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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tochastic continuous storage function model for
enhancement of an event-oriented watershed and channel storage function models which have been
used as an official flood forecast model in Korea. For this study, soil moisture accounting component
is added to the original storage function model and each hydrologic component, such as surface flow,
subsurface flow, groundwater flow and actual evaportranspiration, is simulated as a function of soil
water content. And also, ensemble Kalman filtering technique is used for real-time assimilation of
measured streamflow from various stream locations in the watershed. Therefore the enhanced model
will be able to simulate hydrologic components for long-term period without additional estimation of
model parameters and to give more accurate and reliable results than those from the existing
deterministic model due to the assimilation of measured streamflow data.
keywords : stochastic continuous storage function, flood forecast, soil moisture, ensemble Kalman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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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국내 홍수예경보 시스템의 유출해석모형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단일 호우사상에 대해 적용
이 가능한 유역 및 하도 저류함수모형을 추계학적 연속형 저류함수모형으로 개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기
존 저류함수모형에 토양수분 산정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지표면유출, 중간유출, 지하수유출 및 실제증발산량을 토양
수분의 함수로 나타내어 각 수문성분에 대한 연속적인 모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시간 관측유량자료 동화를
위해 앙상블 칼만 필터 기법을 도입하여 확정론적 모형을 추계학적 모형으로 개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
된 추계학적 연속형 저류함수모형은 장기간의 연속적인 유출해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측자료 동화를 통해 기존
저류함수 모형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추계학적 연속형 저류함수모형, 토양수분, 홍수예보, 앙상블 칼만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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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유량자료의 실시간 전송 및 구축이 가능해짐에 따

1. 서 론

라 실시간 홍수예측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하고 있다. 그 예로, 수문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에는 이

홍수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 NWS (National Weather Service) 산하 RFC (River

도 2000년 이후 태풍 ‘루사’와 ‘매미’ 등 과거 겪어보지

Forecast Center)에서 NWSRFS (National Weather

못한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

Service River Forecast System)모델을 이용함으로써

불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도 하천의 유로

현업에서 실시간 홍수를 예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

가 짧고 경사가 급하며, 연 강수량의 2/3가 여름철에

다(배덕효와 김진훈, 2007).

집중하는 기상특성을 가지고 있는 홍수에 취약한 지역

Kalman (1960)이 제안한 칼만 필터(Kalman filter;

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하 KF) 기법은 대표적인 시계열 자료 동화기법으로

여러 가지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이 강구되어 왔으며

관측수문자료를 이용한 실시간 보정방법으로 많이 활용

지속적으로 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홍수조절

되고 있다. 다만, 이 기법은 선형 시스템에서 적용이 가

용 댐과 같은 수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구조적 홍수대응

능하며 자연현상과 같은 비선형 시스템에서는 적용하기

책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홍수를 사전에 예측할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Maybeck (1979)는 비선형

수 있는 홍수예경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비구조적

시스템의 고차항(high order)을 무시함으로써 근사적으

대책은 구조적 대책과 더불어 실질적인 홍수피해를 줄

로 시스템을 선형화한 후 KF 기법을 적용한 확장형 칼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문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만 필터(extended Kalman filter; 이하 EKF)를 제안하

분야라 하겠다.

였으나 비선형성이 강한 시스템에서는 모형의 분산오차

일반적으로 수문모형개발의 목적은 강우-유출의 상

(error variance)가 불안정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

관관계에 있어서 자연계의 유역반응에 대한 복잡성을

져 있다(Evensen, 1992), Evensen (1994)는 KF 및

과학적으로 더 잘 이해하고 홍수 발생 시 예방과 대응

EKF 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Monte Carlo 모의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역할 뿐 아니라 수자원의

기법을 적용한 앙상블 칼만 필터(ensemble Kalman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있다. 통상 개발된 모형의 효

filter; 이하 EnKF)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시스

용성 여부는 대상유역에 대한 모형 적용성과 모의결과

템의 선형화 과정 없이 비선형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하

의 정확성에 달려있지만, 홍수예보모형은 이외에도 미

며 모형의 분산오차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래에 다가올 홍수량을 사전에 모의할 수 있는 예측능력

또한 최근 컴퓨터 성능이 향상되고 앙상블 해석에 대한

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홍수예보의 주 목적이 유역내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정지점에서 발생될 홍수의 규모와 발생시간을 가능한

(Clark et al., 2008).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하여 유관기관과 지역주민들이 홍

국내에서는 홍수예측분야에서 최근까지 KF 기법을

수피해를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활용한 몇몇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배덕효(1997) 및

때문이다(건설부 한강홍수통제소, 1988).

배덕효와 정일문(2000)은 각각 단일 유역 및 하도에 대

현재 국내의 홍수예경보 시스템 현황은 1974년 한강

해 저류함수모형을 구축하고 KF 기법을 이용하여 추계

홍수통제소가 개소된 이후 5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홍수

학적 상태-공간 형태의 모형으로 개선하였다. 한건연

통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홍수예보를 위한 모형으로

등(2000)은 DAMBRK 모형과 KF 기법을 연계한 범람

는 1961년 Kimura가 제안한 저류함수모형이 사용되고

위험도 해석에서 개선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안상진

있다. 이 모형은 계산절차가 간편하고 홍수유출의 비선

등(2002)은 KF 기법과 신경망 BP (Back Propagation)

형성을 고려해 주는 방법으로, 선형모형보다는 합리적

모형을 이용하여 강우-유출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김

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유역 및 하도에 공히 사용되고

상호(2003)는 수리학적 홍수예측모형에 KF 기법을 적용

있다. 이와 같은 저류함수모형은 효율적인 홍수예보를

하여 홍수예측에 대한 향상된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위해 초기 구축단계보다는 그 동안 많은 개선방안이 제

본 연구에서는 추계동역학적 연속형 저류함수모형을

시되어 왔으며, 이 중 상당부분이 실제로 채택되어 실

개발하고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논문을 두 부분으로

무에 이용되고 있으나 지역화 된 매개변수 산정문제 및

나누어 구성하고자 한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기존의

기존 저류함수모형의 실시간 홍수예측모형으로의 개

사상형 저류함수모형을 연속형 모형으로 확장하고 관측

선․발전시키는 문제 등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배덕

유량자료동화를 위한 EnKF 기법 연계 및 추계학적 연

효와 정일문, 2000). 특히 최근에는 유역내 강우자료와

속형 저류함수모형 개발에 대해 기술하고자 하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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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논문에서는 개발된 모형을 시범유역에 적용하여

미하는 투수역의 면적비는     와 같다.  와  는

실시간 홍수예측의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유역의 수문반응 특성을 나타내는 저류함수모형의 매개
변수이다.

2. 연속형 강우-유출모형 개발


2.1 사상형 저류함수모형



   

    


저류함수모형은 1961년 Kimura에 의해 개발되었으
며 일본에서 홍수해석을 위한 강우-유출 모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사상형 모형이며 계산절차가
간편하고 홍수유출의 비선형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으로 홍수모의 시 선형모형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류함수모형은 적용
대상에 따라 유역저류함수모형과 하도저류함수모형으
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 모형을 연계하여 대유역 유출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 

(3)

실제 저류함수모형을 이용하여 유역 유출해석을 수
행할 경우는 Eqs. (1) and (2)를 단위면적당 유입량 
(mm/hr)와 단위유출고  (mm/hr) 및 단위저류고 
(mm)로 변환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윤용남,
2001).
2.1.2 하도 저류함수모형
저류함수모형을 이용한 하도 홍수추적 또한 유역의

2.1.1 유역 저류함수모형
유역과 하도의 저류함수모형은 통상 운동방정식과
연속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수유출을 Manning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표면유출이라 가정하면 유
역의 저류량   (m3)는 Eq. (1)과 같이 유출량  

저류함수모형과 동일하게 연속방정식과 운동방정식으
로 이루어진다. 하도구간에서 저류량의 변화는 Eq. (4)
와 같으며    ′  는 하도지체시간 ′ (hr)을 고려한 하
도 유입량(m3/s),   는 하류단에서의 유출량(m3/s)을

(m3/s)의 지수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식은 홍수류

의미한다. 하도구간내 저류량   (m3)과 하류단에서

의 운동방정식을 의미한다. 식에서  는 계산시점, 와

의 유출량   (m /s)의 관계를 나타내는 홍수파의 운

는 유역에 대한 저류상수이다.

동방정식은 Eq.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홍수파는

3

통상 비선형 형태를 갖는 부정류이므로 하도의 저류함

    



(1)

또한, 유역에 대한 연속방정식은 Eq. (2)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식에서 좌변은 시간에 따른 유역 저류량의
변화를 의미하고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유역으로의 유입
량, 두 번째 항은 유역 출구점에서의 유출량을 의미한

수에 지체시간에 대한 항을 두어 하도 유출해석을 수행
할 수 있게 된다. 실제 모형을 구성할 때는 편의상 하도
의 지체시간의 영향을 고려한 저류상수  와  를 산
정함으로써 Eq. (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4)

다. 3.6은 단위환산계수,  는 평균유입계수,    
는 지체시간  (hr)를 고려한 시간당 유역평균강우량
2

(mm/hr),  는 유역면적(km ),   는  시점의 유역

     



 ′  

(5)

3

유출량(m /s)을 나타낸다.
 

          




    
(2)

 

(6)

2.2 연속형 저류함수모형
사상형 모형과 연속형 모형의 가장 큰 차이는 토양

특히, Eq. (2)에서 강우발생 시 침투로 인한 초기 손

수분의 연속적인 모의 가능 여부이다. 기존의 저류함수

실량은  로부터 고려된다.  는 누적강수와 포화우량

모형은 평균유입계수와 포화우량을 이용하여 유역평균

 (mm)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며 Eq. (3)과 같이 누적

강우량으로부터 직접유출량과 손실량을 구분하게 된다.

강수가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일차유출률  이 되

이로 인해 토양수분량을 비롯하여 지표유출량, 중간유

며  를 초과한 경우 1로 가정된다. 따라서 불투수층

출량, 지하수유출량, 실제 증발산량 등의 수문성분을 산

에 해당하는 유출역의 면적비는  과 같고 침투역을 의

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형의 유출해석과정은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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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의미를 갖기가 어렵다.

ET t

P

ET f
Qs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상형 저류함수모형을 연속
형 모형으로 개선하기 위해 유역의 토양수분 산정 컴포
넌트를 개발하였으며 세부 수문성분들을 토양수분의 함

Stf

수로 표현하여 연속적인 모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SWt

SWf

tension
water

free
water

토양수분 모의는 강우-유출모형에 따라 산정방법에
서 차이가 있으나 토양층 내 물의 이동을 물리적으로
설명하고 모의하기 위해 통상 토양층을 자유수(free

adsorbed
water

water)와 장력수(tension water) 영역으로 구분하여 유
출수문성분을 모의한다(배덕효와 조원철, 1995; Neitsch

Ql

WP

Qg

FC

Fig. 1. Soil profile and hydrologic components

et al., 2001; Leavesley et al., 1983; Liang et al., 1994;
Kite, 1978). 자유수와 장력수는 통상 포장용수량(field

력수와 자유수 영역에서 발생하는 증발산량(mm/hr),

capacity; 이하 FC)과 영구위조점(wilting point; 이하

   는 장력수를 초과하여 자유수 영역으로 이동하는

WP)로부터 구분된다. FC는 자연상태에서 중력에 의해

토양수분량(mm/hr),   ,   .   는 각각 지표

흐름이 발생하고 난 뒤 토양내 남아있는 수분의 경계를

유출량(mm/hr),

의미하고 WP는 식물이 더 이상 토양수분을 흡수하지

(mm/hr)을 의미한다.

중간유출량(mm/hr),

지하수유출량

못하는 시듦점의 경계를 의미하며 두 임계값은 통상
전체 토양부피에 대한 비(fraction)로 표현된다. 또한
WP

경계

이하의

토양수분량은

흡착수(adsorbed

water)라고 하여 최소한의 토양수분량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토양층 구조를 갖는 유출모형에

 
         



(7)

 
                 (8)



서 자유수대의 토양수분은 토양 내 측방흐름(수평방향)
과 침루량(수직방향)에 기여하고 장력수 영역 내 토양

실제증발산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

수분은 일차적 증발산량에 기여한다. 따라서 이들 유출

나 토양수분량에 대해 선형 함수로 표현 가능한 것으로

모형은 토양수분을 중심으로 강우와 지표, 중간, 지하

알려져 있다. 본 모형에서는 장력수와 자유수 영역 내

수유출 및 증발산량의 물질수지를 통해 토양수분 변화

에서 발생하는 실제 증발산량을 Eq. (9) 및 Eq. (10)과

량을 모의하게 된다.

같이 정의하였다. 잠재증발산 요구량에 대해 Eq. (9)와

본 연구에서는 이와 동일한 개념으로 토양수분을 비

같이 1차적으로 장력수 영역 내의 토양수분이 손실되고

롯한 각 수문성분을 모의하도록 모형을 설계하였다. 연

나머지 요구량에 대해서는 Eq. (10)과 같이 자유수 영

속형 저류함수모형의 주된 활용목적은 홍수유출해석이

역에서 모의된다. 식에서   는 잠재증발산량

므로 강우에 대한 유역의 수문반응을 빠르게 하기 위해

(mm/hr)을 의미하고,  와  는 각각 장력수와

토양층을 한 개로 구성하였으며 각 수문성분 거동에 대

자유수 영역의 포화수분량(mm)을 의미한다.  와

한 개념도는 Fig. 1과 같다. 유역에 강우( )가 발생하

 는 Eqs. (11) and (12)로부터 산정되고 식에서 

면 장력수 영역이 우선 채워지게 되고 이를 초과하는
양(  )은 자유수 영역을 채우게 된다. 외부의 잠재증

는 토양층 깊이(mm),  는 토양의 포화수분량(mm)
을 나타낸다.

발산 요구량에 대해 우선 장력수의 토양수분이 손실
(  )되고 나머지 요구량은 자유수에서 손실(  )된
다. 또한 지표(  ), 중간(  ), 지하수(  ) 유출량은 자
유수 내 토양수분과 강우 등으로부터 모의된다.
이들 각 성분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장력수와 자유수 영역 내 토양수분량은 각각 Eq. (7)
및 Eq. (8)로 나타낼 수 있다.   와   는 각

 
     






(9)

 
        






(10)

      

(11)

      

(12)

각  시점의 장력수와 자유수 영역 내 토양수분량(mm),

  는 강우량(mm/hr),   와   는 각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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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강수 유입으로 인해 장력수 영역이 포화되

(2))에서 직접유출량에 해당하는      는 앞서 산

면 이를 초과한 토양수분량은 자유수 영역으로 이동하

정된 지표유출( ), 중간유출(), 지하수유출( )로 전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토양수분량을 Eq. (13)

환이 가능하므로 유역 저류량에 대한 연속방정식은 Eq.

과 같은 형태로 표현하였다. 식에서  는 지수상수이며

(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에서  는 유역의 불투

모형 매개변수이다.

수면적비(fraction),   는  시점의 유역 유출량(m3/s)
을 의미한다.

 
      










(13)

 

               




         


장력수 영역으로부터 토양수분이 지속적으로 유입





(19)





되어 자유수 영역이 포화되고 이를 초과한 토양수분량
은 지표유출량에 해당되며 Eq. (14)을 이용하여 산정

이상으로부터 전체 모의기간에 대해 장력수와 자유

할 수 있다. 식에서  는 Eq. (13)의 것과 동일한 매개

수 영역의 토양수분은 Eq. (7) and (8)을 이용하여 산

변수이다.

정하게 되고 유역 저류량은 Eq. (19)를 통해 산정함으
로써 연속적으로 모의가 가능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개발된 모형에 의해 기존 유역 저류함수모형이 산정하



(14)

지 못하는 토양수분과 유출수문성분의 모의가 가능하
다. 또한 Eq. (19)는 단일유역의 저류함수모형이므로

토양층 내에서 측방흐름을 의미하는 중간유출은 불

상류유입량이 존재하는 유역에 대해서는 하도 저류함

포화수리전도도(unsaturated hydraulic conductivity)와

수모형과 연계하여 유출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이 때

자유수 영역 내의 토양수분량으로부터 산정할 수 있으

하도의 저류함수모형은 기존 저류함수모형의 Eqs. (4)

며 Eq. (15)와 같다. 식에서   는 불포화수리전도도

and (6)을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mm/hr)이며 Eq. (16)과 같이 포화수리전도도 

과정으로부터 개발된 모형을 연속형 저류함수모형이라

(mm/hr), 자유수 영역 내의 토양수분비, 토성(soil
texture)에 기인한 지수상수  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
다(Brooks and Corey, 1964).  는 유역의 지형학적 특
성인자로 Eq. (17)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Mohseni and
-1

명명하고자한다.

3. EnKF 기법을 이용한 실시간 보정
본 연구에서는 자료동화(data assimilation) 방법 중

Stefan, 1998). 식에서  는 수계밀도(km ),  는 주하

하나인 EnKF 기법을 적용하여 모형의 실시간 보정을

도경사(m/m),  는 토양층 깊이(mm)를 의미한다.

수행하였다. EnKF 기법의 이론과 연속형 저류함수모형
의 연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15)

통상 추계동역학적 모형은 Eq. (20)과 같이 나타낼



 
 




3.1 EnKF 기법

(16)

수 있다. 식에서  는  시점에서의 상태변수,  는 강
우와 같은 모형 입력자료,  는 모형 매개변수,   는
모형을 의미한다. 또한  는 백색잡음(white noise)으로

(17)

강우와 같은 입력자료와 모형의 매개변수 및 모형의 구
조적 한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오차를 의미한다.  는

지하수유출은 자유수 영역의 토양수분량에 대해 감
수계수를 이용하여 모의되며 식의 형태는 Eq. (18)과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갖는 것으로 가정된다.

같다. 식에서   는 감수계수를 나타낸다.
         ,  ∼   
 

     

(20)

(18)
관측치의 자료동화를 위해 상태변수와 관측치가 Eq.

한편, 기존의 유역 저류함수모형의 연속방정식(Eq.
第42卷 第11號 2009年 11月

(21)의 관계를 갖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식에서   은
957

   시점의 관측치,   는 상태변수와 관측치의 관계

점에서  번째 앙상블 상태변수 예측치,   는  시점에

를 나타내는 함수이다.   은 관측치의 오차를 의미하

서  번째 앙상블 상태변수의 갱신치를 의미하고   는

며 이는 본 연구와 같이 관측치가 유량일 경우는 관측

Eq. (20)의  를 의미한다. 또한  와  는 각각  번째

기기 및 Q-h 곡선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오
차를 의미한다. 또한   은   와는 상호 독립적이고 평
균이 0이고 분산이  인 정규분포로 가정된다.
         ,   ∼     

생성된 입력자료와 매개변수이며  와  는 각각 평균
이 0이고 분산이  와  인 정규분포 특성을 갖는 백
색잡음이다.

(21)

KF 기법의 기본 개념은 모의치와 관측치가 가지고
있는 오차정보를 이용하여 상태변수(state variable)를
추정하는데 있다. 즉, 관측치가 실시간으로 수집된다고
가정할 경우 모형의 불확실성과 관측치의 불확실성을
비교하여 상태변수를 갱신하고 이 값은 다음 계산시간
의 모의치를 산정하는 초기값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측자료 동화를 위해 KF 기법 중 비선형 시스템에 적
용이 가능하고 모형의 오차를 손쉽게 산정할 수 있는

  

 
          ,     

(22)

     ,  ∼    

(23)

       ,  ∼    

(24)

상태변수의 참값을 알고 있을 경우 모형의 오차는
Eq. (25)와 같이 분산으로부터 산정할 수 있다. 식에
서 
  는    시점의 상태변수 참값을 의미한다. 다
만, 실제 상태변수의 참값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EnKF 기법을 이용하였다.
Fig. 2는 EnKF 기법의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모

EnKF 기법에서는 참값을 앙상블 상태변수의 평균값

Fig. 2. Schematic of ensemble Kalman filter.    : Predicted state ensemble member and
  : updated state ensemble member
형의 입력자료와 매개변수에 대해 Monte Carlo 기법을

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모형의 오차는 Eq. (26)과 같

적용하여 각각 n개의 멤버를 생성한 후 모형을 통해 동

이 생성된 n개의 앙상블 상태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할

일한 수의 상태변수를 예측하게 된다. 이를 식으로 표

수

현하면 Eq. (22)～(24)과 같다. 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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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시



있다(Evensen,

1994).

식에서






 
    
          

의

  은
집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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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는 예측된 상태변수의 평균이다.


       
        




         

 










(25)



   

(26)

 
 
   
     










산

 번째 앙상블 관측치로 Eq. (28)과 같이 분

을 갖는 오차항

  을



(31)







 
   


하는 단계로서 Eqs. (27)～(29)와 같이 표현된다. 식에









으로부터 추정된 예측치로부터 상태변수의 최적추정을





 
    


되었을 때 관측 시스템으로부터 입수한 관측치와 모형

서



 
 
   




갱신단계는  시점에서 시간이 경과하여    시점이

  는

(30)





 




 












  
  
    


통해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은 Kalman Gain으로 모의치와 관측치의 불
확실성 정보를 통해 상태변수의 갱신 정도를 결정하는
가중치이다. 이 값은 EnKF 기법 적용시 Eq. (29)로부

 

 



       

터 비교적 쉽게 산정이 가능하다(Moradkhani et al.,






  로부
2005). 식에서  는 모형의 오차로서  

   )의 분산으로부터 산정되고
터 예측된 모의치(


 는 상태변수

 
 와 예측치


   의 공분산



는 관측 오차(Eq.

(covariance)을 의미한다. 또한

(32)





   
    






   




    
 
    








    

(21))의 분산을 나타낸다.












 

 

 
 






 
           

(27)

        ,   ∼     

(28)

  
 
 




(29)

Monte Carlo 기법을 적용하여 강우와 잠재증발산량




   
        



 



 
 








 

(33)

의 모형입력자료와 매개변수에 대해서 앙상블 멤버를
생성하고 상태예측방정식의 수치적분과정을 통해 각

3.2 유출모형 연계

상태변수에 대해 각각 n개의 앙상블 멤버를 얻게 된다.

앞서 개발된 확정론적 연속형 저류함수모형과 EnKF

이로부터 최종 예측된 상태변수와 유역과 하도의 유출

기법을 연계하기 위해 모형의 상태변수와 각각에 대한

량은 각 앙상블 멤버의 평균값에 해당하며 모형의 오

상태예측방정식(state prediction equation)을 결정해야

차는 각 앙상블 멤버에 대한 분산(Eq. (26))으로부터

한다. 연속형 저류함수모형에서 유역평균강우량(  )

산정된다.

과 잠재증발산량(  )은 모형입력자료이며 자유수

하도지점의 관측유량   는 Eq. (34)와 같이 표현

와 장력수의 토양수분(  ,   )과 유역과 하도

되며 식 우측의 첫 번째 항은 Eq. (21)의   에 해당

의 저류량(  ,   )은 상태변수가 된다. 이들의 상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측유량의 분산오차를 산정하기

태예측방정식은 Eqs. (30)～(33)과 같이 전개할 수 있

위해 편의상 Eq. (35)와 같은 식을 적용하였으며 식에

다. 이들 상태변수는 수치적분을 통해 계산이 가능하며

서  와  는 관측오차의 크기를 조정하는 매개변수로서

계산된 유역과 하도의 저류량과 Eq. (1) and Eq. (6)을

 는 유량크기에 따라 오차의 크기를 조절하는 계수, 

   ∆ 와

는 관측 시스템 내에 항상 포함되어 있는 오차를 의미

이용하여

유역과

하도의

유출량

   ∆ 을 각각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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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통상 측정 성과가 우수한 관측소의 경우 약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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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차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eorgakakos,

장력수 영역 내 각각의 토양수분( ,  )과 유역과

2008).

하도의 저류량( , )을 채택하였다. Monte Carlo 모의
기법을 이용하여 상태변수에 대한 앙상블 멤버를 생산


   
  ′  
 ′  ′

          

(34)

하도록 하였으며 상태변수의 갱신과 예측과정을 통해
관측유량자료의 자료동화 및 미래시점의 유출모의가 가
능하도록 설계하였다.

(35)

관측유량자료의 동화를 통한 유출모형의 실시간 보
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확도를

마지막으로 상태변수와 모형 오차의 갱신은 Eqs.

갖는 관측유량자료의 실시간 수집이 전제되어야 한다.

(36) and (37)로부터 산정할 수 있다. 식에서   은

또한 홍수예보의 선행시간 및 정확도는 예측강우와 밀

  는 예측단계에서 산정된 하도
Kalman Gain이며 

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레이더 및 수치예보자료를 이용

유량 n개의 하도유량   에 대한 평균값이다.

한 예측강우량 산정기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6)

본 연구의 두 번째 논문에서는 앞서 개발된 추계학
적 연속형 저류함수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안




     
       

   



동댐과 임하댐을 포함한 낙동강 상류유역에 대해 모형
(37)

을 적용하고 홍수예보를 위한 유출모형으로서의 가능성
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상으로부터 예측단계에서 연속형 저류함수모형의
상태변수   ,   ,   ,   은 유출모형 적

감사의 글

용을 통해 예측되고 모형의 분산오차는 상태변수의 앙

이 연구는 소방방재청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지

상블 멤버에 대한 분산으로부터 산정된다. 또한 갱신단

자체별 실시간 내배수재해 예측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

계에서는 관측유량과 모의유량의 오차정보를 통해 상태

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변수와 모형의 분산오차를 갱신하게 되며 갱신된 상태
변수는 다음 시점의 유출해석을 위한 초기 상태변수가
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추계동역학적 연속형 저류함
수모형은 이상의 예측단계와 갱신단계를 반복적으로 수
행함으로써 매 시간 관측유량자료 동화를 통한 상태변
수 및 유역과 하도 유출량을 산정하도록 설계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홍수예경보 시스템의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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