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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잠실 및 신곡 수중보의 영향을 모의할 수 있도록 개선된 모형을 한강 하류부의 하천구간에 적FLDWAV

용하여 모형의 보정을 수행하였다 모형에 포함된 자동추정 기법을 적용하여 부분 선형함수 가변. FLDWAV

조도계수 모형의 매개변수를 추정하였다 팔당대교부터 전류까지의 하천구간을 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유량. 3 ,

등급별 조도계수의 초기 가정치를 변화시켜 가며 각 경우에 대하여 홍수사상별로 매개변수 추정을 수행하였

다 최소유량 영 등급 및 최대유량 등급에 대한 조도계수 추정치들은 초기 가정 값에 민감하여 초기치가 최. ( ) ,

종 추정치로 종료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홍수사상에 대하여 추정 매개변수를 사용한 계산수.

위와 관측수위의 편차 합은 영에 근접하나 오차는 다양한 값들을 나타내었다 양의 오차들과 음의 오, RMS .

차들이 서로 상쇄됨으로써 편차가 영에 근접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이는 편차 합을 최소화,

하는 목적함수를 만족시키는 최적해가 유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핵심용어핵심용어핵심용어핵심용어 :::: FLDWAVFLDWAVFLDWAVFLDWAV 모형 가변 조도계수 매개변수 추정 한강모형 가변 조도계수 매개변수 추정 한강모형 가변 조도계수 매개변수 추정 한강모형 가변 조도계수 매개변수 추정 한강, , ,, , ,, , ,, ,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자연하천에 관한 부정류 계산모형의 조도계수는 하도의 수리 지형학적 조건에 따라 구간별로 상이한 값

을 갖게 된다 또한 동일한 하천구간에 대해서도 유량이 증가할수록 조도계수의 값이 일반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한강수계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결과들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김원 등. ( ,

황의준과 전경수 김상호와 김원 김한준과 전경수 이정규와 이창현 이와 같1995; , 1997; , 2002; , 2004; , 2004).

이 조도계수는 흐름조건 즉 유량 또는 수위의 변화에 따른 가변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흐름이 시간적으로, .

변화하는 부정류의 경우에는 유량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조도계수 또한 시간적으로도 변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n = n(x,Q(x,t)) (1)

즉 각 계산점에서의 조도계수, (n 는 그 계산점의 위치) (x 및 유량) (Q 에 따라 결정되며 유량은 시간) , (t 에 따라 변)

하므로 조도계수는 일반적으로 시간 및 공간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와 같은 조도계수의 공간적 변화 및 유량.

규모에 따른 변화를 고려한 조도계수의 추정이 가능한 공용 소프트웨어는 모형 와FLDWAV (Fread Lewis,

이 유일하다 모형에서는 유량과 조도계수의 관계식으로서 부분선형 함수1998) . FLDWAV (piecewise linear

를 채택하고 있다 이 외의 함수형태로서 계단함수 및 멱함수를 사용한 가변 조도계수 모형이 황의준function) .

과 전경수 및 김한준과 전경수 에 의하여 팔당댐 하류구간 및 남한강 구간에 각각 적용된 바 있다(1997) (2004) .

* 정회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 정회원 성균관대학교 공과 대학 토목환경공학과 부교수,

*** 정회원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가변 조도계수 모형의 적용에는 매개변수 수의 증가라는 문제가 수반된다 다수의 매개변수를 추정을 위해.

서는 자동화된 최적 추정 모형이 필수적이다 모형에는 와 이 개발한 매개변수 자. FLDWAV Fread Smith(1978)

동 추정기법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에서 모형의 가변 조도계수 모형을 적용한 사례로는 김상호와 김. FLDWAV

원 및 이정규와 이창현 등 팔당댐 하류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으며 특히 이정규와 이창현(2002) (2004) ,

의 경우에는 년의 기간에 발생한 개의 홍수사상에 대하여 모형에 포함된 자동추정(2004) 1995-2001 5 FLDWAV

기법을 적용한 바 있다 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매개변수 추정 기법은 매우 간단하고 독특한 방법으. FLDWAV

로서 그 적용성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모형의 부분선형 함수 가변 조도계수 모형. FLDWAV

을 적용 와 의 방법에 의한 모형의 보정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 Fread Smith(1978) .

가변 조도계수 모형의 매개변수 최적추정 기법가변 조도계수 모형의 매개변수 최적추정 기법가변 조도계수 모형의 매개변수 최적추정 기법가변 조도계수 모형의 매개변수 최적추정 기법2. FLDWAV2. FLDWAV2. FLDWAV2. FLDWAV

부분선형 함수를 사용하는 가변 조도계수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의 최적화 기법에 따라 매개변, FLDWAV

수들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도록 하도를 소구간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그림( 1

참조 전체 하천구간의 상류단인 지점에서는 수위 및 유량 관측치가 모두 가용하여야 한다 소구간 구분). A .

의 경계가 되는 및 지점과 하류단 경계인 지점에서는 수위 관측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조건이 만B C D .

족되도록 하도 구간을 나눈 후 가장 상류측 구간에 대한 매개변수 추정을 수행한다 즉 지점에서의 유량, . , A

관측치와 지점에서의 수위 관측치를 각각 소구간 에 대한 상류단 및 하류단 경계조건으로 하여 지B A-B A

점에서의 수위 계산치와 관측치가 잘 근사하도록 매개변수들을 추정한다 소구간 에 대한 매개변수들의. A-B

추정이 완료되면 지점에서의 유량이 계산된다 따라서 지점에서의 계산유량과 관측수위 및 지점에서B . B C

의 관측수위를 이용하여 마찬가지 방법으로 소구간 에 대한 매개변수의 추정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동B-C .

일한 방법에 의하여 소구간 에 대한 매개변수들을 추정한다C-D .

소구간 에 대한 매개변수들의 추정을 위한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다A-B .

Minimize S j(n j)=
1
M j
∑
M j

j=1
(yA (n j)-hA) ; j=1,2,…J (2)

여기서 yA와 hA는 각각 지점에서의 계산 수위 및 관측 수위를 나타낸다A . J는 부분 선형 함수를 사용하는 가

변 조도계수의 적용 시에 유량의 크기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의 수이다 그림 참조( 2 ). Mj는 등급 j에 해당하는

크기의 유량 값을 갖는 지점 관측치의 수이다 따라서 모든A . j의 값들에 Mj의 값들을 모두 합하면 홍수사상

자료의 관측 시간 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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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계수 모형에 관한 모식도조도계수 모형에 관한 모식도조도계수 모형에 관한 모식도조도계수 모형에 관한 모식도

식 의 문제점은 같은 시각의 유량 관측치가 등급(2) j에 속하는 수위 hA가 관측된 시각의 수위 계산치가 유

량 등급 j에서의 조도계수를 결정짓는 매개변수 nj 만의 함수로 가정한다는 것이다 예로써 유량 등급 에 속하. 1



는 관측치들은 수문곡선의 상승부 뿐만 아니라 하강부에서도 발생하며 따라서 이 때의 계산수위는 유량등급, 2,

등에서의 조도계수 값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3 .

와 는 식 의 최적해가 다음의 방정식 의 해와 같다고 가정한다Fread Smith(1978) (2) (3) .

φ j ≡
1
Mj
∑
M j

j=1
(yA (n j)-hA) = 0 (3)

이러한 가정은 식 의 최적해(2) nj에 따른 Sj의 값이 영에 충분히 가깝게 될 수 있는 경우에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데, Sj가 편차 합의 절대치임을 감안하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식 의 해는 방법. (3) Newton-Raphson

을 적용하여 다음 식 및 으로부터 구한다(4) (5) .

nk+1j = nkj -
φkj (n

k
j -n

k-1
j )

φkj -φ
k-1
j

; k≥2 (4)

여기서 k는 반복계산 단계를 나타내는 첨자이다 반복계산 단계Newton-Raphson . k 에서는 이러한 근사가=1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은 근사식을 적용한다.

n2j =n
1
j (1.00-0.01φ

1
j / φ

1
j ) (5)

매 반복 계산단계 k마다 유량 등급 부터1 j까지 이러한 과정에 따른 매개변수의 추정을 수행하여 nj의 값들을

구하고, Sj의 합이 이전등급에 비하여 줄어들지 않거나 허용 기준치 이하로 되면 추정과정을 종료하고 그 때의,

nj의 값들을 최적해로 취하게 된다.

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3.3.3.3.

모형의 구성모형의 구성모형의 구성모형의 구성3.13.13.13.1

본 연구에서 적용된 모형은 수중보 흐름의 모의 기능을 추가하여 개선된 모형으로서 이에 관FLDWAV

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 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가변 조도계수 모형의 최적추정(2004) .FLDWAV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류단에서의 유량 관측치와 수위 관측치가 모두 가용하여야 하나 팔당댐 직하류,

지점에 대해서는 수위자료가 부재하다 따라서 팔당댐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관측지점인 팔당대교 지점을 상.

류단으로 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 팔당대교에서의 유량은 팔당댐 방류량과 같다고 가정하였다 모형의 하류. .

단은 수위관측 지점 중 가장 하류에 위치한 전류 지점으로 하였다 하도의 소구간 구분은 수위 관측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팔당대교 잠수교 잠수교 인도교 및 인도교 전류 구간 등 개 구간으로 하였다 왕숙천 탄천- , - - 3 . , ,

중랑천 안양천 등 지천 유입량은 기지의 모형 입력 자료로서 부여되었다 표 은 매개변수의 추정 및 검증, . 1

에 사용된 과거의 홍수사상의 기간을 모형의 상류단 경계조건인 팔당댐 방류량의 최대치와 함께 나타낸 것

이다 하천 단면 자료와 각 홍수사상에 대한 팔당댐 방류량 및 지천 유입량 자료는 한국수자원공사 에. (2004)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매개변수의 추정매개변수의 추정매개변수의 추정매개변수의 추정3.23.23.23.2

유량 등급은 영부터 12000 m3 까지는 증분을/s 4000 m3 로 하였으며 그 이상의 유량에 대해서는 증분을/s ,

8000 m3 로 하였다 최적해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홍수사상에 대하여 각 유량등급별 조도계수의/s .

초기 가정치를 모두 및 으로 하는 각 경우에 대한 매개변수 추정을 수0.015, 0.020, 0.025, 0.030, 0.035 0.040

행하였다 표 는 홍수사상 에 대한 매개변수 추정결과를 예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추정된 유량등급별. 2 3 .

조도계수들이 초기 가정치에 크게 민감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소유량등급 및 최대유량등급.

에 대한 조도계수들은 초기치가 추정과정에서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개변수의 추정과정이 종료되는 경우

가 다수 발생하였다 표 의 와 는 추정된 매개변수로 계산된 수위와 관측수위와의 평균편차 유량 등급. 2 (d) (e) (

별 편차 φj 식 참조 의 평균치 및 오차를 각각 나타낸다 또한 그림 은 초기치 로 하여 추( (3) ) ) RMS . 3 0.025

정된 매개변수를 사용한 각 관측지점에서의 계산수위와 관측치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홍수사상 기간 팔당댐 최대방류량(CMS)

1 1995/08/23 1995/08/27～ 24,956

2 2003/08/23 2003/08/26～ 9,369

3 2003/08/27 2003/08/29～ 9,262

4 2003/09/09 2003/09/10～ 5,197

5 2004/07/12 2004/07/14～ 9,909

6 2004/07/15 2004/07/18～ 12,109

표 매개변수 추정에 사용된 홍수사상 자료표 매개변수 추정에 사용된 홍수사상 자료표 매개변수 추정에 사용된 홍수사상 자료표 매개변수 추정에 사용된 홍수사상 자료1.1.1.1.

세 구간 모두 대부분의 홍수사상에 대하여 평균편차가 영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 매. FLDWAV

개변수 추정 방법은 유량 등급별로 J개의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것으로서 엄격하게는 평균편차 자체가 최소화의,

대상이 되는 목적함수는 아니지만 추정 과정을 종료하는 기준이 되는 변수이므로 평균편차가 영에 가까울수록,

매개변수 추정과정이 성공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균편차가 영에 가깝게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각.

경우에 대하여 오차는 다양한 값들을 보이고 있다 이는 관측치와 계산치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목적함수RMS .

를 사용함에 따른 특징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평균편차가 영에 가까우면서도 오차가 비교적 큰 경우. , RMS

에 대하여 계산치와 관측치의 비교결과를 그림 에서 살펴보면 양의 오차들과 음의 오차들이 서로 상쇄됨으로3

써 적용된 매개변수 추정 방법상의 기준으로는 성공적인 매개변수의 추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양의 오차들과 음의 오차들의 조합으로 오차합이 영에 근접하게 되는 경우의 수는 매우 많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에서의 최적해는 유일하지는 않을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추정된 매개변수들이.

매개변수들의 초기치 설정에 다소 민감한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결론결론결론결론4.4.4.4.

모형의 가변 조도계수 추정모형은 일반적인 최적추적 모형과는 달리 실측치와 관측치의 편차FLDWAV

합의 절대치를 최소화하는 매우 독특한 목적함수 및 해법을 사용함으로써 다수의 매개변수를 신속히 추정할,

수 있다 반면 하도구간의 상류단에서 유량 뿐만 아니라 수위 자료가 가용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으며 매개. , ,

변수의 추정결과가 초기 가정치에 민감하고 유일해를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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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홍수사상 에 대한 매개변수의 추정 결과표 홍수사상 에 대한 매개변수의 추정 결과표 홍수사상 에 대한 매개변수의 추정 결과표 홍수사상 에 대한 매개변수의 추정 결과2 32 32 32 3

Q (cms)

초기조도계수
0 4,000 8,000 12,000

0.0150 0.0150 0.0316 0.0308 0.0150

0.0200 0.0200 0.0318 0.0302 0.0200

0.0250 0.0250 0.0317 0.0299 0.0250

0.0300 0.0300 0.0316 0.0300 0.0300

0.0350 0.0350 0.0316 0.0292 0.0350

0.0400 0.0400 0.0314 0.0291 0.0400

평 균 0.0275 0.0316 0.0299 0.0275

팔당대교 잠수교 구간팔당대교 잠수교 구간팔당대교 잠수교 구간팔당대교 잠수교 구간(a) -(a) -(a) -(a) -

Q (cms)

초기조도계수
0 4,000 8,000 12,000

0.0150 0.0458 0.0416 0.0412 0.0150

0.0200 0.0508 0.0413 0.0404 0.0200

0.0250 0.0441 0.0417 0.0408 0.0250

0.0300 0.0441 0.0418 0.0406 0.0300

0.0350 0.0429 0.0411 0.0404 0.0350

0.0400 0.0491 0.0412 0.0396 0.0400

평 균 0.0461 0.0415 0.0405 0.0275

잠수교 인도교 구간잠수교 인도교 구간잠수교 인도교 구간잠수교 인도교 구간(b) -(b) -(b) -(b) -

Q (cms)

초기조도계수
0 4,000 8,000 12,000

0.0150 0.0273 0.0180 0.0202 0.0150

0.0200 0.0238 0.0158 0.0195 0.0200

0.0250 0.0367 0.0176 0.0192 0.0250

0.0300 0.0507 0.0167 0.0194 0.0300

0.0350 0.0350 0.0178 0.0189 0.0350

0.0400 0.0400 0.0180 0.0186 0.0400

평 균 0.0356 0.0173 0.0193 0.0275

인도교 전류 구간인도교 전류 구간인도교 전류 구간인도교 전류 구간(c) -(c) -(c) -(c) -

초기

조도계수

팔당대교

잠수교-

잠수교

인도교-

인도교

전류-

절대치

평 균

0.015 0.00 0.00 0.00 0.00

0.020 0.00 0.00 -0.01 0.00

0.025 0.00 0.00 -0.02 0.01

0.030 0.01 0.00 -0.02 0.01

0.035 0.00 0.00 -0.02 0.01

0.040 0.00 0.00 -0.01 0.00

평균편차평균편차평균편차평균편차(d)(d)(d)(d)

초기

조도계수

팔당대교

잠수교-

잠수교

인도교-

인도교

전류-
평 균

0.015 0.16 0.06 0.24 0.15

0.020 0.15 0.05 0.25 0.15

0.025 0.14 0.06 0.06 0.09

0.030 0.14 0.06 0.22 0.14

0.035 0.14 0.06 0.23 0.14

0.040 0.15 0.05 0.23 0.14

오차오차오차오차(e) RMS(e) RMS(e) RMS(e) RMS

0 6 12 18 24 30 36 42 48 54
TIME (hour)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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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교잠수교잠수교잠수교(a)(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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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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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

Comp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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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교인도교인도교인도교(b)(b)(b)(b)

그림 매개변수 추정에 따른 계산수위와 관측수위의 비교 홍수사상그림 매개변수 추정에 따른 계산수위와 관측수위의 비교 홍수사상그림 매개변수 추정에 따른 계산수위와 관측수위의 비교 홍수사상그림 매개변수 추정에 따른 계산수위와 관측수위의 비교 홍수사상3. ( 3)3. ( 3)3. ( 3)3.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