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추계학적 연속형 저류함수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추계학적 연속형 저류함수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추계학적 연속형 저류함수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추계학적 연속형 저류함수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tochastic Continuous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tochastic Continuous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tochastic Continuous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tochastic Continuous

Storage Function ModelStorage Function ModelStorage Function ModelStorage Function Model

이병주이병주이병주이병주**** 배덕효배덕효배덕효배덕효,,,, ********

Byong-Ju Lee, Deg-Hyo BaeByong-Ju Lee, Deg-Hyo BaeByong-Ju Lee, Deg-Hyo BaeByong-Ju Lee, Deg-Hyo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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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본 연구에서는 홍수예보를 위한 사상형 모형인 저류함수모형 적용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

존의 저류함수 모형에 자유수와 장력수의 개 영역으로 구성된 토양수분모의 컴포넌트를 결합하여2

지표유출 중간유출 기저유출의 유출수문성분에 대한 연속적인 모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실시간, ,

홍수예측을 위해 다수의 유량 관측지점과의 실시간 오차 보정이 가능하도록 앙상블 칼만 필터링 기

법을 도입하였다 개발된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낙동강 권역을 대상유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시단위 강우자료 기상자료 유량자료를 비롯하여 를 기반의 지형자료를 구축하였다 연속형 저, , GIS .

류함수형의 매개변수 추정결과 주요지점의 관측유량에 대해 높은 적합도를 보였으며 시간 선행시1

간의 홍수량 예측결과에서도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핵심용어핵심용어핵심용어 :::: 홍수예경보 저류함수모형 토양수분모의 앙상블 칼만 필터링, ,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현재 국내의 홍수예경보 시스템은 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주요 지점에 무인방식의 수위 및 우량5

관측소로부터 에 의해 매 시간별 수위와 강우량의 자동관측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Telemeter . ,

홍수유출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년 기무라에 의해 제안된 유역과 하도에 각각 저류함수모형을1961

채택적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계산절차가 간편하고 홍수유출의 비선형을 고려해 주는 방법이므로.

선형모형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지금까지 저류함수모형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 ,

하기 위해서 지역화된 매개변수의 선정 등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왔으나 실무자들이 이 모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화된 매개변수의 산정문제 현재 사용 중인 모형을 실시간 홍수,

예측모형으로 개선발전시키는 문제 등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배덕효( , 1997).

홍수예보나 수자원의 실시간 관리를 위해서 실시간 예측모형이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년대1970

이후이며 실시간 홍수예측을 위한 가장 보편타당한 접근방법은 추계동력학적 상태공간 형태의,

모형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모형의(Wood and O'Connell, 1985; Bras and Rodriquez Iturbe, 1985).

실제 적용시 모형의 불확실성 입력자료의 불확실성 매개변수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 ,

형과 관측치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개선하여 대유역에 대한 앙상블 칼만 필터링 기법을 연계한 저류함

수모형을 구축하고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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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학적 연속형 저류함수모형 개발추계학적 연속형 저류함수모형 개발추계학적 연속형 저류함수모형 개발추계학적 연속형 저류함수모형 개발2.2.2.2.

연속형 저류함수모형 개발연속형 저류함수모형 개발연속형 저류함수모형 개발연속형 저류함수모형 개발2.12.12.12.1

홍수유출계산을 위한 저류함수모형 은 유역과 하도에서의 유출량과(Storage Function Method)

저류량의 관계를 표시하는 저류함수를 홍수류의 연속방정식에 대입하여 풀므로써 홍수유출량을 계

산하는 방법이다 식 은 홍수파의 운동방정식이며. (1)  , 는 유역이나 하도구간의 저류상수이다 하.

나의 유역에 대한 연속방정식은 식 와 같이 표현된다 식에서(2) .  는 유입계수, 는 시간당 유역평

균강우량(mm/hr),  는 유역면적(km2),            으로 유역의 지체시간  을 고려한 유역으

로부터의 직접유출량(m
3

이고/sec) ,  는 유역저류량(m
3
이다) .

    (1)



⋅⋅  

 (2)
기존의 사상형 모형인 저류함수모형을 연속형 모형으로 개선

하기 위해 토양수분 산정 컴포넌트를 추가하였으며 토양층 구성

은 그림 과 같다 토양층을 포장용수량 와1 . (field capacity; FC)

영구위조점 을 경계로 자유수 와(wilting point; WP) (free water)

장력수 로 구분하여 토양수분 거동을 모의하게(tension water)

된다 장력수. X1과 자유수 X2의 시간 에 따른 변화량은 각각 식t

과 식 와 같다 식에서(3) (4) . 는 유역에 내린 유역평균강수

량(mm/hr),  는 장력수 내에서 발생한 증발산량(mm/hr),

 는 자유수 내에서 발생한 증발산량 을 의미한다 장(mm/hr) .

력수를 초과하는 물은 자유수로 이동하게 되고 이 양은 지표하

흐름 (+ 와 지표면 흐름) 을 발생시킨다 이들 수문성.

분들은 토양수분상태와 강우량 및 잠재증발산량으로부터 나타낼 수 있으며 본 장에서는 세부 수문

성분에 대한 자세한 식은 생략하고자 한다 시간에 대한 유역의 저류량은 유입량과 유출량의 관계로.

부터 식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에서(5) . 는 단위환산계수, 는 불투수율, 는 지체시간 을(hr)

의미한다 대유역에 대한 적용을 위해 하도에 대해서도 저류함수모형을 적용하였으며 하도 저류량.

는 식 과 같다(6) .

따라서 연속형 저류함수모형은 이상의 과정을 통해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식 식 의 상미. (3) (6)～

분방정식은 수치해석기법을 이용하여 풀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간에 따른 자유수와 장력수 내의

토양수분량과 유역과 하도의 저류량을 산정하게 된다.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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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토양층 구성그림 토양층 구성그림 토양층 구성그림 토양층 구성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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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보정기법 연계실시간 보정기법 연계실시간 보정기법 연계실시간 보정기법 연계2.22.22.22.2

본 연구에서는 연속형 저류함수모형을 이용한 실

시간 홍수예측을 위해 실시간 보정기법을 적용하였

다 이를 위해 강우와 잠재증발산량 및 유출매개변수.

들에 대해 예측시간의 값을 추정하여 연속형 저류함

수모형 적용함으로써 식 의(3) (6)～  ,  ,  , 의

상태변수들에 대한 예측시간의 앙상블 멤버를 생산

할 수 있다 이들 상태변수의 평균과 오차는 칼만 필.

터링 기법을 이용하여 갱신 과 예측(updating)

하게 된다 그림 는 상태변수에 대한 갱(predicting) . 2

신과 예측에 대한 관계식을 나타낸 것이다.

대상유역 현황 및 수계망 구성대상유역 현황 및 수계망 구성대상유역 현황 및 수계망 구성대상유역 현황 및 수계망 구성3.3.3.3.

낙동강유역은 홍수조절용 댐의 용량부족으로 인해 빈번한 홍수

피해를 겪고 있으므로 비구조적 방법을 통한 홍수예방 및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유역을 대상유역으.

로 선정하였다 소유역 구성을 위해 낙동강 홍수예경보시스템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유역 분할형태를 조사하였다 낙동강 홍수예보시.

스템은 년 낙동강 홍수통제소가 개소 당시의 수문관측소를1987

기준으로 소유역과 하도를 각각 개 유역으로 구성하였으며43

년도에 증가된 수위관측소와 우량관측소를 고려하여 개2004 114

소유역으로 재구성 한 바가 있다 현재 낙동강유역은 앞서 언급된.

개 소유역으로 구성된 유역 형태에 대해 홍수예보시스템을 운114

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실시간 홍수예보 시

스템에서는 과도한 소유역 분할은 계산시간을 길게 하고 각 소유

역마다의 실질적인 홍수예측을 수행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

어 기존 소유역 구성형태인 개 소유역 개 하도로 유역을 구43 , 32

성하였다 그림 은 개 소유역 분할 현황을 도시한 것이다. 3 43 .

적용 및 결과적용 및 결과적용 및 결과적용 및 결과4.4.4.4.

수문자료 구축수문자료 구축수문자료 구축수문자료 구축4.14.14.14.1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유역내 위치한 수위관측소 중 홍수기준지점에 해당하는 낙동 왜관 현풍, , ,

동촌 진동 삼랑진 구포의 개 지점과 주요 지류 개 지점을 합한 개 지점을 유출모의결과 평가, , , 7 8 15

및 상태변수 갱신을 위한 지점으로 지정하였다 이들 수위관측소 지점에 대한 시 유량 및 대상유역.

내 시 강우자료는 낙동강 홍수통제소로부터 수집하였으며 기상자료는 기상청으로부터 수집하였다.

그림 소유역 분할 현황그림 소유역 분할 현황그림 소유역 분할 현황그림 소유역 분할 현황3.3.3.3.

그림 소유역 분할 현황그림 소유역 분할 현황그림 소유역 분할 현황그림 소유역 분할 현황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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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추정매개변수 추정매개변수 추정매개변수 추정4.24.24.24.2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산정이 어려운 매개변수들을 추정하기 위해 앞서 수집된 수문자료를

이용하여 매개변수를 추정하였다 보정기간 에 대해 매개변수를 추정하고 검정기간. (2006.7.1 8.18)～

에 대해 추정된 매개변수를 그대로 적용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의 정확도를 평가하였(2007.8.1 9.30)～

다 그림 와 는 각각 보정기간과 검정기간에 대해 개 수위관측소 지점에 대해 관측치와 모의. 4 a) b) 15

치를 비교한 결과이다 보정기간의 경우 대체로 관측지점의 연속적인 시 유량에 대해 모의치가 유사.

하게 거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낙동강 홍수기준지점에 해당하는 관측소 중 구포 를. (M15)

제외한 낙동 왜관 동촌 현풍 진동 삼랑진 지점은 모의치가 관(M04), (M06), (M07), (M08), (M12), (M14)

측치를 상당히 유사하게 모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상류에 댐이 위치한 관측소에 대해서. ,

오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유량자료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본류의 개 지점들에 대해 보정기. 5

간동안의 모형효율성계수를 분석한 결과 낙동 왜관 현풍 진동 삼랑진 으로0.94, 0.91, 0.95, 0.96, 0.90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검정기간의 경우도 지류의 경우는 오차가 크게 나타나나 본류지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의치가

관측치와 잘 부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정기간의 모형효율성계수는 낙동강 왜관 현풍. 0.90, 0.89,

진동 삼랑진 으로 보정기간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관측지점이 존재하나 관측치에 비0.95, 0.88, 0.90

해 대체로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정기간a) (2006.7.1 8.18)～ 검정기간b) (2007.8.1 9.30)～

그림 연속형 저류함수모형 매개변수 추정 결과그림 연속형 저류함수모형 매개변수 추정 결과그림 연속형 저류함수모형 매개변수 추정 결과그림 연속형 저류함수모형 매개변수 추정 결과4.4.4.4.

홍수량 예측홍수량 예측홍수량 예측홍수량 예측4.34.34.34.3

앞서 개발된 연속형 저류함수모형과 실시간 보정기법을 이용하여 시간 유출량 예측을 수행하였1

다 이때 예측 강우자료는 전 시간대의 관측강우자료와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하였다. , AR(1) .

기법을 이용하여 실시간 보정을 할 경우 관측유량자료에 대한 오차 설정은 상태변Kalman filtering

수 갱신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예측결과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금회 연구에서는.

양질의 관측유량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낙동 왜관 현풍 진동 삼랑진 지점은 관측유량의, , , ,

오차가 나머지 지점의 관측오차는 범위에서 오차를 적용하였다10%, 50 70% .～

그림 는 보정기간과 검정기간에 대한 시간 홍수량 예측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 지점별로 정5 1 .

도의 차이는 있으나 본류 홍수기준지점 중 구포 지점을 제외한 낙동 왜관 현풍(M04), (M06), (M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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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삼랑진 은 유출거동 뿐만 아니라 첨두시간에서도 매우 유사한 거동을 보이는 것으(M12), (M14)

로 나타났다 이상의 두 기간에 대한 예측결과로부터 대유역의 실시간 홍수량 예측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정기간a) (2006.7.1 8.18)～ 검정기간b) (2007.8.1 9.30)～

그림 선행시간 시간의 홍수량 예측 결과그림 선행시간 시간의 홍수량 예측 결과그림 선행시간 시간의 홍수량 예측 결과그림 선행시간 시간의 홍수량 예측 결과5. 15. 15. 15. 1

결론결론결론결론5.5.5.5.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홍수예측을 위한 도구로서 기존의 사상형 저류함수모형 이용에 대한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저류함수모형을 연속형 저류함수모형으로 개선하였으며 실시간 홍수예측

을 위해 앙상블 칼만 필터링 기법을 적용하여 실시간 보정을 수행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또한.

낙동강유역과 같은 대유역에 대한 적용성을 평가하였으며 홍수예측을 위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

다 향후 정확도 평가 및 레이더와 수치예보자료를 이용한 예측강우 연계를 통해 기 개발된 시스템.

을 개선하고자 한다.

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가 출연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위탁시행한 건설기술혁신사업(08

기술혁신 에 의한 차세대홍수방어기술개발연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F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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