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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기반 운동파 강우유출모형 KIMSTORM의 개선(I)

− 이론 및 모형 −
A Modified grid-based KIneMatic wave STOrm Runoff Model 

(ModKIMSTORM) (I) − Theory and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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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rid-based KIneMatic wave STOrm Runoff Model (KIMSTORM) by Kim (1998) predicts the temporal variation and
spatial distribution of overland flow, subsurface flow and stream flow in a watershed. The model programmed with C++ lan-
guage on Unix operating system adopts single flowpath algorithm for water balance simulation of flow at each grid element.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improve the model by converting the code into FORTRAN 90 on MS Windows operating system
and named as ModKIMSTORM. The improved functions are the addition of GAML (Green-Ampt & Mein-Larson) infiltration
model, control of paddy runoff rate by flow depth and Manning's roughness coefficient, addition of baseflow layer, treatment of
both spatial and point rainfall data, development of the pre- and post-processor, and development of automatic model eval-
uation function using five evaluation criteria (Pearson's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Nash and Sutcliffe model efficiency, the
deviation of runoff volume, relative error of the peak runoff rate, and absolute error of the time to peak runoff). The modified
model adopts Shell Sort algorithm to enhance the computational performance. Input data formats are accepted as raster and MS
Excel, and model outputs viz. soil moisture, discharge, flow depth and velocity are generated as BSQ, ASCII grid, binary grid
and raster form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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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격자기반 운동파 강우유출모형 KIMSTORM(grid-based KIneMatic wave STOrm Runoff Model)은 유역의 지표흐름, 지표
하흐름 및 하천흐름의 시간적 변화와 공간적 분포를 모의할 수 있다. 본 모형은 유닉스 운영체제의 C++언어로 개발되었으며,
각 셀에서의 흐름을 모의하기 위하여 단방향흐름 알고리즘과 격자기반 수문학적 물수지요소를 채택하고 있으나 운영에 몇몇
제약사항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모형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MS Windows 운영체제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FORTRAN
90 언어를 이용하여 ModKIMSTORM을 개발하였다. 기존모형에 비해 개선된 주요사항으로, 물리적 기반의 침투기법인
GAML(Green-Ampt & Mein-Larson) 침투모형 추가, 격자 유출심과 Manning 조도계수에 의한 논에서의 지표유출 제어, 지
표격자의 기저유출 요소 추가, 공간강우와 지점강우의 처리, 전·후 처리부문 개발, 5개 평가항목(피어슨의 결정계수 R2, Nash
& Sutcliffe 모형효율 E, 유출용적 편차 Dv, 첨두유출의 상대오차 EQp, 첨두시간의 절대오차 ETp)을 이용한 모의결과의 자동
평가 기능을 개발하였다. 추가적으로, 모형의 계산효율을 향상시키고 지표격자의 기저유출을 하천격자로 이송하기 위하여 쉘정
렬 알고리즘을 채택하였다. 모형의 입력자료는 ESRI ArcInfo W/S 또는 ArcView와 같은 GIS 소프트웨어 및 MS Excel을
이용하여 간단히 구축할 수 있으며, 모의결과의 공간적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토양수분, 지표유출, 유출심 및 유속분포도는
BSQ, ESRI ASCII Grid, ESRI Binary Grid 및 IDRISI Raster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핵심용어 : 운동파, 분포형 강우유출모형, 격자물수지, 지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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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문모형은 수자원 계획 및 평가 등 다양한 목적을 해결

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HEC-GeoHMS,

WMS 등과 같은 대부분의 수문모형에서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와 RS(Remote Sensing) 기법의 적용은

기본적인 요소가 되어 온지 오래다. 수문해석에 GIS/RS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많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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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의한 수자원 분야의 GIS/RS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뿐

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양질의 GIS 데이터와 RS 분석자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GIS/RS에 대한 접근이 더욱 쉬워진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무어의 법칙을 적용하

듯 향상되고 있는 컴퓨터의 성능은 더욱 큰 용량의 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보다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분석

의 요구를 해결해주고 있다. 

최근, 이와 같이 분포형 모형의 적용환경이 우수해짐에 따

라 분포형 모형에 대한 관심과 활용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

며, 1969년 Freeze와 Harlan이 처음으로 물리적 기반의 분

포형 모형을 소개한 이후 Beven과 O'Connell(1982), Abbort

등(1986a), Bathurst 와 O'Connell(1992) 등에 의하여 제안

된 공간적인 예측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과 지속적 개발 노력

에 따라 등장한 Systeme Hydrologique Europeen (SHE,

Abbort 등, 1986a, 1986b; Bathurst 등, 1986a, 1986b)과
Institute of Hydrology Distributed Model (IHDM, Beven,

1985; Beven 등, 1987; Calver, 1988; Beven과 Binley, 1992;

Calver와 Wood, 1995) 등과 같은 분포형 모형(Beven,

1996) 외에도 여러 수문학자들에 의하여 새로운 모형의 개발

과 적용이 지속적으로 시도 되고 있다. 대표적인 분포형 모

형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에서 개발된 AGNPS(Young

등, 1989), ANSWERS(Beasley 등, 1980), DBSIM(Cabral

등, 1990), KINEROS(Woolhiser 등, 1990), CASC2D(Julien

등, 1995), GSSHA(Downer 등, 2002), VfloTM(Vieux 등,

2002) 등이 있고, 영국에서 개발된 TOPMODEL (Beven

등, 1979), IHDM, 영국, 프랑스, 덴마크가 공동으로 개발한

SHE, MIKE SHE(Refsgaard와 Storm, 1995), 호주에서 개

발된 THALES(Grayson 등, 1992a, 1992b), TOPOG

(O'Loughlin, 1986, 1990), 일본에서 개발된 WEP(Jia 등,

2001), Hydro-BEAM(Kojiri 등, 1998, 2006) 모형 등이 있

다. 최근에는 Jain 등(2004)이 Philip 침투모형과 St.

Venant 확산파 근사식을 적용한 분포형 강우유출모형을,

Jinkang 등(2007)은 습윤산립유역에 적용을 위한 분포형 강

우유출모형을 개발하였으며, Bell 등(2007)은 RCM(Regional

Climate Model)자료를 이용한 고해상도 격자기반 분포형 모

형을 개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GIS를 이용한 수문모형의

적용 및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김대식

등(1995)이 격자 물수지를 이용한 강우유출모델을 개발하여

반월유역에 적용하였고, 최진용(1996)은 GIS를 이용한 장기

유출모델을 개발하여 동일유역에 적용한 바 있다. 김진택

(1995)은 농업 비점오염 유출모형인 AGNPS와 GRASS
(Geographic Resources Analysis Surpport System, U.S.

Army CERL)와의 호환모델을 개발하여 반월유역에 적용하

였고, 김상현 등(1996), 김상현(1997, 1998), 조홍제 등

(1997, 1998), 김상현 등(1999), 정선희 등(1999), 배덕효

등(2000)이 TOPMODEL의 적용성 검토와 알고리즘 개선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김성준, 2001). 유동훈(1999)

은 SIRG를 개발하여 양양남대천유역의 강우유출모의에 적용

한 바 있다. 최근에는 신철균 등(2004)이 저류함수기법을 이

용한 격자기반의 강우유출모형을 개발하여 집중형 저류함수

모형과 비교하였고, 홍준범 등(2006)은 VfloTM를 중랑천유역

의 유출모의에 적용하여 물리기반의 분포형 수문모형의 정

확성을 평가하였고, 박진혁 등(2006)은 댐유역의 홍수예측을

위하여 집중형모형인 KOWACO와 분포형모형 VfloTM를 용

담댐유역의 유출해석에 적용하여 비교하였으며, 이창희 등

(2006)은 비정형격자기반 도시침수해석모형을 개발하였다. 최

근의 분포형 강우유출모형 적용에 대한 연구에서 VfloTM가

많은 활용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실무 적용에 대

한 시도도 활발하다. 

한편, 김성준 등(1998)은 GRISTORM(GRId-based variable

source area STOrm Runoff Model)을 개발하여 New York의

Crowe Road유역(1.7 km2) 및 연천댐유역(1,875 km2)에 적

용하였다. GRISTORM은 GIS를 이용한 물리적기반의 분포

형 강우유출모형으로 GRASS를 공간자료 전후처리에 이용

하고 있으며, ASCII 형식의 격자자료를 공간매개변수로 입

력하여, 계산결과를 시공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포도로

출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지표 및 지표하 유출을 운동파방

정식(kinematic wave equation)으로, 침투는 Holtan 공식

(1961)에 의하여 모의하며, 각 격자에서의 수치해를 구하기

위하여 4점 음해기법(four-point implicit method)에 의한 유

한차분해석을 사용하는 모형으로 유역면적 2,000 km2 이내

의 계산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후 김성준(1998)은 GRISTORM

의 흐름추적에 적용된 음해기법을 격자물수지(cell-based

water balance) 기법으로 대체하여 KIMSTORM (Grid-

based KIneMatic Wave STOrm Runoff Model) 분포형 강

우유출모형을 개발하였다. KIMSTORM은 지표 및 지표하

유출모의를 위하여 GRISTORM과 동일하게 운동파

(kinematic wave) 이론을 적용하고 있으며, 침투는 Huggins

& Monke (Beasley 등, 1980)식을 적용하여 모의한다.

KIMSTORM은 격자물수지법을 이용함으로써 음해기법에 비

해 모형의 구조 및 계산이 간단한 것이 특징이며, 연천댐유

역(1,875 km2), 용담댐유역(930 km2), 홍보간척지유역(218

km2), 화옹간척지유역(162 km2), 이평교유역(76 km2) 등의

강우유출모의에 적용된바 있고 최근에는 도시지역의 홍수유

출을 모의하기 위하여 평택시(12 km2)를 대상으로 적용가능

성을 평가한바 있다. 

그러나 여러 유역에 적용된 바 있는 KIMSTORM은 모형

은 적용이론과 모형구동과 관련한 기능적 측면에 대하여 개

선이 필요하다. 이론적 측면에서 경험적 침투식인 Huggins

& Monke의 적용 보다는 물리적 기반의 침투모의가 가능하

도록 Green-Ampt의 적용, 지표유출과정에서 논의 유출을 반

영할 수 있도록 개선, 격자기반 분포형 강우유출모형에서 수

문곡선의 감수부를 반영할 수 있는 기법 적용이 필요하다.

기능적 측면에서 UNIX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KIMSTORM은 모형의 입출력자료 처리를 위한 구조가 정형

화 되어 있지 않아 공간입력자료, 강우자료 및 매개변수 설

정을 위하여 소스코드 수정이 불가피하고 모의결과의 평가

및 가시화에 다소 불편함이 있으며, 최근 분포형 강우유출

모형에 많이 적용하고자 하는 공간강우의 입력처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서 모형 사용자가 보다 쉽게 모형을 구동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분포형 모형은 유역을 세

분화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모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법의 적용도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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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격자기반 운동파 강우유출모형

KIMSTORM의 적용이론과 구조 및 성능을 개선하고 모형구동

환경을 MS Windows 운영체제로 전환하여 ModKIMSTORM

을 개발하고자 한다. 모형의 개발언어는 FORTRAN 90를

채택하여 구조화된 형태로 개발함으로써 소스코드의 해석이

편리하도록 구성하고자 하였다.

2. 모형의 개요 및 개선사항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ModKIMSTORM(Modified

grid-based KIneMatic wave STOrm Runoff Model)은 정

방형 격자망으로 분할된 대상유역의 격자마다 지형, 지표, 토

양관련 공간매개변수를 입력하고 단방향흐름경로 알고리즘

(single flowpath algorithm)을 이용하여 격자간 물수지를 계

산함으로서 유역의 전반적인 시공간적 수문량을 파악할 수

있는 분포형 강우유출모형이다. 기존모형과 본 연구에서 개

선된 모형을 비교하면 Table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3. 모형의 이론

3.1 격자물수지 계산을 위한 흐름방향정의 및 유입유출

방향 결정

분포형 강우유출모형에서 격자흐름방향은 강우에 의하여

발생된 유출이 다른 격자로 유출되거나 다른 격자로부터 유

입되는 양을 결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정의되어야 한다. 격자

흐름방향은 유역의 수치지도 또는 위성영상으로부터 구축한

DEM(digital elevation model)을 GIS 소프트웨어의 흐름방

향 함수를 적용함으로서 쉽게 결정할 수 있다. 흐름방향을

정의하는 방법으로는 3×3 윈도우를 DEM에 적용하여 가장

낮은 고도값으로 흐르는 단방향 흐름경로(single flowpath)

알고리즘인 8방향법과 하나 이상의 격자로 배분되어 흐르는

다방향 흐름경로(multiple flowpath) 알고리즘으로 구분된다.

지형경사가 비교적 급한 유역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

성을 고려하여 본 모형에서는 단방향 흐름경로 알고리즘에

의해 정의된 격자흐름방향을 이용하여 격자별 유입-유출 물

수지를 모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Fig. 1은 유역의 단방향 격자흐름방향을 이용하여 유입-유

출 경로를 결정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 방법은 중심

격자의 단방향 유출경로를 결정하기 위하여 중심격자가 가

질 수 있는 8방향 값을 주변격자에 표시한 Fig. 1(b)의

3×3 윈도우를 이용한다. 한편 중심격자의 유출방향은 단방향

이지만 중심격자로 유입될 수 있는 주변격자의 개수는 하나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Fig. 1(c)와 같이 Fig. 1(b)의 3×3

윈도우를 180° 회전시킨 3×3 반전윈도우를 적용하여 유입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김대식, 1995; 김성준, 1998). Fig. 1

에서 흐름방향 코드 a, b, c, d, e, f, g, h는 8 방향을 의

미하는 것으로 3×3 윈도우의 경우 동, 남동, 남, 남서, 서,

북서, 북, 북동 방향으로의 유출방향을 의미 하고 3×3 반전

Table 1. Comparison between KIMSTORM and ModKIMSTORM

Features KIMSTORM ModKIMSTORM

Functional

Program Language C++ (gcc) FORTRAN 90 (G95)

Operating Environment SUN UNIX or SGI IRIX MS Windows XP DOS

GIS Processing GRASS ESRI Arcinfo W/S, ArcView, IDRISI

Input Data Type GRASS ASCII Grid
Text format

GRASS or ESRI ASCII Grid
CSV, Text format

Output Data Type
GRASS ASCII Grid

Text format
ESRI ASCII or Binary Grid, BSQ

IDRISI Raster A.1, Text and CSV format

Cell Domain Limit 40,000 cells (200×200) 600,000 cells within watershed boundary

Calculation time interval 1 min 1 sec ~ 5 min

Rainfall type Thiessen Spatial (Radar) or Thiessen

Cell Inflow None This function is connect the outflow from the
 upper watershed or dam

Parameter Adjustment Change and rebuild code By using scale factor

Model Evaluation* None R2, E, Dv, EQp, ETp

Theoretical

Surface flow Kinematic wave Kinematic wave

Surface flow of paddy always saturated always saturated, controlled by roughness

Subsurface flow Kinematic assumption Kinematic assumption

Infiltration Huggins and Monke Huggins and Monke or GAML

Percolation Constant rates Constant rates or Huggins and Monke

Base flow None A potion of the accumulative volume of percolation water is 
assumed to contribute to stream as a baseflow

Initial Soil Moisture** POe ≥ SWini ≥ FC POe ≥ SWini ≥ WP
*R2, Pearson's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E,, Nash and Sutcliffe model efficiency; Dv, Diviation of runoff volumes (%); EQp,
Relative error of the peak runoff rate; ETp, Absolute error of time to peak runoff (hr).
**POe, Effective porosity (m3/m3); SWini, Initial soil moisture contents (m3/m3); FC, Field capacity (m3/m3); WP, Permanent
wilting point (m3/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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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의 경우 서, 북서, 북, 북동, 동, 남동, 남, 남서 방향

으로부터의 유입방향을 의미한다. 흐름방향 코드는 데이터

형식에 따라 Fig. 1(d)와 같이 GRASS Raster 형식의 경우

8, 7, 6, 5, 4, 3, 2, 1, ESRI ArcGrid 형식의 경우 1, 2,

4, 8, 16, 32, 64, 128의 흐름방향 값이 정의되어 있다.

Fig. 1(a)의 선택영역은 본 모형에서 중심격자에 대한 유출·

유입경로 결정하는 예를 도시한 것이다. 중심격자의 흐름방

향 값이 c 이므로 유출방향은 남쪽으로 이루어지고, 중심격

자 주변 8개 격자의 흐름방향 값을 Fig. 1(b)의 3×3 반전

윈도우와 비교하면 a, b, c, d, e가 일치하므로 서, 북서,

북, 북동, 동쪽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이다.

3.2 격자의 경사, 폭 및 길이

분포형 모형에서 격자의 경사, 길이, 폭은 유량 모의와 관

련하여 중요한 요소이며 격자별 흐름방향과고도값으로부터

결정한다. Fig. 2는 격자의 흐름방향에 따라 경사, 길이, 폭

을 결정하는 방법을 도시한 것이며, 격자의 형태는 사각형으

로 가정하였다. 

중심격자의 경사는 Eq. (1)과 같이 중심격자와 흐름방향에

위치하는 격자의 표고차를 흐름방향의 거리로 나눔으로서 결

정한다. 여기서 흐름방향의 거리는 흐름방향에 따른 중심격

자의 길이와 동일한 값을 의미하게 된다. 이때 격자의 폭과

길이는 흐름방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격자의 면적이 방향에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직교 및 대각선 방향의 폭과

길이는 Eq. (2)와 같이 결정할 수 있다. 

(1)

 , orthogonal: a(E), c(S), e(W), g(N) (2)

 , diagonal:

b(SE), d(SW), f(NW), h(NE)

여기서 은 중심격자의 지면경사(m/m), 은 중심격

자의 표고(EL.m), 는 흐름방향격자의 표고(EL.m),

은 중심격자의 길이(m), 은 중심격자의 폭(m),

CS는 정방형격자의 크기(m)이다.

하상경사의 경우 유역내 모든 하도구간에 대하여 실제 측

량된 자료를 적용하여 구축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

문에 유역내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종

단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하여 흐름누적면적과 경

사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Eq. (3)과 같이 평형하상경사공식

(Shulits, 1941)을 응용한 공식으로부터 하상경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여기서 는 에서의 하상경사(m/m), Smax는 유로원점에서

의 최대하상경사(m/m), Ai는 하천격자 i에서의 흐름누적면적

(km2), a는 상류로부터의 하상경사 변화정도를 결정하는 경

사감소계수이다. 본 모형의 흐름특성상 역경사를 방지하기 위

Scen
rise
run
---------

ELcen ELodir–

Lcen
----------------------------------= =

Lcen CS= Wcen CS=

Lcen CS 2= Wcen CS 2⁄=

Scen ELcen

ELodir

Lcen Wcen

Sstr i, SmaxEXP aAi–( )=

Sstr i,

Fig. 1 Define the flow path using 3×3 window and 3×3 mirror
window

Fig. 2 Cell slope, width and length of the center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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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자가 최소경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3 격자 물수지 인자

격자물수지법은 유역을 일정한 정방형 격자로 분할한 상태

에서 각 격자에서의 유입·유출에 대한 물수지를 계산함으

로서 주어진 시간간격별로 유역전체에 대한 물수지를 파악

할 수 있는 방법이다(김성준, 1998). Fig. 3은 기존모형과

개선된 모형의 격자물수지 요소를 도시한 것이다.

기존모형의 경우 각 격자를 지표와 지표하의 2개 층으로

구분하여 물수지를 계산하는 방식이나, 개선된 모형에서는

지표격자를 지표, 비포화 및 포화 지표하층의 3개 층으로

구별하였으며, 하천격자는 단일층으로 구성하여 상류의 하천

격자 및 지표격자로 부터의 물수지를 계산하도록 하였다. 비

포화층에서는 유효공극률, 포장용수량, 영구위조점 및 유효

토심과 같은 매개변수에 의해 배수 가능한 토양수분량이 결

정되며 포화투수계수에 의하여 측방흐름이 일어난다. 이때

비포화층의 중력수 일부는 가장 아래의 포화층으로 침루된

다. 이때 유출곡선의 감수부를 고려하기 위하여 마지막 포화

층에 저류된 침루수는 지표에서 하천방향으로 합산되고 최

종적으로는 일정비율에 의해 하천격자에 전달되는 것으로 가

정하여 단순화 하였다. 

강우기간 동안의 증발산은 미소량으로 무시하였으며, 지표

격자에서 하천격자로의 흐름은 측방흐름이 이루어지는 것으

로 가정하였다(김성준과 Steenhuis, 2001).

3.3.1 지표흐름

지표흐름은 운동파(kinematic wave)이론을 적용하였다. 지

표면 흐름(overland flow)과 하도흐름(channel flow)은 Eq.

(4)의 연속방정식(continuity equation), Eq. (5)의 운동파근사

(kinematic approximation) 운동량방정식(momentum equation),

Eq. (6)의 Manning 공식으로 주로 나타내며, 이들 기본공식

을 다른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다(Grayson과 Blöschl,
2000). 

(4)

(5)

(6)

여기서 Q는 유량(m3/sec), A는 흐름단면적(m2), s는 유하거

리(m), t는 시간(sec), q는 단위길이당 측방유입율(lateral

inflow rate) 또는 유출율(outflow rate), S0는 지면경사

(surface slope, m/m), Sf는 마찰경사(friction slope, m/m),

n은 Manning 조도계수, R은 동수반경(m)이다.

본 모형에서의 포화상태 지표면흐름과 하천흐름은 Eq. (7)

의 운동파방정식(Grayson 등, 1995)을 적용하고 있다. 

(7)

여기서 α, m1, m2는 지표면, 면상류 또는 하천류의 기하구

조, 경사, 조도 및 유체점성과 흐름종류에 따른 상수항이다

(Grayson 등, 1995). 지표면 흐름을 얕은면 흐름(shallow

sheet flow)으로 가정하면 구형수로의 경우와 같게 되어 동

수반경 은 흐름깊이와 같게 되므로 Eq. (8)같다. 

(8)

여기서 h는 흐름깊이(m), w는 흐름방향으로의 격자폭(m)이다.

논은 경작기인 5월초~9월말 사이의 기간 동안 담수심을

유지하므로 항시 포화된 상태가 되며, 논둑과 여유고를 가지

면서 담수되어 있다. 만일 강우가 발생하여 담수위가 논둑을

초과하면, 지표유출과 같이 논에 담수된 물은 넘쳐흐르게 된

다. 연속형 수문모델링의 경우, 담수심은 일유출용량에 영향

을 주기 때문에 논에서의 일물수지를 모형화하는데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는데, 사상형 수문모델링의 경우, 논의 여유

고는 강우이전 논의 저류량에 상응하는 의미가 있으며

Manning 조도계수와 같은 매개변수로 처리할 수 있다(김성

준 등, 2003). 본 모형에서는 강우시 논 격자의 유출심이

증가함에 따라 논에서의 Manning 조도계수가 감소하여 논둑

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유량이 서서히 증가할 수 있도록 Eq.

(9)와 같은 식을 적용하였다. 

(9)

여기서 np는 논격자의 Manning 조도계수, hp는 논둑과 담수

심사이의 기준 여유고(m), b는 조도계수 감소와 관련된 무차

원상수이다.

하천흐름 모의를 위하여 유역전체 하천격자의 횡단면을 측

량하여 입력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로의 형상과

특성을 알 수 없거나 매우 일정하지 않는 경우의 동수반경

R은 Eq. (10)과 같이 흐름단면적 A의 함수로 간략히 할 수

있다(Foster 등, 1984; Moore와 Burch, 1986). 

(10)

여기서 C는 수로형상에 따른 상수로서 대부분의 수리학적으

로 유효한 단면에 대해 사각형수로에서는 0.354, 사다리꼴

∂Q A( )
∂s

--------------- ∂A
∂t
------+ q t( )=

S0 Sf=

Q Sf
1 2⁄

n
1–

R
2 3⁄

A⋅ ⋅ ⋅=

Q αR
m1

A
m2

=

α n
1–
w

2 3⁄–
So

1 2⁄
 R, h A w⁄=  m1, 0  m2, 5 3⁄= = = =

np nExp hp h–( ) hp⁄[ ]b=

R CA
1 2⁄

=

Fig. 3 Comparison of conceptual diagram of grid-based water
balance components in the grid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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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에서는 0.352, 포물선 수로에서는 0.364의 값을 가진다

(Moore와 Burch, 1986; Moore와 Foster, 1990). 따라서 Eq.

(7)의 α, R, m1, m2는 Eq. (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1)

3.3.2 지표하 흐름

일반적으로 유역규모의 거의 모든 공간수문학적 모형은 비

포화상태의 측방흐름을 무시하고 포화상태에서 지표하 흐름

이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Eq. (4)의 연속방정식과

Darcy의 법칙을 결합한 형태로 지표하 흐름을 모형화 한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 지표하 흐름은 포화상태에서 운동파 가

정에 의하여 Eq. (12)를 적용하였다(Beven, 1982; Sloan과

Moore, 1984). 단, 지표하 흐름은 토양층의 수분함량이 포장

용수량을 초과할 경우에 대하여 발생하도록 하였다.

(12)

여기서 Qsub는 지표하 유량(m3/sec), Asub는 지표하 흐름 단

면적(m2), So는 지표하층의 경사(m/m)로 지표면경사와 같다

고 가정하였다. Ksat는 포화투수계수(m/sec), SWc는 토양수분

함량(m3/m3), FC는 포장용수량(m3/m3), POe는 유효공극률

(m3/m3)이다. 

3.3.3 침투

개선된 모형에서는 기존모형에서 채택하고 있는 경험적 침

투방법인 Huggins & Monke(1966) 침투식 뿐만 아니라 보

다 물리적인 침투과정을 모의할 수 있도록 GAML(Green-

Ampt & Mein-Larson, 1973) 침투모형을 추가 적용하였다.

또한 격자의 침투량 계산에서 토지피복항목에 대하여 지정

된 불투수율에 따라 침투량이 조절될 수 있도록 하였다.

1) Huggins & Monke infiltration

Huggins와 Monke(1966)는 Holtan(1961)식과 Overton

(1964)식을 수정하여 차원적으로 균질한 형식의 침투식을 제

시하였으며 Eq. (13)과 같다(Beasley 등, 1980). 이 방법은

공식이 간단하고 비포화 토양층의 잉여저류능에 따라 침투

량을 결정하므로 매개변수의 조정이 간편하고 계산이 빠른

장점이 있다. 

(13)

여기서 f는 침투율(m/hr), fc는 최종 침투율(m/hr), fi는 초

기 침투율(m/hr), SWr은 잉여저류능(m3/m3), P는 토양수분

증가에 따른 침투율 감소와 관련된 무차원 계수이다. Eq.

(13)을 적용함에 있어 토양이 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우

강도가 침투율보다 작은 경우의 침투율은 강우강도와 같다고

가정하였다. 

2) GAML (Green-Ampt & Mein-Larson) infiltration

Green-Ampt(1911) 식은 토양의 물리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실제의 침투와 유사하게 모의하는 침투방법으로 알려져 있

으며, 최근 다수의 분포형 강우유출모형에서 침투 모의 방법

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 침투모의 방법은 매 시간간격마다

격자의 침투량을 Newton-Raphson법에 의해 시산하여 해를

결정해야 하므로 계산시간이 Huggins & Monke 침투식에

비해 조금더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GAML의 침투율은 Eq.

(14)와 같다.

(14)

여기서 ft는 시간 t에서의 침투율(m/hr), Ke는 유효투수계수

(m/hr), ψwf는 습윤전선에서의 흡인수두(m), Ft는 시간 t에

서의 누가 침투량(m)이다. Eq. (14)로 정의된 침투율은 침투

량의 함수이며, 이것은 전 시간단계에서 침투율의 함수가 된

다. Eq. (14)의 f는 dF/dt로 대체하여 Eq. (15)와 같이 정

리하고 시간단계의 끝에서의 누가 침투량 Ft을 시산법에 의

하여 산정한다(King 등, 1999). 본 모형에서는 Newton-

Raphson 법을 이용하여 누가 침투량 Ft를 산정하며, 해당

시간간격동안의 침투량은 Eq. (16)과 같다. 단, 강우강도가

침투율보다 작을 경우 모든 강우는 전 기간 동안 침투될 것

이고, 이 시간동안의 누가 침투량은 Eq. (17)과 같다.

(15)

(16)

 (17)

여기서 Ft는 주어진 시간단계에서의 누가 침투량(m), Ft−1은

전 시간단계(t−1)에서의 누가 침투량(m), Δt는 시간간격

(hr), RΔt는 시간간격 Δt동안 내린 강우의 총량(m)이다.

3.3.4 침루 및 기저유출

포화층으로의 침루(percolation)는 불포화층의 토양수분함량

이 포장용수량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Eq. (18)과 같이

Huggins와 Monke(1968)식을 적용하였다. 

(18)

여기서 DR은 침루율(m/hr), SWgwc는 토양층의 중력수최대함

량(m3/m3) 즉 (POe-FC)이며, N은 침루의 증감을 조절하는

무차원계수이다. 침루수는 지하수에 충진 되고 최종적으로 하

천으로 유입되나 유역전체에 대한 침루수의 이동경로를 확인

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침루수는 매시간간격마다 하천방향

으로 누적되고, 누적된 침루수의 용적 중 일부분이 기저유출

처럼 하천유량에 기여한다고 가정하였다(Marchant 등 2006).

(19)

여기서 Qbf는 기저유량(m3/sec), CS는 격자크기(m), r은

지표에서 하천방향으로 누적된 침루수의 하천유입비율, DRi

는 지표에서 하천으로의 격자에서의 침루율(m/sec)이다.

3.3.5 토양수분조건 (soil moisture conditions) 

본 모형에서 지표격자의 토양수분은 Fig. 4와 같이 유효공

극률, 포장용수량, 영구위조점 및 토양깊이에 따라 결정된다.

초기토양수분은 초기유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토

양의 물리적인 특성인 유효공극률, 포장용수량, 영구위조점 및

토양깊이에 따라 Eq. (20)과 같이 수심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α n
1–
So

1 2⁄
 R, 0.354A

1 2⁄
 m1, 0  m2, 4 3⁄= = = =

Qsub KsatAsubSo  ,= FC SWc POe< <
Qsub 0                 ,= SWc FC≤

f fc fi
SWr

POe
----------
⎝ ⎠
⎛ ⎞

P
+=

ft Ke 1
ψwf SWr

Ft
-------------------+

⎝ ⎠
⎛ ⎞=

Ft Ft 1– Ke tΔ ψwf SWr+ ln
Ft ψwf SWr+

Ft 1– ψwf SWr+
-----------------------------------×+=

F tΔ Ft Ft 1––=

Ft Ft 1– R tΔ        R tΔ ft<,+=

DR fc 1
SWr

SWgwc
----------------–⎝ ⎠

⎛ ⎞
N

 ,= FC SWc POe< <

Qbf r DRiCS
2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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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여기서 SWini는 초기토양수분함량(m3/m3), Hi는 초기토양수

분(m), Dc는 유효토심(m), WP는 영구위조점(m3/m3)이다. 잉

여저류능은 비포화층으로의 침투와 포화층으로의 침루량을 결

정하는 조건으로 Eq. (21)과 같고, 배수가능 토양수분은 지

표하 흐름과 침루가 발생하는 조건으로 Eq. (22)와 같다.
(21)

(22)

3.4 격자 물수지 (Grid-based water balance)

격자 물수지는 Fig. 3과 같이 격자물수지 인자를 이용하여

각 격자별로 계산되며, 임의 시간에 계산된 격자별 물수지

결과는 입력자료 및 모형의 매개변수와 함께 다음 시간으로

전달되어 각 격자의 물수지 변화를 추적하게 된다(김성준,

1998; 김성준 등 2003). 지표격자에 대한 물수지는 지표면

흐름과 하천흐름으로 구분하여 물수지를 계산하며 Eq. (23)

과 같이 계산한다. 

(23)

여기서 i는 격자주소, Si는 격자 저류량(m3), P(t)i는 강우

량(m3), F(t)i는 침투량(m3), Qsurf.in.i는 주변격자로부터의 유

입량(m3/sec), Qsurf.out.i는 중심격자에서 주변격자로의 유출량

(m3/sec), Qsub.in.i는 불포화 지표하층으로부터의 유입량(m3/

sec), Qbf.in.i는 포화 지표하층으로부터의 유입량(m3/sec), t는

시간간격(sec)이다. 

분포형 모형은 유역을 세분화하여 모의하는 특성으로 인해

유역면적에 비하여 격자의 크기를 조밀하게 구성하는 경우

계산부하가 발생하게 되며, 전체유역에 대하여 동일한 매개

변수를 적용하게 되므로 소유역별 특성을 고려한 모의가 어

렵다. 따라서 개선된 모형에서는 Fig. 5와 같이 전체유역에

대한 모의뿐만 아니라 분할된 소유역간의 유량전달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하류유역에서 상류유역으로 부터의 유출량이 유입되는 경

우 Eq. (24)와 같이 해당시간간격의 하천격자 저류량을 갱신

함으로써 전달할 수 있다.

(24)

여기서 는 셀으로의 유입량(m3/sec) 이다. 한편, 비포

화층의 토양수분은 Eq. (25)와 같이 계산한다.

(25)

여기서 SWi는 비포화층의 격자토양수분 (m3), F(t)i는 침투

량(m3), Qsub.out.i는 지표하 유출량(m3/sec), DR(t)i는 침루량

(m3) 이다. 

3.5 격자물수지 계산방식의 개선

기존모형에서는 Fig.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체격자를

대상으로 좌상단으로부터 우하단까지 순차적으로 물수지를

계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역의 형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입력되는 격자판 내에 위치하고 있는 Nodata의 비율

이 절반 이상 될 수 있으며 공간해상도가 높아질수록

Nodata 처리는 계산시간을 증가시키는 원인중의 하나가 된

다. 또한 유역의 흐름누적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격자물수지

계산은 유량 전달에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개선된

Hini Dc POe⋅         POe SWini≤,=

   Dc SWini  ,⋅ WP SWini POe<<

   Dc WP  ,⋅    SWini WP≤

SWr POe SWc–  ,= 0 SWc POe≤ ≤

SWdr Dc POe FC–( )  ,= POe SWc≤

         Dc SWc FC–( )  ,= FC SWc POe< <

         0                    =  , SWc FC≤

dSi

dt
------- P t( )i F t( )i– Qsurf.in.i Qsurf.out.i–∑+=

for  overland  flow

P t( )i Qsurf.in.i Qsub.in.i Qbf.in.i Qsurf.out.i–+∑+∑+=

for  stream  flow

dSi

dt
------- S t( )i Qci.in.i+=

Qci.in.i

dSWi

dt
------------ F t( )i Qsub.in.i Qsub.out.i– DR t( )i–∑+=

Fig. 4 Soil bulk volume and soil moisture content

Fig. 5 Conceptual diagram of the cell inflow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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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표격자의 기저

유출을 하천격자로 이송하기 위하여 Fig. 6(b)와 같이 유역

의 흐름누적값을 오름차순 정렬함으로서 유역의 원점에서 출

구방향으로 격자물수지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산순

서를 미리 결정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흐름누적

값을 정렬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는 버블정렬(Bubble sort),

선택정렬(Select sort), 삽입정렬(Insert sort)등 여러 가지 방

법이 있으나 본 모형에서는 쉘정렬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쉘정렬은 Shell(1959)이 개발한 정렬 알고리즘으로 비교적

오래된 방법중에 하나이나 입력배열을 부분배열로 나누어 정

렬하고 순서에 맞지 않는 키드를 빠르게 이동시키도록 고안

된 방법으로서 상기 정렬방법에 비해 계산효율이 좋고 알고

리즘의 적용과 실행이 간단한 방법이다. 

3.6 모의결과의 평가

기존모형에서는 모의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직

접 실측유량과 비교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매개변수 보정

시 모의결과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어왔다.

따라서 개선된 모형에서는 실측유량을 입력하는 경우에 대

하여 각 지점의 모의결과와 비교하여 자동으로 평가하고 보

고서를 출력하도록 설계하였다. 강우유출모형의 모의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모형에서는 Eq.

(26)~Eq. (30)과 같이 피어슨의 결정계수(Pearson's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Nash & Sutchliffe(1970) 모형효율계

수(model efficiency coefficient) E, 유출용적편차(deviation

of runoff volume) Dv(ASCE Task Committee, 1993), 첨

두유량의 상대오차(relative error) EQp, 첨두시간의 절대오차

(absolute error) ETp의 5가지 평가항목을 적용하였다. 

(26)

(27)

(28)

(29)

(30)

여기서 Qi는 시간에서의 관측유량, Pi는 시간에서의 모의유

량, O는 전체모의시간의 관측유량평균, P는 전체모의시간의

모의유량평균, n은 시간 간격개수, Ov는 전체모의시간의 관

측유량용적, Pv는 전체모의시간의 모의유량용적, Op는 관측

유량의 첨두유량, Pp는 모의유량의 첨두유량, Omax는 관측유

량의 첨두유량 발생시간(hr), Pmax는 모의유량의 첨두유량 발

생시간(hr)이다. R2과, E는 모의유량과 관측유량의 차이를

평가하는 것으로 1.0에 가까울수록 모의유량이 관측유량과

같아짐을 의미하며, Dv는 0%에 가까울수록 모의유량과 관

측유량과의 용적편차가 작음을 의미하며, 초기토양수분함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분포형 강우유출모형의 적용에서 초기

토양수분함량은 지표유출의 발생시점과 크기를 결정하는 중

요한 요소가 되지만 강우발생 이전의 전체유역에 대한 토양

수분함량 파악은 어려우므로 관측유량과 모의유량과의 용적

편차가 최소가 되는 값을 초기토양수분함량으로 결정한다

(Julien 등, 1995; Wang과 Hjelmfelt, 1998; Jain 등, 2004).

또한 관측유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유역 출구점에 대해서만

모의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전체적인 발생유량의 적절성을 평

가하는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 

4. ModKIMSTORM의 구성

본 연구에서 개선된 모형의 구성은 Fig. 7과 같이 자료준

비, 전처리, 모형실행, 후처리로 요약할 수 있다. 모형은 프

로젝트파일(ModKIMSTORM project file; *.kpr)과 설정파

일(configuration file; *.cfg)에 의해 모의조건 및 자료입출

력에 대한 사항을 제어할 수 있다. 모형에는 강우 및 관측

유량, 관측소위치정보, 모형 매개변수, GIS자료가 입력된다.

입력 GIS자료는 유역경계, DEM, 흐름방향도, 흐름누적도,

산정지점도, 격자유입지점도, 토지피복도, 토심도 및 토양종

류도, 티센망도 또는 공간강우를 입력하게 된다. 이들 GIS자

료는 ESRI ArcInfo W/S 또는 ArcView를 사용하여 ESRI

ASCII Grid 형식으로 구축하게 되는데, 기존모형의 입력

자료 형식인 GRASS ASCII Grid 형식을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토지피복 및 토양과 관련한 주요매개변

R
2

Oi O–( ) Pi P–( ) Oi O–( )
2

i 1=

n

∑ Pi P–( )
2

i 1=

n

∑⁄

i 1=

n

∑
⎩ ⎭
⎪ ⎪
⎨ ⎬
⎪ ⎪
⎧ ⎫

2

=

E 1 Oi Pi–( )2 Oi O–( )2

i 1=

n

∑⁄
i 1=

n

∑–=

Dv %( ) Ov Pv–( ) Ov⁄[ ] 100×=

EQp Op Pp–[ ] Qp⁄=

EPp Qmax Pmax–[ ]=

Fig. 6 Comparison of cell processing with KIMSTOR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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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개선된 모형에서는 매개변수 조정을 간단히 하기 위해 입

력된 기본매개변수 중 주요매개변수에 대하여 축척계수(scale

factor)를 적용하고 있으며, 강우 및 관측유량과 같은 시계열

자료는 MS Excel과 같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여 CSV

(Comma Separated Variables) 형식으로 작성함으로써 입력

자료 구축에 편의를 고려하였다. 기존모형에서 공간강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

었지만 개선된 모형에서는 강우파일목록과 경로지정만으로

공간강우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모형 전처리 부분에서는 첫 번째로 흐름누적도로부터 격자

계산순서를 쉘정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두 번째

로 DEM, 흐름방향도를 이용하여 격자의 폭, 길이, 경사를

결정한다. 세 번째 과정으로는 흐름누적도로부터 하천망을

결정하고 평형하상경사공식에 의하여 하상경사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토지피복도, 토심도, 토양종류도의 속성값에 기

본매개변수를 축척계수를 적용하여 할당함으로써 조도계수,

논격자의 여유고, 불투수율, 유효토심, 초기토양수분, 유효공

극률, 포장용수량, 영구위조점, 포화투수계수, 유효투수계수,

습윤선흡인수두, 초기 및 종기침투능, 침투 및 침루조절계수

분포도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모형 실행 부분에서는 유역내 격자에 대하여 강우를 분포

시켜 각 격자층의 물수지를 계산하고 계산시간간격마다 산

정지점의 셀에 대한 모의결과를 임시파일형태로 기록하며,

설정된 시간간격에 따라 토양수분, 지표유출, 유출심, 유속분

포도를 작성한다. 이들 공간분포도는 강우유출시 토양수분의

변화 및 유출발생과정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IDRIS, ESRI

ArcInfo Workstation 및 ArcView 와 같은 GIS 소프트웨어

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출력형식에 따라 BSQ, ESRI

ASCII Grid, ESRI Binary Grid 및 IDRISI Raster 형식으

로 출력된다. 마지막으로 후처리과정에서는 임시로 저장된

결과를 산정지점별로 정리하고 모형자동평가 기능에 의해 관

측유량과 비교하여 5가지 항목을 자동으로 평가하며, 텍스트

형식과 CSV형식의 결과파일을 생성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KIMSTORM의 적용이론, 프로그램 구조,

성능 및 구동환경을 개선하여 ModKIMSTORM을 개발하였

다. 개선된 모형은 MS Window 운영체제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FORTRAN 90언어를 이용하여 개발되었으며, 기존

모형과 비교하여 개선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물리적 침투모의를 위하여 GAML 침투모형 적용, 논

격자의 유출심 증가에 따라 Manning 조도계수가 감소하는

방식으로 논에서의 유출을 제어하는 기법적용, 격자 물수지

를 지표격자와 하천격자로 구분하고 수문곡선의 감수곡선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저유출 적용, 소유역간 연계모의가 가능

하도록 격자유입기능 적용, 공간강우 입력처리 개발, 5개 항

목에 의한 모의결과의 자동평가기능 개발, 계산효율 향상 및

기저유출이 하천격자로 이송될 수 있도록 쉘정렬 알고리즘

적용, 모형의 자료구축 및 구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전·

후 처리부문을 개발하였으며, 처리능력이 4만 셀에서 60만

셀로 확장되었다. 모형 입력 자료는 ESRI ArcInfo W/S 또

는 ArcView와 같은 GIS 소프트웨어와 MS Excel을 이용하

여 구축할 수 있고, 모의결과는 설정된 산정지점에 대하여

텍스트 및 CSV 형식으로 저장되며, 시간의 변화에 따른 공

간적 분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토양수분, 지표유출, 유출심

및 유속분포도를 출력할 수 있다. 

개선된 모형은 다수의 강우사상을 이용한 검보정과 민감도

분석을 통해 모형의 기능과 이론에 대한 적용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공간입력자료의 격자 크기 및 개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역면적에 비해 격자의 개수가 작으

면 계산효율은 높아질 수 있으나 공간정보가 상쇄되어 총괄형

모형에 가까워진다. 반대로 분포형 모형에 입력하는 다수의 주

요 매개변수들이 우리나라에서 실측된 값보다는 국외의 문헌

을 참고하여 적용되고, 유역전체에 대하여 동일한 값을 적용하

는 매개변수가 있으므로 유역면적에 비해 격자개수가 많아지

면 불확실한 매개변수가 증가하여 모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

게 되며, 계산에 필요한 시간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단시간 내

에 효율적인 홍수유출해석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본 연구에

서 개선된 모형은 지표격자를 3개의 층으로 구분하였고, 추가

로 적용된 계산식에 의해 입력해야 하는 매개변수가 기존 모

형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처리능력 또한 최대 60만 셀로 증가

하였지만, 분포형 모형을 적용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효율

적인 계산이 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II)에서 개선된 모형의 적용성 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 될 것이다. 첫째, 지형 및 하천 등

Fig. 7 Schematic diagram of the ModKIMST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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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단시간에 효율적인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공간해상도를 결정하는 과정을 우선적으

로 수행할 것이다. 둘째, 모형의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유출변

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들을 파악한 후 설정한 모형

평가함수의 기준에 따라 매개변수를 보정함으로써 모형 적용

을 위한 매개변수 보정절차를 제시하고, 보정된 매개변수들의

평균값을 다른 강우사상에 적용하여 모형의 검정을 수행할 것

이다. 셋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적용된 GAML 침투모

형과 기존 모형의 경험적 침투방법인 Huggins & Monke 식에

의한 모의결과 및 논 격자를 고려한 모의결과를 검토하고, 수

문곡선의 감수곡선을 반영하기위해 가정된 방법에 대한 적용

성을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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