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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정 방법론과 모의 홍수수문곡선의 평가

Parameter Calibration of Storage Function Model and Flood Forecasting
(1) Calibration Methods and Evaluation of Simulated Flood Hydrograph

송재현*·김형수**·홍일표***·김상욱****

Song, Jae Hyun·Kim, Hung Soo·Hong, Il Pyo·Kim, Sang Ug

·····························································································································································································································

Abstract

The storage function model (SFM) has been used for the flood forecasting in Korea. The SFM has a simple calculation pro-

cess and it is known that the model is more reasonable than linear model because it considers non-linearity of flood runoff.

However, the determination of parameters is very difficult. In general, the trial and error method which is an manual cali-

bration by the decision of a model manager. This study calibrated the parameters by the trial and error method and optimi-

zation technique. The calibrated parameters were compared with the representative parameters which are used in the Flood

Control Centers in Korea. Also, the evaluation indexes on objective functions and calibration methods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of simulation efficiency. As a result, the Genetic Algorithm showed the smallest variation in objective functions and,

in this study, it is known that the objective function of SSR (Sum of Squared of Residual) is the best one for the flood fore-

casting. 

Keywords : storage function model, optimization technique, objective function, evaluation index

·····························································································································································································································

요 지

현재 국내의 홍수예보시스템의 예측 모형으로 저류함수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저류함수모형은 계산절차가 간편하고 홍수유

출의 비선형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선형모형보다 합리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저류함수모형을 실제 홍수사상

에 적용하는데 있어 매개변수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저류함수모형의 매개변수 보정을 모형 운영자의 주관적인 판단

아래 시행착오에 의한 수동보정 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홍수통제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류함수 모형의 대표(

평균) 매개변수와 시행착오법(Trial & Error Method) 그리고 최적화기법(Optimization Technique)에 의해 보정된 매개변수

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모의효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목적함수별, 보정방법별로 평가지표들을 산정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적화기법의 하나인 유전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이 목적함수에 따른 변동성이 가장 적었으며, 목적함수

로는 SSR(Sum of Squared of Residual)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핵심용어 : 저류함수모형, 최적화기법, 목적함수,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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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지리적, 기후적 특성으로 매년 장마와 태풍 등

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홍수 때문에 엄청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겪고 있다. 홍수로 인한 재해규모는 산업시설과 경제

규모가 커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더욱 커지는 경향

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개발과 하천개수 등으로 인

한 도시형 홍수의 유발과 내수침수의 증대 등 그 피해내용

도 다양화되고 있다. 홍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댐 건설이나 하천제방 축조 등과 같은 구조물에 의한 직접

적인 홍수대책 외에 비구조물에 의한 대책의 하나인 홍수예

경보의 정확성을 높여서 홍수재난에 미리 대처하는 것도 그

피해를 경감시키는 적절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주요 하천의 홍수예경보시스템의 운영과 다목적

댐의 홍수조절관리에는 수문학적 모형의 하나인 저류함수모

형(Storage Function Model, SFM)이 사용되고 있다. 저류

함수모형을 실제 홍수유출현상에 적용하는데 있어 가장 어

려운 점은 매개변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저류함수모형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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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변수 추정방법은 홍수수문자료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

본의 이근천(利根川) 공식과 목촌(木村) 공식을 주로 사용하

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유역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매개변수들을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형의 매개변수를 결정할 때 경험식을 이용하거나

수문기술자의 판단에 의한 보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나라 유역특

성에 적합한 매개변수를 산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

지만 홍수 수문자료의 부족과 모형이 가지는 자체의 한계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

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출모형의 매개변수를 자동으로 보정하기

위하여 Pattern Search 법(심순보 등, 1992), Brent 법(이창

해, 1995), 유전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GA)을 이

용한 방법(박봉진 등, 1997), 통합저류함수모형의 퍼지제어에

의한 방법(이정규 등, 2000) 그리고 Harmony Search 법(김

종우 등, 2002)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외국에서는 유출모

형의 자동보정을 위하여 적응 임의탐색(Adaptive Random

Search, ARS) 법과 Multi-Start Simplex법(Duan 등, 1992)을

비교하였다. Shuffled Complex Evolution-University Arizona

(SCE-UA) 법(Duan 등, 1993)과 다목적최적화 알고리즘

(MOCOM-UA)이 개발(Yapo 등, 1998) 개발되었으며, GA

와 퍼지최적모형(Fuzzy Optimal Model, FOM)을 결합

(Cheng 등, 2002)한 연구 등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강 유역에 있는 미호천 유역을

대상유역으로 하여 대표(평균)매개변수, 시행착오법 그리고

최적화기법을 이용하여 매개변수를 산정하고, 그 방법들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하였다.

2. 저류함수모형

저류함수모형은 1961년 기무라(木村)에 의하여 제안한 홍

수유출모형으로 산지가 많은 유역에 적합토록 개발된 모형

이다. 이 방법은 국내와 일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계

산절차가 간편하고 홍수유출의 비선형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선형모형보다 합리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2.1 유역저류함수모형

저류함수모형은 운동방정식을 나타내는 저류함수식과 연속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역에서 저류고 sl(mm)은 유효

유출고 ql(mm/hr)의 지수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즉,

(1)

여기서 K, P는 유역에 대한 매개변수이다.

유역에 대한 연속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rave는 유역평균강우량(mm/hr)이다.

유역내의 유출역과 침투역이 홍수가 끝날 때까지 똑같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유출역에서는 전강우량을 대상으로 하

여 유출계산을 행하고 침투역에서는 포화우량을 초과하는 우

량만으로 유출계산을 하게된다. 따라서 총유출량 O(m3/sec)

는 잔유역으로부터의 직접유출량에 기저유량Oi(m
3/sec)를 더

하여 구한다(윤용남, 2001).

(3)

여기서 (km2)는 유역면적이며, (mm)은 포화점 이루의 강우

에 의한 단위유출고이다.

2.2 하도저류함수모형

하도구간에서의 홍수유출계산을 위한 연속방정식은 단일

하도로 생각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4)

하도구간내 저류량 Sl과 하류단에서의 유출량 ql사이의 관

계를 표시하는 홍수류의 운동방정식은 홍수류가 통상 부정

류이므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5)

이 식이 바로 하도의 저류함수이며 대상 하도구간의 상·

하류단에서의 동시 유량 자료가 있으면 유역의 저류함수를

구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Sl과 Ql간의 일가함수관계를 구함으

로써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 저류함수 K', P'를 산정할

수 있다.

(6)

만약 유량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대상 하도구간의 평

균하도단면형을 사용하여 식 (5)와 같은 Sl~Ql관계식을 얻게

된다. 이 관계가 성립되면 상류단에서의 유입홍수량 It를 입

력하고 식 (5)의 연속방정식에 저류함수식을 대입하여 하류

단으로부터의 유출량 Ql를 축차적으로 홍수추적법에 의해 계

산할 수 있다.

3. 최적화기법 및 목적함수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류함수법으로 유출 모의를 하

기 위하여 유역 매개변수 K, P, Tl, f1, Rsa와 하도 매개변

수 K', P', T'l  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매개변수들의

보정을 위한 방법론들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3.1 황금비율을 고려한 임의탐색

임의탐색(random search)은 단순한 접근법 중의 하나로서

이름으로도 알 수 있듯이 독립변수들을 불규칙하게 선택해

서 함수값을 반복적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만일 충분한 수의

관측자료가 사용된다면 결국 최적치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불연속하고 미분 불가능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더욱

이 이 방법은 국부적 최적치가 아닌 전체적인 최적치를 항

상 구하게 된다. 이 방법의 최대 단점은 독립변수의 수가

증가하면서 계산하는 노력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차원 탐색기법에서 이분법

보다 수렴성이 빠른 황금분할탐색법의 황금분할비율을 매개

변수의 탐색구간을 설정하는데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황금분할법은 함수값의 비교에 의하여 구간 [α1, α2]내에

s
l

Kq
l

P
=

r
ave

q
l

–
ds

l

dt
------=

O
A

3.6
------- f

1
q
l

1 f
1

–( )q
sa l,+[ ] O

i
+=

I Q
l

–
dS

l

dt
-------=

S
l

KQ
l
P' T

l
′Ql–=

S
l

K'Q
l

P
=



第26卷 第1B號 · 2006年 1月 − 29 −

서의 최소점 α*을 추정하는 것으로 우선 최소점이 있는 구

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즉 1개 이상의 매개변수를 각각 임

의탐색을 하기위한 구간을 설정하고, 설정된 구간 [α1, α2]의

내점을 β1, β2라고 하고 할 때 내점 은 

(7)

을 만족시킨다. 식 ⑺에 의해

(8)

을 얻는다. 따라서 τ는

(9)

이 된다. 이것이 황금비율(golden ratio)이라고 하며, 이 값

으로 설정된 매개변수들의 탐색구간을 축소조작을 행한다. 이

방법은 컴퓨터가 시행착오를 거쳐 최적의 값을 찾아내는 방

법으로 시행착오법에 의한 보정을 컴퓨터가 수행하도록 하였

다. 그림 1은 알고리즘의 기본 형태이다.

3.2 Rosenbrock

Rosenbrock 법은 도함수의 계산이 곤란한 경우 목적함수

의 값만을 이용하는 직접탐색법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이

다. 목적함수 f(x)에 있어서, 각 축의 방향에 평행한 단위벡

터 ti(i=1,2,…n)를 택하고 각 축의 방향으로의 증분값을

si(i=1,2,…n)로 한다. 출발점 x0로부터 t 방향으로 탐색을 하

여 새로운 점

(10)

에 있어서의 목적함수 f(x)를 계산한다. 이때, 만약

(11)

이라면, f(x)의 값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므로, x를 택

하고 증분값 si를 α배한다. 즉,

(12)

으로 한다. 한편, 식 (11)이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를 버리

고, 의 부호를 바꾼 후 배한다. 즉,

(13)

로 한다. i = 1→ 2… → n의 순서로 모든 방향으로의 탐색

을 한다. 최초의 i = 1의 방향으로 되돌아와서 모든 방향으로

식 (11)이 성립하지 않을 때까지, 또는 한 바퀴 돌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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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임의탐색 알고리즘의 구조

그림 2. Rosenbrock 알고리즘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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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한횟수 Smax까지 반복한다. 그 다음, 벡터 ti를 Gram-

Schmit의 직교화법으로 앞에서와 같은 탐색을 ti를 구하는

최대횟수 Tmax까지 반복한다. 그림 2는 알고리즘의 기본 형

태이다.

3.3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시뮬레이티드 어닐링(simulated annealing, SA)은 금속의

풀림(annealing)이란 고체를 높은 온도에서 녹인 후에 다시

완전한 격자상태의 결정체가 될 때까지 식히는 물리적인 과

정을 말한다. 이런 과정에서 그 고체의 자유에너지(free

energy)는 최소화된다. 오랜 경험에 따르면 고체화되는 과정

에서 국부 최소점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심스럽

게 서서히 식혀야 한다고 한다. 최적화문제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과정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의 대안 중

에서 최소비용이 소요되는 대안을 선택하는 문제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비용함수(cost function)와

자유에너지간의 관계 그리고 해답과 물리적인 상태간의 관

계를 정립함으로써 물리적인 풀림과정을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화문제의 해결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법

을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이라고 한다.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은 Metropolis 알고리즘을 기본으로

하여 풀림에서의 온도를 낮추는 과정을 덧붙여서 얻은 방법

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때 온도는 알고리즘의 제어 매개변수

(control parameter)의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실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의 기본 형태는 그림 3과 같다.

INITIALIZE에서는 단지 초기온도(T), 초기해(X), 초기반복

수(L)를 설정해 주는데 여기서 L은 Metropolis 알고리즘에서

의 고정된 온도T에서 평형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필요한 반

복수에 해당하는 매개변수이다. 알고리즘 SA는 두 개의 반

복루프를 가지고 있는데 초기 값들이 설정된 후 외부루프에

서 우선 T를 고정시키고 내부루프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현

재의 해와 근접한 새로운 해(Y)를 만들어서(PERTURB) 새

로운 해의 목적함수의 값이 현재 해의 그것보다 작으면 무

조건 새로운 해를 현재 해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에도 무조건 기각하지는 않고 적절한 확률로 새로운 나쁜

해를 현재 해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L회 반복하게 된다. 그

후 외부루프에서 T를 약간 낮추고 필요하면 L을 적절히 수

정하여(UPDATE) 주고 다시 내부루프의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내부루프에서 현재 해보다 더 높은 비용 함수 값을 갖는

해도 받아들일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국부 최소점에서 빠

져나올 수 있게 하여 전역 최소점을 찾아갈 가능성을 주게

된다. 외부루프에서 T를 낮추는 과정이 바로 풀림에서의 냉

각과정에 해당하는데 국부 최소점에 빠져버리지 않도록 충

분히 느리고 주의 깊게 낮추어야 할 것이다. 외부루프의 중

단시점은 풀림에서 충분히 냉각된 기저상태(ground state)에

해당하는 최소 비용함수 값이 얻어졌을 때로 설정해야 하지

만 이 상태를 실제로 판정하기가 불가능하여 실제로는 근사

적으로 설정하게 된다.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알고리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로 반복을 계속함에 따라 얻어지는 해들이 최적해에 수렴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3.4 유전자 알고리즘

유전학(genetics)은 생물학(biology)적인 용어이며, 생물학에

서는 좋은 유전자를 갖는 부모가 보다 나은 자식을 생산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유전자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의 기초를 이루고 있어서 보다 좋은 해

를 갖는 개체의 생존확률을 높게 할 경우 다음 세대의 개체

집단은 보다 좋은 개체들로 구성될 것이라는 것을 기본 가

정으로 하고 있다. 

유전자 알고리즘은 문제의 잠재해를 표현한 개체들로 이루

어진 모집단을 가지고 시작한다. 모집단은 매 세대마다 일정

수의 개체를 유지하고 매 세대에서 각 개체의 적응도

(fitness)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 다음 세대에 생존할 개체들

을 확률적으로 선별한다. 선별된 개체들 중 일부의 개체들이

임의로 짝을 지어 교배하여 자손을 생성한다. 이 때 교차

(crossover)에 의해 부모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상속되고 돌연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 자손은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형질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잠재해들은 평균적

으로 전 세대 보다 더 좋아진다고 본다. 이러한 진화과정은

종료조건을 만족할 때가지 반복한다. 이러한 과정을 정리하

면 그림 4와 같다. 여기서 P(t)는 세대 t에서의 모집단을 나

타낸다.

그림 3. SA 알고리즘의 구조 그림 4. GA 알고리즘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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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알고리즘의 요소로는 표현, 초기모집단, 적응도 평

가, 선별, 유전연산자, 유전파라메터 등이 있다.

3.5 목적함수

목적함수는 모형거동의 측정치 역할을 하며, 그 값은 참

값에 대한 추정값의 근접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특정한 목

적함수가 다른 목적함수 보다 모형보정에 더 적절하다고 명

확하게 주장할 수 없으며, 목적함수에 따라서는 대상유역의

최상의 매개변수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매개

변수 자동보정은 모형의 매개변수에 따라서 적절한 목적함

수의 선정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홍수예보모형의 성능

및 개선 연구(건설교통부, 2005)에서 조사된 것 중 3가지

목적함수를 사용하였다. 실측유량과 계산유량의 편차의 제곱

의 합(Sum of Squared of Residual, SSR)과 편차를 실측

유량으로 나눈 값의 제곱의 합(Proportional Error of

Estimate, PEE) 그리고 Nash-Sutcliffe(NS) 계수, 이 세 가

지 방법을 이용하였다. 식 (14)~(16)은 각 목적함수를 나타

내고 있다. SSR을 살펴보면 다음의 식 (14)와 같다.

(14)

여기서, n은 자료의 수, Qo는 실측유량, Qc는 계산유량을

각각 나타낸다. 수문모의모형의 매개변수 최적화시 목적함수

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지표이다(Diskin과 Simon,

1977). 단순히 오차를 누가한다는 개념이어서 자료의 개수에

영향을 받고 이상 자료에 의한 영향이 크다(특히 고수위일

경우). 어떤 특정사상에 대해서 이 값 자체로는 모형의 재현

성이나 적합도를 판단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하겠다.

PEE에 대한 목적함수는 아래의 식 (15)와 같다.

(15)

위의 식 (15)는 편차의 크기에 따라 비중이 좌우되므로,

편차가 큰 경우 그 비중이 커지며 편차가 작은 경우에 그

비중이 작아지므로, 관측값에 더욱 중점을 둔 식으로 관측값

에 가까이 갈수록 더욱 빠른 수렴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NS 계수를 살펴보면 식 (16)과 같다. 

(16)

여기서, Qm은 실측 또는 계산유량의 평균유량이다. Nash와

Sutcliffe(1970)가 제안한 통계적 기준으로 편의를 줄일 수

있는 무차원계수이다. 목적함수 및 모형의 수행능력 평가의

지표로서도 사용되며, 모의된 수문곡선이 실측 수문곡선과

잘 일치할수록 0에 가까워지는 단순명료한 성질이 있다. 이

기준은 무차원양으로서 자료의 개수에 관계없이 절대적 평

가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그동안 그 우수성

이 인정되어왔다. 위의 식에서 실측유량과 평균유량의 잔차의

제곱의 합은 “오차의 분산(residual model variance)”이고, 실

측유량과 계산유량의 잔차의 제곱의 합은 “실측유량의 초기분

산”(initial variance for the discharge)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Nash와 Sutcliffe는 적합한 정도의 단순성을 지닌 모형을 선택

하는데 있어서 이 기준을 적극 활용하였다.

4. 대상유역 및 적용

4.1 대상유역

본 연구에서의 대상유역은 미호천유역으로서 이 유역은 금

강 유역의 북쪽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역의 북쪽 및

동쪽은 한강 유역, 북서쪽은 안성·삽교천 유역, 남쪽은 금

강 잔유지역과 접하고 있으며 그 유역면적은 1850 km2로서

금강 전 유역면적의 18.8%를 점하고 미호천의 유로연장은

87.3 km이다. 그림 5는 미호천 유역의 유역도와 유출모식도

이다. 유역도에 있는 번호들과 유출모식도의 번호들은 소유

역 번호를 나타내고, 유출모식도의 네모안의 기호들은 하도

의 지점명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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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미호천유역 유역도와 유출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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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매개변수 최적화

미호천 유역은 각각 6개의 소유역과 하도로 분할되어 있

으며, 각 소유역은 유역매개변수(K, P, Tl, f1, Rsa) 5개 그

리고 각 하도는 하도매개변수(K', P', T 'l ) 3개가 존재하며,

총 48개의 매개변수가 있다. 저류함수모형으로 각 소유역과

하도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각 소유역 및 하도에 수위관측소

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림 5에서 보는바와 같이 현재

각 소유역 모두 완벽히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미계측

소유역 및 하도를 포함한 미호천 유역의 각 소유역과 하도

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① 소유역 번호 22, 23번은 각각 청주, 옥산의 수위관측

소가 존재하므로 보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기 2개의 소유

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정을 실시한다.

② 소유역 번호 19, 20, 21번과 하도 G1, G2의 경우 증

평과 오창 수위관측소가 있으나 2002년에 개설되어 보정시

활용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북일 수위관측소의 관측값으로

보정을 실시한다.

③ 마지막으로 소유역 번호 24번과 하도 G3, H, I, J1은

석화 수문관측소의 관측값으로 보정을 실시한다.

북일 관측소를 기준으로 상류 지역을 ‘미호천 1’, 소유역

번호 22번을 ‘미호천 2’, 소유역 번호 23번을 ‘미호천 3’

그리고 나머지 하류 지역을 ‘미호천 4’라 지칭한다. 매개변

수를 보정하기 위한 홍수사상으로는 1995~2001년까지의 총

4개의 사상으로 보정을 실시하고, 2003년의 홍수사상으로 검

정을 실시하였다. 적용된 홍수사상에 대한 자료와 특성은 다

음 표 1과 같다.

4.3 적용 및 결과

저류함수 모형을 미호천 유역에 적용하여 유출량을 보정하

였다. 이 때 매개변수들의 기본 값은 용담댐 및 미호천에

표 1. 모형에 적용된 홍수사상에 대한 자료 및 특성

자료기간
(월-날짜-시간)

자료수
(개)

소유역별  총 강우량 북일 청주 옥산 석화

소유역
번호

강우량
(mm)

첨두
수위
(m)

첨두
유량

(CMS)

첨두
수위
(m)

첨두
유량

(CMS)

첨두
수위
(m)

첨두
유량

(CMS)

첨두
수위
(m)

첨두
유량

(CMS)

08-24-00 
~08-28-23

120

19 249.71

6.58 3062.41 4.59 1083.98 4.78 1440.82 8.96 3856.62

20 362.00

21 341.30

22 390.53

23 292.28

24 415.66

06-29-00 
~07-03-23

120

19 125.97

4.55 1082.89 3.06 365.21 3.06 473.57 6.48 2244.77

20 122.00

21 136.55

22 161.88

23 102.76

24 193.65

08-01-00 
~08-05-23

120

19 172.29

4.83 1309.79 2.14 132.85 3.22 499.27 6.34 1763.57

20 174.00

21 163.65

22 96.96

23 117.88

24 133.13

06-28-00 
~07-02-23

120

19 93.40

3.79 672.85 1.54 61.1 2.35 198.93 4.27 881.93

20 96.00

21 98.36

22 62.54

23 115.43

24 79.59

07-21-00 
~07-25-23

120

19 123.25

4.51 823.83 3.08 442.68 2.76 448.07 5.76 1653.8

20 147.00

21 141.97

22 133.65

23 128.16

24 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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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금강홍수예경보 시스템 개선(건설교통부, 2003)에서 제

시한 값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임의탐색, Rosenbrock, 시뮬

레이티드 어닐링 그리고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제시

한 3가지의 목적함수로 보정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수 보정에

사용된 각 보정방법별 목적함수의 값은 다음 표 2~5에 나타

내었으며, 그림 6~9는 목적함수별 보정수문곡선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림 6~9에서 가로축의 1, 2, 3, 4는 각각 임의탐

색, Rosenbrock,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유전자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매개변수 보정에 사용된 목적함수들의 값을 보정방법별로

살펴보면 임의탐색 법의 경우 미호천 4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그 이외의 다른 방법들은 비

교적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목적함수 값들로만 보았을

경우 유전자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2. 보정방법별 목적함수의 값 (미호천 1)

홍수사상 목적함수
보정방법

임의탐색 Rosenbrock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유전자 알고리즘

1995

SSR

1.03×10
10

4.37×10
7

2.44×10
6

7.08×10
6

1997 1.36×10
6

2.54×10
6

9.63×10
5

2.68×10
5

1999 8.70×10
6

3.37×10
6

6.78×10
5

7.89×10
5

2001 1.60×10
6

1.61×10
6

2.03×10
5

9.98×10
4

1995

PEE

5.16×10
5 65.82 10.81 45.23

1997 151.96 51.42 41.28 46.03

1999 540.61 33.90 23.45 23.93

2001 43.40 64.57 42.69 42.17

1995

NS

196.70 1.63 0.68 0.52

1997 15.92 1.41 0.49 0.72

1999 6.60 1.52 0.54 0.46

2001 31.36 1.46 1.008 0.66

그림 6. 미호천 1에 대한 목적함수별 보정방법별 2001년 보정수문곡선

표 3. 보정방법별 목적함수의 값 (미호천 2)

홍수사상 목적함수
보정방법

임의탐색 Rosenbrock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유전자 알고리즘

1995

SSR

1.65×10
7

7.26×10
5

5.60×10
5

6.0×10
5

1997 1.09×10
6

2.25×10
4

1.82×10
4

1.89×10
4

1999 3.02×10
6

4.66×10
3

5.16×10
3

4.83×10
3

2001 2.68×10
4

2.29×10
3

6.81×10
3

2.28×10
3

1995

PEE

4.17×10
3 25.11 18.29 20.84

1997 1.99×10
4 53.55 50.82 50.48

1999 4.29×10
3 35.60 68.59 58.29

2001 45.24 43.84 42.07 41.36

1995

NS

14.46 2.14 0.83 0.89

1997 10.23 1.44 0.73 0.77

1999 51.41 1.67 0.92 1.05

2001 80.59 1.85 1.42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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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목적함수와 보정방법별로 산정된 평균매개변수들에 의

해 검증 홍수사상을 모의하였을 경우 수문곡선으로는 수치

적인 자료가 아닌 형태로서 비교하므로 용이하지 않다. 따라

서 검증 사상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지표로서

R2(Coefficient of Determination), NRMSE(Non-dimensional

Root Mean Square Error) 그리고 EPF(Error in Peak Flow)

로 수치적인 모의효율을 비교함으로써 분석하고자 한다. R2

의 값은 0~1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 경

우 모의효율이 우수하며, NRMSE와 EPF의 경우 0에 가까

운 값을 가지는 경우 모의효율이 우수하다. 표 6~9은 목적

함수별, 보정방법별 평가지표를 나타내고 있고, 그림 10은

미호천의 주요예보지점인 석화지점에 대하여 목적함수별, 보

정방법별로 산정된 평균매개변수를 적용한 모의수문곡선과

관측수문곡선을 비교하였다. 그림 10에서 가로축의 1, 2, 3,

4는 각각 임의탐색, Rosenbrock,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유전

자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미호천 1에서 임의탐색의 경우 목적함수가 SSR인 경우에

R2 값이 0.8860, PEE인 경우에 NRMSE 값이 0.2251로

다른 방법들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목적함수별

각 평가지표의 값의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정

방법의 적용성에 있어 부적합함을 알 수 있다. Rosenbrock

법의 경우 목적함수가 SSR인 경우에 NRMSE 값이 0.2467

그림 7. 미호천 2에 대한 목적함수별 보정방법별 1997년 보정수문곡선

표 4. 보정방법별 목적함수의 값 (미호천 3)

홍수사상 목적함수
보정방법

임의탐색 Rosenbrock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유전자 알고리즘

1995

SSR

7.50×10
8

1.38×10
7

1.13×10
7

1.56×10
7

1997 1.0×10
6

1.64×10
5

2.70×10
4

2.77×10
4

1999 8.21×10
5

2.02×10
5

1.30×10
5

9.03×10
4

2001 6.13×10
4

4.12×10
4

3.24×10
4

1.34×10
4

1995

PEE

5.14×10
7 66.67 149.83 2.83×10

3

1997 7.58×10
4 61.25 55.84 55.64

1999 1.24×10
4 49.87 44.29 46.85

2001 2.38×10
5 40.27 45.27 34.68

1995

NS

70.79 2.29 1.16 1.19

1997 9.38 1.39 0.69 0.82

1999 7.30 1.44 0.71 0.66

2001 237.81 1.41 6.48 4.82

그림 8. 미호천 3에 대한 목적함수별 보정방법별 2001년 보정수문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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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다른 방법들 보다 좋은 값을 나타내었지만 전반적으로

평가지표의 값이 부적합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의 경우 목적함수가 SSR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목

적함수들에 대해서는 좋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마지막

으로 유전자 알고리즘의 경우 목적함수가 PEE, NS인 경우

각각 EPF 값이 0.1020, 0.1674로서 가장 좋은 첨두유량을

모의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모의 효율이 다른 방법들에 비하

여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미호천 2에서는 모든 보정방법들이 EPF의 값이 좋지 못

하였다. 이는 첨두유량의 값에 대한 오차가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목적함수가 SSR인 경우 R2 값이 보정방

법들 모두 적합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NRMSE 값의 경우

모든 보정방법들이 적합한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모든 경우

에 있어서 관측수문곡선의 형태에 대한 모의는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호천 3에서는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의 경우가 모든 목적

함수에 대한 R2 값이 각각 0.9413, 0.9250, 0.8975로서 다

른 보정방법들에 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표 5. 보정방법별 목적함수의 값 (미호천 4)

홍수사상 목적함수
보정방법

임의탐색 Rosenbrock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유전자 알고리즘

1995

SSR

2.99×10
7

2.55×10
7

2.31×10
7

1.67×10
7

1997 3.22×10
6

2.57×10
6

1.05×10
6

9.06×10
5

1999 1.06×10
6

3.06×10
5

1.11×10
5

1.42×10
5

2001 4.40×10
5

1.24×10
5

3.84×10
4

4.67×10
4

1995

PEE

42.14 11.50 11.32 12.09

1997 25.40 5.52 5.22 2.74

1999 9.51 9.76 8.89 7.57

2001 8.20 6.51 4.89 4.40

1995

NS

2.53 0.22 0.28 0.29

1997 0.94 0.67 0.17 0.18

1999 0.67 0.02 0.15 0.13

2001 1.02 1.26 0.20 0.16

그림 9. 미호천 4에 대한 목적함수별 보정방법별 1999년 보정수문곡선

표 6. 목적함수별, 보정방법별 평가지표 (미호천 1)

목적함수
평가지
표

보정방법

임의탐색 Rosenbrock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유전자 알고리즘

SSR

R
2

0.8860 0.6674 0.8591 0.8340

NRMSE 0.3388 0.2467 0.3326 0.3044

EPF 0.2269 0.4899 0.1348 0.2519

PEE

R
2

0.5935 0.7488 0.7209 0.9009

NRMSE 0.2251 0.2593 0.2464 0.3497

EPF 0.5773 0.4365 0.4790 0.1020

NS

R
2

0.3774 0.5957 0.4265 0.8071

NRMSE 0.2447 0.2325 0.1906 0.2756

EPF 0.5546 0.5455 0.6318 0.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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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목적함수별, 보정방법별 평가지표 (미호천 2)

목적함수 평가지표
보정방법

임의탐색 Rosenbrock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유전자 알고리즘

SSR

R
2

0.9094 0.9306 0.8581 0.9383

NRMSE 0.1625 0.1146 0.1291 0.1182

EPF 0.3479 0.5074 0.5804 0.4871

PEE

R
2

0.6491 0.8649 0.8848 0.6618

NRMSE 0.0996 0.0893 0.1111 0.0544

EPF 0.6706 0.7025 0.6183 0.8221

NS

R
2

0.5795 0.5143 0.4270 0.4315

NRMSE 0.1008 0.0700 0.0945 0.1014

EPF 0.7296 0.8100 0.7440 0.7386

표 8. 목적함수별, 보정방법별 평가지표 (미호천 3)

목적함수 평가지표
보정방법

임의탐색 Rosenbrock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유전자 알고리즘

SSR

R
2

0.8669 0.9405 0.9413 0.6837

NRMSE 0.2264 0.1969 0.2683 0.1463

EPF 0.3757 0.3226 0.1569 0.6385

PEE

R
2

0.6586 0.7386 0.9250 0.9013

NRMSE 0.1541 0.1186 0.1392 0.1608

EPF 0.6305 0.7045 0.5584 0.5014

NS

R
2

0.8173 0.6478 0.8975 0.7273

NRMSE 0.2248 0.1126 0.1599 0.1354

EPF 0.4276 0.7357 0.5320 0.6449

표 9. 목적함수별, 보정방법별 평가지표 (미호천 4)

목적함수 평가지표
보정방법

임의탐색 Rosenbrock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유전자 알고리즘

SSR

R
2

0.9437 0.9801 0.9769 0.9367

NRMSE 0.3546 0.3408 0.3430 0.3393

EPF 0.0615 0.0253 0.0046 0.0055

PEE

R
2

0.8917 0.9738 0.9470 0.9375

NRMSE 0.3571 0.3452 0.3477 0.3558

EPF 0.0972 0.0207 0.0686 0.1018

NS

R
2

0.9097 0.9783 0.9697 0.9717

NRMSE 0.3507 0.3409 0.3527 0.3495

EPF 0.0219 0.0292 0.0542 0.0343

그림 10. 석화지점에 대한 목적함수별 보정방법별 2003년 관측, 모의수문곡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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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함수 SSR인 경우에 EPF 값이 0.1569로서 첨두유량에

대한 모의효율이 다른 보정방법들에 비하여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을 제외한 나머지 방법들의

경우에는 모두 좋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미호천 4에서는 목적함수별, 보정방법별 모든 평가지수의

값이 적합한 값을 나타내었다. 그 중에서 Rosenbrock 법의

평가지표가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미호천 유역에 대하여 목적함수별, 보정방법별 보

정한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모의효율을 평가한 결과 목적함

수에 따른 보정방법에 있어서 가장 좋은 효율을 보이는 유

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보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호천 2와 3에서는 모든 보정방법

들에 대하여 적합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미호천 2와 3은

소유역 번호 22번과 23번으로 2003년 검증 홍수사상의 기

간 동안에 유출량이 적었으며, 이것은 토양수분조건이 일반

적으로 홍수기(AMC-III)의 1차유출율(f1)과 포화우량(Rsa)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호천 유역에 홍수예보모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저류함수모형의 매개변수 보정에 대해 임의탐색 법,

Rosenbrock 법,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그리고 유전자 알고리

즘의 보정방법을 이용하였고, 이들 보정방법별로 SSR, PEE,

NS의 세 가지 목적함수들을 산정하여 모형의 보정에 가장

효율적인 목적함수를 선정하였다. 또한 모형의 적합성을 판

단하는 기준으로 세 가지 평가지수(R2, NRMSE, EPF)를

이용하여 모의 홍수수문곡선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하였다.

보정방법과 목적함수에 따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정방법들을 비교 분석하면

1. 임의탐색 법의 경우 임의탐색이라는 방법 자체의 불확실

성이 내포하여 평가지표의 값의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보정방법의 적용성에 있어 부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2. Rosenbrock 법의 경우 매개변수가 많은 미호천 1의 경

우 보정시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국

부 최적값에 빠질 수 있는 방법 자체의 단점과 방법 자

체의 제어변수들에 대한 조정이 매우 힘들었다. 따라서 보

정방법으로서 부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3.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의 경우 전역 최적값을 얻는 장점이

있지만, 제어변수들에 대한 확립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적용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 이 방법의 경우

제어변수에 대한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보정방법으

로서 적합할 것으로 보이나 이번 연구에서는 부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4. 마지막으로 유전자 알고리즘의 경우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과 마찬가지로 전역 최적값을 얻으며, 기존의 연구들에서

보정방법으로서의 적용성이 입증된 방법으로서 이번 연구

에서도 가장 적합한 보정방법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유

전자 알고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알고리즘을 사용

하였으므로 더욱 개선된 유전자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면 더

욱 좋은 결과와 빠른 수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적함수들을 비교 분석하면

1. SSR의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목적함수로서 현

재까지 많은 보정방법에 사용되었으며, 이번 연구에서도

보정시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보정방법에 따른

변동성이 가장 적었다. 하지만 첨두값에 대한 보정이 항상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미호천 2에서의 보정에서 이상

자료에 대한 영향으로 보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단

점을 나타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첨두값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사료된다.

2. PEE의 경우 SSR와 NS보다 크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는 않았지만 첨두값에 대한 보정이 다른 목적함수에 비하

여 좋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3. NS의 경우 이 목적함수는 주로 모형의 수행능력의 평가

의 지표로 사용된 것으로 이번 연구에 목적함수로 사용하

였지만 보정방법에 따른 변동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저류함수모형과 같은 단일사상모형 보정시에는

목적함수로서 부적합 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비교 분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보정방법과 목적함

수에 있어서 유전자 알고리즘과 SSR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미호천 2와 3에서 나타난 문제점에서 비추어

볼 때 저류함수모형의 매개변수 1차유출율(f1)과 포화우량

(Rsa)이 매우 변동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소유역에 대한 지질학적인 요소와

토양수분조건 그리고 강우사상 규모에 따른 1차 유출율과

포화우량의 보정을 수행하여 적용한다면 가장 적합한 1차

유출율과 포화우량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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