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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estimate release water from reservoirs located on ungaged watersheds, an algorithm was suggested based on hydro-

logic reservoir routing and real time calibrating watershed parameters. A prototype - simple computer program was developed to

implement the algorithm with Genetic Algorithm technic. The program was applied to a mid-size reservoir and its ungauged

watershed area using observed rainfall data, spillway gates operation data and reservoir water stage time series data under a exist-

ing storm event. The result shows that the algorithm and the prototype would be useful to simulate released water from reservo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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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 하천 홍수위 예측을 위해 미계측 유역내에 위한 저수지에서의 하천 방류를 추정하는 수문학적 저수지 추적 기

법을 저수위 관측데이터와 여수로 게이트 개방 데이터를 토대로 저수지 방류량을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한

유전자 알고리즘 기반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유역매개변수를 실시간으로 자동보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 유역과 저수지

에서 기왕의 호우발생시의 관측 데이터를 적용하여 프로토타입에 적용성을 검토한 결과,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저수지 추적, 유전자 알고리즘, 매개변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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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천 홍수위 예측의 정확성은 유역에서 하천으로 유입하는

소유역별 유입량 수문곡선의 추정에 좌우되며, 유입량 수문곡

선은 예측 시점까지 내린 강우데이터와 강우 예측 데이터를

강우 유출모형에 적용하여 추정하게 된다. 유역에 저류용량이

큰 저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저류지의 방류량이 하천으로의

유입량이 되며, 저류지의 방류량 해석을 위해 저류지의 저류

능력과 방류시설의 수리학적인 해석이 추가 되어야 한다. 또

한 저수지 여수로 방류시설에 수문(게이트)이 설치되어 있으

면 개별적인 게이트 운영·조작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우

리나라에서 중규모 저수지는 대부분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

로 설치한 농업용수 전용 댐을 말하며, 주로 한국 농어촌공

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최근에 농업용수 전용 댐의 제방 더쌓기를 통해 홍수시 저

수지 방류량을 조절하여 하천의 홍수조절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대상 중규모 저수

지에 인위적인 운영·조작이 불가피한 다수의 게이트로 구성

된 수문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게이트 조절 방

식의 여수로 방류시설은 홍수위에 근접한 저수위 조건에서

모든 게이트를 동시에 개방하면 설계 홍수량이 방류될 수 있

어 인위적인 재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

으로 저수위 관측 데이터 및 게이트의 개별 동작 - 게이트

개방고, 개방시간, 차단시간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할 수 있는 유지관리 계측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다. 중규모

저수지의 유역은 주로 산지와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어 수문

학적으로는 자연 유역에 해당되며, 유입하천이 발달하지 않아

유입량 관측을 위한 관측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중규모 저수지에서 유입량 추정은 실시간 계측 데이터(저수

위, 게이트 개방고 등)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유입량

을 모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유입량 해석 방법으로

는 국내 미계측 유역의 유출해석에서 적용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Clark 단위도법과 SCS 무차원단위도법과 관측

유량 데이터가 있는 유역에서는 보정된 유역 매개변수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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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Nash 모형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역 매개변

수로는 유효우량 산정을 위한 CN은 단위도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Clark 모형에서는 도달시간, 저류함수가 추가된다.

SCS 무차원 단위도법에서는 지체시간, Nash 모형에서는 n,

K 값이 추가된다. 유출모형의 매개변수 추정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박정훈 등(2005)은 유

효우량 산출방법인 SCS방법으로 CN 값을 추정하기 위해 평

창강유역 지류인 장평유역을 대상으로 선행강우량의 영향을

평가한 결과, 강우의 간헐성, 방향성을 포함한 강우의 시-공

간적인 변동성 등에 영향으로 인해 선행강우 조건에 따라

CN 값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유철상 등(2007)은 강우-유출사상에 대해 Clark 단위도의

평균적인 매개변수 유도를 위해 시도한 결과, 강우-유출사상

의 수가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불확실성이 존재함

을 밝혔다. 유역 매개변수의 불확실성을 해결할 대안 중에

하나로 유역 매개변수 최적화 및 자동보정기법으로서의 유전

자 알고리즘 적용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다. 박봉진

등(1997)은 유전자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다목적 댐의 홍수추

적 모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류함수법의 매개변수를 산정하

였다. 안상진(2001)은 보청천 유역을 대상으로 HEC-HMS

모형의 매개변수를 산정하기 위해 HEC-1 모형에 유전자 알

고리즘을 적용하여 홍수사상을 검토하고 유역에 적합한 매개

변수를 산정한 후 HEC-HMS로 검증하였다. 강경석(2002)은

미국 기상청의 NWS-PC 모형의 매개변수 추정을 위해

SCE-UA 알고리즘과 유전자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용담댐 유

역의 자료를 사용, 유역 매개변수 15 종에 대한 최적화를 시

도하였다. 성윤경(2004)은 소양강 댐 유역을 대상으로 유전자

알고리즘과 SCE-UA 법으로 Tank 모형과 SYMHYD 모형

에 대해 유역 매개변수 최적화를 시도했으며. 유전자 알고리

즘을 적용했을 때에 안정되면서 가장 높은 모의효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지었다. 홍수예경보 구축에 관한 연구

로 신현석 등(2007)은 미계측 해안도시 유역에서 홍수예경보

시스템 구축 방법을 위해 수문학적 모형과 수리학적 모형을

결합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농업기반공사(2004)에서는 경

기도 내에 있는 43 개소의 백만 m3 이상의 저수량을 갖고

있는 중규모 농업용 저수지 43 개소와 담수호 2 개소에 대

한 강우 유출모형에 의한 수문학적인 저수지 홍수위 예경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에서는 저수위 관측값과 모의

값의 차이로부터 CN 값을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루틴이 수록

되었으나 보정 알고리즘의 이론적 기반이 미약하여 실제적으

로 CN 값 보정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외국의 경우 TVA(Tennessee Valley Authority)의 물관리

시스템은 WaterView, River-Ware, Terra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미개척국에 서 운영하는 WARSMP 시스템과 매우 유

사하며 특히 저수지운영을 위한 도구로 동일하게 RiverWare

를 이용한다. TVA 저수지군의 운영계획수립은 River-Ware를

중심으로 수행되며 1996년 이후부터 TVA의 60여개 저수지

군의 실시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사결정 지형모형으

로 도입된 이래 실제 활용되고 있다. 분석되는 전체시간은

14일 동안을 대상을 하며, 최적화모형 수행시에 적용되는 저

수지 수위의 guideline은 오랜 경험과 기술적인 검토로 결정

된 운영율로 제시되는 기준수위가 된다. 14일간의 기본적인

발전운영계획은 6시간 간격으로 결정되며 이는 River-Ware를

수행하는 시스템에서의 해석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Cech

2004).

본 연구에서는 홍수시 중규모 저수지에서의 방류량 추정을

위해 저수위와 여수로 게이트 개방고 실시간 데이터로부터

저수지 유입량 수문곡선을 추정하고, 이 유입량 수문곡선을

관측 값으로 간주하여 유전자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유역의

매개변수를 보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프로토

타입을 작성, 대상 유역에 대한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배경 이론

2.1 저수지 추적

저수지 추적은 유입 수문곡선이 저수지를 통해 방류되면서

유출 수문곡선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식(1)의 저류방정식

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수문학적 홍수추적 방법이다.

(1)

여기서, I1, I2는 계산시간 간격 ∆t 초기와 종기의 유입량,

O1, O2는 방류량, S1, S2는 저류량이다. 만약 유입량 I1, I2,

방류량 O1, 저류량 S1을 알고 있다면 저수지 추적을 통해

∆t 시간 후의 S2와 O2를 추정할 수 있다.

2.2 유입량 산정을 위한 강우 유출모형

2.2.1 Clark 단위도

Clark 단위도는 해당유역의 출구에 1개의 저수지가 있다고

가정하여 유역 전반에 순간적으로 내린 단위유효우량인 순간

단위유효우량으로 인한 유수의 저수지 유입수문곡선을 시간-

면적곡선을 이용한 단순전이에 의해 계산한 다음, 저수지의

저류추적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가정하여 홍수추적을 실시함

으로써 유역의 순간단위유량도를 작성하는 것으로, 강우로 인

한 유수의 전이뿐만 아니라 유역의 저류효과도 고려하므로

자연유역의 적용에 적합하다.

 Clark 단위도의 매개변수는 도달시간(Tc)과 유역의 저류상

수(R)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2.2.2 SCS 무차원단위도

미국 토양보존국에서 합성단위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고안

된 방법으로서, 미국내 여러 지방의 대소 유역으로부터 얻은

실제의 단위도를 해석한 결과인 무차원단위도에 근거를 두고

있다. SCS 무차원단위도는 유역의 특성에 커다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SCS 무차원 단위도의 유

역 매개변수는 유역의 지체시간이다. 

2.2.3 Nash 모형

Nash(1957)는 유역 전체가 일련의 n 개 저수지로 구성되

었으며, 각 저수지의 저류량(S)과 유출량(O)의 관계는 S=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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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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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선형관계를 가진다고 가정하였다. 여기서, K는 저수

지의 저류상수이다. Nash 모형에서 전 유역으로부터의 유출

량은 n 번째의 저수지로부터의 유출량을 식(1)로부터 구할

수 있다. 식(2)는 전체 유역에 내린 1 cm의 유효강우에 대한

유역출구에서의 유출수문곡선 즉 순간단위도이다.

(2)

Nash 모형에서 유역 매개변수는 저수지의 수 n과 저류상수

K의 두 가지이다.

2.2.4 유효우량

유효우량은 총강우량에서 직접유출에 기여하는 부분으로 단

위도의 입력요소가 된다. 미국 농무성 토양보존국에서는 강우

와 유출의 관계를 토양의 최대잠재보유량의 함수로 나타내는

SCS 방법을 개발하고, 최대잠재보유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유

출곡선지수 CN(Curve Number)를 고안했다. CN은 유출곡선

지수로 Clark 단위도, SCS 무차원단위도 및 Nash 모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문학적 유역매개변수이다.

2.3 여수로 유량공식

2.3.1 자연월류식 여수로 방류량

게이트가 부착되지 않은 자연월류형 측구식 또는 수트식

여수로의 방류량 Q(m3/s)는 식(3)의 유량공식에 유량계수 C,

여수로 길이 L(m), 월류수심 H(m)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Q = C L H1.5 (3)

2.3.2 게이트식 여수로 방류량

게이트가 부착된 조절식 여수토의 방류량은 게이트 개방

높이에 따라 흐름의 양상이 달라진다. 

- 게이트 개방높이가 한계수심보다 큰 경우 (완전개방) :

자연월류식과 동일한 자유수면을 갖는 흐름이 되므로 식(3)으

로 방류량을 계산한다.

- 게이트 개방높이가 한계수심보다 작은 경우 (부분개방) :

오리피스 흐름이 되므로 다음 공식으로 계산한다(윤용남,

1992).

(4)

여기서, Q=여수토 방류량(m3/sec), L= 여수토 길이(m),

h0= 여수토 크레스트에서 수면까지의 높이(m), h2= 게이트

수몰높이(m), C= 유량계수이다.

2.4 매개변수 보정을 위한 유전자 알고리즘

유전자 알고리즘은 1970년대 초기에 John Holland에 의해

제안된 자연도태의 원리에 바탕을 둔 최적화 기법의 하나로

수공학 분야에서는 주로 유역 매개변수 보정에 적용되고 있

다. 유전자 알고리즘은 매개변수를 2진수의 비트 단위의 문

자열로 표시하고 교배, 돌연변이에 의해 비트를 교환하는 방

식으로 진화하며, 최적값을 향한 진화는 목적함수에 따라 진

행된다. 

3. 저수지 방류량 추정 알고리즘

3.1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 방류량 추정 알고리즘을 1) 실시간

관측데이터(강우, 저수위, 여수로 게이트별 개방고)와 저수량

데이터 또는 수위-저수량 관계식을 바탕으로 관측시간까지 계

산시간 간격별로 저류 방정식에 근거하여 유입량 수문곡선

추정, 2) 이 유입량 수문곡선을 대상으로 유출모형의 유역매

개변수를 유전자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보정, 3) 보정된 유역

매개변수를 적용하여 유출모형에 강우량 예측 데이터를 투입,

유입량 수문곡선 예측, 4) 예측 유입량 수문곡선과 수위-저류

량 관계식 및 여수로 게이트 개방조건을 기준으로 저수지 추

적을 수행하여 저수지 방류량을 추정하는 4 단계의 알고리즘

을 수립하였다.

3.2 프로토타입 개발

본 연구에서 수립한 중규모 저수지 방류량 추정 알고리즘

의 적용성을 검증할 목적으로 프로토타입으로 그림 1과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춘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

O
n

t( ) 1

K n 1–( )!
---------------------

t

K
----⎝ ⎠

⎛ ⎞n 1– t

K
----–⎝ ⎠

⎛ ⎞exp=

Q C
2

3
---⎝ ⎠

⎛ ⎞ 2g( )
0.5

L h
0

1.5
h
2

1.5
–( )=

그림 1. 저수지 방류량 추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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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프로그램 원시코드는 수원대학교 수공학연구실에서 교

육 용도로 Visual Basic으로 개발한 수공학 프로그램 패키지

QuickGraph에 수록된 유출모형과 유전자 알고리즘 루틴을 조

합하고, 여기에 저수지 방류량 추정 루틴을 추가하여 개발하

였다. 이 프로그램은 저수지 방류량 추정 알고리즘의 2단계

에서 4단계까지의 과정을 모의할 수 있다.

4. 적 용

4.1 대상 저수지 및 유역

저수지 방류량 추정 알고리즘과 프로토타입 프로그램 적용

대상 저수지로 진위천 상류에 위치한 이동저수지를 선택했다.

이동저수지와 유역 데이터는 표 1과 같다. 

4.2 강우사상

본 연구에서는 2006년 7월 27일부터 7월28일 까지의 호우

사상에 대해 양성, 고삼, 역삼 3개소의 AWS 강우량으로부터

유역평균강우량을 산출하여 강우데이터로 활용하였다. 호우기

간에 내린 유역평균강우량은 301.2 mm로 집계되었다.

4.3 호우기간의 유입량 추정

호우기간 동안의 저수위 관측 데이터와 여수로 게이트 운

영데이터는 이동저수지 관리주체로부터 취득하였다. 저수위

관측 데이터와 게이트별 개방고 데이터로부터 저수지 추적을

수행하여 유추한 유입량 수문곡선은 그림 5와 그림 6에 각각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 이동저수지 및 유역 현황 데이터

지형 및 시설 데이터 수문학적 데이터
-CN은 GIS 분
석결과

-도달시간은 
Kraven 적용

유역면적 저수량 여수로 형식 CN 도달시간

92 km2
17,200천 m3 수문식

(폭6m, 5련)
83 205 분

그림 2. 유역도.

그림 3. 저수량곡선.

그림 4. 유역평균강우량.

그림 5. 저수위 곡선 그림.

그림 6. 유입량 및 방류량 수문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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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의 결과

5.1 모의 조건

본 연구를 위해 개발한 저수지 방류량 추정 프로그램에서

모의조건은 실측 데이터 이외에 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유역매개변수 보정 유전자 알고리즘 제어 데이터이다.

금회 모의에서 적용한 유전자 알고리즘의 모의조건은 다음 표

2와 같으며, 목적함수는 식 (5)와 같이 환산 유입량과 모의

유입량의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의 최소화로

설정하였다. 

(5)

여기서, FRMSE= 목적함수, Rcalc= 유입량 모의값, Robs= 환

산 유입량

5.2 모의 결과

5.2.1 유역매개변수 보정

본 연구에서 수립한 저수지 방류량 추정 프로토타입

(ProtoType) 프로그램 적용에 앞서 비교를 위해 기존 시스템

의 절차에 따라 저수위와 방류량을 추정하였다. 이 방법에서

먼저 유입량은 경험적으로 결정한 유역 매개변수를 적용하여

Clark 단위도로 추정하였다. 이 추정 유입량을 금회 개발된

프로토타입 프로그램의 저수위, 방류량 추정 루틴에 입력데이

터로 사용하여 저수위와 방류량을 모의하였다. 표 3에 매개

변수 보정결과를 요약하였다. 

5.2.2 첨두 유입량 비교

환산 유입량에 의하면 첨두 유입량은 강우 시작 후 26.5

시간 후에 741 m3/sec 로 추정되었다. 표 4에 각 유출모형

별로 저수위 갱신시간 6시간과 12시간에 대한 첨두 유입량

발생시간과 환산 유입량을 비교하였다. 경험적 공식으로 산출

된 매개변수(CN 83, 도달시간과 저류상수 205분)을 적용하여

Clark 단위도로 구한 첨두 유입량은 632 m3/s로 환산 유입량

과의 상대오차는 0.154로 나타났다. 금회 모의된 첨두 유입량

을 환산 유입량과 비교한 결과, 보정 매개변수를 사용한

Clark 단위도법이 다른 유출모형에 비해 고르게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정매개변수를 사용한 SCS 단위도

법이 Nash 모형과 경험적 변수를 사용한 Clark 단위도법의

결과 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환산 유입량에 의하면 첨

두 유입량은 강우 시작 후 26.5 시간 후에 741 m3/sec 로

추정되었다. 표 4에 각 유출모형 별로 첨두 유입량 발생시간

과 첨두량을 환산 유입량과 비교하였다.

5.2.3 저수위 비교

저수지 방류량 추정 알고리즘과 프로토타입 프로그램으로

저수위 갱신 시간까지의 관측데이터로 부터 저수지 추적을

수행하여 저수지 유입량을 역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역산한 유입량을 환산유입량이라고 정의하였다. 저수위 갱신

시간의 관측데이터로 추정한 환산 유입량은 유출모형별 유역

매개변수 보정 과정에서 관측 값이 된다. 이 환산 유입량을

관측 값으로 간주하고 프로토타입 프로그램에 내장된 유전자

알고리즘 루틴이 유출모형 별로 매개변수를 보정하게 된다.

유역 매개변

수가 보정되면 보정된 매개변수로 유입량 수문곡선을 추정

한다. 이때 강우량 데이터는 저수위 갱신 시간 이전의 강우

량은 실측 강우량을, 그 이 후의 강우량은 예측 강우량을 적

용한다. 

저수위는 저수위 갱신 시간의 관측저수위를 기점수위로 하

여 프로토타입 프로그램의 저수지 추적루틴으로 저수위와 방

류량을 추정한다. 이때 방류량 추적에서 수리학적 모의를 위

한 여수로게이트의 개방고는 저수위 갱신 시간의 게이트 개

방고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개별 게이트의 개방고를

F
RMSE

1

N
---- R

calc
R
obs

–( )
2

∑=

표 2. 유전자 알고리즘 모의 조건

유전자 
표현

유전자 
비트수

세대별 
최적값

교배방법
세대당 
개체수

총 세대수

이진수 5 (25=32) 보존
(Elitism) 2점교배 40 개체 100세대

 표 3. 유역매개변수 보정 결과

유출모형별
유역매개변수

저수위 갱신 시간

3시간 6시간 9시간 12시간 15시간 18시간

Clark 단위도
 - CN

 - 도달시간(분)
 - 저류상수

94.52
227
166

95.00
185
190

81.94
237
300

81.94
163
149

94.52
215
143

95.00
250
190

SCS 단위도
 - CN

 - 지체시간(분)

89.68
215

93.55
173

81.94
163

81.94
163

95.00
185

95.00
250

Nash 모형
 - CN

 - 저수지 수
 - 저류상수

91.61
2.68
5.10

81.94
2.77
2.77

86.77
4.71
2.95

87.26
2.45
2.39

95.00
3.94
2.18

95.00
5.00
2.36

 표 4. 첨두 유입량 비교

유출모형

환산
유입량

저수위 갱신 시간

6시간 12시간

첨두량
(m3/s)

시간
(hrs)

첨두량(m3/s) 발생시간(hrs) 첨두량(m3/s) 발생시간(hrs)

첨두량 상대오차 시간 절대오차 첨두량 상대오차 시간 절대오차

Clark 단위도
SCS 단위도
Nash 모형

741 26.5
722
834
732

0.025
0.125
0.012

27.0
27.0
26.0

0.5
0.5
0.5

760
802
906

0.026
0.082
0.223

26.5
27.0
25.5

0.5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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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할 계획이 있으면 시간-게이트 개방고 데이터를 입력하

면 프로토타입 프로그램의 저수지 추적 루틴에서 이를 반영

한다. 대상 저수위의 저수위 관측 데이터가 1 시간 단위로

갱신된다고 가정하고 1 시간 간격으로 프로토타입 프로그램

을 수행하였다. 

매 시간별로 유입량 수문곡선, 저수위 수문곡선 및 방류량

수문곡선을 산출하였으며, 모의 시간별 유입량은 별도 수록하

였다. 추정수문곡선을 관측치 수문곡선과에 대한 제곱근오차

(RMSE) 분석을 통해 수문곡선 전체 시간과 첨두 발생시간

부근(모의시간 18시∼36시)에 대해 오차를 분석하였다.

6. 결 론

6.1 종합결과

본 연구에서는 중규모 저수지에서의 방류량 메카니즘의 연

구동향과 수리·수문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저수위 예측

과 하천 홍수예보에서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을 수립·개발 하였다. 이 알고리즘의 핵심은 유입량 추정에

있으며, 미계측 유역에서 유입량 산정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전자 알고리즘에 의한 실시간 유역 매개변

수 보정 방법을 도입하였다. 또한, 대상 유역에서의 유출모형

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복수의 유출모형으로 유입량

을 산정하여 적합도가 높은 유출모형의 유입량을 채택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알고리즘을 구체화하여 실제로 작동되

는 프로그램 - 프로토타입(ProtoType)을 개발하였다. 프로토

타입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경기도 용인시에 위한 이동저수지

와 그 유역에 대해 2006 년 7 월 27 일에서 28 일까지의

기간에 내린 호우사상과 같은 기간의 저수지 수위 관측 데이

터와 여수로 게이트 운영 데이터로부터 유입량 추정 수문곡

선과 저수위 추정 수문곡선 및 하천으로의 방류량을 추정하

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기존의 저수위 예측 알고리즘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유역

매개변수 실시간 자동보정을 포함한 저수지 방류량 추정

알고리즘을 수립하였다.

2) 알고리즘의 적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프로토타입을 개발

하여 대상 저수지에 적용한 결과, 유전자 알고리즘에 의

한 실시간 매개변수 보정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3) 대상 저수지에서 관측 데이터로 모의한 결과, 유출모형

별 첨두 유입량과 방류량의 차이는 Clark 단위도

472 m3/s, SCS 단위도 444 m3/s, Nash 모형 367 m3/s

로 나타났으며, 첨두량의 조절 효과는 53%(Nash 모형)

에서 59%(Clark 단위도)로 추정되었다 

4) 유입량 모의 결과를 대상으로 RMSE 오차분석을 수행

한 결과, 전체 모의시간과 첨두시간 부근 에 대한 오차

는 대체로 유출모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5) 저수위 모의 결과에서는 RMSE 오차분석 결과, 유입량

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6) 방류량 모의 결과는 유출모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값을

같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의기간에 형성된 저수위

에 대한 수면적이 유입량의 차이를 흡수할 수 있을 정

도로 충분한 크기를 가졌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수립된 유전자 알고리즘에 의한 유역매개변수

자동기법을 적용한 저수지 방류량 추정 알고리즘과 이를 구

현한 프로토타입은 향후, 농업용 저수지 증고(댐 높이 증가)

로 인해 대형 여수로 게이트 설치 시, 저수지 유지관리에 참

조될 것으로 보인다.

6.1 향후 연구과제

1) 본 연구에서 수립·개발된 프로토타입을 대상유역 이외

의 저수지에 적용하면 보다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를 검토하는 지속적인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 프로토타입 프로그램에 적용한 유전자 알고리즘이외 실

시간 매개변수 보정방법의 도입율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면 중규모 저수지의 방류량을 추정하는 유지관리

시스템의 적용성과 활용에 있어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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