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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도시발달과 인구증가로 인해 오늘날의 수자원 관리와 계획은 복잡하고 그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으

며 인구와 재산의 집중현상으로 인하여 사소한 수문재해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될 수 있다, .

이런 이유들로 인해 정확한 수문예측과 이를 통한 적절한 수자원 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인자로 인

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문예측을 통한 소규모 댐으로의 정확한 월유입량 예측을 실시하여 실측유입량.

과 비교분석함으로서 수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수문예측을 위해서 확률론적 예측이 가능한 앙상블 예측기법 을 적용하였으며(Ensemble Prediction Method)

과거 년까지의 강우데이터와 수정 모형을 이용하여 부터 년까지의 성주댐의 월유1968 1997 TANK 1998 2002～

입량 앙상블을 생성하였다 수문예측뿐만 아니라 유입량예측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정 모형의. TANK

매개변수를 최적화기법 중의 하나인 유전자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매개변수를 최적화하였으며 평창강유역과

보청천유역의 실측데이터를 이용하여 모형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강우발생시 과소하게 유출량이 산정되.

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매개변수를 평수기와 홍수기로 구분하여 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앙상블 예측기법과 최적화된 수정 모형을 이용하여 댐의 수자원을 관리한 다TANK

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앙상블 예측기법 수정 모형 유전자 알고리즘 자동보정핵심용어 앙상블 예측기법 수정 모형 유전자 알고리즘 자동보정핵심용어 앙상블 예측기법 수정 모형 유전자 알고리즘 자동보정핵심용어 앙상블 예측기법 수정 모형 유전자 알고리즘 자동보정: , TANK , ,: , TANK , ,: , TANK , ,: , TANK , ,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수문학적 예측은 중장기와 단기예측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통 단기예측은 확정론적 강우 유출. -

모형과 연계하여 홍수조절에 사용되며 장기예측은 확률론적 모형과 연계하여 사용된다 우리나라에.

서는 단기예측이나 실시간 홍수예측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월 단위

이상의 장기 용수공급과 저수지 관리를 위한 중장기 유량예측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확률론적 예측정보의 필요성은 와 강 유역에서 년 발생한 대홍수를 계Missouri Mississippi 1993

기로 확대되었다. N 의 재난조사연구팀은 년 사건조사를 통해 한정된 값을 사용하는 확정론OAA 1994 ,

적 예측의 한계성에대해언급하였으며 확률론적예측의필요성을 강조하였다(Krzysztofowicz, 2001).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장기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장

기유입량예측을 하고자 하였다 장기유입량을 예측하기 위해 앙상블예측 기법을 이용하여 성주댐.

의 월 유입량 앙상블을 생성하고 여기에 기상확률예보를 이용하기 위해 방법을 적용하, PDF-Ratio

여 그 실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강우 유출모형으로는 유전자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매개변수를. -

최적화한 수정 모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수정 모형으로 장기유출을 모의할 때 많은TANK . TANK

양의 강우가 발생하면 유출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매개변수를 평수기와 홍수

기로 구분하여 최적화하였다.



재료 및 방법재료 및 방법재료 및 방법재료 및 방법2.2.2.2.

대상지구 및 적용방법2.1.

앙상블 예측의 적용성 검토를 위해 성주댐 유역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이.

강우자료가 유량자료보다 일반적으로 풍부한 경우 앙상블 예측을 이용하면 강우자료만큼의 유량

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성주댐은 년 월에 착공하여 년 월에. 1987 12 1998 12

완공되었으며 년부터 유입량이 실측 되었다 성주댐 유역의 강우자료는 년부터 존재하므1998 . 1908

로 앙상블 예측을 적용하기에 적당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표( 1, 1).

표 성주댐 저수 현황표 성주댐 저수 현황표 성주댐 저수 현황표 성주댐 저수 현황1.1.1.1.

유역면적

( )㎡

몽리면적

( )㎡

저수량

(10
3
)㎥

만수면적( )㎡ 만수위(EL.m) 사수위

(EL.m)여름 겨울 여름 겨울

149,600 31,600 38,240 1,830 2,050 184.7 187.9 162.0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수정 모형의 매개변수를 강우, TANK

발생 시 과소하게 산정되는 모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수

기와 홍수기로 매개변수를 구분한 후 유전자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최적화하였고 둘째 최적화 된 모형을 평창강유역과 보청천,

유역의 실측유출량과 모의유출량을 비교하여 보정과 검증을 실

시하였다 셋째 수정 모형을 이용하여 년까. , TANK 1998 2002～

지 년간의 예측을 실시하여 예측유입량 앙상블을 생성하고 이5

를 실측유입량과 비교검토하였다 년부터 년까지의. 1968 1997

개의 강우자료를 수정 모형에 입력하여 예측년도30 TANK

의 매월마다 개의 유입량 앙상블을 생성하였(1998 2002) 30～

다 수정 모형을 초기화하기 위해 예측하고자 하는 월 이. TANK

전의 과거 강우자료를 입력하였다 다음으로 방법을 이용하여 각 유입량 시나리오에 해. PDF Ratio–

당하는 가중치를 각각 구하여 성주댐의 월유입량을 예측하고 성주댐의 효율적인 수자원관리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유전자 알고리즘2.2

유전자알고리즘은 미지수 함수 Y=G(x)의 최적해를 발견하는 모의진화형 탐색알고리즘의 성

격을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으로 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유전자알고리John Holland(1975) .

즘은 그 개념과 이론이 단순하고 해의 탐색성능이 우수하여 여러 분야의 최적화에 적용되고 있으,

며 복잡한 해 공간의 탐생능력이 우수하고 모형에 대한 유연성이 높아 제약식이나 목적함수의 변

경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와 단기 유출모형의 특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의 최적화 기법으로 선정적용하였다.

앙상블 예측기법2.3

앙상블 예측은 강우 유출모형에 미리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강우 시나리오 즉 강우 앙- ( ,

상블 를 입력하여 그 결과물로 다수의 유량시나리오 즉 유량 앙상블 를 얻는 기법으로 앙) ( , ) 상블 예

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은 생성된 유량 시나리오에 가중치를 부과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입력자료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방법을 이용하여 유량 앙상블PDF-Ration

에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그림 대상지구 성주댐그림 대상지구 성주댐그림 대상지구 성주댐그림 대상지구 성주댐1. ( )1. ( )1. ( )1. ( )



방법을 이용한 가중치 부여2.4 PDF Ratio–

기온 강우 유량 등, , 개의 과거 수문기상 시나리오를  (= , , ,…  라고 하고 현재 유) ,

역의 상태 지구 기상시스템 등과 같은 모든 수문학적 정보를,  과거의 수문기상 시나리오의 분,

포를   라고 한다면 의 수문학적 조건부확률은   로서 표현할 수 있다.

방법은 예측변수의 분포를 고려하여 예측변수에 대하여 연속인 가중치를 구하는PDF Ratio–

방법으로 하나의 기상 확률예보만으로도 가중치를 구할 수 있다 기상변수. 에 대한 확률밀도함

수를   라하고 수문학적 정보에 따른 조건부 확률밀도함수를       라 하면 구하려

는 가중치 즉 시나리오, 에 대응하는 가중치 는 식 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3) .

      (3)

적용결과적용결과적용결과적용결과3.3.3.3.

모형의 검증3.1

수정 모형을 이용하여 유입량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모형의 매개변수를 최적TANK

화하였으며 성주댐 유역의 년 실측 강우를 수정 모형을 이용하여 모의한 후 실1998 2002 TANK～

측유입량과 비교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성주댐의 연유입량은 전국적인 가뭄이 발생한 년을 제외하고 평균 천 을 나타내2001 114,720 ㎥

의 유출률을 나타냈다 상대오차의 경우 일별 평균은 월별 년별 평균은 로60.3% . 25%, , 13%, 5%

각각 나타났고 결정계수는 년을 제외하고 모두 보다 크게 나왔으며 평균 을 나타냈다, 1999 0.8 , 0.83 .

모형의 효율성은 평균 을 나타냈다 표 상대오차 결정계수 및 모형의 효율성 결과에 따라0.78 ( 3). ,

본 프로그램이 성주지역의 유입량 산정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적용결과 홍수기에 다소

오차가 발생하였으나 장기유출의 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4).

표 성주댐으로의 실측유출량과 모의유출량의 비교표 성주댐으로의 실측유출량과 모의유출량의 비교표 성주댐으로의 실측유출량과 모의유출량의 비교표 성주댐으로의 실측유출량과 모의유출량의 비교3.3.3.3.

년도 1998 1999 2000 2001 2002

강수량( )㎜ 1,281 1,377 1,087 878 1,341

총 유출량(10
3
)㎥
실측값 113,695 115,934 89,807 67,092 139,447

모의값 115,608 112,661 92,086 74,083 121,849

상대오차

일별 0.21 0.26 0.31 0.26 0.22

월별 0.11 0.13 0.20 0.13 0.12

년별 0.05

모형의 효율성 0.72 0.71 0.81 0.85 0.79

R2 0.81 0.74 0.88 0.89 0.85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Day

In
fl
o
w

(1
03

m
3
)

0

50

100

150

200

250

300

Rainfall

01_Obs

01_S im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Day

0

50

100

150

200

250

300

R
a
in

fa
ll(

m
m

)

Rainfall

02_Obs

02_S im

그림 성주댐의 실측유출량과 모의유출량 비교그림 성주댐의 실측유출량과 모의유출량 비교그림 성주댐의 실측유출량과 모의유출량 비교그림 성주댐의 실측유출량과 모의유출량 비교4. (2001-2002)4. (2001-2002)4. (2001-2002)4. (2001-2002)

유입량 앙상블 생성3.2.

앙상블 예측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탱크모형으로 년까지 년간의 예측유입량1998 2002 5～

앙상블을 생성하였다 그림 는 평수기 월과 홍수기 월의 유입량 앙상블을 도시한 결과이다 예. 5 1 8 .



측시점의 초기조건이 비슷한 경우에는 유입량 앙상블도 거의 비슷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각 예측월의 초기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유입량 앙상블이 생성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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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탱크모형으로 생성된 예측유입량 시나리오 월 월그림 탱크모형으로 생성된 예측유입량 시나리오 월 월그림 탱크모형으로 생성된 예측유입량 시나리오 월 월그림 탱크모형으로 생성된 예측유입량 시나리오 월 월5. (1 , 8 )5. (1 , 8 )5. (1 , 8 )5. (1 , 8 )

적용결과3.3. PDF-Ration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 강우자료에 대한 분포의 검증을 실시해야 한PDF Ratio–

다 성주댐 월 강우자료의 경우 정규분포나 감마분포로 검증되는 월도 있었으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월을 대수정규분포로 가정하여 가중치로 구하였다 검증된 각 월의 과거 강우자료의.

분포  와 강우 확률예보의 분포   도 대수정규분포로 동일하고 다만 평균과 분산만이 변한,

다고 가정하면 식 를 이용하여 강우량 시계열의 가중치, (2) 를 구할 수 있다 표 는. 4 의 월별 평

균( 과 표준편차) ( 와 강우 확률예보에 따른) 의 평균( 과 표준편차) ( 를 구한 결과이다) .

표표표표 4.4.4.4. 및및및및 의 월별 평균의 월별 평균의 월별 평균의 월별 평균((((,,,,  과 표준편차과 표준편차과 표준편차과 표준편차) () () () (,,,,  ))))

월1 월2 월3 월4 월5 월6 월7 월8 월9 월10 월11 월12

 20.0 22.9 393.2 70.2 72.2 135.4 211.2 159.6 151.8 41.7 29.3 21.6

 23.1 22.8 34.5 40.2 40.6 79.5 120.8 140.7 70.6 48.3 20.3 12.6

이상과 같이 방법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성주댐 년 년 동안의 유입량을PDF Ratio l 5 (1998-2002 )–

예측한 결과는 그림 과 와 같다6 Table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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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앙상블 기법을 이용한 성주댐 예측유입량그림 앙상블 기법을 이용한 성주댐 예측유입량그림 앙상블 기법을 이용한 성주댐 예측유입량그림 앙상블 기법을 이용한 성주댐 예측유입량6. (1998-2002)6. (1998-2002)6. (1998-2002)6. (1998-2002)

표 앙상블 기법을 이용한 성주댐 예측유입량표 앙상블 기법을 이용한 성주댐 예측유입량표 앙상블 기법을 이용한 성주댐 예측유입량표 앙상블 기법을 이용한 성주댐 예측유입량5. (1998-2002)5. (1998-2002)5. (1998-2002)5. (1998-2002)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평균

(105 )㎥

Obs. 3,516 3,403 5,645 3,817 6,111 10,762 11,840 24,036 22,360 7,719 4,570 3,464

Forecasted 5,960 4,143 5,631 3,580 7,504 11,552 11,873 15,835 13,648 7,902 6,516 4,749

년1
RMSE 10,338

RE(%) 45

홍수기 제외
RMSE 1,883

RE(%) 33



앙상블 기법을 사용하여 성주댐 유입량 예측결과는 와 를 사용하여 비교하였고RMSE() RE() ,

장기예측을 위한 연구 목적에 따라 홍수기 월 월 를 제외하고 비교하였다 적용결과 홍수기를(7 -9 ) .

포함할 경우 는RMSE 10,338×10
5

는 로 비교적 큰 오차를 나타내고 있다 기상확률의, RE 45% .㎥

부정확성과 한국의 기상조건에 따라 홍수기의 집중적인 강우와 적용 년 중 년의 심한 가뭄의2001

영향이 크다고 판단된다 홍수기 월 월 를 제외하고 비교한 는. (7 -9 ) RMSE 1,883×10
5

는 로, RE 33%㎥

현재 수자원 관리를 위한 장기예측으로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오차가 다소 발생하고 있.

으나 장기 저수관리가 목적이므로 적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 론결 론결 론결 론4.4.4.4.

본 연구의 목적은 홍수기에 집중적인 강우가 발생하는 한국의 기상조건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물관리 기법을 연구하는데 있다 따라서 앙상블 예측기법 사용하여 유입량.

앙상블을 생성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성주댐 년 동안의 장기 유입량 예측을 실시하, 5 (1998-2002)

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유전자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수정 모형의 매개변수를 자동보정하고 이을 이용하여 장1. TANK

기유입량의 예측을 위해 년부터 년까지의 개의 강우자료를 사용하여 예측년도1968 1997 30 (1998～

의 매월마다 개의 유입량 앙상블을 생성하였다 그리고 방법을 이용하여 각 유2002) 30 . PDF Ratio–

입량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구한 후 유량 확률예보의 정확성을 개선하였다, .

수정 모형을 사용하기에 앞서 모형이 유입량을 정확히 모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2. TANK

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작업을 위해 성주댐 유역의 년 실측 강우를 사용하였고 적용. 1998 2002 ,～

결과 홍수기에 다소 오차가 발생하였으나 장기유출의 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상대오차의 경우.

일별 평균은 월별 년별 평균은 로 나타났고 모형의 효율성은 평균 을 나타냈25%, , 13%, 5% , 0.78

다 따라서 본 모형은 성주지역의 유입량 산정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앙상블 기법을 사용하여 성주댐 유입량 적용결과 홍수기를 포함할 경우 는3. RMSE

10,338×10
5

는 로 비교적 큰 오차를 나타났으나 홍수기 월 월 를 제외한 경우, RE 45% , (7 -9 ) RMSE㎥

는 1,883×10
5

는 로 나타났다, RE 33% .㎥

적용결과 기상확률의 부정확성과 홍수기의 집중호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오차가 다소,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성주댐의 저수관리를 위한 장기예측으로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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