-M-A    ≤   ≤  ≤

Sediment/Pc M    ≤   ≤  ≤

N M    ≤   ≤  ≤



Flow D-M-A   ≤  ≤ ≤

Sediment M   ≤  ≤ ≤

N/Pc M   ≤  ≤ ≤



Flow D-M-A  ± ±≤ ± ±≤ ± ≥±

Sediment D-M-A  ± ±≤ ± ±≤ ± ≥±

N/Pc D-M-A  ± ±≤ ± ±≤ ± ≥±

Field

scale

  Flow M    ≤   ≤  ≤

 Flow M     ≤   ≤  ≤

a D, M, and A denote daily, monthly, and annual temporal scales, respectively.

b includes stream flow, surface runoff, base flow, and tile flow, as appropriate, for watershed-and field-scale models.

c where there were no differences, performance evaluation criteria were grouped for the output response.

Table 2.2. Evaluation criteria for the recommended statistical performance measures for watershed- and field-scale models 

(Moriasi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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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모듈 기반 수문해석 시스템

농촌유역은 지역적으로 기상·토양·작물·지형·토지이용 등의 물리적 특성

이 상이하며, 농촌유역 내의 영농방법 또한 다양하고 복잡하다. 또한 지역

적으로 그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도 국부적으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다 (송정헌 등, 2013a; 강문성 등, 2015). 따라서, 우리나

라 농촌유역의 물순환 요소를 모의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상이한 환경

조건과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능동적으로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최

진용, 1999; Kang et al., 2016).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모듈 기반 모델링 시스템이다 (Argent, 2006; Argent et al., 2006). 즉, 

이러한 농촌용수의 복잡성과 광범위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서는 농촌용수의 다양한 모의 요소를 각각 독립적으로 모듈화하고 다수의 

모듈을 조합하여 해석하는 모델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강문성 등, 

2015; 송정헌 등, 2016; Kang et al., 2016).

모듈 기반 해석 기법은 사용상의 유연성 향상과 모듈 재이용성을 지원

할 수 있는 독립된 개별 모형인 모듈들 (modules)로 시스템을 구현하는 

개념으로 (Maxwell, 1999; Argent et al., 2006), 모델링 도구 (tools) 개

발시에 이산화된 시간과 모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

양한 문제는 객제 이론 기반의 접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Argent et 

al., 2006; Kang et al., 2016). 이와 같은 새로운 모듈 기반 기법은 모듈 

라이브러리 (libraries of module)를 통합하여 연동시켜 주는 모델링 프레

임워크 (modeling frameworks)의 개발을 가져왔다 (Argent et al., 2006; 

Kang et al., 2016).

모델링 프레임워크로는 Modular Modeling System (MMS) 

(Leavesley et al., 1996), Irrigation Networks Design System (INDES) 

(정하우, 1997), Framework for Risk Analysis in Multimedia 

Environmental Systems (FRAMES) (Whelan et al., 1997), Interactive 

Component Modeling System (ICMS) (Rizzoli et al., 1998), Dyn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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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on Architecture System (DIAS) (Sydelko et. al., 1999), 

Objective Modeling System (OMS) (David et al., 2002), Spatial 

Modeling Environment (SME) (Costanza and Voinov, 2003), Invisible 

Modeling Environment (TIME) (Rahman et al., 2003), European Open 

Modeling Interface and Environment (OpenMI) (Gijsber et al., 2002), 

COmponent-based Modeling Framework for Agricultural 

water-Resources Management (COMFARM) (Kang et al., 2016), 그리고 

Simulink (MathWorks, 2016) 등이 개발되어 왔다.

ICMS는 시각적인 표현 (graphical representation)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유

역 모형을 생성, 연결,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Reed et al., 1999).

OMS는 2D·3D에서의 유속 시뮬레이션과 이송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개

발된 시스템으로 Delft3D 시스템과 Simona 시스템을 통합해서 개발되었

다. OMS의 기본 개념은 모든 시스템과 모형 컴포넌트를 독립적인 모듈로 

나타내는 것이며 legacy computational cores사이에 자료 교환과 동기화

가 가능하도록 유연한 환경을 제공한다. 

TIME은 환경 모형을 개발·적용하기 위한 공통의 구조를 제공하는 객체로 

구성된 Framework이다. 호주 CRC에서 개발하였으며, Microsoft .NET을 

사용하여 컴포넌트 기반의 연산을 위한 다언어 플랫폼을 제공하므로 다양한 

언어로 개발한 모형 컴포넌트를 빠르게 통합하여 개발할 수 있다. 

OpenMI는 개방형 표준 인터페이스로 OpenMI와 호환이 가능한 컴포넌

트간의 자료를 교환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OpenMI는 유럽의 

HarmonIT 프로젝트를 통해 14개 기관과 7개 나라가 참여하여 개발되었

다. OpenMI는 표준인터페이스를 모형 정의(Model definition), 구성

(Configuration), 실행 작업 (Run-time operation)으로 정의한다.

정하우 (1997)는 용수조직의 각종 구조물을 아이콘화하고 그래픽 에디

터와 아이콘을 통하여 관개조직을 모식화한 후, 각종 자료를 입력하면 그 

자료가 관개조직의 운영 모형에 입력자료로 사용되도록 구성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증진시킨 INDES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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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et al. (2016)은 농촌용수의 지역적 복잡성과 광범위성을 보다 효

율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농촌용수의 다양한 모의 요소를 각각의 하나의 독

립적인 객체로 모듈화하고 이를 조합하여 해석할 수 있는 컴포넌트 기반 모

델링 프레임워크을 개발하였다.

COMFARM은 농촌용수 물순환 해석과 관련된 요소 기술 컴포넌트를 

조합하여 사용자에 따른 맞춤형 모형을 구성하는 Framework를 제공한다. 

이러한 개념은 레고플레이트와 레고 블록을 단순하게 조립하여 다양한 작

품을 제작하는 것과 비슷하다. COMFARM은 독립된 모듈들로 구성된 각

각의 컴포넌트들을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사용자가 조합, 분해, 추가, 

제거, 교체할 수 있으며, 특정 연구 분야에서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각각의 컴포넌트를 선택, 대체, 조합하여 확장할 수 있다. 

Simulink는 MathWorks 사에서 개발한 모듈 기반 모델링 Framework로 

아이콘화 된 블록과 블록의 연결관계를 통해 전체시스템을 프로그래밍한

다. 모델링 방법은 모듈 라이브러리에서 블록을 끌어다가 작업 화면으로 

놓은 이후, 블록 간 수학적 관계를 신호라인으로 연결·설정하는 형태이다. 

블록들이 모여 하나의 모의기작과 관련된 모듈을 형성할 수 있고, 모듈들

이 모여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Simulink에서의 모듈 간 관계 

정의는 도식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피드백, 자료전송, 소스코드의 호환성

이 편리하고 타 연구자가 해석하기에도 편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자료의 입력과 출력이 MATLAB 환경에서 이루지기 때문에 MATLAB에

서 제공하는 통계적 기법과 최적화 기법 등 다양한 패키지와 연계하여 시

스템을 구성할 수 있으며, MathWorks 사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오류 등이 적다. 

이러한 편의성에 의해 Simulink는 공학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수자원분야에 있어서도 활발히 이용되어 왔다. Romanowicz (1997)는 

Simulink를 기반으로 강우-유출 모형인 TOPMODEL을 개발하였으며, 개

발된 시스템은 ‘root zone’, ‘gravity drainage zone’, 그리고 ‘saturated 

zone’과 같은 서브모듈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Simulink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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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MODEL은 모듈기반의 구조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강우-유출 과정

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와 관련된 데이터가 처리되는 과정을 도식적으로 

확인하기에 용이하고, 기존의 모형을 수정·개선하기에도 용이하다고 평가

되고 있다 (Romannowicz, 1997). Lanini et al. (2004)은 수자원과 관련

된 분쟁의 보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으로 모델링 

과정에 참여하여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한 개념

적 사회-수문시스템을 Simulink 환경에서 개발하였다. Chappell et al. 

(2007)은 재조림 (reforestation)이 수문시스템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

정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증발산, 유출, 유사, 영양물질 등의 변화과

정을 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모델링 시스템을 Simulink 환경에서 개

발하였다. Bowen et al. (2014)은 SCS 기법 기반의 유출 모의 및 유한체

적기법 기반의 수질모의 시스템을 Simulink 모델링 Framework에서 개발

하였다. Bowen et al. (2014)은 개발된 수문·수질시스템이 기존과 같이 

연구목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으나, Simulink의 도식적 프로그래밍 특성상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이 생소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목적으로

도 널리 이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국내에서는 전기·전자·통신·

기계 등의 공학 분야 다방면에서 이용되고 있으나, 수자원분야에서는 이용

이 미흡한 실정이다.

2.4. 농업유역 수문요소 해석

2.4.1. 농업유역의 수문순환 과정

우리나라 농업유역은 논, 밭 등의 농작물의 재배활동이 이루어지는 생

산 공간과 산림 및 주거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물의 관개를 위한 

농업용 저수지 등의 수리시설물이 위치하고 있다 (임상준, 2000; 송정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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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는 상류 유역의 유출량에 의해 저수량이 늘어나며 이를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에 의해 회귀되

는 수량에 의해 비강우시에도 하류하천의 수량을 풍부하게 하며 농업용수

를 공급하지 않고 저장하는 시기에는 유출량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역할은 

한다 (송정헌 등, 2015a; 송정헌 등, 2015b). 때로는 홍수기 제한수위를 

설정하여 방류하는 양에 따라 하류 하천에 영향을 미친다. 즉, 농업용 저

수지의 운영기작에 따라 농업유역은 저수지 하류유역의 수문 순환과 저수

지 상류유역의 수문 순환이 복합적으로 연계된다. 따라서 농업유역의 물순

환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저수지 상류유역, 수리시설물 (농업용 저수지), 

저수지 하류유역을 구분해야 한다.

저수지 상류유역은 산림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논과 밭, 그리고 주거지

가 일부 차지한다. 산림지의 물수지 해석이나 유출량의 추정에 있어서 중요

한 요소 중의 하나가 증발산량이며, 산림지의 연증발산량은 강우량의 40∼

7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임상준, 2000). 따라서 농업용 

저수지의 유입량 추정에 있어 유역 증발산량은 중요한 인자이다. 

농업용 저수지는 관개지구 논벼의 담수재배를 위해 농업용수를 공급하

는데, 이를 농업용수 공급량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4월 중순부터 농업용수

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9월말에 종료하게 되며, 공급량은 생육단계에 따라

서 시기별 변화가 크다 (정하우 등, 2006). 논벼의 중간낙수시기에는 농업

용수의 공급이 중단된다. 남원호 등 (2011)은 수리시설물 운영자의 약 

86%가 중간낙수기를 고려하여 저수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농업용 저수지의 수위가 만수위를 초과하면 자연 월류식 물넘이를 통해 

초과된 수량이 하천으로 방류되는데 이를 만수위 방류량이라 한다.

최근의 일부 농업용 저수지에서는 수문 등을 새로 설치하여 제한수위 

운영을 통한 홍수 조절을 고려하고 있다. 제한수위 운영은 농업생산기반시

설 관리규정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 240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수위조

절장치 (수문)가 있는 저수지에 대하여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에서 제한수위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방류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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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운영에 따른 방류량을 제한수위 방류량이라고 하며 저수지 하류 하천

의 유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한편,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되어 환경용수 

공급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실시된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

기 사업에 따라 환경용수 공급이 고려되고 있으며, 향후 농업용 저수지 모

델링 시에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상민 등, 2011; 유승환 등, 

2012; 이상현 등, 2013). 

농업용 저수지의 하류유역은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관개지구와 관개를 

실시하지 않는 배후 유역으로 구분되며, 저수지를 통해 월류되는 수량과 

환경용수 등으로 공급되는 수량은 하천으로 유입된다. 배후 유역은 일반적

으로 U자 혹은 V자 형태로 관개지구를 인접하게 에워싸고 있거나 관개지

구 주위를 완전히 포위하는 O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임상준, 2000). 이

러한 저수지 하류유역은 배후 유역에서 발생하는 유역 유출량, 인위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인한 관개지구의 배수량, 그리고 저수지에서 방류되는 

수량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출 순환 과정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저수

지 하류 유역의 유출량은 저수지에서 방류되는 제한수위 방류량, 만수위 

방류량, 환경용수 방류량, 배후 유역에서 유입되는 횡 유입량, 관개지구의 

배수량, 그리고 지하수 유출량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관개지구의 배수량

은 유역의 물 수급 전망, 하천 유황의 예측, 농업비점오염 부하량 추정 등 

유역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관개지구의 배수량은 기상, 

작물, 토양 등의 물리적 요소와 농업용수 공급량, 물꼬 높이 등의 인위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관개지구는 논벼의 담수재배를 위해 수리시설물로부터 관개용수를 공

급받는 지역으로 수리시설물, 논, 용배수로로 구성된다. 수리시설물로부터 

공급된 농업용수는 논 포장으로 유입되며, 용수를 송수하는 과정에서 증발 

및 침투에 의해 손실이 발생한다. 일부는 포장으로 공급되지 않고 용수로

에서 하천으로 배수되며, 이를 배분관리용수량 또는 용수로 배수량이라 한

다. 논 포장으로 공급된 용수량과 강우량은 담수심을 높이며, 담수된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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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물꼬높이 이상의 수량은 물꼬를 넘어 배수로 배수되며, 이를 논 포장 

배수량이라 한다 (송정헌 등, 2013a; 2013b). 

이상을 정리하여 농업유역의 물순환을 나타내면 Fig. 2.2와 같으며, 농

업유역의 물순환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저수지 상류유역, 수리시설물 

(농업용 저수지), 저수지 하류유역으로 구분하여 수문 요소를 연계할 필요

가 있다. 

Fig. 2.2. Schematic diagram of runoff process in agricultural watersh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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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저수지 물수지 해석

저수지의 운영은 수자원 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효율적인 저수지 관리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한다 (Reddy and Nagesh Kumar, 

2008). 이에 지난 수십 년 동안 기후변화 등을 포함한 여러 여건 변화를 

대비하여 저수지의 물수지를 예측하고, 현재의 저수지 운영기준을 평가하

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김병진, 1993; 남원호 

등, 2011; Yoo et al., 2013). 

국외의 저수지 운영 모형으로는 작물의 수에 따라 단일 작물 관개를 위

한 모형 (Dudley et. al., 1971; Dudley and Burt 1973; Bras and 

Cordova 1981)과 두 개 이상 작물의 관개를 위한 모형 (Vedula and 

Nagesh Kumar 1996; Nagesh Kumar et al. 2006; Ashofteh et al. 

2013) 등이 개발된 바 있다. 하지만 국외 모형은 주로 토양수분 물수지 

식 기반의 밭작물 관개를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논 관

개를 위해 저수지를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밭과 달리 논은 물꼬가 존재하여 담수 상태를 유지하는 영농활동이 이

루어지기 때문에, 논의 담수기작이 저수지 물수지 모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김현영과 박승우 (1988)에 의해 저수지의 일별 물수지

에 의한 농업용 저수지의 모의조작모형 (DIROM)을 개발하여 저수지 조

작에 따른 저수지의 거동을 분석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DIROM 모

형의 기작을 바탕으로 수리시설물 모의조작 시스템 (Hydrological 

Operation Model for Water Resources System, HOMWRS)을 개발하였

으며 현재까지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이태호, 2011). 

HOMWRS 에서는 수정 3단 Tank 모형 (김현영, 1988)을 이용해 일별 유

입량을, 합리식을 이용해 순별 유입량을 산정할 수 있다. 논 관개 필요수

량의 경우 일별 필요수량은 Penman식, 순별 필요수량은 Blaney-Criddle

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밭 관개 필요수량은 Penman-Monteith식을 이

용해 산정한다. 기상관측소별 강우량, 온도 등 6개 기상요소와 지역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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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계수를 DB화하여 제공하고 있어 유입량 및 필요수량 산정 시 별도의 입

력과정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HOMWRS는 저수지의 설계 및 활용에 다양하게 적용되어 왔으나, 여러 

한계점 및 보완해야 할 부분을 가지고 있다. 먼저, 농업용수 공급량 측면

에서는 대부분의 논에서 현장 적용되고 있는 중간낙수 시기의 용수 공급 

중단 기작을 반영하지 못 하며, 증발산량 모의 방식으로 

Penman-Monteith 식의 이용에 한계가 있다. 밭 필요수량의 경우 작부시

기가 작물별로 DB화 되어 있어 활용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입력하거나 수

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홍수기 제한수위 운영기작을 반영하지 못 한

다. 유역 유출량 (저수지 유입량) 산정 시 활용되는 유역증발산량 모의 방

식은 계기 증발량 중 일정 비율로부터 모의되기 때문에 유역 저류량의 변

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지 못 하며, 이는 갈수기에 유량이 음수로 나타나

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HOMWRS에서는 Tank 모형의 매개변수 추정을 

위해 김현영과 박승우 (1988)가 개발한 매개변수 추정 회귀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이 널리 이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상기 회귀식은 개발에 이용된 유역 개수가 12개로 비교적 적으며, 매개변수 

추정을 위한 유출량 실측 기간 또한 1∼2년으로 짧은 한계가 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유효저수량 10만톤 이상 저수지에 대해 수위

계측기를 설치하여 수위 자료를 관측하고 있으며, 이는 수위-내용적 곡선을 

통해 저수량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저수량 자료가 확보되면 물수지식 기반으

로 간접적으로 유입량의 추정이 가능하나, 수위가 상승하는 구간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기에 연속적인 자료의 확보는 불가능하다. 또한, 수위계의 관

측 정확도 및 수위-내용적 곡선의 불확실성에 따른 오차도 존재할 것이다. 

이 경우 수문 모형을 이용하여 불연속 유량자료를 대상으로 매개변수를 보

정하여 장기간 연속자료로 변환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저수지 물수지 해석을 위해서는 농업용수 공급량 모의가 중요하며, 이

와 관련된 매개변수는 관개지구 특성과 관련된 매개변수 (토양 특성, 관개 

효율), 영농방법과 관련된 매개변수 (물꼬 높이, 최소담수심, 관개기,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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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기 등)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매개변수는 임의적이고 정확하지 않

아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선정에 관한 기준이 모호하다 

(Suresh and Mujumdar, 2004; Yoo et al., 2013). 특히, 관개효율 매개변

수는 기상, 관리자의 조작방식, 그리고 농민의 물관리 방식 등의 영향을 

받아 해마다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적절한 값의 선택이 모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임

상준 등, 2000b; Kim et al., 2005; 송정헌 등, 2015b). 하지만 많은 연구

에서 관개효율은 고정된 값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Ali et al. 2003; 

Georgiou and Papamichail, 2008; Yoo et al., 2013; Kang and Park, 

2014; Nam et al., 2015; Fowe et al., 2015), 이에 따른 모의 결과는 실

제와 상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에 따라 매개변수가 변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한 방안으로 (Wu and Chen, 2012; Song et al., 2016a), Kangrang 

and Chaleeraktrakoon (2007)과 Song et al. (2016a)은 관개효율을 연단

위로 변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고정된 값을 이용하는 방식보다 더 우수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

2.4.3. 관개지구 배수량 및 회귀수량 해석

가. 관개지구 배수량 해석

관개지구는 논벼의 담수재배를 위해 수리시설물로부터 관개용수를 공급

받는 지역으로 수리시설물, 논, 그리고 용·배수로로 구성된다. 관개지구의 

수문순환은 기상, 작물, 토양 등의 물리적 요소와 농업용수 공급량, 물꼬 

높이 등의 인위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임상준, 2000; 송정헌, 2013).

CREAMS (Chemical, Runoff, and Erosion from Agricultural 

Management Systems) (Knisel, 1980)는 미국 농무성 토양보전국에서 

개발한 모형으로 유출량, 토양 유실량, 영양물질 부하량 등을 일별로 모의

하는 포장단위 모형이다. GLEAMS (Groundwater Loading Effects of 

Agricultural Management Systems) (Leonard et al., 1987)는 CR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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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완하여 농약 등에 의한 지하수 오염을 모의하도록 개발한 모형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개발된 모형은 주로 밭 작물 재배 지역의 유출량 또는 

비점오염부하를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논 담수재배 지역

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진영민 (1998)과 서춘석 (2001)에 의해 개발된 CREAMS-PADDY 

(Chemicals, Runoff, and Erosion from Agricultural Management 

Systems for PADDY)는 포장단위 농업비점오염 모형으로 CREAMS 모형

을 담수상태인 논에서의 물수지와 영농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담수 환원조건에 맞게 영양물질 반응식이 수정된 모형이다. 이 밖에 논 포

장 비점오염모형은 Jeon et al. (2004)이 개발한 PADDIMOD가 있으며, 

이 모형은 유출량을 저류탱크로 가정하여 모의하고, 시비에 의한 영양물질 

농도변화를 Dirac delta 함수로 구성하였다.

Odhiambo and Murty (1996)는 논의 물수지 성분인 배수량, 침투량을 

물리적 수식으로 표현하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에서 포장 배수량은 

광정위어 공식으로, 침투량은 Darcy의 법칙으로 모의한다. Odhiambo and 

Murty (1996)의 연구를 확장하여 Kim et al. (2009)은 토양수분을 고려

하여 광역 논의 관개회귀수량을 모의하였으며, Chein and Fang (2012)는 

상류 논의 관개회귀수량이 하류 논의 관개용수로 반복 이용되는 비율을 추

정하였다.

Zulu et al. (1996)은 농업유역을 논, 밭, 기타 토지이용으로 구분하여  

토지이용별로 Tank 모형을 구성하여 농업유역의 배수량을 모의하는 모형

을 개발하였으며, 농업용수의 반복이용이 농업유역의 수문 및 수질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임상준 (2000)은 농업유역을 배후 유역과 관개지구로 모식화하여 유역 

유출량 모형, 관개회귀수량 모형을 구성하였고, 유역의 출구에서 일 유출

량, 신속회귀수량, 지연 회귀수량으로 구분하여 논 관개회귀수량을 일별로 

추정하는 REFLOW (irrigation REturn FLOW model)을 개발하여 적용성

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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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권 등 (2000)은 개발초기 고염도 간척답에서의 관개용수량을 산정

하였으며, 투수불량토양의 관개용수량은 암거처리구의 경우 3,360mm, 그

리고 암거무처리구에서는 3,580 mm로 일반답 대비 각각 2.5배와 2.8 배 

많은 것으로 많게 산정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윤광식 등 (2002)은 양수장 지구 광역 논에서의 배수량을 조사하였으

며 1999년의 영농기의 경우 강우량 1,065 mm, 관개량 1,340 mm이 유입

되어 1,453 mm가 배수되고, 2000년의 경우 강우량 1,296 mm, 관개량 

1,185 mm가 유입되어 1,421 mm가 배수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박기욱 (2004)은 물관리자동화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개

조직의 거동을 모의하고 관리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

는 관개조직운영모형인 SIMA (Simulation model for irrigation water 

MAnagement)를 개발하였고,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Kim et al. (2005)은 하천 관개를 하는 논 지구에서 농업용수 공급량과 

배분관리 용수량을 모니터링 하였다. 배분관리 용수량은 농업용수 공급량

의 11∼49%의 범위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강우량이 적은 해는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최대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어 용수로 배수량이 줄어드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이용직 등(2008)은 시설관리 손실량이 농업용수 공급량 중 차지하는 

비율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수로의 종류, 규모, 유형별로 현장 조

사를 실시하였다. 송수 손실률은 콘크리트 수로에서 평균 5.7%, 토공수로

의 간선은 11.7%, 지선은 20.1%로 보고하였으며, 배분관리 용수량은 농

업용수 공급량의 31∼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송정헌 등 (2013a)은 농업용수 공급량 모형과 논 광역 배수량 모형을 

연계하여 복합영농 관개지구의 배수량을 모의하였으며, 여기서 송수 효율

은 95%, 그리고 배분관리용수율은 현장의 실측치를 반영하여 적용된 바 

있다. 

최진규 등 (2012)은 김제간선으로부터 분기되는 7개의 주요 용수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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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수로단면 형태 및 제원, 그리고 각 지점의 수위-유량 관계식

을 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홍은미 등 (2015)은 김제간선 및 주요지선

의 논 관개용수 손실률을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김제간선의 전체 관개면

적에 대한 시설관리손실률은 43%로 보고하였다.

Choi et al. (2016)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2개의 논 포장에서 농민의 실

제 관개관행과 유효강우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연 유효강우량은 각각 

446∼794 mm (평균 567 mm), 그리고 288∼553 mm (평균 426 mm)로 

보고하였다. 또한, 논의 물꼬 높이가 약 100∼300 mm인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유효우량을 확보할 수 있으나, 농업용수는 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에 농민은 담수심을 높게 유지하는 영농활동을 수행하고, 이로 인해 물이

용 효율이 낮아지고 배수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나. 관개회귀수량 조사 및 해석

수리시설물에서 공급된 농업용수는 전량 작물에 의해 소비되는 것이 아

니며, 포장으로 공급되지 않고 용수로를 통해 배수되기도 한다. 포장으로 

공급된 수량은 물꼬를 넘어 배수되기도 하고, 일부는 침투되어 지하수를 

통해 흘러나가기도 한다. 이와 같이, 농업용수 공급량 중 소모되지 않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수량을 관개회귀수량 (irrigation return flow)이라 한

다 (임상준과 박승우, 2006; Dewandel et al., 2008; 송정헌 등, 2013a).

관개회귀수량은 농업유역의 하천 유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취수

시설의 설계와 관개조직의 운영, 용수수급계획, 하천 유황의 예측, 환경용수 

방류량의 결정, 그리고 농업비점오염원 관리 등 유역 수자원관리에 있어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임상준, 2000; Causap et al., 2006; Lin and 

Garcia, 2012; Poch-massegu et al., 2014). 하지만, 관개회귀수량은 기상, 

작물, 토양 등의 물리적 요소와 농업용수 공급량, 물꼬 높이, 담수심 관리 

방식 등 인위적 요소의 영향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그 기작이 복잡한 특징

을 가진다 (Gosain et al., 2005; 송정헌, 2013; Masashi et al., 2014).

우리나라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농업용수 공급량의 약 3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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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으로 회귀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2011). 하지만, 선

행연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업용수 회귀율은 용수 공급 현황과 물관

리 방식에 따라 약 32～86%의 범위로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임상준, 2000; 추태호, 2004a; 정상옥과 박기중, 2004; 

김태철 등, 2010) (Table 2.3). 따라서, 합리적인 수자원 이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별 농업용수 공급 현황과 물관리 방식이 반영된 농업용수 

회귀율이 물이용 계획에 이용될 필요가 있다.   

관개회귀수량 조사에 관한 연구는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의 측면에서 국

내·외에서 이루어져왔다. 국내에서는 관개량, 침투량, 그리고 배수량 성분

의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관개회귀수량 및 회귀율을 산정하는 연구가 추

태호 (2004a), 정상옥과 박기중 (2004), 그리고 김태철 등 (2010)에 의

해 수행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무강우시 물수지 분석을 통한 연

구로 강우시 관개회귀수량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강우시 관개회귀

수량 성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배수량 성분 중에서 강우에 의한 유출량 

성분을 제외해야하기 때문에 배수량의 단순한 측정을 통해서는 분석이 어

려운 점이 있다. 그러므로 관개회귀수량 구성요소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모

니터링을 통한 물수지 요소의 관측과 배수량 모형을 이용한 수학적인 모

델링을 병행하여야 한다 (임상준, 2000; Kim et al., 2009; Chien and 

Fang, 2012; 송정헌 등, 2013a).

노재경 (2003)은 용수 수요를 고려한 DAWAST 모형을 이용하여 농업

용수의 회귀율을 35%로 고정하여 하천유량을 모의하였으며, 회귀수량을 

고려한 경우가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실측치에 더 유사하게 나타나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수량이 풍부하여 용수 공급이 용이한 지역의 경우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량이 2,000～3,700 mm으로 크게 관측되고 있으며 (오승영 등, 2002; 

송정헌 등, 2013b), 이들 지역에서의 관개회귀수량은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수량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되며 하천 유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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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Year
Rainfall

(mm)

Agricultural

water supply

(mm)

Quick return

flow

Delayed return

flow

Total return

flow
Amount 

(mm)

Ratio

(%)

Amount 

(mm)

Ratio

(%)

Amount 

(mm)

Ratio

(%)

Song et al. (2014b)
2011 1,591 2,324 1,854 79.8 111 4.8 1,965 84.6

2012 1,355 2,008 1,460 72.7 128 6.4 1,588 79.1

Kim et al. (2010)a
2003 1,336 445 234 52.4 150 33.6 383 86.0

2004 1,003 1,053 478 45.4 170 16.1 648 61.5

Chung and Park (2004)a 2003 - 600 182 30.2 141 23.5 323 53.7

Choo (2004a)a 2003 - 655 281 43.0 36 5.5 317 48.5

Choo (2004b)a 2003 - 662 267 40.3 61 9.2 328 49.5

Choi and Choi (2002)a
2002c - 839 171 20.4 362 43.2 533 63.5

2002d - 710 26 3.7 381 53.7 408 57.4

Jung and Son (2001)b
1999 1,333 3,608 1,170 32.4 - - 1,170 32.4

2000 982 3,971 1,548 39.0 - - 1,548 39.0

Im (2000)

1998e 1,237 1,004 105 10.5 230 22.9 335 33.3

1999e 921 1,143 110 9.6 258 22.6 368 32.2

1998f 1,237 918 197 21.5 240 26.1 437 47.6

1999f 921 1,085 165 15.2 253 23.4 419 38.6
a calculated irrigation return flow only during non-rainy season

b calculated only quick return flow

c and d were measured at the same time in different regions

e and f were measured at the same time in different regions

Table 2.3. Comparison of irrigation return flow components (Song et al., 20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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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농업유역 수문해석 및 다중목적 최적화 기법 

3.1. 집중형 수문모형 

국내에서 개발된 집중형 수문모형으로는 대표적으로 TPHM 

(Two-Parametric Hyperbolic Model for daily streamflow simulation) 

(김현준, 2001),  DAWAST (DAily WAtershed STreamflow model), 노

재경 (1991), I-3-Tank 모형 (임상준, 2000), 그리고 3-Tank (김현영, 

1988) 등이 있다.

집중형 수문모형은 유역 저류량, 강우량, 유출량, 증발산량, 그리고 침투

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속방정식에 기초하고 있다 (식 (3.1)).

               (3.1)

여기서, 는 유역 저류량 (mm), 는 강우량 (mm), 는 유출량 (mm)이

며, 는 증발산량 (mm), 는 침투량 (mm)이고, 는 시간 간격 (day)이다.

3.1.1. 유역 실제증발산량 모의 기법

유역실제증발산량은 직접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식 (3.2)와 같이 잠

재증발산량을 모의 후 토양수분과 토지이용 등을 고려하여 간접적으로 산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  (3.2)

여기서,  는 일의 실제증발산량,  는 일의 잠재증발산량, 그리고 

 는 일 유역증발산계수이다. 유역증발산계수는 식 (3.3)과 같이 일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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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토양수분계수 ()와 유역피복계수 ()의 곱으로부터 산정할 수 있다.

     ×  (3.3)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잠재증발산량, 유역토양수분계수, 그리고 유역피복

계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잠재증발산량

대표적인 잠재증발산량 산정방법으로는 Penman-Monteith, 수정 

Penman, Priestley-Taylor, Hargreaves, Priestly-Taylor, Ritiche, 

Braney-Criddle 식 등이 있다. 그 중 Penman-Monteith 식은 건조 및 습

윤 지역에 관계없이 비교적 정확하고 일정한 경향으로 잠재증발산량을 모

의할 수 있는 유일한 식으로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는 보고하고 있고 (Allen et al., 1998), 전 세계 각

종 증발산계(lysimeter)에서 측정된 증발산량과 비교·검증된 바 있으며 

(Allen et al., 1994; 임창수, 2008), 그리고 유역증발산량 산정에 있어 국

내·외에서 최근까지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이정우 등, 2014; Fukunaga 

et al., 2015). Penman-Monteith 공식은 최고기온, 최저기온, 상대습도, 

풍속, 일사량 등의 구체적인 기상요소 자료를 필요로 하고, 복잡한 단위변

환이나 계산이 필요한 단점이 있으나 (Irmak et al., 2003; 임창수, 

2008), 우리나라는 전국 주요 측후소에서 최고기온, 최저기온, 상대습도, 

풍속, 일사량 (또는 일조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하면 적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도 잠재증발산량 

산정을 위해 Penman-Monteith 식을 이용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이론과 

산정방식은 Allen et al. (1998)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나. 유역토양수분계수

유역토양수분계수는 허유만 등 (1993)이 제안한 식 (3.4)로부터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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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exp ×
  



   (3.4)

는 유역특성과 관계된 매개변수이고, 는 번째 Tank의 저류수심 

(mm)이다.  값은 0.0∼0.5의 범위를 보이며 증가하면 증발산량이 증가

하고 유역 총저류량은 감소하여, 이에 따라 총 유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강민구 등, 2013). 박승우 (1993)는 가 유출량 변화에 

영향이 적으므로 0.1로 고정하여 이용하였다.

다. 유역피복계수

유역피복계수는 토지이용별 작물의 종류, 성장시기, 피복정도에 따라 

다르며, 시기별로 변한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상태별로 면적 가중치를 

적용하여 식 (3.5)와 같이 월별로 유역평균값을 산정하였다.

   
 × 

(3.5)

여기서, 는 평균 유역피복계수,   은 토지이용별 피복계수  는 

토지이용별 면적, 그리고 는 토지이용 구분이다.

유역피복계수 값은 허유만 등 (1993)이 산림, 논, 밭, 기타에 대해 월별

로 제시한 값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허유만 등 (1993)이 제시한 토지

이용별 유역피복계수는 수정 Penman 식으로부터 산정된 잠재증발산량과 

실측치 사이로부터 도출된 값들이다. 따라서 Penman-Monteith 식에 따

라 산정된 잠재증발산량에 대해 허유만 등 (1993)이 제시한 유역피복계

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Penman-Monteith 식에 대한 토지이용별 (산림, 논, 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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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타) 피복계수를 Table 3.1과 같이 정리하였다. 산림에 대한 작물

계수는 성시홍 (1997)이 산림 소유역 2개 지점에 대해 4년 동안 관측한 

월별 실제증발산량을 Penman-Monteith 식에 의해 모의된 잠재증발산량

로 나누어 월별로 정리한 것이다. 논 작물계수는 유승환 등 (2006)이 이

앙재배 논에 대해 개발한 값을 월별로 정리하여 이용하였다. 밭 작물계수 

산정을 위해 재배면적이 10,000 ha가 넘는 주요작물을 대상으로 농촌진흥

청 농사로 (http://nongsaro.go.kr)에서 권장하는 작물별 재배시기와 Allen 

et al. (1998)이 권장하는 Penman-Monteith 식에 따른 작물계수를 이용

하여 월별로 정리하였다.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시기에는 Allen et al. 

(1998)이 나지에 대해 제시하는 값인 0.20을 적용하였다. Table 3.1의 밭 

작물계수는 정리된 작물별 계수를 재배면적별로 면적 가중하여 산정된 값

이다. 기타 토지이용은 나지로 가정하여 작물계수 0.20을 적용하였다.

Crop

Coeff.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Foresta 0.47 0.46 0.55 0.59 0.74 0.72 0.87 1.01 0.98 0.87 0.64 0.45

Paddyb 0.20 0.20 0.20 0.65 0.70 0.99 1.30 1.17 0.83 0.20 0.20 0.20

Uplandc 0.36 0.36 0.37 0.37 0.58 0.78 0.82 0.82 0.76 0.57 0.37 0.36

Othersd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Source) a : Sung (1997), b: Yoo et al. (2006), Allen et al. (1998), c: Allen 

et al. (1998), d: Allen et al. (1998)

Table 3.1. Monthly crop coefficients of the land-use types for the FAO 

Penman-Monteith equation

3.1.2. TPHM

TPHM은 김현준 (2001)이 개발한 모형으로 유역저류량과 유출량과의 

관계를 쌍곡선 탄젠트 함수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유역물수지에 기반을 둔 

모형이다. 전통적인 개념형 모형의 유출구가 탱크의 하단 또는 중간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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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반면에, Fig. 3.1과 같이 TPHM의 유출구는 탱크 상단부터 하단까지 

쐐기 형태의 모양으로 된, 개구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TPHM 모형에

서는 이와 같은 쐐기 형태의 곡선 형상을 쌍곡선 탄젠트 함수로 표현하여 

장기유출량을 유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제시할 수 있다 (김현준, 2001).

TPHM 모형의 매개변수 적정 범위는 김현준 (2001)에 의해 제시되지

는 않았지만 저자는 매개변수 최적화 수행에 있어 Table 3.2의 범위의 제

약조건을 설정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이를 준용하였다. TPHM 

모형은 김현준 (2001)에 의해 국내와 국외에서 각각 유역면적 2.8∼

7,126 km2와 70∼3,315 km2 에서 그 적용성이 평가된 바 있다. TPHM 

모형의 구성 식은 부록에 기술하였다.

Fig. 3.1. Schematic of the TPHM (Kim, 2001)

Parameter  

Min. 1 100

Max 10 2000

Table 3.2. Ranges of the TPHM model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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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DAWAST

DAWAST는 노재경 (1991)과 김태철 등 (1991)이 개발한 모형으로 토양층

을 Fig. 3.2와 같이 지표면층, 불포화층 ()과 포화층 ()의 3개 

저수층으로 단순화하여 강우-유출의 유역수문반응을 개념화한 모형이다. 유역

에 강우 ()가 있으면 차단, 증발, 지표면 저류 등 초기손실 ()이 일어나

고, 강우가 계속되어 초기 손실량보다 크게 되면 침투 ()와 함께 표면유출 

()이 일어난다. 침투에 의해 불포화 토양층의 토양수분량 ()은 점차 

증가되고 침투가 계속되어 토양수분량이 포장용수량 () 이상 되면 중력

에 의해 포화토양층으로 심층침투 ()가 이루어져 포화층의 토양수분

량()도 증가하게 된다. 이 포화층의 토양수분량이 일정량 () 이

상이 되면 불포화층과 포화층 사이에서 중간유출 ()이 발생한다. 불포화

층의 토양수분량은 유역증발산량 ()에 의하여 감소되고 포화층의 토양수

분량은 기저유출 ()로 누출되어 감소하게 된다 (김태철 등, 1991).

DAWAST 모형의 매개변수의 적정 범위는 노재경 (1991)과 김태철 등 

(1991)에 의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김태철 등 (1996)이 국내 60개 지점

에 대해 보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Table 3.3과 같이 설정하였다. DAWAST 

모형에서는 중간 및 기저 유출과 관련된 매개변수인 , 에 대해 유역 

규모와 월별 변화를 고려하여 안병기 등 (1991)이 제시한 값과 매개변수 

추정 회귀식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노재경, 2001). DAWAST 모형은 김

태철 등 (1996)에 의해 국내 60개 지점 5.9∼20,130 km2에서 그 적용성

이 평가된 바 있다. DAWAST 모형의 구성 식은 부록에 기술하였다.

Parameter    

Min. 200 10 100 0.01

Max 400 40 220 0.35

Table 3.3. Ranges of the DAWAST model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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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Schematic of the DAWAST (Noh, 1991)

3.1.4. I-3-Tank

I-3-Tank 모형은 임상준 (2000)이 개발한 집중형 모형으로 기본 구

성은 Fig. 3.3과 같이 강우 차단 Tank와 3개의 저류 Tank로 구성되어 있

다. 1단 저류 Tank는 지표 유출 성분을 모의하며, 2단 및 3단 저류 Tank

는 중간 유출 및 지하수 유출 성분을 모의하게 된다. 또한, 수목에 의한 강

우 차단량과 유역 증발산량을 고려하여 유출 과정을 모의한다.

I-3-Tank 모형의 매개변수의 적정 범위는 임상준 (2000)에 의해 제

시되지는 않았으며 적용성 평가 또한 일부 유역에 대해 수행되어 적정 범

위 선정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I-3-Tank 모

형은 임상준 (2000)에 의해 0.3∼8.1 km2에 소유역에서 적용성이 평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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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I-3-Tank 모형의 구성 식은 부록에 기술하였다. 

Fig. 3.3. Schematic of the I-3-Tank (Im, 2000)

3.1.5. 3-Tank

Tank 모형은 Fig. 3.4와 같이 유역을 일련의 3∼4단 저류 Tank 형태로 

개념화하여 강우-유출 과정을 모형화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상부 Tank에

서 지표유출을 모의하고, 하부 Tank에서 기저유출을 모의하며, 중간 Tank

에서 침투 및 중간유출 과정을 모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Tank 모형

은 각 단에서의 저류량-유출량 관계가 선형이지만 여러 유출공에 의해 시

간차를 두고 조합되므로 결과적으로 비선형 모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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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Schematic of the 3-Tank model

(Kim and Park, 1988; Song et al., 2016)

Sugawara (1985)는 대유역의 경우 Tank의 수를 4∼5개로 하고 유출

공의 수를 2∼3개로 제안하였으나, 김현영 (1988)은 Tank의 수나 유출공

의 수가 증가하면 매개변수가 증가하고 보정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3개

의 Tank와 4개의 유출공을 통해 유출량을 모의하는 3-Tank 모형을 제안

하였다. 3-Tank 모형이 기존의 4단 Tank에서 3단 Tank로 단순화 시킬 

수 있었던 근거는 국내 중·소유역의 유출 지체시간이 짧고, 기저유출 부분

의 기울기가 급하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김현영, 1988). 이에 김현

영 (1988)이 3-Tank 모형을 적용했던 유역면적은 0.5∼140.5 km2의 범

위였다. 박승우 (1993)는 3-Tank 모형을 보다 넓은 유역 면적인 2.8∼

2,060 km2 에 대해 적용하였으며, 보정된 결과를 통해 매개변수 추정 회



- 47 -

귀식을 개발하였다. 한편, 최근 연구에서는 유역 물수지를 고려하여 최하

단 Tank에서의 지하배수과정을 제외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이상호 등, 

2003; 이상호와 강신욱, 2007; 강민구 등, 2013), 이는 DAWAST와 

I-3-Tank 모형와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3-Tank 모형의 매개변수 범

위는 Sugawara가 제시한 범위와 김현영과 박승우 (1988)와 박승우 

(1993)가 국내 유역 특성에 맞게 보정한 값들을 참고하여 재정립하였으

며, 이는 Table 3.4와 같다.

Parameter a11 a12 h11 h12 b1 a2 h2 b2 a3 h3 b3

Min. 0.08 0.08 5 20 0.1 0.03 0 0.01 0.003 0 0

Max 0.5 0.5 60 110 0.5 0.5 100 0.35 0.03 0 0.11

Constraint: h11<h12

Table 3.4. Ranges of the 3-Tank model parameters

3.1.6. 모형의 구조 비교

Table 3.5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4개 모형의 구조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TPHM, DAWAST, I-3-Tank, 그리고 3-Tank 모형의 매개변수 

수는 각각 2개, 4개, 7,개, 그리고 10개이다. 

TPHM 모형은 1단 Tank 구조로 저류량과 유출량을 쌍곡선 탄젠트 함

수를 이용하여 구성하고 있다.

DAWAST 모형은 3단 Tank의 구조로 저류량-유출량의 관계는 1단의 

경우 SCS-CN 식을 변형한 자체 개발한 식으로 표현하였고, 2단의 경우 

저류수심 (Threshold) 이상의 수량에 대해 선형으로 구성하였으며, 3단의 

경우 선형으로 구성하고 있다. 여기서, 2단 및 3단의 유출 관련 매개변수

는 안병기 등 (1991)이 제시한 유역면적에 따른 월별 회귀식을 이용함으

로써 매개변수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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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Tank 모형은 차단 Tank와 아래의 3단 Tank의 구조로 차단 Tank

에서는 유출이 발생하지 않고, 차단되지 않은 수량이 1단으로 유입된다. 1

단은 자체 개발 식을 통해 저류수심의 높이를 표현하며, 2단에서는 저류수

심 이상의 수량과 유출량이 선형으로 표현되고, 마지막 3단에서는 저류량

-유출량 관계가 멱함수의 형태로 표현된다.

3-Tank 모형은 3단으로 구성되며 1단의 유출공은 2개, 2단 및 3단의 

유출공은 1개의 형태로, 모두 저류수심 이상의 수량과 유출량의 관계가 선

형으로 표현된다.

Model
Number 

of Tank
Type of functions

Number of 

calibration 

parameters

TPHM 1 Hyperboloic 2

DAWAST 3 Threshold+Threshold+Linear 4

I-3-Tank 4 Threshold+Threshold+Power 7

3-Tank 3 Threshold(two outlets)+Threshold+Linear 10

Table 3.5. Characteristics of the four hydrologic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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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저수지 상류 유입량 모의 기법

3.2.1. 매개변수 추정 회귀식 기반 유입량 모의 기법

국내에서는 저수지의 상류유역이 미계측인 경우 유입량을 추정하기 위하

여 3-Tank 모형과 매개변수 추정 회귀식을 이용하여 모의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3-Tank 모형의 매개변수 추정식으로는 김현영과 박승우 

(1988), 허유만 (1993), 안지현 (2013) 등이 개발한 식이 있으나, 이 중 

Table 3.6의 김현영 (1988)이 개발한 식이 과거에 개발된 이후로 최근까지

도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HOMWRS 모형에서도 적용하는 방식이다. 

Parameter Parameter estimation equation

a11 -0.00414×Paddy(%)+0.169

a12 -0.00175×Forest(%)+0.333

a2 0.00657×Upland(%)+0.163

a3 -0.000267×Upland(%)+0.00912

b1 -0.070×ln(Area(km2))+0.470

b2 0.00998×Paddy(%)+0.111

b3 -0.00618×ln(Area(km2))+0.0351

h11 16.68× ln(Area(km2))+24.20

h12 5.0

ln(h2) -0.0934×Upland(%)+2.0904

h3 0

st3 43.686×ln(Area(km2))+37.159

Table 3.6. The regression equations for parameter estimation of the 3-Tank 

model (Kim and Park,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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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저수지 수위 실측자료와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유입량 모의 기법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유효저수량 10만톤 이상 저수지에 대해 수위계측기

를 설치하여 수위 자료를 관측하고 있으며 수위-내용적 곡선과 물수지식 기

반으로 간접적으로 유입량의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위가 상승하는 구간

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기에 연속적인 자료의 확보는 불가능하며, 이 경우 

수문 모형을 이용하여 매개변수를 보정하여 장기간 연속자료로 변환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 수위 기반으로 추정된 유입량 자료를 이용하여 수문

모형과 다중목적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장기 유량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개

발하였으며 Fig. 3.5와 같다.

Fig. 3.5. Estimation of daily reservoir inflow using hydrologic models and 

multi-objective optimization based on observed water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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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유입량은 저수지 연속방정식을 기반으로 저수위 실측 자료와 수위

-내용적 곡선을 통해 변환된 저수량을 통해 식 (3.6)으로부터 산정할 수 있

다.

      (3.6)

여기서, 는 저수량 (m3),  는 저수지 유입량 (m3), 는 

저수지 수면 강우량 (m3), 는 저수지 수면 증발량 (m3), 그리고 는 시

간간격 (day)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제약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① INFLOW가 음수로 나타나면 결측치로 처리한다. 이는 농업용수 공

급 등 저수지 운영에 따라 수위가 하강하는 경우이다.

② 수위가 만수위에 도달하면 결측치로 처리한다. 저수지의 수위가 만

수위에 도달하면 물넘이를 통한 방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 (3.6)

에 의해 산정된 결과보다 실제 유입량은 더 클 수 있다.

③ 제한수위를 운영하는 저수지의 경우 운영기간의 유량 자료를 결측치

로 처리한다. 마찬가지로, 수문을 통한 방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 

(3.6)에 의해 산정된 결과보다 실제 유입량은 더 클 수 있다.

④ 농업용수 공급량 실측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유량자료의 연속

성을 고려하여 INFLOW가 전일에 비해서 갑자기 작아지는 경우 결

측치로 처리한다. 저수지 유입량과 농업용수 공급량이 유사하나 다

소 유입량이 큰 경우와 관계되며, 비강우시 유량은 완만히 하강하지 

급격히 하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구분할 수 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저수지 유입량 자료의 추정이 가능하나, 수위가 상

승하는 구간에 대해서만 확보가 가능하기에 장기유출 분석을 위해서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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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PHM, DAWAST, I-3-Tank, 그리고 

3-Tank 모형을 이용하여 불연속 유입량 자료를 대상으로 다중목적 최적

화 기법을 이용하여 매개변수를 보정 및 검정하여 장기간 유량 자료로 변

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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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저수지 하류 하천유량 모의 기법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 하류의 하천유량 구성요소를 저수지에서 

방류되는 제한수위 방류량, 만수위 방류량, 환경용수 공급량, 관개지구 배

수량, 그리고 관개지구를 제외한 배후유역의 하천유량 등으로 구성하였으

며, 이는 식 (3.7)과 같다.

   (3.7)

여기서, 는 총 하천유량 (m3), 는 제한수위 방류량 (m3), 

는 만수위 방류량 (m3), 은 환경용수 공급량 (m3), 는 관개지

구 지표 배수량, 는 배후유역의 하천유량 (m3), 그리고 는 

시간간격 (day)이다. 농업용수 및 환경용수 공급량, 제한수위 방류량, 만

수위 방류량은 각각 사수위 (dead level), 제한수위 (flood-limited 

level), 만수위 (normal pool level)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배후유역의 하천유량은 TPHM, DAWAST, I-3-Tank, 그리고 

3-Tank 모형으로부터 모의하며, 관개지구에서 침투된 수량과 연계된다.

임의의 하천 지점에서 저수지 방류량과 관개지구 지표 배수량의 시간의 지

체를 고려하고자 하는 경우 식 (3.8)과 같은 Muskingum 방법을 이용한다.

        (3.8a)

 ∆
  ∆

(3.8b)

 ∆
 ∆

(3.8c)

 ∆
  ∆

(3.8d)

여기서, 와 는 가각 하도 추적을 고려하기 전과 후의 유량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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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계수이며      이다. 는 무차원 가중인자로 0∼0.5

의 범위에서 선택한다 (Lawler, 1964). , , 가 음수로 나타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는 식 (3.9)와 같은 제약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

 ≤
∆

(3.9)

3.3.1. 농업용수 공급량 모의 기법

농업용수 공급량은 필요수량과 관개효율 (irrigation efficiency)을 고려

하여 식 (3.10)과 같이 계산한다.

 





for ≤m ax (3.10a)

  m ax for   m ax (3.10b)

여기서, 는 농업용수 공급량 (m3),  는 관개면적 (m2), 은 

필요수량 (mm), 는 관개효율 (%), m ax는 일 최대 공급량 (m3), 

그리고 는 시간 간격 (day)이다.

본 연구에서의 관개효율은 (1-시설관리 손실률)을 의미하며, 송수효율

과 배분효율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고, 반복이용수량은 고려하지 않았

다. 송수효율은 송수 손실 수량과, 그리고 배분효율은 배분관리 용수량과 

관계된다. 배분관리용수량이란 용수의 원활한 배분관리를 위하여 여분으

로 공급하는 수량으로, 포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하천으로 직접 회귀되는 

수량으로 용수로 배수량이라고도 한다 (정하우 등, 2006; 송정헌 등, 

2013a). 관개효율은 기상, 지형, 수리시설물 운영자의 조작방식, 그리고 

농민의 물관리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며 우리나라의 경우 약 34∼93%의 

범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Bos and Nugteren, 1990; Kim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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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5). 일 최대 공급량은 수리시설물의 제원 및 운영자의 조작방식에 

따라 결정한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주요 저수지에 대해 수위를 관측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관개효율의 연별 변화를 고려하여 Fig. 3.6과 같이 일별 농업용수 

공급량을 추정할 수 있다. 즉, 저수지 농업용수 공급량은 모의된 저수지 수

위와 실측 저수지 수위가 유사하도록 관개효율을 연별로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측 및 모의 수위의 일치 정도를 평가하는데, RMSE나 

가 이용될 수 있다. 

Fig. 3.6. Estimation of daily agricultural water supply based on observed 

reservoir water level considering yearly variation of irrigation efficiency 

필요수량은 농업기반공사 (2005)와 주욱종 등 (2006)이 제시한 변경

된 필요수량 산정방식에 따라 논벼의 생육기를 논물가두기, 묘대기, 이앙

기, 본답기, 그리고 중간낙수기 등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논물가두

기, 묘대기, 그리고 이앙기의 필요수량 모의 방식은 강민구 등 (2014)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묘대 용수량()및 이앙 용수량

() 매개변수를 입력받도록 구성하였고, 중간낙수기에는 용수공급이 

중단되도록 구성하였다. 논에서의 관개량 (필요수량) 및 배수량 등은 식 

(3.11)과 Fig. 3.7과 같이 논에서의 물수지식을 기반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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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여기서, 는 담수심 (mm), 는 관개량 (mm), 는 유효우량 

(mm), 는 포장 배수량 (mm), 는 실제 증발산량 (mm), 그리고 

는 침투량 (mm)이다. 

Fig. 3.7. Water balance components in a paddy field (Song et al., 2016b)

가. 증발산량

실제증발산량은 FAO Penman-Monteith (P-M) 식 (Allen et al., 

1998)으로부터 추정된 잠재증발산량과 유승환 등 (2006)과 Yoo et al. 

(2013)에 의한 논벼의 작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P-M 식에 따른 

잠재증발산량 산정 방식은 Allen et al. (1998)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고, 

P-M 식에 대한 논벼 작물계수는 Table 3.7과 같다.

나. 침투량

논에서의 침투량은 강우 또는 관개에 의해 공급된 물이 토양속으로 스며

드는 양이다. 침투량은 논의 토양조건이나 토층 구조, 담수심, 경지의 고저

차, 지하수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실측에 의해 구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임상준, 2000; 강문성, 2002). 침투는 횡침투와 강하침투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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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횡침투는 상류 논으로부터 들어오는 수량, 하류논으로 나가는 수량, 용

수로로부터 들어오는 수량, 배수로로 나가는 수량 등이 있다 (정하우 등, 

2006). 횡침투량은 상류논과 하류 논으로부터의 크기가 서로 비슷하며, 최

근에는 용수로가 라이닝 되는 경우가 많아 유입되는 수량이 소량이며, 논두

렁을 비닐로 멀칭하여 배수로로 나가는 수량이 미비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횡침투량을 무시하였다. 논에서의 침투량은 토양 특성에 따라 1∼8.8 

mm/day의 범위로 보고되고 있으며 (Im et al., 2000; 송정헌 등, 2013a), 

산정방법은 Darcy’s Law 및 연속방정식 등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계산하

는 방법 (Khepar et al., 2000)과 일 침투량을 상수로 입력받아 모의하는 

방법 (농림부, 1997)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후자를 이용하였다.

다. 포장 배수량

포장 배수량은 식 (3.12)와 같이 일별 담수심과 물꼬 높이의 차가 전량 

당일에 배수되도록 구성하였다. 

     for    (3.12a)

   for   ≤  (3.12b)

여기서, 는 물꼬 높이 (mm)이다. 물꼬 높이 매개변수는 순별로 

변하도록 구성하는 방법 (Kang et al., 2006; Kim et al., 2009) (Table 

3.7)과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구성하는 방법 (농림부, 1997)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라. 유효우량

유효우량은 식 (3.13)과 같이 강우량과 당일의 배수량을 고려하여 산정

하였다.

   for  ≤  (3.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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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3.13b)

     for  ≥  (3.13c)

여기서, 은 강우량 (mm)이다. 식 (3.13)에서 강우량 5 mm 이하

에서 유효우량이 0 mm인 이유는 벼 잎에 의한 차단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농림부, 1997).

마. 관개량

담수기간의 관개량 모의방법은 물수지식으로 계산된 당일의 담수심이 

최소담수심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당일의 담수심과 최소담수심의 차를 필

요수량으로 간주하여 최소담수심을 유지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식 

(3.14)) (허유만 등, 1993).

    for    (3.14a)

   for  ≥  (3.14b)

여기서, 은 최소담수심 (mm)으로 농민이 논벼의 생육을 위해 

최소로 유지하고자 하는 담수심이다. 최소담수심 매개변수의 입력은 순별

로 변하도록 구성하는 방법 (허유만 등, 1993; Yoo et al., 2013; Lee et 

al., 2016) (Table 3.7)과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구성하는 방법 (농림부, 

1997) 등이 있으며, 두 방법 모두 이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상과 같이 농업용수 공급량 모의를 위해서는 묘대용수량, 이앙용수

량, 물꼬 높이, 최소담수심, 침투량, 그리고 관개효율 등의 매개변수가 입

력 또는 모형의 보정 과정에서 이용되나, 이들 매개변수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그 범위가 다양하고 또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특징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량 모의 관련 대표 

매개변수의 물리적 범위를 정리하였으며 Table 3.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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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Preparation for  

transplanting
Transplanting

Growing and harvesting season

P1 P2 P3 P4 P5 P6 P7 P8 P9 P10 P11 P12 P13 P14 P15

Crop coefficient 0.78 0.78 0.78 0.97 1.07 1.16 1.28 1.45 1.5 1.58 1.46 1.45 1.25 1.01 1.01 1.01 1.01

Minimum 

ponding depth
20 60 40 40 20 20 30 30 30 40 40 40 40 40 40 40 40

Outlet height 66.1 80.9 74 57.3 34.6 72.9 67.2 57.7 63.4 67.2 66.1 66.1 66.1 66.1 66.1 66.1 66.1

Table 3.7. Seasonal crop coefficients, minimum ponding depths, and outlet heights of paddy fields in Korea (Yoo et al., 

2013; Doorenbos and Kassam, 1979; Lee et al., 2016; Kang et al., 2006; Kang and Park, 2014)

Parameter Definition Range References

 Outlet height in paddy fields (mm) 34.6∼123.7 Kang et al. (2006)

 Minimum ponding depth for rice cultivation (mm) 3.0∼60.0
Huh et al. (1993),

Anan et al. (2004) 

 Deep percolation in paddy fields (mm) 1.0∼8.8
Im et al. (2000),

Song et al. (2013a)

 Irrigation efficiency (%) 34∼93
Bos and Nugteren (1990),

Kim et al. (2005)

 Water requirement during the nursery period (mm) 80∼250 Chung et al. (2006)

 Water requirement during the transplanting period (mm) 80∼250 Chung et al. (2006)

Table 3.8. Range of calibration parameters for agricultural water supply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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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저수지 물수지 모의 기법

저수지 물수지는 Fig. 3.8과 같으며, 다음 식 (3.15)과 같은 저수지 연

속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3.15)

여기서, 는 저수량 (m3),  는 저수지 유입량 (m3), 는 

저수지 수면 강우량 (m3) 은 농업용수 공급량 (m3), 은 환경용

수 공급량 (m3), 는 저수지 수면 증발량 (m3), 는 제한수위 방류량 

(m3), 는 만수위 방류량 (m3), 그리고 는 시간간격 (day)이다. 농업용

수 및 환경용수 공급량, 제한수위 방류량, 만수위 방류량은 각각 사수위 

(dead level), 제한수위 (flood-limited level), 만수위 (normal pool 

level)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Fig. 3.8. Reservoir water balance components and management levels

저수지 물수지 구성요소 중 유입 성분은 저수지 유입량 (저수지 상류유

역 유출량)과 강수량이다. 유출성분은 농업용수 공급량, 환경용수 공급량, 

제한수위 방류량, 만수위 방류량, 그리고 증발량이다. 유출성분 중 농업용

수 및 환경용수 공급량, 제한수위 방류량, 만수위 방류량은 단순히 물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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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저수지 운영자 등의 인간에 의한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농업용수 공급량은 관개시기에 취수구를 통해 공급이 되

며, 비관개기에는 관개되지 않는다. 또한, 농업용수 공급량은 해당 날짜가 

관개기에 포함되더라도 저수지의 수위가 사수위 이하인 경우 공급을 중단

해야 한다. 한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 

240호)에 따르면 수위조절장치(수문)가 있는 저수지에 대하여 용수공급

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수위를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한수위를 넘는 수량에 대해 방류가 되도록 모의해야 한

다. 이상을 고려한 저수지 물수지 구성 성분의 모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저수지 내용적

저수지의 수위 변화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저수지의 표고

별 내용적 자료가 필요하다. 수위-내용적 곡선은 해당저수지의 관리기관

에서 측량된 자료를 사용하도록 구성하였다. 

나. 저수지 유입량

저수지 유입량 ( )는 TPHM, DAWAST, I-3-Tank, 3-Tank 

중 선택·이용하여 모의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3.2 절에 기술

하였다.

다. 농업용수 공급량

농업용수 공급량 ()은 영농기에 논으로 공급되는 관개량 ()과 

수로손실 및 배분관리용수량을 고려한 관개효율 ()로부터 산정된다. 농

업용수 공급량 모의 기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식 (3.10)∼(3.14)에 상

세히 서술되어 있다. 농업용수 공급량 모의 관련 매개변수의 변화는 기타 

저수지 물수지 요소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라. 환경용수 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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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의 환경용수 방류기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지만 명확한 방류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김상민 등, 2011; 유승환 

등, 2012; 이상현 등, 2013). 또한 농업용 저수지의 가장 큰 역할인 농업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환경용수 방류량이 

달라져야할 것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환경용수 방류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아, 본 모형에서는 HOMWRS와 같이 일별 

환경용수 방류량의 입력이 가능하도록 환경용수 방류 기작을 구성하였고, 

추후 방류기준이 정립되면 이에 대한 추가가 필요할 것이다.

마. 제한수위 및 만수위 방류량

우리나라 농업용 저수지는 일반적으로 물넘이가 자연 월류식으로 만수

위 이상의 저수량을 전량 월류하고 있다. 저수위가 만수위 이상인 경우 월

류되는 수량을 만수위 방류량이라고 하며, 이는 식 (3.16)으로부터 계산

된다. 

    for,    (3.16)

여기서, 는 만수위 방류량 (m3), 는 당일의 저수량 (m3), 는 만

수위의 저수량 (m3), 는 당일의 저수위 (m), 는 만수위 (m)이다.

한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 240호)에 

따르면 홍수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한수위를 설정하여 관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자연 월류식 물넘

이 이외의 물넘이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제한수위를 운영하여 제한수위 이

상의 저수량을 홍수기에 방류하고 있다. 하지만 DIROM, HOMWRS 등의 

기존의 저수지 물수지 모형은 개발 당시 홍수기 제한수위를 운영하지 않

아 제한수위 운영에 따른 강제 방류량을 모의하지 못 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수위 운영기를 설정하여 제한수위를 초과하는 수량을 

강제 방류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식 (3.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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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and m ax   (3.17a) 

  m ax for    and m ax   (3.17b)

여기서, 는 제한수위 방류량 (m3), m ax는 일 최대 제한수위 방류

량 (m3), 는 당일의 저수량 (m3), 는 제한수위의 저수량 (m3), 는 

당일의 저수위 (m), 는 제한수위 (m)이다. 제한수위 방류량은 자연 월

류식 물넘이가 아닌 수문 등을 통해서 방류되기 때문에 수문의 제원에 따

른 일 최대 제한수위 방류량 이상을 방류할 수 없다. 또한, 제한수위 초과 

수량은 제한수위 운영기에 방류하며 비운영기에는 방류하지 않는다.

바. 수면강우량 및 수면증발량

수면강우량 및 수면증발량은 식 (3.18)과 식 (3.19)와 같이 기상관측소

의 강우량 및 증발량 실측치에 저수지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기상관측

소의 증발량 실측치가 없는 경우 일사량, 풍속, 상대습도, 기온 등의 자료

를 이용하여 Penman식을 이용하여 증발량을 산정하도록 구성하였다. 

     ×      (3.18)

    ×   (3.19)

여기서, 은 저수지 수면 강우량 (m3), 는 저수지 수면 증발량 

(m3), 는 당일의 저수면적, 은 당일의 관측 강우량 (mm), 는 당

일의 관측 증발량 (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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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관개지구 배수량 모의 기법

가. 지표 배수량

관개지구에서 발생하는 지표 배수량은 식 (3.20)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송정헌 등, 2013a).

    (3.20)

여기서, 는 관개지구의 지표 배수량 (mm), 은 논 포장 배수량 

(mm), 은 배분관리 용수량 (mm)이다.

논 포장 배수량은 강우량, 관개량, 증발산량, 침투량으로부터 담수심을 

추정하고, 물꼬높이를 이용하여 식 (3.11)로부터 모의한다. 

배분관리 용수량은 인위적 물관리 요소로 기후, 용수원의 종류, 영농 방

식, 지형인자 등에 따라 달라지며, 실측하여 구하거나 용수로의 경사, 취수

구의 높이 등의 인자를 이용하여 물리적 식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다. 하지

만 배분관리 용수량을 물리적 식으로 모의하기에는 입력 자료 수집에 한

계가 있고, 모형의 복잡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식 (3.21)과 같이 배분관리 용수량을 농업용수 공급량 중의 비율로

부터 추정한다. 

  × (3.21)

여기서, 는 배분관리 용수량 (mm), 는 농업용수 공급량 

(mm), 는 배분관리 용수율 (배분효율)이다.

나. 관개회귀수량 

관개회귀수량은 농업용수 공급량 중 작물에 의해 소모되지 않고 하천으

로 유입되는 수량을 의미하며, 식 (3.22)와 같이 신속회귀수량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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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flow)과 지연회귀수량 (delayed return flow)으로 구분된다. 신속

회귀수량은 용수로의 말단부에서 배수되거나 물꼬를 월류하여 짧은 지체

시간에 신속히 배제되는 회귀수량을 의미하고, 지연회귀수량은 토양 중으

로 침투되어 지하수로부터 유출되는 수량을 의미한다 (임상준, 2000). 

     (3.22)

여기서, 는 총 회귀수량 (mm), 는 신속회귀수량 (mm), 그리고 

는 지연회귀수량 (mm)을 의미한다. 

신속회귀수량은 식 (3.23)과 같이 배분관리 용수량과 배수로 회귀수량 

(quick return flow from drainage canal)으로 구분된다 (임상준, 2000; 

송정헌, 2013; 송정헌 등, 2013a). 배분관리 용수량과 배수로 회귀수량은 

각각 공급량 중 관개되지 않고 용수로 말단부에서 회귀되는 수량과, 그리

고 관개된 공급량 중 물꼬를 넘어 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회귀되는 수량

을 의미한다 (송정헌 등, 2013a). 

      (3.23)

여기서, 는 배분관리 용수량 (mm), 그리고 는 배수로 회귀

수량 (mm)을 의미한다. 

농업용수 회귀율 (return flow ratio)은 농업용수 공급량에 대한 회귀수

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임상준, 2000). 배분관리 용수율, 배수로 회귀율, 

그리고 지연회귀율은 각각 농업용수 공급량 중 배분관리 용수량, 배수로 

회귀수량, 그리고 지연회귀수량의 비율이다. 농업용수 회귀율은 식 (3.24)

와 같이 배분관리 용수율, 배수로 회귀율, 그리고 지연회귀율을 합하여 산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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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여기서, 는 농업용수 회귀율, 는 배분관리 용수율, 는 배수로 회

귀율, 는 지연회귀율, 그리고 는 농업용수 공급량 (mm)이다. 신속

회귀율은 과 를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신속회귀수량 산정방법

신속회귀수량 중 배분관리 용수량은 시설관리 손실률에서 수로손실률

을 제외하여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배수로 회귀수량의 경우 배수량 성분 

중 강우에 의한 유출 성분을 제외하여 그 성분을 산정해야하기 때문에 단

순한 측정을 통해서는 정량적인 분석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수학적 모델

링을 병행하여 해석해야 한다 (임상준, 2000; Kim et al., 2009; 송정헌 

등, 2015b).

본 연구에서는 관개지구 배수량 모의 모형을 기반으로 임상준 (2000)

이 제시한 관개회귀수량 산정을 위한 가정을 적용하여 배수로 회귀수량 

성분을 추정하였으며, 그 가정은 다음과 같다.

① 관개는 일차적으로 강우에 의해 이루어지며, 부족한 수량만을 인위

적인 수단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우시에는 강우량이 먼

저 공급되고, 그 이후에 관개량이 공급되는 것으로 계산한다. 

② 무강우시에는 물꼬를 넘어 배수되는 수량이 전량 배수로 회귀수량이다.

③ 강우량에 의하여 증가된 담수심이 물꼬보다 높을 경우에는 유입되는 

관개량이 전량 배수로 회귀수량이다.

④ 강우에 의한 담수심이 물꼬보다 낮을 경우에는 공급된 관개량으로부

터 담수심을 계산하여 물꼬를 통해 배수되는 수량이 배수로 회귀수

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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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연회귀수량 산정방법

지연회귀수량은 지하수 유출에 대한 모델링을 통하여 관개와 비관개조

건에 대한 지하수 유출 성분 변화를 추정하고 이로부터 계산한다 (임상준, 

2000).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Fig. 3.9와 같이 관개지구에서 침투된 

수량이 집중형 수문 모형의 최하단으로 유입되도록 구성하였다. 관개지구

에서 침투된 수량과 수문 모형의 연계는 He et. al. (2008)에 의해서도 유

사하게 수행된 바 있다.

   (3.23)

여기서, 는 관개조건의 지하수 유출량 (mm), 는 비관

개조건의 지하수 유출량 (mm)이다. 

Fig. 3.9. Relationship of irrigated area and conceptual hydrologic models for 

non-irrigated watersh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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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중목적 최적화 기법

다중목적 최적화 기법 (Multi-objective Optimization, MO)은 2개 이

상의 목적함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최적화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장기유출

모형에 대한 보정에 있어서 고유량, 저유량, 총량, 그리고 유황곡선의 일치 

정도 등 그 이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지표가 결합되어 목적함수로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수문 모형의 매개변수 보정에 있어 다중목적 최적화 기법

은 최근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다.

다중목적 최적화 기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가중치법 (weighting 

method)으로 본 연구에서도 이를 이용하였으며, 도출된 최적 매개변수 후보군 

중 사용자가 하나의 매개변수 군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점수 기반의 의사

결정기법이 지원되도록 구성하였으며, 그 절차는 Fig. 3.10과 같다.

Fig. 3.10. Multi-objective optimization based on a decision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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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적함수는 고유량, 저유량, 총량, 분산과 관련된 지표의 조합에 따

라 구성되도록 설정하였다.




(3.24)




(3.25)




(3.26)

 (3.27)

×××× (3.28)

여기서, 는 고유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 는 저유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 은 모의치의 총량이 실측치와 비교하여 과

소 또는 과대 모의되었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세 지표 모두 -∞∼1.0의 

범위로 나타나고 1.0의 값에 가까울수록 모의치가 실측치의 경향을 잘 반

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 지표는 식 (3.24)~(3.26)의 과정을 통해 -1.0

∼1.0의 범위로 1.0에 가까울수록 모의 결과가 좋음을 의미하도록 변형되

게 된다. 는 실측치 및 모의치의 분산을 비교하는 지표로서–1.0∼1.0

의 범위에서 1.0에 가까울수록 우수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는 모두 –1.0∼1.0의 범위로 나타나게 되고, 산술 연산이 가능

해짐에 따라 식 (3.28)에 의해 가중치 , , ,  (가중치의 합은 1.0

이다) 에 따라 다중 목적함수 을 산정할 수 있다. 가중치의 상세화 정

도에 따라 의 수 ()는 달라지고 이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② 선택된 개의 목적함수에 따라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수문 모형의 

보정 매개변수 군 개를 도출한다. 

③ 사용자는 , , 그리고  지표에 대해서 이용 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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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구간별 기준을 설정한다. 

여기서, 사용자의 점수 설정 기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행 연구의 성

능 평가 기준을 보여준다. 와 에 관한 기준은 전세계적으로 수

문모형의 모의 결과 평가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Moriasi et al. (2015)이 

제시한 기준을 보여준다 (Table 2.2). 저유량에 관한 평가 기준인 

에 관한 연구는 최근들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Pushpalatha et 

al., 2011; 2012), 아직 일반화된 기준은 없으며, Pushpalatha et al. 

(2012)이 GR4J 모형을 이용하여 940개 프랑스 유역을 평가한 결과와 

Pushpalatha et al. (2011)의 1,000개 유역에 대상 모의 결과를 보여주도

록 구성하였다.

④ 설정된 기준에 따라 매개변수 군에 대해 보정 및 검정 기간에 대해 

점수를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다.

⑤ 합산된 점수를 기반으로 순위를 매겨 순위별로 모의 결과를 사용자

에게 통계적·도식적으로 제시한다. 사용자는 이들 매개변수 중 이용목적에 

맞는 결과를 선택해서 이용하면 된다. 



- 71 -

제 4 장 모듈 기반 농업유역 수문해석 시스템의 개발

본 장은 농업유역 수문 요소를 각각의 모듈로 구성하고 다수의 모듈 조

합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 모형을 구축하는 농업유역 수문해석 시스템을 

Simulink 기반으로 개발한 과정에 대해 기술한다.

4.1. Simulink 모델링 환경

Simulink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처리되는 과

정을 확인하기에 용이한 모델링 환경이다 (임종수, 2013). 따라서 Simulink

를 이용하여 수문 모형을 구성하면 시간간격에 따른 강우-차단-저류-증발

산-유출 등 수문시스템 구성요소의 변화를 도식적으로 확인하기에 용이하

며, 최근까지 수문 모형 구축에 있어서 여러 연구자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다  

(Romanowicz, 1997; Lanini et al., 2004; Chappell et al., 2007; Bowen et 

al., 2014; Wolfs et al., 2015). 

Simulink는 아이콘화 된 블록과 블록을 연결하여 모델을 작성한다. 모델

링 방법은 Simulink Editor에서 블록들을 끌어다가 작업화면으로 놓은 이

후, 블록과 블록간 수학적 관계를 신호라인으로 연결·설정하는 형태이다 

(Fig. 4.1). 블록들이 모여 하나의 모의기작과 관련된 모듈을 형성하고, 모

듈 사이의 관계를 신호라인을 통해 정의하면 하나의 수문 모형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듈이 모의기법 별로 구축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원하는 모듈

만을 불러와서 모듈간 관계만 정의하면 사용자 맞춤형 모형의 구축이 가능

하다. Simulink Library Browser에 내재되어 있는 블록들에 관한 상세한 설

명은 http://kr.mathworks.com/help/simulink/block-libraries.html 에서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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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Component-based modeling with MATLAB/Simulink environment

모형의 입력 자료 구축과 모의 결과의 출력은 MATLAB 작업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MATLAB은 내재되어있거나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다양한 패

키지 등을 통해 Genetic Algorithm (GA), Simulated Annealing (SA), 

Pattern Search (PS), Shuffled Complex Evolution (SCE-UA),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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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rm Optimization (PSO) 등 최적화 기법과 다양한 통계적 기법 등을 

사용자가 따로 코딩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2. 시스템의 구성

4.2.1. 기본 개념

본 연구에서는 농업유역의 수문요소를 각각의 모듈로 구성하여 다수의 

모듈을 조합하여 맞춤형 모형을 구축하고 수문해석을 수행하는 시스템인 

MASA (Module-based hydrologic Analysis System for Agricultural 

watersheds)를 개발하였다. 

MASA는 COMFARM의 기본개념과 유사하며 독립된 모듈들을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사용자가 조합, 분해, 추가, 제거, 교체할 수 있으며, 특

정 연구 분야에서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각각의 모듈을 선

택, 대체, 조합하여 확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농촌유역을 모델링하는 목적은 저수지 유입량만을 모의하는 

경우, 저수지의 방류량만을 모의하는 경우, 농업용수 공급량만을 모의 하

는 경우, 그리고 여러 요소를 연계하여 하류 하천유량을 모의하는 경우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사용자는 MASA를 통해 제작된 다양한 모듈

들을 손쉽게 연결하여 사용자 맞춤형 모형을 설계할 수 있다. 또한, 

MATLAB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통계적 기법과 최적화 기법 등을 라이브

러리와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4.2.2. 모듈의 개발

MASA는 유역증발산 모듈, 유역 유출량 모듈, 관개지구 해석 모듈, 저

수지 물수지 모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Fig. 4.2는 각 모듈 간 연관관

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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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Module-based hydrologic Analysis System for Agricultural watersheds (MASA) with various 

linkable modules, including dataflow, execution phases, and output data. Connectivity arrows 

indicate the dataflow between the source and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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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Simulink scheme of the actual evapotranspiration estimation module 

가. 유역증발산량 모듈

Fig. 4.3은 유역증발산량 모듈에 관한 부분으로, 유역의 실제증발산량 

모의를 위한 블록간 연결관계를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유역증발산량 모듈

은 잠재증발산량을 산정하는 부분 (Fig. 4.3.(a)), 토지이용에 따른 월별 

유역피복계수를 입력받는 부분 (Fig. 4.3.(b)), 유역토양수분계수를 산정

하는 부분 (Fig. 4.3.(c)),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실제증발산량을 산정하는 

부분 (Fig. 4.3.(d))으로 구성된다.

잠재증발산량은 일별 평균기온, 상대습도, 평균풍속, 일조시간과 기상

대의 위도, 고도, 풍속계 높이 등의 자료를 입력받아 Penman-Monteith 

식을 통해 모의 후 출력된다 (Fig. 4.3.(a)). Penman-Monteith 식의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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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Simulink 블록을 이용하여 구성하지 않고, MATLAB 환경에서 코딩하

였다. 월별 유역피복계수는 대상지구의 토지이용비율을 사용자가 입력하

면 토지이용별 월별 피복계수 값에 따라 면적비율을 통해 자동으로 계산

되도록 구성하였다 (Fig. 4.3.(b)). 유역토양수분계수는 전날의 유역총저

류량 출력값이 입력자료로 이용되도록 구축되어 있으며, 유역의 고유특성

과 관계된 매개변수인 의 영향을 받는다. 잠재증발산량 및 실제증발산량 

모의 결과는 MATLAB workspace로 출력되어 저장되며, 그래프로도 바로 

확인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실제증발산량 모의 결과는 집중형 모형의 

입력자료로 이용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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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역유출량 모듈

Fig. 4.4는 Simulink를 이용하여 유역유출량을 추정하는 모듈을 개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집중형 수문 모형으로 TPHM, DAWAST, 

I-3-Tank, 그리고 3-Tank 모형을 각각 모듈로 구성하였으며, 사용자는 

원하는 모형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Fig. 4.4에서와 같이, 유역증발산

량 모듈에서 실제증발산량이 잠재증발산량, 유역피복계수, 그리고 유역토양

수분계수 등을 통해 계산되면, 그 결과가 강우량 실측자료와 함께 수문 모

형으로 입력되어 유출량과 유역총저류량을 출력한다. 유역총저류량은 다음 

날의 토양수분계수를 산정하기 위한 입력자료로 이용된다. 유출량 모의 결

과는 자동으로 MATLAB workspace로 출력되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

며, 또한 그래프를 통해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Fig. 4.4.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Simulink-based watershed runoff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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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개지구 해석 모듈

Fig. 4.5는 관개지구 해석 모듈을 개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관개지

구 해석 모듈에서는 강우량과 잠재증발산량을 입력받아 논에서의 물수지

를 기반으로 필요수량, 증발산량, 침투량, 포장 배수량 등을 모의한다. 농

업용수 공급량은 필요수량을 기반으로 관개효율을 고려하여 모의한다. 관

개지구 해석 모듈에서는 전날의 저수지 수위를 입력받는데 모의된 농업용

수 공급량에 의해 당일의 저수지 수위가 사수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농

업용수 공급을 중단한다. 농업용수 공급량 중 배분관리 용수량은 포장배수

량과 합하여 관개지구 배수량을 출력하고, 송수손실량은 논 침투량과 합하

여 관개지구 침투량을 출력한다. 

Fig. 4.5.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Simulink-based irrigation districts 

module

라. 저수지 물수지 해석 모듈

Fig. 4.6은 Simulink 기반으로 개발된 저수지 물수지 해석 모듈을 보여

주고 있다. 저수지 물수지 해석 모듈에서는 유역 유출량 모형에서 모의된 

유입량과 관개지구 해석 모듈에서 모의된 농업용수 공급량, 그리고 관측 

강우량과 증발량을 입력받아 물수지식 기반으로 저수량을 추정한다. 홍수

기 제한수위 관리기에는 저수지 수위가 제한수위 이상으로 상승하면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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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수량을 제한수위 방류량으로 구성하였다. 다만 제한수위 방류량은 일 

최대 제한수위 방류량을 넘지 않지 않는다. 저수량이 만수위 이상으로 상

승하면 초과된 수량은 만수위 방류량으로 구성하였다. 

Fig. 4.6.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Simulink-based reservoir water 

balance module

마. 농업 수문요소 합성 모듈

농업 수문요소 합성 모듈에서는 유역 유출량, 관개지구 배수량, 관개지

구 침투량, 제한수위 방류량, 그리는 만수위 방류량 등을 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 모듈에서는 하천의 임의 지점과 상류의 저수지와의 거리가 

멀어 하도추적이 필요한 경우 또는 관개지구 배수량의 지연효과를 고려하

고자 하는 경우 Muskingum 기법을 선택·이용할 수 있다. 또한, 관개지구

에서 침투된 수량이 집중형 수문 모형의 최하단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연

계하여 지연회귀수량을 고려하여 저수지 하류의 하천유량이 모의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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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다중목적 최적화 모듈

본 연구에서는 TPHM, DAWAST, I-3-Tank, 3-Tank 모형을 다중목

적 최적화 기법과 연계하여 매개변수를 자동보정하고 사용자에게 모형별 

최적 매개변수와 모의 결과를 제시하여 대상유역의 특성에 알맞은 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듈을 MATLAB/Simulink 언어를 통해 개발

하였으며, Fig. 4.7과 같다.

사용자가 강우량 등 기상자료와 토지이용, 유역면적 등의 지형자료, 그

리고 보정 및 검정 하천유량 자료 등을 Excel 파일에 정해진 형식에 따라 

입력하면, 모듈은 4개 모형에 대한 자동 보정을 수행하고 사용자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모형별 최적 매개변수 후보군을 순위별로 도출하여 후처리 

과정을 통해 모의 결과를 통계적·도식적으로 제시한다.

Fig. 4.7. Multi-objective calibration of the four hydrologic models in 

MATLAB/Simu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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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모듈의 연계

Fig. 4.8은 MASA를 이용하여 상류유역-저수지-하류유역으로 구성되

는 대상유역에 대해 적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MASA의 모델링 환경

에서는 모형의 최종결과가 도출되기까지의 구성요소의 시간적 변화를 단

순한 클릭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델링 시

스템에서는 유역 증발산량, 유출량, 관개지구 배수량, 저수지 방류량 등의 

요소와 이의 영향을 받는 하류 하천유량 등 수문시스템 구성요소의 시간

에 따른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수문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매개변수)의 변화가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도

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일반적인 수문모

델링보다 편리하게 모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MASA는 모듈 간 

연결을 통한 모델링 환경 특성상 모듈의 수정·추가·제거 등이 용이하여, 

유역의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수문시스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MASA는 MATLAB 환경에서 이루지기 때문에 MATLAB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패키지와 연계하여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MASA는 Simulink 환경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개발되 모듈

이외에도 사용자가 새로운 모듈을 구축하면 기존 모듈과의 연계가 가능하

다. Simulink는 피드백과 자료전송이 편리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원하는 모

듈만 불러와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모형을 쉽게 구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MASA는 기 개발된 수문 모형의 유지·보수 그리고 모형간 연계를 쉽

게 수행할 수 있는 모듈 기반 모델링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자원분야 

연구자의 활발할 이용을 기대하고, 이용하는 연구자가 많아질수록 그 활용

도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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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Dynamics in the developed M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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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농업유역 수문해석 시스템의 적용

5.1. 대상유역

5.1.1. 국토교통부 관측유역

본 장에서는 다중목적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TPHM, DAWAST, 

I-3-Tank, 3-Tank 모형에 대해 매개변수를 자동 보정하여 적용성을 평

가하고, 또한 각 모형을 비교하기 위하여 국토교토부에서 운영하는 국내 

32개 지점을 대상유역으로 선정하였다 (Fig. 5.1).

Table 5.1은 대상유역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천유량 자료는 국토

교통부에서 발간하는 수문연보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기상자료는 기상청 

및 국토교통부를 통해 수집하였다. 지형자료는 수치표고모델 (digital 

elevation model, DEM)과 토지이용도를 구축하여 추출하였다.

대상유역의 면적은 137∼1,693 km2의 범위로 다양한 크기로 선정하였

고, 유역 경사는 8.7∼63.8%의 범위를 보였으며, 강우량과 잠재증발산량

의 비인 Aridity index는 1.1∼1.8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수문연보에서 제공되는 유량자료는 관측소 설치시기 및 수위-유량 관

계식의 갱신여부에 따라 자료 보유기간의 차이가 있으며, 모형의 보정기간 

설정은 Gan et al. (1997)과 Moriasi et al. (2007)이 풍수년 (wet 

years), 평수년 (average years), 그리고 갈수년 (dry years)이 포함된 3

∼5년의 실측 자료를 이용하도록 권고한 점을 준용하였다 (Table 5.1). 

실측자료 보유 기간 중 나머지 기간은 검정기간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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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shed Area (km2) Slope (%)
Aridity

Index
Calibration Validation

Jeongseonje1gyo 1,693 53.7 1.7 2012~2015 2007,2010~2011

Seokhwa 1,594 16.8 1.3 2011~2015 2007~2010

Hyangseok 1,514 22.8 1.3 2012~2015 2008~2011

DalCheon 1,375 31.0 1.3 2010~2012 2007~2009

Munmakgyo 1,348 36.3 1.5 2011~2015 2007~2010

Bangokgyo 1,328 42.0 1.6 2011~2015 2006~2010

Yonggok 1,312 22.2 1.1 2011~2015 2006~2010

Wolpo 1,159 22.8 1.3 2011~2014 2006~2007, 2010

Docheon 1,090 56.0 1.5 2011~2013 2014~2015

NaeLinCheon 1,084 58.0 1.5 2009~2011 2006~2008

Geumho 927 23.2 1.3 2011~2013 2014~2015

Pyeongchanggyo 697 50.1 1.7 2011~2015 2007~2010

SoCheon 697 55.8 1.5 2010~2015 2006~2009

Ma-reuk 684 8.7 1.4 2012~2015 2006~2010

Hoedeok 609 17.1 1.4 2011~2015 2007~2010

Seon-am 555 23.6 1.4 2011~2015 2006~2010

Jucheongyo 534 37.3 1.6 2012~2015 2006~2011

WeonTong 531 63.8 1.5 2006~2008 2009~2010

Wonbugyo 520 21.3 1.5 2011~2015 2007~2010

CheongSeong 484 37.7 1.5 2010~2012 2007~2008

Songdong 473 20.3 1.6 2012~2014 2007, 2010

BuAnDam 364 34.4 1.7 2009~2012 2006~2008

Osu 358 32.6 1.6 2011, 2013 2010,2012

ChangChon 335 37.1 1.7 2006~2008 2009,2011

Heukcheongyo 307 36.9 1.8 2013~2015 2007,2011~2012

Yuseong 251 17.1 1.4 2012~2015 2006~2011

GeoChang1 227 33.7 1.4 2008~2010 2006~2007

Jodong 209 34.8 1.2 2011~2013 2014~2015

Jingwangyo 202 20.8 1.7 2011~2015 2007~2010

Cheongju 169 23.8 1.3 2011~2013 2007, 2010

JiSan 160 43.2 1.4 2006~2009 2010~2013

Soto 137 40.4 1.3 2010~2012 2013~2015

Table 5.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watersh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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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Locations of the study watersh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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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이동저수지 유역

가. 기본현황

본 연구의 대상유역으로 경기도 용인시와 평택시 일대에 위치한 이동저수

지 유역을 선정하였다 (Fig. 5.2∼5.4, Table 5.2∼5.3). 이동저수지 유역은 

하류에 위치한 진위교 (Jinwi, JW)를 기준으로 총 유역면적이 20,628 ha으

로 유역 내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이동 (Idong, ID), 용덕 

(Yongduk, YD), 미산 (Misan, MS) 저수지가 위치하고 있다. Table 5.2와 

Fig. 5.3은 각 저수지의 제원을 보여주고 있다.

대상유역은 저수지를 기준으로 상·하류가 연계된 복합적인 물순환이 이루

어지고 있다. 용덕저수지와 미산저수지는 이동저수지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각 1,241 ha와 439 ha의 상류유역에서 하천유량이 유입되어 

261 ha와 199 ha의 관개지구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용덕 및 미산 

저수지의 방류량과 관개지구 배수량, 그리고 배후유역의 횡유입량은 각각 

덕성교 유역 (Duksung, DS)과 재인교 유역 (Jaein, JI)에서 합류된다 

(Fig. 5.2, 5.3). 

이동저수지는 덕성교 유역과 재인교 유역을 포함한 9,412 ha의 상류유

역에서 유출되는 수량으로 인해 저수량이 올라가며 4∼9월에 취수탑을 통

해 1,790 ha의 면적에 대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하류의 관개지구

는 구획정리 및 용·배수로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으며, 농업용수로 공

급된 수량은 유역 내의 1,086 ha의 지구에 관개되고 일부는 은산양수장에

서 취수되어 유역 외의 704 ha의 관개지구로 공급이 이루어진다 (송정헌 

등, 2012; 송정헌 등, 2014b). 홍수기에는 농업용수 공급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래디얼 게이트를 통해 제한수위를 운영하여 방류가 이루어진

다. 이동저수지에서 방류된 제한수위 방류량 및 만수위 방류량, 그리고 관

개지구 지표배수량은 진위교로 합류된다.



- 87 -

Fig. 5.2. Schematics of water flows for the Idong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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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Locations of the three agricultural reservoirs, the water level gauge, precipitation station, and land use of the study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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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Storage-water level relationships of the three study reservoirs

Reservoir

Upstream watershed of reservoir
Irrigated 

area (ha)

Effective 

storage

(×104 m3)

Normal 

pool level

(EL., m)

Flood 

limited   

level

(EL., m)

Dead 

level

(EL., m)
Area

(ha)

Paddy

(%)

Upland

(%)

Forest

(%)

Idong 9,412 14.3 5.0 65.0 1,790 2,090 45.0 43.05 33.3

Yongduk 1,241 0.2 5.8 83.6 261 94 96.5 - 91.0

Misan 439 0.4 6.6 82.1 199 170 120.9 - 104.4

Table 5.2. Basic data of the three agricultural reservoirs, upstream watersheds, and irrigation districts used in this study



- 90 -

Reservoir
Area

(ha)

Paddy

(%)

Upland

(%)

Forest

(%)

Upstream

reservoir

Duksung 3,957 6.2 4.8 75.4 Yongduk

Jaein 1,601 14.2 5.2 65.5 Misan

Jinwi 20,628 16.1 7.7 52.4 Idong

Table 5.3. Basic data of the three streamflow measurement watersheds used in this study

나. 기상자료

일별 기온, 일사량, 평균풍속, 상대습도 등의 기상자료는 이동저수지에

서 북서방향으로 약 25 km 떨어져있는 수원기상대의 자료를 2001~2015

년 기간에 대해 수집하였다 (Fig. 5.5).

강우량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이동, 진위, 운학, 원삼, 용인, 회화, 

양성 관측소의 자료와 농어촌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이동저수지, 미산저수

지, 용덕저수지 관측소의 자료를 수집하여 티센망 분석을 수행하여 각 유

역의 강우량을 할당하였다.

Fig. 5.5. Annual precipitation and potential evapotranspiration of the study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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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수지 수위

이동, 용덕, 미산 저수지의 수위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초음파 수위계

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2001~2015년 기간에 대해 수득하

였다. 용덕 저수지의 경우 2008~2011년과 2013년이 결측되어 있고, 미

산 저수지의 경우 2008년이 결측되어 있었다. 관측된 수위는 수위-내용

적 곡선을 통해 저수량으로 환산하였다 (Fig. 5.6).

Fig. 5.6. Observed water storage at the three reservo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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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업용수 공급량

이동저수지의 간선수로 시점부에서는 농어촌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초음

파 수위계를 통해 수위가 연속 측정되어 농업용수 공급량 모니터링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 2001~2013년에 대한 자료를 수득하였다 (Fig. 5.7).

Fig. 5.7. Observed agricultural water supply from Idong main canal

마. 하천유량

이동저수지의 상류에 위치한 덕성교 및 재인교의 하천유량은 농어촌연

구원에서 관측한 자료를 수득하였으며 (농어촌연구원, 2012), 각각의 자

료기간은 2003~2007년과 2003~2006년이다. 진위교의 하천유량은 국토

교통부에서 관측하고 있는 자료를 수득하였으며 자료기간은 2011~2015

년이다 (Fig. 5.8).

바. 지형자료

대상유역의 수치표고모델 (digital elevation model, DEM)자료를 구축

하기 위하여 1:5000 NGIS (national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수치지도를 이용하였다. 수치지도로부터 등고선을 분리하여 등고선도를 

구축하고, 이로부터 해상도가 30 m인 DEM 자료를 구축하였다. 토지이용



- 93 -

도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 중분류도 (2007, 2009, 2013)를 이

용하여 대상지역의 토지이용도를 구축하였다. 이동저수지 유역은 2007년 

기준 산림 55%, 논 22.7%, 밭 5.1% 등으로 분석되었다. 

Fig. 5.8. Observed streamflow at the Duksung, Jaein, and Jin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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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중목적 최적화 기법 기반 수문모형 비교·평가

5.2.1. 최적화 기법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다중목적 최적화 기법을 통해 도출되는 매개변수 후보군 

중 하나의 매개변수 군을 도출하기 위하여 Table 5.4의 기준으로 점수를 

설정하였다. 와 에 관한 기준은 전세계적으로 수문모형의 모의 

결과 평가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Moriasi et al. (2015)이 제시한 기준을 

기반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저유량에 관한 평가 기준인 은

Pushpalatha et al. (2012)이 GR4J 모형을 이용하여 940개 프랑스 유역

을 평가한 결과 중 의 중간값인 0.4를 기준으로 그 이상을 4점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식이 음수이면 모의 결과가 좋지 않다고 

평가하는 점을 통해 0.0을 기준으로 0.0∼0.2 구간에서 2점, 그리고 0.2∼

0.4 구간에서 3점으로 설정하였다. 추가적으로 Pushpalatha et al. (2011)

의 1,000개 유역에 대상 모의 결과 중 GR5J 모형의 M3 버전의 90분위 값

인 –2.0을 기준으로 –2.0∼0.0 구간을 1점, 그리고 그 이하를 0점으로 구

성하였다. 최적화 기법으로는 SCE-UA기법을 이용하였다.

설정된 점수 기준을 통해 보정 및 검정 기간에 대해 매개변수 후보군 

별로 점수를 산정하였으며, 순위별로 통계적·도시적으로 비교하여 확인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유출모형의 경우 저유량 모의가 중요한 점을 고

려하여 순위별로 제안된 매개변수 후보군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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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
Score

References
4 3 2 1 0

   ≤  ≤ ≤  ≤ 
Moriasi et 

al. (2015)

     ≤   ≤  ≤  ≤

Pushpalatha 

et al. (2011; 

2012)

  ± ±≤ ± ±≤ ± ±≤± ≥±
Moriasi et 

al. (2015)

Table 5.4. Performance evaluation criteria score for searching an optimal parameters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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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보정 및 검정 결과

Fig. 5.9는 보정기간에 대한 결과를 Box-plot으로 정리한 것으로  , 

 , 의 범위가 -∞~1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식 (5.1)∼(5.3)

을 통해 –1∼1의 범위로 변형하여 도시하였다 (Pushpalatha et al., 2011).

 


(5.1)


 


(5.2)


 


(5.3)

고유량과 관련된 지표인  에 대한 TPHM, DAWAST, I-3-Tank, 

3-Tank 모형의 중간값은 각각 0.47, 0.36, 0.54, 0.57 (로 환산하면 

0.64, 0.53, 0.70, 0.73)로 Moriasi et al. (2015)에 따라 TPHM과 

DAWAST는 ‘Satisfactory’로 분류되었으며, 3-Tank 모형과 I-3-Tank은 

‘Good’으로 분류되었다.

저유량과 관련된 지표인 
 에 대한 4개 모형의 중간값은 각각 0.12, 

-0.81, 0.29, 0.31로 TPHM, I-3-Tank, 3-Tank 모형은 비교적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나, DAWAST 모형은 모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

유황곡선의 일치정도를 나타내는 
 의 중간값은 4개 모형에서 각

각 0.78, 0.44, 0.82, 0.89로 TPHM, I-3-Tank, 3-Tank 모형은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나, DAWAST 모형은 결과가 좋지 않았다. DAWAST 모형에

서 낮게 나타난 이유는 앞서 저유량 모의 결과가 좋지 않았던 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97 -

Fig. 5.9. Box plots of statistics for the calibration period over the study 

watersheds by TPHM, DAWAST, I-3-Tank, and 3-Tank (boxes represent 

the 25 and 75 percentiles, with the median value inside, and the whiskers 

represent the 10 and 90 percentiles) 

실측 및 모의유량의 총량을 비교하는 는 DAWAST, I-3-Tank, 

3-Tank 모형의 경우 25~90 분위에서 ‘Satisfactory’로 모의되었고, TPHM 

모형은 나머지 3개 모형에 비해 다소 과대모의 되었으나 10∼70 분위에서 

‘Satisfactory’로 평가 되었다. 

이상과 같이, 4개의 모형 중 I-3-Tank 모형과 3-Tank 모형의 결과는 

32개 유역 대부분에서 고유량 및 저유량 구간, 총량, 그리고 유황곡선의 일



- 98 -

치 정도가 보정기간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TPHM 모형은 

32개 유역 중 절반가량에서 고유량·저유량의 일치정도가 유사했으며, 유황

곡선의 일치정도는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총량은 일부 유역에

서 다소 과다 모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DAWAST 모형은 총량 모의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했고 고유량 모의에 있어서는 절반가량의 유역에서 양호했

으나, 저유량 모의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

Fig. 5.10은 검정기간에 대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보정 결

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의 중간값은 3-Tank 모형의 경우 

‘Good’, 나머지는 ‘Satisfactory’로 평가되었다 (Moriasi et al., 2015). 

 분석 결과 DAWAST, I-3-Tank, 3-Tank는 10∼90 분위에서 전

반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났으나, TPHM 모형은 일부 유역에서 다소 과다 

모의가 이루어졌다.

4개의 모형 중 DAWAST 모형을 제외한 3개의 모형은 저유량 및 유황곡

선 일치정도에서도 비교적 양호했다. DAWAST 모형은 보정 및 검정 기간에

서 저유량 모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이는 노재경 (1991)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모형의 중간 및 기저유출과 관련된 매개변수인 과 

을 보정 매개변수로 설정하지 않고 유역 면적에 관련된 회귀식을 이용

하여 추정하여 이용하였으나, 그 값이 해당 구간에서 유역 특성과 맞지 않

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사결정 기반 다중목적 최적화 기법은 I-3-Tank 

모형과 3-Tank 모형에 대해 32개 대상유역 대부분에서 고유량·저유량·총

량·유황곡선의 일치정도 정도가 어느 하나에 치중되지 않고 보정 및 검정

기간 모두 만족스럽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수문모형의 최적 매개변수 추

정에 있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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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0. Box plots of statistics for the validation period over the study 

watersheds by TPHM, DAWAST, I-3-Tank, and 3-Tank (boxes represent 

the 25 and 75 percentiles, with the median value inside, and the 

whiskers represent the 10 and 90 percen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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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단일 및 다중 목적함수 설정에 따른 모의 결과 비교

본 연구에서는 장기유출모형의 자동보정에서 있어 단일지표 목적함수

를 이용하여 매개변수 최적화를 수행하는 경우와 다중목적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경우를 흑천교 유역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Table 5.5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이용된 대표적 목적함수를 정리한 것으로, RMSE, MSE, 

, , ln 등이 있었다.

Objective function References

min RMSE

Im (2000), Kim (2001), Lee et 

al. (2009), Ahn (2013), Kang and 

Park (2014)

min MSE Kang (1998) 

min 
Kim (2001), Arsenault et al. 

(2013), Orth et al. (2015)

min 
Oudin et al. (2006), Pushpalatha 

et al. (2011)

min ln Oudin et al. (2006)

Table 5.5. Objective functions used in previous studies

Table 5.6과 Fig. 5.11∼5.12는 단일 및 다중 목적함수를 이용하여 

3-Tank 모형의 매개변수를 최적화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5.6을 

살펴보면 RMSE와 MSE, 그리고 NSE를 목적함수로 설정한 경우의 통계

적 지표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RMSE, 

MSE, 그리고 NSE가 모두 오차 제곱의 합이 식에 포함되어 그 형태가 유

사하기 때문이다. 특기할 점은 이들 3개 지표를 목적함수로 설정한 경우 

Moriasi et al. (2015)의 기준에 따라 통계적 지표를 살펴보면 매우 우수

한 결과로 평가되는 점이다. 하지만 Fig. 5.11∼5.12에 의하면 저유량 구

간에서 강우-유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유량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와  또한 상대적으로 값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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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할 수 있다. NSEsqrt를 목적함수로 설정한 경우는 앞선 3개 지표

에 비해 고유량 관련 지표인 가 약간 낮아지고 저유량 구간의 모의 결

과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유황곡선 40% 초과 구간의 유량에서는 차이

가 나타났다. NSEln를 목적함수로 설정한 경우는 NSEsqrt경우에 비해 고유

량 모의 결과는 더 낮아졌지만 Moriasi et al. (2015)의 기준에 따르면 여

전히 우수하게 평가되며, 저유량 구간의 모의 결과는 확연히 나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5.6과 Fig. 5.11~12에 제시된 다중목적 최적화 기

법 모의 결과는 다양하게 제시된 매개변수 후보군 중 평·저·갈수기 시기의 

일치 정도에 중점을 두어 저자가 선정한 결과로, 단일 목적함수를 설정한 

경우에 비해 평·저·갈수기의 유황곡선의 일치정도가 보다 유사하게 나타났

고, 와  또한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흑천교 유역에 대해서는 RMSE, MSE,  를 목적함수로 

설정한 경우 고유량 구간에 치중되어 매개변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저유량 

구간의 강우-유출 응답이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본 유역에서는 

NSEln을 목적함수로 설정한 경우 고유량 및 저유량 구간을 전반적으로 만

족하는 결과를 나타냈으나, 유황 특성이 다른 유역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유역의 특성과 이용 목적에 따라 최적의 목적함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매개변수 자동보정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다중목적 최적화 기법이 요구된다. 

Objective function
Statistics

  PBIAS   
RMSE 0.86 -11.2 0.84 -0.11 0.72 

SSR 0.86 -11.5 0.84 -0.11 0.73 

NSE 0.86 -11.2 0.84 -0.11 0.71 

NSEsqrt 0.87 -12.0 0.83 0.05 0.78 

NSEln 0.76 -15.0 0.76 0.25 0.93 

Multi-objective 0.83 -14.9 0.81 0.26 0.93

Table 5.6. Simulation statistics of streamflow using the calibrated parameters from 

single and multi objective functions at the Heukcheongyo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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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1. Scatter plots of observed and simulated streamflow at the 

Heukcheongyo watershed of the calibration period

Fig. 5.12. Flow duration curves of observed and simulated streamflow at the 

Heukcheongyo watershed of the calibr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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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모형의 비교 및 사용기준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 32개 관측유역에 대한 보정 및 검정 결과와 

모형이 개발된 조건을 기반으로 TPHM, DAWAST, I-3-Tank, 그리고 

3-Tank 모형에 대한 사용기준을 비교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는 Table 5.7

과 같다. 

유역의 물수지 기본 성분인 유출량, 유역증발산량, 유역저류량은 4개의 

모형에서 모두 모의가 가능하다. 이외의 추가적인 물수지 성분에 대해서 

I-3-Tank 모형은 산림에서의 강우 차단량을 모의할 수가 있고, 3-Tank 

모형은 최하단 Tank에서의 심층 침투량을 모의할 수 있다.

대상유역의 토지이용에 따른 조건으로 4개 모형은 모두 토지이용이 복

합적으로 혼재된 유역에서 적용성이 평가된 바 있다. 농업용 저수지와 관

개지구를 포함하는 농업유역에 대해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개지구 배

수량과 저수지 사전 방류량 등과 같은 강우-유출 응답에 관계없는 인위적 

요소에 따라 유량이 증가할 수 있기에 4개 모형은 모두 일부 한계가 있다. 

마찬가지로 도시 유역 또한 하수처리장 방류량 등 인위적 유량을 고려할 

수 없기에 일부 한계가 있다. 토지이용이 산림이 주된 유역의 경우는 강우 

차단량과 그에 따른 증발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임상준, 2000), 이 

경우 I-3-Tank 모형이 적합하다. 

고유량·저유량·총량·유황곡선의 일치정도에 있어 I-3-Tank 모형과 

3-Tank 은 어느 하나에 치중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게 모의가 가

능하다. DAWAST 모형은 마찬가지로 3-Tank 모형의 구조이나 개발자의 

사용조건에 따라 중간 및 지하수 유출과 관련된 매개변수를 유역특성과 관

련된 회귀식을 이용하여 추정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저유

량 부분의 모의 결과는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

해 노재경과 이재남 (2011) 또한 DAWAST 모형의 갈수기 유량 모의 결

과는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모형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TPHM 모형은 유역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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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고유량·저유량·총량·유황곡선 일치정도에 있어 어느 한 지표가 잘 맞

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장기유출모형의 특성상 총량에 대한 정확도를 우선

순위로 설정하여 매개변수를 보정할 경우 고유량 또는 저유량 부분의 모의 

정확도가 3-Tank 모형에 비해 낮을 수 있다. 하지만 모형의 보정을 위한 

실측 자료를 고유량 부분에 대해 확보하지 못한 경우 3-Tank 모형은 1단 

또는 2단의 매개변수를 보정하기 위한 실측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매개변

수가 지역 최적해 (local minimum)에 수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단 형태

의 TPHM 모형이 상대적으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모형의 선정 시에는 어떤 유역 특성에 맞게 개발이 이루어졌는지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 TPHM과 DAWAST 모형은 10 km2 이하의 소유역부터 

7,000 km2의 대유역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된 바 있다. 3-Tank 모형

은 국내에서 2,000 km2의 유역까지 적용성이 평가된 바 있으며, 그 이상의 

유역에서는 유출 지체시간이 길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Tank의 단수를 늘려

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I-3-Tank 모형은 본 연구에서 

약 1,700 km2의 유역까지 적용성을 평가하였고 모의가 잘 이루어졌으나 

대유역에 적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I-3-Tank 모형은 산림 소유역

에서의 유출 모의에 적합하게 구조가 설계되어 1단 Tank에서의 유출은 

다른 모형과 비교하여 과소 모의되고 2단 Tank에서 주로 강우 시 유출이 

모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Tank 모형의 개발 초기 

사용조건인 약 100 km2 (김현영과 박승우, 1986)를 I-3-Tank 모형에도 

적용하여 사용조건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집중형 모형을 미계측 유역 적용할 경우 유역 특성과 관련된 매개변수 

추정 회귀식이 요구된다. 3-Tank 모형은 김현영과 박승우 (1988), 허유만 

(1993), 안지현 (2013)이 개발한 매개변수 추정식을 이용할 수 있고, 

DAWAST 모형은 김태철 등 (1996)이 개발한 식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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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and Water Feature TPHM DAWAST I-3-Tank 3-Tank

Water balance components

Runoff ● ● ● ●
Surface flow ― ● ● ●

Inter flow ― ● ● ●
Groundwater flow ― ● ● ●

Evapotranspiration ● ● ● ●

Watershed storage ● ● ● ●
Deep percolation ― ― ― ●

Rainfall Interception ― ― ● ―
Land use

Combined ● ● ● ●
Agriculture ◗ ◗ ◗ ◗

Forest ◗ ◗ ● ◗

Urban ◗ ◗ ◗ ◗
Water flow characteristics

High flow ◗ ● ● ●
Low flow ◗ ¢ ● ●

Water balance ● ● ● ●

Flow duration curve ● ◗ ● ●
Watershed area

< 100 km2 ● ● ● ●
100∼2,000 km2 ● ● ◗ ●

2,000∼7,000 km2 ● ● ◗ ◗
Ungauged watershed

Parameter estimation 

equation
― ● ― ●

Note:

― Not supported

¢ Low Simplified representation of features, significant limitations 

◗ Medium: Moderate level of analysis, some limitations

● High: Detailed simulation of processes

Table 5.7. Selection guidelines for the four lumped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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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저수지 상류 유입량 분석

5.3.1. 매개변수 추정 회귀식 기반 유입량 추정

국내에서는 저수지 상류유역의 유입량 모의를 위해 김현영과 박승우 

(1988)가 개발한 3-Tank 모형과 매개변수 추정 회귀식을 최근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HOMWRS 모형에서도 적용하는 방식이

다. Table 5.8은 김현영과 박승우 (1988)가 개발한 매개변수 추정식을 이용

하여 미산, 용덕, 이동저수지 상류 유역에 대해  3-Tank 모형의 매개변수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5.8의 매개변수로부터 미산, 용덕, 이동 

저수지의 유입량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5.13∼5.15와 같다. 

미산저수지 상류에 대한 분석 결과 하천유량 약 1mm 이상의 구간에서는 

비교적 잘 일치하여  지표가 0.61로 나타났으나, 그 이하에서는 과소모

의가 이루어져 저유량 지표인  는 낮게 나타났으며 (Table 5.9), 이는 

산포도 및 유황곡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용덕저수지 상류에 대한 도

식적인 분석 결과 저유량 및 고유량 구간 모두 전반적으로 일치하지 않았으

며 특히 저유량 구간에서 과소모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

계적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동저수지 상류는 통계적 지표와 도

식적 분석을 통해 모의 결과가 관측치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하천유량을 구성하는 성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Table 5.10), 대상 저수지의 유출률은 54∼57%로 유사하게 나

타나나 직접 (1단 및 2단 Tank의 유출량) 및 지하수 유출 (최하단 Tank의 

유출량)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미산 및 용덕저수지 유역의 직접유출은 이동

저수지 유역에 비해 과대 모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  매개변

수가 유사한데 비해 미산 및 용덕저수지는  매개변수가 더 낮게 나타나 2

단 Tank에서 저류되어 유출되는 수량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반해 미산 및 용덕저수지의 기저유출은 이동저수지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직접유출이 크게 나타나 최하단 Tank로 침투되어 저류된 수량이 적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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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점과 더불어  매개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평균 유역증발산량은 미산, 용덕, 이동저수지에서 각각 367 mm, 413 mm, 

454 mm로 나타났으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보고하는 우리나라 유역증발

산량 약 546 mm에 비해 전반적으로 과소 모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Watershed
Parameter

a11 a12 h11 h12 b1 a2 h2 b2 a3 b3

Misan 0.167 0.190 5 48 0.370 0.206 4 0.115 0.007 0.026

Yonduk 0.168 0.187 5 66 0.294 0.201 5 0.113 0.008 0.020

Idong 0.101 0.243 5 100 0.154 0.211 4 0.275 0.007 0.007

Table 5.8. Estimated parameters of the 3-Tank model using the regression equations

Period
RMSE

(mm)
 



(%)
  

Misan 4.15 0.67 -15.7 0.61 -13.78 0.32
Yonduk 3.19 0.49 -13.33 -1.41 -28.94 -0.32

Idong 1.38 0.78 -7.0 0.77 -0.99 0.95

Table 5.9. Model performance evaluation measures on daily streamflow for the 

Yongduk reservoir inflow (2001∼2015)

Watershed
Prec.

(mm)
Evapot.

Yearly average streamflow

Total

(mm)

Direct 

runoff (mm)

Groundwater 

runoff (mm)

Runoff 

ratio

Misan 1,247 367 697 646 52 0.56

Yonduk 1,338 413 761 698 63 0.57

Idong 1,317 454 708 551 157 0.54
* Note: Prec. = yearly average precipitation; Evapot. = yearly average evapotranspiration;
Direct runoff = sum of runoff from 1st and 2nd Tank; Groundwater runoff = runoff from 3rd Tank

Table 5.10. Simulated water balance components for the upstream watershed of the 

study reservoirs using 3-Tank with the regression equations (200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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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3. Observed and simulated (using estimated parameters from regression 

equations) daily streamflow of the Misan watershed (200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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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4. Observed and simulated (using estimated parameters from regression 

equations) daily streamflow of the Yongduk watershed (200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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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5. Observed and simulated (using estimated parameters from regression 

equations) daily streamflow of the Idong watershed (200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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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저수지 수위 실측자료 기반 모형의 보정 및 검정

본 연구에서는 미산, 용덕, 이동저수지 수위 자료를 통해 추정된 간헐적 

유입량 실측자료를 통해 TPHM, DAWAST, I-3-Tank, 3-Tank 모형을 

대상으로 다중목적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매개변수를 보정 및 검정하여 

장기간의 유량자료로 변환하였다.

보정 및 검정기간은 수위 기반으로 확보된 유입량 자료의 개수를 고려

하여 구분하였으며, 미산저수지는 각각 2001∼2009년과 2010∼2015년, 

용덕저수지는 각각 2001∼2006년과 2007∼2015년, 그리고 이동저수지

는 2001∼2007년과 2008∼2015년으로 설정하였다.

저수지 수위를 통해 도출된 유입량 자료는 수위가 올라가는 구간에 대

해서만 확보가 가능하기에 전 유량 구간에 대해 확보할 수가 없고, 수위계

에 따른 오차 및 수위-내용적 곡선의 불확실성에 따른 오차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농업용 저수지는 홍수기에 만수위까지 빠르

게 도달하기에 수위가 만수위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발생한 유출량 자료

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Moriasi et al. (2007)은 품질이 불량하고 

결측 구간이 많은 자료에 대해서는 일반적 통계적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실측과 모의의 유황곡선의 일치 정도를 통해 보정을 수행하는 것을 추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다중목적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도출된 매

개변수 후보군 중 유황곡선이 일치정도를 우선순위로 설정 이후 고유량 

및 저유량의 통계적 지표가 높은 매개변수 군을 선정하였다.

Table 5.11∼5.14는 미산, 용덕, 이동저수지 상류 유입량에 대해 4개 

모형의 보정된 매개변수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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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shed
Parameter

 

Misan 2.7 961

Yonduk 3.2 1,050

Idong 3.5 550 

Table 5.11. Calibrated parameters of the TPHM model using the observed 

reservoir water levels of the study reservoirs

Watershed
Parameter

   

Misan 375 20 115 0.026

Yonduk 400 10 100 0.022

Idong 300 20 100 0.025

Table 5.12. Calibrated parameters of the DAWAST model using the observed 

reservoir water levels of the study reservoirs

Watershed
Parameter

      

Misan 200 100 0.105 0.010 61 0.196 0.319

Yonduk 200 48 0.092 0.036 43 0.023 0.695

Idong 300 200 0.118 0.040 9 0.054 0.382

Table 5.13. Calibrated parameters of the I-3-Tank model using the observed 

reservoir water levels of the study reservoirs

Watershed
Parameter

a11 a12 h11 h12 b1 a2 h2 b2 a3 b3

Misan 0.080 0.414 27 110 0.301 0.471 16 0.148 0.011 0

Yonduk 0.080 0.287 11 110 0.146 0.500 63 0.065 0.005 0

Idong 0.139 0.377 19 101 0.100 0.134 3 0.150 0.002 0

Table 5.14. Calibrated parameters of the 3-Tank model using the observed 

reservoir water levels of the study reservo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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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저수지 상류 유입량의 경우 보정 및 검정 기간에 대해 I-3-Tank 

모형과 3-Tank 모형은 고유량 및 저유량 구간, 그리고 유황곡선 일치정

도에서 다른 모형에 비해 우수하게 나타났다 (Table 5.15∼5.16, Fig. 

5.16∼5.21). DAWAST 모형은 I-3-Tank와 3-Tank 모형과 같이 Tank

의 수가 3단의 형태로 구조가 유사하나 초과확률 약 90% 이상의 구간에

서 유출량이 과소모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분석과 같이 유역 

면적에 관련된 추정식을 이용하여 추정된 중간 및 기저유출과 관련된 매

개변수인 과  값이 해당 구간에서 유역 특성과 맞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TPHM 모형은 3-Tank 모형에 비해   와  지표에 대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저유량 및 유황곡선의 모의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유역 증발산량은 TPHM, I-3-Tank, 

3-Tank 모형의 경우 약 505∼520 mm의 범위로 나타났고, DAWAST 모

형은 약 565 mm로 다른 모형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TPHM, I-3-Tank, 

3-Tank 모형의 유출률은 보정과 검정 기간 각각 58%와 60%로 유사하게 

나타났고, DAWAST 모형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Table 5.17). 

용덕저수지의 상류유역 면적은 1,230 ha, 유효저수량은 94×104 m3로 미

산저수지가 상류유역 면적 420 ha, 유효저수량 170×104 m3 인 점을 고려

하면 유역면적 대비 유효저수량은 상당히 작다. 이에 따라 용덕저수지에서

는 약 10 mm 이하의 유입량 자료들만 수위 상승 구간에 대해서 확보가 가

능했다. 확보된 유입량 자료를 이용한 매개변수 최적화 결과 TPHM 모형이 

고유량·저유량·유황곡선의 일치정도에서 다른 모형에 비해 우수하게 나타났

다 (Table 5.15∼5.16, Fig. 5.22∼5.27). DAWAST·I-3-Tank·3-Tank 

모형의 매개변수를 살펴보면 최상단 Tank에서의 지표유출을 최소화하고 2

단 또는 3단 Tank로 침투되어 유출이 이루어지도록 보정이 이루어졌는데 

(Table 5.11∼14), 이는 확보된 유입량 자료가 10 mm 이하여서 최상단 

Tank의 매개변수를 보정하기 위한 자료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 연평균 증발산량은 DAWAST, I-3-Tank, 3-Tank 모형의 경우 580∼

595 mm로 나타났고, TPHM은 보정과 검정기간에서 각각 566 mm와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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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Table 5.18). 

이동저수지 상류 유입량의 경우 저수지 수위의 결측구간이 적었고, 9월

에 농업용수 공급 이후 내려간 수위가 만수위까지 올라가는 구간이 미산 

및 용덕 저수지에 비해 더 길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실측자료를 확

보할 수 있었다. 보정 및 검정 기간에 대해 I-3-Tank 모형과 3-Tank 모

형은 고유량 및 저유량 구간, 그리고 유황곡선 일치정도에서 다른 모형에 

비해 우수하게 나타났다 (Table 5.15∼5.16, Fig. 5.28∼5.33). DAWAST 

모형은 보정기간에서 전반적으로 모의 결과가 불량하게 나타났으며, 검정

기간에서 고유량 부분 모의 결과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TPHM 모형은 고

유량 부분 모의 결과는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초과확률 80% 이상의 구간

에서 과소모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모형의 연평균 증발산

량은 540∼565 mm의 범위를 보였으며, 유출률은 57∼59%의 범위로 나

타났다 (Table 5.19).

대상 저수지 상류유역에서의 유출 성분을 살펴보면 DAWAST 모형은 

I-3-Tank 모형과 3-Tank 모형에 비해 지하수 유출량이 상대적으로 크

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DAWAST 모형의 구조와 관계되

며 DAWAST 모형의 2단 Tank에서의 유출량은 2단 Tank의 저류량에 따

라 산정되지 않고 최하단 Tank의 저류량이 LMAX 매개변수보다 크면 발

생하기 때문이다. 즉, 2단 Tank의 유출량이 증가되도록 매개변수가 증

가하면 최하단 Tank의 유출량 또한 증가하게 되는 구조이다.

미산, 용덕, 그리고 이동저수지 상류유역에 대한 최적 모형을 통계적·도

식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면 각각 3-Tank, TPHM, 그리고 3-Tank로 나

타났다. 특히 미산 및 용덕저수지의 경우 3-Tank 모형과 매개변수 추정 

회귀식을 이용하여 모의하는 경우에 비해 우수하게 나타났다. 이동저수지 

유역의 경우 매개변수 회귀식을 이용하는 경우 또한 유출량 모의 결과가 

우수하게 나타났으나 앞서 서술하였듯이 물수지 성분 중 증발산량이 매개

변수 최적화를 수행한 경우에 비해 약 110 mm 가량 낮게 나타났기 때문

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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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shed Model
RMSE

(mm)
 



(%)
   

Misan

(n: 574)

(2001-2009)

TPHM 4.60 0.72 28.5 0.57 0.22 0.97
DAWAST 4.86 0.57 38.3 0.52 -9.92 0.55

I-3-Tank 3.90 0.74 10.8 0.69 0.32 0.94
3-Tank 2.93 0.83 0.2 0.83 0.30 0.97

Yonduk

(n: 478)

(2001-2006)

TPHM 1.80 0.26 18.5 0.09 -1.94 0.90
DAWAST 1.76 0.23 27.6 0.13 -13.88 0.63

I-3-Tank 1.83 0.31 24.8 0.07 0.26 0.78
3-Tank 1.43 0.50 21.1 0.43 0.32 0.81

Idong

(n: 980)

(2001-2007)

TPHM 1.88 0.48 3.6 0.44 -12.27 0.75
DAWAST 2.63 0.09 16.6 -0.09 -16.53 0.68

I-3-Tank 1.58 0.63 -10.4 0.61 0.40 0.93
3-Tank 1.33 0.73 0.4 0.72 0.17 0.96

Table 5.15. Model performance evaluation measures on daily reservoir inflow of 

the upstream watersheds of the study reservoirs for the calibration period

Watershed Model
RMSE

(mm)
 



(%)
   

Misan

(n: 337)

(2010-2015)

TPHM 3.90 0.56 4.2 0.56 0.30 0.98
DAWAST 5.34 0.42 23.3 0.18 -9.33 0.49

I-3-Tank 4.78 0.64 -10.2 0.34 0.26 0.92
3-Tank 3.51 0.75 -19.4 0.65 0.25 0.97

Yonduk

(n: 322)

(2007-2015)

TPHM 1.73 0.45 24.2 0.42 -0.37 0.94
DAWAST 2.31 0.13 30.0 -0.04 -17.13 0.67

I-3-Tank 1.54 0.56 -17.9 0.54 -0.13 0.51
3-Tank 1.43 0.61 -14.6 0.60 0.04 0.67

Idong

(n: 1030)

(2008-2015)

TPHM 1.80 0.75 8.0 0.69 -29.80 0.63
DAWAST 1.76 0.74 8.1 0.70 -45.39 0.44

I-3-Tank 1.25 0.87 -18.4 0.85 0.33 0.93
3-Tank 1.23 0.89 -12.0 0.85 -0.15 0.95

Table 5.16. Model performance evaluation measures on daily reservoir inflow of 

the upstream watersheds of the study reservoirs for the valid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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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Model
Prec.

(mm)

Evapot.

(mm)

Yearly average streamflow
Runoff 

ratio
Total

(mm)

Direct runoff 

(mm)

Groundwater 

flow (mm)

Cal.

(2001-

2009)

TP 1,231 512 718 0.58
DA 1,231 566 664 263 401 0.54

I-3-T 1,231 519 711 525 186 0.58
3-T 1,231 519 712 447 265 0.58

Val.

(2010-

2015)

TP 1,271 510 758 0.60
DA 1,271 565 699 294 405 0.55

I-3-T 1,271 510 758 552 206 0.60
3-T 1,271 505 759 453 305 0.60

* Note: Prec. = yearly average precipitation; Evapot. = yearly average evapotranspiration;
Direct runoff = sum of runoff from 1st and 2nd Tank; Groundwater runoff = runoff from 3rd Tank

Table 5.17. Water balance components of the upstream watershed of the Misan reservoir

Period Model
Prec.

(mm)

Evapot.

(mm)

Yearly average streamflow
Runoff 

ratio
Total

(mm)

Direct runoff 

(mm)

Groundwater 

flow (mm)

Cal.

(2001-

2006)

TP 1,359 566 797 0.59
DA 1,359 589 769 438 331 0.57

I-3-T 1,359 589 766 471 296 0.56
3-T 1,359 594 772 443 329 0.57

Val.

(2007-

2015)

TP 1,323 555 762 0.58
DA 1,323 585 729 397 332 0.55

I-3-T 1,323 583 744 407 337 0.56
3-T 1,323 583 739 403 336 0.56

* Note: Prec. = yearly average precipitation; Evapot. = yearly average evapotranspiration;
Direct runoff = sum of runoff from 1st and 2nd Tank; Groundwater runoff = runoff from 3rd Tank

Table 5.18. Water balance components of the upstream watershed of the Yongduk reservoir

Period Model
Prec.

(mm)

Evapot.

(mm)

Yearly average streamflow
Runoff 

ratio
Total

(mm)

Direct runoff 

(mm)

Groundwater 

flow (mm)

Cal.

(2001-

2007)

TP 1,319 542 776 0.59
DA 1,319 561 756 397 359 0.57

I-3-T 1,319 550 747 618 129 0.57
Kim 1,319 563 734 600 134 0.56

Val.

(2008-

2015)

TP 1,315 541 771 0.59
DA 1,315 562 748 391 358 0.57

I-3-T 1,315 564 773 606 167 0.59
3-T 1,315 564 775 593 182 0.59

* Note: Prec. = yearly average precipitation; Evapot. = yearly average evapotranspiration;
Direct runoff = sum of runoff from 1st and 2nd Tank; Groundwater runoff = runoff from 3rd Tank

Table 5.19. Water balance components of the upstream watershed of the Idong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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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6. Scatter plots for daily reservoir inflow of the Misan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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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7. Flow duration curves for daily reservoir inflow of the Misan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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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8. Observed and simulated streamflow of the Misan watershed (TPHM)

Fig. 5.19. Observed and simulated streamflow of the Misan watershed (DAW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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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0. Observed and simulated streamflow of the Misan watershed (I-3-Tank)

Fig. 5.21. Observed and simulated streamflow of the Misan watershed (3-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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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2. Scatter plots for daily reservoir inflow of the Yongduk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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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3. Flow duration curves for daily reservoir inflow of the Yongduk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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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4. Observed and simulated streamflow of the Yongduk watershed (TPHM)

Fig. 5.25. Observed and simulated streamflow of the Yongduk watershed (DAW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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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6. Observed and simulated streamflow of the Yongduk watershed (I-3-Tank)

Fig. 5.27. Observed and simulated streamflow of the Yongduk watershed (3-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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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8. Scatter plots for daily reservoir inflow of the Idong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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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9. Flow duration curves for daily reservoir inflow of the Idong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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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0. Observed and simulated streamflow of the Idong watershed (TPHM)

Fig. 5.31. Observed and simulated streamflow of the Idong watershed (DAW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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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2. Observed and simulated streamflow of the Idong watershed (I-3-Tank)

Fig. 5.33. Observed and simulated streamflow of the Idong watershed (3-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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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저수지 하류 하천유량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 하류 하천유량을 추정하기 위해서 하류유역을 저

수지, 관개지구, 그리고 배후 유역으로 구분하고, 저수지 방류량, 관개지구 

배수량, 그리고 배후유역의 유출량을 모의 후 각 요소를 합하여 하천 유량

을 모의하고자 한다.

5.4.1. 저수지 물수지 분석

저수지 물수지 요소 중 유출 성분을 추정하기 위하여 저수지 수위의 실

측치와 모의치를 유사하도록 농업용수 공급량 매개변수를 조정하였다. 저

수지 유입량은 앞선 5.3 절에서 선정된 최적 모형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농업용수 공급량 모의는 물꼬높이, 최소담수심 매개변수 경우 선행연구의 

관측치를 이용하였으며 (Kang et al., 2006; 유승환, 2009; Lee et al., 

2016), 침투량은 농어촌연구원 (2012)에서 관측한 자료를 이용하고, 관

개효율 매개변수만 연별로 조정하였다. 관개효율 매개변수는 각 저수지의 

수위 실측치와 모의치가 유사하도록 연별로 조정하였다. Fig. 5.34~5.36

은 실측치와 모의치를 시계열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고, Table 5.20은 

통계적 지표 산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5.21~5.23은 각 저수지에 

대해 연별로 조정된 관개효율 매개변수를 나타내고 있다.

Reservoir
Statistical terms

RMSE (×104 m3)   

Yongduk 13.6 0.69 0.57

Misan 10.8 0.88 0.87

Idong 179.9 0.82 0.82

Table 5.20. Simulation statistics on daily reservoir water storage of the three reservoirs

시계열 그래프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면 각 저수지의 모의 수위가 실측 수위

의 경향을 잘 반영하여 모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Fig. 5.3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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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지표도 용덕, 미산, 그리고 이동 저수지의   및 는 각각 0.69 

및 0.57, 0.88 및 0.87, 그리고 0.82 및 0.8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Year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Irrigation 

efficiency

(%)

93 70 70 85 90 60 88 80* 80* 80* 52 83 80* 93 93

* The average of other years was applied

Table 5.21. Yearly calibrated irrigation efficiency for the Yongduk reservoir

Fig. 5.34. Comparison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water storage of the 

Yongduk reservoir (200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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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Irrigation 

efficiency 

(%)

77 50 67 68 72 88 83 77* 93 93 40 85 80 90 93

* The average of other years was applied

Table 5.22. Yearly calibrated irrigation efficiency for the Misan reservoir

Fig. 5.35. Comparison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water storage of the Misan 

reservoir (200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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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Irrigation 

efficiency 

(%)

62 75 43 56 49 45 45 52 56 48 38 57 50 55 63

Table 5.23. Yearly calibrated irrigation efficiency for the Idong reservoir

Fig. 5.36. Comparison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water storage of the Idong 

reservoir (2001∼2015)

이동저수지의 간선수로의 시점부에서는 초음파 수위계가 설치되어 농

업용수 공급량을 연속 측정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추정된 모의 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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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었다 (Table 5.24, Fig. 5.37). 

Fig. 5.37. Comparison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agricultural water supply 

of the Idong reservoir (2001∼2013)

통계적 지표는 의 경우 -5.8%, 의 경우 순별 0.62 및 월별 

0.78로 Moriasi et al. (2015)에 기준에 따라 ‘Satisfactory’로 나타났다 

(Table 5.24). 시계열 그래프를 통해서도 모의 결과는 실측치의 경향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고 (Fig. 5.37), 산포도 분석 결과 또한 추세선의 

기울기가 순별 및 월별 각각 0.88 및 0.8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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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tes and McCabe, 1999),   또한 순별 및 월별 각각 0.68과 0.80

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Fig. 5.37). 이상의 결과와 같이 필요수량과 관개

효율을 기반으로 추정된 농업용수 공급량이 실제 공급량의 경향을 잘 반

영하여 모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Time
Prec.

(mm)

Obs.

supply

(mm)

Sim.

supply

(mm)


(%)

RMSE (mm) 

10-days Monthly 10-days Monthly

2001 876 1,661 1,567 

-5.8 40.4 71.0 0.62 0.78

2002 1,058 1,315 1,328

2003 1,334 1,527 1,528 
2004 1,048 1,671 1,679 

2005 1,260 1,476 1,478 

2006 1,193 1,815 2,001 
2007 1,079 1,259 1,701 

2008 1,193 1,475 1,509 
2009 1,296 1,697 1,700 

2010 1,231 1,438 1,471 

2011 1,794 1,549 2,044 
2012 1,482 1,404 1,420 

2013 1,015 1,598 1,609 

Table 5.24. Simulation statistics of agricultural water supply using the calibrated 

parameters of the Idong main canal

용덕, 미산, 이동 저수지에 대한 물수지 요소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Fig. 5.38에 월단위로 정리하였고, Table 5.25에 연평균으로 정리하였다.

평균적으로 유입성분의 93∼98%가 상류유역으로부터의 저수지 유입량

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25). 월단위로 평가하면 7월∼9월에 많은 

양이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38). 저수지 유입성분 중 강우

의 연평균 값은 27∼380 104 m3의 범위로 저수지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데, 이는 저수지마다 표면적의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유출 성분 중 농업용수 공급량은 23∼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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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수지별로 공급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상류유

역의 면적과 관개면적의 비가 저수지별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선행연구에서는 Jang et al. (2011)이 15%로 보고하고 있으며, 본 

연구보다 작게 나타난다. 이는 Jang et al. (2011)의 대상 저수지는 

8.3×107 m3으로 규모가 상당히 크고, 농업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로도 이용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증발량의 비율은 1∼3%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낮은 값은 저수지 상류

유역 면적에 비해 저수지 표면적이 굉장히 작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의 

특정지역의 경우 수자원 관리에서 있어 저수지 증발량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나 (Tanny et al., 2008; Lowe et al. 2009), 본 연구 대상 

저수지의 경우 증발에 의한 손실은 무시할만한 요소로 사료된다. 

Res.

Inflow components Outflow components Balance

Rain. Inf. TOT Evap. Sup. Emerg. Prins. TOT
(×104 m3)

(×104 m3) (×104 m3) (×104 m3) (×104 m3) (×104 m3) (×104 m3) (×104 m3) (×104 m3)

Yong

-duk

27 963 990 13 242 734 - 990 0

2% 98% 1% 23% 76% 　

Misan
23 321 343 11 180 158 - 349 -6

7% 93% 3% 52% 45% 　

Idong
380 7,113 7,493 187 2,927 581 3,808 7,501 -8

5% 95% 2% 39% 8% 51% 　

* Note: Res. = reservoir; Emerg. = emergency spillway release; Evap. = 

evaporation; Inf. = reservoir inflow; Prins. = principal spillway release; Rain 

= rainfall; Sup. = agricultrual water supply; TOT = total.

Table 5.25. Summary of yearly average inflow and outflow from the water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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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8. Water balance simulation results for the three reservoirs: (a) 

Yongduk reservoir; (b) Misan reservoir; (c) Idong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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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모형의 보정 및 검정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 방류량과 관개지구 지표배수량, 그리고 배후유역

의 하천유량을 모의하여 저수지 하류의 총 하천유량을 추정하였다. 저수지 

방류량은 앞서 저수지 물수지 분석을 통한 결과를 이용하였고, 관개지구 

지표배수량은 논의 물수지와 배분관리용수율을 통해 산정하였다. 배후유

역에서 유입되는 하천유량은 4개의 집중형 수문 모형을 이용하여 모의 후 

저수지 방류량과 관개지구 지표배수량을 합산하여 총 하천유량을 보정 및 

검정하였다.

보정 및 검정기간은 덕성 지점의 경우 각각 2005∼2007년과 2003∼

2004년, 재인 지점의 경우 2003∼2004년과 2005∼2006년, 그리고 진위 

지점의 경우 2013∼2015년과 2011∼2012년으로 설정하였다. Table 

5.26∼5.29는 덕성, 재인, 진위 지점에 대해 4개 모형의 보정된 매개변수

를 보여주고 있다.

3개 관측 지점에 대한 4개 모형의 보정 및 검정 결과는 모든 경우 

에 대해 Moriasi et al. (2015)의 평가 기준에 따라 ‘Satisfactory’를 충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에 대해서는 DAWAST 모형의 진위지점 검

정기간을 제외하면 모두 만족하였다 (Table 5.30∼5.31). 저유량 및 유황

곡선 일치 정도에서도 DAWAST 모형의 덕성 지점 결과를 제외하면 모두 

비교적 우수하게 나타났다 (Table 5.30∼5.31, Fig. 5.39∼5.56).

유출률을 살펴보면 덕성 지점에서는 보정 및 검정기간에 대해 

DAWAST, I-3-Tank, 3-Tank 모형은 60∼61%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연평균 유역 증발산량도 유사하였다. TPHM 모형은 덕성지점에서 다른 모

형에 비해 유출량이 다소 크게 나타났고, 이에 따라 유역 증발산량도 낮게 

나타났다 (Table 5.32). 재인 지점의 유출률은 보정과 검정기간에서 각각 

58∼69%와 60∼61%로 4개 모형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연평규 유역 증

발산량도 약 545∼565 mm의 범위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Table 5.33). 

진위 지점의 유출률은 TPHM과 I-3-Tank 모형의 경우 보정과 검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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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49%와 72%로 유사하게 나타났고, 연평균 유역 증발산량도 505∼

518 mm로 유사하였다 (Table 5.34). DAWAST와 3-Tank는 연평균 증

발산량이 545∼575mm의 범위로 앞선 두 모형에 비해 크게 나타났고, 이

에 따라 유출율은 더 낮게 나타났다. 진위지점의 보정과 검정기간에서 유

출률의 큰 차이가 나타나는 점은 보정 기간의 연평균 강우량은 991 mm로 

작기 때문에 직접유출 되는 수량이 적었고, 검정기간의 경우 1,891 mm로 

그 수량이 많아 직접유출 되는 수량이 많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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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shed
Parameter

 

Duksung 10.0 579

Jaein 10.0 547

Jinwi 1.6 627

Table 5.26. Calibrated parameters of the TPHM model for the study watersheds

Watershed
Parameter

   

Duksung 238 10 169 0.350

Jaein 278 11 100 0.051

Jinwi 295 11 100 0.010

Table 5.27. Calibrated parameters of the DAWAST model for the study watersheds

Watershed
Parameter

      

Duksung 198 59 0.450 0.012 36 0.026 0.654

Jaein 173 48 0.265 0.010 65 0.097 0.705

Jinwi 102 151 0.426 0.019 35 0.192 0.619

Table 5.28. Calibrated parameters of the I-3-Tank model for the study watersheds

Watershed
Parameter

a11 a12 h11 h12 b1 a2 h2 b2 a3 b3

Duksung 0.341 0.482 18 108 0.175 0.497 43 0.010 0.004 0

Jaein 0.232 0.495 42 100 0.272 0.500 43 0.010 0.020 0

Jinwi 0.156 0.472 5 57 0.373 0.421 73 0.010 0.030 0

Table 5.29. Calibrated parameters of the 3-Tank model for the study watersh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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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shed Model
RMSE

(mm)
 



(%)
   

Duksung

(n: 917)

(2005-2007)

TPHM 5.17 0.75 11.7 0.71 0.26 0.91

DAWAST 4.12 0.82 9.7 0.81 -4.39 0.80
I-3-Tank 3.52 0.87 9.5 0.86 0.53 0.98

3-Tank 3.84 0.86 9.8 0.84 0.57 0.98

Jaein

(n: 588)

(2003-2004)

TPHM 3.18 0.74 14.9 0.71 0.34 0.96

DAWAST 3.63 0.63 14.7 0.62 0.25 0.98
I-3-Tank 3.12 0.73 14.4 0.72 0.39 0.91

3-Tank 3.13 0.72 12.9 0.72 0.38 0.89

Jinwi

(n: 921)

(2013-2015)

TPHM 1.84 0.74 -0.3 0.71 -0.21 0.91

DAWAST 1.87 0.71 15.6 0.70 -0.19 0.86
I-3-Tank 1.68 0.76 0.1 0.76 0.12 0.96

3-Tank 1.56 0.81 9.6 0.79 0.12 0.95

Table 5.30. Model performance evaluation measures on daily streamflow of the 

study watersheds for the calibration period

Watershed Model
RMSE

(mm)
 



(%)
   

Duksung

(n: 627)

(2003-2004)

TPHM 3.68 0.57 -3.7 0.56 0.20 0.88
DAWAST 3.66 0.59 -5.2 0.57 -2.45 0.75

I-3-Tank 3.68 0.57 -5.7 0.56 0.07 0.89
3-Tank 3.54 0.60 -4.4 0.60 0.20 0.91

Jaein

(n: 439)

(2005-2006)

TPHM 8.13 0.80 14.1 0.73 0.26 0.98
DAWAST 6.24 0.88 14.8 0.84 0.20 0.94

I-3-Tank 5.98 0.90 14.0 0.85 0.38 0.95
3-Tank 6.84 0.86 12.1 0.81 0.41 0.97

Jinwi

(n: 655)

(2011-2012)

TPHM 5.60 0.80 5.2 0.79 0.48 0.96
DAWAST 7.11 0.69 9.9 0.66 0.62 0.96

I-3-Tank 6.17 0.75 4.8 0.75 0.54 0.99
3-Tank 5.70 0.78 8.2 0.78 0.66 0.99

Table 5.31. Model performance evaluation measures on daily streamflow of the 

study watersheds for the valid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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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Model

Yearly
average

prec.
(mm)

Yearly
average
evapot.
(mm)

Streamflow (cms)

Runoff 
ratioTotal

Reservoir 
release

Downstream of reservoir

Surface 
drainage

Runoff
sub-total

Direct
runoff

Groundwater
runoff

Cal.

(2005-2007)

TPHM 1,382 515 1.09 0.25 0.06 0.78 0.63

DAWAST 1,382 543 1.05 0.25 0.06 0.74 0.50 0.24 0.61

I-3-Tank 1,382 537 1.05 0.25 0.06 0.74 0.61 0.13 0.60

3-Tank 1,382 543 1.05 0.25 0.06 0.74 0.60 0.14 0.60

Val.

(2003-2004)

TPHM 1,429 534 1.12 0.27 0.05 0.80 0.62

DAWAST 1,429 561 1.09 0.27 0.05 0.78 0.51 0.27 0.61

I-3-Tank 1,429 562 1.10 0.27 0.05 0.78 0.64 0.14 0.61

3-Tank 1,429 558 1.09 0.27 0.05 0.77 0.62 0.15 0.61

* Note: Surface drainage = surface drainage from irrigation districts; Runoff sub-total = direct runoff + Groundwater 

runoff; Direct runoff = sum of runoff from 1st and 2nd Tank; Groundwater runoff = runoff from 3rd Tank

Table 5.32. Water balance components of the Duksung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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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Model

Yearly
average

prec.
(mm)

Yearly
average
evapot.
(mm)

Streamflow (cms)

Runoff 
ratioTotal

Reservoir 
release

Downstream of reservoir

Surface 
drainage

Runoff
sub-total

Direct
runoff

Groundwater
runoff

Cal.

(2003-2004)

TPHM 1,363 560 0.40 0.06 0.04 0.30 0.58

DAWAST 1,363 559 0.40 0.06 0.04 0.30 0.16 0.14 0.58

I-3-Tank 1,363 547 0.41 0.06 0.04 0.30 0.19 0.11 0.59

3-Tank 1,363 551 0.41 0.06 0.04 0.31 0.22 0.09 0.59

Val.

(2005-2006)

TPHM 1,384 565 0.42 0.07 0.04 0.31 0.60

DAWAST 1,384 566 0.42 0.07 0.04 0.31 0.19 0.12 0.60

I-3-Tank 1,384 547 0.43 0.07 0.04 0.31 0.21 0.11 0.61

3-Tank 1,384 546 0.43 0.07 0.04 0.31 0.22 0.09 0.61

* Note: Surface drainage = surface drainage from irrigation districts; Runoff sub-total = direct runoff + Groundwater 

runoff; Direct runoff = sum of runoff from 1st and 2nd Tank; Groundwater runoff = runoff from 3rd Tank

Table 5.33. Water balance components of the Jaein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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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Model

Yearly
average

prec.
(mm)

Yearly
average
evapot.
(mm)

Streamflow (cms)

Runoff 
ratioTotal

Reservoir 
release

Downstream of reservoir

Surface 
drainage

Runoff
sub-total

Direct
runoff

Groundwater
runoff

Cal.

(2013-2015)

TPHM 991 505 3.19 0.63 0.32 2.24 0.49

DAWAST 991 577 2.75 0.63 0.32 1.80 0.78 1.02 0.42

I-3-Tank 991 508 3.17 0.63 0.32 2.22 1.32 0.90 0.49

3-Tank 991 550 2.90 0.63 0.32 1.95 1.08 0.88 0.45

Val.

(2011-2012)

TPHM 1,891 518 8.92 3.09 0.64 5.18 0.72

DAWAST 1,891 561 8.48 3.09 0.64 4.75 3.67 1.08 0.69

I-3-Tank 1,891 511 8.95 3.09 0.64 5.21 4.29 0.92 0.72

3-Tank 1,891 545 8.63 3.09 0.64 4.89 4.03 0.86 0.70

* Note: Surface drainage = surface drainage from irrigation districts; Runoff sub-total = direct runoff + Groundwater 

runoff; Direct runoff = sum of runoff from 1st and 2nd Tank; Groundwater runoff = runoff from 3rd Tank

Table 5.34. Water balance components of the Jinwi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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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9. Scatter plots for daily streamflow of the Duksung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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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0. Flow duration curves for daily streamflow of the Duksung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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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1. Observed and simulated streamflow of the Duksung watershed (TPHM)

Fig. 5.42. Observed and simulated streamflow of the Duksung watershed (DAW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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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3. Observed and simulated streamflow of the Duksung watershed (I-3-Tank)

Fig. 5.44. Observed and simulated streamflow of the Duksung watershed (3-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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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5. Scatter plots for daily streamflow of the Jaein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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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6. Flow duration curves for daily streamflow of the Jaein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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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7. Observed and simulated streamflow of the Duksung watershed (TPHM)

Fig. 5.48. Observed and simulated streamflow of the Duksung watershed (DAW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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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9. Observed and simulated streamflow of the Duksung watershed (I-3-Tank)

Fig. 5.50. Observed and simulated streamflow of the Duksung watershed (3-Tank)



- 152 -

Fig. 5.51. Scatter plots for daily streamflow of the Jinwi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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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2. Flow duration curves for daily streamflow of the Jinwi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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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3. Observed and simulated streamflow of the Jinwi watershed (TPHM)

Fig. 5.54. Observed and simulated streamflow of the Jinwi watershed (DAW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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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5. Observed and simulated streamflow of the Jinwi watershed (I-3-Tank)

Fig. 5.56. Observed and simulated streamflow of the Jinwi watershed (3-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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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농업유역 물수지 분석

가. 물수지

본 연구에서는 용덕, 미산, 이동 저수지의 유입량을 보정한 모형과 덕

성, 재인, 진위 지점에서 보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이동저수지 유역의 전제

적인 물수지를 2001~2015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Fig. 5.57과 같다.

용덕저수지를 기준으로 상류에서 144.4×104 m3가 유입되어 물넘이를 

통해 110.1×104 m3가 방류되었으며, 농업용수를 위해 36.4×104 m3가 공

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덕저수지의 관개지구에서는 25.2×104 m3가 

배수되었고, 39.7 ×104 m3가 침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덕성 지점의 총 

하천유량은 477.0×104 m3로 나타났고, 저수지 방류량과 관개지구 지표배

수량이 각각 약 23%와 5%를 차지하였다.

미산저수지를 기준으로 상류에서 48.1×104 m3가 유입되어 물넘이를 

통해 23.7×104 m3가 방류되었으며, 농업용수를 위해 27.0×104 m3가 공

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산저수지의 관개지구에서는 21.2×104 m3가 

배수되었고, 27.8 ×104 m3가 침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인 지점의 총 

하천유량은 179.3×104 m3로 나타났고, 저수지 방류량와 관개지구 배수량

이 각각 약 13%와 12%를 차지하였다.

이동저수지를 기준으로 덕성 및 재인 지점의 하천 유량을 포함하여 상

류에서 1,067.0×104 m3가 유입되어 물넘이 및 수문을 통해 658.2×104

m3가 방류되었으며, 농업용수를 위해 439.0×104 m3가 공급되어 일부는 

은산양수장을 통해 유역 밖으로 흘러나갔다. 이동저수지의 관개지구에서

는 207.1×104 m3가 배수되었고, 169.5 ×104 m3가 침투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진위 지점의 총 하천유량은 2,270.5×104 m3로 나타났고, 저수지 방

류량와 관개지구 배수량이 각각 약 29%와 9%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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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7. Simulated water balance of the Jinwi watershed (200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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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역 저류량

유역의 지하수위 관측 자료는 유역 저류량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유역 

저류량의 모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동저수지 하류의 지하수위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Fig. 5.58은 실측 지하수위의 초기치가 유역 

저류량 모의 결과와 일치하도록 변화하여 도시한 결과이다. 유역 저류량 

모의 결과  는 0.5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모형이 유역 저류량의 

변화 양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5.58. Comparison of water storage at Idong downstream watershed

다. 관개회귀수량

이동저수지 하류 관개지구의 회귀수량 구성 요소를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35와 같다. 농업용수 공급량은 저수지 수위의 모의치와 

실측치가 유사하도록 관개효율을 연별로 조정하여 추정된 결과이며, 신속

회귀수량은 배수로 회귀수량과 배분관리용수량을 합하여 모의하였다. 지

연회귀수량은 Fig. 5.59와 같이 관개 및 비관개조건에 대한 지하수 유출 

성분의 변화를 비교하여 산정하였다. 

이동지구의 연별 관개회귀수량은 649∼1,446 mm의 범위로 나타났으

며, 농업용수 공급량의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별 농업용수 회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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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 44∼71%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범위인 32∼86% 범위에는 포함

되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적용하는 35%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 이

는 이동지구가 수량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신속회귀수량은 392∼1,196 mm (신속 회귀율 30∼59%)로 농업용수 

공급량에 따라 연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났으며, 총 회귀수량의 60∼83%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회귀수량은 166∼286 mm (지연 회귀율 11∼19%)의 범위에서 평

균 223 mm로 신속회귀수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차가 적게 나타났으며, 

관개 종료 후에도 계속적으로 지하수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Fig. 5.59). 관개를 하지 않는 경우의 지하수 유출량은 강우에 따라 

변화하나, 농업용수를 공급할 경우에는 강우량뿐만 아니라 공급량에 의한 

영향도 받게 된다 (임상준, 2000). 한편, 관개조건과 비관개조건을 고려하

여 지연회귀수량을 추정한 선행연구로는 임상준 (2000)과 Kim et al. 

(2009)이 있으며, 각각 230∼258 mm와 110∼155 mm로 본 연구의 범

위와 비교적 유사한 것으로 사료된다.

Year
Prec.

(mm)

Water

supply

(mm)

Irrigation return flow
Amount Ratio

Quick

(mm)

Delayed

(mm)

Total

(mm)

Quick

(%)

Delayed

(%)

Total

(%)
2001 876 1,567 520 166 686 33 11 44
2002 1,058 1,328 392 258 649 30 19 49
2003 1,334 1,528 821 183 1,004 54 12 66
2004 1,048 1,679 717 250 967 43 15 58
2005 1,260 1,478 716 218 935 48 15 63
2006 1,193 2,001 1,019 231 1,250 51 12 62
2007 1,079 1,701 898 214 1,112 53 13 65
2008 1,193 1,509 675 181 856 45 12 57
2009 1,296 1,700 698 286 984 41 17 58
2010 1,231 1,471 727 200 927 49 14 63
2011 1,794 2,044 1,196 251 1,446 59 12 71
2012 1,482 1,420 546 177 723 38 12 51
2013 1,015 1,609 758 253 1,011 47 16 63
2014 835 1,789 773 238 1,011 43 13 57
2015 466 1,706 555 236 791 33 14 46

* Note: Prec. = precipitation during April to September

Table 5.35. Estimated irrigation return flow components of the Idong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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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9. Comparison of groundwater flow between irrigation and non-irrigation 

condition of the Idong downstream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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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5에서와 같이 총 회귀율의 연별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하여 영

농기 강우량과 상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5.60과 같다. 전

반적으로 강우량이 감소함에 따라 회귀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는 농민의 물이용 효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et al. (2005)의 관측 결

과에서도 신속회귀율의 구성요소인 배분관리용수율은 11∼49%의 범위로 

연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며, 강우량이 적은 해의 경우 농민들이 농업용

수를 최대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어 배분관리용수량이 줄어들어 물이용 

효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Fig. 5.60. Relationship between precipitation and irrigation return flow of 

the Idong downstream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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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유역 내 저수지 및 관개지구의 유황 영향 분석

본 연구에서는 유역 내 저수지 및 관개지구가 유황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하여 이동 저수지 및 관개지구의 유무에 따른 비교 분석을 수행

하였다. Fig. 5.61은 저수지 및 관개지구 유무에 따른 진위지점의 하천유

황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유황곡선의 0∼25% 구간에서는 저수지를 고려한 경우 하천유량이 줄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동저수지에서 제한수위를 운영함에 따라 

일 최대 방류량이상을 방류하지 않은 효과와, 또한 농업용수 공급 이후 하

강한 수위에서 관리수위까지 수량을 저장함에 따라 유입되는 수량보다 방

류되는 수량이 줄어드는 효과 때문으로 사료된다. 60∼100% 구간에서도 

저수지 및 관개지구를 고려한 경우 하천유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개기 종료 후 내려간 저수지 수위가 만수위까지 유입량을 저장함

에 따라 하류의 유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Fig. 5.62

와 같이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면 강수량이 적은 해의 4∼6월의 하천유량

은 저수지 및 관개지구를 고려한 경우가 더 크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관개회귀수량에 따른 효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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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1. Flow duration curves for daily streamflow between with and without 

comparison of agricultural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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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2. Comparison of simulated streamflow between with and without  

agricultural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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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농업유역의 효율적인 물관리와 용수관리 의사결정에 활

용할 수 있도록 농업용 저수지 상·하류 수문 요소 해석 기법을 개발하였

고, 다중목적 최적화 기반 수문 모형의 자동 보정 기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연계한 모듈 기반의 농업유역 수문해석 시스템 MASA를 개발하여 

국토교통부 관측 32개 유역과 이동저수지 농업유역을 대상으로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MASA는 Simulink 기반으로 농업유역을 저수지의 상류유역과 하류유

역으로 구분하여 수문 요소를 해석할 수 있게 개발되었다. MASA는 

TPHM, DAWAST, I-3-Tank, 3-Tank 등 4개의 집중형 수문모형과 관

개지구 해석 모듈, 저수지 물수지 해석 모듈, 그리고 다중목적 최적화 모

듈이 연계되도록 구성하였다.

저수지 상류의 유입량은 저수위 실측 자료의 상승 구간에서 확보한 불

연속 유입량 자료를 다중목적 최적화 기법 기반으로 수문 모형의 매개변

수를 추정하여 장기 연속 자료로 변환하였다. 

저수지 하류의 하천유량은 저수지 방류량과 관개지구 배수량, 그리고 

관개지구를 제외한 배후유역의 유출량으로 구분하여 합산하여 산정하였

다. 저수지 방류량과 농업용수 공급량은 저수지 수위의 실측치와 모의치가 

유사하도록 관개효율 매개변수를 연별로 조정 후 추정하였다. 관개지구 지

표 배수량은 포장 배수량과 배분관리 용수량으로 구분하여 논의 물수지와 

배분관리용수율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배후유역의 유출량은 수문모형을 

이용하여 모의되도록 구성하였다. 여기서, 관개지구의 침투량은 수문모형

의 최하단으로 입력되어 지연회귀수량에 의한 지하수 유출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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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유량의 보정 및 검정은 다중목적 최적화 모듈을 이용하여 고유량·

저유량·총량·분산 관련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다양한 매개변수 후보군

을 도출하고, 여기에 사용자가 설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최적의 매개변수 

군이 선택되도록 구성하였다.

다중목적 최적화 모듈은 32개 유역을 대상으로 4개 수문 모형을 적용하

였는데, 고유량·저유량·총량·유황곡선의 유사정도가 전반적으로 실측치와 

잘 일치하도록 보정하고, 모형의 구조에 따른 비교를 수행하여 수문 해석

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형의 평가 결과 I-3-Tank와 3-Tank는 

전반적으로 결과가 양호하게 나타났고, DAWAST는 총량 및 고유량 모의

는 양호하나 저유량 모의에서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나타났다. 

TPHM 모형은 유역 특성에 따라 고유량·저유량·총량·유황곡선 일치정도에 

있어 어느 한 지표가 잘 맞지 않을 가능성이 나타났다. 

MASA를 이동저수지 유역에 적용한 결과, 저수지 상류의 유입량은 실측 

자료로부터 도출된 유입량 자료의 특성에 따라 최적 수문 모형은 달라질 수 

있으나, 기존의 HOMWRS 모형의 방식과 같이 매개변수 추정 회귀식을 이

용한 유입량 추정 방법보다 정확한 장기간 자료의 도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하류의 하천유량 모의 결과는 저수지 방류량, 관개지구 배수량, 그

리고 배후유역의 유출량 성분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모의 결과가 실측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통해 MASA는 하천유량 분석을 포함하

여 농업유역의 유역 저류량, 유역 증발산량, 관개회귀수량, 유황 등의 수문 

해석에 있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은 저수지 상·하류를 연계하여 복합적으로 수

문해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업유역의 효율적인 물관리와 용수관리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링 

기법은 국내 모니터링의 시스템의 발전과 더불어 빅데이터 기술과 연계하

여 유역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물순환 해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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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 집중형 수문 모형의 구성

Ⅰ.1. TPHM

Ⅰ.1.1. 유출량

TPHM의 유출량은 유역저류량에 계수를 곱하여 구하게 되는데, 이는 

일정한 값이 아니고 유역저류량의 크기에 따라 쌍곡선 탄젠트함수로 나타

나낼 수 있다. 유출량과 증발산량 계산을 위한 유역저류량은 전일의 저류

량에 현재시간에 강우량을 더한 값으로부터 구한다 (식 (Ⅰ.1)∼(Ⅰ.2)).

                       (Ⅰ.1)

  tanh 
∙    (Ⅰ.2)

여기서, 는 저류량 (mm),  는 강우량 (mm), 는 유출량 (mm), 

는 최대 유역 저류량 (mm),  저류 계수이다. 는 최대 유역 저

류량을 나타내지만, 유역 저류량은 강우의 크기에 의하여 보다 큰 값

이 될 수 있다. 는 저류계수로써 0에서 1사의 값을 갖는다.

Ⅰ.1.2. 유역 증발산량

유역 증발산량도 쌍곡선 탄젠트 함수를 이용하여 식 (Ⅰ.3)과 같이 산정한다. 

  tanh ∙      (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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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잠재증발산량 (mm), 은 유역증발산량을 산정하기 

위한 매개변수로 김현준 (2001)에 의하면 의 1/10정도의 값이 적절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Ⅰ.1.3. 유역 저류량

유역 저류량은 전일의 유역저류량에 현재 시간의 강우량을 더한 값에서 

현재 시간의 계산된 유출량과 증발산량을 감하여 산정한다 (식 (Ⅰ.4)).

 
          (Ⅰ.4)

Ⅰ.2.  DAWAST

Ⅰ.2.1. 지표면층

DAWAST 모형에서의 표면유출은 SCS (1972)의 Curve Number (CN) 

방법을 변형하여 모의한다. 여기서는, CN법의 최대저류능개념에서 불포화

층의 유효저류능  개념으로 변형하여, 최대저류능 ()과 유역토양

수분량의 차이로부터 식 (Ⅰ.5)∼(Ⅰ.6)과 같이 표면유출을 산정한다 (김

태철 등, 1991).

     for       (Ⅰ.5)

     
    for ( ≥  )     (Ⅰ.6a)

   for (   )     (Ⅰ.6b)

여기서,  는 일의 유효저류능 (mm), 는 불포화층 최대토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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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mm), 는 일의 불포화층 토양수분량 (mm), 는 지표유출

량 (mm), 는 강수량 (mm)이다.

Ⅰ.2.2. 불포화층

불포화층의 물수지는 식 (Ⅰ.7)과 같이 일별로 추정한다.

            (Ⅰ.7)

여기서, 는 일의 지표면층으로부터의 침투량 (mm), 는 일의 유역

증발산량 (mm), 는 일의 포화층으로 흘러나가는 침투량 (mm)이다.

는 식 (Ⅰ.8)과 같이 강우가 초기손실보다 작으면 전부 침투되고, 초

기손실보다 크면 강우에서 표면유출량을 뺀 양이 침투된다.

   for  ≤  (Ⅰ.8a)

    for    (Ⅰ.8b)

침투가 계속되어 불포화층의 토양수분상태가 유역토양의 포장용수량 

보다 크게 되면 중력에 의하여 하부 포화층으로 심층침투가 이루어지고, 

심층 침투량은 식 (Ⅰ.9)와 같이 전날의 불포화층의 토양수분량과 포장용

수량의 차에 의해 계산된다.

 ××

 for    and  (Ⅰ.9a)

  for   or≤ (Ⅰ.9b)

여기서, 는 일의 심층침투량 (mm), 는 포장용수량 (mm)이

며 단위는 mm이다. 단,    의 최댓값은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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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3. 포화층

포화층의 토양수분량은 식 (Ⅰ.10)과 같이 심층침투량과 기저유출변화

량을 고려하여 일별로 추정한다.

          (Ⅰ.10)

여기서, 는 일의 중간 유출량 (mm), 는 일의 포화층 기저유출

량 (mm), 는 일의 포화층 토양수분량 (mm)이다.

포화층의 최대수분량 이상의 심층침투량은 수평방향의 중간유출로 나타낸 

식 (Ⅰ.11)로부터 구하였으며 중간유출은 감수곡선계수 에 따라 결정된다.

    ×   for    (Ⅰ.11a)

   for  ≤         (Ⅰ.11b)

여기서, 는 포화층 최대수분량 (mm)이고, 는 중간유출 감수곡

선계수이다. 기저유출량은 식 (Ⅰ.12)와 같이 포화층 수분량과 기저유출 

감수곡선계수 에 따라 결정된다. 

    ×         (Ⅰ.12)

여기서, 는 기저유출 감수곡선계수이다. 감수곡선계수 , 는 유역 

규모와 월별 변화를 고려하여 안병기 등 (1991)이 제시한 값 Table Ⅰ.1

과 식 (Ⅰ.13)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 log (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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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유역면적 (), 는 감수곡선계수, 와 는 월별 상수이다.

Month
 

   

Jan 0.793 0.027 0.921 0.014

Feb 0.809 0.021 0.933 0.011
Mar 0.802 0.019 0.937 0.008

Apr 0.676 0.041 0.872 0.018

May 0.678 0.040 0.895 0.007
Jun 0.626 0.057 0.836 0.029

Jul 0.568 0.056 0.837 0.020
Aug 0.617 0.044 0.827 0.022

Sep 0.650 0.051 0.879 0.017
Oct 0.792 0.022 0.948 0.002

Nov 0.743 0.036 0.937 0.009

Dec 0.776 0.031 0.897 0.019

Table Ⅰ-1. Monthly recession constants based on watershed area (Ahn et al., 

1991)

Ⅰ.2.4. 총 유출량

총 유출량은 표면유출, 중간유출과 기저유출성분 합하여 산정한다 (식 

(Ⅰ.14)).

                 (Ⅰ.14)

Ⅰ.3. I-3-Tank 

Ⅰ.3.1. 차단량

강우 차단량이란 강우량 중에서 식물의 줄기나 잎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 중으로 증발되는 수량으로, 풍속, 습도 등의 기상인자나 강우특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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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종류에 따라 그 양이 달라지게 된다. 산림지는 수목이나 식생의 발달

이 왕성하기 때문에 강우 시 수목의 줄기나 잎에 의한 차단 손실량이 많이 

발생하는 데, 강우 발생초기에는 강우의 상당부분이 차단 등에 의해 공기 

중으로 손실되고, 강우 지속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그 양은 줄어든다 (임상

준, 2000).

본 연구에서는 강우 차단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임상준 (2000)에서와 

같이 강우와 엽면적 지수 (leaf area index, ) 등을 이용한 경험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식 (Ⅰ.15)∼(Ⅰ.19)).

I-3-Tank 모형은 수관 통과량 추정을 위해 회귀방정식을 이용하고 있

으며, 이는 식 (Ⅰ.15)∼(Ⅰ.17)과 같다 (임상준, 2000).  

Group 1:   ·     (Ⅰ.15)

Group 2:   ·   (Ⅰ.16)

Group 3a:   ·   (Ⅰ.17a)

Group 3b:    ·     (Ⅰ.17b)

여기서, 는 수관통과량 (throughfall, mm)으로 강우량중에서 식

목의 줄기나 잎을 통과하여 지면에 도달하는 량이며, 는 일 강우

량 (mm)이다. Group 1은 소나무 혹은 소나무 혼효림 (pine and mixed 

hardwood-pine)이며, Group 2는 가문비나무, 전나무, 솔송나무, 히말라

야시다 등과 같은 짧은 잎을 가지는 침엽수 (short-leafed conifers), 

Group 3은 혼효 활엽수 (mixed hardwoods)를 나타낸다.

식목의 잎이나 줄기에 의해 차단된 강우는 공기 중으로 증발되거나 일

부는 지면으로 다시 낙하하여 토양면으로 떨어진다. 이 때, 강우 차단량은 

아래와 같이 엽면적 지수와의 관계로부터 식 (Ⅰ.18)로부터 구할 수 있다 

(임상준, 2000).

    · for    (Ⅰ.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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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  ≤  (Ⅰ.18b)

여기서, 는 차단량 (mm)이며, 은 엽면적 지수에 따라 결정되는 비례

상수로 식 (Ⅰ.19)로부터 계산된다. 

 


for  ≤  (Ⅰ.19a)

   for    (Ⅰ.19b)

차단량은 최대 차단저류량 (mm)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수량은 1단 저

류 Tank로 하강하도록 구성하였다. 수목에 의한 차단된 강우량은 공기 중

으로 증발되게 되므로 차단량은 증발을 위한 저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강

우 시 증발량이 차단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단량 중의 일부가 공기 중으

로 증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증발량이 차단량보다 클 경우에는 토양

중의 수분이 증발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Ⅰ.3.2. 유역증발산량

I-3-Tank 모형의 일  Tank의 증발산량은 식 (Ⅰ.20)과 같이 일 유

역실제증발산량 중 상부 Tank의 증발산량을 제외한 값이다.

     
  



  for      (Ⅰ.20a)

     for   ≥   (Ⅰ.20b)

여기서,  는 일의 유역실제증발산량, 
  



 항은  Tank의 상부 

 Tank에서 발생한 증발산량 합,  는  Tank의 저류량으로 각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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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량, 1단 저류량 (), 2단 저류량 (), 그리고 3단 저류량 

()이다. 은  Tank의 상부 Tank의 수이다.

Ⅰ.3.3. 지표 유출

강우시에는 지표면의 침투로 인하여 경사면 중에서 포화되는 토층의 비

율은 1단 저류 Tank로부터 계산된다. 1단 저류 Tank는 비선형으로 구성

되어 강우에 의해 저류수심이 증가하면 포화토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

가하여 지표유출이 증가하게 된다.

포화토층의 비율 ()는 강우량 중에서 지표 유출로 유출되는 비

율을 나타내는 매개변수로 식 (Ⅰ.21)∼(Ⅰ.22)와 같이 1단 Tank의 저류

수심에 따라 계산되어진다.

     (Ⅰ.21)

 for ≥ (Ⅰ.22a)




for ≥·   (Ⅰ.22b)

 for · (Ⅰ.22c) 

여기서, 는 최대 포화토층 (mm)을 나타내는 매개변수이며, 

는 1단 Tank의 저류수심(mm)를 의미한다.

지표 유출량은 식 (I.22)에 의해 구해진 포화토층의 비율 ()로

부터 계산된다. 즉, 강우량 중에서 포화토층의 비율에 해당하는 량이 지표 

유출의 형태로 유출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 식 (Ⅰ.23)과 같다.

  ×       (Ⅰ.23)

여기서, 는 지표유출량 (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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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저류 Tank로부터 2단 저류 Tank로 침투가 발생하는 데, 이때 침투

량은 최대 침투가능량 및 저류수심으로부터 구하여진다 (식 (Ⅰ.24)).

  ×





for  ≤ ·   (Ⅰ.24a)

   for ≥ · (Ⅰ.24b)

여기서, 는 일의 침투량 (mm)이며, 는 최대 일 침투량 

(mm)을 나타낸다.

한편, 1단 Tank의 저류수심 는 수관통관량, 지표유출량, 침투량 등

으로부터 물수지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식 (Ⅰ.25)).

 
        (Ⅰ.25)

Ⅰ.3.4. 중간 유출

산지 유역의 중간 유출은 2단 저류 Tank의 저류수심으로부터 계산되어

진다 (식 (Ⅰ.26)∼(Ⅰ.28)).

     (Ⅰ.26)

  ·    (Ⅰ.27)

  ·                 (Ⅰ.28)

여기서, 는 중간 유출량 (mm), 는 지하수 침투량 

(mm), 는 2단 저류 Tank의 저류 수심(mm)이며,  (mm) 및 , 

는 모형의 매개변수이다.

한편, 2단 Tank의 저류수심 는 전날 저류수심과 중간 유출량,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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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침투량 등으로부터 물수지방정식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식 (Ⅰ.29)).

 
       (Ⅰ.29)

Ⅰ.3.5. 지하수 유출

지하수 유출량은 최하단 Tank의 저류수심으로부터 식 (Ⅰ.30)∼

(Ⅰ.31)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Ⅰ.30)

   
   (Ⅰ.31)

여기서, 는 지하수 유출량 (mm)이며, , 는 유역에 따른 매개

변수로 유역면적이나 경사 등의 지형적인 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는 지하수위 (mm)를 나타내며 식 (Ⅰ.32)에 의해 계산된다.

 
     (Ⅰ.32)

Ⅰ.3.6. 총 유출량

총 유출량은 지표유출, 중간 유출과 지하수 유출성분 합하여 산정한다 (식 

(Ⅰ.33)).

             (Ⅰ.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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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4. 3-Tank 

Ⅰ.4.1. 저류량

각 단에서의 저류량 ()은 단위시간 에 따른 저류수심으로 식 

(Ⅰ.34)와 같이 계산한다.

                    for    (Ⅰ.34a)

                     for    (Ⅰ.34b)

여기서, 는 Tank의 순서, 는 시간 (day), 는 번째 Tank의 저류수

심 (mm),  는 일의 강우량,  는 일의  Tank의 지하침투량 (mm), 

 는 일  Tank의 증발산량 (mm)이다.

Ⅰ.4.2. 유출량

Tank 모형에 의한 유역의 유출량은 일별 강우량으로부터 식 (Ⅰ.35)에 

의하여 계산된다.

       
  




  



    (Ⅰ.35)

여기서, 는 유출공의 순서, 는 Tank의 수, 는 각 Tank의 유출공 수, 

는 일의 총유출량 (mm), 는 첫 번째 Tank의 하단 유출공으로부터

의 유출량 (mm), 는 첫 번째 Tank의 상단 유출공으로부터의 유출량 

(mm), 는 두 번째 Tank의 유출공으로부터의 유출량 (mm), 는 세 번

째 Tank의 유출공으로부터의 유출량 (mm),, 는 번째 Tank의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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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공의 높이 (mm), 는 번째 Tank의 번째 유출공의 계수이다.

Ⅰ.4.3. 유역증발산량

유역증발산량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3-Tank 모형의 총 저류량을 입

력자료로 하여 식 (Ⅰ.36)로부터 산정하였다. 3-Tank 모형의 일  Tank

의 증발산량은 식 (Ⅰ.36)과 같이 일 유역 실제증발산량 중 상부 Tank의 

증발산량을 제외한 값이다.

     
  



  for      (Ⅰ.36a)

     for   ≥   (Ⅰ.36b)

여기서,  는 일의 유역실제증발산량, 
  



 항은  Tank의 상부 

 Tank에서 발생한 증발산량 합, 은  Tank의 상부 Tank의 수이다.

Ⅰ.4.4. 지하침투량

 는 일  Tank의 지하침투량 (mm)으로 산정방법은 식 (Ⅰ.37)과 같다.

     × (Ⅰ.37)

여기서, 는 번째 Tank의 침투계수 (무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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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토교통부 유역 통계적 지표 산정 결과

Watershed   


(%)


Jeongseonje1gyo 0.74 0.73 0.21 -24.7 0.86
Seokhwa 0.53 0.51 0.27 -4.9 0.88

Hyangseok 0.60 0.59 0.01 10.8 0.94
DalCheon 0.79 0.79 -1.30 -8.8 0.90

Munmakgyo 0.79 0.74 0.23 -6.2 0.91
Bangokgyo 0.83 0.77 0.56 28.5 0.93
Yonggok 0.38 0.34 -0.27 -6.7 0.59

Wolpo 0.62 0.61 0.59 -18.9 0.89
Docheon 0.78 0.74 0.37 -12.6 0.87

NaeLinCheon 0.84 0.84 0.43 -3.8 0.98
Geumho 0.27 0.27 -0.04 -19.8 0.77

Pyeongchanggyo 0.68 0.64 0.22 0.0 0.91
SoCheon 0.64 0.63 0.47 -18.0 0.91
Ma-reuk 0.19 0.18 -0.07 1.8 0.94
Hoedeok 0.72 0.72 -0.83 -8.9 0.84
Seon-am 0.38 0.37 -0.12 -8.1 0.84

Jucheongyo 0.79 0.78 0.22 -9.2 0.94
WeonTong 0.60 0.59 0.01 10.8 0.94
Wonbugyo 0.68 0.67 0.35 -24.9 0.85

CheongSeong 0.77 0.76 0.26 -34.4 0.76
Songdong 0.40 0.37 0.08 0.2 0.83
BuAnDam 0.82 0.81 0.21 -27.1 0.85

Osu 0.54 0.51 0.26 -18.2 0.79
ChangChon 0.81 0.81 0.02 -1.1 0.89

Heukcheongyo 0.75 0.70 0.20 -21.5 0.83
Yuseong 0.29 0.28 0.48 -3.7 0.84

GeoChang1 0.55 0.51 0.35 -14.1 0.79
Jodong 0.26 0.22 -0.23 0.0 0.60

Jingwangyo 0.79 0.79 -0.48 2.6 0.94
Cheongju 0.34 0.30 -0.48 -5.0 0.96

JiSan 0.84 0.83 -0.06 -34.5 0.80

Soto 0.41 0.41 0.62 -4.1 0.95

Table Ⅱ-1. Model performance evaluation measures on daily streamflow of 

the TPHM for the calibr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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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shed   


(%)


Jeongseonje1gyo 0.76 0.76 0.23 -2.2 0.96
Seokhwa 0.55 0.52 0.25 -3.2 0.90

Hyangseok 0.83 0.83 0.43 -8.6 0.93
DalCheon 0.70 0.69 -2.65 -7.9 0.91

Munmakgyo 0.74 0.74 0.30 1.7 0.96
Bangokgyo 0.84 0.83 0.16 -4.8 0.81
Yonggok 0.49 0.44 -0.45 3.4 0.56

Wolpo 0.78 0.78 0.29 -21.9 0.89
Docheon 0.59 0.59 0.32 -13.7 0.88

NaeLinCheon 0.79 0.78 0.24 3.6 0.97
Geumho 0.46 0.45 -1.90 -13.3 0.79

Pyeongchanggyo 0.69 0.68 0.51 -18.9 0.89
SoCheon 0.72 0.71 0.11 -27.2 0.85
Ma-reuk 0.41 0.40 0.26 3.4 0.92
Hoedeok 0.70 0.69 0.02 -26.6 0.79
Seon-am 0.63 0.59 0.18 -6.0 0.84

Jucheongyo 0.85 0.85 0.07 -6.6 0.95
WeonTong 0.83 0.83 0.43 -8.6 0.93
Wonbugyo 0.53 0.52 -0.13 -24.5 0.68

CheongSeong 0.67 0.63 0.43 -8.2 0.83
Songdong 0.48 0.45 0.00 -22.3 0.63
BuAnDam 0.70 0.68 -2.82 3.2 0.81

Osu 0.61 0.59 0.29 -30.4 0.76
ChangChon 0.68 0.62 0.29 -12.3 0.86

Heukcheongyo 0.72 0.68 0.61 4.4 0.94
Yuseong 0.61 0.55 0.29 -2.6 0.86

GeoChang1 0.73 0.67 0.05 -4.9 0.78
Jodong 0.59 0.53 -0.07 -22.6 0.43

Jingwangyo 0.70 0.68 0.38 -4.3 0.91
Cheongju 0.52 0.52 0.47 -9.4 0.91

JiSan 0.76 0.71 0.35 -4.8 0.92

Soto 0.79 0.78 -1.17 -14.7 0.90

Table Ⅱ-2. Model performance evaluation measures on daily streamflow of 

the TPHM for the valid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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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shed   


(%)


Jeongseonje1gyo 0.58 0.58 -6.48 10.2 0.79
Seokhwa 0.56 0.55 -608.75 16.7 -4.76

Hyangseok 0.41 0.28 -87.69 -10.9 -0.27
DalCheon 0.49 0.40 0.07 0.7 0.76

Munmakgyo 0.66 0.57 -12.10 22.2 0.40
Bangokgyo 0.56 0.50 -1.53 48.0 0.77
Yonggok 0.44 0.38 -0.84 -6.4 0.52

Wolpo 0.58 0.53 -80.37 -11.8 -0.84
Docheon 0.66 0.66 -62.73 9.8 -0.40

NaeLinCheon 0.50 0.39 0.05 13.1 0.97
Geumho 0.63 0.25 0.04 -19.8 0.91

Pyeongchanggyo 0.69 0.68 -71.54 23.5 -0.29
SoCheon 0.33 0.26 -10.40 11.9 0.82
Ma-reuk 0.40 0.28 -99.86 19.7 -0.84
Hoedeok 0.65 0.59 -0.29 -8.8 0.59
Seon-am 0.30 0.08 -2.01 -8.0 0.81

Jucheongyo 0.67 0.66 -207.19 23.2 -5.07
WeonTong 0.42 0.34 0.12 10.9 0.97
Wonbugyo 0.58 0.53 -117.39 -4.0 -1.10

CheongSeong 0.58 0.51 -6.36 -22.9 0.71
Songdong 0.63 0.59 0.01 0.3 0.77
BuAnDam 0.67 0.63 0.12 -26.7 0.64

Osu 0.68 0.66 0.09 4.2 0.82
ChangChon 0.80 0.78 -240.57 23.0 -13.72

Heukcheongyo 0.75 0.74 -0.07 -6.6 0.76
Yuseong 0.46 0.46 -152.98 15.4 -1.59

GeoChang1 0.63 0.63 -77.55 14.4 -1.31
Jodong 0.55 0.52 -3.93 19.5 0.65

Jingwangyo 0.84 0.77 -0.10 2.9 0.85
Cheongju 0.42 0.34 -12.27 -4.9 0.83

JiSan 0.73 0.71 -109.30 -5.4 -10.89

Soto 0.39 0.34 -22.11 0.0 -2.59

Table Ⅱ-3. Model performance evaluation measures on daily streamflow of 

the DAWAST for the calibr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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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shed   


(%)


Jeongseonje1gyo 0.55 0.55 0.07 10.6 0.99
Seokhwa 0.61 0.60 -131.37 13.6 -0.84

Hyangseok 0.43 0.42 -7.48 -4.3 0.78
DalCheon 0.33 0.24 -0.37 6.5 0.94

Munmakgyo 0.52 0.09 0.33 18.1 0.73
Bangokgyo 0.61 0.57 -0.05 15.9 0.96
Yonggok 0.38 0.31 -0.61 4.8 0.53

Wolpo 0.66 0.54 -89.99 -17.7 -1.08
Docheon 0.59 0.54 -31.16 7.3 0.13

NaeLinCheon 0.53 0.41 -0.16 20.7 0.91
Geumho 0.77 0.39 -1.28 -12.6 0.85

Pyeongchanggyo 0.78 0.78 -55.97 -2.6 -0.16
SoCheon 0.58 0.51 -0.25 -0.8 0.96
Ma-reuk 0.63 0.57 -557.78 16.1 -3.97
Hoedeok 0.60 0.44 -0.44 -26.0 0.45
Seon-am 0.62 0.62 -2.92 -6.0 0.77

Jucheongyo 0.79 0.79 -67.19 6.0 -1.10
WeonTong 0.66 0.59 0.20 -8.3 0.83
Wonbugyo 0.36 0.32 -2.02 -9.9 0.88

CheongSeong 0.43 0.43 -20.46 3.7 0.47
Songdong 0.61 0.50 -0.37 -22.2 0.74
BuAnDam 0.54 0.54 0.06 3.6 0.74

Osu 0.59 0.50 0.34 -7.4 0.88
ChangChon 0.75 0.70 -69.46 14.2 -28.11

Heukcheongyo 0.66 0.63 0.28 11.6 0.86
Yuseong 0.86 0.86 -101.63 10.0 -1.78

GeoChang1 0.62 0.53 -0.20 8.0 0.82
Jodong 0.71 0.69 0.00 7.1 0.56

Jingwangyo 0.60 0.34 0.14 -3.6 0.82
Cheongju 0.46 0.44 0.41 -10.5 0.93

JiSan 0.78 0.73 -0.59 13.0 0.97

Soto 0.79 0.72 -26.20 -10.6 -0.28

Table Ⅱ-4. Model performance evaluation measures on daily streamflow of the 

DAWAST for the validation period



- 204 -

Watershed   


(%)


Jeongseonje1gyo 0.66 0.66 0.42 0.0 0.84
Seokhwa 0.63 0.55 0.55 14.5 0.94

Hyangseok 0.62 0.60 0.52 -19.4 0.90
DalCheon 0.81 0.79 0.54 -4.7 0.91

Munmakgyo 0.79 0.79 0.21 0.0 0.96
Bangokgyo 0.77 0.72 0.48 35.4 0.84
Yonggok 0.56 0.55 0.41 -9.5 0.89

Wolpo 0.70 0.70 0.32 0.0 0.80
Docheon 0.82 0.82 0.46 -0.8 0.94

NaeLinCheon 0.85 0.84 0.54 2.4 0.95
Geumho 0.46 0.28 0.40 0.0 0.91

Pyeongchanggyo 0.73 0.72 -1.20 8.7 0.93
SoCheon 0.66 0.62 0.41 0.0 0.83
Ma-reuk 0.56 0.55 0.23 14.0 0.84
Hoedeok 0.72 0.72 0.42 0.2 0.91
Seon-am 0.38 0.37 0.36 0.0 0.87

Jucheongyo 0.74 0.72 0.44 3.8 0.88
WeonTong 0.59 0.59 0.35 7.7 0.87
Wonbugyo 0.70 0.70 0.29 0.0 0.84

CheongSeong 0.75 0.72 0.49 -30.4 0.93
Songdong 0.57 0.52 0.50 0.0 0.98
BuAnDam 0.73 0.72 0.50 -29.5 0.90

Osu 0.79 0.77 0.56 4.2 0.94
ChangChon 0.88 0.86 0.50 21.3 0.78

Heukcheongyo 0.81 0.80 0.24 -15.4 0.83
Yuseong 0.50 0.50 0.61 1.7 0.96

GeoChang1 0.51 0.50 0.55 -3.8 0.95
Jodong 0.47 0.45 0.53 8.6 0.95

Jingwangyo 0.92 0.92 0.44 -3.4 0.96
Cheongju 0.50 0.37 0.28 0.0 0.76

JiSan 0.85 0.85 0.62 -9.0 0.91

Soto 0.46 0.45 0.46 0.0 0.87

Table Ⅱ-5. Model performance evaluation measures on daily streamflow of the 

I-3-Tank for the calibr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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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shed   


(%)


Jeongseonje1gyo 0.75 0.74 0.35 7.8 0.86
Seokhwa 0.64 0.54 0.45 19.9 0.92

Hyangseok 0.56 0.55 0.44 -4.0 0.90
DalCheon 0.71 0.63 0.46 -3.1 0.88

Munmakgyo 0.81 0.80 0.21 7.0 0.82
Bangokgyo 0.80 0.80 0.25 6.4 0.88
Yonggok 0.59 0.56 0.30 -0.4 0.90

Wolpo 0.76 0.76 0.32 1.2 0.82
Docheon 0.62 0.55 0.28 -4.9 0.93

NaeLinCheon 0.76 0.75 0.06 10.0 0.83
Geumho 0.65 0.55 0.25 -3.0 0.85

Pyeongchanggyo 0.75 0.75 0.43 -9.6 0.97
SoCheon 0.77 0.77 0.48 -8.3 0.89
Ma-reuk 0.58 0.57 0.39 18.4 0.89
Hoedeok 0.70 0.69 0.48 2.2 0.95
Seon-am 0.47 0.43 0.45 8.9 0.90

Jucheongyo 0.84 0.83 0.43 5.9 0.88
WeonTong 0.84 0.84 0.24 -10.0 0.84
Wonbugyo 0.57 0.56 0.27 7.2 0.87

CheongSeong 0.69 0.69 0.54 -4.0 0.93
Songdong 0.48 0.44 0.44 -11.8 0.91
BuAnDam 0.55 0.53 0.36 1.7 0.92

Osu 0.58 0.56 0.58 -2.6 0.91
ChangChon 0.73 0.65 0.37 13.2 0.88

Heukcheongyo 0.81 0.81 0.59 7.3 0.94
Yuseong 0.79 0.77 0.32 4.1 0.92

GeoChang1 0.64 0.62 0.48 7.9 0.94
Jodong 0.81 0.80 0.46 -8.7 0.86

Jingwangyo 0.75 0.72 0.56 -7.7 0.97
Cheongju 0.65 0.65 0.23 -2.1 0.77

JiSan 0.73 0.71 0.51 18.8 0.79

Soto 0.86 0.82 0.24 -13.5 0.87

Table Ⅱ-6. Model performance evaluation measures on daily streamflow of the 

I-3-Tank for the valid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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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shed   


(%)


Jeongseonje1gyo 0.65 0.63 0.40 -1.4 0.90
Seokhwa 0.72 0.70 0.53 14.9 0.97

Hyangseok 0.73 0.70 0.59 -21.7 0.93
DalCheon 0.81 0.81 0.48 -7.2 0.97

Munmakgyo 0.85 0.84 -0.54 0.0 0.98
Bangokgyo 0.80 0.75 0.28 34.8 0.93
Yonggok 0.71 0.71 0.38 -6.0 0.96

Wolpo 0.81 0.81 0.72 -11.7 0.98
Docheon 0.84 0.82 0.53 10.4 0.99

NaeLinCheon 0.87 0.86 0.49 4.9 0.97
Geumho 0.58 0.54 0.42 0.0 0.93

Pyeongchanggyo 0.75 0.72 0.32 22.1 0.86
SoCheon 0.72 0.71 0.56 5.5 0.99
Ma-reuk 0.49 0.48 0.22 16.3 0.89
Hoedeok 0.81 0.80 0.49 0.0 0.95
Seon-am 0.62 0.58 0.41 -11.0 0.97

Jucheongyo 0.81 0.81 -1.41 3.6 0.95
WeonTong 0.62 0.61 0.47 10.6 0.93
Wonbugyo 0.74 0.74 0.52 -4.7 0.98

CheongSeong 0.79 0.77 0.55 -29.6 0.93
Songdong 0.67 0.64 0.48 1.7 0.95
BuAnDam 0.75 0.73 0.47 -29.2 0.94

Osu 0.80 0.79 0.54 4.2 0.98
ChangChon 0.85 0.83 0.58 21.4 0.84

Heukcheongyo 0.82 0.81 0.25 -9.6 0.92
Yuseong 0.54 0.53 0.62 9.6 0.99

GeoChang1 0.73 0.73 0.06 0.0 0.91
Jodong 0.51 0.50 0.55 18.8 0.93

Jingwangyo 0.94 0.94 0.38 -0.2 0.94
Cheongju 0.50 0.37 0.28 0.0 0.76

JiSan 0.89 0.89 0.72 -7.8 0.96

Soto 0.52 0.48 0.41 0.0 0.94

Table Ⅱ-7. Model performance evaluation measures on daily streamflow of the 

3-Tank for the calibr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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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shed   


(%)


Jeongseonje1gyo 0.71 0.70 0.38 7.8 0.95
Seokhwa 0.77 0.74 0.33 23.7 0.90

Hyangseok 0.85 0.83 0.43 -2.7 0.95
DalCheon 0.72 0.67 0.40 -4.2 0.90

Munmakgyo 0.79 0.78 -0.19 7.8 0.97
Bangokgyo 0.78 0.78 0.26 4.8 0.92
Yonggok 0.67 0.67 0.11 3.4 0.96

Wolpo 0.81 0.80 0.35 -11.9 0.96
Docheon 0.64 0.63 0.40 4.1 0.96

NaeLinCheon 0.79 0.78 -0.51 12.8 0.81
Geumho 0.85 0.83 0.21 -6.9 0.84

Pyeongchanggyo 0.81 0.80 0.12 4.5 0.86
SoCheon 0.78 0.77 0.22 1.0 0.98
Ma-reuk 0.66 0.62 0.02 28.1 0.88
Hoedeok 0.78 0.78 0.40 -4.4 0.94
Seon-am 0.72 0.71 0.39 -4.7 0.92

Jucheongyo 0.84 0.84 -0.05 1.0 0.98
WeonTong 0.86 0.83 0.28 -5.9 0.89
Wonbugyo 0.61 0.60 0.12 3.6 0.97

CheongSeong 0.70 0.70 0.59 -3.1 0.97
Songdong 0.67 0.67 0.65 -8.0 0.97
BuAnDam 0.67 0.67 0.43 1.8 0.94

Osu 0.72 0.71 0.67 -2.0 0.98
ChangChon 0.82 0.77 0.51 13.7 0.94

Heukcheongyo 0.82 0.81 0.53 8.6 0.95
Yuseong 0.89 0.85 0.37 14.4 0.98

GeoChang1 0.81 0.81 -0.23 4.5 0.95
Jodong 0.83 0.81 0.63 9.3 0.94

Jingwangyo 0.81 0.80 0.51 -4.3 0.95
Cheongju 0.65 0.65 0.23 -2.1 0.77

JiSan 0.79 0.73 0.63 17.9 0.95

Soto 0.86 0.82 0.37 -8.2 0.98

Table Ⅱ-8. Model performance evaluation measures on daily streamflow of the 

3-Tank for the valid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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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develop a module-based hydrologic 

analysis system (MASA) for agricultural watersheds, capable of analyzing 

hydrologic components for the upstream and downstream of agricultural 

reservoirs, and calibrating hydrologic models automatically based on 

multi-objective optimization. 

MASA was developed based on Simulink, and can be used for hydrologic 

analyses of upstream and downstream watersheds, by dividing an agricultural 

watershed into upstream and downstream sections with respect to the 

reservoir. MASA consists of four lumped hydrologic models including 

TPHM, DAWAST, I-3-Tank, and 3-Tank; analysis modules for irrigation 

districts and reservoir water balance, and a multi-objective optimization 

module, which are operated in conjunction with one another. 

Using the discontinuous reservoir inflow obtained from the rising zone of 

the measured reservoir water level, the parameters of the hydrologic model 

were estimated based on a multi-objective optimization, and conver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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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erm data. 

The streamflow of the reservoir downstream was calculated considering 

reservoir outflow and drainage from irrigation districts. The streamflow of 

the watersheds excluding the irrigation districts was simulated based on 

hydrologic models. After that, total streamflow was estimated as the sum of 

each hydrologic component. Here, the infiltration in the irrigation districts 

was taken as an input to the lowest tank of the lumped hydrologic model, so 

that the delayed return flow was simulated. 

The calibration and validation of streamflow were performed using the 

multi-objective optimization module. Various candidate parameter sets were 

estimated based on the weighting of relevant indices such as high flow, low 

flow, total volume, and variance. These candidate parameter sets were 

compared and evaluated based on a standard configured by the user, so that 

a single parameter set was selected. 

The multi-objective optimization module was applied to 38 different 

watersheds using four lumped hydrologic models. It was found that 

streamflow characteristics related to high flow, low flow, total volume and 

flow-duration curve were in good agreement with the actual measurements. 

By applying MASA to the Idong Reservoir watershed, it was found that the 

long-term data of upstream inflow could be produced from limited 

measurements. Furthermore, it was found from the simulation of downstream 

streamflow that the hydrological components of the upstream and 

downstream of the reservoir were well simulated, considering a complex 

interaction.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efficient water management in agricultural 

watersheds through a complex hydrologic analysis that accounts for the 

interaction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of reservo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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