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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robust model for estimating parameters of the Clark unit hydrograph (UH) using the 

observed rainfall-runoff data in the Soyangang dam basin. In general, HEC-1 and HEC-HMS models, developed by the Hydrologic 

Engineering Center, have been widely used to optimize the parameters in Korea. However, these models are heavily reliant on the 

objective function and sample size during the optimization process. Moreover, the optimization process is carried out on the basis of single 

rainfall-runoff data, and the process is repeated for other events. Their averaged values over different parameter sets are usually used for 

practical purposes, leading to difficulties in the accurate simulation of discharge. In this sense, this paper proposed a hierarchical Bayesian 

model for estimating parameters of the Clark UH model. The proposed model clearly showed better performance in terms of Bayesian 

inference criterion (BIC). Furthermore, the result of this study reveals that the proposed model can also be applied to different hydrologic 

fields such as dam design and design flood estimation, including parameter estimation for the probable maximum flood (P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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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강우유출자료를 이용한 Clark 단위도의 Bayesian 매개변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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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소양강댐 유역에서의 실측 단일사상 강우-유출 자료를 활용하여 Clark 단위도 방법의 매개변수를 최적화 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시

하였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유역특성인자 최적화 분석시 미육군공병단의 HEC-1, HEC-HMS 등의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모형의 

경우 유출수문곡선의 형상, 크기 등의 재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산정된 매개변수들의 평균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강우-유출 관계를 묘사하

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Clark 합성단위도법과 계층적 Bayesian 기법을 결합하여 수집된 강우-유출 자료

를 동시에 활용하여 매개변수를 산정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을 적용한 결과 개별 단일사상 기반의 최적화 기법에 

비해 다중 강우-유출 자료를 Pooling하여 매개변수를 산정하는 계층적 Bayesian 모형에서 BIC 결과 및 다수의 통계적 지표를 통해 모형의 우수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홍수량에 따른 유역특성인자 매개변수 반응에 대한 관계규명을 기반으로 향후 댐 설계 또는 PMF 산정시 본 연구의 결

과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단일사상 강우-유출, Clark 합성단위도법, 유역특성인자, Hierarchical bayesian, 매개변수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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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천기본계획, 수자원관리계획 및 설계 등은 기본적으로 

강우빈도해석, 유역특성인자 산정, 홍수량 산정 등의 일련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며, 국내에서는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

(ME, 2018)을 따르고 있다. 각 과정을 살펴보면 지점빈도해석 

또는 지역빈도해석을 통한 확률강우량 산정 방법은 국내외에

서 다양한 기법이 개발되어 국내에 적용되고 있으며(Kwon et 

al., 2013; Kim et al., 2014;), 유역특성인자(도달시간, 저류상

수 등) 산정 역시 최근 표준지침에서 국내 실정에 맞는 공식이 

개발됐지만 기존에는 국외에서 개발된 공식을 활용하였다. 이

렇게 산정된 유역특성인자는 주변의 유량관측소 지점을 대상

으로 매개변수의 검정(calibration) 및 검증(verification) 과정

을 거쳐 최적의 매개변수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지침과 설계홍수량 산정요령(MLIT, 2012)을 

살펴보면 유역특성인자 매개변수의 검정 및 검증 시 명확한 

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실무자의 혼동을 야기할 위험성이 존재

한다. 즉, 확률강우량 산정의 경우 최적의 확률분포 선정, 매개

변수 산정방법 등은 다양하고 통계적 기법이 개발되었으며, 

실무에서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반면 유역특성인자를 

고려한 매개변수의 추정의 경우 유역의 지형적·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한 관계 규명이 어려워 일반적으로 경험적인 방법과 

더불어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통한 산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매개변수 추정을 위해서는 경험공식을 통

해 초기값을 산정하고 이를 최적화(optimization) 과정이 필

수적으로 요구된다. 즉, 다양한 최적화 방법이 모형내에서 제

공되고 있으며, 관측된 유출수문곡선을 잘 재현할 수 있도록 

특정 목적함수(object function)가 최소 또는 최대화될 때 까

지 체계적으로 변화한다(HEC, 1990). 우리나라의 설계홍수

량 산정 시 대부분 Clark 단위유량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때 

도달시간(Tc)과 저류상수(K)가 매개변수 최적화를 통해 추

정될 수 있다.

순간단위도(instantaneous unit hydrograph, IUH)는 Clark 

(1945)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IUH는 유효강우량에 의해 

전체 유역에 균일하게 적용이 되며, 유역별 유출수문곡선이 

산정되며, 도달시간과 저류상수 매개변수가 필요하다. 국외

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도달시간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이루

어졌다. a) 유효강수량이 종료되는 시간부터 총 유출수문곡

선의 변곡점까지의 시간, b) 유효강수량의 중심으로부터 직

접유출 수문곡선의 중심이 되는 시간, c) 최대 강우강도로부

터 첨두유량 발생까지의 시간, d) 유효강수량의 중심으로부

터 직접유출의 첨두가 발생하는 시간, e) 유효강수량 중심으

로부터 총 유출의 첨두가 발생하는 시간, f) 유출 발생 시간부

터 유출의 첨두가 발생하는 시간, g) 강우가 유역 최원점에서 

시작하여 유역출구까지 도달하는 시간, h) 유효강수량이 종

료되는 시점부터 직접유출이 종료되는 시간으로 정의되고 있

다(Kirpich, 1940; Bell and Kar, 1969; NRCS, 1972; McCuen 

et al., 1984; Garg, 2001; Grimaldi et al., 2013a,b; Seyam and 

Othman, 2014; Liu et al., 2015; Disley et al., 2015; Ayalew 

et al., 2015; Petroselli and Grimaldi, 2015; Nardi et al., 

2015;; Gazendam et al., 2016; Perdikaris, et al., 2018). 국내

에서도 일반적으로 g) 유역 최원점에 강우가 떨어져 유역출구

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도달시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

구에서도 해당 정의를 인용하였다. 도달시간의 경우 측정된 

유속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 되지만 특정 유역을 제외하고는 

계측된 유량자료가 부족하여 간접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

한 이유로 미계측 유역에서는 도달시간 추정을 위해 유역의 물

리적 특성에 대한 도달시간 관련 공식이 개발되었으며, 특히 

1920년대 이후 다양한 규모와 지형적 특성을 포함한 경험 공

식들을 개발한 바 있다(Williams, 1922; Kirpich, 1940; 

Chow, 1962; Kennedy and Watt, 1967; Watt and Chow, 

1985; NRCS, 1986; Haktanir and Sezen, 1990). 이때 NRCS 

(Nation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방법을 제외하

고, 일반적으로 유역면적, 유로 연장, 유역 경사, 유역 형상 매

개변수 등을 이용하여 산정된다.

일반적으로 HEC-1 및 HEC-HMS와 같은 단일 강우-유출 

모형에 적용되는 최적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

한다. 첫 번째는 기존 최적화 기법의 경우 첨두홍수량의 형상 

및 크기 등을 효과적으로 재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최적화 후 홍수량과 유역특성인자간의 반응 관계가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즉, 홍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달시간 및 저류상

수는 줄어드는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 이러한 문

제점은 특히 댐 설계 및 재평가 시 산정되는 가능최대홍수량

(probability maximum flood, PMF) 산정에 있어 두드러진다. 

즉, PMF는 유역반응에 기반을 두어 홍수량이 가장 큰 상태를 

가정하게 되며, 이때 과거 홍수량자료를 기준으로 유역반응

이 가장 빠른 매개변수를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최

적화 방법의 경우 이러한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 두 번째는 추정된 매개변수의 결정 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실무에서는 다수의 단일사상 강우-유출 자료가 존재하

는 경우 매개변수를 개별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평균하여 유역 

대표 매개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개별 강우-유출 

자료만이 매개변수 추정에 활용되므로 표본오차(sampling 

error)로 인한 매개변수의 불확실성 증가와 더불어 추정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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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변수의 신뢰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단일 강우-유출 모형의 최적화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Clark 합성단위도법

을 기반으로 다수의 강우-유출 자료를 동시에 활용하여 매개

변수를 추정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

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논문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2장에서는 기존 단일사상 강우-유출 모형 매

개변수 최적화의 문제점 및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론에 대

해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연구대상 유역에 적용한 결과를 기

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결론 및 토의를 4장에 수록하였다.

2. 본  론

2.1 기존 단일사상 강우-유출 모형 매개변수 최적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강우-유출 자료가 풍부한 계측유

역에서 호우 사상들에 대한 홍수수문곡선과 단위도의 매개변

수를 조정하여 첨두홍수량의 크기와 수문곡선 형상 등이 유

사하도록 검정 및 검증 과정을 거쳐 매개변수를 결정하고 있

다(설계홍수량 산정요령,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 강우-유출 

자료는 우리나라 주요 계측지점에서 지속적으로 강우-유출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연유출량 관점에서 자료의 축적

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ME, 

2018) 및 설계홍수량 산정요령(MLIT, 2012)에서 제시된 매

개변수 결정의 경우 최적화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엔

지니어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등 산정된 결과의 신

뢰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수행

되고 있는 매개변수 최적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수계별 홍수통제소 및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WAMIS) 등에서 분석대상 유역의 강우-유출 사상을 수

집한다. 특히 유역내 태풍·집중호우가 발생했던 비교적 규

모가 크거나 피해가 발생했던 강우-유출 사상을 포함한다.

2) 일반적으로 Clark 단위도법의 매개변수는 경험적인 방법

을 사용하거나, HEC-1 또는 HEC-HMS에 내장되어 있는 

최적화 방법을 통해 강우-유출 사상별로 검정을 수행한다.

3) 강우-유출 사상별로 최적화된 매개변수는 산정된 결과의 

평균 또는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채택되며, 이후 

특별한 홍수사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채택된 매개변수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강우-유출 사상별 홍수

수문곡선의 형상 및 첨두유량 재현에 최적화 목적이 국한

되어 있고, 사상별로 제한된 정보만이 이용된다는 측면에

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

강우-유출 사상별 검정 및 검증을 통해 산정된 매개변수는 

실제 활용되기 위해 통계적 절차를 수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는 단일사상 강우-유출 매개변수 산정 

보다는 장기유출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단일사상에 대한 연구

는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앞

서 제시된 문제점을 극복하고, 기존 Clark 합성단위도법과 계

층적 Bayesian 모형을 도입하여 최적의 매개변수 산정이 가

능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더불어 산정된 결과는 홍수량에 따

라 유역특성인자의 반응 관계 규명이 가능하였으며, 본 연구

에서 도입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모형의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2 단일사상 강우-유출 모형 매개변수 결정방법 개선

2.2.1 Clark 합성단위도법

본 연구에서는 Clark 합성단위도법을 기반으로 유역특성

인자를 산정하였다. 먼저 단위도는 특정 시간동안 균일한 강

도로 유역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내리는 단위 유효우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유출수문곡선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에

서는 일반적으로 합성단위도 방법인 Snyder, SCS, Nakayasu, 

Clark 방법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Clark 방법을 채택하여 활용되고 있다.

Clark 방법의 기본 개념은 유역은 선형수로(linear channel)

와 유역출구에 위치한 선형저수지(linear reservoir)로 구성되

어 있다고 가정한다. 분석대상유역의 시간-면적곡선을 작성

하고 순간단위유효우량으로 인한 유역출구에서의 직접유출

수문곡선인 순간단위도(instantaneous unit hydrology)를 산

정하는 방법이다. 이때 유량으로 환산하려면 분석대상 유역면

적을 곱하여 환산한다. 일반적으로 Clark 방법은 유출의 전이

효과(translation) 뿐만 아니라 유역의 저류효과(attenuation)

도 고려하여 실제 유출의 물리적 특성을 잘 나타낸다고 알려

져 있다. 먼저 시간-면적곡선 작성을 위해 도달시간()를 산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미국 육군공병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Eqs. (1)~(3)을 통해 시간면적 곡선을 산정하

였다(Clark, 1945).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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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여기서, 는 총 도달시간에 대한 시간구간의 비, 는 도달시

간(hr), 는 시간-면적 곡선의 누계값을 의미한다. 순간단

위도 산정을 위해 추정되는 선형추적계수는 Eq. (4)와 같이 

계산한다.

 
∆

∆
 (4)

이때, C는 선형추적계수, K는 저류상수(hr), ∆는 시간구간

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산정된 시간-면적곡선과 선형추적

계수를 기반으로 순간단위도 및 합성단위도를 Eqs. (5) and 

(6)과 같이 계산하게 된다.


 

    (5)








 
  (6)

는 순간단위도의 종거, C는 선형추적계수, 는 시

간구간 에서의 평균 시간면적 종거(


)를 

의미한다.

2.2.2 Bayesian 기반 Clark 합성단위도법 매개변수 추정

기존 HEC-1 및 HEC-HMS 모형에서 제공하는 최적화 방법

(Ford et al., 1980)은 매개변수 최적화 시 매개변수의 추정이 

효과적이지 못하고 특히, 물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렴되지 못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Kwon et al., 2012). 더불어 최적

화 수행시 RMSE (Root mean square error), PEP (Percentage 

errors in peak discharge)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단일사상 

강우-유출별 홍수량 자료와 유역특성인자간의 관계가 규명

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기본적인 Clark 합성단위도법 개념을 준수하여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확률통계학적 관점에서 매개변수가 추

정될 수 있도록 Bayesian 기법을 도입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강우-유출 모형의 매개변수 추정 시 2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별 강우-유출 사상을 대상

으로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기존 최적화 방식과 같지

만 Bayesian 기법을 이용하여 매개변수의 사후분포를 추정하

게 된다. 둘째, 개별 강우-유출 사상만이 사용되는 첫 번째 방

법과는 다르게 다수의 강우-유출 사상이 동시에 매개변수 추

정에 사용되며, 계층적 Bayesian 기법 개념을 활용하여 개별

적인 강우-유출 특성을 고려하면서 전체 강우-유출 관계의 특

성 또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강우

빈도 분석에서 이루어지는 지역빈도해석과 유사한 개념으로 

개별사상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매개변수의 추정을 Hyper- 

parameter를 통해 수렴(shrinkage)할 수 있도록 하여 매개변

수의 추정 시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모식도는 Fig. 1과 같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수의 자료

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기존 방법에 비하여 

매개변수 추정 시 추정되는 매개변수간의 유사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

소양강댐 유역내 유역특성인자(, K)의 매개변수는 단일

Clark UH with a Bayesian model Clark UH with a Hierarchical Bayesian model

Fig. 1. Conceptual diagrams of the model framework for estimating parameters of Clark UH based on Bayesian model (left) and Hierarchical 

Bayesian mode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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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강우-유출별 모형의 경우 균등(uniform) 분포로 가정(Eq. 

(7))하였으며, 계층적 Bayesian 모형의 경우 매개변수의 사전

분포를 정규(normal)분포로 가정하였으며, Hyper-parameter

는 정규(normal)분포 및 감마(gamma)분포로 가정(Eq. (13))

하였다. 개별 강우-유출 사상을 이용한 모형과 다수의 강우-유

출 사상을 이용한 우도함수는 다음 Eqs. (7) and (13)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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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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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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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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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Eqs. (7) and (13)의 우도(likelihood) 함수와 사전분포를 이

용하여 각 모형별 매개변수들의 결합사후분포(joint posterior 

distribution)를 추정할 수 있다. 모든 매개변수에 대한 적분을 

통해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 하여 MCMC 방법 중 

깁스표본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모형을 채택하기 위해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z, 1978)를 이용하여 모형별로 비교하였다. BIC 값은 

모형 선택의 기준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다음 Eq. (23)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ln ln  (23)

여기서 는 우도이며 Eqs. (7) and (13)으로 부터 계산되며, 

는 관측자료의 개수, 는 추정되는 매개변수의 개수를 의미

한다. BIC 값을 산정하여 비교하였을 때 작은 값이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적용 및 고찰

3.1 대상유역의 단일사상 강우-유출 자료 및 적합도 검정

본 연구에서는강우-유량 정보가 존재하는 소양강댐 유역

을 하나의 단일유역으로 가정하여 매개변수의 최적화를 수행

하였다. 최적화 관점에서 소유역별로 강우-유출 자료가 없는 

경우 소유역을 분할하여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것은 큰 의미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소양강댐 상류 유역

을 단일 유역으로 가정하였으며(Fig. 2), 일반현황은 Table 1

과 같다.

소양강댐의 유역특성인자 산정을 위해 단일사상 강우-유

출 자료 1990년, 2002년 등 분석 대상댐 유역의 주요 홍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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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총 9개 사상을 채택하였으며, 각 사상별 자료 현황

은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각 모형별 적합성 검정

을 위해 BIC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시하여 비교

하였다. Table 3을 보면 각 단일사상 강우-유출 사상별로 개별

적으로 최적화를 수행한 경우의 BIC 값과 계층적 Bayesian 

모형으로 BIC를 산정하여 비교한 결과 계층적 Bayesian 모형

을 통한 통합 최적화 모형의 BIC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BIC 값이 작은 계층적 Bayesian 모형

을 채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3.2 분석결과

단일사상 강우-유출 모형의 정확성은 추정되는 매개변수

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

는 최적화 방법의 경우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며, 유출

수문곡선의 형상과 크기를 재현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있

어 산정된 매개변수를 실무에서 사용하기란 무리가 있다. 더

불어 산정된 단일사상 강우-유출별로 매개변수 산정이 이루

어지므로 추정된 매개변수 간 상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

뢰성이 다소 결여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Clark 합성단위도법을 기본 모형으로 활용하

였으며, 추정되는 매개변수는 계층적 Bayesian 기법을 도입

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기존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HEC-1 모형을 활용하

여 단일사상 강우-유출별 매개변수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앞

서 언급하였듯이 HEC-1 모형에서는 각각 소유역에 대하여 

관측된 유출수문곡선을 가장 잘 재현하도록 단위유량도 등을 

활용하여 최적화가 제공되고 있다. HEC-1 매뉴얼에서는 목

적함수 STDER의 값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 Eqs. (24) and 

Fig. 2. A map showing Soyanggang dam watershed

Table 1. Basin characteristics of Soyanggang dam basin

Basin Name Area (km2) Flow Length (km) A/L A/L2

Soyanggang 

dam
2,703 164.24 16.98 0.10

Table 2. The basic statistics of each single rainfall-runoff events used

in this study

Event (year)
Total Rainfall 

(mm)

Maximum 

Rainfall (1hr)

Peak Flood 

(m3/sec)

Event 1 (1990.9.10~15) 408.4 22.7 10,653

Event 2 (1991.8.1.~8.5) 191.2 32.4 6,744

Event 3 (1995.8.22~30) 408.3 16.8 5,661

Event 4 (1998.8.2~13) 439.1 25.8 7,841

Event 5 (2002.7.31~8.12) 364.2 17.8 5,040

Event 6 (2004.8.16~26) 196.7   9.6 2,044

Event 7 (2007.8.3~15) 316.5 13.7 5,647

Event 8 (2008.7.23~29) 245.5 20.4 5,485

Event 9 (2013.7.10~21) 365.6 24.3 6,326

Table 3. Comparison of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between the proposed models

Model Event (year) BIC

Bayesian Clark

(Single)

Event 1 (1990) 478,592

Event 2 (1991) 223,456

Event 3 (1995) 489,806

Event 4 (1998) 565,485

Event 5 (2002) 298,305

Event 6 (2004) 138,469

Event 7 (2007) 287,607

Event 8 (2008) 276,807

Event 9 (2013) 365,700

Total 3,124,227

Clark with Hierarchical Bayesian (Combined, HBM) 3,124,210



J.-Y. Kim et al.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53(5) 383-393 389

(25) 기반으로 최적화가 이루어지며, 저유량보다 첨두유량의 

정확한 재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

  



  




 

 ×
  (24)


 

 ×  (25)

여기서 는 시간의 계산된 유출수문곡선의 종거, 

는 관측 유출수문곡선의 종거, 은 수문곡선의 종거

수, 는 평균유량을 초과하는 유량에 대해 오차를 가중시키

는 가중치이다. 는 평균관측유량이다. 이렇듯 HEC-1 모

형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채택된 9개의 단일사상 강우-유출 

자료를 최적화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산정결과 도

달시간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 결과와 그림은 비슷

한 양상을 보이지만, 저류상수의 경우 이상치로 고려될 만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매개변수가 수렴하지 못하고 발산하는 결과라 사료되며, 


 범위 역시 0.9를 상회하는 이상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HEC-1 모형 내 최적화 

Table 4. The estimated basin characteristics (Tc, K ) and comparison between HEC-1 model, Clark UH with bayesian model and Clark UH with 

hierarchical bayesian model

Event
Clark UH with HEC-1 model Clark UH with Bayesian model  Clark UH with Hierarchical Bayesian model

Tc (hr) K (hr) K/ (Tc+K) Tc (hr) K (hr) K/ (Tc+K) Tc (hr) K (hr) K/ (Tc+K)

Event 1 (1990) 1.19 48.37 0.98 1.17 7.63 0.87 1.47   7.34 0.83

Event 2 (1991) 1.03 18.69 0.95 1.34 7.81 0.85 1.60   8.50 0.84

Event 3 (1995) 1.36 31.40 0.96 1.73 8.39 0.83 1.79   8.18 0.82

Event 4 (1998) 1.03 25.71 0.96 1.14 6.14 0.84 1.25   5.97 0.83

Event 5 (2002) 1.48 41.27 0.97 1.45 9.77 0.87 1.23 11.33 0.90

Event 6 (2004) 5.95 41.85 0.88 9.68 9.81 0.50 7.08 15.42 0.69

Event 7 (2007) 1.62 25.71 0.94 2.86 9.52 0.77 2.31   9.42 0.80

Event 8 (2008) 1.03 31.37 0.97 3.07 9.74 0.76 3.55   9.32 0.72

Event 9 (2013) 1.03 29.51 0.97 1.30 7.90 0.86 1.35   7.81 0.85

  

Fig. 3. A relationship between discharge and Clark UH parameters (Tc  and K ). The relationships are depicted in the original scale (upper panel) 

and log scale (lower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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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새로운 매개변수 최적화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산정된 결과는 Table 4에 제시

하였다. Fig. 3을 살펴보면 단일사상 강우-유출별 첨두홍수

량(x축)과 최적화된 매개변수(y축)를 도시한 결과, 기존 

HEC-1 모형의 경우 저류상수 산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이상

치라 간주되며 명확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의 경우 첨두홍수량이 증가할

수록 도달시간과 저류상수가 감소하고 있다. 즉, 도달시간의 

경우 약 1시간, 저류상수의 경우 약 6시간에서 수렴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장점은 기존 PMF 산정 시 효과

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존 최적화기법

을 활용하는 경우 최대홍수량을 발생시키는 유역특성인자

(도달시간 및 저류시간)의 수렴여부를 규명하기 어려웠으며, 

추정된 매개변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하였

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형은 실무자의 주관적 개입을 최소

화 할 수 있고, 기존에 수행되었던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로 국외(HEC, 1990; Kilduff et al., 2014)에서는 도달시

간과 저류상수간 관계의 일반적인 범위를 


 ∼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도입

하여 매개변수 산정 결과를 검토하였다. 산정된 결과를 살펴

보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은 0.3~0.9범위 내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지만, HEC-1 모형의 경우 그 비율이 모두 

0.9를 초과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매개변수가 수렴하지 못하고 발산하는 문제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을 통해 도출된 유출수문곡선과 

관측된 유출수문곡선을 도시화한 결과는 Fig. 4와 같으며, 그 

결과 매우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5). 더불어 기존 HEC-1에서 제공되고 있는 매개변수 

최적화 방법에 비해 다양한 통계적 적합성 지표(goodness-

of-fit)들을 비교해 본 결과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통계적 평가 수단은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 CC), 편의(bias), 평균제곱오차(RMSE), 

일치계수(Index of agreement, IoA), Nash-Sutcliffe 계수를 

사용하였다(Eqs. (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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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ydrograph with Clark UH with bayesian model (single, blue dot line & uncertainty bounds), observed (black line), HEC-1 (gray line) and

Clark UH with hierarchical bayesian model (red dot line & uncertainty b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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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 comparison with different statistical goodness-of-fit measures between observed and simulated discharge (Bayesian and hierarchical

bayesian model)

Statistics
Event 1 Event 2 Event 3

HEC-1 Clark-Bayesian HBM HEC-1 Clark-Bayesian HBM HEC-1 Clark-Bayesian HBM

R -0.21 0.96 0.96 -0.53 0.98 0.98 0.18 0.95 0.95

COE -2.42 0.92 0.92 -1.34 0.95 0.95 -0.57 0.87 0.86

IoA 0.43 0.98 0.98 0.18 0.99 0.99 0.49 0.96 0.96

Bias 4,500.40 -139.56 -135.36 612.77 146.07 146.98 994.00 239.64 233.46

RMSE 5,493.44 847.45 836.16 2,988.38 451.12 446.52 1,995.91 582.04 598.80

Median (Obs.) 4,969.29 2,094.36 2,712.02

Median (Sim.) 468.90 5,108.85 5,104.65 1481.58 1,948.29 1,947.38 1,718.02 2,472.38 2,478.57

SD (Obs.) 3,001.63 1,971.50 1,601.23

SD (Sim.) 602.17 3,136.01 3,123.29 1,390.82 2,054.10 2,055.37 1,022.64 1,327.20 1,321.00

Cv (Obs.) 0.60 0.94 0.59

Cv (Sim.) 1.28 0.61 0.61 0.94 1.05 1.06 0.60 0.54 0.53

Statistics
Event 4 Event 5 Event 6

HEC-1 Clark-Bayesian HBM HEC-1 Clark-Bayesian HBM HEC-1 Clark-Bayesian HBM

R -0.22 0.95 0.95 -0.13 0.97 0.96 0.79 0.91 0.93

COE -1.54 0.88 0.89 -0.69 0.75 0.77 0.41 0.37 0.62

IoA 0.32 0.97 0.97 0.33 0.95 0.95 0.80 0.87 0.91

Bias 1,319.01 -42.14 -37.73 -382.06 -409.88 -409.56 286.40 -397.49 -301.15

RMSE 3,081.54 671.21 645.68 1,762.12 677.99 655.53 474.99 487.58 379.22

Median (Obs.) 3,524.66 806.27 845.63

Median (Sim.) 2,205.65 3,566.81 3,562.39 1,188.33 1,216.15 1,215.84 559.23 1,243.12 1,146.78

SD (Obs.) 1,947.45 1,359.55 620.02

SD (Sim.) 1,633.52 2,078.84 2,027.84 902.78 1,734.63 1,655.55 438.01 680.33 627.88

Cv (Obs.) 0.55 1.69 0.73

Cv (Sim.) 0.74 0.58 0.57 0.76 1.43 1.36 0.78 0.55 0.55

Statistics
Event 7 Event 8 Event 9

HEC-1 Clark-Bayesian HBM HEC-1 Clark-Bayesian HBM HEC-1 Clark-Bayesian HBM

R 0.78 0.96 0.95 -0.57 0.96 0.97 0.56 0.97 0.97

COE -0.95 0.90 0.89 -1.38 0.92 0.93 -1.11 0.92 0.92

IoA 0.48 0.97 0.97 0.20 0.98 0.98 0.50 0.98 0.98

Bias 1,536.65 -189.55 -184.61 627.69 -19.42 -15.63 1,669.97 35.51 37.95

RMSE 2,012.82 464.80 471.69 1,946.00 350.44 332.32 2,142.50 408.69 406.63

Median (Obs.) 1,788.19 1,787.99 2,023.39

Median (Sim.) 251.54 1,977.74 1,972.80 1,160.30 1,807.40 1,803.62 353.42 1,987.88 1,985.44

SD (Obs.) 1,449.71 1,270.68 1,484.06

SD (Sim.) 187.22 1,342.89 1,320.22 805.15 1,332.32 1,296.59 274.04 1,599.43 1,588.66

Cv (Obs.) 0.81 0.71 0.73

Cv (Sim.) 0.74 0.68 0.67 0.69 0.74 0.72 0.78 0.80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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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토의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강우-유출 사상의 매개변

수 최적화 또는 최적의 매개변수 결정시 HEC-1 또는 HEC-

HMS 모형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매개변수의 발산, 검증된 

모형의 부재, 부정확한 매개변수 추정 방법 등으로 산정된 결

과의 신뢰성이 결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우-유출 자료가 

계측된 유역을 소유역으로 분할하여 최적화가 이루어지기 때

문에 도달시간의 역전, 하도저류상수의 최적화 처리기법 등

의 통계적 기법의 부재로 매개변수 산정시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불어 한정된 자료를 활용하여 각각의 단일

사상 강우-유출 자료를 통해 이루어지는 매개변수 최적화 방

법은 물리적인 유역특성을 반영한 매개변수 추정이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Clark 합성단위도법을 기

반으로 계층적 Bayesian 모형과 결합하여 유역특성인자(도

달시간, 저류상수)를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 및 평가하였

으며,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기존에는 유역특성인자(도달시간, 저류상수)를 CAD, GIS 

등의 프로그램으로 산정한 후, HEC-1 또는 HEC-HMS 등

의 모형을 활용하여 매개변수 최적화가 수행되었다. 그러

나 최적화 수행시 발산되는 문제점이 존재하였으며, 소유

역 분할로 인해 도달시간 등 역전 현상으로 인해 추정된 매

개변수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의 경우 매개변수

가 발산 없이 안정된 추정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2) 일반적으로 최적화 분석 시 개별 강우-유출 사상을 중심으

로 분석하고, 이를 평균하여 분석대상 유역의 최적매개변

수로 채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개별 사상 분석

의 경우 홍수량에 따른 유역특성인자 매개변수의 반응 정도

를 추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택된 매개변수 역시 채택

된 강우-유출 사상을 효과적으로 재현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의 

경우 기존 Clark 모형에 계층적 Bayesian 기법을 도입하여 

홍수량 크기에 따른 매개변수들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모의된 유량의 경우에도 기존 HEC-1 

모형을 통한 홍수량보다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단일사상 강우-유출 모델링은 분석대상 유역의 최적 매개

변수 결정을 위해 기초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

한 통계적 기법의 개발은 댐 위험도 분석, 기후변화에 따른 홍

수량 변동성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댐의 PMF 산정시 국내에서는 PMF를 발생

시키는 유역특성인자의 수렴정도를 엔지니어의 주관적인 요

소가 개입되어 결과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의 경우 홍수량

에 따른 유역특성인자 반응이 효과적으로 파악되며, 주관적 

요소를 배제한 통계적 기법의 적용으로 실무에서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에서

는 유역특성인자 산정시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이 

가능한 공식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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