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홍수예측 모형에는 개념적 또는 물리적 모형과 데이터 기반 

모형을 활용한다(Wood and O’Connell, 1985). 홍수예측을 

위해 개념적 또는 물리적 모형을 구축하는 경우는 기초 자료의 

수집과 주기적인 자료 갱신이 필요하며, 실제 홍수사상을 모

의하는 과정에서 숙련된 작업자가 매개변수를 조정하는 과정

을 수행한다. 또한, 예측모형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매개

변수의 개수가 많아지는 경우 매개변수 조정에 더 많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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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del using time series data can be considered as a flood forecasting model of a small river due to its efficiency for model 

development and the advantage of rapid simulation for securing predicted time when reliable data are obtained. Transfer Function Noise 

(TFN) model has been applied hourly flood forecast in Italy, and UK since 1970s, while it has mainly been used for long-term simulations

in daily or monthly basis in Korea. Recently, accumulating hydrological data with good quality have made it possible to simulate hourly 

flood predi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TFN model applicability that can reflect exogenous variables by combining 

dynamic system and error term to reduce prediction error for tributary rivers. TFN model with hourly data had better results than result 

from Storage Function Model (SFM), according to the flood events. And it is expected to expand to similar sized stream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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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하천의 시간단위 홍수예측을 위한 TFN 모형 적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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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는 모형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모형 구축이 용이하고 예측 선행 시간 확보를 위해 신속한 모의가 가능

한 장점 때문에 규모가 작은 하천의 홍수예측 모형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중 Transfer Function Noise (TFN) 모형은 이탈리아, 영국 등 해외에서

는 1970년대부터 시간단위 자료를 이용한 하천유량 예측에 적용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일 단위 혹은 월 단위의 하천유량 모의에 적용되

었다. 국내 수문 자료의 품질 향상으로 그동안 축적된 수문자료를 통해 시간단위 자료를 이용한 홍수예측 모형의 구축 기반이 갖추어졌다. 본 연구

의 목적은 소규모 하천을 대상으로 외생변수의 반영이 가능하고 동적시스템과 오차항을 결합하여 예측 오차를 줄이는데 용이한 TFN 모형을 구축

하고 그 적용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시간 단위 자료를 이용하여 TFN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구축된 모형을 이용한 홍수 예측 결과를 홍수

예보 실무에 활용 중인 저류함수모형의 홍수 예측 결과와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홍수사상에 따라 TFN 모형과 저류함수 모형이 각각 더 나은 결과

를 보이는 사상이 있었으며, 실무에서 TFN 모형을 홍수예측 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핵심용어: 단기 홍수예측, TFN 모형, 시계열 모형, 소규모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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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요되므로 선행시간 확보 측면에서는 불리하다(Kumar 

et al., 2005; Tokar et al., 1999; Tokar et al., 2000). 홍수통제소

와 같이 홍수예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대하천의 홍수예측

에 개념적 모형과 물리적 모형을 활용해 왔으며(HRFCO, 

2011), 관련 기관이 수해방지 업무에 홍수예측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 수위를 초과하기 3시간 전에는 예측 정보를 

제공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작아서 강수 발생부터 2~3시간 이내에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는 하천의 경우에는 3시간의 예측 선행시간

을 확보하기 어렵고 예측 모의 과정이 복잡할수록 효용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가 홍수특보를 발령하는 32개 하천 중 

유역면적이 500 km2를 넘지 않는 하천은 한강의 지류인 탄천

을 포함하여 한강권역에 총 4개소가 있다. 이런 하천의 경우 

규모는 작지만 홍수관리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충분

한 관측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면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한 모

형을 고려할 수 있다.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하천의 유출량 

예측의 경우 국외에서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 자료를 활용하

여 적용된 바 있으며(Lohani et al., 2011), 국내의 연구에서는 

규모가 작은 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다중 회귀 모형 적용 사례

가 있다(Yoon and Kim, 2003; Jeong and Lee, 2010). Choi and 

Han (2011)은 한강의 지류하천인 중랑천을 대상으로 지점 강

수량과 유역평균 강수량을 각각 입력 자료로 하는 회귀 모형

을 적용하여 수위를 예측하였다.

시계열 모형인 전이함수잡음(Transfer function noise, 

TFN) 모형은 자기회귀분석을 통한 Autoregressive (AR),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ARMA),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ARIMA) 모형 등의 단변량 시

계열 모형과 다르게 외생 변수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

한 분야에서 실제 상황을 예측하는데 유리하다(Salas et al., 

1980). 강수량을 외생변수로 하여 하천지점의 유출량 또는 수

위를 예측할 수 있고 동적시스템을 활용하여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Exogenous (ARMAX) 보다 일반적인 모형

으로 평가된다(Young, 1984).

국외 적용 사례로 Anselmo et al. (1979)은 유역면적이 10 

km2 및 800 km2 정도의 이탈리아의 소규모 하천에 TFN 기법

을 적용하여 실시간 유량예측을 수행한 바 있고 Lees (2000)

은 영국 Wales의 하천을 대상으로 홍수 예측을 위해 시간단위 

자료를 활용한 TF 모형을 적용하였다. 국내에서는 일단위 또

는 월단위 자료를 이용한 TFN의 적용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Kang and Heo (2006)은 한강수계의 월 유입량 모의에 TF, 

ARMA, ARIMA, TFN 모형을 적용하였고 Park et al. (2014)

은 충주댐 유역의 유입량 모의를 위해 TFN 모형을 구축하고 

GCM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한 앙상블 시나리오를 통해 유

입량 변화 양상을 예측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TFN 모형을 

한강 지류하천인 탄천의 홍수예측 모형으로 적용하기 위해 

강수량을 외생변수로 하여 홍수량 예측을 수행하였다. 또한 

그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홍수통제소가 홍수예

보 실무에 활용중인 저류함수모형(Storage Function Model, 

Kimura, 1961)의 예측결과와 최소제곱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와 Nash-Sutcliffe 모형효율 계수(Nash-Sutcliffe 

Efficiency coefficient, NSE)를 통해 비교하였다.

2. TFN 모형 이론

TFN 모형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입출력 관계의 동적확률 

구조를 이용하여 예측 오차를 적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Box 

et al., 1976). 예측 대상 시계열의 과거시점부터 현재 시점의 

값뿐만 아니라 그 시계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력시계열을 

예측에 이용한다. TFN 모형은 동적항(dynamic system)과 잡

음항(noise ter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적항은 Fig. 1과 같

이 선형결합을 통해 출력시계열을 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잡음항으로 설정된다(Kang and Heo, 2006).

입력계열과 출력계열로 활용되는 두 시계열 사이의 관계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동적시스템은 Eqs. (1) and (2)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1)

 





 (2)

여기서, 는 출력계열, 는 입력계열을 각각 나타내며, 

  
⋯는 전이함수(transfer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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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 of dynamic system (Box et al.,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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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후진 연산자(backward-shift operator;  
 )이

다. 또한, 는 잡음과정(noise process)으로 입력계열 와

는 독립임을 가정한다. 는 의 분자항으로 후진연

산자 차수를 s로, 는 의 분모항으로 후진연산자 차

수를 로 표현하여 각각의 매개변수는 ⋯와 

⋯  로 표현한다.

Eqs. (1) and (2)의 는 Eq. (3)와 같은 ARMA 모형으로 

가정한다.

   or 




 (3)

여기서, 는 자귀회귀과정 계수, 는 이동평균 과정의 계수, 

그리고  는 백색잡음항이다. 

TFN 모형은 앞서 언급한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Eq. (4)와 

같이 다시 표현 할 수 있다. 이때, 지체시간 는 출력시계열에 

최초로 영향을 주는 입력시계열 의 시점을 나타내며, 는 

에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

의 항의 개수, 은 와 선형관계를 갖는 자기 과거의 항의 개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




(4)

3. 유량 예측 모형의 구축

3.1 대상 유역 및 자료구축

TFN 모형을 이용한 홍수량 예측을 위해 한강의 지류인 탄천 

유역을 대상 유역으로 선정하였다. 탄천 유역은 면적 303.07 

km2, 유로연장 32.55 km, 평균 경사는 7.68 %이며, 행정구역

으로는 성남시와 용인시 및 서울특별시에 걸쳐 있다. 유역의 

동쪽과 서쪽은 산악지형이고, 중앙부는 시가지 지형으로 구

릉지이다. Fig. 2와 같이 유역 내에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수

위관측소 2개소와 강수량 관측소 5개소가 있으며, 유역 평균 

강수량 산정을 위한 티센망 구성에는 탄천 유역 내에 위치한 

5개의 강수량 관측소와 인근 1개소를 포함하여 총 6개의 관측

소를 활용하였다. 수위관측소 2개소 중 서울시(대곡교) 지점

은 2007년부터 홍수예보지점으로 고시되었으며, 홍수예보 

실무에서는 저류함수 모형을 예측모형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홍수예측 모의를 위해 최근 10년간(2008~ 

2017년) 탄천 유역의 평균 강수량과 서울시(대곡교) 지점의 

유량 자료를 이용하였으며(http://www.hrfco.go.kr), 500 m3/s 

이상의 유량을 기록한 23개 홍수사상을 Table 1과 같이 선정

하였다. 이 중 과거 19개 홍수사상을 TFN 모형과 저류함수모

형 매개변수 검정에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최근에 발생한 

4개의 홍수사상에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때, TFN 

모형은 19개 홍수사상 전체를 입력자료로 하여 하나의 매개

변수를 선정하였으며, 저류함수 모형은 사상별로 모의하기 

때문에 전역 최적화 기법인 SEC-UA 방법(Chung et al., 2012)

Fig. 2. Study area (Tancheon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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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해 각 사상별로 최적화된 매개변수를 구한 후 산술평

균한 값을 이용하였다.

3.2 기존 모형 검토

저류함수모형은 단위도법 등 다른 방법에 비해 매개변수

의 개수가 많고 실무자가 매개변수 조정을 통해 실제의 홍수

사상에 가깝게 모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적용된 매

개변수가 유역의 물리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실제 사상과 유사한 모의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개

연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Chung et al., 2012). 홍

수예측 실무에서는 실제 홍수사상을 적용하여 갱신한 매개변

수를 상황발생시 업무담당자가 시행착오법으로 조정하여 활

용하고 있다. 저류함수모형에서는 우선 유역 전반에 걸쳐 일

정한 강우강도로 호우가 내릴 때, 초기유출률을 나타내는 

와 포화우량 , 유역의 포화유출률을 이용하여 유효강

수량을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강수 관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고려하기 위해 강수량 확대계수 를 사용한다. 또한 

직접유출고 와 유역 내 저류고   사이의 관계를 비선형으로 

가정하여 유역 내 저류고가 증가함에 따라 유출속도가 증가하

여 직접유출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모의한다. 이 과정에서 유

역과 하도의 지체시간  , 저류상수 , 를 결정하여 적용한

다. 저류함수 모형은 Eqs. (5)~(7)를 기본식으로 이용한다.

 
 (5)

여기서, K, P는 유역 혹은 하도구간에 대한 상수이다. 









 (6)

여기서, 는 평균유입계수이며, 는 단위시간당 유역평균 

강수량(mm/hr), 는 유역면적(km2), 는 유역지체시간 

을 고려한 유역으로부터의 직접유출량(m3/s), 는 유역 내의 

실제 저류량(m3) 이다.

Table 1. Selected flood events

No. Start End
Max. hourly 

rainfall (mm)

Cumulative

rainfall (mm)
Peak flow (m3/s) Data use

1 2008/06/18 00 2008/06/19 00 16 81 560.25

Calibration

2 2008/07/19 02 2008/07/20 02 28 217 1074.04

3 2008/07/24 00 2008/07/25 00 36 147 1174.07

4 2009/07/09 00 2009/07/10 00 27 153 842.03

5 2009/07/12 00 2009/07/12 20 40 228 2186.74

6 2009/07/14 08 2009/07/15 21 36 179 1622.19

7 2009/07/17 12 2009/07/18 12 23 72 585.45

8 2009/08/12 00 2009/08/12 23 25 106 1007.66

9 2010/08/29 00 2010/08/29 23 22 87 814.94

10 2010/09/10 15 2010/09/12 02 30 159 988.33

11 2010/09/21 00 2010/09/22 18 52 164 1515.81

12 2011/06/29 00 2011/06/30 23 25 228 818.68

13 2011/07/03 00 2011/07/04 20 29 180 1176.57

14 2011/07/27 00 2011/07/29 23 29 344 1391.64

15 2011/08/17 00 2011/08/17 16 21 52 598.84

16 2012/07/05 12 2012/07/08 00 52 258 1325

17 2012/07/15 02 2012/07/15 16 25 76 721.14

18 2012/08/14 12 2012/08/16 12 48 161 1066.44

19 2012/08/20 12 2012/08/22 12 28 182 1071.67

20 2013/07/12 20 2013/07/13 22 32 127 517.63 
Validation: ①

②

③

④

21 2013/07/21 12 2013/07/23 12 17 140 924.78

22 2014/08/20 21 2014/08/22 08 28 109 595.78

23 2017/07/16 00 2017/07/17 01 48 89 7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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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여기서, 는 평균유입계수이며, 는 유역 및 하도로의 유입

량 혹은 하도구간의 상류 유입량(m3/s)이고, 는 지체시간 

을 고려한 하도구간의 하류 유출량(m3/s), 는 하도구간 저류

량(m3)이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 조정과정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

해 전역 최적화 기법인 SCE-UA (Shuffled Complex Evolution) 

방식을 적용(Chung et al., 2012)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3과 

같이 박스플롯(Box plot)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여기서 포화

우량 , 하도의 저류상수  , 유역 및 하도의 지체시간 , 

 , 초기 유출율 은 실무자가 매개변수를 조정할 때에도 

고려할 수 있는 폭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3.3 TFN 모형 구축

TFN 모형 구축을 위한 입력자료는 서울시(대곡교) 지점의 

시간단위 유량자료와 티센망을 이용한 유역평균 자료를 사용

하였다. 상류의 성남시(궁내교) 지점은 국토교통부가 2003

년, 2004년, 2008년 그리고 2014년 등 총 4회의 유량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예보지점인 서울시(대곡교)에 대한 유량측정

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유량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입력자료 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시간 이후 유량 예측에 1시간 단

위 자료를, 2시간 이후 유량 예측에는 2시간 단위 유량 자료를 

이용하여 각각 모형을 구축하여 실측값과 비교하였다.

3.3.1 입력 자료 변환

입력자료인 강수량 자료와 출력자료인 유량 자료는 표준

정규화한 후 사용하였다. 또한, 입력시계열이 출력시계열에 

영향을 주는 시차(lag)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차상관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 때, 두 가지 계열 중 하나에 자기상관이 포함되

어 있는 경우 그 영향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기 

상관 추세를 제거하기 위한 사전백색화를 수행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본 연구에서는 Box-Jenkins의 근사적 방법을 이용

하여 사전백색화를 수행하였다. 입력계열 강수량자료의 표

본 자기상관함수와 표본 편자기상관함수는 Fig. 4와 같았다. 

모형의 차수를 판단하기 위해 간결성 검토(test of Parsimony)

를 수행하였으며, Eq. (8)에 의한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을 적용한 결과는 Table 2와 같았으며, 이를 바탕으

로 입력계열은 AIC 값이 가장 작은 ARMA(1,0) 과정을 따르

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ln



 (8)

여기서, 



 는 분산의 최우도 추정량이며, p는 매개변수의 개수

이다.

따라서 입력 및 출력계열은 Eqs. (9a) and (9b)와 같이 사전

백색화하여 사용하였다. 이때, , 는 표준정규화한 입력 및 

출력계열이며, 계열은 계열과 같이 백색잡음계열은 아니

다. 또한,  와 는 각각 사전백색화된 입력계열과 출력계열

을 나타낸다. 

(a) Saturated rainfall, Rsa (b) Storage constant K (c) Storage constant P, lag time Tl, rainfall constant alpharunoff ratio f

Fig. 3. Box-plot of storage function model parameter set for Tancheon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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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a)


  (9b)

3.3.2 모형 선정 및 검증

TFN 모형 선정을 위해서 경험적인 방법, Box와 Jenkins

방법 그리고 Haugh와 Box 판별 방법 등을 사용한다(Hipel, 

1994). 본 연구에서는 Box와 Jenkins 방법에 의해 다항식 

  및 의 최적 차수 과  , 지체시간 를 결정하고 매개

변수들을 추정하였다. 변환된 입력 및 출력 시계열 자료에 대

한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를 구하기 위

해 충격반응함수 와 동적항의 매개변수  및 의 관계는 

Eq. (10)을 활용하였다.

    

  ⋯  ≤ ≤ 

  


⋯   

(10)

이때, 사전백색화된 입력 및 출력 계열 사이의 시차 j에 대한 

교차공분산    또는 교차상관함수   에 의하여 Eq. 

(11)과 같이 를 구하였다.

 





 




      ± ±⋯  (11)

Fig. 5는 본 연구에서 검토한 강수량과 유출량간의 충격반

응함수 를 나타낸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전이함수 모형

의 차수( , , )를 (1, 1, 1)로 결정하였으며, 결정된 모형 차수

에 따라 TF 모형을 Eq. (12)의 형태로 구축하고 그 매개변수를 

추정하였다. 






  (12)

매개변수 추정에는 최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등을 이용하나, 실제 홍수사상의 시계열 자료는 

서로 독립이 아닌 것이 특징이며, 확률표본을 기초로 하는 기

존의 추정이론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

(a) Autocorrelation function (b) 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

Fig. 4. Auto correlation function and Partial auto correlation function

Table 2. Test of parsimony

Orders of an ARMA (p,q) (1,0) (1,1) (2,0) (2,1)

AIC 1379.515 1380.904 1381.621 1381.060

Fig. 5. Impulse respons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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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최소제곱법(Least Squares)을 적용하여 Eq. (2)의 동적

항의 매개변수를 추정하였으며, 추정된 매개변수를 반영한 

식은 Eq. (13)과 같았다.

  (13)

구축된 모형 오차항의 표본자기상관계수를 기초로 Eq. (2)

의  항이 ARMA 과정을 따르는지 검토한 결과 는 MA(2) 

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여 구축된 항

을 TF 모형과 결합한 결과는 Eq. (14)와 같다. 





  


  


  


  


  

(14)

구축된 모형의 적합성 판별은 잔차 분석(Residual analysis)

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추정된 잔차 가 백색잡음계열을 만족하

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잔차항의 ACF (Autocorrelation 

Function)인 RACF를 구한 결과는 Fig. 6과 같으며, 잔차가 백

색잡음계열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구축된 

TFN 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유량 예측 결과 및 검토

TFN 모형을 통해 모의한 1시간과 2시간 예측 유량과 저류

함수모형을 통해 모의한 예측 유량을 각각 관측 유량과 비교

하였다. 여기서 TFN 모형의 2시간 예측 유량은 1시간 예측 유

Fig. 6. Residual 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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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vent ① (b) Event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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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sults comparison of 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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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산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산정하였다. 탄천의 서울시

(대곡교) 지점의 최근 4개의 홍수사상에 적용한 유량 예측 결

과는 Fig. 7과 같았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Eqs. (15a) and (15b)의 평균제곱근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와 Nash-Sutcliffe 효율계수(Nash- 

Sutcliffe Efficiency coefficient, NSE)를 사용하였으며, 홍수

시 유량 예측에 활용하는 경우에 초점을 두어 사상별 첨두 홍

수량과 첨두 홍수발생 시각을 실측값과 비교하였다. 이때, 

RMSE는 관측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다룰 때 흔히 사용되는 

통계지표로 정밀도(precision)를 표현하는데 적합하며, NSE

는 모의된 홍수사상과 실측 사상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해 사용하는 무차원 계수로, 1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모의된 

사상이 실측 사상과 잘 일치한다고 판단한다(Song et al., 2013; 

Song et al., 2015). 

  





  



 




 (15a)





  



 


  



 


  



 




 (15b)

여기서, 는 관측유량, 는 관측유량의 평균값, 는 예측유

량, N은 데이터 개수를 말한다.

Table 3에서 1시간과 2시간 단위 입력자료를 이용해 각각 

모의한 TFN 모형 예측 결과의 경우 1시간 단위 자료를 이용했

을 때, RMSE와 NSE 값이 실제 홍수사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시간 단위자료를 이용한 경우 1시간의 

경우에 비해 RMSE가 큰 값을 나타냈다. 또한 NSE가 0.25~ 

0.6로 실측 사상과 유사한 모의결과를 얻는데 부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Figs. 7(a)~7(b)에서 2시간 단위자료를 이용한 

경우는 실측 홍수사상 보다 1시간의 지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형 검증에 이용한 4개의 홍수사상은 지속시간

이 6시간에서 12시간 이내로 짧기 때문에 TFN 모형 구축에 

1시간 단위 이상의 입력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유의미한 자료

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시간 단위 입력자료를 이용한 TFN 모형을 저류함수 모형

과 비교하여 모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 두 모형의 NSE 값은 모

두 0.8~1.0 사이의 값으로 실제에 가깝게 홍수사상을 모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vent ①과 event ②의 경우 저류함수 

모형이 더 좋은 RMSE와 NSE 값을 나타냈고, 첨두유량도 

TFN에 비해 실측값과 가깝게 모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 event ②와 event ④는 TFN 모형이 RMSE, NSE와 첨두유

량 값에서 더 나은 예측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첨두유

량의 발생 시각은 저류함수 모형이 event ④의 경우에만 1시간 

앞서 모의하고 다른 사상에서는 실제 첨두 발생 시각과 일치

한 것으로 나타나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하천의 홍수예측을 위해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는 TFN 모형을 적용하여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TFN 

모형 구축에 한강의 지류하천인 탄천의 홍수예보지점 서울시

Table 3. Statistics of forecasted results of 2013-2017 events

Contents Event ① Event ② Event ③ Event ④

TFN 

(1 hr lead time)

RMSE (m3/s) 55.91195 51.08050 45.17404 55.42361

NSE 0.80292 0.92193 0.90495 0.92455

Error of peak flow (m3/s) 7.76749 -9.93900 171.5546 203.57210

Error of peak time (hr) 1 0 1 -1

TFN 

(2 hr lead time)

RMSE (m3/s) 69.9101 218.2418 89.0611 174.36610

NSE 0.6006 0.3017 0.6029 0.25321

Error of peak flow (m3/s) -58.45830 4.78913 173.98060 215.31040

Error of peak time (hr) 1 1 2 1

SFM

(optimazation)

RMSE (m3/s) 47.24965 58.83555 22.53910 67.74661

NSE 0.85926 0.89642 0.97633 0.8872

Error of peak flow (m3/s) 6.91000 -243.49000 -34.84000 -158.2900

Error of peak time (hr) 0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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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곡교) 지점 유량과 탄천의 유역평균 강수량을 입력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예측 결과는 기존 홍수예측 업무에 활용 중인 

저류함수 모형의 예측 결과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TFN 모형의 차수를 결정하기 위해 자료의 표준정규화 및 

사전백색화를 수행하고 충격반응 함수를 구한 결과 강수

량은 1~2시간까지 유출량에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입력자료 시간단위를 3시간 이상으로 할 

경우 강수량과 유량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울 것으

로 판단하여 1시간과 2시간 간격의 예측 모형을 각각 구축

하였다.

2)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4개 홍수사상에 대한 유량예

측을 실시하고 RMSE, NSE, 첨두유량과 첨두유량 발생시

각에 대해 검토한 결과 1시간 단위 입력자료를 이용한 경

우는 NSE가 0.8~1.0 내외로 실제 홍수사상과 유사한 예측 

모의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2시간 간격 자료를 예측에 이용한 결과에서 실측과 

비교하여 1시간의 지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

는 홍수사상의 지속시간이 6~12시간인 점과 유량에 1시

간 강수량의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할 때 강우-유출 관계를 

모의하기에 2시간 간격의 입력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부적

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또한, 기존에 활용중인 저류함수모형의 각 홍수사상별 매

개변수를 SCE-UA 기법으로 최적화하여 산술평균한 값

을 사용한 예측 결과와 1시간 단위 입력자료를 이용한 

TFN 모형의 예측 결과를 RMSE, NSE, 첨두유량과 첨두

유량 발생시각에 대해 검토한 결과 홍수 사상별로 예측 결

과가 더 양호한 모형은 다르게 나타났으나 두 모형 모두 

실제 유량 예측에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5) 본 연구에서 검토한 TFN 모형은 기존에 활용중인 저류함

수 모형에 비해 모형 구축 및 모의 과정이 간단하여 실무 

활용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TFN 모형 구축을 위한 

데이터 선정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모

형 성능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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