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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수지 상류 유역은 부분 미계측 유역으로 강우량, 유출량 등의 수

문․기상자료와 개용수공 량, 개지구 용수로의 수 변화 등에 

한 계측 자료가 부족하여 수지 설계  운 을 한 정확한 유입량 

측에 어려움이 많다. 한 미계측 유역에 용하기 한 개념  강우

-유출모형인 Tank 모형의 매개변수를 추정하기 한 기존 회귀식은 매

개변수의 범 를 고려하지 않고, 최하단 탱크의 기 류고를 산정하

기 한 회귀식을 제안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유출량 모의에 한계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실측 유출량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 다

목  상류유역  하천 수 측소 유역을 상으로 3단 탱크 모형의 

매개변수 추정 회귀식을 보완하여 매개변수 범 를 고려하 으며, 최하

단 탱크의 기 류고를 포함하여 총 11개 매개변수 추정을 한 회귀

식을 개발하고, 그 용성을 평가하는 데 있다.

상유역의 실측 유출량 자료를 이용하여 유 자 알고리즘을 통해 모

형의 매개변수를 최 화하 고, 최 화된 매개변수와 유역특성인자 간 

상 분석을 실시한 뒤 일반화된 회귀식을 개발하 다. 개발된 회귀식으

로 유출량을 모의한 결과, R2와 효율지수는 0.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

으며 RMSE는 5 ㎜/day 이하로 나타남으로써 모의값이 실측값을 잘 반

하 다. 

기존에 개발된 회귀식은 일부 다목   하천유역을 상으로 하고 

있어 모든 유역에 용하여 정확한 유출량을 모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 사료되어 유출량에 향을 미치는 유역경사의 경사 구간을 고려한 

세분화된 회귀식을 개발하 다. 유역경사 (S)의 평균값과 표 편차를 

이용하여 구간을 Case Ⅰ(S ≤ 21.8%, 21.8% < S < 34.5%, S ≥ 

34.5%)과 Case Ⅱ(S ≤ 25.0%, 25.0% < S < 31.4%, S ≥ 31.4%)로 

구분하고 각 구간에 해당하는 회귀식을 개발하 으며, 통계  결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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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의 회귀식 모두 일반화된 하나의 회귀식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나

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총 3 Case의 회귀식은 모두 기존에 제시된 회

귀식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 다. 특히, Case Ⅱ 회귀식으로 산정된 매개

변수로 모의한 총유출량은 실측 총유출량에 좀 더 근 하게 모의됨으로

써 임의의 유역에 한 장기유출량 모의 시 보다 신뢰성 높은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 된다. 한, 이를 통해 장기 으로 수집된 유출량 자

료는 향후 자료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미계측 유역의 유역 리, 설계  

운  등에도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Tank  모형,  유출량 ,  유역특 성인자 ,  유역경사,  회귀식

학  번 : 2011 -  23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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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국내에 산재한 수지는 2010년을 기 으로 총 17,531개로 한국농어

공사와 시․군에서 리하고 있다. 리자들은 수지 리 시 시설

물 안 에 우선순 를 둠에도 불구하고, 효율 인 물 리를 한 수

지 상․하류의 수문 순환 성분에 한 계측이 미흡하다. 특히 수지 

상류 유역은 부분 미계측 유역으로 강우량, 유출량 등의 수문․기상

자료와 개용수공 량, 개지구 용수로의 수 변화 등에 한 계측 

자료가 부족하여 수지 설계  운 을 한 정확한 유입량 측에 어

려움이 많다 (강민구, 2013). 

일반 으로 유출량 는 수지   유입량을 모의하기 해서 강

우-유출모형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형들은 수문사상을 보다 사

실에 가깝게 모의하기 하여 많은 매개변수들을 가진다. 하지만, 이러

한 매개변수는 유역의 지형  특성, 수문학  특성 등에 따라 결정되므

로 미계측 유역에 매개변수가 많은 모형을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매개변수 수가 은 개념  강우-유출 모형을 미계측 

유역에 용하여 유출량 는 유입량을 측하고 있으며, 그 에서도 

매개변수가 비교  고 단순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비선형 인 수문

상을 효과 으로 반 하는 Tank 모형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Tank 모형의 매개변수를 추정하기 하여 유역특성인자

와 매개변수 간 회귀식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존의 

회귀식으로 산정된 매개변수들은 Sugawara (1972)가 제시한 매개변수 

범 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산정된 매개변수가 제시된 범 를 벗

어날 경우, 이를 그 로 용하면 유출량이 제 로 모의되지 않기 때문

에 연구자들은 매개변수의 깃값 는 매개변수 범 의 최 ․최솟값

을 용하여 유출량을 모의하고 있다. 한, 부분의 회귀식들은 최하

단 탱크의 기 류고를 산정하기 한 식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탱크 

모형을 이용한 유출 모의 시 연구자들에 의하여 임의 으로 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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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Tank 모형으로 장기 유출량을 모의할 때 한 매개변수와 

기 류고는 유출량 모의 시 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회귀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미계측 수지 상류 유역의 유출량을 추정

하기 하여, 실측 유출량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 다목  상류유

역  하천 수 측소유역을 상으로 개념  강우-유출 모형인 Tank 

모형의 매개변수 추정을 한 회귀식을 개발하고, 그 용성을 평가하

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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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 구 사

2.1 장기유출모형

수문순환의 강우-유출 계는 자연 상을 수학 으로 모의하는 확정

론  모형 (deterministic model)과 실제의 수문사상에 계없이 어떤 

유역에서 실측된 수문시계열 데이터의 확률․통계 인 거동을 재 시킴

으로서 장래에 발생할 수문사상을 측하는 추계학  모형 (stochastic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일원, 2003). 확정론  모형은 매개변수

의 공간  변화를 무시하고  유역에 걸쳐 동일한 것으로 구성되는 총

형 모형 (lumped model)과 매개변수의 공간  변화를 고려하여 유역

을 여러 개의 소유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역 특성을 해석하여  유

역의 수문 상을 나타내는 분포형 모형 (distributed model)으로 나  

수 있다 (최진용, 1996).

장기유출해석을 한 유역수문모형은 기후․기상인자  지상인자를 

고려한 강우-유출 계를 분석하여 유역 출구에서의 유출량을 추정하는 

모형이 부분이며 (이치열, 2002),  Table 2.1은 지 까지 개발되어 사

용되고 있는 장기유출모형을 종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나타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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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 characteristics

Inter

-ception

Infilt

-ration

Soil

Moisture

Storage

Evapotrans

-piration

Surface

Runoff

Inter

-flow

Ground

Runoff

Snow

-melt 

Runoff

Channel 

Routing

SWM-IV ○ ○ ○ ○ ○ ○ ○ ○ ○

SSARR - - ○ ○ ○ ○ ○ ○ ○

NWSRFS ○ ○ ○ ○ ○ ○ ○ - ○

TANK - ○ ○ ○ ○ ○ ○ ○ ○

SHE ○ ○ ○ ○ ○ ○ ○ ○ -

MIKE SHE WM ○ ○ ○ ○ ○ ○ ○ ○ -

MIKE 11 ○ ○ ○ ○ ○ ○ ○ ○ ○

TOPMODEL ○ ○ ○ ○ ○ - ○ ○ -

SFB - ○ ○ ○ ○ - - ○ -

Xinanjiang - ○ ○ ○ ○ - - ○ ○

PRMS ○ ○ ○ ○ ○ ○ ○ ○ ○

MODHYDROLOG ○ ○ ○ ○ ○ ○ ○ - ○

ARNO ○ ○ ○ ○ ○ ○ ○ ○ ○

HBV-96 ○ ○ ○ ○ ○ ○ ○ ○ -

BROOK ○ ○ ○ ○ ○ ○ ○ ○ -

Table 2.1 Characteristics of  long-term runoff models 

          (Singh, 1988; Kim, 2001)

SWM-IV (Standford Watershed Model-IV) 모형은 Crawford와 

Linsley (1966)에 의하여 개발된 모형으로서, 여러 유역의 다양한 수문 

조건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복잡한 수문순환 과정의 일반 인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리 이용되어 왔다. 

SSARR (Streamflow Synthesis and Reservoir Regulation) 모형은 

미육군 공병단 (US Army Corps of Engineers, 1975)에 의해 개발된 

모형으로 세분화된 토양층에 의하여 수분 류량이 계산되고, 유역추 , 

하도추 , 수지 조작 모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강우뿐만 아니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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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따른 유출해석도 가능하다. 강민구 (1998)는 개용 수지 시스

템의 거동분석을 하여 SSARR 모형을 용하 으며, 이상진 등 

(2010)은 SSARR 모형을 이용하여 청  유입량을 측하고 청유역 

물수지를 분석한 바 있다.

NWSRFS (National Weather Service River Forecasting System) 모

형은 미국 국립 기상청 (US National Weather Service, 1972)에 의하여 

개발된 모형으로 강수는 물론 의 축   융설, 토양함수 계산, 유출, 

하도추  등을 포함함으로서 미국 기상청에서 공식 으로 이용하고 있

는 모형이다. 

Tank 모형은 Sugawara (1961)에 의하여 개발된 단일 탱크의 선형시

스템 모형으로서 홍수유출이나 장기유출에 용되고 있다. Tank 모형

은 임의의 집수유역을 여러 개의 류형 탱크로 가상하여 유역의 지표

유출, 간유출, 기 유출을 산정한다. 국내에서는 김 과 박승우 

(1986)가 유역특성에 따른 Tank 모형의 매개변수 변화를 평가하 으며, 

김  (1988)이 개용 수지의 일별 유입량과 방류량의 모의발생을 

해 Tank 모형을 용하 다. 허유만 (1992)은 소유역의 일별 용수

수 해석을 한 하천망 모형의 개발에 Tank 모형을 이용하 으며, 박

승우 (1993)는 일유출량 추정을 하여 Tank 모형 쉘 로그램을 개발

하 다. 한, 박창언과 박승우 (1994)는 산호 운 을 한 홍수 보

모형 개발에 Tank 모형을 용한 바 있다.

 SHE (Systeme Hydrologique Europeen) 모형은 국의 수문연구소 

(Institute of Hydrology)와 덴마크의 수리연구소 (Danish Hydraulic 

Institute)  랑스의 문 용역회사인 SOGREAH가 공동으로 개발한 

모형이다 (Abbott et al., 1986)으로서 융설, 차단, 증발산  지표류와 

하천류, 토양 내의 물 이동까지 모의가 가능하다.

MIKE SHE WM (Water Movement) 모형은 수문학  순환 과정에 

기 하여 지표면에서의 흐름  류량 등의 변화를 모의 운 하는 모

형으로 표면수  지하수 리와 비 오염도, 토양침식 등에 련된 

역 수자원 문제에 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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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 11 모형은 덴마크 DHI (Danish Hydraulic Institute)에서 개발

된 일차원 하천모형으로 하천이나 하구에서의 흐름 모의, 유사 이송 해

석, 수질 해석뿐만 아니라 강우유출 해석도 가능하다.

TOPMODEL 모형은 Beven 등 (1984)이 개발한 개념형 수문모형으로 

수치고도자료와 토양, 식생자료 등을 이용하여 유역의 토양수분 분포를 

측하고, 지하흐름을 산정하며 유출에 기여하는 동  포화기여지역 개

념을 이용하여 유출을 모의한다. 조홍제 등 (2000)은 TOPMODEL을 이

용하여 장기유출을 해석하 고 이학수 등 (2001)은 지표하 흐름을 고려

한 개선된 TOPMODEL의 유출분석을 연구하 으며, 강성  등 (2011)

은 미계측유역에 한 TOPMODEL의 용성을 평가하 다.

SFB (Surface inFiltration Baseflow)모형은 Boughton (1984)에 의해 

개발된 모형으로서 2개의 토양층으로 구분하여 지표유출과 기 유출을 

각각 모의한 뒤 총유출량을 결정한다.

Xinanjiang 모형은 Zhao 등 (1995)에 의해 개발된 모형으로 수 개의 

토양층을 구분하고, 통기층의 토양수분이 포장용수량에 도달한 후 유출

이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습윤  반습윤 지역인 국의 여러 유역에서

의 직 유출과 기 유출 산정에 범 하게 용되고 있다.

PRMS (Precipitation Runoff Modeling System) 모형은 미국 지질조

사국 (US Geological Survey, 1983)에서 개발한 모형으로서 유역의 물

리  과정에 기반을 두고 유역의 토지이용, 강수  기후변화 등의 

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MODHYDROLOG (Modified HYDROLOG) 모형은 Porter와 

McMahon (1976)에 의해 개발된 HYDROLOG 모형을 Chiew 등 (1993)

이 수정한 모형으로서, 5개의 류 탱크를 이용하여 유출량을 산정한다.

ARNO 모형은 Todini (1996)에 의해 개발된 모형으로 토양수분량의 공간

 분포 확률과 포화기여면 의 동  변화를 고려하여 유출량을 모의한다.

HBV-96 모형은 Bergstrom (1995)의 HBV 모형을 Lindstrom 등 

(1997)이 수정한 모형으로서 3개의 토양층으로 구분하고 직 유출과 기

유출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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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매개변수 최 화 기법

수문․수질 모형은 물 순환에 한 정확한 이해와 한 입력 자료

를 구축함에 따라 유역특성  유출과정의 주요 인자를 매개변수화하

고, 이들 매개변수를 물리  범 에 근거하여 보정함으로써 수문 상을 

보다 정확하게 모의할 수 있다 (장 석, 2003).

모형의 보정 (Calibration)  검정 (Validation)은 모형이 포함하고 

있는 변수의 최 화 (Parameter optimization)를 의미한다. 보정방법에

는 시행착오에 의한 수동보정 (manual calibration)과 최 화 기법에 의

한 자동보정 (automatic calibration)으로 구분되며, 부분 모형에서는 

이 두 방법을 병용하여 보정하고 있다 (지용근, 2004).

수동보정에 해당하는 시행착오법은 수많은 모의를 통하여 수작업으로 

매개변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유출에 향을 미

치는 매개변수를 우선 으로 보정한 뒤, 모의치와 실측치를 비교함으로

써 매개변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문가의 경험이나 단

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유역의 조건에 맞는 안정 인 해를 구할 수 있으

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동일한 유역에 하여 서로 다른 결과를 얻

을 수 있다 (장 석, 2003). 

자동보정은 모형의 추정 결과를 평가하기 한 목 함수를 최소 혹은 

최 화하도록 최 화 기법을 이용하여 모형의 보정과정을 보다 객 화

시켜 매개변수를 결정한다. Diskin과 Simon (1977)은 목 함수의 선정

은 주 이며, 모형의 매개변수 추정에 이용되는 12개의 목 함수를 

제안하고 하나 이상의 목 함수를 고려함에 따라 이는 최  매개변수 

추정에 많은 향을 미친다고 하 다. 

Holland (1975)가 개발한 유 자알고리즘은 생태계의 진화체계를 

산 알고리즘화한 것으로 매개변수 추정 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국부

인 해로 수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 화 상이 되

는 목 함수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큰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 매우 복잡하고 규모가 큰 탐색공간에서도 효과 으로 해를 탐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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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조홍래, 2001). 

장재  (2002)은 TOPMODEL을 이용한 ․소하천의 홍수  일유

출량 모의 시, 신뢰성 있는 매개변수를 추정하기 하여 선택  무작  

탐색기법인 유 자 알고리즘 (GA, Genetic Algorithm)의 용성을 평

가하 고, 구보  (2006)은 두 개 이상의 다목 함수를 갖는 최 화 알

고리즘인 다목  유 자알고리즘 (Multi-Objective Genetic Algorithm, 

MOGA) 기법  하나인 NSGA-Ⅱ (Non-dominated sorting Genetic 

Algorithm-Ⅱ, Deb 등, 2002)를 활용하여 직렬 4단 Tank 모형의 매개

변수를 추정하는데 용하 다. 박햇님 등 (2006)은 매개변수 결정을 

한 목 함수나 제약조건의 수학  형태에 제한받지 않으며 최  개체

군에 한 수렴성이 높은 실수 코딩 유 알고리즘 (Real-Coded 

Genetic Algorithm, RCGA)을 사용하여 매우 양호한 결과를 얻었으며, 

이성용 등 (2009)은 단일변이 탐색법과 유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매개

변수를 최 화함으로써, 서로 비선형 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형의 경우 

유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하 다. Wang (1991)

은 개념 인 강우-유출모형의 보정에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바 있

으며, Khu와 Madsen (2005)은 다목  유 자알고리즘과 선호  순서화 

(Das, 1999)를 MIKE11/NAM 모형의 매개변수 추정에 용하여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Sedki 등 (2009)은 장기 강우-유출해석에 실수코딩 

유 자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신경망을 학습 시킨 결과, 오류역  알

고리즘을 사용했을 때보다 측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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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매개변수 추정을 한 회귀식 개발 

최근 강우-유출 모형은 수문사상을 보다 사실에 가깝게 모의하기 

하여 비선형성이 강한 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해지고 있

으며, 유출량뿐만 아니라 토양유실량, 양물질 등과 같은 항목들을 모

의할 수 있는 물리  기반 모형들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물리  기

반 모형의 입력 자료는 직  측정이 가능한 매개변수와 모형의 보정을 

통해서 추정되어야 하는 매개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매개

변수를 추정해야하는 구조 인 문제 을 가지고 있다 (강민구, 2013).

이에 최근에는 미계측 유역에 용하기 한 강우-유출 모형의 매개

변수 수를 인 개념  모형이 개발되고 있으며 (김 , 2001; 김철겸

과 김남원, 2012; 강민구, 2013), 한 미계측 유역의 유출을 모의하기 

한 개념  모형의 매개변수를 유역특성인자 등을 이용하여 지역화 하

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김 과 박승우 (1986)는 2.75 ∼ 7,126 ㎢의 

6개 유역에 하여 4단 탱크의 매개변수를 일반화시키려고 시도하 으

며, 한 1988년에 3단 탱크의 매개변수를 4가지 유역 인자에 의하여 

일반화시켜 농업기반공사 일유출 모의시스템 (DIROM)에 사용하고 있

다. 허유만 등 (1992)은 6개의 유역 인자를 이용하여 3단 탱크의 매개

변수를 일반화하 으며, 10개 유역에 하여 그 용성을 평가하 다. 

김선주 등 (2000)은 26개의 하천유역을 상으로 3단 탱크의 매개변수

를 7개의 유역 인자에 하여 일반화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강민구 등 

(2013)이 허유만 등 (1992)에 의해 개발되었던 수정 탱크모형의 3단 지

하배수과정을 생략하여 유역인자 4개에 하여 일반화하여 모형 성능을 

검증하고 모형의 용성을 평가하 다. 한편 국외에서는 Yokoo 등 

(2001)이 12개 유역에 해 4단 탱크모형을 사용하여 매개변수를 일반

화한 바 있다.



- 10 -

제 3 장 이론  배경

본 연구에서는 Tank 모형 매개변수 추정을 한 회귀식을 개발하기 

하여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매개변수를 최 화하고, 최 화된 

매개변수와 유역특성인자 간의 상 분석과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Fig. 3.1은 체 인 연구 흐름도를 나타낸다. 

Fig.  3.1 Development procedure of the regression equation for the 

TANK model parameter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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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TANK Model

Tank 모형은 Sugawara (1961)가 임의의 집수유역을 여러 개의 류

형 탱크로 가상하여 강우-유출과정을 모형화한 것으로 하천유출과 

련된 일종의 개념 인 수문모형인 동시에 일체형 (lumped)모형이다. 

Tank 모형은 유역에 따라 직렬 는 병렬로 연결하여 유역반응을 표

하며, 홍수유출과 갈수유출을 동시에 재 할 수 있고 유출계산의 정

도가 좋아 용성이 높다. Tank 모형은 WMO의 모형 비교 로그램에

서 비교․평가된 모형으로 국내에서는 재 낙동강 수 리에 사용되

고 있으며, 김 과 박승우 (1986), 박승우 (1993), 배덕효 등 (2003) 

등이 용한 바 있다. Tank 모형의 구조와 매개변수가 결정되기 해

서는 Tank 모형에 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Tank 모형은 각 탱

크 유출공의 수, 탱크의 배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탱크모형에 필요

한 입력 자료는 강우, 유역의 증발산량, 모형계수의 기치, 비교를 

한 실측 유량자료 등이다. Tank 모형은 ‘black-box' 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Tank 모형의 구조와 매개변수를 결정하기 해서는 Tank 모형에 

숙련된 경험자가 필요하다 (조복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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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모형의 기본 이론

탱크의 유출은 유출공계수 보다 탱크의 수심인 류고에 비례하며, 

가장 간단한 탱크에서의 유출량 는 Fig. 3.2와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3-1)

Fig.  3.2 Schematic of 

a simple Tank model

(Cho, 2004)

여기서, 는 유출공의 계수 (  , ), 는 시간, 는 탱크의 류

고 ()이다. 만약 탱크의 상방향에서 강우유입 ()이 없다면 연속방

정식은 다음과 같다.

   

                         (3-2)

그리고, 식 (3.2)를 분하여 기유출량 를 입하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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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일 때 유출량이며, 이는 시간에 따른 지수감수를 나

타낸다.

만약 탱크 상방향에서 유입수량 (강우 는 상단탱크의 침투량) 

가 있다면, 식 (3-3)은 식 (3-4)로 나타낼 수 있다.

   

                        (3-4)

 식을 분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3-5)

여기서, 는 순간단 시간이다. 식 (3-5)는 단 도가 지수감수의 함수

로 표시할 수 있는 유출함수법의 계산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단

도의 회선 분 (convolution integral) 방정식이 된다. 즉, 탱크모형은 

단 도법에 의한 유출계산이 하나의 탱크에 의한 유출계산과 동일하다

고 할 수 있다. 

한편, Fig. 3.2와 같이 유출공이 바닥보다 약간 에 있는 탱크에서는 

유출공 수심이 에 도달할 때까지 유출이 발생하지 않고 침투만이 발

생한다. 여기서, 은 기손실 는 토양습윤 보충수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탱크는 최상단과 제2단의 탱크에서 짧은 시간동안 강우강도가 크

면 표면유출이 발생하기 쉽고, 장시간의 강우라도 약한 강도이면 침투

량이 많아져 침투량이 증가한다는 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Fig. 3.3의 

탱크에서 유출량 와 침투량 는 다음 식 (3-6), 식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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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Simple Tank model 

with a bottom outlet (Cho, 2004)

                        (3-6)

                          (3-7)

 식에서는   인 경우만 생각하 고, 여기서 강우량과 침투량

을 고려한 연속방정식을 나타내면 식 (3-8)과 같다.

    

                   (3-8)

,   인 경우의 와 에 하여 풀면 식 (3-9), 식 (3-10)

이 된다.

  
    


               (3-9)

  
    


              (3-10)

≠ 인 경우는 식 (3-11), 식 (3-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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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3-12)

여기서,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3-13)

Fig.  3.4 Relationship between runoff and 

storage of  the Tank model (Cho, 2004)

식 (3-9), 식 (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 감소계수 

(  )의 지수항으로 표시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유출공이 

하나뿐인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방법으로 탱크의 우측에 유출공이 2개 

있는 경우 (Fig. 3.4에서   )의    는 감소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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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세 개의 지수항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출량 

 침투량은 탱크의 류수심이 증가함에 따라 지수감수계수가  , 

   ,      , …로 증가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직렬탱크 모형의 유출량은 각 탱크마다 상이한 감수계수를 갖

는 지수함수의 합계로 표시된다. 일반 으로 상단 탱크가 하단 탱크에 

비하여 유출공, 침투공의 계수가 크므로 강우 시에는 상단 탱크의 유출

이 심하며, 무강우 시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먼  상단의 탱크가 비

어 있게 되어 차 하단 탱크의 유출이 체 유출량을 결정하게 된다 

(건설교통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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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수정 TANK 모형

수정 Tank  모형은 Sugawara의 Tank 모형을 우리나라 개용 수

지의 유역특성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서 농업용 의 일별 유입량과 방

류량을 모의 발생하는 모형이다. 향후 미계측 수지 유역에 용하기 

하여 홍수유출 부분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1단 탱크의 유출공을 2개로 

하 으며, 소유역의 유출취득 시간이 짧고 기 유출 부분의 기울기가 

하다는 을 감안하여 4단 탱크를 생략하고 모형을 단순화하 다 (김

, 1988). 

Fig. 3.5는 수정 3단 Tank 모형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1단 탱크는 유

출성분  지표유출을 개념화한 것이고, 2단  3단은 각각 간유출 

 기 유출을 개념화한 것이다. 1단 탱크의 유출공수를 2개로 한 것은 

홍수유출시 오차를 1개일 때보다 감소시키기 한 것이다. 3단 탱크의 

유출공 높이를 ‘0’으로 한 것은 강우가 없을 경우의 기 기 유출량을 

표 하기 한 것이며, 한 류수심 ST가 항상 유출공의 높이 보다 

커야하기 때문이다 (양승철, 2006). 

탱크모형에 의한 유역의 유출량은 일별 강우량으로부터 식 (3-14)에 

의하여 계산된다.

  
 




 



                     (3-14)

여기서, 는 일의 총유출량 (), 는 탱크의 수, 는 탱크의 유

출공수, 는 탱크의 류수심 () 강도 (), 는 탱크의 

번째 유출공의 높이 (), 는 유출공의 단면  (무차원), 는 단

시간 에 따른 류수심으로 식 (3-15)와 같이 계산한다.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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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일의 번째 탱크의 수심 (), 는 일의 강

우량 (), 는 증발산량 (),   은 번째 탱크의  일의 

유출량, 

는 침투량으로 식 (3-16)과 같이 계산한다.

     ×                       (3-16)

Fig. 3.5 Schematic diagram of a  3-Tan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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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매개변수 최 화

강우-유출 모형이 실제의 수문 상을 제 로 모의하기 해서는 모

형의 매개변수들을 합리 으로 추정하는 것이 필수 이다. 매개변수는 

이론 으로 계산할 수 없는 미지의 값들이며, 기지의 강우-유출 자료로

부터 가능한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Tank 모형의 매개변수를 추정하기 하여 자동검정 

방법인 유 자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 GA)을 이용하 다.

3.2.1 유 자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

유 자 알고리즘은 자연  유 상의 원리에 기 한 응  탐색 

(Adaptive search) 기법으로서, Hollan의 ‘Adaptation in Natural and 

Artificial Systems (1975)’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이는 다  (Darwin)의 

‘ 자생존’ 이론과 같이 우수한 개체가 진화하여 결과 으로 최 의 상

태에 도달하는 생태계의 진화 이론에서 착안되었다. 이 알고리즘은 

Goldberg (1989)에 의해 체계 인 방법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여 최

화 문제에 용되었고, 근래에 들어서는 함수최 화 (Function 

Optimization) 문제에 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이다 (장재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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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Flow chart of the Genetic algorithm

(Kang, 2000)

일반 인 유 자 알고리즘의 진화과정은 Fig. 3.6과 같이 기화 단계

로 주어진 탐색공간에서 기집단 (initial population)을 무작 로 생성

하며, 이를 각각의 개체 (individual)에 하여 합도 (fitness) 평가를 

수행한다. 합도 평가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

지나, 기본 개념은 보다 좋은 개체가 높은 합도의 평가를 받도록 하

는 것이다. 각각의 개체에 한 합도가 결정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선

택 (selection)하여 교배 (crossover) 재생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기본 으로 합도가 높은 개체가 보다 많은 자손을 남기도록 하며, 보

다 우수한 개체를 형성하는 유 자가 집단 에 확산되게 된다. 그리고 

선택 교차를 수행할 개체의 이 결정되면 염색체 (chromosome)의 교

배연산을 수행하여 부모의 유 자를 복제하고 돌연변이 (mutation)를 

추가로 수행하여 새로운 세 의 개체집단 (population)을 생성한다. 이

게 생성된 개체에 하여 주어진 수렴조건의 만족여부를 단하여 부

합할 경우 합도 평가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수렴조건이 만

족될 경우까지 반복 수행하게 된다 (장재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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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자 알고리즘은  최 해의 탐색에는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지만 

최 해 근처에 머물면서 최종 목표치로 수렴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

는 한계가 있다.

3.2.2.  실수코딩 유 자 알고리즘

자연선택과 유 학에 기 한 유 자 알고리즘은 통 으로 이진코딩 

염색체를 이용하 으며, 아직도 많은 유 자 알고리즘에서는 이진코딩

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탐색공간에 한 사 지식이 없는 

큰 정의 역을 택하거나 해의 정 도를 높이게 되면 염색체 길이가 길

어지고, 긴 염색체는 큰 탐색공간을 만들게 되어 계산부담을 증가시키

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탐색을 불가능하게 한다. 한, 복잡한 제약조

건이 수반되는 문제에 기존의 이진 연산자들을 용하게 되면 부 합한 

해가 발생된다. 이러한 문제 들은 실수코딩을 채용함으로써 염색체 표

을 좀 더 해공간에 근시켜 문제와 련된 지식을 포함시키는 연산

자 설계를 용이하게 하고, 제약조건을 다루기 한 도구를 설계하는 것

이 쉽도록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실수코딩은 이진코딩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용량의 단 이 없고, 각 

최 화문제에 알맞은 고유의 개체 (chromosome)를 구성하기 용이하다. 

한, 이진코딩에서 요구되는 부호화, 복호화 로세스가 필요 없게 되

어 탐색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홍 철,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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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목 함수

목 함수 (Objective function)는 유 자 집합에서 각각의 개체가 환

경에 응하여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척도

로 개체간의 합도에 한 측정과 평가를 해서는 먼  합도 함수

가 어떤 형태로든 표 이 가능해야하며, 수치 으로도 계산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수문모형의 합도는 O'Donnell (1965)이 수문모형 매개

변수의 자동보정에 해 연구함으로써 처음 소개되었다. Diskin과 

Simon (1977)은 모형에 사용된 목 함수와 모형의 용 사이에 명확한 

계가 있다고 하 으며, 주어진 문제에 해서 하나 이상의 목 함수

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 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2).

유 자 알고리즘에 의한 모형 매개변수 최 화 과정은 달함수인 목

함수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필요에 따라 유출용 오차 (Volume 

Error, VE), 평균제곱근오차 (Root Mean Square Error, RMSE), 수

유량 평균제곱근오차 (Low Flow RMSE, L_RMSE)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제곱근오차를 합도 함수 구축에 용하 으며, 

평균제곱근오차의 값이 최소화 (Minimization)가 되도록 배합하는 것에 

목 을 둔 목 함수, 식 (3-17)을 채택하 다.

   





 



    


            (3-17)

여기서, 는 측유량,  은 일모의유량을 의미하며, 은 유량의 

개수이다. 즉, 분석기간의 편차를 댓값으로 합산하여 평균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측유량과 모의유량의 일별 편차를 잘 반 할 수 있는 

통계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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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회귀식 개발을 통한 매개변수 일반화

장기유출을 수행하는 경우 상유역의 측 유량을 이용하여 유출해

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측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측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미계측유역의 경우 유출해석에 어려움이 많

다. 장기유출모형의 측 결과는 매개변수에 따라 많은 향을 받기 때

문에 한 매개변수 사용이 요하며, 모형에 알맞은 매개변수를 결

정하기 해서는 최 화된 매개변수가 요구된다. 일반 으로 매개변수

는 유역의 지형  특성, 수문학  특성 등 여러 특성에 따라 결정되므

로 매개변수를 최 화할 때에는 이러한 모든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 그

러나 수문․기상자료가 부족한 미계측 유역의 경우 유역특성인자만을 

이용한 회귀식으로부터 유출모형의 매개변수를 추정할 수 있다.

즉, 계측유역에서 유역특성을 반 하는 지형인자 ( ,     ⋯ )

를 추정하고 유출 모형의 매개변수 (,     ⋯ )와의 상 성을 분

석하여 독립변수 ()가 2개 이상인 식 (3-18)과 같은 다 선형회귀식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결정하 다. 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인 

다양한 지형인자들 ()이 종속변수인 모형 매개변수들 ()에 미치는 

효과를 수치 으로 측하고 설명하며, 각각의 지형인자들 ()이 모형 

매개변수들 ()에 미치는 상 인 향력을 비교할 수 있다는 에서 

유용하다 (조복희, 2004). 

        ⋯        ⋯       (3-18)

여기서, 는 종속변수 ()와 독립변수 ()의 각 모집단 체의 특

성을 나타내는 정보를 지닌 회귀계수이며, 독립변수들 ()의 측정단

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종속변수 ()에 미치는 향력의 정도를 표

화하여 제시한다. 는 오차항으로 회귀선을 심으로 무작 하게 흩어

져있는 변동을 고려하기 해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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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가 많은 경우 모든 독

립변수들을 포함하여 회귀식을 산정하면 실제로는 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가 포함되어 추정된 회귀식의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혹은 종속변수

에 요한 향을 미치는 변수가 추정된 회귀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조복희, 2004).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 의 회귀식을 찾

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계입력방식의 변수선택법에 의한 다 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 방법은 여러 변수들이 회귀식에 존재할 때 종

속변수에 향력이 있는 변수들만을 고려하여 설명력이 높은 변수의 순

으로 회귀식을 산정하므로,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설명력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변수들로만 구성된 회귀식을 발견하는데 유용하

다. 변수선택법에는 진선택법 (Forward selection method)과 후진제

거법 (Backward elimination method), 단계별선택법 (stepwise 

selection method)이 있다.

진선택법은 물리  요도에 따라 매개변수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회귀식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추가 시 회귀식의 합도가 높아지면 변수

를 선택하고 그 지 않으면 제거하는 방법이다. 후진제거법은 이와 반

로 모든 변수를 포함한 회귀식에서 변수를 하나씩 제거하면서 최 의 

변수를 결정하는 방법이고, 단계별선택법은 진선택법과 후진제거법을 

보완하기 한 방법으로 진선택법과 동일하게 새로이 추가할 변수를 

결정한 다음 체 변수들의 회귀계수를 보정하여 유의하지 못한 회귀계

수에 한 변수를 제거하고 다시  단계로 돌아가 선택  분석을 실

시하는 방법이다 (건설교통부, 2006). 

추정된 회귀식은 통계  지표인 결정계수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 식 (3-21))와 상 계수 (coefficient of correlation, 

)를 이용하여 검증하 다. 결정계수 ( )는 하나의 모형 매개변수 

()와 둘 이상의 독립변수 ()들 간의 선형조합에 한 선형 계지수

로써, 식 (3-19)와 같은 잔차제곱합 (total sum of squares, )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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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3-20)과 같은 회귀제곱합 (residual sum of squares, )이 차

지하는 비율이다. 즉,  는 0 ∼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1에 가

까울수록 모형의 합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Fig. 3.7은 유역특성인

자와 매개변수 간 상 분석을 통해 일반화된 회귀식을 개발하는 과정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3-19)

  
 




                      (3-20)

 


                        (3-21)

Fig.  3.7 Procedure for model 

parameter estimation of the 

Tan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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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GIS를 이용한 유역경사 산정 

유역으로부터의 유출은 그 유역의 지형학  인자 (Physiographic 

factor)와 기후학  인자 (Climatic factor)의 향을 받는다. 유역의 지

형학  인자로는 유역면 , 유역경사, 형상계수, 토지이용 등이 있으며, 

그  유역경사는 유역의 유출특성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 (김종건 

등, 2007). 수문분석  유역 리에 다양하게 이용되는 GIS는 특히 수

문순환을 해석하기 한 모형에서 수문학  지형인자 산정에 효과 으

로 활용되고 있다. 지형인자는 주로 유역의 격자형 고도자료인 DEM 

(Digital Elevation Model)을 분석하여 계산할 수 있다. 

DEM 격자에서의 경사는 3 m × 3 m의 격자 역에서 가운데 셀과 

주변 셀의 고도의 최 변화율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 때 각 격자의 경

사는 Gradient 방법 (Garbrecht and Martz, 1997)으로 식 (3-22)와 같

이 계산된다 (ESRI). 

tan  



 



 
 



                  (3-22)

여기서, 는 경사(°, 도), 는 고도차, 는 축 방향 격자간 거리, 

는 축 방향 격자간 거리이다. 

Gradient 방법에서는 3 m × 3 m의 격자 역에서 가운데 셀을 둘러

싸고 있는 주변 셀에 해 고도의 가 치를 부여하고, 각 격자간의 거

리를 이용해서   방향과   방향의 경사를 계산한 후 각각의 제곱의 합

을 제곱근하여 최종 으로 가운데 셀의 경사를 산정한다. 한, 

Gradient 방법에 의해 계산된 자료는 치 ( , 좌표)와 경사값 (값)

을 지닌 규칙 인 격자형태의 자료로써, 유역평균경사는 유역 내 포함

된 각 격자의 gradient 경사를 산술평균하여 식 (3-23)과 같이 계산된

다 (김경탁 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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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여기서, 는 유역경사, 는 선택된 격자  한 격자의 경사, 은 선

택된 격자의 개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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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상유역  자료구축

4.1 상유역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다목  상류와 하천수 측소를 상으로 

측 자료의 신뢰성이 높은 유역을 상유역으로 선정하 다. 수문자료

의 신뢰도가 비교  높은 의 상류유역의 유출량은 유역 내 인 인 

용수사용량이 비교  을 뿐만 아니라 회귀수량 한  지 으로 들

어오므로 자연유출량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상유역으로 다목  상류유역은 한강권역의 소양강 , 횡성 , 충

주 , 낙동강권역의 안동 , 임하 , 합천 , 남강 , 양 , 강권역의 

청 , 용담 , 보령 , 부안 , 섬진강권역의 섬진강 , 주암 , 산강

권역의 탐진  등 총 15개 유역을 선정하 다. 하천수 측소 유역은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리하고 있는 수 측소 에서 

자료가 양호한 지 으로 한강권역의 매일, 월 측소, 낙동강권역의 소

천, 신안, 지산, 효령, 가장 측소, 강권역의 옥천, 천천, 송천, 기 교

측소, 섬진강권역의 장 , 산강권역의 능주, 마륵, 어등 측소 등 총 

15개 유역을 선정하 다. 한, 괴산 , 운문 , 나주 측소, 석화 측소

등 4개 유역에 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회귀식을 기존 회귀식과 비

교하여 그 용성을 평가하 다.

Table 4.1은 상유역  용유역의 유역면   수문자료의 가용기

간, 수문자료를 수집한 기상 측소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유역의 

크기는 최소 59.0 ㎢ (부안 )에서 최  6,661.6 ㎢ (충주 )까지 다양하

게 분포하고 있으며, 상유역의 치는 Fig. 4.1에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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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shed
Area

(㎢)

Weather

Station

Data Period

Meteorological

(KMA1))

Hydrological

(MOCT2), WAMIS3))

Dam

Soyangang 2694.36 Chuncheon 1975 - 2012 1977.01.01 - 2012.12.31

Hoengseong 207.88 Hongcheon 1975 - 2012 2001.01.01 - 2012.12.31

Chungju 6661.58 Chungju 1990 - 2012 1990.01.01 - 2012.12.31

Andong 1590.72 Andong 1983 - 2012 1990.01.01 - 2012.12.31

Imha 1367.74 Andong 1983 - 2012 1993.01.01 - 2012.12.31

Hapcheon 928.94 Hapcheon 1975 - 2012 1990.01.01 - 2012.12.31

Namgang 2293.42 Jinju 1975 - 2012 2000.01.01 - 2012.12.31

Milyang 103.47 Milyang 2002 - 2012 2002.01.01 - 2012.12.31

Daecheong 4134.00 Daejeon 1975 - 2012 2001.01.01 - 2011.12.31

Yongdam 930.43 Geumsan 1975 - 2012
2001.01.01 - 2003.12.31

2008.01.01 - 2011.12.31

Boryung 162.29 Boryung 1999 - 2012 1999.01.01 - 2012.12.31

Buan 59.00 Buan 1998 - 2012 1998.01.01 - 2012.12.31

Seomjingang 763.47 Imsil 1976 - 2012
1980.01.01 - 2002.12.31

2004.01.01 - 2012.12.31

Juam 1010.00 Suncheon 2000 - 2012 2000.01.01 - 2012.12.31

Tamjin 192.34 Jangheung 1975 - 2012 2005.01.01 - 2012.12.31

Gauging

Station

Maeil 173.92 Wonju 1973 - 2012 2007.01.01 - 2009.12.31

Yeongweol 2281.32 Yeongweol 1995 - 2012 2006.01.01 - 2009.12.31

Socheon 660.94 Bongwha 1988 - 2012 2006.01.01 - 2010.12.31

Shinan 234.74 Sancheong 1973 - 2012 2006.01.01 - 2009.12.31

Jisan 156.75 Geochang 1973 - 2012 2006.01.01 - 2010.12.31

Hyoryeong 150.43 Gumi 1973 - 2012 2007.01.01 - 2011.12.31

Gajang 153.18 Sangju 2002 - 2012 2006.01.01 - 2011.12.31

Okcheon 2942.88 Geumsan 1973 - 2012 2006.01.01 - 2010.12.31

Cheoncheon 290.60 Jangsu 1988 - 2012 2006.01.01 - 2010.12.31

Songcheon 349.70 Chupungryong 1960 - 2012 2006.01.01 - 2010.12.31

Gidaegyo 357.54 Boeun 1973 - 2012 2006.01.01 - 2011.12.31

Jangjeon 267.68 Suncheon 2000 - 2012 2006.01.01 - 2008.12.31

Neungju 404.01 Gwangju 1975 - 2012 2006.01.01 - 2011.12.31

Mareuk 689.84 Gwangju 1975 - 2012
2006.01.01 - 2008.12.31

2010.01.01 - 2010.12.31

Eodeung 513.16 Gwangju 1975 - 2012 2007.01.01 - 2012.12.31

Application

areas

Goisan 676.73 Buyeo 1973 - 2012 2004.01.01 - 2012.12.31

Unmun 304.88 Yeongcheon 1973 - 2012 2004.01.01 - 2012.12.31

Seokhwa 1580.33 Cheongju 1967 - 2012 2007.01.01 - 2011.12.31

Naju 2,055.80 Gwangju 1960 - 2012 2007.01.01 - 2009.12.31
1) KMA: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 MOCT: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3) WAMIS: WAt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Table 4.1 Watershed characteristics and data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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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Location map of the study watersh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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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형자료  GIS 자료 구축

상유역의 일별 유출량은 지형인자와도 한 련을 갖는다. 지형

인자는 유역의 기하학  특성, 배수 특성, 토양, 토지이용상태 등 여러 

인자로 설명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출에 향을 주는 유역면 , 토지이

용상태, 주하천연장, 유역경사 등을 이용하여 Tank 모형 매개변수와의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Fig. 4.2는 양 과 지산수 측소 유역의 토

지피복도를 표 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Table 4.2는 상유역의 유역

특성인자를 나타낸다.

(a) Milyang watershed

     

(b) Jisan watershed

Fig. 4.2 Landuse of  the study watersh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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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shed
Area

(㎢)

Paddy

(%)

Upland

(%)

Forest

(%)

Length

(㎞)

Slope

(%)

Dam

Soyangang 2694.36 1.20 4.50 87.40 136.98 37.87

Hoengseong 207.88 4.00 7.40 81.50 28.71 30.69

Chungju 6661.58 2.00 8.20 82.80 274.04 24.89

Andong 1590.72 2.60 7.30 81.90 166.41 30.19

Imha 1367.74 3.30 7.60 82.00 122.75 30.25

Hapcheon 928.94 9.90 5.30 75.40 63.00 24.87

Namgang 2293.42 11.20 4.80 74.60 12.52 28.94

Milyang 103.47 6.00 3.50 83.70 28.06 41.65

Daecheong 4134.00 8.70 8.30 72.50 253.27 25.74

Yongdam 930.43 8.10 6.40 78.10 62.60 27.52

Boryung 162.29 6.30 4.00 80.70 22.30 30.05

Buan 59.00 9.50 8.80 72.50 18.90 35.86

Seomjingang 763.47 8.50 6.60 74.40 82.40 22.78

Juam 1010.00 11.10 5.70 73.20 90.50 25.10

Tamjin 192.34 7.92 3.44 86.59 27.67 27.94

Gauging

Station

Maeil 173.92 7.88 0.56 90.14 25.17 31.89

Yeongweol 2281.32 9.37 1.22 84.68 161.40 37.81

Socheon 660.94 5.98 1.64 92.22 76.57 38.24

Shinan 234.74 12.68 6.42 80.72 35.34 25.22

Jisan 156.75 7.13 12.81 79.77 25.04 29.79

Hyoryeong 150.43 10.52 4.86 83.92 23.16 14.96

Gajang 153.18 27.28 14.03 58.09 21.46 19.95

Okcheon 2942.88 11.49 6.51 77.40 154.22 28.91

Cheoncheon 290.60 9.04 6.41 77.25 30.73 26.80

Songcheon 349.70 10.12 0.59 82.82 63.24 34.80

Gidaegyo 357.54 20.55 9.40 64.02 33.95 23.45

Jangjeon 267.68 8.32 2.64 84.15 37.68 28.50

Neungju 404.01 14.74 5.51 74.58 36.64 25.67

Mareuk 689.84 33.54 3.44 46.80 54.29 17.27

Eudeong 513.16 34.39 3.45 52.15 53.29 18.43

Application 

areas

Goisan 676.73 14.80 7.50 72.50 78.45 28.85

Unmun 304.88 6.59 4.69 86.15 38.16 37.00

Seokhwa 1580.33 28.67 14.28 47.19 63.89 15.50

Naju 2,055.80 10.00 19.40 57.40 68.96 7.40

Table 4.2 Landuse and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watersh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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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상․수문자료

Tank 모형으로부터 장기유출량을 모의하기 해서는 유역별로 입력 

자료가 구축되어야 한다. 상유역의  수문자료  유역평균우량 자

료는 국가수자원 리종합정보시스템 (WAMIS)와 건설교통부에서 수집

한 일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이용하 으며, 하천수 측소자료는 홍수

통제소에서 제공하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일유량 자료를 이용하

다. 

Table 4.3은 각 상 유역별로 강우량, 유출량, 유출률 등에 한 기

본 평균값과 표 편차를 산정하여 정리한 것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다

목 유역에서 1,000 ㎜ ∼ 1,700 ㎜, 하천유역에서 1,100 ㎜ ∼ 1,500 

㎜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유출량은 다목 유역에서 700 ㎜ ∼ 1,100 

㎜, 하천유역에서 400 ㎜ ∼ 1,100 ㎜로 나타났다. 연평균 유출률은 다

목 유역이 45% ∼ 70%, 하천유역이 30% ∼ 77%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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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shed

Annual

precipitation (mm)

Annual

runoff (mm)

Runoff

ratio (%)

     

Dam

Soyangang 1243.0 12.4 835.5 7.3 67.2 8.6

Hoengseong 1534.0 15.6 919.3 9.1 59.9 11.2

Chungju 1281.8 12.0 831.4 7.1 64.9 12.1

Andong 1212.3 11.5 672.2 5.8 55.4 9.9

Imha 1019.7 9.8 522.4 5.6 51.2 17.0

Hapcheon 1320.3 12.6 726.0 5.9 55.0 12.6

Namgang 1645.4 15.8 1144.5 10.4 69.6 13.0

Milyang 1542.4 16.7 1017.4 11.5 66.0 11.4

Daecheong 1251.5 11.0 832.0 6.4 66.5 15.1

Yongdam 1643.0 13.0 1066.4 7.6 64.9 17.4

Boryung 1417.4 14.2 874.8 8.9 61.7 13.4

Buan 1423.5 14.2 884.7 9.9 62.2 12.7

Seomjingang 1475.4 15.7 686.6 6.4 46.5 11.0

Juam 1552.8 14.8 746.9 7.0 48.1 10.7

Tamjin 1526.7 14.1 856.0 7.9 56.1 6.9

Gauging

Station

Maeil 1329.5 20.2 924.6 8.8 69.5 14.0

Yeongweol 1266.2 12.2 820.0 7.9 64.8 17.7

Socheon 1111.2 10.8 679.7 5.4 61.2 11.4

Shinan 1353.7 14.3 886.2 9.9 65.5 15.0

Jisan 1256.0 12.8 657.6 5.7 52.4 18.1

Hyoryeong 1076.6 10.6 802.5 10.2 70.8 14.1

Gajang 1092.6 10.6 557.8 6.6 50.0 17.8

Okcheon 1213.1 12.5 403.2 3.0 33.2 9.4

Cheoncheon 1395.7 12.5 625.3 5.3 44.8 8.9

Songcheon 1134.7 10.3 491.0 4.8 43.3 3.6

Gidaegyo 1312.7 11.8 932.1 7.0 70.5 12.6

Jangjeon 1495.3 13.9 478.5 5.4 32.0 9.3

Neungju 1418.3 13.6 840.3 7.7 58.0 10.3

Mareuk 1430.3 13.4 1076.0 5.8 75.2 2.4

Eudeong 1436.1 13.4 1010.1 7.9 69.7 20.6

Application

areas

Goisan 1270.7 12.8 717.9 5.9 56.5 7.3

Unmun 1145.3 11.5 638.3 7.5 55.7 7.3

Seokhwa 1334.9 12.3 1030.8 6.1 77.2 6.5

Naju 1372.0 13.7 956.7 6.0 69.7 8.4

Table 4.3 Precipitation and runoff data of the study watersheds



- 35 -

제 5 장 TANK 모형 매개변수 추정을 한 

회귀식 개발

5.1 유 자 알고리즘에 의한 매개변수 최 화

모형의 매개변수를 결정하기 해 가용 자료기간을 보정기간과 검정

기간으로 구분하여 보정기간에 해 매개변수를 결정하고, 검정기간에 

해 결정된 매개변수의 정확도를 평가하 다. Table 5.1은 Tank 모형

의 보정과 검정에 사용된 자료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합천 , 용담 , 

부안 , 섬진강 의 경우 보정기간에 비하여 검정기간에 정확도가 높게 

평가되어 기존에 구분한 검정기간 자료를 보정기간으로 용하여 매개

변수를 추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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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shed Data period Calibration Validation

Dam

Soyangang 1977 - 2012 1977 - 2000 2001 - 2012

Hoengseong 2001 - 2012 2001 - 2007 2008 - 2012

Chungju 1990 - 2012 1990 - 2002 2003 - 2012

Andong 1990 - 2012 1990 - 2002 2003 - 2012

Imha 1993 - 2012 1993 - 2002 2003 - 2012

Hapcheon 1990 - 2012 2003 - 2012 1990 - 2002

Namgang 2000 - 2012 2000 - 2006 2007 - 2012

Milyang 2002 - 2012 2002 - 2007 2008 - 2012

Daecheong 2001 - 2012 2001 - 2007 2008 - 2012

Yongdam 
2001 - 2003

2008 - 2011
2008 - 2011 2002 - 2003

Boryung 1999 - 2012 1999 - 2005 2006 - 2012

Buan 1998 - 2012 2006 - 2012 1998 - 2005

Seomjingang
1980 - 2002

2004 - 2012
2004 - 2012 1980 - 2002

Juam 2000 - 2012 2000 - 2006 2007 - 2012

Tamjin 2005 - 2012 2005 - 2008 2009 - 2012

Gauging

Station

Maeil 2007 - 2009 2007 - 2008 2009 - 2009

Yeongweol 2006 - 2009 2006 - 2008 2009 - 2009

Socheon 2006 - 2010 2006 - 2008 2009 - 2010

Shinan 2006 - 2009 2006 - 2008 2009 - 2009

Jisan 2006 - 2010 2006 - 2008 2009 - 2010

Hyoryeong 2007 - 2011 2007 - 2009 2010 - 2011

Gajang 2006 - 2011 2006 - 2009 2010 - 2011

Okcheon 2006 - 2010 2006 - 2008 2009 - 2010

Cheoncheon 2006 - 2010 2006 - 2008 2009 - 2010

Gidaegyo 2006 - 2011 2007 - 2009 2010 - 2011

Jangjeon 2006 - 2008 2006 - 2007 2008 - 2008

Songcheon 2006 - 2010 2006 - 2008 2009 - 2010

Neungju 2006 - 2011 2006 - 2009 2010 - 2011

Mareuk 2006 - 2010 2006 - 2008 2009 - 2010

Eudeong 2007 - 2012 2007 - 2009 2010 - 2012 

Application 

areas

Goisan 2004 - 2012 - 2004 - 2012

Unmun 2004 - 2012 - 2004 - 2012

Seokhwa 2007 - 2011 - 2007 - 2011

Naju 2007 - 2009 - 2007 - 2009

Table 5.1 Calibration and validation data period of the Tan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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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매개변수 기치 결정

최 화 방법에 의한 유출모형의 매개변수를 추정하기 해서는 모형

의 매개변수 기치가 필요하다. 모형의 매개변수 기치를 결정할 때

는 모형의 매개변수가 가지는 물리  의미를 이해하고 매개변수의 물리

 허용범  내에서 하기 결정하여야 한다. Tank 모형의 매개변수

는 유출공 계수 4개, 침투공 계수 3개, 유 공 높이 3개, 각 단의 류

고 3개 등 총 13개이다. 수자원 연구의 최 화 연구 (Ⅲ) (건설교통부, 

1999)는 시산개시일이 1월 1일일 때, 년도 12월 말에 큰 강우가 없을 

경우, 1단 탱크와 2단 탱크는 0.0, 3단 탱크는 30.0을 각 탱크의 기 

류고로 제안한 바 있으며, 기타 변수들의 깃값은 김철과 김석규 

(2004)가 이용한 경험치를 사용하 다. Tank 모형의 유출량 모의 시 입

력되는 자료  증발산량은 Penman-Monteith 법을 이용하여 산정하

으며, 매개변수의 범 는 Sugawara (1972)가 제시한 매개변수 범 를 

이용하 다. Table 5.2는 각 매개변수의 범 와 깃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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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Symbols Range Initial values

Storage of 1st Tank ST1 0.0 0.000

Storage of 2nd Tank ST2 0.0 0.000

Storage of 3rd Tank ST3 10 ∼ 100 30.000

Area of upper side outlet in 1st Tank A11

0.1 ∼ 0.5

0.260

Area of lower side outlet in 1st Tank A12 0.160

Area of bottom outlet in 1st Tank B1 0.330

Area of side outlet in 2nd Tank A2 0.03 ∼ 0.1 0.090

Area of bottom outlet in 2nd Tank B2 0.01 ∼ 0.1 0.080

Area of side outlet in 3rd Tank A3
0.005 ∼ 0.1

0.007

Area of bottom outlet in 3rd Tank B3 0.006

Height of upper side outlet in 1st Tank H11
5 ∼ 60

30.000

Height of lower side outlet in 1st Tank H12 15.000

Height of upper side outlet in 2nd Tank H2 0 ∼ 50 10.000

Height of upper side outlet in 3rd Tank H3 0 ∼ 30 10.000

Table 5.2 Initial values for the Tank model set up (Sugawara, 

1972; Kim and Kim,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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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매개변수 최 화

각 상유역에 하여 Table 5.2에서 제시된 깃값을 이용하여 유

자알고리즘으로 매개변수를 보정하 으며, 보정된 매개변수를 Tank 모

형에 용하여 유출을 모의하 다. 실측 유출량과 모의 유출량과의 일

치 정도와 모형의 정확성을 별하기 하여 3가지의 통계  변량을 이

용하여 Table 5.3에 나타내었다. 통계 인 연 성과 유의성을 단하기 

한 기 으로는 실측치와 계산치와의 회귀분석에 의해 계산되는 결정

계수 (R2)를 사용하 고, 모형의 정확성을 악하기 한 기 으로는 

Nash와 Sutcliffe (1970)이 제안한 모형의 효율 (model efficiency, EI)을 

이용하 으며, 인 오차 정도를 계산하기 해서 RMSE를 이용하

다. 만약 실측값과 모의값이 완벽하게 일치하면 EI는 1.0이며, EI의 

값이 0과 1사이에 있으면 모의값을 사용하는 것이 실측값의 평균을 사

용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한, 음의 

값을 나타내면 모형의 계산능력이 나쁘므로 모의값보다는 실측값의 평

균값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 이거나 실측 자료가 불량한 것을 나타낸다 

(최진용, 1996).

횡성 , 합천 , 양 , 부안 , 탐진  유역  매일, 지산, 천천 수

측소 유역은 결정계수 (R2)와 모형 효율지수 (EI)가 0.9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합도를 보 으며, 다른 유역에서도 결정계수와 모형 효

율지수가 0.8 이상으로 나타났다. 평균제곱근오차는 모든 용 상 유역

에서 5 ㎜/day 이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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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s
Watershed Soyangang Hoengseong Chungju Andong Imha

Ratio1) 0.68 0.99 0.66 0.69 0.79

RMSE (㎜/day) 2.91 2.92 2.92 2.25 2.22

R2 0.85 0.92 0.83 0.86 0.86

EI2) 0.84 0.92 0.81 0.85 0.85

Statistics
Watershed Hapcheon Namgang Milyang Daecheong Yongdam 

Ratio 0.94 0.87 0.93 0.70 0.79

RMSE (㎜/day) 1.94 4.23 3.87 2.83 2.42

R2 0.91 0.84 0.92 0.85 0.90

EI 0.91 0.84 0.92 0.83 0.88

Statistics
Watershed Boryung Buan Seomjingang Juam Tamjin

Ratio 0.94 0.83 0.82 1.16 1.12

RMSE (㎜/day) 3.81 3.34 2.92 2.45 2.35

R2 0.85 0.91 0.87 0.88 0.90

EI 0.85 0.90 0.87 0.87 0.90

Statistics
Watershed Maeil Yeongweol Socheon Shinan Jisan

Ratio 0.95 0.90 0.83 1.06 1.10

RMSE (㎜/day) 2.50 3.48 2.51 4.22 1.82

R2 0.92 0.85 0.84 0.85 0.91

EI 0.92 0.85 0.84 0.85 0.91

Statistics
Watershed Hyoryeong Gajang Okcheon Cheoncheon Songcheon

Ratio 0.73 0.64 0.92 0.97 1.02

RMSE (㎜/day) 3.54 3.26 1.09 1.07 1.63

R2 0.82 0.84 0.88 0.92 0.89

EI 0.77 0.81 0.88 0.92 0.89

Statistics
Watershed Gidaegyo Jangjeon Neungju Mareuk Eudeong

Ratio 0.82 1.26 1.03 0.67 0.67

RMSE (㎜/day) 2.13 2.13 3.56 2.11 3.27

R2 0.80 0.89 0.81 0.88 0.87

EI 0.78 0.88 0.81 0.85 0.83

 1) Ratio: (Simulated runoff) ÷ (Observed runoff)
 2) EI: Nash-Sutcliffe Model Efficiency

Table 5.3 Calibration results of Tan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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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4는 상유역의 보정기간에 하여 평균제곱근오차를 최소화

하는 최 매개변수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5.1은 추정된 매개

변수를 Tank 모형에 용한 결과를 실측 유출량과 비교하여 양 유

역  지산 수 측소유역을 표 으로 도시한 것이다. 한, 모의수

문곡선이 실측수문곡선의 경향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비교하기 하여 

보정기간  1년 동안의 수문곡선을 Fig. 5.2에 함께 나타내었다. 실측

값과 모의값의 산포도는 Fig. 5.3과 같으며, Fig. 5.4는 보정기간 동안 

용 유역에서의 연평균 유출량을 실측 연평균 유출량과 비교하여 나타

낸 것이다. 모의된 연평균 유출량이 실측 연평균 유출량에 비하여 과소 

추정되었으나 부분 근 하게 모의되었으며, 수문곡선 한 실측 데이

터의 경향성을 잘 나타내었다. 기타 28개 유역에 한 유출량 모의 결

과는 부록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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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Watershed
A11 A12 A2 A3 B1 B2 B3 H11 H12 H2 ST3

Soyangang 0.241 0.304 0.096 0.008 0.106 0.016 0.005 22.282 59.005 48.206 13.708

Hoengseong 0.107 0.439 0.100 0.006 0.103 0.028 0.006 22.508 59.046 17.305 58.022

Chungju 0.164 0.226 0.080 0.009 0.102 0.021 0.008 31.784 56.074 48.997 70.851

Andong 0.150 0.475 0.098 0.010 0.110 0.034 0.009 23.861 59.032 48.923 73.357

Imha 0.150 0.475 0.098 0.010 0.110 0.034 0.009 23.861 59.032 48.923 73.357

Hapcheon 0.178 0.275 0.100 0.008 0.100 0.024 0.009 29.630 58.666 17.128 59.856

Namgang 0.126 0.346 0.088 0.007 0.103 0.010 0.006 26.265 38.546 41.905 30.434

Milyang 0.252 0.486 0.097 0.009 0.104 0.020 0.009 18.871 58.228 1.848 65.881

Daecheong 0.135 0.200 0.082 0.008 0.100 0.022 0.006 31.420 37.816 38.231 51.842

Yongdam 0.116 0.441 0.091 0.006 0.119 0.075 0.006 21.327 57.541 49.208 52.575

Boryung 0.257 0.343 0.095 0.009 0.103 0.011 0.008 31.871 59.730 42.299 23.852

Buan 0.451 0.372 0.079 0.006 0.103 0.096 0.006 26.013 56.678 45.389 59.349

Seomjingang 0.274 0.366 0.090 0.006 0.106 0.022 0.006 25.261 59.931 49.501 23.287

Juam 0.155 0.229 0.094 0.008 0.104 0.015 0.006 27.632 54.377 34.914 13.194

Tamjin 0.103 0.435 0.091 0.005 0.120 0.083 0.010 27.849 59.949 45.409 69.945

Maeil 0.486 0.288 0.094 0.007 0.461 0.011 0.008 34.768 58.968 0.264 65.924

Yeongweol 0.208 0.478 0.098 0.009 0.457 0.010 0.007 52.519 59.077 17.159 48.845

Socheon 0.133 0.418 0.096 0.009 0.282 0.024 0.006 51.323 59.844 12.961 75.265

Shinan 0.313 0.392 0.089 0.007 0.291 0.074 0.007 52.753 59.011 38.999 50.213

Jisan 0.116 0.160 0.094 0.005 0.132 0.060 0.010 49.840 58.620 49.928 22.485

Hyoryeong 0.146 0.249 0.098 0.009 0.100 0.018 0.006 27.255 44.922 34.447 37.458

Gajang 0.162 0.224 0.096 0.007 0.102 0.056 0.008 48.911 54.464 46.654 10.276

Okcheon 0.106 0.111 0.095 0.005 0.126 0.055 0.007 36.039 57.982 44.024 33.526

Cheoncheon 0.112 0.205 0.100 0.006 0.102 0.060 0.007 33.322 59.775 16.575 21.531

Songcheon 0.168 0.175 0.099 0.009 0.105 0.073 0.009 26.792 54.552 45.601 64.166

Gidaegyo 0.171 0.499 0.095 0.009 0.447 0.019 0.009 41.095 57.789 36.966 42.918

Jangjeon 0.185 0.319 0.091 0.006 0.483 0.069 0.009 58.124 59.948 43.965 13.041

Neungju 0.165 0.483 0.089 0.009 0.105 0.013 0.006 25.395 59.667 9.382 74.792

Mareuk 0.195 0.160 0.070 0.010 0.108 0.013 0.005 28.342 52.617 0.105 99.218

Eudeong 0.184 0.435 0.099 0.005 0.104 0.024 0.008 21.292 58.600 39.014 84.284

Table 5.4 Optimized parameters for the study watersh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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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ilyang watershed

(b) Jisan watershed

Fig. 5.1 Comparison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daily runoff 

during the calibration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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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ilyang watershed

(2003.01.01 ∼2003.12.31)

(b) Jisan watershed

(2007.01.01 ∼2007.12.31)

Fig. 5.2 Comparison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hydrograph 

(a) Milyang watershed

  

(b) Jisan watershed

Fig. 5.3 Scatter plots between observed and simulated daily 

runoff during the calibration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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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Comparison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average annual 

runoff during the calibration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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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매개변수 검정

각 상유역에 해 추정된 매개변수를 검정기간에 용하여 그 통계

 결과를 Table 5.5에 제시하 다. Fig. 5.5는 모의 유출량과 실측 유

출량을 비교하여 양 유역  지산 수 측소유역을 표 으로 도

시한 것이다. 부분의 유역에서 모의유출량이 실측유출량에 근 하게 

모의되었으며, 검정기간  1년 동안의 수문곡선을 비교해보았을 때 

Fig. 5.6과 같이 모의수문곡선이 실측수문곡선의 경향성을 잘 나타내었

다. Fig. 5.7은 실측값과 모의값의 산포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검정기간

에 하여 용유역에서 모의된 연평균 유출량을 실측 연평균 유출량과 

비교하여 Fig. 5.8에 나타내었다. 모의된 연평균 유출량이 실측 연평균 

유출량에 비하여 과소 추정되는 경향을 보 다. 한, 보정기간에 비하

여 RMSE 값은 높게, R2와 모형의 효율지수는 낮게 나타났으나, 체

으로 R2와 효율지수가 0.7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합도를 보 다. 기

타 28개 유역에 한 유출량 모의 결과는 부록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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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s
Watershed Soyangang Hoengseong Chungju Andong Imha

Ratio1) 0.78 1.31 0.66 0.90 0.74

RMSE (㎜/day) 3.57 3.10 3.54 3.08 2.53

R2 0.78 0.84 0.79 0.73 0.83

EI2) 0.78 0.81 0.77 0.71 0.78

Statistics
Watershed Hapcheon Namgang Milyang Daecheong Yongdam 

Ratio 0.98 0.93 1.06 0.69 0.66

RMSE (㎜/day) 2.22 4.21 2.80 2.48 3.88

R2 0.84 0.84 0.90 0.84 0.86

EI 0.84 0.84 0.90 0.81 0.83

Statistics
Watershed Boryung Buan Seomjingang Juam Tamjin

Ratio 0.94 0.82 0.90 1.31 0.78

RMSE (㎜/day) 3.26 4.60 3.42 2.74 2.84

R2 0.83 0.77 0.72 0.86 0.89

EI 0.83 0.76 0.72 0.85 0.88

Statistics
Watershed Maeil Yeongweol Socheon Shinan Jisan

Ratio 0.63 1.02 1.08 1.15 1.20

RMSE (㎜/day) 3.58 2.17 1.99 3.60 1.82

R2 0.84 0.84 0.78 0.83 0.90

EI 0.84 0.84 0.77 0.82 0.90

Statistics
Watershed Hyoryeong Gajang Okcheon Cheoncheon Songcheon

Ratio 0.73 0.86 1.35 1.02 0.88

RMSE (㎜/day) 3.54 2.14 1.19 2.16 1.86

R2 0.82 0.79 0.86 0.91 0.89

EI 0.77 0.79 0.85 0.91 0.87

Statistics
Watershed Gidaegyo Jangjeon Neungju Mareuk Eudeong

Ratio 0.81 1.06 1.02 0.86 0.65

RMSE (㎜/day) 3.33 0.49 3.17 2.28 3.85

R2 0.78 0.88 0.79 0.86 0.81

EI 0.78 0.88 0.78 0.81 0.78

 1) Ratio: (Simulated runoff) ÷ (Observed runoff)
 2) EI: Nash-Sutcliffe Model Efficiency

Table 5.5 Validation results of Tank model



- 48 -

(a) Milyang watershed

(b) Jisan watershed

Fig. 5.5 Comparison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daily runoff 

during the validation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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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ilyang watershed

(2008.01.01 ∼2008.12.31)

(b) Jisan watershed

(2010.01.01 ∼2010.12.31)

Fig. 5.6 Comparison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hydrograph

(a) Milyang watershed (b) Jisan watershed

Fig. 5.7 Scatter plots between observed and simulated daily 

runoff during the validation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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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8 Comparison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average annual 

runoff during the validation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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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매개변수 회귀식 개발

5.2.1 회귀식 개발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와 유역특성인자와의 상 성을 규명하기 하

여 상유역별 유역특성인자와 최 매개변수와의 상 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식 개발에 사용될 지형인자들을 우선 으로 선정하기 하여 

변수선택법 (Variable Selection Method)  진선택법, 후진제거법  

단계별선택법을 모두 용하 으며, 선정된 변수들과 Tank 모형 매개

변수와의 계가 물리 으로 타당한지 분석하 다. 회귀식 산정에 용

한 유역특성인자는 유역면  (Area), 토지이용상태 (Paddy, Upland, 

Forest), 유로연장 (Length), 유역평균경사 (Slope) 등이다.

Table 5.6은 유역특성인자와 최 매개변수 간 상 분석 결과를 나타

낸다.

지표면 유출을 모의하는 1단 탱크에서 지표면 유출량을 결정하는 유

출공 계수인 A11은 밭비율 수값 (ln_Upland)과 56.0%로 가장 높은 

합도를 보 고, A12는 유역경사 수값 (ln_Slope)과 43.0%로 합도

가 가장 높았으며, 다른 인자로는 논비율 (Paddy), 밭비율 (Upland)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투량을 조 하는 침투공 계수 B1은 밭

비율 수값 (ln_Upland)과 57.8%로 합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유역경사가 높은 상 성을 보 다. 간유출을 나타내는 2단 탱크의 경

우 유출량을 결정하는 유출공 계수인 A2는 논비율, 산림비율 수값, 

유역경사의 향이 크게 산정되었으며, 침투공 계수 B2는 유역면  

수값과 상 성이 높았다. 비피압 지하수유출을 모의하는 3단 탱크의 유

출공 계수인 A3는 유로연장 수값, 밭비율과 상 성을 보 으며, 침투

공 계수인 B3는 논비율, 산림비율의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탱크모형의 유출은 유출공 계수뿐만 아니라 탱크의 류고에 비례한

다. 따라서 각 단별 유출공 높이와 유역특성인자의 상 분석은 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표면 유출을 발생시키는 H11은 유역경사와 산림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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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이 크게 산정되었으며, H12는 유역면 , 유역경사 수값의 

합도가 높게 나타났다. 3단 탱크의 류고를 나타내는 ST3은 산림비율 

외에 크게 향을 미치는 인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Parameters

Watershed

Characteristic

A11 A12 A2 A3 B1 B2 B3 H11 H12 H2 ST3

Paddy (%) 0.03 0.40 0.52 0.07 0.03 0.01 0.33 0.20 0.12 0.05 0.11

Upland (%) 0.39 0.16 0.10 0.38 0.37 0.23 0.01 0.13 0.13 0.51 0.16

Forest (%) 0.18 0.42 0.55 0.07 0.27 0.08 0.41 0.32 0.21 0.37 0.31

Area (㎢) 0.20 0.25 0.18 0.19 0.14 0.34 0.14 0.04 0.49 0.16 0.10

Length (㎞) 0.15 0.05 0.09 0.37 0.07 0.22 0.13 0.08 0.21 0.07 0.00

Slope (%) 0.16 0.43 0.39 0.14 0.32 0.01 0.08 0.78 0.35 0.23 0.23

ln(Paddy) 0.04 0.32 0.45 0.16 0.08 0.18 0.20 0.26 0.20 0.12 0.02

ln(Upland) 0.56 0.03 0.04 0.33 0.58 0.15 0.12 0.27 0.18 0.64 0.25

ln(Forest) 0.15 0.41 0.58 0.11 0.25 0.11 0.41 0.31 0.19 0.36 0.30

ln(Area) 0.35 0.19 0.18 0.32 0.15 0.45 0.23 0.04 0.32 0.10 0.12

ln(Length) 0.12 0.06 0.06 0.39 0.04 0.26 0.01 0.07 0.04 0.04 0.00

ln(Slope) 0.44 0.43 0.40 0.08 0.31 0.06 0.13 0.60 0.33 0.22 0.24

Table 5.6 Correlation between the watershed characteristics and 

model parameters

본 연구에서는 각 매개변수와 상 성이 높은 유역특성인자들을 상

으로 매개변수에 한 일반화식을 개발하 으며, 이들 회귀식이 어느 

정도 잘 추정되었는지 평가하고자 유역특성인자와 모형 매개변수간의 

상 계수  결정계수를 산정해 식과 함께 Table 5.7에 나타내었다. 

한, 개발된 일반화식을 통해 산정된 매개변수와 Sugawara (1972)가 제

시한 매개변수 범 를 Fig. 5.9에 함께 도시하 으며, 산정된 매개변수

가 제시된 매개변수 범 를 모두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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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Regression equation R R2

A11 lnln 0.60 0.36

A12 ln 0.56 0.31

A2 × lnln 0.60 0.36

A3 × lnln 0.58 0.34

B1 ln 0.59 0.35

B2 ln 0.64 0.41

B3 × ×  0.55 0.31

H11  0.79 0.63

H12  0.69 0.48

H2 ln 0.65 0.42

St3
  



0.40 0.16

- -

Table 5.7 Regressed equations for the Tank model parameter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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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9 Calculated parameter values by the regression equations

(Each range is suggested by sugawara,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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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회귀식 검정

Table 5.7의 회귀식에 따라 산정된 모형의 매개변수를 Tank 모형에 

용하여 각 상유역의 검정기간 동안 유출량을 모의하 으며, 그 결

과를 비교·분석하여 Table 5.8에 제시하 다. Fig. 5.10은 합천  유역과 

천천 수 측소 유역의 모의 유출량을 실측유출량과 비교하여 도시한 

것이다. 한, 모의수문곡선이 실측수문곡선의 경향을 잘 나타내고 있는

지 비교하기 하여 검정기간  1년 동안의 수문곡선을 Fig. 5.11에 

표 으로 나타내었다. 실측값과 모의값의 산포도는 Fig. 5.12와 같으

며, 검정기간 동안 모의된 연평균 유출량과 실측 연평균 유출량을 비교

하여 Fig. 5.13에 나타내었다. 부분의 유역에서 모의된 연평균 유출량

이 실측 연평균 유출량에 비해 과소 추정되는 경향을 보 는데, 이는 

유 자 알고리즘으로 최 화된 매개변수와 유역특성 간 상 분석을 통

해 개발된 회귀식을 용하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개발된 회귀식을 

용한 모든 유역에서 R2와 효율지수 모두 0.7 이상을 나타냄으로써 회

귀식이 높은 합도를 보 다. 기타 28개 유역에 한 유출량 모의 결

과는 부록에 수록하 다.



- 56 -

Statistics
Watershed Soyangang Hoengseong Chungju Andong Imha

Ratio1) 0.77 1.12 0.77 0.97 0.72

RMSE (㎜/day) 3.95 3.10 3.78 3.57 2.63

R2 0.73 0.82 0.74 0.75 0.81

EI2) 0.73 0.81 0.74 0.71 0.76

Statistics
Watershed Hapcheon Namgang Milyang Daecheong Yongdam 

Ratio 0.81 0.85 0.72 0.71 0.77

RMSE (㎜/day) 2.45 4.86 3.95 2.58 2.62

R2 0.87 0.83 0.85 0.82 0.86

EI 0.85 0.78 0.80 0.79 0.84

Statistics
Watershed Boryung Buan Seomjingang Juam Tamjin

Ratio 0.79 0.73 0.79 1.22 0.90

RMSE (㎜/day) 3.85 4.95 3.74 3.08 3.94

R2 0.78 0.83 0.86 0.82 0.78

EI 0.77 0.77 0.78 0.81 0.78

Statistics
Watershed Maeil Yeongweol Socheon Shinan Jisan

Ratio 0.48 0.71 0.96 1.24 1.26

RMSE (㎜/day) 4.09 2.19 2.69 3.65 2.32

R2 0.79 0.85 0.62 0.85 0.84

EI 0.79 0.84 0.60 0.80 0.83

Statistics
Watershed Hyoryeong Gajang Okcheon Cheoncheon Songcheon

Ratio 0.62 0.96 1.25 1.02 1.14

RMSE (㎜/day) 4.50 2.21 1.55 2.68 2.57

R2 0.75 0.78 0.74 0.86 0.75

EI 0.72 0.77 0.74 0.84 0.75

Statistics
Watershed Gidaegyo Jangjeon Neungju Mareuk Eudeong

Ratio 0.75 1.35 0.79 0.72 0.71

RMSE (㎜/day) 3.20 0.70 3.39 2.22 3.71

R2 0.80 0.77 0.78 0.75 0.83

EI 0.79 0.74 0.75 0.70 0.78

 1) Ratio: (Simulated runoff) ÷ (Observed runoff)
 2) EI: Nash-Sutcliffe Model Efficiency

Table 5.8 Application results of the developed regression eq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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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pcheon watershed

(b) Cheoncheon watershed

Fig. 5.10 Comparison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daily ru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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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pcheon watershed

(2003.01.01 ∼2003.12.31)

(b) Cheoncheon watershed

(2009.01.01 ∼2009.12.31)

Fig. 5.11 Comparison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hydrograph

(a) Hapcheon watershed (b) Cheoncheon watershed

Fig. 5.12 Scatter plots between observed and simulated daily 

runoff by applying generalized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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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3 Comparison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annual average ru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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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유역경사 구간에 한 회귀식 개발

기존에 개발된 회귀식은 일부 유역의 강우-유출량 자료만을 이용하

여 일반화된 하나의 회귀식을 개발하 고, 이는 정확한 유출량을 모의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어 유출량에 향을 미치는 특정 유역특

성인자를 고려하여 세분화된 회귀식을 개발하 다.

Tank 모형의 매개변수를 살펴보면 1단 탱크 유출공의 유출계수 A11

은 값이 커짐에 따라 유출공을 통한 유출량이 많아지고 총유출량 한 

증가하게 된다. A11과 마찬가지로 A12 한 값이 커짐에 따라 유출공

을 통한 유출량이 많아지고 총유출량 한 증가하게 된다. 2단 탱크 유

출공의 유출계수인 A2는 간유출과 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A2의 값

이 커짐에 따라 3단 탱크의 유입보다 측벽 유출공을 통한 유출이 많아

지므로 간유출량이 증가하게 된다. 3단 탱크 유출공의 유출계수 A3

는 유출량에 가장 낮은 민감도를 나타낸다. 한, 1단 탱크 침투공의 침

투계수인 B1은 그 값이 커짐에 따라 2단 탱크로의 유입이 많아지고, 측

유출공의 유출량이 어지므로 총유출량은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침투

계수가 작을수록 2단 탱크로의 유입이 고 측유출공의 유출량이 많아

져서 총유출량은 증가하게 된다. B2, B3는 유출량에 거의 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 탱크 아래쪽 유출공의 높이를 나타내는 

H11은 값이 커짐에 따라 유출공을 통한 유출량이 어지므로 총유출량 

한 감소하게 된다. H12는 수 시 보다 홍수 시 유출량에 향을 많

이 미치는데, 이는 H12의 높이가 1단 탱크의 유출공 에서 가장 높아 

은 양의 강우로는 H12의 높이를 채울 수 없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Tank 모형의 매개변수  유출량에 민감한 매개변수를 분석한 연구

는 한성호 (1994), 김지용 등 (2001)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 유출량 추

정 시 민감한 변수들로 한성호 (1994)는 A11, B1, B2  H11 등을 제

시하 으며, 김지용 등 (2001)은 A11, A12, B1  H12 등으로 한성호 

(1994)와 유사한 변수를 제시하 다.

Table 5.7에서 제시된 회귀식에서 유출량 추정 시 민감한 변수 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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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 B1, H11  H12 등은 공통 으로 유역경사와 상 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김종건 등 (2007)은 유역특성인자  유역경사가 유

역의 유출특성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유역특성인자  유역경사를 이용하여 세분화된 회귀식을 개

발하고자 하 고, 국내 유역경사의 분포 황을 악하기 하여 국가수

자원 리종합정보시스템 (WAMIS)에서 제공하는 국내 표 유역, 단

유역  주요지 유역의 유역경사에 한 최소, 최 , 평균값을 Table 

5.9에 나타내었다. 표 유역에서의 평균 유역경사는 28.79%, 단 유역의 

평균 유역경사는 27.95%, 주요지 유역의 평균 유역경사는 33.34%로 

나타났으며, 국내 체 유역의 평균경사는 28.97%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상유역으로 선정된 총 30개의 유역경사는 14.96% ∼ 

41.65%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평균유역경사는 28.2%로 국내 체 

유역의 평균경사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표 편차는 6.4로 산정되었다. 

Standard basin Unit basin
Major control 

points basin

Slope (%)

Min 1.92 4.51 6.49

Max 58.51 58.51 50.12

Average 28.79 27.95 33.34

Global average 28.97

Table 5.9 Statistics of basin slope of  the Standard basins, Unit 

basins and Major control points basins in Korea

본 연구에서는 평균유역경사 () 28.2%를 기 으로 체 유역경사를 

Fig. 5.14의 Case Ⅰ, Case Ⅱ와 같이 경사 구간을 구분하고, 각 구간에 

한 회귀식을 개발하 다. 한, 개발된 회귀식으로 매개변수를 산정한 

뒤 Tank 모형에 용하여 모의된 유출량과 실측 유출량을 비교함으로

써 회귀식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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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Ⅰ (b) Case Ⅱ

Fig. 5.14 Range of  the basin slope of  each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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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Case Ⅰ: 유역경사 구간에 한 회귀식 개발  검증

Fig. 5.14의 Case Ⅰ과 같이 평균 ( )과 표 편차 ()를 이용하여 유

역경사()를  ≤  ,      ,  ≥ 로 구분하고, 각 

경사 구간에 한 회귀식을 개발하여 Table 5.10에 나타내었다.

Table 5.10의 각 경사 구간에 한 회귀식으로 산정된 모형의 매개변

수를 Tank 모형에 용하여 유출량 모의결과를 비교·검증하 으며, 그 

통계  결과를 Table 5.11에 나타내었다. Fig. 5.15는 각 범 에 해당하

는 유역을 표 으로 하나씩 선정하여 모의 유출량과 실측 유출량을 

비교하여 도시한 것이다. 한, 총 30개 유역을 상으로 모의한 연평균 

유출량을 실측 연평균 유출량과 비교하여 Fig. 5.16에 나타내었다. 모든 

유역에서 R2와 효율지수가 0.7 이상으로 높은 합도를 보 다. 매일 

수 측소 유역의 경우 모의된 유출량과 실측 유출량의 비율이 히 

낮은데, 이는 밭 비율의 향으로 사료된다. 1단 탱크 침투공 계수는 밭 

비율의 향을 받는데, 매일 수  측소 유역은 타 유역에 비해 밭이 

게 분포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1단 탱크 침투공 계수가 크게 산정되

었다. 침투공 계수가 높을 경우 총유출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로 인하여 매일 수  측소 유역의 유출량이 과소 모의된 것으로 보

인다. 기타 27개 유역에 한 유출량 모의 결과는 부록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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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Regression equation

≤

A11 lnln
A12 ln
A2 lnln
A3 lnln
B1 ln
B2 ln
B3 

H11 

H12 

H2 ln
St3 

Parameters Regression equation



A11 lnln
A12 ln
A2 lnln
A3 lnln
B1 ln
B2 ln
B3 

H11 

H12 

H2 ln
St3 

Parameters Regression equation

≥

A11 lnln
A12 ln
A2 lnln
A3 lnln
B1 ln
B2 ln
B3 

H11 

H12 

H2 ln
St3 

Table 5.10 Regressed equations for the Tank model parameter 

estimation (Case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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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istics
Watershed Hyoryeong Mareuk Eudeong Gajang

Ratio 0.67 0.73 0.79 0.85

RMSE (㎜/day) 4.48 2.18 3.93 2.19

R2 0.79 0.76 0.76 0.81

EI 0.75 0.71 0.75 0.78



Statistics
Watershed Seomjingang Gidaegyo Hapcheon Chungju

Ratio 0.75 0.75 0.77 0.70

RMSE (㎜/day) 3.72 3.18 2.50 3.83

R2 0.85 0.80 0.86 0.75

EI 0.79 0.80 0.85 0.73

Statistics
Watershed Juam Shinan Neungju Daecheong

Ratio 1.16 1.15 0.78 0.70

RMSE (㎜/day) 3.07 3.60 3.31 2.56

R2 0.82 0.86 0.78 0.82

EI 0.81 0.81 0.76 0.80

Statistics
Watershed Cheoncheon Yongdam Tamjin Jangjeon

Ratio 0.95 0.74 0.86 1.21

RMSE (㎜/day) 2.47 2.45 3.82 0.64

R2 0.88 0.90 0.80 0.79

EI 0.88 0.88 0.79 0.78

Statistics
Watershed Okcheon Namgang Jisan Boryung

Ratio 1.34 0.82 1.25 0.75

RMSE (㎜/day) 1.41 4.70 2.32 3.90

R2 0.79 0.82 0.84 0.79

EI 0.78 0.80 0.83 0.76

Statistics
Watershed Andong Imha Hoengseong Maeil

Ratio 0.93 0.70 1.11 0.50

RMSE (㎜/day) 3.40 2.53 2.86 4.01

R2 0.71 0.80 0.85 0.80

EI 0.70 0.78 0.84 0.80

≥

Statistics
Watershed Songcheon Buan Yeongweol Soyangang

Ratio 0.88 0.85 0.71 0.84

RMSE (㎜/day) 2.38 3.95 2.19 3.69

R2 0.81 0.86 0.85 0.76

EI 0.79 0.85 0.84 0.76

Statistics
Watershed Socheon Milyang

Ratio 1.00 0.75

RMSE (㎜/day) 2.44 3.38

R2 0.70 0.87

EI 0.70 0.86

Table 5.11 Application results of the developed equations (Case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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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ajang watershed ( ≤ )

(b) Hapcheon watershed (   )

(c) Milyang watershed ( ≥ )

F ig .  5 .15  Comparison  of  the  observed  and  s imulated 

daily  runof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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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6 Comparison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annual average runof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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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Case Ⅱ: 유역경사 구간에 한 회귀식 개발  검증

Case Ⅰ은 평균 부분을 제외한 양 끝의 표본 수가 무 어 Fig. 

5.14의 Case Ⅱ과 같이 와 를 이용하여 유역경사()를 

 ≤  ,      ,  ≥ 로 구분하고, 각 경사 구간에 

한 회귀식을 개발하여 Table 5.12에 나타내었다.

Table 5.12의 각 경사 구간에 한 회귀식으로 산정된 모형의 매개변

수를 Tank 모형에 용하여 유출량 모의결과를 비교·검증하 으며, 그 

통계  결과를 Table 5.13에 나타내었다. Fig. 5.17은 각 구간에 해당하

는 유역을 표 으로 하나씩 선정하여 모의 유출량과 실측 유출량을 

비교하여 도시한 것이다. 한, 총 30개 유역을 상으로 모의한 연평균 

유출량을 실측 연평균 유출량과 비교하여 Fig. 5.18에 나타내었다. 모든 

유역에서 R2와 효율지수가 0.7 이상으로 높은 합도를 보 다. 통계  

결과를 비교해보았을 때 Case Ⅰ과 Case Ⅱ의 R2, 효율지수 등은 유사

하게 나타났으나, RMSE 값은 Case Ⅰ에 비해 다소 낮은 값을 보 다. 

이는 Case Ⅱ로 개발된 회귀식으로 매개변수를 산정하고 이를 Tank 

모형에 용하여 모의된 총유출량이 실측 총유출량값에 좀 더 근 하게 

모의되었고, 이러한 결과가 RMSE 값을 낮추는 데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타 27개 유역에 한 유출량 모의 결과는 부록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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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Regression equation

 ≤

A11 lnln
A12 ln
A2 lnln
A3 lnln
B1 ln
B2 ln
B3 

H11 

H12 

H2 ln
St3 

Parameters Regression equation



A11 lnln
A12 ln
A2 lnln
A3 lnln
B1 ln
B2 ln
B3 

H11 

H12 

H2 ln
St3 

Parameters Regression equation

≥

A11 lnln
A12 ln
A2 lnln
A3 lnln
B1 ln
B2 ln
B3 

H11 

H12 

H2 ln
St3 

Table 5.12 Regressed equations for the Tank model parameter 

estimation (Case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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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tistics
Watershed Hyoryeong Mareuk Eudeong Gajang

Ratio 0.62 0.79 0.81 1.03

RMSE (㎜/day) 4.72 2.26 3.79 2.05

R2 0.83 0.85 0.78 0.83

EI 0.78 0.81 0.77 0.80

Statistics
Watershed Seomjingang Gidaegyo Hapcheon Chungju

Ratio 0.83 0.79 0.89 0.76

RMSE (㎜/day) 3.70 2.95 2.51 3.98

R2 0.86 0.83 0.85 0.71

EI 0.79 0.82 0.85 0.71



Statistics
Watershed Juam Shinan Neungju Daecheong

Ratio 1.16 1.13 0.78 0.70

RMSE (㎜/day) 3.07 3.60 3.25 2.54

R2 0.82 0.87 0.80 0.82

EI 0.81 0.82 0.77 0.80

Statistics
Watershed Cheoncheon Yongdam Tamjin Jangjeon

Ratio 0.94 0.73 0.81 1.13

RMSE (㎜/day) 2.44 2.46 3.71 0.64

R2 0.89 0.91 0.81 0.80

EI 0.88 0.88 0.80 0.79

Statistics
Watershed Okcheon Namgang Jisan Boryung

Ratio 1.37 0.79 1.27 0.71

RMSE (㎜/day) 1.51 4.75 2.31 3.79

R2 0.76 0.87 0.84 0.82

EI 0.75 0.80 0.83 0.78

Statistics
Watershed Andong Imha Hoengseong

Ratio 0.88 0.71 1.04

RMSE (㎜/day) 3.40 2.55 2.85

R2 0.70 0.83 0.84

EI 0.70 0.79 0.84

≥

Statistics
Watershed Maeil Songcheon Buan Yeongweol

Ratio 0.50 0.96 0.81 0.71

RMSE (㎜/day) 3.66 2.35 3.82 2.19

R2 0.83 0.80 0.88 0.85

EI 0.83 0.79 0.86 0.84

Statistics
Watershed Soyangang Socheon Milyang

Ratio 0.86 1.05 0.76

RMSE (㎜/day) 3.63 2.21 3.36

R2 0.77 0.72 0.89

EI 0.77 0.72 0.86

Table 5.13 Application results of the developed equations (Case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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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ajang watershed ( ≤ )

(b) Hapcheon watershed (   )

(c) Milyang watershed ( ≥ )

F ig .  5 .17  Comparison  of  the  observed  and  s imulated 

daily  runo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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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8 Comparison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annual average runo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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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미계측 유역의 용

Case Ⅰ과 Case Ⅱ에 해 개발된 회귀식의 용성을 평가하기 하

여 Tank 모형 매개변수를 산정한 뒤 유출량을 모의하고, 이를 기존 연

구자들이 제시한 회귀식으로 산정된 매개변수로 모의한 유출량과 비교

하여 나타내었다. 상유역은 괴산 , 운문 , 석화 수 측소, 나주 수

측소 유역 등 총 4개이다.

Table 5.14는 용유역의 유역특성인자를 정리한 것이며, Fig. 5.19는 

용유역의 토지이용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Watershed
Area

(㎢)

Weather

Station

Paddy

(%)

Upland

(%)

Forest

(%)

Length

(㎞)

Slope

(%)

Dam
Goisan 676.73 Buyeo 14.80 7.50 72.50 78.45 28.85

Unmun 304.88 Yeongcheon 6.59 4.69 86.15 38.16 37.00

Gauging

station

Seokhwa 1580.33 Cheongju 28.67 14.28 47.19 63.89 15.50

Naju 2,055.80 Gwangju 10.00 19.40 57.40 68.96 7.40

Table 5.14 Characteristics of  the ungauged watersh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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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oisan watershed 

     

(b) Unmun watershed 

(c) Seockhwa watershed

     

(d) Naju watershed

Fig. 5.19 Landuse map of the ungauged watersheds

Fig. 5.20은 미계측 유역으로 가정한 운문  유역에 하여 Case Ⅰ

과 Case Ⅱ의 구간에 한 회귀식을 용하고, Tank 모형의 모의결과

를 실측 유출량과 함께 도시한 것이다. 반 으로 모의유출량이 실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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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량에 잘 모사하고 있으며, Case Ⅰ의 구간에 해당하는 회귀식에 비

해 Case Ⅱ의 구간에 해당하는 회귀식의 결과가 좀 더 실측 유출량에 

근 하게 나타났다. 기타 3개 유역에 한 각 Case 별 유출량 모의 결

과는 부록에 수록하 다. 

(a) Case Ⅰ

(b) Case Ⅱ

Fig. 5.20 Comparison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daily runoff 

for the Unmun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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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한 각 구간별 회귀식과 기존 연구자들이 제시한 회

귀식으로 산정된 매개변수를 Tank 모형에 용하여 모의된 유출량을 

실측 유출량과 비교하여 그 통계  결과를 Table 5.15에 나타내었다. 

김  등 (1987)과 허유만 등 (1993)이 개발한 식으로 산정된 매개변

수를 각각 Tank 모형에 용하여 유출량을 모의하 다. 두 결과 모두 

기 유출량이 비교  고르게 모의되어 모의된 총유출량이 실측 총유출

량과 유사하게 나타났고, 비율은 0.81 ∼ 1.19이다. 김  등 (1987)의 

식을 용한 통계  결과는 R2가 0.65 ∼ 0.72, 효율지수는 0.61 ∼ 0.65

로 나타났고, 허유만 등 (1993)의 식을 용한 통계  결과는 R2가 0.61 

∼ 0.69, 효율지수가 0.54 ∼ 0.65로 비교  낮은 값을 보 다. 한, 김

선주 등 (2000)이 개발한 식으로 산정된 매개변수를 Tank 모형에 용

하여 유출량을 모의한 결과는 의 두 연구의 식을 용했을 때보다 낮

았으며, 모의 총유출량과 실측 총유출량의 비율은 0.72 ∼ 0.92, R2는 

0.44 ∼ 0.78, 효율지수는 0.32 ∼ 0.6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유역경사를 Case Ⅰ, Case Ⅱ의 구간에 따라 구분하여 

개발한 회귀식의 용성을 평가하기 하여 용유역의 유역경사에 해

당하는 구간의 회귀식을 통해 매개변수를 산정하 으며, 이를 Tank 모

형에 용하여 유출량을 모의하 다. 그 결과, Case Ⅰ의 식을 용하

을 때 모의 총유출량과 실측 총유출량의 비율은 0.72 ∼ 1.09, Case 

Ⅱ의 식을 용하 을 때 모의 총유출량과 실측 총유출량의 비율은 

0.74 ∼ 1.12로 기존 연구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모형의 

모의 결과를 평가하는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R2는 각각 0.66 ∼ 0.80, 

0.68 ∼ 0.81로 나타났고, 효율지수는 각각 0.66 ∼ 0.77, 0.68 ∼ 0.80으

로 기존 연구에 비해 높은 값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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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et al.,

(1987)

Huh et al.,

(1993)

Kim et al.,

(2000)

CaseⅠ

(2013)

Case Ⅱ

(2013)Watershed  Statistics

Goisan

Ratio1) 1.11 0.86 0.81 0.77 0.81

RMSE (㎜/day) 3.48 3.50 4.31 3.38 3.13

R2 0.67 0.66 0.54 0.70 0.72

EI2) 0.65 0.65 0.46 0.69 0.71

Unmun

Ratio 0.94 0.98 0.72 0.72 0.74

RMSE (㎜/day) 4.63 5.04 4.45 3.57 3.35

R2 0.72 0.69 0.78 0.80 0.81

EI 0.61 0.54 0.64 0.77 0.80

Seokhwa

Ratio 1.12 1.19 0.92 1.09 1.12

RMSE (㎜/day) 2.69 2.85 3.71 2.77 2.60

R2 0.65 0.61 0.44 0.66 0.68

EI 0.64 0.60 0.32 0.62 0.67

Naju

Ratio 0.81 0.81 0.74 0.73 0.75

RMSE (㎜/day) 1.93 2.19 2.22 1.98 1.67

R2 0.70 0.63 0.61 0.71 0.75

EI 0.69 0.60 0.59 0.67 0.77

 1) Ratio: (Simulated runoff) ÷ (Observed runoff)
 2) EI: Nash-Sutcliffe Model Efficiency

Table 5.15 Performance of developed equations for the ungauged 

watersheds

Table 5.16은 Case Ⅱ 회귀식과 기존 회귀식으로 산정된 매개변수로 

모의된 유출량이 직 유출량과 기 유출량을 고르게 모의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하여 강우일과 무강우일을 구분하고 그에 한 통계  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비가 5㎜/day 미만으로 내린 날은 무강우일로 간주

하 다. Case Ⅱ 회귀식은 기존 회귀식에 비하여 무강우일의 경우 R2 

 EI가 유사하거나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강우일에 한 모의값의 통

계  결과는 기존 회귀식에 비하여 높은 값을 보 다. Table 5.15에서 

모의 총유출량과 실측 총유출량의 비율이 기존 회귀식에 비하여 작게 

나타난 것은 무강우 시 기 유출량이 과소 모의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통계  결과가 높게 나타난 것은 강우 시 유출량이 실측

값에 근 하게 모의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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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et al., (1987) Huh et al., (1993)

Watershed  Statistics
Runoff of 

rainfall day

Runoff of

no rainfall day

Runoff of 

rainfall day

Runoff of

no rainfall day

Goisan

RMSE (㎜/day) 8.83 1.49 8.99 1.40

R2 0.61 0.68 0.60 0.66

EI 0.59 0.61 0.58 0.65

Unmun

RMSE (㎜/day) 12.28 1.89 13.46 1.50

R2 0.81 0.63 0.76 0.62

EI 0.58 0.62 0.50 0.61

Seokhwa

RMSE (㎜/day) 8.45 1.86 9.10 1.83

R2 0.59 0.58 0.54 0.59

EI 0.59 0.56 0.52 0.57

Naju

RMSE (㎜/day) 6.43 2.64 7.31 2.83

R2 0.76 0.63 0.69 0.49

EI 0.73 0.50 0.65 0.43

 Kim et al., (2000) Case Ⅱ (2013)

Watershed  Statistics
Runoff of 

rainfall day

Runoff of

no rainfall day

Runoff of 

rainfall day

Runoff of

no rainfall day

Goisan

RMSE (㎜/day) 11.17 1.62 7.87 1.42

R2 0.47 0.70 0.69 0.66

EI2) 0.34 0.54 0.67 0.65

Unmun

RMSE (㎜/day) 11.60 1.65 7.92 1.90

R2 0.79 0.69 0.84 0.50

EI 0.63 0.53 0.83 0.38

Seokhwa

RMSE (㎜/day) 12.12 2.18 7.99 1.91

R2 0.36 0.45 0.66 0.58

EI 0.15 0.40 0.63 0.53

Naju

RMSE (㎜/day) 7.28 2.93 4.75 2.46

R2 0.66 0.50 0.93 0.68

EI 0.66 0.39 0.85 0.57

Table 5.16 Comparison of statistical results applying each 

regression equations for rainfall  day and no rainfall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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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약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계측 수지 상류 유역의 유출량을 추정하기 하여 

실측 유출량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 다목  상류유역 15개소, 하

천 수 측소유역 15개소 등 총 30개 유역을 상으로 개념  강우-

유출 모형인 Tank 모형의 매개변수 추정을 한 회귀식을 개발하 다. 

이는 기존에 제시된 3단 Tank 모형의 매개변수 추정 회귀식을 보완하

여 매개변수의 제한범 를 고려하 으며, 최하단 탱크의 기 류고를 

포함하여 총 11개 매개변수 추정을 한 회귀식이다. 한, 30개 유역의 

유역경사 평균값과 표 편차를 고려하여 유역경사의 구간을 Case Ⅰ, 

Case Ⅱ에 따라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귀식을 개발한 뒤 그 용성

을 평가하 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Tank 모형 매개변수를 최 화하고 

이를 상유역의 보정기간에 하여 용하 다. 그 결과 모든 유역에

서 R2  효율지수가 0.8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RMSE는 5 ㎜/day 이하

로 높은 합도를 보 다. 

2. 최 화된 매개변수는 Sugawara (1972)가 제시한 매개변수 범 를 

만족하고 있으며, 이를 Tank 모형에 용하여 검정기간에 한 유출량

을 모의하 다. 보정기간에 비하여 RMSE 값은 높게, R2와 효율지수는 

낮게 나타났으나, 체 으로 R2와 효율지수가 0.7 이상, RMSE는 5 ㎜

/day 이하로 합도가 높게 나타났다.

3. Tank 모형 매개변수 추정을 한 일반화된 회귀식을 개발하기 

하여 유역면 , 토지이용상태, 유로연장, 유역평균경사 등과 같은 유역 

특성인자와 유 자 알고리즘에 의해 최 화된 매개변수 간 상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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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 으며, 상 성이 높게 나타난 유역 인자를 이용하여 회귀식을 

개발하 다. 

4. 개발된 회귀식을 이용하여 모형의 매개변수를 추정하 으며, 이를 

Tank 모형에 용하여 30개 상유역의 유출량을 모의하고 그 결과를 

실측 유출량과 비교함으로써 그 용성을 평가하 다. R2와 효율지수는 

모두 0.7 이상으로 높은 합도를 보 다.

5. 총 30개의 다목   하천유역을 상으로 하나의 일반화된 회귀

식을 개발하 으며, 보다 정확한 유출량을 모의하기 한 추가 인 회귀

식을 개발하기 해 유역의 유출량에 향을 미치는 유역평균경사를 고

려하 다. 상유역의 유역경사 평균값과 표 편차를 이용하여 유역경사 

구간을 Case Ⅰ, Case Ⅱ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유역경사 구간

에 한 회귀식을 개발하 다.

6. Case Ⅰ, Case Ⅱ 구간의 유역평균경사에 해당되는 유역을 회귀식

에 용하여 유출량을 모의한 결과, 하나의 일반화된 회귀식으로 유출

량을 모의한 결과에 비해 통계  결과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각 Case 

별 통계  결과 R2와 효율지수는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Case Ⅱ 회귀식

을 용하 을 때 모의된 총유출량이 실측 총유출량에 좀 더 근 하게 

모의됨에 따라 RMSE는 다소 낮은 값을 보 다.

7. 기존 연구자들이 제시한 회귀식과 각 유역경사 구간에 따라 개발

된 회귀식으로 산정된 매개변수를 Tank 모형에 용하여 모의된 유출

량과 실측 유출량을 각각 비교함으로써 그 용성을 평가하 다. 상

유역은 괴산 , 운남 , 석화 수 측소, 나주 수 측소 등 4개 유역

을 미계측 유역으로 가정하여 회귀식을 용하 으며, 제시된 통계  

결과 모두 기존 회귀식에 비하여 양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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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ase Ⅱ의 회귀식과 기존 회귀식으로 산정된 매개변수를 Tank 모

형에 용하 을 때 모의된 유출량이 직 유출량과 기 유출량을 고르

게 모의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하여 강우일과 무강우일을 나 어 그 

통계  결과를 비교하 다. Case Ⅱ 회귀식은 기존 회귀식에 비하여 무

강우일에 한 통계  결과가 유사하거나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강우

일에 한 통계  결과는 기존 회귀식에 비하여 높은 값을 보 다.

8. 일반화된 회귀식과 각 구간별 개발된 회귀식 (Case Ⅰ, Ⅱ)은 R2와 

EI 모두 0.7이상, RMSE는 5 ㎜/day 이하로 나타남으로써 용성이 높

았다. 한, 유역경사의 구간을 구분하여 회귀식을 개발하고 각 경사 구

간에 해당하는 유역에 한 유출량 모의 시 하나의 일반화된 회귀식을 

용하여 유출량을 모의했을 때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각 

구간에 따른 유출량 모의 결과는 Case Ⅱ와 같이 S ≤ 25.0%, 25.0% 

< S < 31.4%, S ≥ 31.4%로 구간을 세분화하 을 때 모의된 총유출량

이 실측 총유출량에 좀 더 근 하게 모의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총 3 Case의 회귀식 (일반화된 회귀식, Case Ⅰ

의 구간에 한 회귀식,  Case Ⅱ 구간에 한 회귀식 등)은 모두 기

존에 제시된 회귀식보다 통계 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 다. 특히, Case 

Ⅱ 회귀식으로 산정된 매개변수로 모의한 총유출량은 실측 총유출량에 

좀 더 근 하게 모의됨으로써 향후 임의의 유역에 한 장기유출량 모

의 시 보다 신뢰성 높은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 된다. 하지만 본 연

구에서 개발된 회귀식은 무강우 시 기 유출량이 실측값에 비하여 과소 

모의되는 한계가 있어 모형의 보정 시 기 유출량 모의에 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더 많은 유역을 상으로 유역경사 구간을 세분화하고 기 유출

모의 특성에 한 분석을 추가 으로 고려한 뒤 회귀식을 개발하여 장

기유출량을 모의한다면 용수공 량, 무효방류량 등의 자료 획득에 어려

움이 있는 미계측 수지유역의 유역 리, 설계  운  등에 효과 으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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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Ⅰ. Results of Tank Model Calibration

Ⅱ. Results of Tank Model Validation

Ⅲ. Results of Daily runoff by           

developed Regression equations

Ⅳ. Results of Daily runoff by Case Ⅰ and 

Case Ⅱ equations

Ⅴ. Results of Daily runoff for the Ungauged 

watersheds of Each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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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Comparison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daily runoff 

during the calibration periods in dam watersheds

(a) Soyangang (b) Hoengseong

(c) Chungju (d) Andong

(e) Imha (f) Hapcheon

(g) Namgang (h) Daech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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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Yongdam (j) Boryung

(k) Buan (l) Seomjingang

(m) Juam (n) Tam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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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 Comparison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daily runoff 

during the calibration periods in gauging stations

(a) Maeil (b) Yeongweol

(c) Socheon (d) Shinan

(e) Hyoryeong (f) Gajang

(g) Okcheon (h) Cheo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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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ongcheon (j) Gidaegyo

(k) Jangjeon (l) Neungju

(m) Mareuk (n) Eud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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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Comparison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daily runoff 

during the validation periods in dam watersheds

(a) Soyangang (b) Hoengseong

(c) Chungju (d) Andong

(e) Imha (f) Hapcheon

(g) Namgang (h) Daech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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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Yongdam (j) Boryung

(k) Buan (l) Seomjingang

(m) Juam (n) Tam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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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Comparison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daily runoff 

during the validation periods in gauging stations

(a) Maeil (b) Yeongweol

(c) Socheon (d) Shinan

(e) Hyoryeong (f) Gajang

(g) Okcheon (h) Cheo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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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ongcheon (j) Gidaegyo

(k) Jangjeon (l) Neungju

(m) Mareuk (n) Eud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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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Comparison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daily runoff in 

dam watersheds by developed regression equations

(a) Soyangang (b) Hoengseong

(c) Chungju (d) Andong

(e) Imha (f) Namgang

(g) Milyang (h) Daech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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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 Yongdam (j) Boryung

(k) Buan (l) Seomjingang

(m) Juam (n) Tam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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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 Comparison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daily runoff in 

gauging stations by developed regression equations

(a) Maeil (b) Yeongweol

(c) Socheon (d) Shinan

(e) Jisan (f) Hyoryeong

(g) Gajang (h) Ok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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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ongcheon (j) Gidaegyo

(k) Jangjeon (l) Neungju

(m) Mareuk (n) Eud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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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 Comparison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daily runoff by  

      regression equations about case Ⅰ

(a) Hyoryeong (b) Mareuk

(c) Eudeong (d) Seomjingang

(e) Gidaegyo (f) Chungju

 

(g) Juam (h) Shi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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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eungju (j) Daecheong 

(k) Cheoncheon (l) Yongdam

(m) Tamjin (n) Jangjeon

(o) Okcheon (p) Nam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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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Jisan (r) Boryung

(s) Andong (t) Imha

(u) Hoengseong (v) Maeil

(w) Songchoen (x) B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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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Yeongweol (z) Soyangang

(A) So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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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 Comparison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daily runoff by 

      regression equations about case Ⅱ

(a) Hyoryeong (b) Mareuk

(c) Eudeong (d) Seomjingang

(e) Gidaegyo (f) Chungju

(g) Juam (h) Shi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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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eungju (j) Daecheong

(k) Cheonchoen (l) Yongdam

(m) Tamjin (n) Jangjeon

(o) Okcheon (p) Nam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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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Jisan (r) Boryung

 

(s) Andong (t) Imha

(u) Hoengseong (v) Maeil

(w) Songcheon (x) Buan



- 108 -

(y) Yeongweol (z) Soyangang

(A) So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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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1. Comparison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daily runoff for 

ungauged watersheds of each case

(ⅰ) CaseⅠ (ⅱ) CaseⅡ

(a) Goisan

(ⅰ) CaseⅠ (ⅱ) CaseⅡ

(b) Seokhwa

(ⅰ) CaseⅠ (ⅱ) CaseⅡ

(c) Naju



- 110 -

Abstract

Development of Regression Equations 

for the Parameter Estimation of 

TANK model based on Basin Slope

Ji, Hyun An

Major in Rural Systems Engineering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TANK model has been widely used in rainfall-runoff 

modeling due to its simplicity of concept and computation while 

achieving forecast accuracy. A major difficulty in the application of 

the model arises from the determination of parameter values which 

are usually calibrated with the measured hydrologic data. However, 

most upstream of reservoirs in Korea are  ungauged watersheds 

where limited or no monitoring data are available. Thus, generalized 

equations for estimating TANK model parameter values in ungauged 

watershed are needed. Thirty watersheds of dam sites and stream 

stations were selected in this study for the parameter estimation. A 

genetic algorithm was used to optimize Tank model parameters. 

Generalized equations were derived from correlations between the 

optimized parameters and the watershed characteristics. Basin slop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watershed runoff simulation. 

To improve accuracy of runoff simulation, separate regressing 

equations were developed for different basin slope ranges, defin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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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Ⅰ and Ⅱ; Slope range of Case Ⅰ is 21.8% ≥ S, 21.8% < S < 

34.5%, S ≤ 34.5% and Case Ⅱ is 25.0% ≥ S, 25.0% < S < 31.4%, 

S ≤ 31.4%. Overall, the newly developed equations (generalized 

equations, Case Ⅰ equations, and Case Ⅱ equations) performed 

better in runoff simulation than conventional equations, especially, 

the Case Ⅱ equations simulated the closest to the observed runoff. 

It was concluded that newly developed regression equations based 

on basin slope can improve the runoff simulation particularly for the 

ungauged watersheds upstream of agricultural reservoirs.

Keywords : Tank model, Runoff, Watershed characteristics, Basin 

slope, Regression equation

Student number : 2011-2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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