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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PC 모형을 이용한 강우-유출 모의에서 적설 및 융설 영향

Influence of Snow Accumulation and Snowmelt Using NWS-PC Model
in Rainfall-runoff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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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snow accumulation and snowmelt in rainfall-runoff modelling was analyzed for the Soyanggang dam basin by
comparing the measured and simulated discharges simulated by the NWS-PC model. Sugawara's conceptual model was used to
simulate the snow accumulation and snowmelt phenomena and NWS-PC model was employed to simulate rainfall-runoff. Param-
eters in model calibration were estimated by the Multi-step Automated Calibration Scheme and optimized using SCE-UA algorithm
in each step. The results of the model calibration and verification show that the model considering snowmelt process is better than
the one without consideration of snowmelt under the performance criteria such as RMSE, PBIAS, NSE, and PME.  The measured
discharge time series has over 60 days of persistence. Correlograms for each simulation showed that the simulated discharge with
snowmelt model reproduce the persistence closely to the measured discharge's while the one without snow accumulation and snow-
melt model reproduce only 20 days of persistence. The study result indicates that the inclusion of snow accumulation and snowmelt
model is important for the accurate simulation of rainfall-runoff phenomena in the Soyanggang dam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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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소양강댐 유역의 관측유입량과 융설 모의의 포함 유무에 따른 모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적설 및 융설 모형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사용한 융설 모형은 Sugawara 등의 개념적 융설 모형이고, 강우-유출 모형은 NWS-PC를 사용하였다. 모형의
매개변수는 다단계 자동보정법에 의해 추정하였고, 각 단계별로 SCE-UA 알고리즘에 의해 최적화되었다. 매개변수 추정시와
검증 모의에서 RMSE, PBIAS, NSE, PME 통계량은 융설을 포함한 모의가 그렇지 않은 모의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소양강댐의 관측유입량은 약 두 달 이상의 자기상관성을 나타내었고, 융설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모의된 유량시계열은 20
일 정도의 자기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융설을 포함한 경우의 모의유량 시계열은 관측 유량시계열과 유사하게 약 두 달 이상
의 자기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소양강댐 유역의 강우-유출 모의시 적설 및 융설 모형을 포함하여야 모형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핵심용어 : 융설, 수문시계열, 강우-유출 모형, 다단계자동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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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강설은 겨울철에 발달한 저기압에 의하거나 대

륙성 고기압의 차가운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양 위를

이동하며 생긴 해기차(海氣差)에 의하여 주로 발생한다. 또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한기(寒氣)를 동반한 상층기압골이 통과

할 때 발생한다(정병주 등, 2005). 이러한 강설에 의한 적설

량은 지역에 따라 많은 편차를 나타낸다. 최근 30년의 연평

균 신적설량은 태백산간 지역이 80 cm이상으로 가장 많고,

영남지역과 호남 남해안 지역이 10 cm이하로 가장 적다. 강

설이 많은 지역은 추운기간동안 눈이 쌓여 있다가 기온의

상승에 따라 눈이 서서히 녹아 유출된다. 이러한 유출은 지

하수와 지표유출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에서는 융설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배덕효와 오재호(1998), 이상호 등(2003)에 의해

이루어졌다. 배덕효와 오재호의 연구에서는 미국 국립기상청

의 온도지수 융설모형을 사용하고 강우-유출 모형으로 SAC-

SMA 모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북부산간 지역인 내린천 유

역에 적용하였다. 내린천 유역에 대한 장기유출 해석시 융설

의 영향이 큼을 밝혔다. 이상호 등의 연구에서는 강우-유출

모형으로 수정 3단 탱크모형을 융설모형으로 Sugawara 등

(1984)의 융설모형을 사용하여, 이를 소양강댐과 충주댐 유

역에 대해 적용하였다. 융설을 결합한 탱크모형에 모의된 결

과에 의하면, 융설을 고려한 경우가 확연히 관측유량에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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웠음을 밝혔다. 위와 같은 두 연구는 융설에 의한 양적인

부분만을 다루었고 적설 및 융설에 의한 수문시계열적인 영

향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유량시계열은 일반적으로 시간단위에 따른 독립성을 보이

는 강우시계열과 달리 자기상관성(auto-correlation)을 강하게

보이는 특성이 있다. 하천유량과 같은 수문자료에서의 자기

상관성은 일반적으로 지표저류, 토양저류, 지하수 저류와 같

이 연속된 기간을 통해 유역 내에 물이 계속 남아있도록 하

는 저류 효과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면 호수, 늪, 빙하와

같이 지표저류량이 큰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 유역과 대수층

이 커서 지하수 유출이 많은 유역일수록 유량의 자기상관은

커지게 된다(Salas, 1992). 따라서 국내의 경우에도 융설 유

출의 영향은 유역 내에 내린 강수량의 일부를 저류하는 효

과가 있으므로 시계열의 자기상관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양강댐 유역의 관측유입량과 융설 모의의

포함 유무에 따른 모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적설 및 융설

모형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사용한 융설 모형은 Sugawara

등(1984)의 개념적 융설 모형이고, 융설 모형의 포함 유무에

따라 NWS-PC 모형(Tabios III 등, 1986)을 사용하여 장기

간 강우-유출 모의를 각각 수행하였다. 모형의 매개변수는

다단계 자동보정법에 의해 추정하였고, 각 단계별로 SCE-

UA 알고리즘에 의해 최적화되었다. 매개변수 추정시와 검증

모의에서 4가지 통계량으로 정량적 비교를 수행하였다. 관측

유입량, 융설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융설을 포함한 경우의

모의 결과를 10일단위로 구성하여 융설의 수문시계열적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도표(correlogram)를 통해 유량시계

열의 자기상관성을 분석하였다. 

2. 융설을 포함한 강우-유출 모형 및 매개변수 최적화

2.1 융설 및 적설 모의 모형

유역의 평균 적설, 융설량은 유역내의 기상관측소에서의 일

평균기온으로부터 추정한다. 우선, 유역내의 고도에 의한 온

도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유역을 고도에 따라 적당히 분할

한다. 다음은 기상관측소 지점의 일평균기온으로부터 고도에

따른 기온저감율을 고려하여 각분할 지대의 일평균기온을 계

산, 추정한다. 일반적으로 고도가 100 m 높아짐에 따라 기온

은 0.5oC~0.6oC 저하한다(Sugawara 등, 1984). 기온이 0oC

이상이면 융설량은 기온 1oC에 대하여 일정량인 약 5 mm/

day 정도로 계산한다. 그리고 강우가 있을 경우에는 강우의

온도는 기온과 같은 것으로 가정하며, 강우에 의한 융설량은

(강우량)×(기온)/80으로 된다. 그리하여 기온에 의한 융설량

과 강우에 의한 융설량의 합은 그 지대의 융설량이 된다.

기온이 0oC이하이면 융설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적설심은

강우에 의하여 증가된다. 위와 같은 계산과정을 Fig. 1에 나

타내었으며, 적설량과 융설량에 관한 계산과정을 경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1)

여기서, DSA는 적설량(depth of snow accumulation, mm/

day), DS는 융설량(depth of snowmelt, mm/day), SMELT

는 융설 매개변수(mm/day/oC), P(t)는 강수량(mm), T(t)는

온도(oC)이다. 

2.2 NWS-PC 모형

NWS-PC 모형은 토양 함수상태 계산(SAC-SMA) 모형과

유역 및 하도 흐름에 대한 추적 모형으로 구분된다. SAC-

SMA의 모형 분류는 확정론적, 집중입력, 집중 매개변수 모

형에 속하며, 이는 수문순환과정의 토지부분에서 입력된 강

우를 하도 흐름의 유입량으로 변환시킨다. 흐름에 대한 추적

모형의 기능은 하도 유입량을 유역 또는 소유역 출구의 유

출로 추적하며, 운동파 추적법이나 단위도-Muskingum 방법

의 조합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운동파 추적법은 수리학적

방법중에서 가장 간단한 하도추적법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단위도-Muskingum 방법은 대표적인 수문학적 추적법이다.

DSA P t( )  T 0≤,=

DS SMELT T t( ) 1 80⁄( )P t( ) T t( )×+×  T 0>,=

Fig. 1 Schematic description of snowmelt computation



第28卷 第1B號 · 2008年 1月 − 3 −

따라서 운동파 추적법은 보다 정확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정확성에 반하여 요구되는 입력자료는 그만큼 많

아지게 된다(한국수자원공사, 1995).

SAC-SMA 모형은 유역을 상층부와 하층부로 구분한다

(Fig. 2). 상층부는 상부 토양층과 차단 저류지를 나타내고,

하층부는 토양수분체나 지하수체를 표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모형에는 상층부에서의 지표면 유출, 하층부에서의 지표하

유출 2가지 주요 유출성분이 있다. 이러한 유출 과정을 효

과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16개의 주요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

으며, 매개변수 추정을 위해 모형의 보정을 필요로 한다.

Table 1은 SAC-SMA 모형의 매개변수별 기능을 설명한 것

이다. 

2.3 다단계 자동보정에 의한 매개변수 최적화

NWS에서는 다양한 목적함수를 사용한 자동보정 기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왔으나 수문곡선의 시각적인 검사 결과

기저유출부가 잘 맞지 않거나 유량의 편의(bias)가 크다는

점을 발견했다. 단일단계 자동보정법(Single-step Automated

Calibration Scheme; SACS)으로 서로 다른 목적함수를 사

용하는 경우에도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무

를 담당하는 수문학자들은 자동보정법 사용의 가능성에 대

한 확신을 얻을 수 없었으므로 자동보정법의 사용을 단념하

기에 이르렀다. 다단계 자동보정법(Multi-step Automated

Calibration Scheme; MACS)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Hogue 등, 2006), 실제 NWS 하천예측

센터에서 사용하는 수동적 보정 절차와 유사하도록 수문곡

선에서 강조해야 할 부분별로 선택된 기준들을 활용하는 단

계별 과정(step-by-step)에 따라 보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였다.

MACS의 1단계는 SAC-SMA와 미국 국립기상청의 온도지

수 융설모형인 SNOW-17에서 선택된 모든 매개변수(최대

16개)를 목적함수를 사용하여 대수(對數) 편차제곱합을 최소

화하는 최적화수행 단계이다. 

(2)

여기서 은 t시간의 모의유량, 는 관측유량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유량수문곡선의 저유량 부분에 강한 가중치

를 두어 모형 하층부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들

(LZTWM, LZFSM, LZFPM, LZSK, LZPK, PFREE)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 단계는 전체 수

문곡선에 대해 저유량 기준으로 모든 매개변수들을 최적화하

므로 나머지 부분(상층부 영역)에 대한 모형 매개변수들에도

첨두를 적당히 맞출 수 있는 영역내로 느슨한 제약을 주는

데 도움을 준다.

MACS의 두 번째 단계는 고수위 유량 영역에 영향을 미

치는 매개변수들을 강조하여 보정을 수행한다. 1단계에서 추

정된 하층부 영역 매개변수들은 상수로 고정해 두고, 상층부

영역 매개변수(UZTWM, UZFWM, UZK, ADIMP, ZPERC,

REXP)에 대해 RMSE 목적함수를 사용하여 최소화에 의한

최적화를 수행한다.

(3)

여기서 N은 관측자료의 수이다. 

MACS의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수들이

얻어지면 식 (1)의 목적함수를 사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한다.

이 과정은 하층부 영역의 유출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

들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단계이다. 3단계의 결과는 1단계의

결과값들에 특별히 큰 변화를 주지는 않는다. 3단계가 완료되

고 최적값들이 매개변수별로 얻어지고 나면, 과거의 추정값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추정 매개변수들을 조정할 수 있다.

Fig. 3은 MACS 과정의 단계별 매개변수와 관련 목적함

수들을 요약한 것이다. 그림에서 흰색 바탕은 단계별로 최적

화되는 매개변수이며, 회색 바탕은 단계별로 고정되는 매개

LOG log qt
sim( ) log qt

obs( )–( )
2

t 1=

N

∑=

qt
sim

qt
obs

RMSE 1 N qt
sim

qt
obs

–( )
2

t 1=

N

∑⁄=

Fig. 2 Schematic description of SAC-SMA model (Ajami et
al., 2004)

Table 1. Functional description of the model parameters in
the SAC-SMA model

Parameter Description

UZTWM Upper zone tension water maximum storage (mm)

UZFWM Upper zone free water maximum storage (mm)

LZTWM Lower zone tension water maximum storage (mm)

LZFPM Lower zone free water primary maximum storage (mm)

LZFSM Lower zone free water supplemental maximum storage (mm)

ADIMP Additional impervious area (decimal fraction)

UZK Upper zone free water lateral depletion rate (day-1)

LZPK Lower zone primary free water depletion rate (day-1)

LZSK Lower zone supplement free water depletion rate (day-1)

ZPERC Maximum percolation rate (dimensionless)

REXP Exponent of the percolation equation (dimensionless)

PCTIM Impervious fraction of the watershed area (decimal
fraction)

PFREE
Fraction of water percolating from upper zone directly to
lower zone free water storage (decimal fraction)

RIVA Riparian vegetation area (decimal fraction)

SIDE Ratio of deep recharge to channel base flow (dimensionless)

RSERV
 Fraction of lower zone free water not transferable to lower
zone tension water (decimal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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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이고 θ는 관련 매개변수들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MACS법을 소양강댐 유역에 적용하였으며, 다음 절에 개요

를 설명하였다.

각 단계마다 다른 종류의 목적함수로 최적화하는 알고리즘

은 효율성과 정확성이 입증된 SCE-UA 방법이다. 이 방법은

미국 국립기상국의 NWSRFS(National Weather Service

River Forecasting System)의 보정모듈 중 하나이며, 최적해

를 탐색하기 위해 4가지 중요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Duan

등, 1994): 1)확정론적 및 확률론적 접근의 결합, 2)컴플렉

스의 구조적 진화, 3)경쟁 진화(competitive evolution), 4)컴

플렉스 혼합(complex shuffling). SCE-UA 알고리즘은 초기

에 해가 존재하는 전체 매개변수 공간에서 표본을 생성하고

컴플렉스들로 분할한다. 각 컴플렉스는 downhill simplex 알

고리즘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진화한다. 진화를 거친 컴플

렉스들은 다시 혼합되고, 새로운 컴플렉스들이 생성된다. 진

화와 혼합의 과정은 수렴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반복된다. 

3. 대상유역 및 입력자료

소양강댐 유역은 1974년부터 현재까지 양질의 수문자료가

축적되어져 있고, 과거부터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본 연

구의 대상유역으로 선정하였다. 상류 유역면적은 2,703 km2

이며, 유로연장은 166.2 km, 유역의 고도분포는 해발 146

~1,687 m 범위에 있다. 유역의 유출체계 구성을 위해 Fig.

4와 같이 9개의 소유역으로 분할하였고, 이는 수자원단위지

도의 표준권역구분과 같다. 유역의 인근에는 3개의 기상관측

소가 있으며, 인제 관측소는 유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춘

천 관측소는 유역의 출구에 인접하게 위치해 있고, 대관령

관측소는 유역의 남동쪽에 인접해 있다.

각 소유역에 대해 운동파 추적법으로 지표면 흐름을 모의

하기 위해서는 유역면적, 주하도길이, 유역폭, 유역의 경사,

지표면 조도계수가 필요하고, 유역의 조도계수를 제외한 나

머지 유역특성 인자들은 수치지도에서 구하였다. 유역의 조

도계수는 토지피복도에서 각 소유역별 식생상태를 구하여 산

정하였다. 하도흐름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단면형태, 하천 조

도계수, 하도경사 등이 필요하다. 이 자료들은 기존 연구(한

국수자원공사, 1995)와 건설교통부의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

서 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였다. 

모형수행에 필요한 일단위 면적평균강우량과 소양강댐 일

유입량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집하였고, 수집한 자료의 자

료기간은 197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이다.

증발산량은 기상청 산하 인제관측소의 기상자료를 사용하여

FAO-56 Penman-Monteith 식(Allen 등, 1998)을 이용하여

일단위로 계산하였다.
 

4. 융설을 포함한 강우-유출 모의

4.1 매개변수의 보정

융설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와 융설을 포함한 경우에 대해

2.3절에 설명한 MACS법을 사용하여 NWS-PC 모형의 매개

변수를 추정하였고, 이때 사용된 최적화방법은 SCE-UA 방

법이다. 매개변수 추정을 위한 자료기간은 Peck의 문헌

Fig. 3 MACS procedure for optimization of SAC-SMA and
SNOW-17 parameters (Hogue et al., 2006)

Fig. 4 Map of the Soyanggang Dam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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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에서 풍수년과 갈수년이 포함된 ‘8~10년’이라는 기준

을 참고하여 8년 정도로 하였다. 1974년~2005년에 이르는

32년간의 소양강댐 일단위 수문자료를 각 년도별로 분석한

결과, 1991년~1998년이 Peck이 제시한 기준이 가장 부합하

여, 모형의 매개변수 추정기간으로 선정하였다. 

MACS법을 사용한 매개변수의 추정에서는 SNOW-17과

같은 융설 및 적설에 관한 부분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Sugawara 등(1984)의 융설모형을 사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SIDE를 제외한 15개의 SAC-SMA 관련 매개변수와 융설관

련 매개변수 SMELT에 대해 Eq. (2)를 목적함수로 하여 저

수 유량에 잘 맞도록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2단계에서는

UZTWM, UZFWM, UZK, ADIMP, ZPERC, REXP와 같

은 상층부 영역 매개변수와 나머지 3개 매개변수, 총 9개

매개변수에 대해 Eq. (3)을 목적함수로 하여 고수위 유량에

적합하도록 매개변수 추정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2단계

까지 추정된 매개변수를 미세하게 조정하기 위해 하층부 영

역 매개변수 6개와 융설관련 매개변수 SMELT를 Eq. (2)의

목적함수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두 경우에 대해 추정된 매

개변수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에서 두 경우에 대해 추정값의 변화가 큰 매개변

수는 UZTWM, ZPERC, LZTWM, LZFPM이다. 증발산에

의해 상층부의 부착수가 완전히 고갈되는 건조기에 상층부

부착수의 최대저류량(UZTWM)은 6에서 85 mm까지 변하며

평균값은 25 mm이다(Peck, 1976). 융설을 고려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추정된 값은 각각 6.043 mm, 21.448 mm

였고, 두 값 모두 Peck이 제시한 일반적인 범위에 있었다.

ZPERC는 상층부의 수분을 하층부로 이동시키는 침루

(percolation)과정에 관계되는 매개변수로 최대 침루율을 나타

내고, 두 경우 각각 49.644, 5.650로 추정되었다. LZTWM은

결정하기 어려운 값이나 Burnash 등(1973)은 대상유역의 식

물성장에 따라 75에서 600 mm까지 변한다고 제시하였다.

LZTWM의 일반적인 값은 150 mm이다. 두 경우에 대해 추

정된 값은 각각 70.729 mm, 556.279 mm였다. 하층부 기저

지하수 저류공간의 최대값을 나타내는 LZFPM은 각각

164.508 mm, 59.530 mm였다. 위에서 설명한 4 개의 매개변

수들은 두 경우에 대해 추정된 값의 변동은 컸지만 대부분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값의 범위의 값이었다. 

융설을 포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추정된

매개변수를 모형에 입력하고 각각을 수행하였을 때, 모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Gupta 등(1999)이 제시한 4가지

통계량으로 평가하였다. 네 가지 통계량은 제곱근 평균제

곱오차(RMSE, root mean squared error), 평균편차의 비

율(PBIAS, percent bias), Nash-Sutcliffe 효율성 지수

(NSE, Nash-Sutcliffe efficiency), 지속모형 효율성 지수

(PME, persistence model efficiency)이다. RMSE의 관련

식은 Eq. (3)과 같고, 나머지 통계량의 관련 식은 다음과

같다. 

(4)

(5)

(6)

여기서 은 관측유량의 평균, 는 t−1시간의 관측

유량이다. 첫 번째 통계량인 RMSE의 단위는 m3/s이고, 최

적값은 ‘0’이다. 두 번째 통계량인 PBIAS의 단위는 m3/s이

고, 최적값의 경우 0.0이고, 양수인 경우 과소추정, 음수인

경우 과대추정되는 방향으로 모형 오차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NSE와 PME는 무차원이고, 최적값은 각각 1.0이다. 

융설의 유무에 따라 MACS법으로 추정된 매개변수를 사

용하여 1991년~1998년의 유출모의를 수행하였다. 2가지 경

우에 대해 관측값과 모의값으로부터 계산된 통계량을 Table

3에 나타내었고, 보정시 유량수문곡선을 Fig. 5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융설이 포함된 모의가 융설기인 3

월과 4월에 관측값을 잘 모사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유역의 평균기온이 0oC이하로 내려가는 1992년 11월부터

1993년 2월까지의 유역평균 강수량은 196.3 mm였고, 적설

및 융설을 고려하여 계산된 강수량은 171.7 mm로 24.6 mm

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 값은 적설에 의해 아직 유역에

남아있는 양이다. 3월과 4월에 강수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관측유량이 많은 이유는 2월말까지의 적설량 24.6 mm에 기

인한다고 판단된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 예측오차의 표준편차를

나타내는 RMSE는 융설 모형이 있는 경우의 결과가 없는

경우의 결과보다 나은 결과를 보였다. 모의 유량이 관측 유

PBIAS qt
obs

qt
sim

–( ) qt
obs

t 1=

N

∑ 100%×⁄
t 1=

N

∑=

RSE 1 qt
sim

qt
obs

–( )
2

qt
obs

q
mean

–( )
2

t 1=

N

∑⁄
t 1=

N

∑–=

PME 1 qt
sim

qt
obs

–( )
2

qt
obs

qt 1–
obs

–( )
2

t=1

N

∑⁄
t 1=

N

∑–=

q
mean

qt 1–
obs

Table 2. Parameters estimated from MACS procedure

Parameters
Optimized parameter

without snow model with snow model

(a) Upper zone

 UZTWM  21.448  6.043

 UZFWM  51.643  42.696

 UZK  0.317  0.683

 ADIMP  0.029  0.077

 ZPERC  5.650  49.644

 REXP  4.999  5.033

(b) Lower zone

 LZTWM  556.279  70.729

 LZFPM  59.530  164.508

 LZFSM  164.706  132.405

 LZPK  0.004  0.001

 LZSK  0.075  0.094

 PFREE  0.600  0.370

(c) Others

 RIVA  0.219  0.328

 PCTIM  0.082  0.051

 RSERV  0.010  0.557

 SIDE  0.0  0.0

(d) Snow

 SMELT -  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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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 비해 크거나 작은 정도에 대한 평균적인 경향을 측정하

는 PBIAS는 두 경우 모두 관측값에 대해 과소평가되는 경향

이 있었고, 융설 모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PBIAS는

각각 9.43%와 17.79%였다. NSE 통계량은 두 경우 모두 만족

할만한 결과를 보였고, 차이는 적었다. 융설 모형이 있는 경우

와 없는 경우의 NSE는 각각 0.892와 0.861이었다. PME 통계

량은 두 방법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였고, 융설 모형이 있

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PME는 각각 0.824와 0.773이었다.

4.2 매개변수의 검증

융설이 포함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추정된

매개변수의 검증을 하기 위해 1974년부터 2005년의 수문자

료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유출모의를

수행하였다. 관측값과 각 경우에 대한 모의값으로부터 계산

된 통계량을 Table 3에 나타내었고, 검증시 유량수문곡선을

Fig. 6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융설 모형을

포함하였을 때의 결과가 관측값에 더 근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개변수 보정시

와 마찬가지로 RMSE는 융설 모형이 포함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각각 78.02, 88.74고, PBIAS는 각각 13.29%,

21.14%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다. NSE 통계량은 각각

0.882, 0.848이었고, PME 통계량은 각각 0.835, 0.787이었

다. 융설을 포함한 모의가 그렇지 않은 모의보다 좋은 결과

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네 가지 통계량을 사용하여 연도별로 분석을 수행

하였고, Fig. 7에 나타내었다. 검증 모의에 사용한 자료기간

은 1974년~2005년이었지만, 초기값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분석기간은 1975년~2005년으로 하였다. RMSE는 단순히 모

형 예측 오차의 표준편차를 계산하는 것이며, 값이 작을수록

모형 성능이 더 좋음을 나타낸다. Fig. 7(a)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7년과 1980년을 제외하고는 융설을 포함한 모의

결과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나은 결과를 보였다. PBIAS

Table 3. Statistics in the calibration and verification of the
model

Statistics
Calibration Verification

without snow 
model

with snow 
model

without
 snow model

with snow 
model

RMSE 71.98 63.40 88.74 78.02

PBIAS -17.79 -9.43 -21.14 -13.29

NSE 0.861 0.892 0.848 0.882

PME 0.773 0.824 0.787 0.835

Fig. 5 Comparison of hydrographs for historical and simulated data in 1993

Fig. 6 Comparison of hydrographs for historical and simulated data i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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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의 유량이 관측 유량에 비해 크거나 작은 정도에 대한

평균적인 경향을 측정한다. 최적값의 경우 0.0이고, 양수인

경우 과소추정, 음수인 경우 과대추정되는 방향으로 모형 오

차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Fig. 7(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융

설을 포함한 경우가 1977년, 1994년을 제외하고 좋은 결과

를 보였고, 특히 2004년은 약 2.7% 과대평가 되었다.

NSE는 관측유량의 분산에 대한 잔차 분산의 상대적인 크기

에 대한 척도이고, 최적값은 1.0이며 최소한 0.0을 초과해

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성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값이

0.0인 경우는 모형을 사용하는 예측에 비해 관측유량 평균

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7(c)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융설을 포함한 경우가 나은 결

과를 보였다. 특히 2001년은 두 경우 모두 최적값인 1에

가까운 0.916과 0.907이었다. PME는 단순 지속 모형

(persistence model)을 사용했을 때 얻어지는 오차의 분산에

대한 잔차 분산(잡음)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낸다. 여기서

최적값은 1.0이고 값은 0.0을 초과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모형성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단순 지속 모형이

란 현 단계의 관측유량에 의해 주어지는 다음 단계의 관측

유량이 최적 유량 추정값이라고 가정한 경우와 같이 최소한

의 정보를 이용한 상황을 나타낸다. 즉, 간편 지속형 모형

에 의해 얻어진 한 단계 이전 예측에 의한 오차가 강우-유

출 모형에 의한 오차보다 큰 경우(PME < 0), 이 모형에

의한 유출예측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Fig. 7(d)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년도별로 PME값은 1980년을 제외하고는

0.4이상이고 매년 적절한 모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

히 1999년에 대한 PME 통계량은 각각 0.931과 0.908로

최적값에 가까웠다. 네 가지 통계량 모두에서 볼 수 있듯이

융설을 포함한 강우-유출 모의가 포함하지 않은 모의보다

좋은 결과를 보였다.

5. 융설을 포함한 유출모의의 수문시계열적 영향 분석

5.1 유량자료의 자기상관분석

겨울철에 보이는 융설 유출의 영향은 유역 내에 내린 강

수량의 일부를 저류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유량시계열의 자

기상관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확인하

기 위해 상관도표(correlogram)를 통해 유량의 자기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상관도표는 표본 유량시계열의 시차(lag) k에 따른 표본

자기상관함수(ACF; Auto-Correlation Function) rk를 Eq.

(7)에 의해 계산하여 도시한 도표이며, 시차에 따른 관측값들

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의 측면에서 자료의 구조를 파

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Kottegoda, 1980).

(7)

(8)

여기서 rk는 표본 자기상관함수로 모집단의 자기상관함수 ρk

에 대한 추정값이 되고, ck와 c0는 각각 시차 k와 0의 공분

산함수(autocovariance function), N은 표본자료의 개수, q는

유량이다. 자기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인지의 여부는 독

립시계열에 대한 상관도표의 확률적 한계값이 기준이 되며,

독립시계열의 상관도표상 신뢰구간 95%에 해당하는 한계값

은 Eq. (9)와 같다. 유량계열로부터 계산된 자기상관이 Eq.

(9)로 표시되는 신뢰구간내에 들면 수문학적 지속성이 거의

없는 무작위 계열이라 간주하고 신뢰구간 바깥에 위치하면

지속성이 있는 계열로 취급한다.

(9)

rk

ck

c0
-----=

ck
1
N
----
⎝ ⎠
⎛ ⎞ qt k+ q–( ) qt q–( )

t 1=

N k–

∑= k 0≥

rk 95%( ) 1– N k– 1–±
N k–

----------------------------------=

Fig. 7 Annual statistics with or without using snow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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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도표와 함께 시계열 분석에서 자기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도표는 편상관도표(partial correlogram)

가 있으며, 편자기상관함수(PACF; 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를 시차 k에 따라 보인 도표이다. 편자기상관함수

Φk(k)는 시계열이 k차 자기상관과정(autoregressive process)

을 따를 때 인 ρj와 ρj−k간의 선형결합에 대한 척도

(Salas 등, 1980)로서의 k번째 자기상관계수이며, 이를 시차

별로 구한 값이 편자기상관함수가 된다.

5.2 소양강댐 관측유입량과 모의유입량의 자기상관성 비교

소양강댐 관측유입량 자료와 융설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와

포함한 경우의 유량자료의 자기상관 분석에서는 일별자료에

서의 자기상관함수의 변동성을 평활해서 나타내기 위해

1975년에서 2005년까지의 31년간의 일유입량 자료들을 순단

위로 정리하였으며, 계절적 주기성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표준화(standardization) 절차(Salas, 1992)를 거친 후

Fig. 8과 9, 그리고 Table 4에 관측유입량, 융설을 고려하지

않은 모의유입량, 융설을 고려한 모의유입량에 대해 각각 상

관도표와 편상관도표를 나타내었다. 

Fig 8의 상관도표에서 점선은 시차에 따라 Eq. (9)에 의

해 계산되는 값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자기상관함수의 한

계점이므로 이를 벗어나는 값은 95% 신뢰수준에서 자기상

관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Fig. 8(a)의 관측유입량은 7번

째 시차에서 자기상관값이 0.0771이고 95% 신뢰수준의 상

한값은 0.0788이므로 7번째 시차부터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관측유입량은 6번째 시차 정도까지

유의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소양강댐 관측유입량은 약 두 달

이상의 자기상관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Fig. 8(b)의

융설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모의된 유량계열은 시차 2까

지만 유의성을 나타내었으므로 20일 정도의 자기상관성을 나

타낸다고 할 수 있다. 시차 3부터는 95% 신뢰구간 내에 들

어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Fig. 8(c)의 융설을

포함한 경우의 모의유량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관측유량

의 시계열특성을 잘 재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설을 포함

한 경우의 모의유량은 6번째 시차 정도까지 유의성을 보이

고 있으므로 약 두 달 이상의 자기상관성을 나타낸다고 할

j k≤

Fig. 8 Correlogram. (a) measured (b) without snow model (c) with snow model

Fig. 9 Partial correlogram. (a) measured (b) without snow model (c) with snow model

Table 4. Comparison of ACF and PACF between historical
and simulated time series with or without consi-
deration on the snowpack effect

Lag

Auto-Correlation Function 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

Measured
without
 snow 
model

with
snow 
model

Measured
without
 snow 
model

with
snow 
model

1  0.4841  0.3580  0.4875  0.4841  0.3580  0.4875

2  0.2504  0.1159  0.2368  0.0210  -0.0140  -0.0015

3  0.2021  0.0430  0.1792  0.0956  0.0069  0.08456

4  0.1412  0.0155  0.1032  0.0074  -0.0008  -0.0201

5  0.1599  -0.0128  0.0800  0.0945  -0.0210  0.0328

6  0.1379  0.0039  0.0822  0.0156  0.0175  0.0306

7  0.0771  -0.0306  0.0392  -0.0234  -0.0410  -0.0261

8  0.0757  0.0135  0.0553  0.0280  0.0423  0.0468

9  0.0920  0.0445  0.0734  0.0400  0.0339  0.0298

10  0.0918  0.0238  0.0954  0.0235  -0.0070  0.0558

11  0.1207  0.0369  0.1164  0.0611  0.0318  0.0484

12  0.0980  0.0251  0.1229  0.0007  -0.0016  0.0413

13  0.0080  0.0063  0.1154  -0.0822  -0.0043  0.0290

14  0.0121  0.0330  0.0784  0.0121  0.0354  -0.0155

15  0.0195  0.0308  0.0830  -0.0026  0.0086  0.0390

16  0.0126  0.0140  0.0858  -0.0059  0.0013  0.0200

17  0.0090  0.0094  0.0844  -0.0124  0.0005  0.0272

18  0.0142  0.0236  0.0747  0.0203  0.0217  0.0082

19  0.0278  0.0312  0.0926  0.0236  0.0190  0.0463

20  0.0353  0.0536  0.0935  0.0055  0.0357  0.0208

21  0.0417  0.0399  0.0687  0.0157  0.0093  -0.0118

22  0.0445  0.0382  0.0534  0.0151  0.0196  -0.0022

23  0.0653  0.0253  0.0397  0.0388  0.0005  -0.0105

24  0.0419  0.0209  0.0026  -0.0116  0.0088  -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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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는 관측유입량자료의 시계열 특성과 매우 유사한

결과이다.

Fig. 9(a)의 관측유입량에 대한 편자기상관함수는 시차 1에

서 상관계수가 0.4841로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으며 주로

10일 이내의 저류효과가 유출에서 나타나는 지속성의 대부분

을 차지함을 보여준다. 3순과 5순 시차에서의 유의한 편자기

상관은 작은 양이나 상관도표에서의 긴 지속성에 일부 영향

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각각 시차가 30일과

50일에 이르는 상대적으로 긴 지속성이므로 기저유출과 융설

유출의 효과로 판단된다. Fig. 9(b)와 9(c)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융설을 고려한 경우의 모의유량 자료는 시차 1과 시차

3의 편자기상관이 관측자료와 근접한 결과를 보였고, 융설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유량자료는 시차 1에서만 유의한 결

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융설을 포함한 유량시계열이 융설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보다 상관도표상의 길게 늘어지는 자기상관함수의

특성을 관측값과 유사하게 모의한다고 볼 수 있다. 

6. 결론 및 향후과제

소양강댐 유역의 관측유입량과 융설 모의의 포함 유무에

따른 모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적설 및 융설 모형의 필요

성을 분석하였다. 사용한 융설 모형은 Sugawara 등(1984)의

개념적 융설 모형이고, 융설 모형의 포함 유무에 따라

NWS-PC 모형을 사용하여 장기간 강우-유출 모의를 각각

수행하였다. 모형의 매개변수는 다단계 자동보정법에 의해

추정하였고, 각 단계별로 SCE-UA 알고리즘에 의해 최적화

되었다. 매개변수 추정시와 검증 모의에서 RMSE, PBIAS,

NSE, PME 통계량은 융설을 포함한 모의가 그렇지 않은 모

의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관측유입량, 융설을 포함하

지 않은 경우, 융설을 포함한 경우의 모의 결과를 10일단위

로 구성하여 융설의 수문시계열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상

관도표를 통해 유량의 자기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소양강댐의

관측유입량은 약 두 달 이상의 자기상관성을 나타내었고, 융

설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모의된 유량시계열은 20일 정도

의 자기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융설을 포함한 경우의 모의유

량 시계열은 관측 유량시계열과 유사하게 약 두 달 이상의

자기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융설을 고려한 경우의 모의유량

자료는 시차 1과 시차 3의 편자기상관이 관측자료와 근접한

결과를 보였고, 융설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유량자료는 시

차 1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융설을 포함

한 유량시계열이 융설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보다 관측유량

시계열의 공분산 구조를 보다 잘 표현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소양강댐 유역의 강우-유출

모의시 적설 및 융설 모형을 포함하여야 모형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강우-유출 모형에서 융설 영향을 정확하게 모의함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의 하나는 ESP 기법이나 수치예보 이

용과 같이 강우를 활용하고자 하는 최근의 유량 예측기법에

서 갈수기에 속하는 겨울철의 유량예측 선행시간과 정확도

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란 점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연구로서 ESP와 수치예보를

통한 겨울철 유량예측의 정확도 향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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