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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to test the applicability of ModKIMSTORM (Modified KIneMatic Wave STOrm Runoff Model) by applying it
to Namgangdam watershed of 2,293 km2. Model inputs (DEM, land use, soil related information) were prepared in 500 m spa-
tial resolution. Using five typhoon events (Saomi in 2000, Rusa in 2002, Maemi in 2003, Megi in 2004 and Ewiniar in 2006)
and two storm events (May of 2003 and July of 2004), the model was calibrated and verified by comparing the simulated
streamflow with the observed one at the outlet of the watershed. The Pearson’s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Nash and Sut-
cliffe model efficiency E, the deviation of runoff volumes Dv, relative error of the peak runoff rate EQp, and absolute error of
the time to peak runoff ETp showed the average value of 0.984, 0.981, 3.63%, 0.003, and 0.48 hr for 4 storms calibration and
0.937, 0.895, 8.08%, 0.138, and 0.73 hr for 3 storms verification respectively. Among the model parameters, the stream Man-
ning's roughness coefficient was the most sensitive for peak runoff and the initial soil moisture content was highly sensitive for
runoff volume fitting. We could look into the behavior of hyrologic components from the spatial results during the storm peri-
ods and get some clue for the watershed management by st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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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격자기반 운동파 강우유출모형 KIMSTORM을 개선한 ModKIMSTORM을 유역면적 2,293 km2의 남강댐
유역을 대상으로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공간해상도 500 m의 GIS 입력자료(DEM, 토지피복도, 유효토심도, 토양종류도 등)를
구축하였으며, 5개 태풍(2000년 사오마이,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2004년 메기, 2006년 에위니아) 및 2개 강우사상
(2003년 5월, 2004년 7월)을 적용하여 모형을 검보정하였다. 모형의 자동평가 기능을 이용하여 모의유량을 실측유량과 비교
하였으며, 유역의 출구지점에 대한 매개변수 보정결과 결정계수(R2), 모형효율(E), 유출용적편차(Dv), 첨두유량의 상대오차
(EQp), 첨두시간의 절대오차(ETp)의 평균은 각각 0.984, 0.981, 3.63%, 0.003, 0.48 hr로, 검정에서는 R2, E, Dv, EQp, ETp

의 평균이 각각 0.937, 0.895, 8.08%, 0.138, 0.73 hr로 분석되었다. 매개변수와 관련하여 초기토양수분함량이 유출용적에
민감하였고, 하천조도계수가 첨두유량에 가장 민감한 변수로 나타났다. 호우기간동안의 공간적인 결과로부터 수문학적 요소
의 작용을 살펴봄으로써 호우시 유역관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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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I)에서와 같이 이미 국내외에서 다양한 목적의 분

포형 모형이 개발되어왔으며 분포형의 적용을 위한 자료구

축, 컴퓨터기술 발달은 분포형 모델링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여러 연구자 및 사용자로부터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이와 같이 분포형 모형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기존의 총괄형 모델에서는 불가능

하였던 유역내 수문·수질 거동의 시공간적 분포상황을 파

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김성준 2001). 최근 국내에서는 연구

를 위한 분포형 모형의 적용뿐만 아니라 홍수예경보, 하천계

획 및 재해영향평가와 같은 수자원설계 실무에 분포형 강우

유출모형을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나 그동안 국내에

서 개발된 모형 보다는 주로 외산 상용모형을 더 선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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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하는 움직임이 있다. 물론 오랜 시간에 걸쳐 개발된 이

들 모형들은 더욱 정교한 모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겠으나

많은 분포형 모형들이 중·소규모 농업유역을 대상으로 적

용하도록 개발된 모형들로서, 우리나라의 지형 및 토지이용

특성을 반영하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

라는 도시지역을 제외하면 하천주변으로 수많은 논들이 분

포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 및 산지 유역에 대해서는 국내 고

유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도 검증된

외산모형을 구입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할뿐만 아니라

모형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

과 시간이 소비된다는 점에서 국내 개발 분포형모형의 적극

적인 활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들

은 실무자가 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지침을 제공하도

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국내실정에 맞는 매개변수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I)에서는 국내유역에 적용된

바 있는 격자기반 운동파 강우유출모형 KIMSTORM을 보

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이론과 기능을 개선하는 연

구를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II)에서는 개선된 모형인

ModKIMSTORM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남강댐유

역(2,293km2)을 대상으로 모형을 적용하였다. GIS 자료를

구축하기에 앞서 모형의 계산능력을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유

효한 모의결과를 획득할 수 있는 적정 공간해상도를 결정하

였다. 모형의 기본매개변수는 관련문헌 및 국내 분포형 강우

유출모형 적용과 관련된 논문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유역

내 18개 기상관측소와 5개 유량산정지점을 대상으로 총 7개

강우사상에 대한 강우 및 유량자료를 구축하여 민감도분석,

매개변수보정 및 검정에 적용하였다. 자료처리, 매개변수 민

감도분석 및 보정을 통하여 개선된 기능, 이론 및 성능을

검토하였다. 

2. 연구대상지역 및 모형입력자료구축

2.1 연구대상지역

본 연구에서는 남강댐유역을 대상으로 ModKIMSTORM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남강댐유역은 낙동강 제1지류인

남강의 낙동강 합류점으로부터 약 80 km 상류지점에 위치

한 남강다목적댐의 직상류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역면적은

2,293 km2이다. 해발 300 m 이상의 지역이 유역면적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33%가 지리산을 중심으로 분포

하고 있다. 본 유역은 산지성 강우특성을 나타내는 다우지역

으로 강우발생시 유량의 집중도가 높은 지역이다. 유역의 현

황은 Fig. 1과 같다. 

2.2 GIS자료 구축을 위한 계산능력 검토

개선된 모형을 Intel Pentium 4 HT 3.2GHz 장착 컴퓨

터에서 계산시간간격을 1분으로 설정하고, 분포도를 포함한

모든 결과를 60분 간격으로 출력하는 조건에서 실제 계산에

소요되는 영역의 셀 개수를 1만개로 설정하였을 때의 계산

속도를 측정한 결과 계산순서를 결정하기 위하여 흐름누적

값을 정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초로 측정되었으며, 계산

기간 72시간에 대한 측정 결과 침투방법 선정에 따라 HM

침투식이 2분 54초, GAML 침투모형이 3분 2초가 소요되

었다. 1만5천개 셀의 경우 흐름누적값을 정렬하는데 5초가

소요되었으며, 두 침투방법 모두 5분 이내로 모의가 종료되

었다. 개선된 모형은 계산순서를 미리 결정하여 격자물수지

계산에 이용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유역경계내부에

위치한 셀들의 흐름누적값을 쉘정렬(Shell Sort)알고리즘으로

정렬할 수 있는 범위가 최대 적용가능 셀의 한계가 된다.

계산시간 1시간이내에서 정렬 가능한 흐름누적 셀의 개수를

측정한 결과 최대 60만개인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모형에 입

력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ig. 2와 같이 계산순서

를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셀의 개수와 처리시간의 증가율은

서로비례하지 않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

는데, 모형의 계산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계산에

소요되는 영역의 셀 개수를 23만개로 설정하는 경우에 대하

여 위 1만개의 경우와 비교하면 계산순서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1,190초로 약 396배 증가하였으며, HM 침투식을

기준으로 3시간이 소요되어 약 6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Fig. 1 Namgang dam watershed

Fig. 2 The relationship between number of cell and sort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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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기 매개변수의 설정조건, 강

우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분포

형 모형을 효율적인 적용을 위하여 입력자료의 적정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분포형 모형에서 격자크기를 고정시킨 상태에

서 유역의 규모를 줄이게 되면 해당유역의 공간정보는 손실

되어 총괄형 모형으로 접근하게 되며, 유역의 규모를 고정시

킨 상태에서 격자의 크기를 줄이면 줄일수록 유역내의 공간

정보는 증가하여 분포형이 될 수 있으나 모형의 매개변수들

은 불확실한 값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김성준

등, 1998). 상기 내용을 고려한다면 1개 격자판당 유역경계

내부에 위치한 셀들이 1만5천개 이하일 때가 적정하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 개선된 모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입력되는

GIS 자료의 적정 크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입력되는 셀의 개

Fig. 3 Development of input GIS data with 500m spatial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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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하천 및 유역의 추출에서도 지형적인 특성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500 m 간격을 GIS

자료구축을 위한 공간해상도로 결정하였다.

2.3 GIS자료 구축

본 모형에 입력되는 필수 GIS 자료는 DEM, 흐름방향도,

흐름누적도, 유역경계, 토지피복도, 유효토심도, 토양종류도,

산정지점도이며 강우의 형태에 따라 티센망도를 입력하게 된

다. 본 연구에서는 Fig. 3과 같은 GIS 자료를 공간해상도

500 m 크기로 구축하기 위하여 ESRI ArcInfo W/S을 이

용하였으며, ESRI ASCII Grid 형식으로 구축하였다. DEM

은 국립지리원의 1:5,000 축척 수치지도의 등고선 및 표고관

련 레이어인 7111(주곡선), 7114(계곡선), 7217(표고점)을 추

출하여 TIN 커버리지를 작성하고 격자자료로 변환하는 방법

으로 구축하였으며, 흐름방향, 흐름누적 및 하천망이 실제하

천의 형태를 고려하면서 정의될 수 있도록 Agree Burn

(Hellweger, 1997; 정인균과 김성준, 2003) 기법을 적용하여

DEM을 전처리하였다. 토지피복도, 유효토심도 및 토양종류

도는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WAMIS)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간해상도 30 m의 자료를 DEM과 동일한 영역과 해

상도를 유지하도록 설정하고 RESAMPLE 함수를 이용하여

공간해상도 500 m의 자료로 변환하여 구축하였다. 여기서 토

지피복도는 2000년 5월 8일 촬영된 Landsat 7 ETM+ 영상

을 최우도법으로 분류한 자료이며, 유효토심도 및 토양종류도

는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하는 벡터형태의 1:50,000 개략토

양도의 유효토심과 토양종류 속성을 격자화한 자료이다. 본 대

상유역에 위치한 수자원공사 관할 18개 강우관측소(서하, 안

의, 아영, 함양, 임천, 운봉, 마천, 산내, 차황, 산청, 삼장, 시

천, 신안, 삼가, 수곡, 태수, 청암, 창촌)의 강우량을 Thiessen

Network를 이용하여 모형내 분포시키기 위하여 각 관측소의

위치정보를 구축하고 THIESSEN 함수와 POLYGRID 함수를

이용하여 격자형태의 Thiessen Network를 구축하였다. 지형인

자와 관련하여 물의 흐름방향을 정의하는데 이용되는 흐름방

향도는 FLOWDIRECTION를 이용하여 DEM으로부터 구축하

였으며, 격자물수지 계산순서, 유역 및 하천을 정의하는데 이

용되는 흐름누적도는 FLOWACCUMULATION 함수를 이용

하여 흐름방향도로부터 구축하였다. 각각의 입력 GIS 데이터

는 156행×137열의 총 21,372개의 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격자물수지 계산에 이용되는 유역경계 내부의 셀 개수

는 9,176셀로서 전체 격자판의 42.9%에 해당한다.

2.4 토지피복 및 토양관련 기본매개변수

유역의 수문학적인 특성은 지형뿐만 아니라 토지피복 및

토양의 특성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위에서 구축한 기본

GIS 입력자료 중 토지피복도는 Manning 조도계수(n)를 공

간적으로 분포시키는 기준이 되며 조도계수는 격자별 유출

에서 유속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유효토심도 및 토양종류

도는 토양의 특성과 관련된 매개변수(유효토심 Dc, 유효공극

률 POe, 포장용수량 FC, 영구위조점 WP, 포화투수계수

Ksat, 유효투수계수 Ke, 습윤선 흡인수두 ψwf, 초기침투율 fi,

Table 1. Model parameters related to land cover map

Land cover class Class code Area (%) n

Water area 1 0.87 0.030

Settlement 2 0.26 0.015

Bare ground 3 0.11 0.050

Forest 6 78.07 0.100

Paddy 7 12.81 0.050

Cropland 8 7.88 0.035

Table 2. Model parameters related to effective soil depth map

Soil depth class Class code Area (%)  (m)

Very deep 1 0.45 2.00

Very deep – Deep 2 1.37 1.75

Deep 3 3.60 1.50

Moderate – Deep 4 3.70 1.25

Moderate 5 14.53 1.00

Shallow – Moderate 6 0.16 0.75

Shallow 7 66.05 0.50

Very shallow 8 2.84 025

Rocky land 49 7.30 0.10

Table 3. Model parameters related to soil texture map

Texture Class Class Area
(%)

Soiltexture Related Parameters

POe
(m3/m3)

FC
(m3/m3)

WP
(m3/m3)

Ksat
(cm/hr)

Ke
(cm/hr)

Ψwf
(cm)

fi
(mm/hr)

fc
(mm/hr)

2.299Sandy Loam/Sand 1 3.69 0.415 0.149 0.064 6.435 3.218 7.980 22.987

Clay Loam/Silty Clay Loam 2 3.43 0.371 0.342 0.203 0.100 0.050 24.090 7.811 0.781

Sandy Loam with Gravels 3, 8 4.71 0.412 0.207 0.095 1.090 0.545 11.010 19.050 1.905

Sandy Loam/Clay 4 5.95 0.399 0.302 0.184 0.560 0.280 21.320 11.176 1.118

Silty Clay Loam/Clay 6 1.33 0.409 0.381 0.240 0.065 0.033 29.465 6.287 0.629

Clay Loam/Clay 7 3.04 0.347 0.357 0.235 0.065 0.033 26.255 4.826 0.483

Sandy Loam/Clay Loam 14 67.73 0.361 0.263 0.146 0.595 0.298 15.945 12.700 1.270

Clay Loam with Gravels 15 1.94 0.309 0.318 0.197 0.100 0.050 20.880 6.350 0.635

Clay Loam/Silt 16 0.52 0.398 0.324 0.165 0.375 0.188 18.780 9.525 0.953

Clay Loam 17 0.29 0.309 0.318 0.197 0.100 0.050 20.880 6.360 0.635

Rocky Land 49 7.37 0.010 0.005 0.005 0.000 0.000 0.000 0.0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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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기침투율 fc)를 공간적으로 분포시키는 기준이 되고 이들

특성은 강우의 침투 및 토양수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

다. 본 연구에 적용된 토지피복과 토양에 관련된 기본매개변

수는 Rawls 등(1982), Chow 등(1988), Vieux(2004)의 문

헌과 박진혁 등(2006), 홍준범 등(2006)이 분포형 유출모형

VfloTM을 국내적용한 문헌을 참고하여 Table 1, Table 2,

Table 3과 같이 결정하였다. 이들 매개변수는 모형의 축척계

수(Scale Factor) 기능을 이용하여 모형에 적용된다.

2.5 강우 및 유량자료

본 연구에서는 남강댐유역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관할

18개 강우관측소의 1시간 강우자료를 국가수자원관리 종합

정보시스템으로부터 Fig. 4와 같이 CSV(Comma Separated

Variables) 형식으로 구축하였다. Table 4는 본 연구에 적용

된 각 강우사상별 특성을 요약한 것으로서, 모형의 민감도분

석에는 태풍 루사(2002년)의 강우사상을 적용하였고, 모형의

보정에는 3개 태풍(2000년 사오마이,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및 1개 강우사상(2003년)을 적용하였으며, 모형의 검

정에는 2개 태풍(2004년 매기, 2006년 에위니아) 및 1개

강우사상(2004년)을 적용하였다. 

모의결과의 평가 및 검보정을 위하여 유역내 위치한 한국

수자원공사 관할 4개 수위관측소(안의, 산청, 신안, 창촌)의

1시간 수위관측 자료를 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으로부터

획득하고 각 관측소별 수위유량관계식을 적용하여 유량자료

로 환산하였으며, 유역 출구점에 위치한 남강댐방수로 지점

의 1시간 간격 댐유입량을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로

부터 획득하여 총 5개 산정지점에 대한 유량자료를 구축하

였다. 그러나 안의, 산청, 신안, 창촌 수위관측소의 경우 수

위의 결측, 강우량에 비해 현저히 낮은 유출량, 수위유량관

계식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정도가 낮은 유량자료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상태가 양호한 자료를 Table

4에 표시하였다. 

3. 모형의 적용

개선된 모형은 프로젝트파일(ModKIMSTORM project

file; *.kpr) 및 설정파일(configuration file; *.cfg)에서 설정

한 조건에 의해 구축한 자료를 입력하고 전처리 과정을 수

행한 후 지정된 시간간격마다 격자별 물수지를 계산하게 되

며 모의결과를 출력하게 된다. 모형의 전처리는 ① 흐름누적

도를 쉘정렬 알고리즘으로 정렬하여 격자물수지 계산순서를

정의, ② DEM 및 흐름방향도를 이용하여 격자의 폭, 길이

및 지표경사를 정의, ③ 흐름누적도를 이용한 하천망정의 및

하상경사공식에 의한 하천격자의 바닥경사를 정의, ④ 매개

변수를 토지피복도, 유효토심도, 토양종류도의 속성과 연결

하여 공간매개변수를 모형 내부의 배열에 분포시키는 과정

으로 진행된다. Fig. 5는 모형의 전처리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주요 분포도를 도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선된 모형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GAML 침투모형을 적용하고 티센망에 의한 강우분포 방법

Fig. 4 Development of rainfall data for thiessen network

Table 4. Characteristics of selected storm events

Storm event Date of event Duration
(hr)

Average
rainfall
(mm)

Maximum
intensity
(mm/hr)

Peak
discharge

(m3/s)

Quality of discharge data

Aneui Sancheong Shinan Changchon Namgang 
dam

Calibration

Saomai 12 September 2000 131 298.5 29.0 3,257.5 ○ ○

Rusa 30 August 2002 47 278.7 98.0 14,818.0 ○

R03a 29 May 2003 37 133.8 23.0 3,778.6 ○

Maemi 11 September 2003 41 251.7 81.0 12,081.7 ○ ○

Verification

R04b 03 July 2004 103 128.8 70.0 2,996.1 ○

Megi 21 August 2004 68 181.7 28.0 3,641.0 ○

Ewiniar 07 July 2006 113 320.3 56.0 12,213.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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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하였으며, 계산시간간격을 1분으로, 모의결과의 출력

시간간격은 60분으로 설정하였다. 하도흐름의 수문학적 추적

을 위한 하천지형인자의 설정에서 하천망 추출을 위한 임계

값으로 30을 적용하였으며, 하상경사는 상류부분의 하천격자

에서 1/300, 유역출구지점의 하천격자에서 1/3,500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상경사공식을 적용하였다. 매개변수 적

용과 관련하여 Table 1~Table 3의 기본매개변수는 축척계수

를 이용하여 분포시켰으며, 기타 매개변수는 유역전체에서

동일한 값을 적용하여 분포시켰다. 

4. 적용결과

4.1 민감도 분석

모형의 보정을 수행하기 전에 지표유출, 침투 및 토양수분

과 관련된 13개 매개변수(하천조도계수 nstr, 지표조도계수 n,

논둑과 담수심사이의 기준 여유고 hp, 조도계수 감소상수 b,

Fig. 5. Parameter map Generation by Pre-processing Part (Case : Scale Factor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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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토양수분함량 SWini, 유효토심 Dc, 유효투수계수 Ke, 습

윤선 흡인수두 Ψwf, 초기침투율 fi, 종기침투율 fc, 침투조절

계수 P, 침루조절계수 N, 기저유출의 하천유입비 r)를 선정

하여 단일 강우사상인 태풍 루사(2002)에 대한 민감도를 분

석하였다. 모형에 입력된 기본매개변수를 기준값으로 설정하

고 13개 매개변수를 각각 -25%에서 25%로 증감시킨 상태

에서 유역전체에 대한 초기토양수분함량을 50%로 가정하고

유출용적과 첨두유출량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분석대상 매

개변수 중 초기침투율, 종기침투율, 침투조절계수는 HM 침

투식을 적용하였고, 기타 10개 매개변수는 GAML 침투모형

을 적용하였다. Fig. 6은 13개 매개변수의 증감에 따른 유

출용적 및 첨두유출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민감도분석결과 유출용적과 관련하여 초기토양수분함량 및

유효토심이 민감한 매개변수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강우초기의 토양수분함량이 감소할수록 침투수가 증가하게

되며 지표의 직접유출이 감소하고, 유효토심이 감소할수록

토양층 내부의 저류공간이 감소되어 직접유출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첨두유량과

관련하여 하천조도계수가 가장 민감한 매개변수로 나타났다.

하천조도계수가 증가하는 경우 첨두유량이 감소하고 첨두유

량 발생시간이 지체되며 유출용적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지표유출과 관련하여 지표 조도계수도 첨두유량을 조절하

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논격자에서의 유출을 제어하기 위해

적용된 담수심과 논둑에 대한 여유고 및 조도계수 감소상수

의 민감도 분석결과에서 담수심과 논둑에 대한 여유고를

25% 감소시키면 0.26%의 첨두유량이 증가하고, 25% 증가

시키면 0.18%의 첨두유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의

담수가능용량에 따라 첨두유량이 증감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침투와 관련된 매개변수 중 GAML 침투모형관련 매개

변수인 유효투수계수는 습윤선 흡인수두와 보다 유출용적과

첨두유량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증가시 침투량이 증가하

여 유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HM 침투식과

관련하여 초기침투율, 침투조절계수는 유출용적과 첨두유출

모두 변화를 나타내었으나, 종기침투율의 경우 유출용적 변

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개선된 모형에서 침루율 산정에 종기침투율을 적용하고 있

고, 수문곡선의 감수부를 고려하기 위하여 모의된 침루수가

하천격자로 누적되고 누적량의 일부분이 기저유출과 같이 하

천유량에 기여한다고 가정함에 따라 종기침투율의 증가가 유

출용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침루수 및 기저유출

과 관련하여 침루조절계수와 기저유출의 하천유입비의 경우

첨두유출의 변화에는 매우 작은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

출용적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4.2 모형의 검보정

Refsgaard(1997)는 새로운 분포형모형의 성공적인 검증을

위하여 유역의 다수 지점에 대하여 유출량, 토양수분 또는

지하수위가 측정되어야 하고 모의된 결과와 비교되어야 한

다고 검증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검증방법은 대상유

역에 대한 양질의 관측 자료가 충분할 경우에 가능한 것이

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유역은 타 지역에 비해 조밀한

Fig. 6 Sensitivity Analysis of Model Parameters for the Typhoon
Rusa (2002) before model calibration

Table 5. Scale factors and parameters for model calibration

Model variable
Storm Event

Average value
Saomai Rusa R03a Maemi

Scale factors

n 1.000 1.0000 1.000 1.000 1.000

Dc 0.860 0.8500 0.920 0.880 0.880

Ksat 1.000 1.0000 1.000 1.200 1.050

Ke 1.000 1.8000 1.850 2.400 1.760

Ψwf 1.000 1.1000 1.100 1.200 1.100

fc 0.500 1.0000 1.000 1.000 0.880

Parameters

SWini(%) 55.000 66.000 52.000 63.000 59.000

nstr 0.056 0.058 0.059 0.052 0.056

hp(m) 0.300 0.300 0.300 0.300 0.300

N 3.000 2.000 2.000 2.000 2.250

r 0.001 0.008 0.003 0.00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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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관측망과 양질의 강우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강우유출

모형을 검보정하기 위한 수위관측소의 관측자료는 위에서 언

급한바와 같이 양호한 자료를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전체 수위관측지점에 대한 검보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역출구지점인 남강댐 방수로

지점에서 관측된 유입량자료를 기준으로 검보정을 수행하였

으며, Table 4에 표시된 것과 같이 산청, 신안, 창촌 수위관

측소의 유량자료는 모의결과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검보정을

수행하였다. 

4.2.1 보정결과

개선된 모형의 보정을 위하여 2000년 태풍 사오마이,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및 2003년 5월에 관

측된 4개 강우사상을 적용하였으며, 기본매개변수 조정을 위

한 축척계수와 지표(하천의 Manning 조도계수 nstr, 논격자

의 담수심과 논둑과의 기준여유고 hp) 및 토양(초기토양수분

함량 SWini, 침루조절계수 N, 하천유입 기저유량비 r)관련

매개변수를 시행착오법을 이용하여 Table 5와 같이 결정하였

다. 이 과정에서 모형의 자동평가기능을 이용하였으며, 남강

Table 6. Summary of model calibration

Outlet Name Storm event
Runoff volume (103m3) Peak runoff (m3/s) Evaluation results

Observed Predicted Observed Predicted R2 E Dv EQp ETp

Namgang 
dam outlet

Saomai 584,151.7 590,538.7 3,257.5 3,248.1 0.980 0.979 -1.09 0.003 0.83

Rusa 662,939.2 630,207.7 14,818.0 14,804.1 0.986 0.985 4.94 0.001 0.30

R03a 221,749.7 203,820.1 3,778.6 3,783.9 0.983 0.972 8.09 0.001 0.25

Maemi 508,905.5 495,653.9 12,081.7 12,023.6 0.988 0.987 2.60 0.005 0.55

Average 494,436.5 480,055.1 8,484.0 8,464.9 0.984 0.981 3.63 0.003 0.48

Shinan Saomai 82,114.1 90,070.4 676.9 741.9 0.907 0.897 -9.69 0.096 0.62

Sancheong Maemi 195,938.4 209,463.4 5,700.4 5,322.2 0.956 0.949 -6.90 0.066 0.30

Fig. 7 Predicted and observed hydrograph for the model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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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방수로지점의 모의결과와 실측된 댐 유입량을 비교한 평

가항목 중 피어슨의 결정계수(R2) 및 Nash & Sutcliffe 모

형효율(E)이 0.90이상, 유출용적편차(Dv)가 10%이내, 첨두유

량의 상대오차(EQp)가 0.01이하, 첨두시간의 절대오차(ETp)

가 1시간 이내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를 보정 기준

으로 하였다. 

Table 6은 4개 강우사상에 대한 보정결과를 정리한 것이며,

Fig. 7은 관측유량과 모의유량을 비교한 수문곡선이다. 남강

댐 방수로 지점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R2, E, Dv, EQp, ETp

의 평균은 각각 0.984, 0.981, 3.63%, 0.003, 0.48 hr로서

98%이상의 모형효율을 나타내었다. 강우지속시간이 가장 길

고 연속적으로 강우가 발생한 태풍 사오마이의 경우 ETp가

0.83 hr으로 가장 큰 오차를 기록하였으나 전체적인 모의결

과에서 보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수한 모의결

과를 나타내어 지속시간이 긴 강우사상에 대해서도 적용성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안관측소 지점의 태풍 사오마이

에 대한 보정결과에서는 EQp가 0.096으로 약 65 m3/s의

첨두유량이 과다 추정된 것을 나타내고 있으나 기타 평가항

목이 매개변수 보정기준에 근접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산청관측소 지점의 태풍 매미에 대한 보정결과에서도 약

378 m3/s의 첨두유량이 과소 추정된 것을 제외하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Fig. 7에서 남강댐 방수로지점에 대한 수문곡선을

살펴보면, 루사, R03a, 매미의 3개 강우사상의 수문곡선 감

수부가 실측유량에 비해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오류는 모형에 적용된 지표하 흐름의 단순화,

가정에 의한 불확실한 지하수흐름이 원인일 수 있으며, 토양

층에서 마크로포어(macropore) 통과와 관련된 흐름이 지표하

흐름과 같은 형태로 하천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반영

하지 못한 것들이 원인일 수 있다. 또한, 감수곡선의 형태는

논에서 발생하는 지표유출의 총량과도 관계될 수 있는데 이

는 농부에 의한 강우 전 관개 및 강우기간 또는 강우후의

인위적인 배수가 하천유출량에 영향을 주는 것일 수 있다.

다른 원인으로는 유역전체에 대하여 동일한 초기토양수분함

량을 적용하거나 대상유역을 500 m의 공간해상도로 설정한

것으로 인해 토지피복, 토양과 관련된 매개변수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 결과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ModKIMSTORM이 강우유출모형으로서 매개변수 보정결과

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모의유량과 실측유량과의 유출용적

편차가 10%이내이고 첨두유량을 잘 모의하고 있는 것을 고

려하면 연구대상유역의 홍수량산정에 적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4개 강우사상을 적용한 모형의 매개변수 보정결과를

바탕으로 보정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기본매

개변수를 입력하여 모의한 결과를 관측유량곡선과 비교하고,

하천격자의 조도계수를 조정하여 첨두유량이 발생하는 위치

를 결정한다. 모의된 유량곡선이 관측유량곡선과 비슷한 형

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유효토심 및 침투관련 매개변수를

조정한 다음 용적편차를 비교하면서 초기토양수분조건을 결

정하면 유사한 수문곡선을 얻을 수 있다. 모형의 평가결과를

참고로 미리 결정해둔 조건에 일치할 때까지 시행착오법에

의해 매개변수를 세부적으로 조정한다. 만일 여러개의 강우

사상을 적용하여 매개변수의 평균값을 구축하게 된다면, 다

른 강우사상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초기토양수분함량만을 변

화시켜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2.2 검정결과

보정된 매개변수의 검정을 위하여 2004년 7월에 관측된

강우사상(R04b), 2004년 태풍 메기, 2006년 태풍 에위니아

의 3개 강우사상을 적용하였다. Table 5에 제시된 보정된

매개변수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모형을 검정하였으며 초기토

양수분함량은 강우사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균값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초기토양수분함량은 보정과 동일한 방

법으로 유역전체에 동일한 값을 분포시켰으며, 남강댐 방수

로지점에 대한 모형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R04b와 에위니

아는 45%, 메기는 52%를 적용하였다. 모형의 평가와 관련

하여 R04b와 태풍 메기는 남강댐 방수로지점을 대상으로,

태풍 에위니아는 산청, 신안, 창촌 및 남강댐 방수로지점을

대상하였으며, 보정결과를 Table 7과 Fig. 8에 정리하였다. 

남강댐 방수로 지점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R2, E, Dv,

EQp, ETp의 평균은 각각 0.937, 0.895, 8.08%, 0.138,

0.73 hr로서 93% 이상의 상관관계와 89%이상의 모형효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유출용적과 첨두유량의 평가결과는 보정결

과에서 보다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Fig. 8의 수문곡선에서

전체적으로 유출의 형상은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만 남강댐 방수로 지점에 대한 첨두유량은 모의유량이 관측

유량을 초과하고 있으며, 태풍에 위니아의 경우 신안 및 창

촌 수위관측소 지점과 같이 남강 본류로 유입되는 지점은

첨두유량이 과소하게 산정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으로 보정결과에서 제시한 사항을 고려할 수 있

겠지만, 4개 강우사상에 대하여 유역의 출구점인 남강댐 방

수로지점 만을 기준으로 보정된 매개변수의 평균값을 검정

Table 7. Summary of model verification

Outlet Name Storm event
Runoff volume (103m3) Peak runoff (m3/s) Evaluation results

Observed Predicted Observed Predicted R2 E Dv EQp ETp

Namgang 
dam outlet

R04b 145,944.5 146,934.1 2,996.1 3,896.6 0.907 0.819 -0.68 0.301 0.17

Megi 376,451.3 342,413.6 3,641.0 3,741.8 0.941 0.926 9.04 0.028 1.20

Ewiniar 817,456.4 687,769.4 12,213.7 13,253.8 0.962 0.941 15.86 0.085 0.83

Average 446,617.4 392,372.4 6,283.6 6,964.1 0.937 0.895 8.08 0.138 0.73

Sancheong Ewiniar 249,219.7 273,183.5 4,949.9 5,819.0 0.905 0.879 -9.62 0.176 2.68

Shinan Ewiniar 140,662.0 125,494.1 4,362.8 3,143.0 0.938 0.857 10.78 0.280 0.25

Changchon Ewiniar 118,334.4 122,101.7 3,974.0 2,983.1 0.880 0.864 -3.18 0.249 0.80



− 718 − 大韓土木學會論文集

에 적용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생각된다. 

4.3 침투방법에 따른 유출모의 결과의 비교

개선된 모형에 추가된 GAML 침투모형과 기존 모형에서

적용하고 있는 HM 침투식에 의한 유출모의 결과를 비교하

기 위하여 기타 매개변수조건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초기침

투율(fi)과 침투조절계수(P)를 Table 8과 같이 설정하고, 매개

변수 보정에 적용된 4개 강우사상을 입력하여 모의하였다.

Fig. 8 Predicted and observed hydrograph for the model verification

Table 8. Scale factors and parameters for HM infiltration

Model variable
Storm Event

Average value
Saomai Rusa R03a Maemi

Scale factors
fi 1.00 1.70 1.52 2.35 1.64

fc 0.50 1.00 1.00 1.00 0.88

Parameter P 0.65 0.65 0.65 0.65 0.65

Table 9. Comparison of model results between GAML and HM infiltration method

Storm Event
Runoff volume Peak runoff

Difference for time
to peak (%)GAML

(103m3)
HM

(103m3)
Difference

(%)
GAML
(m3/s)

HM
(m3/s)

Difference
(%)

Saomai 590,538.7 583,199.0 -1.24 3,248.1 3,193.2 -1.69 0.12

Rusa 630,207.7 625,787.3 -0.70 14,804.1 14,693.0 -0.75 0.00

R03a 203,820.1 199,196.6 -2.27 3,783.9 3,769.3 -0.38 1.01

Maemi 495,653.9 490,218.1 -1.10 12,023.6 11,941.3 -0.68 0.05

Average 480,055.1 474,600.3 -1.33 8,464.9 8,399.2 -0.88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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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predicted hydrograph at Namgang dam outlet between HM and GAML infiltration method

Fig. 10 Temporal variation and spatial distribution of discharge (Typhoon Mae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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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방수로 지점을 대상으로 침투방법별 유출용적, 첨

두유량, 첨두시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Table 9에 요약하였으

며, 수문곡선을 비교한 결과는 Fig. 9와 같다. 침투방법에

따른 결과의 평균차이는 유출용적이 -1.33%, 첨두유량이

-0.88%, 첨두시간이 0.30%로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

았다. Fig. 9의 수문곡선에서도 초기 유출곡선에서 미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두 결과가 유사한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HM 침투식이 3가지 경험적 매

개변수가 적용된 침투방법으로 GAML 침투모형에 비해 물

리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격자물 수지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본 모형에서 격자별 토양층의 저류능을 계산시간간격마다 계

산하여 침투량을 결정하는데 이용하기 때문에 HM 침투식이

GAML 침투모형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격자수가 많은 유역을 모의하게 되는 경

우 HM 침투식의 매개변수를 보정하여 적용한다면 누가침투

량 산정을 위하여 Newton-Raphson법을 이용하는 등 여러

계산절차를 수행하는 GAML 침투모형에 비해 효율적인 모

형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4 유출모의 결과의 시공간적인 분포

강우가 발생하는 경우 어느 지점에서 유출이 시작되고 얼

마만큼의 지표유출이 하천유량에 기여하는 지를 시공간적으

로 파악하는 것은 토사유출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침전물의

이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총괄형 모형

의 경우 유역의 출구점에 대해서만 유출량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

지만 격자기반 분포형모형은 격자별 모든 모의결과를 지정

된 시간간격마다 생성할 수 있으므로 유출량, 유출심, 유속,

토양수분에 대한 정보를 시공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

하다. Fig. 10은 태풍 매미의 모의결과에서 유출의 시공간적

인 분포를, Fig. 11은 강우단계별 토양수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대상유역은 2003년 9월 11일 16시부터 태풍매미의 영향권

에 포함되었으며 강우가 시작되었다. Fig. 10(b)로부터 12일

2시 하천주변으로 강우에 의한 지표유출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토양층의 포화가 진행됨에

따라 Fig. 10(c)의 12일 7시부터 Fig. 10(f)의 12일 21시까

지의 분포도로부터 지표 및 하천유량이 증가하는 상황을 파

악할 수 있다. 이후 강우가 약해짐에 따라 유출량이 감소하

는 상태를 Fig. 10(g)의 13일 1시와 Fig. 10(h)의 5시의

분포도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 Fig. 10(i)는 강우종료 후 14

일 1시의 유량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Fig. 11(a)는 2003년 9월 11일 17시 강우발생 초기의 토

양수분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토양포화도의 범위는 63%~

100%로 평균 70%의 포화도를 보이고 있다. Fig. 11(b)는

첨두유량이 발생한 13일 1시의 토양포화도이며, 71%~100%

로 평균 99%의 포화도를 나타내어 대부분의 토양이 포화되

었음을 알 수 있다. Fig. 11(c)는 강우 종료 후 토양수분이

서서히 감소되는 상태로서, 토양포화도는 68%~100%로 평균

91%의 포화도를 나타내고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격자기반 운동파 강우유출모형 KIMSTORM

의 적용이론, 프로그램 구조, 성능 및 구동환경을 개선한

ModKIMSTORM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유역면적

2,293 km2의 남강댐유역을 대상으로 입력자료를 구축하고

민감도 분석 및 검보정을 수행하였다. 개선된 모형에서 처리

가능한 셀의 한계는 유역경계내부에 위치한 셀을 기준으로

60만개로 분석되어 기존 4만개 셀의 처리능력보다 향상된 것

으로 검토되었으나, 공간정보의 보존 및 계산시간 등을 고려

한다면 유역경계내부에 위치한 셀의 개수가 1만 5천개 이하

가 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모형에 입력

되는 GIS 자료의 공간해상도는 격자의 개수, 하천 및 지형

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500 m로 결정하였고, DEM, 흐름방

향도, 흐름누적도, 유역경계, 토지피복도, 유효토심도, 토양종

류도, 산정지점도, 티센망도를 ESRI ArcInfo W/S 소프트웨

어를 이용하여 쉽게 구축할 수 있었다. DEM은 1:5,000 수

치지도로부터 생성하여 흐름방향도, 흐름누적도, 유역경계를

추출하고, 모형내부에서 경사 및 셀의 폭과 길이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었다. 토지피복도, 유효토심도 및 토양종류도는 국

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간해상도 30

m의 격자자료를 500 m로 리샘플하여 구축하였다. 개선된

모형에서는 공간강우의 입력처리가 가능하나 검보정에 적합

할 만큼의 자료 확보가 어려워 티센망을 이용하여 강우를

분포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유역 내 18개 기상관측지

Fig. 11 Spatial distribution of soil moisture (Typhoon Maemi)



第28卷 第6B號 · 2008年 11月 − 721 −

점의 좌표로부터 티센망을 격자형태로 구축하였다. 모형의

적용과정에서 기존모형은 매개변수 변경을 위하여 프로그램

을 수정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개선된 모형은 전처리 기능

을 이용하여 입력자료 및 매개변수의 설정을 프로그램 외부

에서 제어함으로써 더욱 편리하게 모형을 사용할 수 있었다.

모형의 검보정을 위하여 유역 내 18개 강우관측지점과 5

개 수위유량관측지점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모형의 보정에는

3개 태풍(2000년 사오마이,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및

1개 강우사상(2003년)을 선정하였으며, 모형의 검정에는 2개

태풍(2004년 매기, 2006년 에위니아) 및 1개 강우사상(2004

년)을 선정하였다. 모형 보정을 수행하기에 앞서 2002년 태

풍 루사를 적용하여 매개변수의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하천조도계수는 첨두유량과 관련하여 가장 민감한 매

개변수로, 유역의 초기토양수분함량은 유출용적에 가장 민감

한 매개변수로 분석되었으며, 개선된 모형에서 논의 유출을

제어하기 위해 적용한 방법이 첨두유량을 소량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감도 분석을 통

하여 본 모형을 적용함에 있어 유역의 매개변수가 어느 정

도 결정되었을 때에는 하천조도계수와 초기토양수분함량의

조정만으로 양호한 모의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모형의 보정과정에서 유역의 출구점 뿐만 아니라 중·상

류부 지점을 동시에 고려하여 보정이 이루어져야하지만, 양

질의 유량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유역출구에 위치한 남강댐

방수로지점의 댐유입량을 비교하면서 시행착오법으로 매개변

수를 보정하였다. 개선된 모형에서는 자동평가기능에 의해 5

가지 평가함수 R2, E, Dv, EQp, ETp를 이용하여 모의 값과

실측값을 비교해줌으로써 사용자가 목표로 하는 목적값을 참

고하면서 매개변수를 보정할 수 있었다. 보정 결과 평가함수

R2, E, Dv, EQp, ETp의 평균은 각각 0.984, 0.981, 3.63%,

0.003, 0.48 hr로서 98%이상의 상관도와 모형효율을 나타내

었다. 모형의 검정에서는 보정을 통해 결정한 매개변수의 평

균값을 적용하였으며, 이때 초기토양수분은 강우사상에 대하

여 각기 다르게 하였다. 검정결과 R2, E, Dv, EQp, ETp의

평균은 각각 0.937, 0.895, 8.08%, 0.138, 0.73 hr로서 93%

이상의 상관관계와 89%이상의 모형효율을 나타내었으나 첨

두유량이 과다 또는 과소 산정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오류가 있겠지만, 4개 강

우사상을 이용하여 보정된 매개변수의 평균값을 검정에 적

용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되며, 더 많은 강우사상에

대한 매개변수 보정을 수행한다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리적인 침투모의를 위하여 추가된 GAML 침투모형과

기존 HM 침투식을 적용한 모의결과의 비교에서, 유출용적,

첨두유량 및 첨두시간의 평균차가 각각 -1.33%, -0.88%,

0.30%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 점을 비추어볼 때

HM 침투식도 매개변수를 잘 결정한다면 충분히 적용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모형에서는 토양층에서 발생한

침루수는 하천유출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개선된 모형에서는 수문곡선의 감수곡선을 반영할 수 있도

록 지표격자의 레이어를 3개 층으로 구분하였으며, 비포화층

의 중력수 일부가 포화층으로 침루되고, 그 일부가 하천유량

에 기여하는 것과 같이 기저유출을 가정하였다. 적용결과 실

측유량의 감수곡선을 유사하게 모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 격자기반 분포형 강우유출모

형에 적합한 기저유출모의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이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모형이 강우유출모형이고

보정결과에서와 같이 첨두유량을 잘 모의하고 있는 점을 고

려하면 설계홍수량 추정 및 홍수예경보와 같이 첨두유량을

목적으로 하는 분석에는 충분히 적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되며, 토사유출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침전물 이송에 관한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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