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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SCE-UA(Shuffled Complex Evolution-University Arizona) 매개변수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TANK 모형의 매개변수를 추정할 경우 SCE-UA 기법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실제 관측유량에 대해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임의매개변수를 4단 TANK 모형의 유출결과를 관측치로 가정하고 역으로 SCE-UA 기법을 이용하여 전역

최적해 추정 능력을 검증하였다. 또한 실제 유역에 대한 적용성 평가를 위해 소양강 댐 상류 유역을 대상유역으로 선정

하였으며 관측유량을 보정과 검정기간으로 나누어 추정된 매개변수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향후 수문성분 분리 과정을

통해 각 유출 성분별 매개변수 최적화를 수행하고자 하며 이러한 결과는 유출 성분자료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보다 정

확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SCE-UA, Tank 모형, 매개변수 최적화, 목적함수, 유출성분분리

1. 서론

강우-유출과정을 자연현상에 가깝게 모의하기 위해 개발된 수문모형들은 모형 고유의 매개변수들

을 포함하고 있는데 정확한 유출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유역의 유출특성을 반영하는 유역 고유의

매개변수 추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선형 수문모형의 매개변수들은 이론적으로 계

산해 낼 수 없는 미지의 값들이므로 기지의 강우와 유출 자료를 이용하여 가능한 한 정확하고 신뢰

성 있게 추정하여야 한다.

모형의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시행착오에 의한 수동보정(manual calibration)과 최적

화 기법을 사용하는 자동보정(automatic calibration)이 있다. 일반적으로 작은 수의 매개변수 보

정은 실측치와 모의치의 수문곡선을 비교하거나 오차를 최소화하는 시행착오법과 같은 수동보

정이 가능하나, 다수의 매개변수의 보정은 매개변수 상호간섭을 고려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매개변수 추정을 위해서는 모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한편 자동보정 방

법은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목적함수를 최대, 최소화하여 매개변수를 자동으로 추정함으로써

모형 사용자가 다르더라도 동일하고 객관적인 매개변수 추정이 가능하나 관측유량과 모의유량

간의 통계치 만을 이용하고 있어 물리적 특성을 가지는 매개변수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역최적화 기법인 SCE-UA 기법을 개념적 수문모형인 Tank 모형의 자동보

정에 적용하였으며, 합성자료(synthetic data)를 이용하여 전역 최적해 탐색 여부를 파악하는 최

적화 모형의 검증을 실시하고, 소양강 댐 상류유역의 관측 댐 유입량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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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및 검정하였다.

2. Tank 모형의 개요

Tank 모형은 일본의 Sugawara가 1961년 처음 개발한 모형으로 유역을 여러 개의 저류형 탱크로 가정

하여 강우-유출 과정을 모형화 한 것으로 하천유출과 관련된 일종의 개념적 수문모형이다. 일반적으로 장기

유출에 사용되는 4단 Tank 모형은 유역 대수층의 구조에 대응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유출현상은 다

음과 같다.

Tank 모형에서 강우는 상부 첫 번째 탱크로 유입되며, 이때 탱크의 유출공의 높이에 따라 유출이 발생

한다. 그 후 1단탱크에 남아있던 강우는 증발산이 발생하고 나머지는 2단탱크로 침투하며 이는 1단 탱크의

바닥면에 붙어있는 침투공에 대응한다. 이와 같은 매커니즘으로 4단탱크까지 강우가 전달되어 유출이 발생

한다. 4단 Tank 모형의 매개변수는 표 1과 같이 총 16개이며 각 단의 초기 저류고 4개는 유량자료를 이용

하여 산정할 수 있고, 수문자료로부터 산정할 수 없는 나머지 매개변수들은 각 변수들이 갖는 물리적 의미

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건설교통부, 1997).

그림 1. Tank 모형의 유출 개념도 (배덕효 등, 2003)

표 1. Tank 모형의 매개변수

구분 1단탱크 2단탱크 3단탱크 4단탱크

유출공계수
상부 A11

A2 A3 A4
하부 A12

유출공높이
상부 H11

H2 H3 -
하부 H12

침투공계수 B1 B2 B3 -

탱크저류고 TANK1 TANK2 TANK3 TANK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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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적화 기법

3.1 SCE-UA법

SCE-UA(Shuffled Complex Evolution method developed at The University of Arizona) 기법

은 Nelder와 Mead(1965)의 Simplex법, Controlled random search법(Price, 1987), 경쟁적 진화

(Holland, 1975) 등의 기존 탐색기법의 장점에 집합체의 혼합(complex shuffling)이라는 새로운 개

념을 도입한 전역최적화 기법이다. SCE-UA법은 가능해 공간에서 무작위 추출을 통해서 초기 모

집단(population)을 형성한다. 적합매개변수 공간은 매개변수들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를 정의

하여 결정되며, 초기 집단의 무작위 추출 후에 2n+1(n:최적화할 매개변수 개수)개의 점으로 구성

된 집합체로 분할된다. 각각의 집합체는 Simplex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목적함수를 최소화하는 방

향으로 독립적으로 진화하며, 진화과정 중 얻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혼합되어 새

로운 집합체를 형성하고, 수렴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반복적 모의를 수행하여 전체 매개변수 공간

에 대한 최적 해를 찾게 된다.

3.2 목적함수

수문모형거동의 측정치 역할을 하는 목적함수는 관측유출량과 모의유출량간의 근접정도를 나타

낸다. 그러나, 특정한 목적함수가 다른 목적함수 보다 모형보정에 더 적절하다고 명확하게 주장할

수 없으며, 목적함수에 따라서는 대상유역의 최적의 매개변수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모의값과 관측값의 차의 제곱의 합과 Nash-Sutcliffe 계수를 목적함수로 사용하였다.

식 (1)은 관측치와 모의치의 편차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목적함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유량

의 제곱의 차원을 가지므로 관측 및 모의된 유량의 첨두값(peak flow)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식 (2)는 Nash-Shutcliffe 계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관측치와 모의치의 차이를 관측치의 분산정

도에 대해 나타낸 값으로 관측치의 분산 정도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관측치와 모의치의 차이가 적

어진다. ‘1’에서 관측치의 분산정도에 대한 관측치와 모의치의 차를 뺀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관

측치와 모의치의 차이가 적음을 나타내는 무차원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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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은 자료의 수, qi는 관측유량, ri는 모의유량, rmean은 관측유량의 평균값이다.

3.3 매개변수 추정 능력 검증

SCE-UA법의 전역 최적해 탐색 유무를 확인하기위해 자료에 오차가 없는 합성자료를 생성하여

사용하였다. 임의의 매개변수를 갖는 4단 Tank 모형의 유출결과를 관측치로 가정하고 역으로

SCE-UA 기법을 이용하여 전역 최적해 추정 능력을 검증하였다.

표 2는 SCE-UA법을 통해 추정된 Tank 모형의 매개변수 값을 초기값 및 참값과 비교하여 나

타내고 있다. 그림 2는 매개변수 A11와 H3이 최소목적함수값을 가지는 최적매개변수로 수렴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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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매개변수 추정 능력 결과

매개변수 매개변수 초기값 최적화된 매개변수 값 매개변수 참값

X1 (A11) 0.3 0.3 0.3

X2 (A12) 0.5 0.2 0.2

X3 (B1) 0.3 0.2 0.2

X4 (A2) 0.05 0.05 0.05

X5 (B2) 0.05 0.05 0.05

X6 (A3) 0.01 0.01 0.01

X7 (B3) 0.006 0.0082 0.008

X8 (A4) 0.001 0.007 0.007

X9 (H11) 30 39.9992 40

X10 (H12) 15 19.9994 20

X11 (H2) 25 9.9593 10

X12 (H3) 25 9.7064 10

(a) 1단 탱크 상부유출공계수

(b) 3단 탱크 침루공높이

그림 2. 최적매개변수로 수렴되는 과정

4. 모형의 보정 및 검정

실제 유역에 대한 적용성 평가를 위해 소양강 댐 상류 유역을 대상유역으로 선정하였으며 관측

유량을 보정과 검정기간으로 나누어 추정된 매개변수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Tank 모형의 초기

매개변수값은 건설교통부(1997)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표 3과 같다.

그림 3과 그림 4는 보정시와 검정시의 실측치와 추정치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4는 보정시와 검정시의 실측치와 추정치간의 통계적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보정기간에 비해

검정기간의 통계치가 낮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검정기간의 소양강댐 유역의 강유량과 댐유입량

을 그래프로 도시하여 검토한 결과 강우량과 실측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측자료의 신뢰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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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Tank 모형의 초기 매개변수값

구분 1단탱크 2단탱크 3단탱크 4단탱크

유출공계수
상부 0.30

0.90 0.07 0.001
하부 0.50

유출공높이
상부 40.0

10.0 10.0 0.0
하부 20.0

침투공계수 0.30 0.80 0.006 -

탱크저류고 0.0 0.0 30.0 250.0

그림 3. 관측수문곡선과 모의수문곡선의 비교(보정기간)

그림 4. 관측수문곡선과 모의수문곡선의 비교(검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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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관측-모의 일유량 통계분석

구분 기간 VE(%) ME CORR-C R
2

보정 1974년-1995년 6.59 0.80 0.89 0.80

검정 1996년-2005년 0.91 0.73 0.85 0.73

5. 결과

본 연구에서는 SCE-UA 매개변수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TANK 모형의 매개변수를 추정할 경우

SCE-UA 기법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실제 관측유량에 대해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SCE-UA 기법은 전역

최적해를 찾지만 물리적 의미를 가지는 매개변수를 추정하기 보다는 관측유량과 모의유량의 통계적 근사치

를 추정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향후 수문성분 분리 과정을 통해 각 유출 성분별 매개변수 최적화를 수

행하고자 하며 이러한 결과는 유출 성분자료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보다 정확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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