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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준 홍수사상으로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의 태풍 매미가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다.  태풍 루사로 인하여 무

려 12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실종되었으며, 2만 

7619세대 8만 862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또한 건물 1만 7046동과 농경지 14만 3261㏊가 

물에 잠기고, 전국의 도로·철도·전기·통신 등 주요 

기간망과 생활 기반시설이 붕괴되거나 마비되어 

총 5조 4696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태풍 매미

는 130명(사망 117명, 실종 13명)의 인명피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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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돌발홍수는 짧은 지속기간, 급격한 경사와 불투수층에 대해 강한 강우로 인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홍수를 

말한다.  돌발홍수는 강우가 돌발홍수기준(Flash Flood Guidance)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돌

발홍수기준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돌발홍수예보의 정확성에 크게 기여한다.  즉, 강우-유출관계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uncertainty)을 최소화 할수록 돌발홍수기준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으며, 강우-유출 모형은 각각 고

유의 매개변수와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어떠한 강우-유출 모형을 사용하여 강우-유출관계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불확실성의 정도가 크게 좌우된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강우-유출모형(HEC-HMS 모형, 저류함수모형, SSARR 

모형 , TANK 모형)의 모의값에 Monte Carlo 모의 방법을 적용하여 95%신뢰수준에 대한 신뢰한계를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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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rate estimation of FFG will be helpful in flash flood forecasting and warning system. Say, if we can reduce the 
uncertainty of rainfall-runoff relationship, FFG can be estimated more accurately. However, since the rainfall-runoff 
models have their own parameter characteristics, the uncertainty of FFG will depend upon the selection of 
rainfall-runoff model.  This study used four rainfall-runoff models of HEC-HMS model, Storage Function model, 
SSARR model and TANK model for the estimation of models' uncertainties by using Monte Carlo simulation.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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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7810억 원의 재산피해, 4,089세대 1만 975명

의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주택 42만 1015동과 농

경지 3만 7986㏊을 침수시켰다. 그밖에 도로·교량 

2,278개소, 하천 2,676개소, 수리시설 2만 7547개

소가 유실되거나 파괴되는 피해를 주고 5조원에 

가까운 재산피해를 냈다.

이러한 홍수는 강우의 지속시간과 지역적 특성

에 따라 돌발홍수, 도시홍수, 하천홍수, 해안홍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홍수 유형은 복합

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홍수로 인

한 피해가 가중된다(건설교통부, 2005). 최근의 강

우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짧은 시간동안 강한 강우

강도를 갖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강우가 대부분

이 불투수층으로 이루어진 도시지역이나, 경사가 

급한 지역에 발생하는 경우 홍수가 발생하기 쉽다.  

이와 같이 짧은 시간동안 높은 강우강도를 갖는 강

우가 홍수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돌발홍수라고 한

다. 최근의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의

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돌발홍

수예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양수, 2006).

미국기상학회(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 

AMS)의 기상학 관련 용어집에는 돌발홍수를 “상대

적으로 작은 지역에 걸쳐 강한 강우로 인해 발생하

는 것으로, 경고없이 빠르게 발생하는 홍수”로 정

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세계기상학회(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의 UNESCO의 용어

집에서는 돌발홍수를 “상대적으로 높은 첨두유량을 

갖는 짧은 지속시간동안 발생하는 홍수”로 언급하

고 있다. Sweeny(1992)는 “6시간 또는 그 이내에 

발생하는 강우로 인해 발생하는 홍수”라고 정의하

였고, Georgakakos(1986)는 “강한 강우나 초과강

우 사상 발생 이후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홍수”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돌발홍

수는 짧은 시간동안 높은 강우강도를 갖는 강우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기상학회에 따르면 이상기후의 결과인 돌발

홍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안은 돌발홍수예

보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돌발홍

수 발생을 유도하는 많은 구조물을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돌발홍수예보를 개선하는 것이 효율

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돌발홍수예보 

발령의 기준이 되는 돌발홍수기준을 정확하게 산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돌발홍수

기준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

문이며, 이를 확인하고 제거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실시간 예보에 있어서 불확실성의 정도는 외국에

서 수세기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Cooke, 1906). 

수문학과 돌발홍수예보 분야에서도 이러한 불확실성 

분야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Georgakakos 

and Hudlow, 1984; Georgakakos, 1992; 

Krzysztofowicz, 1999; Ferraris 등, 2002).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불확실성은 완전히 제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직 적용되지 않은 많은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방향

이 많이 열려 있다. 예를 들어, 미국기상학회는 정책

적으로 홍수예보의 불확실성과 확률론적 예보에 대

해 관심을 돌리고 있다. 

고해상도의 분포형 모형을 이용한 돌발홍수예보

는 작은 유역에서 모형의 불확실도가 얼마나 증가

하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 Carpenter

와 Georgakakos(2004)는 Monte Carlo 모의를 

이용하여, 유역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모형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을 모의하였으나, 유역의 

내부 관측점으로부터의 관측 유량자료를 사용하여 

그 결과를 검증하기에는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 

또한 분포형 모형에 있어서 격자의 크기에 따른 

매개변수 변화로 인한 모의 오차에 대한 연구가 발

표되기도 하였다(Michaud, 1994; Refsgaard, 

1997; Finnerty et al., 1997; Carpenter et 

al.,2001; Boyle et al., 2001). 그러나 매개변수 

효과에 대한 평가와 운영자료를 이용한 스케일 범

위에 대한 유출모의의 불확실성의 특징을 묘사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Wagener 등(2007)은 

GLUE(Generalized Likelihood Uncertainty 

Estimation)를 사용하여 돌발홍수예보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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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아직은 돌발홍수에 대한 불확실성 검

증은 크게 발전한 상태는 아니며, 현재 매우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유역에 적

용 가능한 돌발홍수기준 산정에 있어서의  불확실

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HEC-HMS모형, 저류함수모

형, SSARR(Streamflow Synthesis and Reservoir 

Regulation)모형, TANK모형을 사용하여 따른 강

우-유출 관계를 유도하고, 도출된 유출량들의 평균

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Monte Carlo 모의를 수

행한 후, 이에 대한 신뢰구간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돌발홍수예보

2.1 돌발홍수 보체계

돌발홍수예보시스템은 강우-유출관계를 분석하

여 제방범람을 유발하는 강우량을 설정하고, 이 강

우량이 예상될 경우 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이다. 

제방범람을 유발하게 되는 강우량을 돌발홍수기준

(Flash Flood Guidance, FFG)이라고 하는데, 이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돌발홍수예보시스템은 돌발홍수의 특성에 맞

게, 좁은 지역에서 단시간의 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의 기후변화로 인한 국

지성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돌발홍수예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

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양

수, 2006). 다음 Fig. 1은 돌발홍수예보체계이다. 

Fig. 1의 돌발홍수예보 체계를 간단하게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우-유출 모형의 최적 매개

변수를 이용하여 확률강우량에 대한 강우-유출관

계를 도출한다.  강우-유출관계 곡선에서 대상지역

의 지형정보로부터 산정된 한계유출량(Threshold- 

runoff)에 대응하는 강우량이 돌발홍수기준이 되며, 

강우레이더를 통하여 관측된 강우량과 비교하여 관

측된 강우량이 더 큰 경우 돌발홍수예보가 발령된

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기

로 한다. 

Fig. 1. Flash flood forecasting system

2.2 돌발홍수기 의 산정방법

한계유출량은 토양이 완전히 포화된 상태에서 

하천의 제방을 월류하기 시작할 때의 유효우량

(effective rainfall)을 의미하며, 이는 단위도의 첨

두유량 (
in)과 유역면적 (), 유효

우량 (in)의 곱이 유역출구에서의 제방월류유량 

()와 동일하다는 원리에서 산정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 2005). 

   → 


      (1)

따라서, 한계유출량(Threshold-Runoff)을 산정

하기 위해서는 제방월류유량 와 단위첨두유량 

을 산정하여야하며, 각각 두 가지 방법으로 산

정할 수 있으므로, 한계유출량은 다음과 같이 4가

지 방법을 통하여 산정이 가능하다. 

① Manning 공식을 이용한 홍수량 - 지형학적 순

간단위도(GIUH)

② Manning 공식을 이용한 홍수량 - Snyder 합성

단위도

③ 2년 빈도 홍수량 - 지형학적 순간단위도(GIUH)

④ 2년 빈도 홍수량 - Snyder 합성단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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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rivation of Flash Flood Guidance from

rainfall-runoff relationship

본 연구에서는 Manning 공식에 의하여 제방월

류유량을 산정하였고, 지형학적 순간단위도 대신에 

지형기후학적순간단위도(GcIUH)를 이용하여 단위

첨두유량을 산정하였다. 

Fig. 2에서와 같이 계산된 한계유출량은 강우-유

출모형으로부터 유도된 강우-유출관계에서 유출량

에 해당되며, 이에 대응하는 강우량이 돌발홍수기준

이 된다. 돌발홍수예보는 돌발홍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크기의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 이루어지며, 이 

때의 기준이 되는 강우의 정도가 돌발홍수기준이다. 

돌발홍수기준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강우-유

출 모형에서 유도된 강우-유출 관계곡선(여기서의 

유출은 유출고, runoff depth)과 제방월류홍수량, 

단위도의 첨두유량에서 구해지는 한계유출량을 통

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돌발홍수기준은 강우-유출 

모형의 매개변수에 의해 크게 변화할 수 있으며, 

어떠한 강우-유출 모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많이 

의존하게 된다.  

3. 강우-유출 모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4개의 

강우-유출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각 모형을 간단하

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1 HEC-HMS 모형

HEC-HMS(Hydrologic Engineering Center- 

Hydrologic Modeling System)는 강우-유출 모

의를 위한 소프트웨어로서, GUI (Graphical User 

Interface)환경, 통합 수문분석 성분, 자료 저장 

및 관리능력, 그래픽 처리 및 리포트 출력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HEC-HMS는 수문요소관련 Basin 

model, 기상학적 자료 관련 Precipitation Model, 

모의를 위한 시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Control 

Specifications의 세 가지 종류의 자료로 구성된

다. 본 연구에서는 SCS CN방법, Clark 단위도법, 

Muskingum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였고, HEC- 

HMS에서 제공하는 툴(tool)을 이용하여 매개변수

를 최적화하였다. 

3.2 류함수모형

저류함수모형(Storage Function Method)은 홍

수유출모형으로 산지가 많은 유역에 적합토록 개발

된 모형이다. 이 방법은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국내에서는 1974년 한강 홍수예경보 시스

템에 도입된 이후 낙동강, 금강, 섬진강 홍수예경

보 시스템에도 이 방법이 채택되었다.  

저류함수모형에서는 홍수유출을 Manning 공식

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표면 유출이라고 가정하여, 

유역과 하도구간의 저류량을 유출량의 지수함수로 

식 (2)와 같이 나타내었다. 

 
       (2)

여기서, , 는 유역이나 하도구간에 대한 저류상

수이다.

3.3 SSARR 모형

SSARR(Streamflow Synthesis and Reservoir 

Regulation) 모형은 미국 공병단의 북태평양지부에

서 수자원시스템의 설계, 계획 및 관리를 위한 수

학적 수문모형으로 1956년 처음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SSARR-8은 산악지역에서의 강

설에 대한 유출해석을 대폭 강화시킨 것으로 강우

만을 해석하는 경우 저수유출관리와 같은 장기적인 

유출관리 모의와 증발산 기능이 보완 되어진 모형

이다(김범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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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TANK 모형

TANK모형이란, 유역을 오리피스형의 유출공을 

가진 몇 개의 저류형의 가상용기(TANK)를 조합하

여 유량을 유량으로 변환하는 유출계산법으로 저수

유출 해석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TANK모형

의 적용에서 어려운 점은 모형 매개변수를 시행착

오에 의해서 결정을 하므로 직감과 경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점이다. 한편 계산법이 명확하고 유

출기구가 수문현상을 잘 재현한다는 점에서 모형의 

객관성을 인정받고 있다. 

4. 돌발홍수기준 산정의 불확실성 분석

4.1 상 유역  강우사상

본 연구에서는 안양천 유역을 대상으로 돌발홍

수기준을 산정하였다. 안양천 유역은 유역면적 

286㎢, 유로연장은 32.5㎞로 유역평균폭이 8.8㎞

인 중규모 하천이다. 안양천 유역내 및 인근에 위

치하여 안양천유역의 강우특성을 파악하는데 영향

을 줄 수 있는 우량관측소는 기상청관할 2개소, 건

설교통부 관할 3개소, 행정자치부 관할 14개소 등 

총 19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이 중, 기상청 관할 

수원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하여 100년 빈도의 지속

시간 1시간, 3시간, 6시간에 대한 확률강우량을 산

정하였다(Table 1). 

관측소명
지속시간

1시간 3시간 6시간

수원 112.9mm 177.1mm 237mm

Table 1. 100-year frequency based rainfalls at 

Suwon station

각 지속시간별 확률강우량을 설계강우량으로 작

성하기 위하여 Huff 4분위법을 사용하였다. Huff 

방법은 강우기록에 따라 통계분석을 통해 제시된 

무차원누가곡선을 이용하여 강우를 분포하는 방법

으로써, “지역적 설계강우의 시간적분포(건설교통

부, 2000)"에서 제시된 호우분포표에 따라 평균이

상을 갖는 중호우에 대하여 시간분포를 하였다.  

안양천 유역의 2003년~2006년의 10개의 강우사

상(Table 2)에 대하여 각 강우사상별로 최적매개

변수를 산정하고, 이 최적매개변수들과 앞서 산정

한 설계강우량을 이용하여 각 강우-유출 모형별로 

강우-유출관계를 도출한다. 

강우사상 기간

1  2003년 8월 23일~8월 26일

2  2003년 8월 27일~8월 30일 

3 2004년 6월 19일~6월 21일

4 2004년 7월 15일~7월 20일

5 2004년 9월 7일~9월 8일 

6 2005년 7월 8일~7월 15일

7  2005년 8월 24일~8월 27일

8 2005년 9월 30일~10월 4일

9 2006년 7월 11일~7월 14일 

10 2006년 7월 26일~8월 4일

Table 2. Rainfall events

4.2 돌발홍수기 의 불확실성

불확실성이라는 용어는 수문학분야에서 뿐만 아

니라, 공학을 비롯한 사회현상에도 널리 쓰이고 있

다. 사전적으로는 확실하지 아니한 성질, 또는 그

런 상태를 의미하며, 해석적으로는 어느 양에 대해

서 관측하거나 계산한 값이 그 양의 참값에서 벗어

나 있다고 추정되는 벗어남 값, 또는 계통적 오차

와 측정 방법의 부적합에서 발생하는 무작위적 오

차를 포함한 것에 대하여 주어져야 할 허용값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수많은 불확실성외에 

돌발홍수기준을 산정하는데 있어서의 불확실성은 

강우-유출 관계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다. 따라서 어떠한 강우-유출모형을 사용할 것인가

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강우사상을 각각의 모형에 사용하여 매

개변수를 최적화한 후, 강우-유출관계를 유도하고 

유도된 10개의 강우-유출관계를 평균하여 모형별 

하나의 강우-유출관계를 도출하였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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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ainfall-runoff relationships by rainfall-runoff models (1hr-duration)

4.3 불확실성 분석방법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강우-유출관계의 불확실성 분석

을 위하여 Monte Carlo Simulation(MCS)기법을 

사용하였다.  MCS 기법은 어떤 특정한 통계분포 

특성을 가지는 무작위 변수를 발생시키는 방법이

다. 따라서 Monte Carlo 모의는 Eq.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여기서 는 생성된 값, 는 

원자료의 평균, 는 원자료의 표준편차, 는 발

생시킨 무작위변수이다. 

         (3)

여기서는 강우-유출관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하

여, 강우사상별 최적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유도된 

강우-유출관계의 유출량을 평균하여 모형별로 하

나의 강우-유출관계를 구축하고 4개 모형의 유출

량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MCS를 적용하

였다. 이러한 방법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Fig. 4 과 

같다.  

Fig. 5. Procedure of uncertainty analysis by rainfall-runoff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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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강우-유출 모형에 따라 최적 매개변수를 

도출한 후, 지속시간별로 산정된 확률강우량을 

Huff의 4분위법을 통해 시간분포된 설계강우량을 

이용하여 모형별/지속시간별/강우사상별 강우-유출

관계를 유도한다.  유도된 강우-유출관계는 모형별

로 평균하여 4개의 강우-유출관계를 만든다. 4개

의 강우-유출관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MCS방법을 통해 500개의 새로운 강우-유출관계

를 발생시킨 후, 이에 대한 신뢰수준(confidence 

level) 95%에 대한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과 신뢰한계(confidence limits)를 설정하였다. 

Fig. 5는 지속시간 1시간, 3시간, 6시간에 대한 신

뢰구간과 신뢰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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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nfidence limits of rainfall-runoff relationships on 95%-confidence level

각 지속시간별로 신뢰구간의 폭은 크게 차이가 

없었으며, 지속시간 1시간, 3시간의 경우는 강우량

이 증가함에 따라 신뢰구간의 폭 또한 넓어지는 양

상을 보였으며, 지속시간 6시간의 경우는 강우량이 

확률강우량에 가까워짐에 따라 신뢰구간의 폭이 넓

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지속시간이 긴 강우의 

경우, 확률강우량 또한 크므로 이에 따른 강우-유

출 모형의 모의 정확도가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안양천 유역의 10개 강우사상에 

대하여 4개의 강우-유출모형의 최적 매개변수를 

시간분포시킨 확률강우량에 이용하여 모형별 강우

-유출관계를 유도하고 각 모형의 강우-유출관계에 

대하여 MCS 기법을 적용해 500개의 새로운 강우

-유출관계를 발생시킨 후 이에 대한 95% 신뢰수

준에 대한 신뢰구간과 신뢰한계를 추정하였다. 

각 수문모형의 모의에 따른 유출량을 MCS 기법

을 이용하여 강우-유출관계의 신뢰구간을 추정하

였다. 돌발홍수기준은 어떠한 강우-유출 모형을 선

택하느냐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이는 강우-유출

모형의 매개변수의 특성, 매개변수의 개수, 강우사

상의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유역별로 크게 

다르게 산정될 수 있는 토양의 습윤상태 등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매개변수의 개수가 

많으면 매개변수간의 조합으로 인하여 특정 강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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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만 맞는 매개변수가 도출되기 쉽다. 최적 매개

변수, 즉 대표 매개변수를 도출하여 사용하더라도 

모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떠한 강우사상에서 매

개변수를 산정하였느냐에 따라 돌발홍수기준이 다

르게 산정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강우의 크기가 클수록 강우-유출 모의

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우-유출모형은 수자원 분야를 연구하는데 있

어서 최소한 한번 이상은 다루어지게 되어 있다.  

활용 빈도가 높은 만큼 많은 강우-유출모형이 개

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강우-유출모형은 

갖고 있는 매개변수와 특성이 다르므로 이를 잘 고

려하여 사용해야한다. 여기에 우리 주변에 존재하

고 있는 불확실성도 문제가 된다. 공학분야에 있어

서 불확실성은 곧 위험도와 직결되므로 우리는 이

를 고려하고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

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강우-유출모형에서 유

도된 강우-유출관계를 결합하여 신뢰구간을 제시

함으로서 돌발홍수예보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최

소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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