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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ysically-based resampling scheme for roughness coefficient of surface runoff considering the spatial landuse 

distribution was suggested for the purpose of effective operational application of recent grid-based distributed rainfall runoff 

model. Generally grid scale(mother scale) of hydrologic modeling can be greater than the scale (child scale) of original GIS 

thematic digital map when the objective basin is wide or topographically simple, so the modeler uses large grid scale. 

The resampled roughness coefficient was estimated and compared using 3 different schemes of Predominant, Composite 

and Mosaic approaches and total runoff volume and peak streamflow were computed through distributed rainfall-runoff 

model. For quantitative assessment of biases between computational simulation and observation, runoff responses for the 

roughness estimated using the 3 different schemes were evaluated using MAPE(Mean Areal Percentage Error), 

RMSE(Root-Mean Squared Error), and COE(Coefficient of Efficiency).  As a result, in the case of 500m scale Mosaic 

resampling for the natural and urban basin, the distribution of surface runoff roughness coefficient shows biggest difference 

from that of original scale but surface runoff simulation shows smallest, especially in peakflow rather than total runoff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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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기후변화와 그

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급증

하고 있으며, 기상재해의 신뢰성있는 모니터링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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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을 위하여 강우-유출 현상에 관한 보다 정교한 해석

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내의 경우에도 1990년 중반부

터 매년 국지적 집중호우나 이상호우로 인해 대규모

의 홍수피해와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홍

수와 관련한 정교한 수문모니터링을 위해 지리정보시

스템(GIS) 기법이 결합된 프로그램이 개발되거나 이

를 활용하여 수문현상을 해석 및 예측할 수 있는 수문

유출모형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

으로 격자기반의 수문모형은 소유역이나 수문반응단

위(HRU; Hydrologic Response Unit)를 기반으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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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집중형 모형과는 달리 유역특성이나 강우의 공간 변

동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섬세한 수문모의

가 필요한 경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Fig. 1). 

그러나 이론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분포형 모형의 

적용성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유

출모형의 본질은 결국 유출과정에 대한 물리적 이해, 

강우 및 유역특성의 비균질성, 강우-유출의 비선형성 

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모의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

며, 현실적으로는 모형구축과정에서 요구되는 고해상

도 유역정보의 한계, 과도한 계산부하, 매개변수 검보

정의 어려움 등을 극복해야 한다. 운동방정식에서 역

학적 항들을 어디까지 고려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계

산부하 및 런타임과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기 때문

에 신속한 계산이 요구되는 현업의 홍수예경보시스템

에서는 계산의 정확성과 신속한 계산능력의 최적조합

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성하게 된다. 

Fig. 1. Conceptual Schematic of General Class for Distributed 

Rainfall-Runoff Model.

최근에는 컴퓨터와 수치지도의 발달로 인하여 유

역의 물리적 특성을 유출계수나 저류상수 등의 경험

적 매개변수에 의존하는 집중형 모형과는 달리 해당

지형의 공간적 물리특성을 고해상도로 반영할 수 있

는 격자기반의 분포형 강우-유출 모형의 수요가 증가

하고 있다. 박과 강(2006)은 용담댐 유역에서의 댐 유

역 홍수량 예측을 위하여 GIS 기반의 분포형 모형인 

Vflo
TM

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현업모형인 저류함수기

반의 K-Water모형의 유출해석을 비교하였다. 박 등

(2008)은 레이다 강우를 이용한 실시간 유량예측을 

위하여 Vflo
TM

모형을 적용한 바 있다. 또한, 박(2007)

은 중랑천 유역에 대해 Vflo
TM

 모형으로 민감도 및 매개

변수 최적화를 연구하였다. Vieux 등(2008)은 용담댐

과 남강댐유역을 대상으로 분포형 수문모형(Vflo
TM

)

내에서 초기토양함수비에 대한 유출수문곡선의 민감

도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개념적인 모형들이 경험적 관계식을 

이용하는 반면에 물리기반 모형들은 수문학적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 연속방정식과 운동량방정식을 적용한

다. 유출해석을 위하여 개발된 모형은 국내의 경우 

KIMSTORM(김, 1998; 정 등, 2008a, b), FFC2N(건

설교통부, 2007)등이 있으며, 국외모형은 Vflo
TM

, 

GSSHA, MIKE-SHE모형 등이 있다. 이러한 격자분

포형 모형에서는 유역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

하기 위하여 입력 변수와 자료를 각 격자(cell)별로 부

여한다. 강우-유출을 포함한 일련의 수문과정은 유역

내 높은 비균질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물리적 기

반의 접근법에서는 공간적으로 적절히 분포된 매개변

수를 필요로 한다. 흔히 분포형 수문모델링과정에서

는 제공된 GIS원시주제도의 공간스케일과 모델스케

일간에 격차가 존재하게 되며, 원시데이터가 고해상

도값을 갖게되는 경우 모형의 계산격자내부에 분포하

는 아격자단위의 정보로부터 모델격자단위의 대표값

을 추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격자기반의 분포형 모형인 

Vflo
TM

 모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토지이용 특성을 고

려한 유출해석을 수행하고 매개변수 보정(calibration)

을 통해 수문학적 지형특성을 나타내는 물리적 인자

의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모델링격자내에서 

아격자규모의 식생분포가 존재할 때 지표유출조도계

수의 대푯값을 산정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중랑천 유역의 강우-유출 해석을 위해 grid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입력자료를 추출하고 분포형 수문모형

인 Vflo
TM

 를 선정하여 유역의 유출량을 분석하였다. 

Vflo
TM

 모형은 분포형 모형으로 지표면 유출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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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방정식을 사용하며, 수치해를 구하기 위하여 공간

적으로는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였다. 하도망은 지형정

보로부터 유도한 흐름방향도로부터 형성되며 하도망

의 지형학적 특성은 유역과 수문곡선의 형태와 반응

특성을 결정한다. 지표, 하도, 저수지의 수리특성이 강

우와 함께 수문모형의 입력자료로 구성된다. 완경사

의 하도 및 하천외 저류는 수정 puls 및 Jones 방정식

을 이용한다. DEM 생성을 위해 GIS 소프트웨어를 이

용하였으며 중랑천 유역의 수치지도로부터 격자의 크

기별 DEM을 생성하였다. 생성된 DEM과 하천 shape 

파일을 통해서 흐름방향도를 생성하였으며, 수치토지

이용현황도와 수치정밀토양도로부터 조도계수, 투수

계수, 유효공극율, 모관흡인수두 등의 초기 입력자료

를 생성한 후 이를 ASCII 파일로 변환하여 분포형 모

형에 적용하였다.

분포형유출모형은 수치고도자료, 토지이용도, 토

양도 등을 이용하여 유역의 물리적 인자들을 직접 추

출하기 때문에 매개변수의 불확실성이 작으며, 실제 

지형을 대표하는 매개변수 값들을 가지고 수치모의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매개변수의 추출도 GIS Tool 

(ArcView, ArcGIS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입력자료

의 구성이 비교적 간단하다. 일반적으로 격자분포형 

모형에서 해당 격자의 유출량은 연속방정식의 우변 

항으로 침투를 고려한 유효유출량을 측방유입량으로 

적용하고, 시공간적 격자에 대한 수리량(유량, 수위, 

유속등) 계산을 위한 동역학적 유출모의는 유한차분

법이나 유한요소법을 적용한다. Vflo
TM

 모형에서는 

격자의 유출모의를 위한 지배방정식으로 운동파 가정

(Kinematic Wave Analogy)에 의한 운동량 방정식을 

채택하였다. 해당 유역의 1차원 지표면 및 하도 흐름

에 대한 기본방정식은 식(1), (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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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h : 격자의 수심, n : 조도계수, R : 강우강

도, I : 침투율,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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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지표면 경사

조도계수에 대한 수문반응을 스케일별로 분석하기 

위해 토지이용특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불투

수율 기준에 따라 시험유역을 자연유역, 복합유역, 도

시유역 등으로 세분화하고 모델링스케일을 100, 250, 

500 m로 구성하였다. 원시GIS주제도의 스케일은 25 

m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모델링격자로의 스케일확장

이 필요한데 산술평균법, 지배면적법, 모자이크법등

의 기법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비교검토하였다. 유출

해석은 유역을 격자화한 모델링이 가능한 분포형강우

유출모형(Vflo
TM

)을 사용하였다. 또한 유역별, 격자크

기별, 기법별로 구분된 모형에 대해 유출반응을 분석

하여 관측수문곡선과 비교검토 하였고, 관측치에 대

한 각 기법별로 총유출체적과 첨두유량에 대해 

MAPE, RMSE, COE를 구해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3. 시험유역 및 적용강우

3.1. 토지이용특성에 따른 시험유역 선정 및 구분

시험유역은 토지이용특성에 따라 자연, 복합 및 도

시유역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서울의 동북부에 

위치한 중랑천 유역(299 ㎢)은 Fig. 2와 같이 한강본

류의 성수대교 우안으로 유입되는 한강의 제 1지류로 

서울권역은 대표적인 도시하천을 형성하고 경기권역

에는 상대적인 자연하천을 형성하고 있다. 토지피복

의 종류가 단순하고, 자연상태와 도시면적이 적당히 

분포하는 계획이 공존하는 유역으로 판단되어 중량천

유역을 대상유역으로 선정하였다. 유역의 구분기준으

로 모형의 유출특성 분석 및 매개변수의 적정성을 검

토하고 토지이용특성을 고려하여 Table 1과 같이 투

수지역 60 % 이상은 자연유역, 20~60 %는 복합(토지

이용)유역, 불투수지역이 80 %이상 차지하는 유역에 

대해서는 도시유역으로 구분하였다. 중랑천 유역 내

의 소유역구성을 보면, 자연유역으로는 투수율이 

65%인 중랑천 신곡교 상류유역, 복합유역은 투수율 

53%의 우이천, 도시유역은 불투수율이 89%로 고밀

도의 주거 및 상업지를 형성하고 있는 청계천 유역으

로 이루어져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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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n type
Area

(㎢)
Soil type

Land use

Permeable 

area(㎢)
Impermeable area(㎢)

Forest
Residential or 

commercial
Others Sum

Natural

(Upstream from Shingok bridge)
78.29 A 50.9(65%) 9.39(12%) 18.00(23%) 27.39(35%)

Complex(Wui Stream) 28.76 A, B 15.25(53%) 10.35(36%) 3.16(11%) 13.51(47%)

Urban(Cheonggye Stream) 50.96 A, B 5.60(11%) 40.26(79%) 5.10(10%) 45.36(89%)

※Source : MLTM (2007) (in Korean)

Table 1. Basin division criteria

Basin
Rainfall 

event
Rain gauge station Operated by Duration

Total rainfall 

(mm)

Upstream from 

Shingok bridge 

(Natural)

E 1 Euijeongbu MLTM
1) 2006. 7. 11. 21:00 ~ 

7. 13. 22:00
326.0

Wui Stream 

(Complex)

E 2

Gangbuk, Dobong City of Seoul

2003. 7. 22. 11:00 ~ 

7. 23. 04:00
115.1

E 3
2006. 7. 12. 00:00 ~ 

7. 12. 22:00
279.3

Cheonggye Stream 

(Urban)

E 4 Dongdaemun, Jongro, Junggu, 

Seongbuk, Seongdong, 

Gangbuk

City of Seoul

2005. 7. 09. 02:00 ~ 

7. 09. 13:00
42.4

E 5
2006. 7. 15. 18:00 ~ 

7. 16. 24:00
271.5

1)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Table 2. Rainfall events for each study basin

Fig. 2. Study area and streamflow gauge station.

3.2. 강우사상

적용강우는 2003~2006년의 5개 독립호우를 대상

으로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9개 우량관

측지점의 강우자료를 활용하였다. 자연유역인 신곡교 

상류 중랑천 유역은 2006년 7월 의정부 관측소의 호

우사상을 적용하였다. 우이천(복합유역)의 경우는 2003

년과 2006년 7월 호우사상을, 도시유역인 청계천은 

2005년과 2006년 7월 호우사상에 대한 소유역내 6개 

지점의 우량관측자료를 티센망법을 이용하여 지점강

우를 면적강우로 환산하였다 (Table 2).

4. 모격자 구분에 따른 유출량 산정 및 매개변수 보정

4.1. 모격자의 구분

우리나라 및 하천유역의 지형공간 특성을 위해 국

가지리정보원에서 제작․배포하고 있는 1:25,000 지

형도를, GIS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25 m 지형격자

로 재구성한 수치표고도(Digital Elevation Mode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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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ggregation scale of mother grid.

(a) Shingok bridge (Upstream of 

Jungrang-cheon)
(b) Jangwol bridge (Wui-cheon)

(c) 2
nd

 Majang bridge 

(Cheonggye-cheon)

Fig. 4. Water Profile and Flood gauge station (건설교통부, 2007).

사용하였다. 중랑천 유역의 지형분석시 고밀도 주거

지역 및 도시지역에 대한 토지이용현황이 복잡 한데 

비하여 100 m 스케일 이상의 격자는 토지이용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킬수 있고, 10 m 이하의 격자 구성

은 수문해석의 비효율성을 갖고 있어 DEM 구성시 원

시 격자를 25 m로 구성하였다. 또한 25 m의 원시격자

에 대한 조도계수의 통합 및 확장을 위해 다음 Figure 

3과 같이 25 m의 4, 10, 20 배수로 100, 250, 500 m를 

결정하였다. 결정된 공간스케일에 대해 중랑천 유역

내에 토지이용상태로 분류한 중랑천 상류(자연유역), 

우이천(복합유역), 청계천(도시유역) 유역에 대해 격자

크기별 DEM, 토지이용 및 토양매개변수를 산정하고, 

Vflo
TM

 모형에서 유출량 산정 및 각 관측지점의 유출수

문곡선과 계산치를 비교하여 매개변수를 보정하였다. 

4.2. 유출량 및 매개변수 보정

유역의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인자의 최적

화를 위해 유역조건에 따라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이 

있는 매개변수 보정(calibration) 지점을 선택하였다. 

우선, 중랑천 상류 유역의 경우, 다음 Fig. 4와 같이 국

토해양부 도시홍수재해관리연구사업단(FFC)의 신곡

교 지점의 유량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우이천의 경우 

장월교를 채택하였으나, 2006년 11월 유수장애 및 노

후화로 인하여 철거 되었으나 이번 연구에 사용되는 

관측유량자료는 2006년 이전 자료이므로 기존 장월

교 지점의 유량관측자료를 사용하였다. 청계천의 경

우, 하류부에 위치한 제2마장교 지점의 관측치를 사용

하였다(Table 3). 

조도계수, 지표면 경사, 초기 함수율 등의 수문학적 

지형 및 토양특성을 갖는 물리적 인자를 대상으로 하

여 허용 범위 내에서 일정비율로 변화를 주어 첨두유

량 항목에 대한 실측치와 모의치 간의 상대오차를 최

소화하는 최적 매개변수를 추정 및 보정하였다. Fig. 5

의 (a)는 자연유역에 대해 100 m 격자크기로 모의한 



Basin

Location for 

parameter 

calibration

Observation 

type

Elevation

(EL.m)
Remarks

Upstream from 

Shingok bridge 

(Natural)

Shingok bridge T/M 32.905
∙The streamflow measurement at the Shingok bridge site was 

implemented by FFC(Urban Flood Center).

Wui Stream 

(Complex)
Jangwol bridge Sonic 15.85

∙The rainfall data at the 2 gauge sites were transformed to areal 

rainfall data using Thiessen method.

∙The streamflow measurement at the Jangwol bridge site was 

implemented by the City of Seoul.

Cheonggye 

Stream 

(Urban)

2
nd

 Majang 

bridge
Sonic 9.81

∙The rainfall data at the 6 gauge sites were transformed to areal 

rainfall data using Thiessen method.

∙The streamflow measurement at the 2
nd

 Majang bridge site was 

implemented by the City of Seoul.

Table 3. Stations for parameter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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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atural (E1, 100m) (b) Complex (E3, 100m) (c) Urban (E4, 100m)

(d) Natural (E1, 250m) (e) Complex (E3, 250m) (f) Urban (E4, 250m)

(g) Natural (E1, 500m) (h) Complex (E3, 500m) (i) Urban (E4, 500m)

Fig. 5. Calibrated and uncalibrated hydr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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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관측치와 비교하면 연속첨두사상이 발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전반부 첨두사상을 적절히 모의하

지 못하였다. 이는 유출수문반응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으로 정량적인 기저유출량의 평가나 침투에 대한 

회복영향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문곡선의 후반

부의 경우는 대체로 일치되었고, 타 경우에도 관측치

와 유출수문곡선이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5. 공간스케일 확장기법

격자분포형 강우-유출모형에서 조도계수는 모형의 

지배방정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운동파 가정

에 의한 운동량방정식 구성시 격자 유출량의 규모를 

결정하는 매개변수로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그 값을 

구분하는 조도계수를 공간스케일 확장대상 매개변수

로 결정하였다. 이에 스케일 확장기법은 대기모형에

서 사용하는 기법, 단순한 기법과 물리적 기반에 근거

를 둔 질량보존의 법칙을 고려한 방법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5.1. 지배면적법(Predominant Approach)

운동량 방정식(Manning 식) 적용시 조도계수를 해

당 격자에서 가장 높은 면적비율을 갖는 식생타입을 

결정하고 이 대표 식생에 상응하는 조도계수를 그 격

자의 대표값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식(3)은 운동량

방정식으로 사용되는 Manning 공식이고 식(4)에서 

구한 를 식(3)에 대입하여 유출량을 산정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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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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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τ
Q : 격자간 유출발생량

τ
n : 대표조도계수

R : 동수반경

o
S : 격자간 경사

5.2. 산술평균 방법(Composite Approach)

이질성을 갖는 여러 식생타입이 존재하는 하나의 

격자내에 개개의 아격자의 조도계수값을 부여한 후 

단순 평균하는 방법이다. 

                                 (5)

5.3. 모자이크 방법(Mosaic Approach)

대기모형에서는 지표토지피복의 변동성에 대한 지

표면의 에너지 평형방정식(Energy Balance Equation)

의 수치모의기법에 따라 크게 Mixture와 Mosaic 

Approach 등으로 구분되며 Mixture 방법은 GCMs 대

기가 혼합된 형태로 지표면 부근에서 보이는 것과 같

이 격자 전반에 걸쳐 서로 다른 식생타입이 균등하게 

혼합되어 있다는 가정으로 계산하고 Mosaic 방법은 

모격자(grid)는 서로 다른 식생타입으로 모자이크된 

아격자(tile)로 구성되며 각 타일에서의 플럭스의 합이 

모격자의 플럭스를 이룬다는 가정으로 계산된다. 

Fig. 6. Parameter aggregation approach by Mosaic scheme.

모자이크 방법은 Fig. 6과 같이 불규칙하게 구성되

어 토지이용상태가 복잡한 유역에서 해당 모격자의 

실제 지형을 규칙적 타일형태로 배열하고 각 타일에

서의 유출량과 모격자에서의 유출량간의 질량균형을 

통해 대표조도계수를 산정한다. 아격자의 조도계수는 

모격자에 기여하는 식생상태에 따라 가중평균되어 모

격자의 유출량산정에 이용되는 기법이다. 강우-유출 

모형의 특성상 아격자의 해당 유출량을 별도로 구하

기 어려워 가중평균계수는 균등하게 가정한다면 대표

조도계수는 결국 식생타입별 조도계수의 조화평균의 

형태로 나타내어진다 (Lee, 2008). Fig. 7에 도시한 바

와 같이 적용식은 다음 식(6)과 같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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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Roughness range
Roughness at original 25 m 

scale

Distribution of roughness by grid size (%)

100 m 250 m 500 m

P C M P C M P C M

1 0.000∼0.015 18.99 39.21 20.90 21.20 41.98 9.77 7.73 43.28 6.31 1.49

2 0.015∼0.025 0.00 0.00 7.06 16.29 0.00 15.99 31.92 0.00 19.22 39.93

3 0.025∼0.030 1.24 0.25 3.34 3.15 0.15 4.69 3.98 0.00 5.70 4.27

4 0.030∼0.035 0.00 0.00 2.87 2.41 0.00 3.81 2.45 0.00 4.41 2.60

5 0.035∼0.040 3.78 4.71 3.10 3.04 2.85 3.55 3.07 2.03 4.41 2.60

6 0.040∼0.045 0.00 0.00 2.49 2.29 0.00 3.09 2.72 0.00 3.72 2.51

7 0.045∼0.050 0.00 0.00 2.61 2.06 0.00 3.27 1.79 0.00 3.34 3.16

8 0.050∼0.055 41.08 6.56 2.80 1.95 4.13 3.13 2.08 2.11 2.28 3.44

9 0.055∼0.060 0.00 0.00 2.41 1.63 0.00 2.23 2.03 0.00 2.58 2.32

10 0.060∼0.090 0.00 0.00 11.45 7.09 0.00 15.71 9.98 0.00 19.76 13.74

11 0.090∼0.100 0.00 0.00 4.53 2.11 0.00 10.15 6.34 0.00 14.74 10.03

12 0.100∼0.130 34.90 49.27 36.45 36.79 50.89 24.61 25.91 52.58 13.53 13.93

Su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P : Predominant Approach, C : Composite Approach, M : Mosaic Approach

Table 5. Distribution of roughness by spatial aggregation scheme

Fig. 7. Schematic diagram of Aggregation approach. 

 (6)

식(6)을 정리하면               

    (7)

여기서, ni: 아격자 i번째 타일의 조도계수, W: 식생

타입에 따른 가중값, m: 아격자 타일의 갯수

만일 균등가중값을 사용한다면 식(7)은 식(8)과 같

은 조화평균의 형태를 갖는다.

1
             (8)

5.5. 분석결과

25 m 원시격자의 조도계수는 Vieux(2005)에 의해 

제시된 8가지의 토지이용상태별 조도계수 값을 

GIS-tool을 이용하여 해당구역의 속성을 부여하였다

(Table 4). 이와 같이 적용된 공간스케일 확장기법인 

지배면적(P), 산술평균(C) 및 모자이크(M) 등을 위의 

적용식에 따라 원시격자 25 m에 대해 100, 250, 500 

m로 확장하여 분석한 결과, 조도계수의 분포특성은 

Table 5와 같이 정리하였고, Fig. 8에 격자크기에 따른 

구간별 조도계수 특성을 도시하였다. 

Class Description Roughness(n) Remarks

1 Water Area 0.03 

2 Urbanization 0.015

3 Eroded Land 0.035

4 Marsh 0.05

5 Grassland 0.13

6 Forest 0.10

7 Paddy Field 0.05

8 Cropland 0.035

Table 4. Landuse reclassification for roughness values (Vieux,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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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scale(m)
Grid number for flow network

Remarks
X-dir Y-dir Total # of grids Ratio

25 681 1,238 843,078 1 Original grid scale

100 170 310 52,700 1/16

250 68 124 8,432 1/100

500 32 64 2,048 1/411

Table 6. Grid number for flow network by grid scale

(a) 100 m grid scale (b) 250 m grid scale (c) 500 m grid scale

Fig. 8. Roughness distribution by spatial aggregation scheme.

Fig. 9. RMSE of percent bias from original scale.

스케일 확장시, 25 m 원시격자에서의 조도계수 값

은 0.05~0.055구간에 41.08%, 0.1~0.13구간에 34.9%

로 두 구간에 75.98%로 집중분포되어 있다. 스케일이 

확장되면 조도분포는 일정부분 평활화될 수 밖에 없

는데, 각 기법에 따라 조도계수 분포특성에 있어서 다

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도계수구간별 원시격자스

케일(25 m)에서의 조도계수와 100, 250, 500 m 스케일

에서의 리샘플링기법별 조도계수와의 백분위오차의 

RMSE를 전구간누적해 비교분석한 결과 100 m 스케

일에서는 기법별로 큰 차이가 없었고, 250 m와 500 m

로 스케일이 증가함에따라 산술평균법은 다소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으며, 모자이크방법은 뚜렷이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Fig. 9). 즉, 원시스케일의 

조도계수분포에 대한 보존은 지배면적법이 가장 우수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도계수분포의 보존이 유

출플럭스의 보존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이 

분포형 강우-유출모형에서의 조도계수 리샘플링에 있

어서 지배면적법이나 산술평균법외에 모자이크법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Fig. 10에  중랑천 유역에 대해 격

자크기에 따른 조도계수 분포를 도시하였다. 이때 격자

의 개수는 100 m 일때는 52,700개, 500 m 2,048개로 

구성하여 유출수문반응 모의에 적용하였다(Table 6). 

6. 기법별 수문반응 및 정량적 평가

각 기법별 조도계수 분포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이

용하여 격자분포형 강우-유출 모형인 Vflo
TM

에 적용

하여 유출수문반응을 검토하였다. 이 때 다른 매개변

수의 입력조건인 ASCII 파일은 동일한 조건과 매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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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Predominant (100 m) (b-1) Composite (100 m) (c-1) Mosaic (100 m)

(a-2) Predominant (250 m) (b-2) Composite (250 m) (c-2) Mosaic (250 m)

(a-3) Predominant (500 m) (b-3) Composite (500 m) (c-3) Mosaic (500 m)

Fig. 10. Roughness distribution of grid size change for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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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n type Grid scale Scheme
MAPE RMSE

COE(Volume)
Volume(%) Peak(%) Volume(mm) Peak(cms)

Upstream from 

Shingok bridge 

(Natural)

100 m

Predominant 27.29 2.38 442.16 10 0.59

Composite 27.56 5.14 446.58 22 0.55

Mosaic 27.12 0.52 439.41 2 0.60

250 m

Predominant 26.88 0.47 435.59 2 0.71

Composite 26.88 2.37 435.58 10 0.71

Mosaic 26.60 4.48 430.97 19 0.69

500 m

Predominant 41.62 8.15 674.43 35 0.52

Composite 41.60 7.06 673.98 31 0.52

Mosaic 41.41 1.66 670.96 7 0.47

Wui Stream 

(Complex)

100 m

Predominant 1.51 0.98 4.79 3 0.29

Composite 2.04 1.20 6.49 4 0.32

Mosaic 2.04 1.20 6.49 4 0.32

250 m

Predominant 1.51 1.20 6.49 3 0.29

Composite 2.04 0.98 4.79 4 0.32

Mosaic 2.04 1.32 8.25 4 0.32

500 m

Predominant 17.23 0.35 54.72 1 0.55

Composite 17.60 0.64 55.88 2 0.52

Mosaic 17.67 0.46 56.12 2 0.53

Cheonggye 

Stream 

(Urban)

100 m

Predominant 3.10 2.52 2.17 2 -0.79

Composite 1.30 1.36 0.97 1 -0.87

Mosaic 1.30 1.36 0.91 1 -0.89

250 m

Predominant 10.81 3.26 7.58 2 0.04

Composite 4.60 2.49 3.23 2 0.38

Mosaic 9.55 2.00 6.69 2 0.13

500 m

Predominant 14.18 4.14 9.94 3 -0.20

Composite 5.27 3.49 3.70 3 0.40

Mosaic 11.79 2.13 8.26 2 0.03

Table 7. Performance evaluation for runoff volume and peak simulation

수 보정 후의 값을 적용하였다. 정량적 평가를 위해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RMSE 

(Root Mean Square Error), COE 등을 이용하였다. 이 

때 MAPE와 RMSE는 ‘0’에 가까울수록 모형의 향상

성(model performance)이 개선되어 수치모의치가 관

측치에 근접함을 나타내고, COE(Coefficient Of 

Efficiency or Nash-Sutdiffe model efficiency coefficient, 

Nash와 Sutdiffe, 1970)는 -∽<COE≤1의 범위를 갖

고 “1”일 경우 관측치와 모의치가 정확하게 일치할 때

로 모형의 향상성이 가장 높은 것을 나타낸다. 이에 산

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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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 : 해당 시간, N : 해당시간의 총 수

si
Q : i 시간의 계산치, obi

Q : i 시간의 관측치

obi
Q : 관측치 평균

위 식에 대한 정량적 평가대상은 해당유역별 격자

크기별 총유출체적 및 첨두유량 등을 상호 비교하여 

평가하였으며 총유출체적의 RMSE 산정시 유역면적

을 나누어 수심의 값(mm)을 나타내었다. Fig. 11은 스

케일 확장기법에 대한 격자분포형 강우-유출 프로그

램인 Vflo
TM

 모형의 유출수문반응 결과를 도시하였으

나, 정량적 평가를 위해 위에서 서술한 오차해석기법

을 적용하였다. 

Table 7을 보면, 자연상태를 고려한 중랑천 상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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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Natural (E1, 100 m) (b-1) Complex (E3, 100 m) (c-1) Urban (E4, 100 m)

(a-2) Natural (E1, 250 m) (b-2) Complex (E3, 250 m) (c-2) Urban (E4, 250 m)

(a-3) Natural (E1, 500 m) (b-3) Complex (E3, 500 m) (c-3) Urban (E4, 500 m)

Fig. 11. Comparison of hydrologic response by methods.

100 m 격자크기를 보면 모자이크법의 MAPE는 유출

체적과 첨두유출에서 각각 27.12%와 0.52%, RMSE

는 각각 439.41 mm와 2 sec/
3

m , COE 0.59로 분석되

었고, 500m의 경우는 MAPE에서 마찬가지로 각각 

26.60%과 4.48%, RMSE는 각각 430.97 mm와 19 

sec/
3

m , COE 0.69로 자연유역의 경우, 리샘플링기법 

중 모자이크법(Mosaic Approach)이 유출모의에 있어

서 유출체적과 첨두유출에 있어서의 오차가 상대적으

로 가장 작은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합 및 도시유

역의 경우, 토지이용상태가 상대적으로 일정치가 않

고, COE가 “-” 값이 나오는 등 오차범위가 확대되고, 

수치의 일관성을 찾기 어려워, 최적의 기법을 구분해

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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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중랑천 유역의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자연유역(중

랑천 상류), 복합유역(우이천), 도시유역(청계천)을 구

분하여 분포형 강우유출모형의 매개변수 민감도를 산

정하였다. 지표유출 조도계수의 리샘플링을 위하여 

지배면적법, 산술평균방법 및 대기모델링에서 사용하

는 모자이크 방법 등을 사용하여 격자기반 분포형 모

형인 Vflo
TM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기법별 유출반

응을 검토하고 정량적 평가를 통해 아격자규모에서의 

스케일확장을 통하여 모델격자에서의 조도계수대표

값을 산정하는 최적의 기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수

행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도계수 구간별 원시격자스케일(25 m)에서의 

조도계수와 100, 250, 500 m스케일에서의 리샘플링

기법별 조도계수와의 백분위오차의 RMSE를 전구간

누적해 비교분석한 결과 100 m스케일에서는 기법별

로 큰 차이가 없었고, 250 m와 500 m로 스케일이 증

가함에따라 산술평균법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으며, 모자이크방법은 뚜렷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었다. 즉, 단순히 원시스케일의 조도계수분포에 

대한 산술적 대표값은 조도계수분포를 보존하는데는 

유리할 수 있으나, 물리적 근거가 약한 기법이기 때문

에 지표유출플럭스의 물리적 보존을 구현할 수 있는 

조도계수 리샘플링의 제시가 필요하였다. 

2. 지배면적법, 산술평균법, 모자이크법에 의한 조

도계수 리샘플링을 수행하였고, 분포형 강우유출모형

을 이용하여 총유출체적 및 첨두유량을 산정하였다. 

수치모의값과 관측값의 오차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위해 MAPE, RMSE, COE를 적용하여 기법별 유출반

응을 평가하였다. 자연유역과 도시유역의 500 m 스케

일 모자이크 리샘플링의 경우 모델링결과를 보면, 지

표조도계수의 분포는 원시스케일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지표유출모의에 있어서는 가장 작

은 오차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유출체적보다 첨두

유출부문에서 두드러진 개선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3. 본 연구의 성과는 모자이크법 적용에 있어서 식

생타입에 따른 가중값을 등가중값으로 가정해서 적용

한 결과이다. 이는 등간격의 격자와 평균경사를 사용

하여 얻은 결과로서 아격자에서의 지표경사와 동수반

경등을 반영한다면 더욱 개선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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