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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issuing forecasts and alerts for agricultural drought, the relevant ministries only rely on the observation data from the reservoirs 

managed by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which creates gaps between the drought analysis results at the local (si/gun) 

governments and the droughts actually experienced by local residents. Closing these gaps requires detailed local geoinformation on 

reservoirs, which in turn requires the information on reservoirs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across Korea. However, installing water 

level and flow measurement equipment at all of the reservoirs would not be reasonable in terms of operation and cost effectiveness, and 

an alternate approach is required to efficiently generate information. In light of the above, this study validates and calibrates the 

parameters of the TANK model for reservoir basins, divided them into group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basins, and applies 

the grouped parameters to unmeasured local government reservoirs to estimate and assess inflow. The findings show that the average 

determinant coefficient and the NSE of the group using rice paddies and inclinations are 0.63 and 0.62, respectively, indicating better 

results compared with the basin area and effective storage factors (determinant coefficient: 0.49, NSE: 0.47). The findings indicate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the information regarding unmeasured reservoirs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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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현재 관계부처 합동 농업가뭄 예·경보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의 관측정보만을 활용하고 있어 시군 단위 가뭄 분석 결과와 지자체 체감가뭄

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 단위 체감가뭄 예·경보를 위해서는 공간적으로 세밀하고 국지적인 저수지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

국적으로 분포된 지자체 관리 저수지 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전체 지자체 관리 저수지에 수위 및 유량 관측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운영 및 비용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효율적인 정보 생성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저수지 유역을 대상으로 장기유출 모형인 TANK 모형의 매개변수를 검·보정하고, 유역특성인자를 이용하여 그룹화 한 후 그룹화된 TANK 모형의 

매개변수를 미계측 지자체 저수지 유역에 적용하여 유입량 예측 및 평가를 하였다. 평가 결과 논, 경사를 이용한 그룹의 결정계수 평균이 0.63, 

NSE가 0.62로, 유역면적과 유효저수량 인자를 이용했을 때(결정계수 0.49, NSE 0.47) 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미계측 지자체 관리 저수

지 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TANK model, 농업가뭄, 매개변수 지역화, 유입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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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6년 3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가뭄 예·경보가 시행되고 있

으나, 지자체 관리 저수지 관측정보 등의 부재로 국지적 가뭄 

발생을 감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저수지는 약 

17만 개소로 이중 지자체 관리 저수지가 80% (약 14만 개소)

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농업가뭄 예·경보시 한국농어촌공

사 관리 저수지의 저수율로만 분석되어 지자체 체감가뭄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NDMI, 2019). 한편 지자체 관리 저수

지의 유효저수량은 우리나라 총 저수지의 약 11% (36천만 m3)

에 불과하며, 유효저수량이 작은 소규모 저수지가 많아 관측 

시설을 전체 저수지에 설치하는 것은 비용·효율적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관측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미계측 저

수지 유역의 물수지 분석을 위해 인근 계측 저수지 유역의 수

문모형의 매개변수를 결정하여 전이시키는 지역화 방법이 널

리 사용되고 있다. 

유역특성 인자를 이용한 수문모형 매개변수의 지역화 및 

미계측 지역 적용 관련 연구는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연구

되었었다. Amiri et al. (2016)은 독일 30개 유역의 토지 이용도

와 피복도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TANK 모형의 매개

변수를 지역화하였다. Kokkonen et al. (2003)은 미국 노스캐

롤라이나 유역을 대상으로 강우-유출 모형인 IHACRES 모델

의 파라미터를 지역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Pandey and 

Nguyen (1999)는 캐나다 퀘벡주 유역을 대상으로 Thomas and 

Benson (1970), Draper and Smith (1981), Bobe´e (1973), 

Tasker and Stedinger (1987), Rousseeuw and Leroy (1987), 

McCuen et al. (1990) 등이 제시한 9가지의 선형 및 비선형 지

역화 회귀모형을 평가하였다.

국내에서 유역특성 인자를 이용한 수문모형의 매개변수를 

전이시키는 지역화 연구는 크게 회귀식 도출 연구와 군집화 

연구로 구분된다. 회귀식 관련 연구는 수문모형은 유역의 수

문학적 유사성에 따라 모형의 구조 및 검정 변수가 동일하게 

구현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Kim and Park (1986)은 

유역특성 인자인 유역면적, 토지이용비율(논, 산림)을 이용

하여 4단 TANK 모형의 매개변수를 일반화하였으며, Kim 

and Park (1988)은 유역면적, 토지이용비율(논, 밭, 산림)과 

3단 TANK 모형의 매개변수 상관관계식을 도출하여 미계측 

유역에 적용하였다. Cho et al. (2004)는 PRMS 유출 모형을 

대상으로 토양수분보유능이 유사한 지역에 매개변수를 적용

하였으며, Cho et al. (2007)은 유역면적, 경사, 밀도와 댐유역 

갈수량 간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회귀식을 도출하고, 이를 미

계측 유역에 적용하였다. Kang et al. (2013)은 Tank 모형 매개

변수를 유역면적, 유로연장, 토지피복비율과 회귀분석하여 

미계측 하천 및 저수지에 적용하였으며, Kim et al. (2015)은 

Sacramento 모형 매개변수를 최적화하고 유역면적, 유로연

장, 유역표고, 유역경사, 형상계수를 이용하여 다중선형회귀

분석을 통해 도출된 매개변수를 미계측 댐 유역에 적용한 바 

있다. An et al. (2015)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TANK 

모형의 매개변수를 최적화하고 유역면적, 논, 밭, 산림의 토지

이용비율, 유로연장 및 유역평균경사를 이용하여 회귀식을 

개발하였다. 군집화 연구는 최근 들어 연구되는 분야로 수문

학적으로 유사한 지역을 특성별로 그룹화하여 분석한다. Lee 

et al. (2009)는 다변량 통계분석을 이용하여 유사한 유역을 그

룹화하고, 준분포형 수문모형인 SWAT 모형의 매개변수를 

미계측 유역에 전이시키는 지역화 연구를 제안하였으며, Lee 

et al. (2013)은 Ward법을 이용하여 수문학적으로 유사한 유

역을 그룹화하고, 수문학적 유사성을 평가하였으며, Lee et 

al. (2018)은 Ward법, K-평균군집분석법을 이용하여 대표 유

역 군집을 나누고 이를 SWAT 모형에 적용하여 유사유출량

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유역을 대상으로 TANK 모형의 매개변수를 검·보정하고, 유

역특성 인자를 이용하여 그룹화한 후 지자체 저수지가 속하는 

그룹의 TANK 모형 매개변수를 미계측 지자체 저수지 유역

에 적용하여 유입량을 예측하였으며, 이를 지자체 농업가뭄 

예·경보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방법 및 재료
 

2.1 TANK 모형을 이용한 매개변수 추정 방법

이수 계획 등 가뭄 관리에는 장기간의 연속적인 강우 사상 

및 유출량 자료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에 관측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관측 기간이 짧아 장기유출 모형의 결과를 

이용한다. 국내에서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장기유출 모형

으로는 TANK, DIROM, DWAST, Kajiyama 공식 등이 있으

며, 사용자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수문모형이 사용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계측 유역의 적용성, 범용성 등이 국

내외에서 검증된 TANK 모형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대상 유역

에 적용하여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TANK 모형은 일본의 

Sugawara (1985)가 제시한 집중형 모형으로 수직 방향의 연속

된 4단 수조(TANK) 형태로 유역모형이 구성된다. 탱크 최상

단에서는 증발산이 이루어지며, 1단 탱크에서는 지표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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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 탱크에서는 중간 유출, 3, 4단 탱크에서는 기저 유출이 발생

하고 모형 구동을 위해 각 탱크별 저류고, 침투계수 등의 매개

변수가 요구된다. TANK 모형에서 유출량은 Eq. (1)과 같이 지

표면 유출, 중간유출 및 기저 유출을 합하여 산정된다. 

 









 


 

 
 

(1)

여기서, 는 유출량(m3/sec), A는 유역 면적(km2), 

는 

1단 탱크 상단의 지표면유출고(mm/day), 

는 1단 탱크 

하단의 지표면유출고(mm/day), 
는 2단 탱크의 중간유

출고(mm/day), 
는 3단 탱크의 기저유출고(mm/day) 

및 
는 4단 탱크의 기저유출고(mm/day)이다.

관측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미계측 유역의 물수지 분석을 

위해서 인근 계측 유역의 수문모형의 매개변수를 결정하여 

전이시키는 지역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매개변수의 

지역화 방법으로 계측 유역에서 매개변수를 보정한 후 유역특

성치와 매개변수 간의 회귀식을 도출하여 대상 유역의 매개변

수를 추정하는 방법과 회귀식을 도출하지 않고 보정된 매개변

수를 유역특성치가 유사한 유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MOLIT and K-water, 2004). 본 연구에서는 한국농어

촌공사 관리 저수지 20개소를 대상으로 검·보정한 후 유역특

성인자별로 그룹화하고, 미계측 저수지가 속한 그룹의 매개

변수를 적용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미계측 저수지의 저수량 

산정을 위하여 먼저 대상 저수지를 선정하고, 저수지 재체를 

출구점으로하는 유역을 생성하였다. 생성된 대상 저수지의 

일별 저수량, 강수량, 기상자료를 수집하였으며, GIS 분석을 

통해 유역면적, 경사, 고도 등의 유역특성인자를 구축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TANK 모형의 매개변수를 검·보정하였으며, 

유역특성인자별 그룹화를 통해 도출된 매개변수를 미계측 유

역에 적용하여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Fig. 1).

2.2 대상 저수지 선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17년 충청남도 지자체 관리 

저수지 3개소(홍성군(장곡), 태안군(춘산동), 당진시(신동))

에 기상 및 수위 관측 시설을 구축하였으며(NDMI, 2017), 본 

연구에서는 이곳들을 TANK 모형의 매개변수 적용을 위한 Fig. 1. Flow-chart of research

Fig. 2.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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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로 선정하였다(Fig. 2). 또한, 연구 결과의 활용 및 연계 

측면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홍성군 및 경상남도 밀양시의 한국

농어촌공사 관리 20개소를 TANK 모형의 매개변수 검·보정

을 위한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밀양시 내의 대상 저수지는 유

효저수량이 일정량 이상 되는 12개소(덕곡, 상항, 가산, 감물, 

봉의, 와지, 남산, 요고, 도곡, 초동, 소태, 국전)를 선정하였으

며, 유효저수량이 374천 m3-3,383천 m3의 범위로 나타났다. 

또한, 홍성군 대상 저수지는 8개소(벽정, 장곡(농어촌공사 관

리), 홍동, 공리, 천태, 월암, 홍양, 대사)로 유효저수량은 205천 

m3-2,057천 m3의 범위로 나타났다(Table 1). 

2.3 기상 및 유입량 자료 구축

수문모형의 매개변수 검·보정을 위해서는 입력 자료로 강

수량, 증발산량 등 기상자료가 필요하며, 수문모형의 구동 결

과 도출된 결과값에 대응하는 실측값, 즉 저수지 상류부의 유

입량 측정자료가 필요하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수위 계측기를 통해 수위를 계측하고 있으며, 이를 수위-저수

량 곡선식에 대입하여 저수량을 산출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저수지의 유입량과 유출량 자료는 따로 계측하고 있지 않으므

로 유출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저수지 수위 변동 

값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Song, 2017; 

Park et al., 2001). 대상 저수지의 일별 수위 변동 값을 이용하

여 유입량을 산정한 결과 수위 상승 구간에 대해서만 확보할 

수 있고, 만수위시 계산이 불가능한 제약조건에 따라 사용 가

능한 데이터가 적어 장기유출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 저수지 인근의 기준 댐

(밀양시 : 밀양댐, 홍성군 : 보령댐) 및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일별 유입량과 강수량을 구축하였으며, 비유량법 및 티센법

을 이용하여 각각 산정하였다.

2.4 유역특성인자 구축

대상 유역의 특성 인자는 국내외 선행 연구 조사에서 수집된 

Table 1. Specifications of target reservoir watershed (effective capacity, area) and topographic & hydrological characteristic factors

Contents No.
Reservoir

Name

Administr-ative 

District

Effective 

Capacity

(1,000 m3)

Area

(km2)

Length

(km)

Shape 

Factor
Density

Mean 

Elevation 

(El.m)

Mean 

Slope 

(Degree)

Area (%)

Paddy Field Forest

Calibration

&

Validation

  1 DEOKGOK

Miryang-si

590.4   2.9 1.9 0.8 0.6 116.3 16.5 11.8   5.3 68.5

  2 SANGHANG 606.9   6.6 5.4 0.2 0.8 409.4 25.0   0.9   1.1 96.2

  3 GASAN 3,383.2   6.4 2.9 0.8 0.5 166.1 15.4 15.3   2.1 69.3

  4 GAMMUL 554.6   6.6 3.1 0.7 0.5 410.6 17.9 10.8   6.5 77.9

  5 BONGUI 1,452.3   7.2 5.9 0.2 0.8 544.2 29.9   0.0   0.3 97.9

  6 WAJI 381.2   3.7 2.7 0.5 0.7 302.8 23.0   2.3   2.0 92.8

  7 NAMSAN 442.0   3.6 3.0 0.4 0.8 282.8 23.1   4.8   2.8 88.8

  8 YOGO 563.3 12.7 4.4 0.7 0.3 385.1 25.8   3.2   0.3 93.9

  9 DOGOK 374.0   7.3 3.8 0.5 0.5 375.2 21.7 14.4   4.0 78.4

10 CHODONG 1,568.0   4.9 3.4 0.4 0.7 109.0 14.4   8.8   7.2 58.9

11 SOTAE 1,269.1   3.6 2.8 0.5 0.8 302.7 23.7   2.4   1.1 93.9

12 GUKJEON 448.6   4.8 3.1 0.5 0.6 451.3 25.8   1.2   7.6 89.8

13 BYEOGJEONG

Hongseong-gun

205.0   2.4 2.1 0.5 0.9 91.0 11.9 16.3   7.7 62.2

14 JANGGOK 1,121.7 10.7 6.3 0.3 0.6 194.0 13.4 19.9 11.5 61.7

15 HONGDONG 1,049.3 14.5 6.6 0.3 0.5 92.4 8.7 28.8 16.0 44.3

16 GONGLI 1,410.0   3.9 3.4 0.3 0.9 103.8 9.4 14.5 13.5 56.5

17 CHEONTAE 1,290.0   8.7 4.8 0.4 0.6 123.6 13.5 20.2   5.3 66.2

18 WORAM 309.2   2.1 1.7 0.7 0.8 149.9 14.5 10.4   5.8 74.6

19 HONGYANG 2,057.4 21.3   8 0.3 0.4 76.3 8.5 27.8 17.4 44.7

20 DAESA 1,376.2   2.5 1.9 0.7 0.8 184.8 17.2   0.7 10.5 75.1

Application

  1 JANGGOK' Hongseong-gun 172.7   2.3 2.6 0.3 1.1 31.8 7.2 19.7 31.5 32.1

  2 SINDONG Dangjin-si 142.0   2.7 3.1 0.3 1.1 34.8 9.9 11.4 15.0 68.2

  3 CHUNSAN-DONG Taean-gun 187.8   0.8 1.3 0.5 1.6 21.6 7.1   0.1 16.1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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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들을 전부 나열하여 중복성을 검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9개 인자(유역 면적, 유로 연장, 유역 형상 계수, 유역 밀도, 

유역 평균 표고, 유역 평균 경사, 논 면적 비율, 밭 면적 비율, 산림 

면적 비율)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저수지 제체를 출구점으로 

DEM (30 m resolution)과 GIS Tool을 활용하여 유역을 생성하

였으며, 저수지 유역 경계를 이용하여 유역내의 고도, 경사, 토

지 이용도, 유로 연장을 GIS 형태로 구축하였다. 구축 결과 유역 

면적은 최저 2.1 km2에서 최고 21.3 km2 범위로 나타났으며, 유

로 연장(1.7-8.0 km), 형상 계수(0.2-0.8), 유역 밀도(0.3-0.9), 유

역 평균 표고(76.3-544.2 El.m), 유역 평균 경사(8.5-29.9°), 논 

면적 비율(0.0-28.8%), 밭 면적 비율(0.3-17.4%) 및 산림 면적 

비율(44.3-97.9%)로 나타났다(Table 1).

3. TANK 모형 적용 결과

3.1 TANK 모형의 검·보정

TANK 모형의 매개변수는 유출공(5개), 침투공(3개), 유

출공 높이(4개), 각 단의 저류고(4개)를 합하여 총 16개로 구

성된다. 모형의 초기 매개변수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기존 연

구에서 제시된 값을 적용하였다. 즉, 밀양시의 대상 저수지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MOLIT, 2000)의 임하댐 유역 매개변

수 값을 초깃값으로 일괄 적용하였으며, 홍성군의 대상 저수

지도 같은 보고서 상의 대청댐 매개변수 값을 초깃값으로 적

용하였다(Table 2). TANK 모형의 매개변수 검·보정에 앞서 

매개변수별 최소, 최댓값을 이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

다. 이를 통해 유출량에 민감한 매개변수(유출공 계수(A11, 

A12, A3), 침투공 계수(B1) 순서)를 도출하였으며, 시행착오

법을 이용하여 목적함수가 적절한 수준까지 도출될 때까지 

보정을 시행하였다.

목적함수로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는 참값과 예측값 간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지표로 1.0에 가까

울수록 최적값이다. 대상 저수지 20개소의 결정계수는 0.76 

이상으로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NSE (Nash and Sutcliffe 

Efficiency)는 참값의 경향성 반영 여부를 비교하는 지표로 

1.0에 가까울수록 최적값이다. 대상 저수지 20개소의 NSE는 

0.7 이상으로 Hugo et al. (2019)이 제안한 수문모형의 평가 방

법론에 따라 양호한 결과로 나타났다. PBIAS (Percent BIAS) 

참값과 예측값 간의 총합의 크기를 비교하는 지표로 0의 값에 

가까울수록 최적값을 보인다. 대상 저수지 20개소 중 요고, 대

사, 소태 등을 제외한 대부분 10 이내의 값으로 양호한 결과로 

나타났다. 전체 저수지 유역에서 결정계수(R2)는 0.81, NSE는 

0.77 및 PBIAS (%)는 -0.67 이내로 양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Table 2. Initial Values for the TANK model

No.
Parameter 

Type
Name

Parameter 

Range

Initial Parameter

Miryang

-si

Hongseong

-gun

1

Initial Storage 

of 1st, 2st, 3st 

Tank (mm)

IH1 0 14 24

2 IH2 0 9 0

3 IH3 10-100 269 62

4 IH4 100-1,000 91 152

5
Height of upper 

and lower side 

outlet in 1st, 2st, 

3st Tank (mm)

H11 30-60 60 51

6
H12 10-20 28 23

7
H2 0-50 19 12

8
H3 0-30 70 19

9

Runoff 

Coefficient of 

1st, 2st, 3st 

Tank

A11 0.1-0.5 0.4877 0.4138

10 A12 0.1-0.5 0.1919 0.1816

11 A2 0.03-0.1 0.1969 0.1129

12 A3 0.005-0.05 0.0007 0.0069

13 A4 0.0005-0.005 0.0008 0.0009

14 Infiltration 

Coefficient of 

1st, 2st, 3st Tank

B1 0.1-0.5 0.1969 0.0876

15 B2 0.03-0.1 0.0895 0.0683

16 B3 0.005-0.05 0.0466 0.0085

Table 3. Calibration & Validation results of the TANK model

No. Reservoir Name R
2 NSE PBIAS (%)

1 DEOKGOK 0.86 0.81  -8.5

2 SANGHANG 0.86 0.80 -11.4

3 GASAN 0.86 0.82  -7.8

4 GAMMUL 0.79 0.77   8.0

5 BONGUI 0.77 0.76  -2.8

6 WAJI 0.85 0.79  -8.6

7 NAMSAN 0.86 0.82  -6.2

8 YOGO 0.82 0.72 -16.5

9 DOGOK 0.78 0.76  -6.5

10 CHODONG 0.83 0.76  -9.8

11 SOTAE 0.83 0.74 -15.1

12 GUKJEON 0.78 0.75  10.6

13 BYEOGJEONG 0.76 0.73   4.3

14 JANGGOK 0.83 0.83  11.1

15 HONGDONG 0.83 0.83  10.4

16 GONGLI 0.76 0.71   3.5

17 CHEONTAE 0.83 0.82  10.2

18 WORAM 0.76 0.71   3.2

19 HONGYANG 0.76 0.71   2.3

20 DAESA 0.76 0.75  16.2

Avg. 0.81 0.77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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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OKGOK (b) SANGHANG (c) GASAN (d) GAMMUL

(e) BONGUI (f) WAJI (g) NAMSAN (h) YOGO

(i) DOGOK (j) CHODONG (k) SOTAE (l) GUKJEON

(m) BYEOGJEONG (n) JANGGOK (o) HONGDONG (p) GONGLI

(q) CHEONTAE (r) WORAM (s) HONGYANG (t) DAESA

Fig. 3. Scatter plot of validation results of TAN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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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ig. 3).

3.2 유역 특성별 저수지 그룹화

TANK 모형 매개변수를 미계측 유역에 적용하기 위하여 

유역특성별로 저수지를 그룹화하였다. 그룹화에 사용된 유역

특성 인자는 선행연구에서 유출량과 관계가 높다고 알려진 

유역내 농경지 비율, 유역 평균 경사, 유역 면적, 저수지의 유효

저수량을 이용하였다. 이때, Fig. 4와 같이 시나리오 1, 2로 나

(a) Y axis (Paddy) (b) GROUP by Scenario 1 (c) X axis (Slope) 

(d) Y axis (Area) (e) GROUP by Scenario 2 (f) X axis (Effective Capacity)

Fig. 4. Group by scenario derived from reservoir watershed’s area ratio of paddy, mean slope of watershed, effective capacity and watershed 

area factor’s five-number summary

Table 4. Application reservoirs group by scenarios

Contents Group Calibration & Validation Application 

Scenario 1

1-A HONGYANG, HONGDONG JANGGOK'

1-B JANGGOK, CHODONG, CHEONTAE, GASAN, WORAM, GONGLI SINDONG

1-C DOGOK, GAMMUL, DEOKGOK, BYEOGJEONG -

1-D BONGUI, GUKJEON, YOGO, SANGHANG, WAJI, SOTAE, NAMSAN, DAESA CHUNSANDONG

Scenario 2

2-A BYEOGJEONG, WORAM
JANGGOK', SINDONG, 

CHUNSANDONG

2-B WAJI, NAMSAN, GUKJEON, DEOKGOK -

2-C DOGOK, SANGHANG, GAMMUL, SOTAE -

2-D
YOGO, HONGDONG, HONGYANG, JANGGOK, CHEONTAE, 

BONGUI, CHODONG, GONGLI, DAESA, GAS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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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 그룹화하였으며, 시나리오 1은 대상 저수지 유역의 논 면

적 비율과 유역 평균 경사의 분위 경곗값을 4가지 그룹의 경계 

범위로, 시나리오 2는 유역 면적 및 유효저수량의 분위 경곗값

을 4가지 그룹의 경계 범위로 설정하였다. 그룹화 결과 농경지 

비율이 높고 경사가 완만하여 손실 우량이 과다인 1-A그룹

(홍양, 홍동), 농경지 비율이 높고 경사가 완만하여 손실 우량

이 큰 1-B그룹(장곡, 초동, 천태, 가산, 월암, 공리), 농경지 비

율이 낮고 경사가 급하여 손실 우량이 작은 1-C그룹(도곡, 감

물, 덕곡, 벽정) 및 농경지 비율이 낮고 경사가 급하여 손실 우

Table 5. Calibration & validation parameter of TANK model group by scenarios

Contents Group
TANK model parameter

IH1 IH2 IH3 IH4 H11 H12 H2 H3 A11 A12 A2 A3 A4 B1 B2 B3

Scenario 1

1-A 24 0   62 152 51 23 12 19 0.0550 0.1408 0.1129 0.0069 0.0009 0.0876 0.0683 0.0085

1-B 21 3 131 132 54 25 14 36 0.0717 0.1425 0.1409 0.0048 0.0009 0.1240 0.0754 0.0212

1-C 17 7 217 106 58 27 17 57 0.1850 0.1230 0.1727 0.0023 0.0008 0.1696 0.0842 0.0371

1-D 15 8 243   99 59 27 18 64 0.1563 0.1547 0.1864 0.0015 0.0008 0.1832 0.0869 0.0418

Scenario 2

2-A 24 0   62 152 51 23 12 19 0.0300 0.1000 0.1065 0.0069 0.0009 0.0876 0.0683 0.0085

2-B 14 9 269   91 60 28 19 70 0.1625 0.1689 0.1969 0.0007 0.0008 0.1969 0.0895 0.0466

2-C 14 9 269   91 60 28 19 70 0.2325 0.1230 0.1969 0.0007 0.0008 0.1969 0.0895 0.0466

2-D 20 4 145 128 55 25 15 39 0.0890 0.1499 0.1465 0.0044 0.0009 0.1313 0.0768 0.0237

Table 6. Application results of TANK model

Contents Group Reservoir Name R
2 NSE

Scenario 1

1-A JANGGOK' 0.61 0.59

1-B SINDONG 0.50 0.49

1-D CHUNSANDONG 0.78 0.77

Average 0.63 0.62

 Scenario 2

2-A JANGGOK' 0.51 0.49

2-A SINDONG 0.42 0.39

2-A CHUNSANDONG 0.55 0.53

Average 0.49 0.47

(a) Scenario 1-A (JANGGOK′) (b) Scenario 1-B (SINDONG) (c) Scenario 1-D (CHUNSANDONG)

(d) Scenario 2-A (JANGGOK′) (e) Scenario 2-A (SINDONG) (f) Scenario 2-A (CHUNSANDONG)

Fig. 5. Scatter plot derived by applying the calibrated parameters of the tan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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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최소인 1-D그룹(봉의, 국전, 요고, 상항, 와지, 소태, 남

산, 대사)으로 분류하였다. 매개변수 적용을 위한 지자체 관리 

저수지가 속하는 그룹은 Table 4와 같으며, 그룹의 평균적인 

매개변수는 Table 5와 같이 도출되었다.

3.3 미계측 저수지 유역 적용

적용성 평가 대상인 장곡(홍성군), 춘산동(태안군), 신동(당

진시) 저수지는 지자체 관리 저수지로 수위계 및 기상 모니터

링 장비(AWS)를 설치한 지역이며, 본 연구에서는 미계측 저

수지로 가정하였다. 미계측 저수지의 적용성 분석을 위해 GIS 

형태의 유역특성 인자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시나

리오별 해당 그룹을 매칭시킨 결과 장곡(지자체 관리) 저수지

는 A그룹, 신동(B그룹), 춘산동(D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4).

Table 5에 제시된 시나리오별 TANK 모형의 매개변수를 

미계측 저수지에 적용하여 모의한 결과 시나리오 1에서 장곡, 

 

(a) JANGGOK′

(b) SINDONG

(c) CHUNSANDONG

Fig. 6. Time-series plot derived by applying the calibrated parameters of the tank model



J.-R. Choi et al.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54(6) 395-405404

신동, 춘산동 저수지 유역의 결정계수는 각각 0.61, 0.50, 0.78, 

NSE는 각각 0.59, 0.49, 0.77로 나타났으며, 시나리오 2에서 

장곡, 신동, 춘산동 저수지 유역의 결정계수는 각각 0.51, 0.42, 

0.55, NSE는 각각 0.49, 0.39, 0.53으로 전체적으로 양호한 결

과를 도출하였다(Table 6). 시나리오 1과 2의 평균 결정계수는 

0.63, 0.49이며, 평균 NSE는 0.62, 0.47로 시나리오 1(농경지 

비율, 평균 경사이용)의 매개변수를 적용하였을 때 좋은 결과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산포도(Scatter Plot)와 시

계열 그래프(Time-series Plot)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Figs. 5 

and 6). 

4. 결론 및 토의

우리나라의 저수지 약 17만 개소 중 지자체 관리 저수지는 

약 80% (약 14만 개소)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농업가뭄 예·

경보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의 저수율을 중심으로 분

석되어 가뭄 예·경보 결과와 지자체 체감가뭄과 시공간적으

로 괴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자체 관리 저수

지의 유효저수량은 우리나라 총 저수지의 약 11% (36천만 m3)

에 불과하고 유효저수량이 작은 소규모 저수지가 대부분으로 

관측 시설을 전체 저수지에 설치하는 것은 비용·효율적 측면

에서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관측자료가 존재하

지 않는 미계측 저수지의 물수지 분석을 위해 인근 계측 저수

지 유역의 수문모형의 매개변수를 결정하여 전이시키는 지역

화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의 결과 및 시

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결과의 활용 및 연계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지역

은 충청남도 홍성군 및 경상남도 밀양시로 한정하였으며, 

해당 지자체 내의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20개소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상 저수지의 재체를 출구점으로 하

는 유역을 생성하고, 유역 내의 고도, 경사, 토지이용 등 유

역특성 인자를 GIS로 구축하였으며, 이중 유역의 수문특

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논 비율·평균 경사 

및 유역 면적·유효저수량을 이용하여 2개의 시나리오별

로 그룹화하였다. 

2)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매개변수를 TANK 

모형의 초깃값으로 입력하여 매개변수를 검·보정한 결과 

전체 20개 저수지 유역에서 결정계수(R2)는 0.81, NSE는 

0.77 및 PBIAS (%)는 -0.67 이내로 매개변수 검·보정을 

완료하였다.

3)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밀양시와 홍성군의 저수

지 유역의 TANK 모형 매개변수 검·보정 결과를 이용하여 

지자체 저수지 유역 3개소(장곡, 춘산동, 신동)에 적용한 결

과 시나리오 1과 2의 평균 결정계수(R2)는 각각 0.63, 0.49

이며, 평균 NSE는 각각 0.62, 0.47로 시나리오 1(농경지 비

율, 평균 경사 이용)의 매개변수를 적용하였을 때 시나리

오2(유역 면적, 유효저수량 이용) 보다 좋은 결과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미계

측 지자체 저수지 정보를 가뭄 예·경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상 저수지 확대 및 표본 증가를 통해 저수지 유입량 추정 결

과의 정확도 향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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