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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crease in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both floods and droughts has been recently observed due to an increase in climate 

variability. Especially, land-use change associated with industrial structure and urbanization has led to an imbalance between water 

supply and demand, acting as a constraint in water resource management. Accurate rainfall-runoff analysis plays a critical role in 

evaluating water availability in the water budget analysis. This study aimed to explore various continuous rainfall-runoff models over 

the Soyanggang dam watershed. Moreover, the ensemble modeling framework combining multiple models was introduced to present 

scenarios on streamflow considering uncertainties. In the ensemble modeling framework, rainfall-runoff models with fewer parameters 

are generally preferred for effective regionalization. In this study, more than 40 continuous rainfall-runoff models were applied to the 

Soyanggang dam watershed, and nine rainfall-runoff models were primarily selected using different goodness-of-fit measures.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ensemble model showed better performance than the individual model over different flow reg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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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최근 우리나라의 계절적 강우변동폭이 점점 커져 홍수 및 가뭄의 발생빈도와 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용변화, 산업구조

변화 등은 수자원의 수요량 및 공급량 불균형으로 이어져 수자원 관리에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역 내의 물순환 평가에 있어서 물수지 

모델 구축과 함께 정확한 강우-유출 분석은 매우 중요한 분석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주요 연속강우-유출모형의 특

성을 파악하고 소양강댐 유역에 대해서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미계측유역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유량 시나리오를 제시하기 위하여 다수의 모형을 

활용하는 앙상블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향후 미계측유역에 대한 적용을 위한 모형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매개변수 개수 및 관측 유량에 대한 재현능

력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0개 이상의 국내외 연속강우-유출모형을 소양강댐에 적용하였으며, 통계적 지표를 이용하

여 9개의 모형을 1차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모형을 대상으로 매개변수의 개수 및 저유량, 중간유량, 고유량으로 분리하여 재현성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앙상블모형을 제시하였으며, 단일 모형에 비해 개선된 관측유량 재현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앙상블모형, 연속강우-유출모형, 모형 최적화,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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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기후 변동성 증가로 인하여 최근 10년간 극치 

사상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및 대비를 위

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자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물수

지 분석을 통해 물부족 및 물가용성 평가 등이 중요한 사안으

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물수지 분석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유출자료가 필수적이나 댐 상류 유역을 제외하고 

장기간의 유출자료 취득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며, 물수지 분

석에 활용되는 자료는 물 사용 및 조절 행위가 없는 자연유출

량 자료가 요구된다. 자연유출량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모든 

하천에 대하여 직접계측을 통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

로 장기간 강우자료를 연속강우-유출모형의 입력자료로 활

용하여 일유출자료를 생산하는 과정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강우-유출모형을 통한 일유출자료 생산을 위해서는 모형 

검정을 통하여 매개변수를 조정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그러

나 제한적인 자료 사용과 수문순환의 복잡한 물리적인 과정을 

과도하게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된다

(Lyne and Hollick, 1979). 연속강우-유출모형의 불확실성은 

크게 모형 구조, 입력자료 및 매개변수로 인해 발생하며, 이러

한 불확실성은 모형 최적화 과정에서 매개변수들의 독립성 

가정 및 사용되는 최적화 기법의 제약조건 등 다양한 방식으

로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원인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 불확실성은 과소평가될 수 있다(Tajiki et al., 2020). 

Montanari and Brath (2004)는 강우-유출모형을 활용하여 산

정된 유출량과 관측값의 오차에 대한 확률분포를 추정하기 

위하여 Meta-Gaussian 기법을 이용하여 불확실성을 평가하

였으며, Duan et al. (2007)은 다수의 모형의 모의결과를 BMA 

(Bayesian model averaging)기법을 이용하여 모형에 가중치

를 부여하여 불확실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였다.

강우-유출모형은 관점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각 

모형의 특징을 고려한 연구 및 다수의 강우-유출모형을 활용하

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고유량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실시

간 홍수 예측 및 경보, 홍수 빈도 추정, 홍수 추적, 토지이용의 

변화에 따른 홍수량 변화 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Khazaei et al., 2012; Młyński et al., 2018; Moussa and 

Chahinian, 2009). 동시에, 농업용수 공급, 생공용수 공급, 수

력발전 등 수자원 이용 측면과 더불어 수질 관리의 측면에서 

유량자료 활용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유량 모의 개선에 초점

을 맞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Garcia et al., 2017; Smakhtin 

et al., 1998). Garcia et al. (2017)는 강우-유출모형의 결과가 

모형의 매개변수의 선정과 더불어 목적함수에 따라 모의결과

가 변화하는 특징을 고려하여 저유량에 대한 모의결과를 개선

하기 위해 다목적함수(multi objective function)를 이용을 제

안하였다. Sitterson et al. (2018)가 다수의 강우-유출모형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범위 및 목적에 부합

하는 모형을 가용할 수 있는 자료, 유역의 형상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Daliakopoulos and Tsanis (2016)는 

ANN기법 중 하나인 IDNN을 활용하여 유출량을 모의하여 기

존의 SAC-SMA 모형을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SAC-SMA 모

형이 저유량에 대한 재현성이 IDNN을 활용한 유출량 모의보

다 적합하며 극히 일부 지역에 대해 고유량에 대한 재현성이 

IDNN을 활용한 모의가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앙상블 모형을 활용하여 유출량을 예측하는 방안이 더 적합하

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국내에서는 Bae and Lee (2011)는 대유역의 홍수모의가 가

능한 강우-유출모형을 개발하였으며 Kwon et al. (2008)은 소

양댐 유역의 일강수량 및 일유입량을 자료를 통해 Sacramento 

강우-유출모형과 Bayesian MCMC 기법과 결합하여 일유입

량을 모의하였다. Kim et al. (2016)은 매개변수의 불확실성

을 고려함과 동시에 강우모의기법과 연계하여 입력 강우자료

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유출모의기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Lee 

et al. (2018)은 홍수량 산정을 위해 여러 예측모형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결합하는 Blending 기법을 제시하고 유출해석 결과

에 불확실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강우-유출모형을 대상으로 매개변수

를 추정함에 있어 고유량과 저유량으로 분리하여 매개변수를 

추정하고 이에 따른 유출 재현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국내

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수 강우-유출모형을 대상으로 고유

량과 저유량 측면에서 재현특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최종

적으로 2가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앙상블 유출 시나리오를 

생산하는 일련의 해석과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강우-유출모형

개념적 강우-유출모형은 다양한 수문학적 이론을 개념적 모

형으로 접근하여 해당 집수구역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하

여 강우-유출 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개념적 강우-

유출모형은 매개변수의 개수 및 홍수추적 구조 등 수문학적 특

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해석방식에 따라 SACRAMENTO, 

TOPMODEL, SYMHYD, TANK, GR4J 모형 등으로 다양하

다. 개념적 강우-유출모형은 계산이 비교적 간단하며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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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입력자료를 통해 모의가 가능하여 활용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모형의 해석과정은 모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존

재하여 해석특성이 다양하고 목적함수에 따라 모형을 선정하

는 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46개의 연속강우-유출모형을 검토대상으

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참고논문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또

한, 최종적으로 통계적 검토를 통해 선정한 9개의 모형을 기반

으로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선정된 9개의 개념적 연속강우-

유출모형을 아래에 요약하였다.

WETLAND, HILLSLOPE 및 PLATEAU 모형은 지형 및 

지질학적 특징, 토양의 특징 등과 관련된 모형이다. 지질학

적 특징에 따라 습지에서는 과포화로 인한 표면류(saturation 

excess overland flow)가 지배적인 유출이며, 경사진 지역은 

저류 초과로 인한 중간유출(storage excess Interflow)이 지배

적이다. 또한, 고원지역의 경우 초과 증발로 인한 깊은 침루

(evaporation excess deep percolation)가 지배적인 흐름이다

(Savenije, 2010).

GR4J모형은 Edijatno and Michel (1989)가 처음으로 단

일 사상에 대한 유출을 모의하는 GR3 모형을 제안하였으며 

Edijatno et al. (1999)가 장기유출 모의가 가능한 연속강우-유

출모형으로 확장하였다. 이후, Perrin et al. (2003)이 GR3J 모

형에서 저유량 모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학적 모형의 구조를 

변형하여 4개의 매개변수를 이용한 일 단위 집중형 연속강우-

유출모형인 GR4J를 개발하였다. Santos et al. (2018)은 일 단

위의 GR4J 모형을 변형하여 차단(interception), 토양수분저

류(production store) 및 홍수추적(routing store)의 3단계 과

정을 거쳐 강우-유출과정은 동일하나 홍수추적에 대하여 단

위유량도를 사용하지 않고 Nash cascade 방법을 활용한 GR4 

모형을 개발하였다. 두개의 단위유량도에서 하나의 단위유량

도로 단순화된 결과가 이전의 모의결과와 비교하여 크게 변동

되지 않도록 개발하였다.

HYMOD 모형은 2개의 강우초과모형 매개변수와 3개의 

Table 1. A reference thesis of continuous rainfall-runoff models

Model References Model References

COLLIE1 Jothityangkoon et al. (2001) MOPEX1 Ye et al. (2012)

WETLAND Savenije (2010) TCM Moore and Bell (2001)

COLLIE2 Jothityangkoon et al. (2001) FLEXI Fenicia et al. (2008)

NEWZEALAND1 Atkinson et al. (2002) TANK Sugawara (1979) 

IHACRES Jakeman et al. (1990) XINANJIANG Zhao (1992)

ALPINE1 Eder et al. (2003) HYMOD Moore (1985)

GR4J Perrin et al. (2003) MOPEX2 Ye et al. (2012)

US1 Bai et al. (2009) MOPEX3 Ye et al. (2012)

SUSANNAH1 Son and Sivapalan (2007) MOPEX4 Ye et al. (2012)

SUSANNAH2 Son and Sivapalan (2007) SACRAMENTO Burnash et al. (1973)

COLLIE3 Jothityangkoon et al. (2001) FLEXIS Fenicia et al. (2008)

ALPINE2 Eder et al. (2003) MOPEX5 Ye et al. (2012)

HILLSLOPE Savenije (2010) MODHYDROLOG Porter and McMahon (1976)

TOPMODEL Beven (1997) HBV Lindström et al. (1997)

PLATEAU Savenije (2010) TANK2 Sugawara (1979)

NEWZEALAND2 Atkinson et al. (2002, 2003) MCRM Moore and Bell (2001)

PENMAN Wagener et al. (2002) SMAR O’connell et al. (1970)

SIMHYD Chiew et al. (2002) NAM Nielsen and Hansen (1973)

AUSTRALIA Farmer et al. (2003) HYCYMODEL Fukushima (1988)

GSFB Ye et al. (1997) GSMSOCONT Schaefli et al. (2005)

FLEXB Fenicia et al. (2008) ECHO Schaefli et al. (2014)

VIC Liang et al. (1994) PRMS Markstrom et al. (2015)

LASCAM Sivapalan et al. (1996) CLASSIC Crooks and Nade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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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추적과 관련된 매개변수로 이루어진 연속강우-유출모

형으로, Moore (1985)가 확률분포에 기반하여 개발한 모형이

다. 유출이 속도에 따라 속도가 빠른 유출(quick flow)을 추적

하는 세개의 탱크와 속도가 느린 유출(slow flow)이 병렬적으

로 연결되어 있다.

SACRAMENTO모형은 Burnash et al. (1973)에 의해 제안

된 집중형 개념적 강우-유출모형으로, 타 모형들과 매개변수 

개수를 비교하면 17개의 매개변수로 다소 복잡한 과정을 통

해 모의를 진행한다. 토양을 상부층과 하부층으로 구분하여 

각 층에 부착되는 부착수와 자유수로 다시 한번 분리한다. 여

기서 부착수는 오직 증발산에 의해서만 소모되며, 자유수는 

증발산 및 침루에 의해 소모된다. 강우가 발생하면, 초기에는 

상부토양층의 부착수의 형태로 이용되고 이후에는 상부층의 

자유수의 형태로 존재한다. 상부층의 자유수는 중력에 의해 

하부층에 침루하여 횡방향의 중간유출의 발생에 기여하며, 

상층부 부착수를 모두 채우고 남은 물은 하층부 부착수에 저

장되고 강우량 및 토양함수량에 따라 자유수가 먼저 채워질 

수도 있도록 모형의 구조가 이루어져있다. 

MODHYDROLOG 모형은 Porter and McMahon (1976)

은 HYDROLOG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Chiew and McMahon 

(1994)이 하천-대수층 상호작용과 지하수침투에 대한 모의

를 향상시켜 지하수 알고리즘을 수정한 모형이다. 초기 일 강

우량은 차단 저류량을 채우고 증발로 소실된다. 초과 강우량 

중 일부는 토양으로 침투하여 토양수분저류량을 채우게 된

다. 침투 후에 남은 물은 지면저류가 발생하는 동시에 직접유

출을 발생한다.

SMAR (Soil Moisture Accounting and Routing) 모형은 

Layer Model (O’connell et al., 1970)에서 발전된 모형으로, 

유출을 발생시키는 과정을 관리하는 다양한 물리적 현상을 

간단하게 모의 수행하는 물 수지 부분과 물 수지에 의해 발생

한 유출의 추적 과정으로 분리되어있다.

NAM 모형은 덴마크 공과대학에서 만들어진 모형으로 집

수구역에 대한 강우량과 증발산량이 모델의 입력자료로 활용

된다(Nielsen and Hansen, 1973). 또한, NAM 모형은 4개(눈, 

지표면, 뿌리층, 토양수분층)의 상호관련된 저수구역으로 나

누어 수문학적 순환을 나타내었고 적설로 인한 저류는 눈이 

없는 경우 배제하여 진행한다. 표면 저류는 식생에 의한 차단

으로 발생하는 분수와 요면(凹面)부의 지면 저류로 인한 흐름

을 의미하고 있으며 증발이나 중간유출의 형태의 흐름으로 

인해 소실될 수 있다. 이러한 유출을 제외하고 초과하는 양은 

표면류로 흐름이 발생하게 되고 침투 또는 뿌리 깊이의 낮은 

구역 또는 지하수로 저장된다.

2.2 강우-유출모형 매개변수 최적화

비선형 관계의 강우-유출모형의 최적화를 위하여 MATLAB

의 최적화 툴박스인 fmincon을 이용하였다. fmincon 함수는 

비교적 대량의 자료를 최적화하는 문제에서 사용되는 알고리

즘으로, 비선형 다변수 함수에서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최솟

값을 계산한다. 계산방법은 순차적 2차 계획법(sequential 

quadratic programming, SQP)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SQP 

알고리즘은 주어진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을 2차 계획문제로 

만들어 연속적으로 풀어 최적해를 구하는 방법이다. SQP알

고리즘의 제약조건은 Eq. (1)과 같다.

 ≤    
∙≤ ∙   ≤ ≤ 

(1)

여기서, , 는 선형 부등식 제약조건이며, , 는 선형 

제약조건을 부여하는 등식 제약 조건 행렬이며,  , 

는 각각 비선형 등식, 부등식 제약조건이며, 는 목적함수

를 의미한다. 이때, , 는 강우-유출모형에서는 선형 부

등식 제약조건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에 대하여 알 수 없으므

로, 모두 값을 정의하지 않는다. 선형 부등식 제약조건은 매개

변수 범위로 지정되므로, Eqs. (2) and (3)와 같이 표현되며, 

Eq. (4)는 매개변수 범위이다.

 
   

 

⋯  (2)

    (3)

 ≤  ≤  (4)

∵  
  

fmincon함수는 최솟값을 찾아 최적해를 구하므로 NSE를 

음수로 변환하여 최솟값을 계산하였다. Eq. (5)는 fmincon을 

이용하여 연속강우-유출모형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함수이다. 

  ×









  









  




 






 (5)

여기서, 
 은 모의결과 값이며, 

 , 는 각각 관측값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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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값의 평균이다. 그러나, NSE를 통한 최적화는 고유량의 

재현성이 높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유량을 분리하여 상대

적으로 저유량에 대한 재현성이 높은 모형을 4.2에서 재확인

하는 절차를 수행하였다.

2.3 강우-유출모형의 적합성 평가 절차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비선형 최적화 기법과 함께 

제시한 목적함수인 NSE를 기준으로 선형제약조건 없이 선형 

부등식 제약조건을 이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매개변수

가 상대적으로 적고 통계적 적합성이 우수한 강우-유출모형 

9개를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9개 모형 중 적합성을 평가하

기 위하여 유황곡선을 작성하였으며, 고유량(Q95), 중간유량

(Q185), 저유량(Q275) 및 갈수량(Q355)으로 분리하고 각 유

량조건에 따른 모형의 적합성을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Akaikei, 1973) 및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Schwarz, 1978)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이때, 오차가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여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

를 계산하여 AIC 및 BIC 산정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AIC와 BIC를 계산하기 위해 오차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일반 통계적 모형과는 다

르게 강우-유출모형은 우도함수 설정 및 추정이 어려우며 이

러한 점에서 오차분포(error distribution)가 평균이 0이며 분

산이 
를 따르는 정규분포로 가정하였으며, 이는 Eqs. (6) 

and (7)에 기술한 것과 같다.

   (6)

 ∼ 
  (7)

여기서 , 는 각각 관측 유량 및 모의된 유량이며, 은 

오차이다. 오차는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며,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함수는 Eq. (8)와 같다.

 












 (8)

AIC 및 BIC에 사용된 우도함수는 Eq. (9)를 통해 산정하였다.

   ∣



  



 


∣


 (9)

AIC는 모형의 적합정도를 나타내는 우도와 매개변수의 개

수를 통계적으로 고려하여 정보의 총량을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AIC 결과가 작을수록 적합한 모형이다. AIC를 산

정하는 일반적인 식은 Eq. (10)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n  (10)

여기서, 는 매개변수 개수이며, 은 우도함수 이다.

BIC 또한 모형 선택에 활용되며 BIC 값이 작을수록 적합한 

모형으로 선정된다. AIC와는 다르게 자료의 개수 을 고려하

게 되며 BIC를 산정하는 일반적인 식은 Eq. (11)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ln  ln  (11)

여기서, 는 매개변수 개수이며, 은 자료의 개수이며, 은 

우도함수이다.

2.4 앙상블(ensemble) 구축

선정된 모형을 개별적으로 적용하여 유출을 모의하는 것

도 가능하나, 모형의 적합도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결정하고 

이를 앙상블로 구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강우-유출

모형 앙상블로 확장하기 위하여 Bayesian MCMC (Markov 

Chain Monte Carlo) 기반의 가중치(weighting) 산정 기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9개 모형의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

해 Bayesian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가중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된 연속강우-유출모형 앙상블로 확장하였다. 모형평가

를 위해 AIC 및 BIC 산정을 위해서는 매개변수의 개수와 샘플

의 크기가 분명한 경우 적용이 가능하며, 계층적(hierarchical) 

Bayesian 모형에서는 Deviation Informative Criterion (DIC)

을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계층적 

Bayesian 모형의 복잡성으로 인해 매개변수에 대한 개수를 명

확하게 고려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Spiegelhalter et al. (2002)

가 Bayesian 모형의 비교 및 평가를 위해서 DIC 이론을 정립

하였다. 일반적인 DIC 식은 Eq. (12)와 같다.

    


 (12)

여기서 는 편차의 함수에 대한 기댓값이며, 

는 모형의 최

적 매개변수 개수이다.

DIC는 계층적 Bayesian MCMC를 통해 매개변수의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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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산정이 가능하며 AIC 및 BIC와 동

일하게 작은 DIC를 가지는 모형이 최적 모형으로 선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 검정을 통하여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를 관측유량의 확률분포로 채택하였으며, 오차

는 평균이 0이고 분산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Eqs. (13) ~ (15)로 표현되며, 각 모형에 

대한 가중치는 Eq. (16)으로 표현된다.

  







  



∙

 (13)

 ∼
  (14)

∼ 
   (15)

 




 (16)

여기서 는 관측유량을 나타내며, 

 와 는 번째 모

형의 모의유량 및 가중치를 의미한다. 또한 과 은 사용된 

모형 및 자료의 개수를 의미한다. 가중치의 초기값은 모두 동

일하며, 가중치에 대한 사전분포(prior distribution)로 균일

분포를 채택하였다. 가중치 및 사전분포에 대한 식은 Eqs. 

(17) ~ (19)로 표현된다.

∼  (17)

   (18)

   (19)

3. 대상 유역 및 자료

본 연구의 대상 유역은 춘천시 신북읍과 동면에 위치한 소

양강댐으로, 유역면적 2,703 km2, 길이 530 m 및 높이 123 m의 

다목적댐이다.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수원 등)에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관개용수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한강 하류부의 

수해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연속강우-유출모형을 적용하기 위

해 소양강댐의 유입량자료를 자연유출량으로 활용하였으며, 

입력자료는 소양강댐 유역의 강수량, 기온 및 잠재증발산량 

자료를 구축하여 모의에 활용하였다. 강우 및 기온자료는 기

상청에서 관리하는 종관기상관측소(ASOS)자료 중 소양강

댐 유역에 해당하는 자료 보유년수 30년 이상인 5개 지점(춘

천, 홍천, 인제, 속초, 대관령)에 일단위 강수 및 온도 자료를 

티센(thiessen)방법을 적용하여 유역평균값으로 추정하였다. 

잠재증발산량 자료는 세계농업기구(FAO56)에서 사용하는 

Penman-Monteith 방법을 활용하여 생산한 유역별 잠재증발

산량 자료이다. Fig. 1은 소양강댐 유역에 영향을 주는 5개의 

종관기상관측소이며, 소양강댐 및 기상 관측소의 제원과 자

료기간을 Table 2에 기술하였다.

Fig. 1. Soyanggang dam watershed and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ASOS)

Table 2. Specification of Soyanggang dam station and ASOS stations

Station No. Name Latitude (°) Longitude (°) Elevation (El.m) Data period

Precipitation and 

Temperature

90 Sokcho 38.2509 128.5674 17.53 1966 ~ 2018

100 Daegwallyeong 37.6771 128.7183 771.43 1966 ~ 2018

101 Chuncheon 37.9026 127.7357 75.82 1966 ~ 2018

211 Inje 38.0599 128.1671 201.78 1966 ~ 2018

212 Hongcheon 38.6836 127.8804 140.20 1966 ~ 2018

Inflow 1012110 Soyanggang Dam - - 203.00 1996 ~ 2018



J.-U. Yu et al.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54(2) 105-119 111

4. 결  과

4.1 강우-유출모형 최적화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는 강우-

유출모형으로부터 적합모형을 1차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46

개의 연속강우-유출모형을 검정기간(2016년 ~ 2017년) 및 검

증기간(2018년)으로 분리하여 모형을 평가하였다. 3년이라

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한 

것은 다수의 모형을 전기간에 걸쳐 최적화하는데 연산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이며, 실제 최적모형을 선정하기에 앞서 

1차적으로 모형의 적절성만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검증

기간에 해당하는 NSE 및 매개변수 개수를 비교하여 관측유

량 재현성이 우수한 모형을 선정하였다. Table 3는 46개 모형

에 대한 매개변수 개수 및 NSE 결과이다. 

Kalin et al. (2010)은 예측모형의 정확도를 NSE를 기반으

로 모형의 수행능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Very good: 

NSE ≥ 0.7, Good: 0.5 ≤ NSE < 0.7, Satisfactory: 0.3 ≤ NSE 

< 0.5, and Unsatisfactory: NSE < 0.3). NSE의 기준 0.3 이상이

면 대체적으로 모형은 적합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개변수의 개수가 많을수록 NSE가 개선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GR4J가 관측유량의 특성을 가장 효과적으

로 재현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주요 유량 크기별로 비교 

Table 3. Continuous rainfall-runoff models, their number of parameters and Nash-Sutcliffe efficiency

Model No. of Parameters NSE Model No. of Parameters NSE

COLLIE1 1 -0.7611 MOPEX1 5 0.2641

WETLAND 4 0.7182 TCM 6 0.6274

COLLIE2 4 0.5318 FLEXI 10 0.6737

NEWZEALAND1 6 0.7026 TANK 12 0.2012

IHACRES 7 -0.1323 XINANJIANG 12 0.6392

ALPINE1 4 0.5180 HYMOD 5 0.5240

GR4J 4 0.7513 MOPEX2 7 0.2636

US1 5 0.5847 MOPEX3 8 0.3103

SUSANNAH1 6 0.2323 MOPEX4 10 0.2593

SUSANNAH2 6 0.6040 SACRAMENTO 11 0.5840

COLLIE3 6 0.5962 FLEXIS 12 0.6744

ALPINE2 6 0.5243 MOPEX5 12 0.2107

HILLSLOPE 7 0.7250 MODHYDROLOG 15 0.7466

TOPMODEL 7 0.3584 HBV 15 -0.1064

PLATEAU 8 0.6808 TANK2 16 0.6268

NEWZEALAND2 8 -0.1261 MCRM 16 -0.0256

PENMAN 4 0.5676 SMAR 8 0.5530

SIMHYD 7 0.1473 NAM 10 0.6549

AUSTRALIA 8 0.6812 HYCYMODEL 12 0.7417

GSFB 8 -0.1323 GSMSOCONT 12 -770.0989

FLEXB 9 0.6640 ECHO 16 0.0101

VIC 10 0.1148 PRMS 18 0.3040

LASCAM 24 0.4086 CLASSIC 12 0.5884

Table 4. Comparisons of Nash-Sutcliffe efficiency over the selected 

rainfall-runoff models during calibration and verification 

Phases

Model
No. of 

Parameters

NSE

Calibration Verification

WETLAND 4 0.8215 0.7194

GR4J 4 0.9029 0.7885

HILLSLOPE 7 0.8503 0.7454

PLATEAU 8 0.8121 0.7414

HYMOD 5 0.7628 0.6776

SACRAMENTO 11 0.8434 0.7503

MODHYDROLOG 15 0.8539 0.7826

SMAR 8 0.7903 0.6961

NAM 10 0.8660 0.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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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s between observed and simulated flows obtained from the selected rainfall-runoff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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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 46개 모형 중 대표 모형을 선정하고자 한다.

46개 연속강우-유출모형 중 국내외 적용사례, 매개변수 개

수 및 NSE를 동시에 고려하여 상위 9개의 모형을 선정하였다. 

NSE가 높은 상위 9개의 모형을 선정 후, 9개의 모형을 재차 

전체기간 중 70%에 해당하는 검정기간(1996년 ~ 2016년)과 

전체기간 중 30%에 해당하는 검증기간(2017년 ~ 2018년)으

로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Table 4은 검증기간(2017년 

~ 2018년)에 대해 NSE를 비교한 결과이며, 검정 및 검증기간

동안 개별 모형별 모의유량과 관측유량을 비교하여 Fig. 2에 

나타내었다. Table 4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모형이 NSE 

기준 0.7을 상회하는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수한 예측능력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 Comparisons between observed and simulated flows obtained from the selected rainfall-runoff model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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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강우-유출모형의 유량구간별 재현능력 평가

선정된 9개의 연속강우-유출모형을 비교한 결과, Fig. 2에 

도시한 것과 같이 비교적 고유량에 대한 재현성이 높은 모형

들이 NSE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모형의 재현

능력을 유량의 크기별로 검토하여 모형특성을 좀 더 상세하게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앞서 방법론에서 제시

된 우도함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AIC 및 BIC

를 기준으로 유황곡선(flow duration curve, FDC)구간별로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Fig. 3은 관측유량 및 개별 모형의 모의 

유량을 유황곡선으로 비교하였으며, Table 5에서는 4개에 유

Fig. 3. Comparisons of flow duration curve between observed and simulated flows obtained from 9 rainfall-runoff models

Table 5. Comparisons of AIC, BIC and RMSE across the selected 9 rainfall-runoff models

AIC

WETLAND GR4J HILLSLOPE PLATEAU HYMOD SACRAMENTO MODHYDROLOG SMAR NAM

Q95 11329.21 9361.39 10394.86 10117.80 13458.28 10531.57 9911.76 10144.81 9266.14

Q185 6078.35 385.31 7423.25 7450.44 2357.66 6512.64 536.53 5568.53 566.02

Q275 11006.57 -3972.70 9869.87 10499.58 -3020.64 10596.40 -1872.30 3668.03 -838.25

Q355 -262.68 -6559.07 -337.49 -270.40 -4196.16 -267.02 -5464.83 -4489.83 -1495.57

BIC

WETLAND GR4J HILLSLOPE PLATEAU HYMOD SACRAMENTO MODHYDROLOG SMAR NAM

Q95 11351.81 9383.99 10434.41 10163.00 13486.53 10593.71 9996.50 10190.01 9322.64

Q185 6100.95 407.91 7462.80 7495.64 2385.91 6574.79 621.29 5613.73 622.52

Q275 11029.17 -3950.10 9909.42 10544.79 -2992.38 10658.55 -1787.55 3713.23 -781.75

Q355 -240.08 -6536.47 -297.94 -225.19 -4167.91 -204.86 -5380.07 -4444.62 -1439.06

RMSE

WETLAND GR4J HILLSLOPE PLATEAU HYMOD SACRAMENTO MODHYDROLOG SMAR NAM

Q95 3.47 2.01 2.86 2.66 4.55 2.95 2.48 2.68 1.89

Q185 0.71 0.06 0.79 0.80 0.42 0.74 0.12 0.68 0.14

Q275 0.41 0.03 0.39 0.40 0.11 0.40 0.15 0.29 0.19

Q355 0.14 0.03 0.14 0.14 0.09 0.14 0.06 0.08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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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s of model performance with DIC and Nash-Sutcliffe efficiency with different combinations of models

NSE DIC Models

9 models 0.900 25115.8 WETLAND, GR4J, HILLSLOPE, PLATEAU, HYMOD, SACRAMENTO, MODHYDROLOG, SMAR, NAM

8 models 0.898 25113.8 WETLAND, GR4J, HILLSLOPE, PLATEAU, SACRAMENTO, MODHYDROLOG, SMAR, NAM

7 models 0.899 25111.7 GR4J, HILLSLOPE, PLATEAU, HYMOD, SACRAMENTO, MODHYDROLOG, SMAR, NAM

6 models 0.900 25109.9 GR4J, PLATEAU, SACRAMENTO, MODHYDROLOG, SMAR, NAM

5 models 0.898 25107.7 GR4J, SACRAMENTO, MODHYDROLOG, SMAR, NAM

4 models 0.900 25106.3 GR4J, MODHYDROLOG, SMAR, NAM

3 models 0.900 25104.8 GR4J, MODHYDROLOG, NAM

(a) GR4J

(b) MODHYDROLOG

(c) NAM

(d) Rainfall-Runoff model Ensemble

Fig. 4. A comparison of model performance with rainfall-runoff model ensemble and selected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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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구간에 대해서 AIC, BIC 및 RMSE를 비교하였다.

유량별로 구분하여 모형을 비교한 결과, 고유량에서는 AIC, 

BIC 및 RMSE 모두 NAM 모형이 가장 유리하며, 중간유량, 

저유량, 갈수량에 해당하는 영역에서는 GR4J가 가장 재현성

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량의 크기 측면에

서 전체영역을 대상으로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유

량구간별로 모형이 가지는 재현능력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강우-유출 모형의 재현능력 평가 시 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개

별 모형별 특징과 유량구간별 재현능력에 대한 관계를 구분하

여 설명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으로서 향후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유량 구간

별로 각 모형이 가지는 재현능력이 다른 점을 고려한다면 개별 

강우-유출 모형을 통한 유량 산정보다는 각 모형의 장점을 최

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각 모형별 우수한 특징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Bayesian MCMC 기반의 강우-유출 모형 앙상블 구

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관련 결과는 다음 절에 제시하였다.

4.3 앙상블 모형 구축 결과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ayesian MCMC 기

법을 이용하여 연속강우-유출모형 앙상블을 구축하였으며, 

매개변수의 수렴을 위하여 3개의 Chain을 독립적으로 시행

하여, 3000번의 모의 발생을 하였으며, 1,000번의 시행을 제거

(burn-in)하여 남은 2,000번의 결과의 표본을 이용하여 앙상

블 구축에 이용하였다. 이때, 구성된 모형의 적합성 및 상대적

인 우수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DIC 값을 비교하였다. 즉, DIC

가 최소인 모형을 최적의 강우-유출모형 앙상블로 선정하였

다. Table 6는 모형의 개수에 따른 DIC 및 NSE 결과를 나타내

며, DIC가 낮을수록 NSE는 높은 경우가 가장 적합모형의 조

합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RMSE 및 AIC, BIC를 비교한 결과 GR4J, 

MODHYDROLOG 및 NAM 모형이 상위 9개의 연속강우-

유출모형을 모두 이용하는 것보다 통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모

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최적 조합인 3개의 모형을 이용하였을 

때 NSE는 개별 모형기준 GR4J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던 

0.79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0.90을 나타내고 있다. 최적 앙상

블모형을 구축을 위해 각 모형별 가중치를 산정해 보면 GR4J 

모형은 0.49, MODHYDROLOG 모형은 0.23, NAM 모형은 

0.28로 산정되었다. GR4J 모형이 타 모형에 비해 큰 가중치를 

갖는 것은 앞서 검증과정에 제시되었듯이 고유량을 제외한 

중간유량, 저유량, 갈수량에 대한 관측유량 재현성이 우수한 

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4는 모형의 앙상블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Bayesian MCMC 모형을 통해 산정된 가중치

는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유량 앙

상블도 확률분포형태로 제시되게 된다. 즉, 유량의 확률예보 

및 불확실성 평가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을 제공한다 하겠다.

Fig. 4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저유량에 대한 모의가 향상됨

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앙상블 결과를 보다 다양한 통계지표를 

통해 평가하기 위해서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CC), 

편의(bias), 일치계수(index of agreement, IoA) 및 평균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활용하였다. 여기서 

IoA, CC 검증은 1에 가까울수록 적합성이 높다. Table 7은 평

균제곱오차, 일치계수, 상관계수 등을 비교한 것이다. 본 연구

를 통해 제시된 앙상블 모형은 개별 모형에 비해 모든 지표에

서 개선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앙상블 결과 비교에 사용된 

통계지표의 산정식은 Eqs. (20) ~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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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ison of statistical measures over different 9 models 

and rainfall-runoff model ensemble

CC IoA Bias RMSE

WETLAND 0.9016 0.9469 0.2426 2.7978

GR4J 0.9474 0.9728 -0.1987 2.0825

HILLSLOPE 0.9273 0.9613 0.3379 2.4436

PLATEAU 0.9229 0.9584 0.3205 2.4971

HYMOD 0.8751 0.9287 -0.5273 3.1567

SACRAMENTO 0.9231 0.9587 0.2294 2.4839

MODHYDROLOG 0.9308 0.9610 0.0466 2.3628

SMAR 0.9168 0.9555 0.2484 2.5842

NAM 0.9401 0.9689 -0.1282 2.2063

Ensemble 0.9491 0.9733 -0.1235 2.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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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소양강댐 유역에 해당하는 종관기상관측소 

기온자료, 강수량 및 잠재증발산량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외 

주요 강우-유출모형을 대상으로 관측유량 재현특성을 평가

하였다. 모형별 장점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강우-유출모형 앙상

블 기법을 개발하였다. Bayesian MCMC을 이용하여 개별 강

우-유출 모형에 가중치에 대한 사후분포를 효과적으로 유도

할 수 있었으며, 이들 매개변수(가중치)를 활용하여 강우-유출

모형 앙상블 모형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석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구간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통계

지표를 통하여 앙상블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소양강댐 유역을 대상으로 국내외 다수의 연속강우-유출

모형을 통해 유량모의를 진행하였다. 모의 결과를 관측

값과 비교하기 위하여 NSE를 활용하였으며, NSE가 높

은 모형 중 비교적 다수의 연구사례가 존재하며 매개변수

의 수가 적은 모형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기준

을 통해 선정된 모형은 모두 9개로서 WETLAND, GR4J, 

HILLSLOPE, PLATEAU, HYMOD, SACRAMENTO, 

MODHYDROLOG, SMAR, NAM 모형이 선정되었다.

2)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 시 목적함수를 NSE를 활용하여 진행

하였으나, NSE는 고유량에 대한 재현성을 평가하는데 유

리한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유량, 중간유

량, 저유량 및 갈수량에 대한 재현성을 추가적으로 평가하

였다. 유량 구간별 모형의 재현 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유

황곡선을 기준으로 통계지표인 AIC, BIC 및 RMSE를 재

산정하여 모형별 특징을 검토하였다. 고유량에서는 NAM

모형이 가장 적합하며 중간유량, 저유량 및 갈수량은 GR4J 

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우-유출 모형에 대

한 검증 시 유량의 전체분포를 대상으로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유량구간별로 모형이 가지는 재현능력이 확연하

게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형에 대한 검증 방법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모형들의 조합을 통

한 강우-유출 모형의 개선 측면도 타당성을 가진다 하겠다.

3) 모형특성을 반영한 연속강우-유출모형 앙상블을 구축하

기 위해 Bayesian MCMC 기법을 이용하여 모형에 가중치

를 부여하였다. 최종적으로 DIC를 이용하여 최적의 모형 

조합이 가능하였다. 즉, DIC를 기반으로 최적의 모형 조합

은 GR4J, MODHYDROLOG 및 NAM모형으로 구성되

며 모형별 가중치 추정 및 적용 통해 효율성 있는 앙상블 

모형 구축이 가능하였다. 강우-유출 모형 평가에 주로 활

용되는 통계지표인 상관계수, 편의, 일치계수, 평균제곱

근오차를 활용하여 앙상블 모형 결과에 대한 우수성을 평

가하였으며 개별 모형 적용 결과보다 대부분의 통계지표

에서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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