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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유역 통합 수자원 환경관리 시스템 내의 유출예측모듈인 를 통한 유출예측결과의 신뢰도 개선을 위해RRFS

기법을 금강유역에 적용하였다 시나리오를 통해 생성된 유출예측 앙상블을 이용하여 의 확률값을ESP . 50 %

적용하여 본 결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아 예측의 결과를 적용하기 힘들고 수자원 관리의 정보로서 활

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통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정확도가 개선된 발생확률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

행하였다.

금강유역을 용담 대청 공주 지점으로 나눈 뒤 유출량의 확률 예보를 위하여 년, , , `83 ~` 년까지 년간의07 25

강우자료와 온도자료를 에 적용하여 년의 매월 개의 유출 시나리오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유출 시RRFS `07 25 .

나리오에서 별로 확률을 산정하였다 통계분석을 통해 얻어진 월별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년Case ESP . ESP `02

부터 년까지 과거 실측 월별 유출량에 대한 확률범위를 결정하였고 년강수량의 가 홍수기인`07 ESP 2/3 6~9
월 사이에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해 이수기 월(1 ~ 월 그리고 월6 10 ~ 월 와 홍수기 월12 ) (7 ~ 월 로 분9 )

리한 후 각각에 대한 확률 값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ESP .

별로 년 금강유역에 적용한 결과 로 산정된 확률 값이 다른 에 비해 더 적합한 것Case `07 , Case 2 ESP Case

으로 나타났다.

Case 1 큰 오차가 나는 확률을 제외한 평균 확률의 적용ESP ESP

Case 2 월별 최소 오차가 나는 확률의 적용ESP

Case 3 의 월별 확률을 이수기 홍수기로 평균한 확률 적용Case2 ESP ESPㆍ

Case 4 분기별 최소 오차가 나는 확률의 적용ESP

Case 5 의 분기별 확률을 이수기 홍수기로 평균한 확률의 적용Case4 ESP ESPㆍ

핵심용어 장기유출 금강 유출예측핵심용어 장기유출 금강 유출예측핵심용어 장기유출 금강 유출예측핵심용어 장기유출 금강 유출예측: ESP, , , , RRFS: ESP, , , , RRFS: ESP, , , , RRFS: ESP, , , , RR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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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우리나라는 계절적으로 편중된 강우특성으로 인하여 이수와 치수관리가 분리될 수 없고 특히 하천유역 상, ㆍ

하류의 수량은 유기적으로 연관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수자원관리는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한정된.

수자원으로 물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천과 저수지의 최적 물 공급 계획을 수립 시행ㆍ

1) 정회원 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공동연구원 E-mail : ahnjm80@gmail.com

2) 정회원 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선임연구원 E-mail : Jeongwc@kwater.or.kr

3) 정회원 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수석연구원 E-mail : mhhwang@kwa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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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물 관리 운영시스템과 운영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런티어사업으로 개발된 유역 통합 수자원 환경관리 시스템(Integrated Real-time Water

내의 유출예측모듈인 의 유출Management System) RRFS(River basin Rainfall-runoff Forecasting System)

예측의 적중률 개선을 위해 확률론적 예측기법인 방법을 금강유역에ESP(Ensemble Streamflow Prediction)

적용하였다 기법은 예측시점의 적설량 토양함수 하천의 수위 습도 등 유역의 상태를 나타내는 초기조. ESP , , ,

건과 확률적 대표성을 갖는 장래에 재현 가능한 과거 기상자료를 결합하여 확률론적 예측이 가능한 기법으

로 시나리오를 통해 생성된 유출예측 앙상블을 이용하여 의 확률값을 적용하여 본 결과 우리나라의 실50 %

정에 맞지 않아 예측의 결과를 적용하기 힘들고 수자원 관리의 정보로서 활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통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정확도가 개선된 발생확률과 모든 생성 자료를 수자원 운영자가 손쉽게 적용하여 운영할 확

률이 필요하다.

대상유역대상유역대상유역대상유역2.2.2.2.

통합 수자원 환경관리 시스템의 적중률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금강유역내 수문관련 데이터의 정밀한 현

장실측 매개변수의 보정 다양한 시나리오 적용 및 실측값과 예측값의 비교를 통하여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 .

림 에서 보는바와 같이 금강유역은 유역면적1 9898km2 주 하천연장 로 소유역의 분할은 저수지 유입, 396km

지점과 지류의 본류 합류점을 기준으로 하여 개의 소유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유출 예측 주요지점으로는 용14

담 대청 공주 지점으로 하였다 또한 유출분석성분으로는 그림 에 나타낸 유출 시스템 모식도와 같이 금강, , . 2

유역 내 강우에 의한 수문유출성분과 생 공 농 용수이용량의 회귀율을 고려하여 구축하였다.ㆍ ㆍ

그림 금강 유역도1. 그림 금강유역 유출 시스템 모식도2.

연구의내용및범위연구의내용및범위연구의내용및범위연구의내용및범위3.3.3.3.

본 연구에서는 년부터 년까지 개의 강우사상을 년부터 년까지 에 적용하여 나온 유출결`83 `07 24 `01 `07 RRFS

과를 토대로 각 년도(`01~` 년 주요지점 용담 대청 공주 에 개의 유출 시나리오를 생성하였다 표 은07 ) ( , , ) 24 . 1ㆍ

를 통해 년 월 모의된 용담댐 지점 유출 시나리오의 예로서 다음과 같이 생성된 개의 유출시나RRFS `07 1 24

리오를 바탕으로 각 예측유량에 확률을 부여하고 실측유량과 예측유량을 비교하여 오차가 가장 작은 가ESP

중치 구간에서 선형보간을 하여 표 와 같이 확률을 산정하였다 통계분석을 통해 얻어진 월별 확2 ESP . ESP

률분포를 이용하여 년부터 년까지 과거 실측 월별 유출량에 대한 확률범위를 결정하였고 년 강수`02 `07 ESP

량의 가 홍수기인2/3 6~ 월 사이에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해 이수기 월9 (1 ~ 월 그리고 월6 10 ~ 월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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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홍수기 월(7 ~ 월 로 분리한 후 각각에 대한 확률 값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결정되어진 확률9 ) ESP . ESP

을 년부터 년에 적용하여 절대오차 분석을 통하여 오차의 범위를 비교 검토하였다`02 `07 .ㆍ

년년년년`07`07`07`07 OrderOrderOrderOrder
1 Month1 Month1 Month1 Month Tot.RunoffTot.RunoffTot.RunoffTot.Runoff

(MCM)(MCM)(MCM)(MCM)
확률 분포확률 분포확률 분포확률 분포ESPESPESPESP

ScenarioScenarioScenarioScenario ProbabilityProbabilityProbabilityProbability

용담

1 1999 0.025 3.2

2 2005 0.066 4.9

3 2004 0.107 5.0

4 2006 0.149 5.9

5 1984 0.19 9.1

6 2003 0.231 9.7

7 1992 0.273 11.8

8 1985 0.314 11.9

9 1986 0.355 12.1

10 1993 0.397 12.4

11 1994 0.438 12.6

12 1983 0.479 12.8

13 1995 0.521 13.4

14 1991 0.562 14.0

15 2000 0.603 14.4

16 1988 0.645 14.9

17 1998 0.686 16.2

18 1996 0.727 16.5

19 1997 0.769 17.7

20 1990 0.81 21.6

21 2001 0.851 22.0

22 1987 0.893 41.6

23 2002 0.934 45.6

24 1989 0.975 68.1

표 년 월 를 통해 모의된 용담댐지점 유출 시나리오 예1. `07 1 RRFS

구분구분구분구분 지점지점지점지점
월월월월1111 월월월월2222 월월월월3333 월월월월4444 월월월월5555 월월월월6666 월월월월7777 월월월월8888 월월월월9999 월월월월10101010 월월월월11111111 월월월월12121212

이수기이수기이수기이수기 홍수기홍수기홍수기홍수기 이수기이수기이수기이수기

Case 1Case 1Case 1Case 1

용담 72.1 69.5 72.1

대청 72.4 69.0 72.4

공주 77.7 66.7 77.7

Case 2Case 2Case 2Case 2

용담 40.0 56.5 57.3 59.4 77.9 36.7 65.4 66.4 56.6 20.1 34.0 44.6

대청 34.4 53.5 70.7 70.0 79.8 49.8 69.4 68.8 65.5 25.0 5.2 44.3

공주 51.6 71.3 69.1 85.6 78.7 53.0 71.5 54.6 55.8 71.9 41.2 49.0

Case 3Case 3Case 3Case 3

용담 47.4 62.8 47.4

대청 48.1 67.9 48.1

공주 63.5 60.6 63.5

Case 4Case 4Case 4Case 4

용담 47.7 56.6 75.1 21.1

대청 36.2 66.6 79.8 10.4

공주 45.5 69.6 71.4 65.6

Case 5Case 5Case 5Case 5

용담 41.8 75.1 41.8

대청 37.7 79.8 37.7

공주 60.2 71.4 60.2

표 월별 확률 년 년 단위2. ESP (`02 -`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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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적용및분석확률적용및분석확률적용및분석확률적용및분석4. ESP4. ESP4. ESP4. ESP

기법을 이용한 예측은 년부터 년까지 를 금강유역에 적용하여 년도별 일단위의 방류량 제ESP `83 `07 RRFS

외 유출 모의 시나리오를 구축한 후 월단위로 누가된 유출 총량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산ESP

정된 유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과거 강우량 자료를 이용한 통계분석을 통해 얻어진 각 별 확률을, Case ESP

산정하였다 산정된 각 별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년도부터 년도에 적용하여 유출양상을 검토. Case ESP `02 `07

해 본 결과 그림3~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년 강수량의 가 홍수기인. 2/3 6~ 월 사이에 집중되는 우리나라의9

특성에 의해 홍수기 시는 강우량의 변화와 지속시간이 년도별로 차이가 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수기시만

고려하였다 금강 유역 내 개의 지점 즉 용담댐 대청댐 그리고 공주를 대상으로 하여 전 월에 예측된 유. 3 , ( )

출량을 현재 월에 관측된 유출량과 비교하고 각 방법에 대한 오차분석을 통해 그 효용성을 검토하였다 주, .

요지점별로 년부터 년까지 적용하여 의 유출의 적중률이 실측유출과의 절대유출오차를 비교해`02 `07 Case 2

보았을 때 다른 의 확률로 예측된 유출의 적중률보다 개선된 효과를 나타냈다Case ESP .

Case 1 큰 오차가 나는 확률을 제외한 평균 확률의 적용ESP ESP

Case 2 월별 최소 오차가 나는 확률의 적용ESP

Case 3 의 월별 확률을 이수기 홍수기로 평균한 확률 적용Case 2 ESP ESPㆍ

Case 4 분기별 최소 오차가 나는 확률의 적용ESP

Case 5 의 분기별 확률을 이수기 홍수기로 평균한 확률의 적용Case 4 ESP ESPㆍ

표 별 확률 적용3. Case 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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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점별 년 확률 적용 이수기3. `02 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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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지점별 년 확률 적용 이수기. `03 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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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점별 년 확률 적용 이수기5. `06 ESP

절대오차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용담 대청 공주

절
대
오
차
(M
C
M
)

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그림 7 지점별 년 확률 적용 이수기. `07 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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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구분구분구분 지점지점지점지점 Case 1Case 1Case 1Case 1 Case 2Case 2Case 2Case 2 Case 3Case 3Case 3Case 3 Case 4Case 4Case 4Case 4 Case 5Case 5Case 5Case 5

년02

용담 295.2 250.1250.1250.1250.1 309.8 316.6 306.4

대청 582.4 396.5396.5396.5396.5 545.7 516.5 535.9

공주 396.0 315.2315.2315.2315.2 376.3 375.8 378.9

년03

용담 241.9 191.7191.7191.7191.7 247.0 263.8 254.8

대청 575.7 548.2548.2548.2548.2 753.6 642.1 803.7

공주 265.8 168.0168.0168.0168.0 248.1 245.5 253.5

년04

용담 78.7 98.098.098.098.0 107.3 85.9 120.0

대청 609.4 601.9601.9601.9601.9 660.2 541.4 671.0

공주 749.8 825.8825.8825.8825.8 840.1 836.3 856.7

년05

용담 162.3 67.867.867.867.8 65.7 70.7 53.4

대청 294.3 137.5137.5137.5137.5 121.1 135.0 128.3

공주 184.8 255.7255.7255.7255.7 299.7 294.2 321.9

년06

용담 195.5 97.597.597.597.5 148.2 132.0 134.8

대청 252.3 162.5162.5162.5162.5 224.8 233.5 215.2

공주 280.6 163.9163.9163.9163.9 213.9 201.1 205.1

년07

용담 220.6 123.2123.2123.2123.2 124.1 133.9 111.4

대청 322.0 233.9233.9233.9233.9 171.6 268.8 145.9

공주 291.3 226.5226.5226.5226.5 235.7 246.7 245.0

표 별 년부터 년까지의 유출 절대오차4. Case `02 `07

표 와 같이 와 최고 오차를 내는 를 선정하여 오차 및 대비를 분석한 후 비교해 보았을 때 용담4 Case 2 Case

댐 지점 에서 최고 대청댐 지점과 공주 지점은 각각 의 유출오차 정확도를 나타내50.1 % , 35.6 %, 41.6 %

었다.

결론및고찰결론및고찰결론및고찰결론및고찰5.5.5.5.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의 적중률 개선을 위하여 진행된 본 연구에서는 기법을RRFS ESP

이용하여 개의 를 구성한 후 금강유역에 적용하여 년부터 년까지의 년간 유출실측데이터와5 Case `02 `07 6

의 예상 유출데이터와의 확률분포 통계분석을 통하여 확률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이수기시의 총RRFS ESP .

유출 절대오차를 년부터 년에 적용하였을 경우 월별최소오차가 나는 구간의 확률을 선형보간하여`02 `07 ESP

구한 의 경우가 보다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차후 연구로서 매개Case 2 Case 1, Case 3, Case 4, Case 5 .

변수의 조정 실측유량과 기상예보의 신뢰도 향상 및 수치예보 시스템의 도입을 통하여 확률의 정확도, ESP

를 개선하여 통합 수자원 관리 시스템의 적중률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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