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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현재 국내 주요 하천의 홍수예경보시스템 운영과 다목적댐의 홍수조절관리를 위하여 수문학적 모형의

하나인 저류함수모형 을 사용하고 있다 저류함수모형은 산지가 많은 유역에 적합하(Storage Function Model) .

도록 개발된 모형으로 계산절차가 간편하고 홍수유출의 비선형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선형모형보,

다 합리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저류함수모형을 실제 홍수유출현상에 적용하는데 있어 매개변수를 결.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현재 매개변수들을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모형의 매개변수를 결정할 때 경험식을 이용하거나 수문기술자의 판단에 의한 보정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홍수통제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류함수 모형의 대표 평균 매개변수와 경험식. , ( ) ,

시행착오법 및 최적화기법 중에 방법을 이용하여(trial & error method) (optimization technique) Rosenbrock

매개변수를 산정하고 이들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저류함수모형 대표 매개변수 경험식 시행착오법핵심용어 저류함수모형 대표 매개변수 경험식 시행착오법핵심용어 저류함수모형 대표 매개변수 경험식 시행착오법핵심용어 저류함수모형 대표 매개변수 경험식 시행착오법: , , , , Rosenbrock: , , , , Rosenbrock: , , , , Rosenbrock: , , , , Rosenbrock

1.1.1.1. 서 론서 론서 론서 론

우리나라는 지리적 기후적 특성으로 매년 장마와 태풍 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홍수 때문에 엄청난, ,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겪고 있다 홍수로 인한 재해규모는 산업시설과 경제규모가 커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됨.

에 따라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개발과 하천개수 등으로 인한 도시형 홍수의 유발,

과 내수침수의 증대 등 그 피해내용도 다양화되고 있다 홍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댐 건설이나.

하천제방 축조 등과 같은 구조물에 의한 직접적인 홍수대책 외에 비구조물에 의한 대책의 하나인 홍수예경

보의 정확성을 높여서 홍수재난에 미리 대처하는 것도 그 피해를 경감시키는 적절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현재 국내 주요 하천의 홍수예경보시스템의 운영과 다목적댐의 홍수조절관리에는 수문학적 모형의 하나

인 저류함수모형 이 사용되고 있다 저류함수모형을 실제 홍수유출현상에 적(Storage Function Model, SFM) .

용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매개변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매개변수들을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

고 합리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형의 매개변수를 결정할 때 경험식을 이용하거나 수문기

술자의 판단에 의한 보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매개변수 자동보정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법 고석구 등 방법pattern search ( , 1991), brent

이창해 유전자 알고리즘 을 이용한 방법 박봉진 등 그리고 통합저류함( , 1995), (genetic algorithm, GA) (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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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모형의 퍼지제어에 의한 방법 이정규 등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 2000)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섬진강유역을 대상유역으로 하여 경험식 대표매개변수 시행착오법 그리고, ,

방법을 이용하여 매개변수를 산정하고 그 방법들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하였다Rosenbrock , .

2.2.2.2. 저류함수모형의 검토저류함수모형의 검토저류함수모형의 검토저류함수모형의 검토

저류함수모형저류함수모형저류함수모형저류함수모형2.12.12.12.1

저류함수모형은 년 기무라 에 의하여 제안한 홍수유출모형으로 산지가 많은 유역에 적합토록1961 ( )

개발된 모형이다 이 방법은 국내와 일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계산절차가 간편하고 홍수유출의 비선. ,

형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선형모형보다 합리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유역저류함수모형유역저류함수모형유역저류함수모형유역저류함수모형2.22.22.22.2

저류함수모형은 운동방정식을 나타내는 저류함수식과 연속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역에서 저류고.

s l 은 유효유출고(mm) q l 의 지수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즉(mm/hr) . ,

s l=Kq
P
l ⑴

여기서 K,P는 유역에 대한 매개변수이다.

유역에 대한 연속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r ave-q l=
ds l
dt

⑵

여기서 r ave는 유역평균강우량 이다(mm/hr) .

유역내의 유출역과 침투역이 홍수가 끝날 때까지 똑같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유출역에서는 전강우량을,

대상으로 하여 유출계산을 행하고 침투역에서는 포화우량을 초과하는 우량만으로 유출계산을 하게된다 따라.

서 총유출량 O 는 잔유역으로부터의 직접유출량에 기저유량( /sec)㎥ O i 를 더하여 구한다 윤용남( /sec) ( ,㎥

1996).

O=
A
3.6
[f 1q l+(1-f 1)q sa,l]+O i ⑶

여기서 A 는 유역면적이며( ) ,㎢ q sa,l 은 포화점 이루의 강우에 의한 단위유출고이다(mm) .

하도저류함수모형하도저류함수모형하도저류함수모형하도저류함수모형2.32.32.32.3

하도구간에서의 홍수유출계산을 위한 연속방정식은 단일 하도로 생각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I-Q l=
dS l
dt

⑷

하도구간내 저류량 S l과 하류단에서의 유출량 q l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홍수류의 운동방정식은 홍수

류가 통상 부정류이므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S l=KQ lP-T lQ l ⑸

이 식이 바로 하도의 자류함수이며 대상 하도구간의 상 하류단에서의 동시 유량 자료가 있으면 유역의

자류함수를 구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S l과 Q l 간의 일가함수관계를 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

저류함수 K,P를 산정할 수 있다.

S l=kQ
P
l ⑹

만약 유량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대상 하도구간의 평균하도단면형을 사용하여 식 와 같은⑸ S l ～

Q l 관계식을 얻게 된다 이 관계가 성립되면 상류단에서의 유입홍수량. I t를 입력하고 식 의 연속방정식⑷

에 저류함수식을 대입하여 하류단으로부터의 유출량 Q l를 축차적으로 홍수추적법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3.3.3.3. 적용 및 분석적용 및 분석적용 및 분석적용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섬진강유역을 대상유역으로 선정하여 그 중에 번 중유역에 해당하는 번 소유역과 하1 1, 2

도구간 에 대하여 적용하였다 주요 호우사상은 년의 개의 사상을 선정하였다 또한 매개변수A . 2000 2002 3 .～

보정을 하기 위하여 상대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각 매개변수의 적정범위를 정하여 적용한 시행착오방법과

비선형 최적화기법으로 의 직교화법을 이용한 탐색 방법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Gram-Schmit Rosenbrock .

은 매개변수 산정의 적용방법에 따른 매개변수 산정 값들이다1 .

표 적용방법에 따른 산정된 매개변수표 적용방법에 따른 산정된 매개변수표 적용방법에 따른 산정된 매개변수표 적용방법에 따른 산정된 매개변수1.1.1.1.

매개변수

적용방법

유역매개변수 하도매개변수

K P T l f 1 R sa K' P' T l'

경험식 37.448 0.432 2 0.2 56.0 24.729 0.633 1

대표매개변수 32.448 0.382 2 0.3 46.0 16.824 0.583 2

시행착오법

00-08-25 34.846 0.555 3 1.1 28.8 9.459 0.475 1

01-07-11 25.620 0.913 3 1.2 50.8 16.824 0.583 2

02-08-31 29.550 1.001 1 1.2 23.8 14.128 0.449 0

평균치 30.01 0.82 2 1.17 34.47 13.47 0.50 1

Rosenbrock

00-08-25 32.325 0.482 3 1 35.5 14.687 0.270 1

01-07-11 31.723 0.863 3 1.7 38.0 16.774 0.532 1

02-08-31 32.898 0.932 0 0.3 54.0 26.116 0.216 0

평균치 32.32 0.76 2 1.00 42.50 19.19 0.34 1

각 적용방법별로 계산된 유출수문곡선과 관측된 유출수문곡선과의 적합도를 검토해 보기 위해 를, RMSE

관측최대유량으로 나누어 무차원화 시킨 다음과 같은 를NRMSE (Non-dimensional root mean square error)

구하였다.



NRMSE=

1
n
∑
n

j=1
(Q j-O j)

2

Q max

⑺

여기서 은 자료의 개수, n , Q j는 관측유출량, O j는 계산유출량, Q max는 관측된 첨두유출량이다.

한편 수문곡선의 형태와 함께 홍수수문곡선에서는 첨두유량과 첨두유량의 발생시각이 홍수예보의 관점,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외에 첨두유량과 첨두발생시각의 관측치와 계산치 간의 비교. NRMSE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한다(Yen, 1982).

E Q p=
O p-Q p
Q p

⑻

여기서, E Q p는 첨두유량의 상대오차, O p는 계산첨두유량, Q p는 관측첨두유량이다.

표 는 각 적용방법으로부터 구한 유출수문곡선이 관측수문곡선의 형태를 얼마나 잘 재현하는 가를 판단하는2

기준인 를 계산하여 정리한 것이다NRMSE .

표 적용방법에 따른표 적용방법에 따른표 적용방법에 따른표 적용방법에 따른2. NRMSE2. NRMSE2. NRMSE2. NRMSE

적용방법

호우사상
경험식 대표매개변수 임의탐색 Rosenbrock

2000-08-25 0.2593 0.2453 0.1053 0.0944

2001-07-11 0.2594 0.2300 0.0691 0.0503

2002-08-31 0.6422 0.8904 0.1603 0.1131

평 균 0.39 0.46 0.11 0.09

표 은 첨두유량의 예측정도를 보여주는3 E Q p의 계산결과이다.

표 적용방법에 따른표 적용방법에 따른표 적용방법에 따른표 적용방법에 따른3.3.3.3. E Q p

적용방법

호우사상
경험식 대표매개변수 임의탐색 Rosenbrock

2000-08-25 -0.5634 -0.4975 -0.0110 0.0536

2001-07-11 -0.3924 -0.0772 -0.0246 -0.0335

2002-08-31 3.5032 4.8529 0.0328 0.0191

절 대 평 균 1.4863 1.8092 0.0228 0.0354

표 와 에서 임의탐색과 방법이 수문곡선의 재현과 첨두유량의 예측정도가 좋은 결과가2 3 Rosenbrock

나왔다 다음 그림 은 년 호우사상에 대한 유역 및 하도 유출수문곡선이다. 1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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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적용방법에 따른 유역 및 하도 유출수문곡선그림 적용방법에 따른 유역 및 하도 유출수문곡선그림 적용방법에 따른 유역 및 하도 유출수문곡선그림 적용방법에 따른 유역 및 하도 유출수문곡선1. (a) (b)1. (a) (b)1. (a) (b)1. (a) (b)

또한 적용방법 중 가장 적절한 값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하여 다음 표 와 같이 산정된 매개Rosenbrock 4

변수에 의 상대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지체시간± 40% , ( T l 의 경우는 기존의 민감도 분석에 대한 연구)

에서 매우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체시간은 고려하지 않았다.

표 호우사상에 따른 매개변수별 상대민감도표 호우사상에 따른 매개변수별 상대민감도표 호우사상에 따른 매개변수별 상대민감도표 호우사상에 따른 매개변수별 상대민감도4.4.4.4.

매개변수 K P f 1 R sa

호우사상

2000-08-25 7.92 0.18 44.97 0

2001-07-11 18.73 22.69 34.34 22.91

2002-08-31 9.32 11.95 6.44 24.22

4.4.4.4. 결론 및 향후과제결론 및 향후과제결론 및 향후과제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저류함수모형의 매개변수 산정방법에 따라 비교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험식.

과 홍수통제소에서 제안한 대표매개변수의 경우 부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해마다 저류함수모.

형의 매개변수는 보정이 되어야 홍수예측의 정확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의탐색으로 한.

시행착오법과 최적화기법인 방법을 사용한 방법의 경우 적절한 매개변수를 얻어 관측치와 거의Rosenbrock

비슷하게 나왔으나 매개변수 중 차 유출율1 ( f 1 이 보다 커지는 비정상적인 값을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였) 1

다 즉 매개변수의 자동 보정을 할 경우 각 매개변수의 민감도에 따른 적정범위와 경계조건을 고려한 제어. ,

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과제로서 저류함수 모형의 매개변수의 범위와 자동 보정 시에 발생하는 불확,

실성을 고려한 매개변수 보정방법을 개발 및 적용하여 비교 분석을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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