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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frequency of heavy rainfall is increasing due to climate change, water levels in the river exceed past historical records. The 

rating-curve is to convert water level into flow dicscharge from the regression analysis of the water level and corresponding flow 

discharges. However, the rating-curve involves many uncertainties because of the limited data especially when observed water level 

exceed past historical water levels. In order to compensate for insufficient data and increase the accuracy of flow discharge data, this 

study estimates the flow discharge in the river computed mathematically using Monte Carlo simulation based on a 1D hydrodynamic 

numerical model. Based on the existing rating curve, a random combination of coefficients constituting the rating-curve creates a 

number of virtual rating curve. From the computed results of the hydrodynamic model, it is possible to estimate flow discharge which 

reproduces best fit to the observed water level. Based on the statistical evaluation of these samples, a method for mathematically 

estimating the water level and flow discharge of all cross sections is porposed. The proposed methodology is applied to the junction of 

Yochoen Stream in the Seomjin River.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the water level reproducibility was greatly improved. Also, the 

water level and flow discharge can be calculated mathematically when the proposed method is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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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하천에서 기왕의 관측 자료가 없는 고수위가 관측되고 있다. 수위-유량 관계 곡선식은 기왕 관측 자

료를 바탕으로 수위를 유량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관측 자료가 부족한 경우, 유량 자료 생산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확성이 떨어지게 된다.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고 유량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차원 수치해석 모형을 기반으로 한 Monte Carlo 모의를 이용하여 

대상 지역의 유량을 수리학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기존에 작성되어있는 수위-유량 관계곡선식을 바탕으로 경사, 조도계수, 하폭 등

의 영향을 받는 계수와 흐름의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수를 난수로 발생시켜 다수의 가상 곡선식을 생성하였다. 가상의 곡선식과 주요지점의 

관측수위를 활용한 수치모의 결과를 비교하여 홍수위의 재현성이 좋은 최적 샘플의 곡선식을 상류 경계 지점의 곡선식으로 선정하였다. 제안한 방

법론을 섬진강 요천 합류부를 대상으로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수위 재현성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안한 방법론의 적용 시 해

당 샘플의 수리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모의단면의 수위와 유량을 수리학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핵심용어: 수위-유량관계곡선식,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1차원 수치해석 모형, 간접유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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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후변화에 따라 가뭄과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

황에서 신뢰성 높은 수문정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수문정보 중 유량자료는 하천이나 댐 이수․치수 등 수자원 관

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이에 따

라 2020년 수문 조사 기본계획을 통해 유량 국가수문조사망 

확대(1차 380개소, 2차 1,489개소)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초

음파를 적용한 자동 유량 조사 확대 등 다방면으로 유량 자료

의 질과 양을 늘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신기술 적용

과 전문 인력, 장비가 부족하며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직접 관측된 유량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

다. 일반적으로 연속 유량 자료는 각 유량 관측소에서 작성된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이하 Rating curve)과 관측 수위를 이

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초자료가 되는 유량 측

정 과정에서 기기, 관측원, 계통에 따른 오차나 Rating curve 

작성과정에서 생기는 매개변수 추정 오차에 따른 다양한 불확

실성을 내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불확실성을 고려한 

간접유량 산정 방법이 시계열 유량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방

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수치해석 모형은 적절한 모형의 선정과 정확한 경계조건 

및 운영자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반영된다면 실제 자연 현상

을 재현 가능한 것으로 간접유량 산정 및 불확실성 분석에 활

용되고 있다. Lee (2001), Lee and Kang (2001)은 DWOPER 

모형을 이용하여 수위-수위 경계조건으로부터 유량을 간접 

추정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Lee et al. (2004)는 HEC-RAS

모형을 이용하여 관측 수위를 유량으로 부정류 계산을 통해 

산정하고 이를 실측 유량, Rating curve에 의한 유량과 비교

하여 Rating curve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을 판단하였다. Di 

Baldassarre and Montanari (2009)는 Rating curve의 다양한 

불확실성(Rating curve의 외삽 및 내삽에 대한 오차, 계절에 

따른 식생 변화로 인한 하상 변동 등)을 HEC-RAS를 통해 분

석하였고, Lang et al. (2010)은 HEC-RAS와 통계적 설명의 

조합으로 외삽에 따른 홍수 분석한 바 있다. Kim and Paik 

(2015)은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s)과 원격영

상자료를 활용하여 수리기하학적 방법을 통해 하폭-유량관

계식을 도출한 바 있다. Lee and Kwon (2010)은 2차원 수리학

적 모형인 RMA2를 활용하여 쌍치 관측소의 Rating curve을 

작성한 바 있다. 이 외에 유량 자료의 질과 양을 위해 Rating 

curve의 다양한 불확실성을 개선하는 연구로 Choo and Chae 

(2012)는 수위와 유량만을 이용한 Rating curve이 주변 수문 

인자를 반영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확실성을 엔트로피 공식을 

적용한 Chiu 유속 공식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였고, Petersen- 

Øverleira and Reitan (2009)는 배수효과에 따른 Rating curve

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 보조 관측소의 수위 차를 활용

한 SFD (Stage-Fall-Discharge) 방법을 제시하였다. 측정 자

료가 부족한 하천에 대해 Kim et al. (2016)는 HPG (Hydraulic 

Performance Graph)방법을 이용한 Rating curve을 제시하였

고, Negatu et al. (2022)는 대홍수의 영향으로 Rating curve의 

영수위()가 변화하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영수위를 

시간에 대한 다항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수위와 유량 자료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Hosoda et al. (2010)

은 홍수파의 이동특성을 고려한 특성곡선기법(Method of 

Characteristic, MOC)을 이용하여 세 지점의 수위와 파동의 

거동을 고려하여 홍수사상에 대한 유량을 추정하였다. Kim 

(2008)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Carlo Simulation, 

MCS)을 강수 모의발생 과정에서 적용하여 고수위에 대한 

Rating curve 작성을 보완한 바 있으며, Kim et al. (2013)는 

MCS를 이용한 다량의 수문자료로부터 Rating curve 연장 방

법으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접유량 산정을 통한 연속적인 

유량자료 확보와 더불어 Rating curve의 불확실성을 고려하

기 위한 방법으로 MCS 방법과 수치해석 모형을 이용한 간접

유량 산정기법을 제시하였다. 수치해석 모형의 상류단 경계

조건으로 적용되는 Rating curve는 경사, 조도계수, 하폭 등에 

영향을 받는 계수와 흐름의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수의 

함수로 주어진다. Reitan and Petersen-Øverleir (2008), Kim 

et al. (2021)에서 제시된 범위 안에서 균등분포 난수를 발생시

켜 다수의 가상 Rating curve를 생성한 바 있다. 가상 Rating 

curve를 활용하여 해당 지점의 시계열 수위를 유량으로 변환

하여 상류단 경계조건으로 활용하고, 하류단 경계조건으로 

관측 수위를 활용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다수의 샘플에 대하

여 유한 체적 기반의 1차원 수리해석 모형인 K-River를 적용

하여 대상구간 내에 위치한 관측소(비교지점)의 수위 재현성

을 평가하였다. 수위 재현성이 좋은 최적 샘플의 Rating curve

을 선택하여 상류 경계 지점의 Rating curve으로 선정하고, 수

리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단면의 수위와 유량을 간접적으

로 추정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방법론을 2020

년 8월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요천 합류부를 대상으로 적용

하여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개발된 Rating 

curve의 적용범위를 초과하는 대홍수가 발생한 요천 합류부 

지역의 본류와 지류의 유량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었고, 

제안된 방법론을 유량의 추정이 어려운 지점에 적용하여 시계

열 유량 자료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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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대상지역 및 자료 현황

대상 지역은 2020년 8월 홍수기 발생으로 하천 설계빈도 

100년 이상의 집중호우가 발생한 섬진강 요천 합류부로 Fig. 

1과 같이 선정하였다. 상류단 경계조건은 Fig. 1의 붉은색 지

점으로 본류와 지류에 각각 남원(신덕리) 관측소 및 남원(동

림교) 관측소를 선택하였으며, 하류 수위 경계조건으로는 압

록(예성교) 관측소를 선택하였다. 해당구간은 본류와 지류의 

거리가 각각 26 km 및 15 km이다. 상류단과 하류단 경계조건 

사이에 위치한 지점(곡성군(금곡교), 송동(요천대교), 고달

(고달교))의 관측 수위자료를 활용하여 홍수사상의 재현성을 

검토하였다. 경계지점을 포함한 총 6곳의 수위 관측소의 자료

를 이용하여 불확실성이 큰 본류 유량과 지류 유량을 함께 추

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유량-수위 조건의 수치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유량자료가 필요하며 이는 관측수위와 Rating curve를 이용

하여 생산 가능하다. 상류 관측소의 Rating curve는 한국수문

조사연보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남원(신덕리) 관측소는 2011

년, 남원(동림교) 관측소는 2019년에 구축된 Rating curve를 

활용하였다. 남원(신덕리) 관측소의 Rating curve는 Fig. 2(a)

와 같으며 수위 범위 0.41~2.25 m에 적용 가능하고 유량측정

성과 최고 수위점은 1.53 m이다. 남원(동림교) 관측소의 Rating 

curve는 Fig. 2(b)과 같으며, 적용 수위는 1.22~6.00 m, 유량측

정성과 최고점은 2.97 m이다. 적용수위 이상의 산정 유량은 

기존 최고점 구간의 Rating curve 식을 적용하였다.

관측수위는 영산강홍수통제소(http://www.yeongsanriver. 

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이용하였다. 남

Fig. 1. Geometric data of study area

(a) Namwon (Sindeok-ri) station (b) Namwon (Donglim-bri) station

Fig. 2. Rating curve from Korea Annual Hydrological Repor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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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덕리) 관측소의 2020년 8월 8월 12:00에서 9일 14:00까

지의 기간 동안 관측수위가 누락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

하는 수치해석 모형은 유량-수위의 경계조건을 활용하므로 

수위 자료의 정확성보다 연속적인 유량 자료의 확보가 중요하

다. 이에 따라 보간 방법으로 지류의 유입이 없는 하류의 곡성

(금곡교) 관측소의 수위자료를 이용하였다. 8월 5일에서 8월 

15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하류(금곡)의 관측 수위 자료와 상

류(신덕리)의 수위 관측 자료간 선형회귀 분석을 통해 수위를 

생성하였다. 결측 수위를 보간한 결과와 이를 이용하여 생성

한 시계열 유량 자료는 Fig. 3(a)와 같다. 남원(동림교) 관측소

의 관측수위 및 Rating curve의 을 통한 시계열 유량 자료는 

Fig. 3(b)와 같다. 

2020년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섬진강 하천기본계획(보

완)에 의하면 100년 빈도로 설계된 요천 합류부 전과 후의 

계획 홍수량은 각각 5,590 m3/s, 7,470 m3/s 이며, 요천으로부

터 유입되는 양은 1,880 m3/s 로 약 25%를 차지한다. 하지만 

Rating curve의 선형 보간을 통한 남원(신덕리) 관측소의 고

수위 첨두 유량 산정결과는 약 23,000 m3/s, 남원(동림교) 관

측소는 약 3,400 m3/s로 100년 빈도 계획 홍수량에 비해 2~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2.2 간접유량 산정기법

기존 Rating curve의 적용 범위구간을 초과하는 관측수위

에 대하여 Rating curve를 이용해 산정된 유량은 많은 불확실

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Rating curve를 기반으로 생성된 

시계열 유량자료를 상류단 경계조건으로 입력하여 수치해석

을 하는 경우 하류 관측지점에 수위 재현성이 저하되는 결과

가 나타난다. MCS 기법은 다양한 확률분포로부터 특정 변수

(variable)의 확률분포를 모의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이를 위

해 기본조건은 어떤 한 구성요소의 변화가 다른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인 구성요소을 하였다. 다만, 만약 

변수들 간의 상관성이 무시할 정도로 작게 존재한다면 독립의 

가정을 전제로 한 MCS기법은 큰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게 된

다. MCS기법은 그 분포 특성이 알려진 확률변수들의 함수로 

정의되는 새로운 확률변수의 통계적 특성과 분포함수를 추정

할 수 있음으로 자연계의 불확실성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방법

으로 알려졌다(Kim et al., 2013). 이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는 고수위 유량 자료의 불확실성을 개선한 간접유량 산정기법

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무작위 유량 자료 중 하도구간의 수

위 재현성이 높은 결과를 나타내는 표본 추출을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에 대한 개략적인 절차는 Fig. 4와 같다. 

먼저, 가상의 Rating curve 구축을 위하여 하천의 경사, 조

도계수, 하폭, 하천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와 흐름의 조건 

및 유적과 수위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에 대해 일정 범위 

안에서 균등분포의 난수를 발생시켰다. ′와 ′의 조합을 통

하여 생성된 다수의 가상 Rating curve로부터 상류단의 시계

열 수위를 유량으로 변환하여 이를 다수의 상류단 경계조건으

로, 하류단 경계조건의 경우 시계열 수위를 단일의 하류단 경

계조건으로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시뮬레이션을 위해 사용

한 K-River는 K-water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된 1차원 흐름해

석모형으로 빠른 시간 내에 다수의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 유

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 FVM)을 이용하여 수치해

석 시 유량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 모형대비 

부정류 해석에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

으로 사용하고 있는 HEC-RAS 지형 데이터를 자동변환 기능

을 탑재하고 있어 모형의 단면구축에 용이하다. 마지막으로 

수위 재현성 평가는 상기 기술된 경계조건과 K-River 모형을 

이용하여 하도구간 중 관측소가 존재하는 단면의 계산수위와 

관측수위간 정량 평가를 실시하며 이로부터 최적의 샘플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샘플의 각 단면에서의 수위-유량 관계를 

(a) Namwon (Sindeok-ri) station (b) Namwon (Donglim-bri) station

Fig. 3. The observed stage and discharge data of rating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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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임의 지점에서의 Rating curve 구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류단 Rating curve는 해당 샘플의 ′, ′을 이용하여 

Rating curve의 구축이 가능하다. 이 전체적은 과정은 무작위 

표본으로부터 함수의 수리학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MCS 기

법을 활용한 결과이다. 

2.2.1 무작위 조합을 이용한 가상 Rating curve

현재 수위와 유량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해

외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Rating curve은 Lambie (1978)

가 제시한 지수식을 사용하고 있다(Eq. (1)). 또한, 일반적으

로 하나의 지수식을 통해 관측지점의 수위-유량 관계를 나타

내기 어려운 경우 구간별 Rating curve를 적용한다. 

×
  (1)

여기서,  는 유량(m3/s), 는 에 상응하는 수위(m), 와 

는 회귀분석을 통해 추적한 상수, 는 유량이 0 인 점에서의 

수위이다. 는 지점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상수이며, 대하천

에서는 큰 값을 소하천에서는 작은 값으로 나타난다(Chang 

and Lee, 2005). 는 예외가 존재하지만 하천의 형상과 수위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하천의 통제특성을 반영하는 값이며 

형상에 대한 개략적인 범위의 검토가 가능한 상수이다. 

Kennedy (1984)는 단면통제인 경우 는 2.0 이상의 범위에 

있으며, 하도통제인 경우는 2.0 보다 작은 범위를 제시하고 있

다. Cho (2003)은 의 범위를 1.5에서 2.5사이에 값을 갖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Birgir et al. (2021)은 에 대해 

1.0~2.67의 범위를 유체 역학적 증명을 통해 제시하였다. 

수위와 유량 간 선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범위를 만족함과 동시에 무작위적인 유량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계수( , )를 조절하였다. Eq. (2)와 같이 ′ 

는 기존   값에 따라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는 앞서 제시한 

참고문헌에 따른 범위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범위내에서 균

등분포 난수 발생을 통해 계수를 결정하였다. ′과 ′를 기반

으로 작성된 Rating curve는 Eq. (3)의 형태를 가지며, ′는 

가상 Rating curve와 기존 Rating curve의 분리 구간을 맞추기 

위한 계산 값으로 Rating curve의 수위 경계 구간에 해당하는 

(, )을 이용한 역산 결과이다.

× ≤ ′ ≤×  (2)

 ′ ′×′ 
′ (3)

상기 제시한 방법론의 적용은 본 연구에서 측정성과가 부

족하거나 Rating curve 적용 범위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하였

다. 또한 가상 Rating curve 작성을 위해 균등분포 난수 발생시

키기 위한 ′의 범위는 0.5~1.5 , ′는 1.0~3.0로 설정하였

다. 여기서 ′의 범위를 위한 는 방법론을 적용시키기 전 기

존 Rating curve으로부터 추정하였으며 ′는 상기 제시한 범

위를 포함할 수 있도록 설정한 범위이다. 상류지점 수위 관측

소에서 방법론을 적용한 수위구간은 남원(신덕리) 관측소는 

1.53 m 이상의 수위와 남원(동림교) 관측소는 2.33 m 이상의 

수위가 불확실성 구간으로 판단하였다. 이 중, 남원(동림교) 

Fig. 4. Flow chart of the rating curve considering uncertainty



H. Kang et al.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55(4) 279-289284

관측소의 경우 고수위 구간(2.33~2.97 m)에서 과거 유량 측

정성과가 있지만 Rating curve 작성에 사용된 2016~2019년 

총 유량측정성과 86개 중 7개가 있으며 2016년에만 관측된 

값이다. 이로 인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남원(동

림교) 관측소에서는 가상구간을 2개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매개변수 조절에 따른 가상 Rating curve의 최소 및 최대의 범

위와 함께 기존 Rating curve를 Fig. 5와 같이 도시하였다. 

2.2.2 입력자료 구축 

국내에서 홍수사상의 재현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DWOPER, HEC-RAS, FLDWAV 등의 모형은 유한차

분법(Finite Difference Methods, FDM)기법을 사용하고 있

다. FDM기법의 활용시 Mass balance error가 발생할 수 있고, 

수치해석시 발산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

부분 소스코드가 공개되지 않아 활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특히, 국내의 하천에는 다양한 수리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부정류 모의시 불연속 흐름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를 

해석할 수 있는 기법을 채용한 모형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K-water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

는 K-River를 활용하였으며, K-River는 FVM기법과 Forward 

Euler방법을 기반으로 불연속 흐름해석을 위한 수치기법이 

적용되어 mass balance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Jeong 

et al., 2018).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남원(신덕리) 관측소부터 압록(예

성교) 관측소까지 26 km, 지류의 요천 남원(동림교) 관측소부

터 합류점까지 약 15 km 이다. 구축에 필요한 하천단면자료는 

MOLIT(2003, 2021)을 사용하였다. 조도계수도 각 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참고하여 각 하천 및 단면 구간별로 

0.030~0.035 의 값을 적용하며 자세한 단면별 조도계수는 

Table 1과 같다. 수치해석을 위한 초기조건은 홍수가 시작되

기 전 2020. 8. 5 00:00에서 2020. 8. 6 12:00까지 총 36시간의 

자료를 이용해 Warming-up 한 결과로 사용하였다. K-River 

(a) Rating curve in Namwon (Sindeok-ri) (b) Rating curve in Namwon (Donglim-bri) 

Fig. 5. Rating Curve considering uncertainty

Table 1. Roughness coefficient of each river cross-section

River Cross-section No.
Roughness 

Coefficient

Seomjin

No. 89.200 ~ No. 87.000 0.032

No. 86.800 ~ No. 81.200 0.033

No. 81.086 ~ No. 78.200 0.032

No. 78.000 ~ No. 62.200 0.030

Yochoen
No.   0.000 ~ No. 10.200 0.033

No. 10.360 ~ No. 15.290 0.035

Fig. 6. Geometric data of study area in K-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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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 구축된 결과는 Fig. 6과 같다. 

3. 모의 결과

3.1 기존 Rating curve에 대한 수위 재현성 평가

수위 재현성 평가를 위한 정량적인 지표로 NSE (Nash- 

Suttcliffe Efficiency)와 RSR (RMSE-observations Standard 

deviation Ratio)을 이용하였으며 다음 Eqs. (4) and (5)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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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여기서, 는 시간, 는 관측 수위(m)이며, 는 수치해석 모형

을 통한 모의 수위(m), 는 수위의 평균을 나타낸다. NSE는 

관측 값과 모의치 간의 정확성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통계량

으로서 1.0이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RSR은 RMSE

를 정규화 시킨 값이며 평가지표와 함께 Moriasi et al. (2007)

에서 제시하고 있고 평가지표의 수리학적 평가 범위는 Table 

2와 같다. 

먼저, 기존 Rating curve가 갖는 불확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대상지역 관측수위 및 환산 유량자료를 이용하여 비교지점의 

수위를 모의하였다. 비교지점 관측소마다 관측 수위(Obs_H)

와 K-River 모형을 이용한 모의 수위(Sim_H)를 비교한 결과

Table 2. General performance ratings for recommended statistics 

(Moriasi et al., 2007)

Performance 

Rating
NSE RSR

“Very Good” 0.75 ≤ NSE ≤ 1.00 0.00 ≤ RSR ≤ 0.50

“Good” 0.65 ≤ NSE ≤ 0.75 0.50 ≤ RSR ≤ 0.60

“Satisfactory” 0.50 ≤ NSE ≤ 0.65 0.60 ≤ RSR ≤ 0.70

“Unsatisfactory” NSE ≤ 0.50 RSR > 0.70

(a) Gokseong (Geumgok-bri) station (b) Songdong (Yochoen-bri) station

(c) Godal (Godal-bri) station

FIg. 7. Result of observe and simulation stage with rating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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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Fig. 7과 같이 나타내었으며, 모의 기간은 2020년 8월 6

일~11일 간 총 5일이다. 평가지표를 통한 비교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세 지점 모두 “Unsatisfactory”결과로 수위 재현성

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첨두유량 부분에서 과다하게 

산정되는 모의 수위는 Rating curve의 고수위에 대한 불확실

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는 8월 7일 

19:00 부터 세 관측소 모두 관측 수위보다 모의 수위가 과다 

산정되고 있다. 특히, 지류인 요천의 합류 전과 후 관측소들 

모두 수위 차이가 발생한 것은 본류와 지류의 Rating curve에

서 고수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과 기존 수위-유량 간

의 회귀 방법만으로 유량을 추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3. Statistical result without considering uncertainty

The highest sim stage (m) The highest obs stage (m) NSE RSR

Gokseong 64.55 56.82 -1.17 “Unsatisfactory” 1.47 “Unsatisfactory”

Songdong 64.40 56.14 -4.77 “Unsatisfactory” 2.40 “Unsatisfactory”

Godal 63.28 54.51 -0.87 “Unsatisfactory” 1.37 “Unsatisfactory”

(a) Gokseong (Geumgok-bri) (b) Songdong (Yochoen-bri)

(c) Godal (Godal-bri)

Fig. 8. Result of MC simulation 

Table 4. Statistical result in Gokseong, Songdong and Godal

No. 0 1 ··· 84 85 86 ··· 108 ··· 220 221 ··· 235 236 ··· 499

Gokseong

(G)

NSE 0.72 -1.85 ··· -3.14 0.90 0.25 ··· 0.96 ··· 0.97 -9.63 ··· 0.58 0.97 ··· 0.58 

RSR 0.28 2.85 ··· 4.14 0.10 0.76 ··· 0.04 ··· 0.03 10.63 ··· 0.42 0.04 ··· 0.42 

Songdong

(S)

NSE -0.21 0.00 ··· -9.10 0.46 0.18 ··· 0.45 ··· 0.42 -23.75 ··· 0.15 0.39 ··· 0.28

RSR 1.21 1.00 ··· 10.10 0.55 0.82 ··· 0.55 ··· 0.58 24.75 ··· 0.85 0.61 ··· 0.72

Godal

(D)

NSE 0.74 -0.33 ··· -2.17 0.94 0.54 ··· 0.97 ··· 0.97 -6.66 ··· 0.71 0.97 ··· 0.75

RSR 0.24 1.51 ··· 3.17 0.06 0.46 ··· 0.03 ··· 0.03 1.26 ··· 0.29 0.03 ···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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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MCS를 이용한 모의 결과

Rating curve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자 2.2.2절에서 제시

한 범위를 만족하는 매개변수의 랜덤 조합을 통해 총 500번의 

MC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비교지점 관측소에서 모의 수

위와 관측수위 비교 결과는 Fig. 8과 같고, 각 샘플 별 평가지표 

NSE, RSR의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매개변수 기준 최소 

및 최대 가상 Rating curve 설정에 따라 모의결과에서 모의 자

료의 최소 및 최대의 모의 수위 구간이 나타났다. 3곳의 관측소

(비교지점) 모두 수위 재현성이 높은 샘플을 추출하고자 하였

다. 기존 Rating curve가 이미 과다 산정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첨두 수위에서는 최대 20 m 까지 차이를 나타냈다.

수위 재현성 평가 지표 “Very Good” 이상의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송동(요천대교) 관측소의 결과는 

NSE 0.455, RSR 0.545 로 각각 “Unsatisfactory”와 “Good” 

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Rating curve의 수위 재현성 결과에

서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홍수기 시작 

전의 수위가 평균 1 m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곡성 

관측소와 고달 관측소는 지류인 요천의 합류를 중심으로 전과 

후 관측소이기에 하류부에 대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

서 송동(요천) 관측소를 제외한 NSE와 RSR의 각 합계로부터 

최적의 값을 추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9와 같다. 

4. 고수위 Rating curve 작성

수위 재현성의 최적 값을 생산한 경계지점의 Rating curve

은 Fig. 10과 같다. 비교를 위해 기존 Rating curve, 유량측정성

과 자료와 함께 도시하였으며 각 연도별로 다른 색을 사용하여 

도시하였다. 남원(신덕리) 관측소의 고수위 구간 Rating curve

는 ≦  범위에서 × 로, 요천

의 남원(동림교) 관측소는 적용 수위 ≦ ≦  범위에

서 ×  를 ≦ ≦  범위에

서 × 으로 작성하였다. 고수위에 

대한 실제 유량측정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하류의 관측 수위를 

이용하여 작성한 Rating curve는 간접적으로 홍수 유량 추정

하는데 신뢰성이 더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송동(요천) 관측소는 매개변수의 난수 분포 조합을 이용한 

수위 재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치

(a) Gokseong (Geumgok-bri) station (b) Godal (Godal-bri) station

Fig. 9. Best result of MCS

(a) Namwon (Sindeok-ri) station (b) Namwon (Donglim-bri) station

Fig. 10. Modify rating curve equation considering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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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과정에서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천단면 자

료 최신화의 문제로 분석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사진 

및 요천대교 단면 비교를 통해 확인하였다. Fig. 11(a)는 항공

사진을 통해 송동(요천대교)의 하상 단면 변화를 시간에 따라 

비교한 사진이며, Fig. 11(b)는 2007년과 2017년 홍수기 전후

로 요천대교 구간의 하천 단면 변화를 도시한 결과이다. 하천

단면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된 하천기본계획 자료가 본류는 

2020년 하천기본계획으로 수위 관측 시기와 일치한 것에 반

해 요천 구간은 2003년 하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축되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Lee et al. (2004)는 HEC-RAS 

모형을 통한 간접유량 추정을 실시함에 있어 횡단면의 측량 

및 측정 보완이 된다면 Rating curve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

라 언급하였다. 향후 보완된 하천측량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면 신뢰성과 재현성이 높은 수위-유량 관계 Rating curve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Rating curve의 고수위 환산 유량 자료의 불

확실성을 평가하고, 고수위에 대한 유량을 수치해석모형인 

K-River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유량을 추정할 수 있는 기법

을 제시하였다. Rating curve에 의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

한 방법으로 Rating curve의 매개변수를 균등분포 난수 발생시

킴으로서 다수의 Rating curve를 작성하였다. 다수의 Rating 

curve와 시계열 관측 수위를 이용하여 생산된 시계열 유량 샘

플 자료들을 상류단 경계조건으로 설정하여 1차원 수치해석 

모형을 이용해 수치모의를 하였고, 하류의 관측소가 설치된 

곳(비교지점)의 수위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수위와 홍수기 관

측 수위의 정량적 평가를 통해 다수의 샘플 중 최적의 값을 결

정하였다. 최적의 값으로부터 홍수기 기간의 유량과 경계 지

점의 Rating curve을 작성할 수 있다. 방법론의 검증을 위해 

2020년 홍수가 발생한 섬진강 요천 합류부 지역에 적용하였

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치해석 모형을 통해 기존 Rating curve의 불확실성을 확

인할 수 있다. 남원(신덕리) 관측소와 남원(동림교) 관측

소를 경계조건으로 설정하고, 하류의 3곳 관측소 수위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첨두 수위에서 평균 8 m의 오차와 정

량적 평가 기준 “Unsatisfactory” 로 고수위에 대한 불확실

성을 확인 하였다.

2) Rating curve의 매개변수를 균등분포 난수 발생시킨 샘플 

중 하류의 수위 재현성이 높은 최적의 값을 통해 고수위에 

대한 유량 자료 및 Rating curve를 작성할 수 있었다. 수위 

재현성 결과는 “Very Good” 으로 이를 통해 하류의 관측

수위와 수치해석 모형을 이용함으로써 수리학적으로 신

뢰성 높은 간접 유량 추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3) 본 연구의 방법론을 위해서는 최신 단면자료의 구축이 필

수적이다. 섬진강 지류 관측소의 모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하천단면자료(2003)와 관측시기(2020)의 차

이로 인해 본류(2020)에 비해 수위 재현성이 떨어짐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간접유량 추정기법은 시계열 유

량 자료 생산에 어려움 혹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곳에 적

용이 가능하며 미계측 지역 및 대홍수 발생 시 향후 발생가

능한 수재해 대비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a) The aerial photography from 2003 to 2020 (b) The river cross section in 2007 and 2017

Fig. 11. The river cross section of Yochoen-bridg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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