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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댐 하류지역의 물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금강수계의 댐 하류지역인 논

산지점을 대상으로 기 개발된 수위-유량 곡선식에 의해 추정된 유출량과 RRFS에 의해 추정된 유출량

을 실제 분석하고자하는 시점에서 도보측정에 의해 측정된 유출량과 비교하였다. 이러한 유출분석을

위해 유출분석의 기초자료인 논산유역의 면적강우량을 산정하고자 8개의 강우관측지점을 선정하고 티

센계수를 구하였다. 각 방법별 유출량의 비교를 위해 도보측정에 의한 유출량은 2005년부터 2006년까

지 각각 39회와 40회에 걸쳐 추정되었고 기 개발된 수위-유량곡선식에 의한 유출량은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수위-유량곡선식을 사용하여 추정되었으며 RRFS에 의한 유출량은 매개변수

의 민감도분석과 보정에 의해 추정되었다. 이들 방법에 의한 유출량 중에서 도보측정에 의한 유출량을

참값으로 가정하고 수위-유량곡선식에 의한 유출량과 RRFS에 의한 유출량, 각각에 대한 상대평균제

곱근오차와 상대절대오차를 구하였다. 이러한 오차분석 결과에서 2005년과 2006년 모두 RRFS에 의한

유출량이 기 개발된 수위-유량 곡선식에 의한 유출량보다 도보 측정에 의한 유출량에 더 근접하는 좋

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향후 댐 하류 주요지점을 대상으로 유출분석을 실시할 경우 본 연구와

같은 분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1. 서론

우리나라는 평야부가 적고 거의 대부분이 급준한

산지에다가 연평균강우량 1,274mm 중 2/3가 여름 6,

7, 8월의 3개월에 걸쳐 집중되는 기상특성으로 하천

유황의 계절적인 진폭이 심하여 수해와 한해를 받기

쉬운 자연적 조건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

는 물론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가 연연히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하천

의 주요지점에 흐르는 유량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를 파악하는 것은 물관리를 위한 측면에서 가장 중

요한 부분이다.

주요하천의 유출량을 추정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하

천에 수위관측소를 설치하여 해당지점의 수위를 일

정 시간 단위로 측정하고 있다. 수위관측지점의 유

출량은 매년 유량측정을 실시한 해당년의 수위-유량

곡선식에 의해 산정되며 이 값을 일반적으로 관측유

출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산정된 관측유출량은 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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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석 이외에 별다른 분석없이 물관리를 위한 의사

결정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댐

운영이나 수리구조물 설계시 수문분석을 수행하다

보면 관측 유출량 자료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다수 발생한다. 예를 들면 연유출량 또는 일정기간

의 유출량이 100%를 넘는 다거나 하류의 유출량이

직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지점보다 작게 산정되는 경

우가 허다하며 특히 이수기에 이러한 현상이 집중되

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인위적인 작업에 의한 잦은

하상 변동과 자연현상인 태풍에 의한 하천 상태의

변화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외에도 잘못된 관측지점의 선정 및 제한 등과 같은

관측 규정의 법적인 요소로 관측시 많은 오류가 발

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이상의 문제점들을 중요시하지 않고 관측된

자료에 오류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고 분석하는 경향

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

라에서는 수위-유량 곡선식에 의해 추정된 유출량과

유출모형에 의해 추정된 모의유출량을 추정하고 이

들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

라의 대표적인 물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모의

유출량 추정을 위해 두가지 모형을 사용한다. 하나

는 저류함수법에 기반을 둔 치수중심의 모형인

KWATER 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SSARR(Streamflow Synthesis and Reservoir

Regulation) 모형에 기반을 둔 이수중심의 모형인

RRFS 모형이다(한국수자원공사, 2004a). 한국수자원

공사에서는 이들 두가지 모형에 의해 추정된 모의유

출량을 사용하여 물관리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수기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이수기

유출량 분석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한국수자원공사

에서는 RRFS을 전유역 모형으로 개발하였으나 한

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댐 상류의 유출량

분석은 장기간의 댐 운영으로 많은 기술이 집적되어

있으나 댐 하류는 댐 상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출

분석이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강수계의 댐 하류지역인

논산지점을 대상으로 기 개발된 수위-유량 곡선식에

의해 추정된 유출량과 RRFS에 의해 추정된 유출량

을 실제 분석하고자하는 시점에서 관측한 관측유출

량과 비교함으로써 기 개발된 수위-유량 곡선식과

RRFS에 의해 추정된 유출량의 신뢰성을 제시함으

로써 향후 댐 하류지역의 물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수문자료 및 분석방법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한 RRFS가 댐 하류의 유

출상황을 신뢰성 있게 모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금강유역의 논산수위관

측지점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논산수위관측소 지점에 해

당하는 유역의 면적강우량은 반포, 복룡, 추부, 금산,

주천, 신대, 연산 및 양촌 강우관측소의 일강우량을

대상으로 각 강우관측소별 유역의 지배면적비인 티

센계수를 산정하여 구하였다. 유역의 출구부분에서

의 유출량은 전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보에 의

한 유출량을 산정함과 동시에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

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수위-유량곡선식에 의해 유

출량을 산정하였다.

유출분석 대상지점으로 논산수위관측지점을 선정하

였다. 논산유역을 지배하는 강우관측소를 선정하고

강우관측소별 면적비를 산정하여 티센계수를 산정한

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의 유출분석을 위

해 도보에 의한 유량측정 성과, 기 개발된 수위-유

량 관계곡선식에 의해 추정된 유출량 및 RRFS에

의해 추정된 모의유출량을 동일 시간대별로 오차분

석을 실시하여 신뢰성이 높은 논산지점의 유출량을

제시한다.

3. 결과

3.1. 유역의 특성 및 현황

본 연구의 대상유역인 논산수위관측소지점은 논산

천 유역으로 유역면적 467.1㎢이며,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왕사봉에서 발원하여 하류로 흘러 장

선리 우안에서 유입하는 괴목동천과 합류한다. 이후

하류로 흐르면서 우안에서는 안심천이 합류하고 충

남과 전북의 도계를 거치면서 좌안에는 장촌천과 장

성천이 우안에는 오산천과 능천이 합류하여 하류로

흐른다. 유역의 평균강우량은 우리나라 평균강우량

보다 많은 1,300.2mm이며 평균기온은 12.0℃이다.

3.2. 강우량 산정

분석 대상 유역인 논산수위관측지점의 면적강우량

을 산정하기 위한 지배관측소와 이들 관측소의 지배

면적 비율인 티센계수를 산정하였다. 면적강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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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분석기간과 같은 2005년과 2006년에 한하여 산

정하였다. 강수자료의 결측치 보완은 현재 한강홍수

통제소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역거리 가중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강수자료

의 이상치 판별은 연․월별 강수량의 통계분석 및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과거 월별 최고 강수량자료와

인근지역 일별 기후변화를 토대로 하였다.

3.3. 유출량 산정

RRFS를 모의하는 시점에서 실제 논산유역의 유출

량과 모의유출량을 비교하여 RRFS에 의해 모의된

유출량의 신뢰성의 정도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진에

의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각각 39회와 40회에 걸

쳐 도보에 의해 유출량을 산정하였다.

논산 수위관측지점에서 기 개발된 수위-유량곡선식

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유출분석 대상 기간인 2005년과 2006년에

개발된 수위-유량곡선식이 없어 최근의 수위-유량

곡선식인 2002년도 수위-유량 곡선식에 의해 유출량

을 산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수계내 소유역의 용수사용량이 복잡하

여 이로 인한 장기 유출량의 변화가 큰 편이다. 그

래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연속유출모의시스템인

RRFS는 용수사용량을 반영하여 모의할 수 있는

SSARR 모형을 기반모형으로 하였다.

논산유역을 대상으로 SSARR 모형의 적용에 앞서

모형의 주요 입력자료인 일 강수량 및 온도 등을 국

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과 한국수자원공사 수문

DB에서 수집하였으며, “기존댐 용수공급 능력 조사

(금강수계) 보고서”(건설교통부, 1998)를 참조하여

용수수요 계획량을 산정하고, 이를 유역유출모의에

적용하여 용수이용량을 보정하였다(류경식 등,

2007).

논산유역을 대상으로 모의 유출량을 산정하기에 앞

서 SSARR모형의 매개변수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였

다. SSARR 모형의 매개변수 중에서 토양습윤상태

별 유출률(SMI-ROP)는 고수와 저수를 막론하고 가

장 민감한 변수로 분석 되었으며 침투량별 지하수

유입률(BII-BFP), 지표수와 복류수 분리(S-SS) 및

지하수 중 회귀지하수가 차지하는 비율(PBLZ)은 고

수시 민감도보다 저수시 민감도가 크게 나타났다.

BII의 저류시간(BIITS), 최대BII(BIIMX)와 최대지하

수유출율(BFLIM)의 분석결과 고수시는 물론이고 저

수시에도 상대적으로 둔감한 결과를 나타내었다(맹

승진 등, 2007; 이상진 등, 2006). 매개변수의 민감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적정매개변수를 결정하기 위한

요소로서 기 개발된 수위-유량 고선식에 의한 유출

량과 SSARR 모형에 의한 유출량의 오차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형에서 유량이 큰 홍수기의

오차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매개변수를 결정하게 되

면 저수시의 정확도가 저하될 수 있으며, 반대로 저

수시 위주로 매개변수를 결정하게 되면 고수시 유량

을 전혀 반영하지 못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고수시와 저수시로 분리하여 각각에 대해

민감한 변화를 보이는 매개변수를 각각의 목적함수

로 선정하여 RRFS를 수행하기 위한 SSARR 모형

의 최적 매개변수를 결정하였다.

이상의 절차에 의해 논산유역을 대상으로 1983년부

터 2006년까지 RRFS에 의한 모의유출량을 산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타 방법들에 의한 유출

량과의 비교를 위해 도보에 의한 유출량 측정 자료

가 있는 2005년과 2006년에 대한 모의유출량만을 대

상으로 하였다.

3.4 유출량 산정 방법에 따라 추정된 유출량의 비

교 분석

본 분석에서는 도보측정에 의한 유출량을 참값으로

가정하여 기 개발된 수위-유량 곡선식에 의한 유출

량과 RRFS에 의한 유출량, 각각을 비교하여 두 방

법 중에서 신뢰성이 높은 것을 파악하고자 한다.

전술한 각 방법에 의해 산정된 유출량을 도시한 것

은 Fig. 1과 같다. 해당 날짜별로 도보 측정에 의한

유출량을 참값으로 가정하고 기 개발된 수위-유량

곡선식에 의한 유출량과 RRFS에 의한 유출량을 대

상으로 상대평균제곱근오차(Relative Root Mean

Square Error, RRMSE)와 상대절대오차(Relative

Absolute Error, RAE)를 식 (1) 및 식 (2)에 의해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RRMSE 
 
  





 
  (1)

RAE  
 
  





 
 (2)

여기서 Q 0는 도보측정에 의해 산정된 유출량이며,

Q c는 기 개발된 수위-유량 곡선식에 의한 유출량

또는 RRFS에 의한 유출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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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에서 기 개발된 수위-유량 곡선식과

RRFS에 의해 산정된 유출량을 도보 측정에 의해

산정된 유출량과의 상대평균제곱근오차 및 상대절대

오차의 비교에서 2005년과 2006년 모두 RRFS에 의

한 유출량이 기 개발된 수위-유량 곡선식에 의한 유

출량보다 도보 측정에 의한 유출량에 더 근접하는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a) 2005 year

(b) 2006 year

Fig. 1 Comparison of runoff according to methods

Table 1. Relative Root Mean Square Errors (RRMSE) 
and Relative Absolute Errors (RAE) 
calculated by Rating curve and RRFS

Year

RRMSE RAE

Rating

curve
RRFS

Rating

curve
RRFS

2005 0.72 0.52 1.62 0.34

2006 0.47 0.39 0.97 0.27

따라서 일단위의 실시간 장기간의 유출분석을 수행

할 때 기 개발된 수위-유량 곡선식에 의한 유출량을

참값으로 가정하고 RRFS의 매개변수를 보정하여

모의유출량을 산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댐 하류지역의 물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금강수계의 댐 하류지역인 논

산지점을 대상으로 기 개발된 수위-유량 곡선식에

의해 추정된 유출량과 RRFS에 의해 추정된 유출량

을 실제 분석하고자하는 시점에서 도보측정에 의해

측정된 유출량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논산수위관측소 지점에 해

당하는 유역의 면적강우량은 반포, 복룡, 추부, 금산,

주천, 신대, 연산 및 양촌 강우관측소의 일강우량을

대상으로 각 강우관측소별 유역의 지배면적비인 티

센계수를 산정하여 구하였다. 각 방법별 유출량의

비교를 위해 도보측정에 의한 유출량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각각 39회와 40회에 걸쳐 추정하였다.

개발된 수위-유량곡선식에 의한 유출량은 국가수자

원관리종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수위-유량곡선식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나 본 연구의 유출분석 대상 기

간인 2005년과 2006년에 개발된 수위-유량곡선식이

없어 최근의 수위-유량 곡선식인 2002년도 수위-유

량 곡선식을 사용하였다. RRFS에 의한 유출량은 매

개변수의 민감도분석과 보정에 의해 추정되었다. 이

상의 방법에 의해 추정된 유출량 중에서 도보측정에

의한 유출량을 참값으로 가정하고 수위-유량곡선식

에 의한 유출량과 RRFS에 의한 유출량, 각각에 대

한 상대평균제곱근오차와 상대절대오차를 구하였다.

이러한 오차분석 결과에서 2005년과 2006년 모두

RRFS에 의한 유출량이 기 개발된 수위-유량 곡선

식에 의한 유출량보다 도보 측정에 의한 유출량에

더 근접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일단위의 실시간 장기간의 유출분석을 수행

할 때 기 개발된 수위-유량 곡선식에 의한 유출량을

참값으로 가정하고 RRFS의 매개변수를 보정하여

모의유출량을 산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하며 향후

댐 하류 주요지점을 대상으로 유출분석을 실시할 경

우 본 연구와 같은 분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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