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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ydrological model parameters are essential for model simulation and can vary over time due to topography, climatic conditions, 

climate change and human activity. Consequently, the use of fixed parameters can lead to inaccurate stream flow simulation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 appropriate method of estimating time-varying parameters using stream flow observations, and how 

the simulation efficiency changes when stream flow data are assimilated into the model. The data assimilation method can be used 

to automatically estimate the parameters of a hydrological model by adapting to a variety of changing environments. Stream flow 

observations were assimilated into a two parameter monthly water balance model using a particle filter. The simulation results using the 

time-varying parameters by the data assimilation method were compared with the simulation results using the fixed parameters by the 

SCEM method. First, we conducted synthesis experiments based on various scenarios to investigate if the particle filter method can 

adequately track parameters that change over time. After that, it was applied to actual watersheds and compared with the predictive 

performance of stream flow when using parameters that change with time and fixed parameters. The conclusions obtain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predictive performance of the overall monthly stream flow time series was similar between the particle filter 

method and the SCEM method. (2) The monthly runoff prediction performance in the period except the rainy season was better in the 

simulation by the periodically changing parameters using the data assimilation method. (3) Uncertainty in the observational data of 

stream flow used for assimilatio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redictive performance of the particle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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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수문 모형 매개변수는 모형 모의에 필수적이며, 지형, 기후조건, 기후변화와 인간 활동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고정된 

매개변수의 사용은 부정확한 하천유량 모의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하천유량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라 변하는 매개변수를 추

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하천유량 자료가 모형에 동화될 때 모의 효율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자료 동화 방법은 변화하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여 수문 모형의 매개변수를 자동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입자 필터를 이용하여 하천유량 관측치를 2개 매개변수 월 물 

수지 모형에 동화했다. 자료 동화 방법으로 시간변화 매개변수를 사용한 모의 결과는 SCEM 방법으로 고정 매개변수를 사용한 모의 결과와 비교되

었다. 먼저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합성 실험을 수행하여 입자 필터 방법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매개변수를 적절하게 추적할 수 있는지를 살

펴보았다. 이후 실제 유역에 적용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매개변수와 고정된 매개변수를 사용하였을 때의 하천유량 예측성능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전체적인 월 하천유량 시계열의 예측성능은 입자 필터 방법과 SCEM 방법이 서로 비슷하였다. (2) 우기

를 제외한 시기의 월 유출고 예측성능은 자료 동화 방법을 이용한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매개변수에 의한 모의가 더 우수하였다. (3) 동화에 사용되

는 하천유량 관측자료의 불확실성은 입자 필터의 하천유량 예측성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핵심용어: 자료 동화, 월 물 수지 모형, 입자 필터, 시간변화 매개변수

© 2021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Corresponding Author. Tel: +82-51-629-6529

E-mail: skim@pknu.ac.kr (S. Kim)



J. Choi and S. Kim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54(6) 365-379366

1. 서  론

수문 모형 매개변수는 모형 모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제한된 자료로 보정된 모형 매개변수가 미래에 

적용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즉, 수문 모형의 매개변수는 상수

로 처리되는 반면 모형 입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이 가정은 기후의 시간적인 변화와 인간 활동으로 인

해 모의한 하천유량에 큰 오차를 포함할 수 있다. 모형 매개변

수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간주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이 증가하고 있다(Brigode et al., 2013; Thirel et al., 2015; 

Patil and Stieglitz, 2015). 매개변수 보정은 모형 구조와 관측

자료 사이에 상호보완작용을 포함하므로, 모형 매개변수는 

기후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Wagener 

et al., 2003). 다른 한편, 도시화 및 물순환 건전성 프로젝트와 

같은 인간 활동은 지표면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변화하는 유역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매개변수는 그것에 맞게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Legesse et al., 2003; Brown et al., 2005). 따라서 

수문 모형의 매개변수의 시간적인 변동성을 연구하는 것은 

하천유량의 예측에서 매우 중요하다(Xiong et al., 2019).

기후의 시간적 변화와 인간 활동에 대한 반응으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형 매개변수를 얻기 위해 몇 가지 접근법이 사

용되어왔다(Deng et al., 2016). 하나는 선택된 시간변화 모형 

매개변수의 수학적인 형식을 설정하는 것이다(Marshall et 

al., 2006; Jeremiah et al., 2013). Westra et al. (2014)는 계절

성, 연간 변동성 및 장기 추세의 함수에 따라 매개변수가 시간

에 따라 변한다고 설정하여 수문 모형의 비정상성을 진단하고 

해석하는 전략을 제안하였다. 또 다른 방법은 자료를 여러 연

속적인 하위 집합으로 나누고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각 하위 집합의 모형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것이다(Seibert et 

al., 2010; de Vos et al., 2010; Gharari et al., 2013; Vaze et 

al., 2010). 이러한 방법으로 Merz et al. (2011)은 모형 매개변

수의 시간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273개 유역

에 대해 1976년과 2006년 사이에 6개의 연속 5년 기간 동안 

개념적 강우 유출 모형의 매개변수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접

근 방식의 단점은 식별된 매개변수 시간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사전에 수학적인 형식 또는 기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여 다

양한 상황에 대한 모의 환경을 개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Pathiraja et al., 2018).

자료 동화 방법은 변화하는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수문 모

형의 매개변수를 추정할 수 있다. 자료 동화의 기본 개념은 수

문 모형과 관측자료 모두에서 오류를 정량화하고 모형 출력변

수를 관측자료와 최적으로 결합하여 수문 모형의 상태변수를 

갱신하는 것이다(Clark et al., 2008). 자료 동화 방법은 실시간

으로 모형의 상태변수와 매개변수를 갱신하는 데 사용되어왔

다(Moradkhani et al., 2005b; Wang et al., 2009; Abbaszadeh 

et al., 2018). 그러나 일부 연구만이 자료 동화 방법을 이용하

여 시간변화 매개변수를 생성하는 데 집중했다(Smith et al., 

2008; Moradkhani et al., 2012; Vrugt et al., 2013; Feng et al., 

2017; Pathiraja et al., 2018). 국내에서도 하천유량 모의를 위

한 자료 동화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으나(Lee and Bae, 2011; 

Choi et al., 2020), 일부 연구만이 시간변화 매개변수를 다루

고 있다(Choi et al., 2011; Lee et al., 2017).

본 연구의 핵심 연구 방법인 입자 필터와 하천유량 자료 동

화에 관한 최신 문헌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Moradkhani et 

al. (2005a)는 수문 모델의 상태 및 매개변수의 불확실성 평가

를 위하여 입자 필터를 사용한 순차적 자료 동화를 수행하였

으며, Noh et al. (2011)도 순차적 몬테카를로 필터, 즉 입자 

필터를 사용하여 개념적 수문 모델에 대한 이중 상태-매개변

수 갱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Moradkhani et al. (2012)

는 입자 필터와 Markov chain 몬테카를로 방법을 결합한 자료 

동화 기법을 개발하여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고자 하였으며, 

Fan et al. (2017)도 앙상블 칼만 필터와 입자 필터 방법을 결합

하여 수문학적 자료 동화를 위한 통합 접근법을 개발하였다. 

이후 Abbaszadeh et al. (2018)은 Moradkhani et al. (2012)의 

연구를 기반으로 수문 자료의 동화를 위하여 Markov chain 

몬테카를로와 결합한 진화된 입자 필터를 개발한 바 있으며, 

Cao et al. (2019)는 댐 홍수 침수 모의를 위하여 조도의 시공간

적 변동성을 고려한 고정밀 2차원 유체 역학 모델에 수정된 

입자 필터 기반 자료 동화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하천유량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하천

유량 자료가 모형에 동화될 때 모의 효율성이 어떻게 변하는

지 분석하는 것이다. 입자 필터 방법이 하천유량을 수문 모형

에 동화시키는 데 적용되었다. 먼저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

한 가상의 합성 수치 실험을 수행하여 입자 필터 방법이 시간

에 따라 변화하는 매개변수를 적절하게 추적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후 실제 유역에 적용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하

는 매개변수를 추정한 후, 고정된 매개변수를 사용하였을 때

의 하천유량 예측성능과 비교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월 물 수지 모형

여러 목적의 수자원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유역의 수자원 부

존량을 계산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월 기상 자료와 유출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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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관계(즉, 월 물 수지 모형)가 수립되어 있다면 월별 기상 

자료를 이용하여 월 유출고 및 연 유출고를 구할 수 있다(Lee, 

2006). Xiong and Guo (1999)가 개발한 2개 매개변수로 구성

된 월 물 수지 모형은 모형 구조가 단순하고 모의 정확도가 비

교적 높아서 월 유출고 모의에 널리 사용된다(Guo et al., 

2002; Xiong and Guo, 2012). 모형의 입력은 월 강수량(P, 

mm/month) 및 월 기준증발산량(Eo, mm/month)이며, 출력

은 월 유출고(, mm/month) 및 실제 증발산량(E, mm/month)

이다. 실제 증발산량 E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tanh 

   (1)

여기서 c는 월 물 수지 모형의 첫 번째 매개변수(무차원)로서, 

강수량과 기준증발산의 변동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게 되며 

0.2에서 2.0 사이의 값을 갖는다.

월 유출고는 토양수분(s)과 아래와 같은 관계가 있는 것으

로 설정된다.

  ⋅tanh
   (2)

여기서 sc는 유역의 물 저장 용량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월 물 수지 모형의 두 번째 매개변수이다. 매개변수 sc는 토양

수분의 단위와 같은 길이의 단위를 가지며, 200 mm에서 

2,000 mm의 범위에서 결정된다.월 단위로 모형이 구동되는

데, 번째 월에 토양에 남아있는 물의 양(즉, 토양수분) 은 

이므로, 월 유출고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tanh

 
 (3)

마지막으로 번째 월말의 토양수분은 물 수지 방정식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4)

2.2 입자 필터

입자 필터(Particle Filter)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시스

템에도 적용 가능한 비선형 필터이다(Gordon et al., 1993). 

입자 필터도 큰 틀에서는 (앙상블) 칼만 필터 알고리즘과 비슷

하게 예측과 갱신 과정을 반복한다(Moradkhani et al., 2005a). 

즉, 예측 과정에서는 모형을 이용하여 현재의 예측값을 구하

고, 갱신 과정에서는 이 예측값과 관측값을 이용해 최종 상태변

수를 갱신한다. 하지만 입자 필터는 칼만 필터에서와 같은 칼

만 이득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상태변수를 갱신할 때 입

자의 분포로부터 오차 공분산을 직접 산정하게 된다. 입자 필

터에서는 입자의 가중치를 반영한 모든 입자의 가중 합이 상

태변수의 추정값이다. 다만, 입자 필터는 재샘플링이라는 절

차가 추가된다(Moradkhani et al., 2012). 입자 필터 알고리즘

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Step 1: 상태변수 입자 
의 초기화


 ,   ⋯ (5)

여기서 Np는 운용할 입자의 개수이다. 월 물 수지 모형에서 상태

변수는 토양수분 s이다. 편의상 는 시간, 는 입자를 지칭한다.

2) Step 2: 매개변수 입자의 표본추출


 ,   ⋯ (6)

월 물 수지 모형에서 매개변수 는 c와 sc이므로, 매개변수 

는 이변량으로 취급된다.

3) Step 3: 입자 가중치 초기화


 



,   ⋯ (7)

4) Step 4: 입력값 섭동(Perturbation)


 

 , 
 ∼

  ,


  ⋅

 (8)

여기서 는 0.1과 같이 관측된 입력의 일정 분율로서, 입력값의 

분포는 관측된 값 가 평균이며, 관측된 값의 10%(가 0.1일 

때)가 표준편차인 정규분포(N)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다. 월 

물 수지 모형에서 입력값은 강수량 P과 기준증발산량 Eo이다.

5) Step 5: 상태변수 및 출력변수 예측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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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 ( ‧ )는 월 물 수지 모형이며, 
 는 상태변수 입자의 

예측값, 
 는 입자 에 의한 출력변수 예측값이다.

6) Step 6: 입자 우도 추정

 
   (10)

여기서 는 평균 , 표준편차 인 정규분포

에서 에 해당하는 정규분포함수 값이다. 즉, 평균은 관측값 

이고 표준편차는 인 정규분포에서 입자 에 의한 

출력값이 대응하는 정규분포함수 값이 입자 에 대한 우도  

가 된다. 여기서 는 0.1과 같이 관측자료의 일정 분율로 설정

될 수 있다.

7) Step 7: 입자 가중치 갱신


 



  





 


 

 (11)

즉, 입자 의 출력변수 예측값 
 와 관측자료 의 차

이가 작을수록 입자 가중치는 커지게 된다.

8) Step 8: 순차적 중요도 재샘플링(Sequential Importance 

Resampling, SIR)

(1) 0에서 1 사이의 구간을 입자의 개수(Np)만큼 나누는데, 

각 구간은 해당 입자의 가중치에 비례한 길이로 할당한

다. 즉, 번째 구간의 길이는 번째 입자의 가중치를 나

타낸다.

(2) 0에서 1 사이 균등분포 난수를 개 생성

(3) (1)에서 할당한 구간마다 (2)에서 생성한 값이 몇 개 들

어 있는지 센다. 가중치가 클수록 구간의 길이가 길어

서, (2)에서 생성한 값이 해당 구간에 들어가 있을 확률

(개수)은 가중치에 비례하게 된다.

(4) 각 구간에 포함된 값의 개수만큼 해당 입자의 개수를 재

샘플링한다. 만약 해당 구간에서 (2)에서 생성한 값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면 해당 입자는 버린다. 즉, 이 

입자는 다음 예측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여러 개의 

값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입자는 그 개수만큼 중복해

서 재샘플링한다(
  또는 

 ).

(5) 상태변수 갱신


 

  (12)

9) Step 9: 매개변수 입자 섭동


 ∼ 

 ⋅
  (13)

여기서 는 입자 필터 알고리즘의 초 매개변수(hyper- 

parameter)이며, 
는 의 분산(즉, 재샘플링 이전의 의 분

산)이다.

10) Step 10:  로 설정한 후, Step 3으로 돌아가서 반복

2.3 성능 평가

모형 예측성능평가는 세 가지 통계량(R2, NSE, KGE을 이

용하여 수행되었다. R2는 관측자료와 모의 자료의 선형회귀

분석에 의한 결정계수이며, 0.6 이상이면 모형의 예측성능

(즉, 관측자료와의 일치성)이 만족스러운 것으로 제시되어 있

다(Engel et al., 1993). NSE는 Nash-Sutcliffe 모형 효율 계수

로서 아래와 같다(Nash and Sutcliffe, 1970).





 




 


 








 (14)

여기서 N은 하천유량 관측자료의 개수,  는 예측된 유출

고,  는 관측된 유출고, 


 는  의 평균이다. NSE가 1에 가

까울수록 사용된 모형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

분한 품질의 모형을 나타내는 임계값은 0.5에서 0.65의 범위

로 제안되어있다(Ritter and Munoz-Carpena, 2013).

KGE는 Gupta et al. (2009)이 제안한 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  (15)

여기서, ′은 관측자료와 모의 자료의 선형 상관계수, ′는 모

의 자료의 표준편차와 관측자료의 표준편차의 비, ′는 모의 

자료의 평균과 관측자료의 평균 비이다. KGE가 1에 가까울수

록 모의 자료가 관측자료를 높은 수준으로 모의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Patil and Stieglitz (2015)는 KGE가 0.6 이상이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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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만족스러운 모의 결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수치 실험에서 시간변화 매개변수의 재현성능은 RMSE를 

이용하여 평가되었다.








 




  (16)

여기서 


는 매개변수의 앙상블 평균 추정값이며, 는 설정

된 매개변수(참값)이다.

3. 사례 연구

3.1 수치 실험

수치 실험은 모형 매개변수의 시간적 변화를 식별하기 위

한 입자 필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모형 매개

변수는 추세 및 주기성이 포함되어 주어졌다. 2001년 1월부

터 2019년 12월까지 안동댐 유역의 강수량 및 기준증발산량

을 입력자료로 삼아서 월 물 수지 모형을 사용하여 하천유량 

관측자료를 생성했다. 입자 필터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매개

변수를 식별하는 수치 실험은 다음과 같이 설계되었다.

1) 시나리오 설정. 월 간격으로 다양한 시간적인 변화를 가진 

매개변수(즉, 시나리오)를 생성한 후에 월 물 수지 모형을 

사용하여 하천유량 자료를 생성한다. 수치 실험에 적용된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다. 1) 시나리오 1: 고정된 c와 고정된 

sc, 2) 시나리오 2: 감소 추세가 있는 c와 감소 추세가 있는 

sc, 3) 시나리오 3: 증가 추세가 있는 c와 증가 추세가 있는 

sc, 4) 시나리오 4: 감소 추세가 있는 와 증가 추세가 있는 

sc, 5) 시나리오 5: 증가 추세가 있는 c와 감소 추세가 있는 

sc, 6) 시나리오 6: 감소 추세와 주기성이 있는 c와 감소 추

세가 있는 sc. 시나리오 1은 고정된 매개변수를 입자 필터

가 잘 추정하는지를, 시나리오 2와 3은 증가 및 감소 추세가 

있는 매개변수를 잘 추정하는지를 검토할 목적으로 설정

되었다. 시나리오 4와 5는 어떤 매개변수는 증가 추세가 

있고 다른 매개변수는 감소 추세가 있을 때, 매개변수의 시

간변화 효과가 상쇄될 수 있으므로, 입자 필터가 이를 효과

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시나리오 6은 증발산에 관여하는 매개변수 c에 계절성이 

있을 때 입자 필터가 이를 잘 반영하는지를 검토할 목적으

로 설정되었다. 매개변수 sc는 유역의 물 저장 용량을 표현

하므로 개발 환경에서는 감소 추세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반영한 설정이다.

2) 초기화. 입자 개수 Np와 동화 시간 단계 N을 설정한다. 첫 

번째 시간 단계에서 매개변수와 상태변수 앙상블은 균등

분포에 의해 생성되었다.

3) 자료 동화. 매개변수 및 상태변수를 초기화한 후, 모형 매

개변수 및 상태변수는 step (1)에서 얻은 하천유량 관측자

료를 사용하여 갱신되었다. 마지막으로 입자 필터의 성능

을 평가하기 위해 동화된 모형 매개변수와 실제 모형 매개

변수를 비교했다.

즉, 수치 실험에서 모형은 하천유량 관측자료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모든 오차는 입력자료 및 

출력자료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과 매개변수 추

정 방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3.2 연구 유역 및 자료

본 연구는 한반도 남동부에 있는 안동댐 유역, 합천댐 유

역, 남강댐 유역, 밀양댐 유역의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Fig. 1). 수문 기상 자료에는 2001 ~ 2019년 기간의 월 강수량, 

월 기준증발산량, 월 하천유량이 포함된다. 강수량과 기준증

발산량은 Fig. 1에 나타난 기상관측지점의 자료를 티센 가중평

균하여 적용하였다. 기준증발산량은 Penman-Monteith 방법

으로 일 단위로 계산된 후, 월 단위로 합산하였다(Allen et al., 

1998, Won et al., 2020). 하천유량 자료는 국가 수자원 관리 

종합정보시스템(wamis.go.kr)에서 제공하는 일 단위 댐 유입

량 자료를 사용하였다. Table 1에 2001년부터 2019년 기간의 

강수량, 기준증발산량, 유출고로 환산된 하천유량의 연평균 

값과 유역 면적을 나타내었다.

3.3 입자 필터 매개변수 설정

운용되는 입자의 개수가 입자 필터의 성능과 계산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Moradkhani et al., 2005a; Dechantcm 

and Moradkhani, 2012). 일반적으로 입자의 개수가 증가할수

록 성능은 개선되지만, 계산시간이 길어지고 더 많은 저장 공간

이 필요하게 된다. 10에서 100,000까지 다양한 개수의 입자가 

실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3,000개의 입자를 운용하기로 하

였다. 입력변수인 강수량과 기준증발산량에 도입된 잡음의 

표준편차는 변수의 크기에 비례하게 설정하였다(Leisenring 

and Moradkhani, 2012). 즉, Eq. (8)의 는 강수량과 기준증발

산량 모두 0.1을 적용하였다. 출력변수인 하천유량에 도입된 

잡음의 표준편차도 변수의 크기에 비례하여  = 0.1로 설정하

였다. 재샘플링된 매개변수의 섭동을 위한 초 매개변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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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에서 1.0까지 0.1 간격으로 실험하여 유역별로 최적의 모

의 성능을 보인 값을 선택하도록 수동 조정하였다.

4. 결  과

4.1 수치 실험 결과

입자 필터를 이용한 자료 동화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

해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동화된 모형 매개변수와 실제 모형 

매개변수의 비교를 수행하여 Fig. 2에 도시하였다. Fig. 2에서 

‘true’는 3.1에서 설명된 시나리오에 따른 매개변수의 값이다. 

이들 매개변수의 값을 이용하여 하천유량을 생성한 후, 생성

된 하천유량에 맞춰 입자 필터를 이용한 자료 동화 방법으로 

매개변수를 시간별로 추정한 결과가 ‘PF’이다. 제안된 방법

과의 비교를 위하여 고정된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방법의 하나

인 SCEM (Shuffled Complex Evolution Metropolis) 알고리

즘(Vrugt et al., 2003)을 이용한 매개변수 및 하천유량 모의 

성능도 같이 제시하였다. Table 2는 매개변수 및 하천유량에 

대한 성능 평가 수치를 보여준다.

시나리오 1(고정된 c와 고정된 sc)에서는 입자 필터와 SCEM

이 모두 고정된 매개변수를 잘 추정하고 있으나(Fig. 2(a)), 

하천유량 예측성능은 SCEM이 약간 더 우수함을 보여준다

(Table 2). 그러나 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입자 필터를 이

용한 자료 동화 방법은 고정된 매개변수를 잘 추정할 수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이때, Fig. 2의 거의 모든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입자 필터에 의한 자료 동화 방법은 방법의 특성상 초

기에 안정화를 위한 시기가 필요하다. 짧게 보면 12개월, 길게 

보면 48개월의 안정화 시기가 지난 이후에는 고정된 매개변수

를 잘 추정하였다. 안정화 시기는 자료의 특성 및 모형의 구조, 

적용 유역과 같은 다양한 구동 환경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적용된 환경에 맞는 적절한 선택이 요구된다. Table 2의 성능 

평가 수치는 더 엄격한 관점에서 안정화 시기를 12개월로 간

주하여 2002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되었다. 참고로 안정화 시기를 24개월 또는 48개월로 설

정하여 하천유량 예측성능을 평가하면 입자 필터에 의한 방법

의 성능 수치가 더 우수하게 계산된다.

시나리오 2와 3에서는 입자 필터가 감소하는 선형 추세를 

나타내며 변화하는 매개변수를 비교적 잘 구현해내고 있음

을 발견할 수 있다(Figs. 2(b) and 2(c)). 상대적으로 매개변수 

c의 감소 추세를 더 잘 재현하고 있다. 이는 매개변수 sc와 비교

할 때 매개변수 c가 하천유량 모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SCEM은 방법의 특성상 고정된 매개변수를 추정

Fig. 1. Study area and location of meteorological observation sites

Table 1. Annual mean values of precipitation, reference evapotran-

spiration, and runoff depth, and areas for four watersheds

Watershed
Precipitation

(mm/year)

Reference 

evapotranspiration

(mm/year)

Runoff 

depth

(mm/year)

Area

(km2)

Andong 

Dam
1,167 1,001 579 1,627

Hapcheon 

Dam
1,307 1,064 677   929

Namgang 

Dam
1,494 1,075 998 2,281

Milyang 

Dam
1,235 1,122 832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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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추정된 매개변수의 오차가 SCEM에

서 더 커지게 되며, 하천유량 예측성능도 입자 필터를 이용한 

자료 동화 방법의 성능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Table 2).

시나리오 4와 5에서는 매개변수의 추세 방향이 다른 경우

를 설정한 합성 실험의 결과이다(Figs. 2(d) and 2(e)). 즉, 이 

실험은 어떤 매개변수는 하천유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선형 

추세가 있으며, 다른 매개변수는 하천유량의 감소하는 방향

으로 선형 추세가 있는 상황에 기반한다. 두 개의 실험 모두 

매개변수 c의 추세는 증가하든 감소하든 입자 필터가 잘 추적

하고 있었으나, 매개변수 sc의 추세는 제대로 추정할 수 없었

다. 이는 매개변수 c가 월 유출고 모의에 있어서 매개변수 c의 

민감도가 매개변수 sc의 민감도보다 훨씬 크기 때문으로 분석

될 수 있다. Table 2의 시나리오 2와 3의 하천유량 예측성능을 

보면, 입자 필터의 하천유량 예측성능은 비교적 양호함을 발

(a) Scenario 1 (b) Scenario 2 (c) Scenario 3

(d) Scenario 4 (e) Scenario 5 (f) Scenario 6

Fig. 2. Model parameter assimilated by PF and estimated by SCEM, and its true value

Table 2. Scheme performance for parameter estimation and stream flow prediction in numerical experiments

Scenario Scheme
Parameter c Parameter sc Q

RMSE RMSE R
2

NSE KGE

1
PF 0.02982 175.2 0.9931 0.9879 0.9221

SCEM 0.00280 193.9 0.9968 0.9919 0.9287

2
PF 0.13251 292.3 0.9839 0.9602 0.8344

SCEM 0.40623 474.3 0.5672 0.4979 0.7522

3
PF 0.10055 130.7 0.9978 0.9965 0.9426

SCEM 0.42875 290.0 0.8668 0.7860 0.6151

4
PF 0.08648 542.6 0.9534 0.9368 0.8898

SCEM 0.40633 290.2 0.7800 0.7544 0.8700

5
PF 0.16242 932.3 0.9823 0.9803 0.9297

SCEM 0.42675 439.6 0.8878 0.8021 0.6221

6
PF 0.14493 428.4 0.9757 0.9676 0.8970

SCEM 0.22191 561.0 0.8438 0.8261 0.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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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할 수 있으며, 이는 월 유출고 모의에 있어서 매개변수 sc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매개변

수 sc의 추세를 적절하게 추정할 수 없었던 다른 한 가지 원인

으로는 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매

개변수를 입자 필터에 동시에 추적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설이다. 이 가설의 입증을 위한(또는 반증을 위

한)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유출에 미치는 민감도가 서로 

비슷한 매개변수를 이용한 가상의 수치 합성 실험이 필요하

나,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월 유출고 모형으로는 불가능하

므로 추후 연구로 남겨두도록 하겠다.

Fig. 2(e)는 시나리오 6(추세와 주기 특성이 있는 매개변수 

c와 추세 특성이 있는 매개변수 sc)의 매개변수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두 방법 모두 하천유량 

예측성능은 최소 기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나(사실 입자 필

터의 성능은 매우 우수), 추정된 매개변수는 참값과는 거리가 

있다. 입자 필터는 매개변수 c의 주기 성분을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반영하고 있다. 또한 입자 필터 방법의 한계로 인

하여 동화된 c 추정값과 참값 사이에 시간 지연이 있다는 사실

에 유의해야 한다. 입자 필터에서 매개변수는 예측값과 관측

값을 기반으로 갱신되는데, 매개변수 및 출력변수를 추정할 

때 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Clark et al., 2008).

4.2 시간변화 매개변수의 성능 평가

다음으로 입자 필터를 이용하여 과거 하천유량 관측자료

를 월 물 수지 모형에 동화하는 실제 사례를 살펴보았다. 입자 

필터의 성능은 안동댐 유역, 합천댐 유역, 남강댐 유역, 밀양댐 

유역으로부터 2001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9년 동안

의 월 강수량, 월 기준증발산량, 월 유출고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되었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 모의값은 자료 동화 직후의 

결과이다. 자료 동화 후 1개월 선행 예측(예를 들어, one-month 

ahead forecasting)의 결과가 아니다.

매개변수 추정이 초기 조건에 민감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 

초기 상태변수(즉, 토양수분 s)에 대해 3,000개의 균일하게 분

포된 값의 입자를 생성하였다. 매개변수의 사전분포도 균등

분포에서 시작하였다. 매개변수 c는 0.2에서 2.0의 범위이며, 

매개변수 sc의 범위는 200 mm에서 2,000 mm로 사전 설정되

었다. 따라서 초기 매개변수 입자는 균일하게 미리 정의된 범

위 내에서 표본 추출하였다. Fig. 3은 매개변수 공간에서 입자 

필터가 3개의 시간 단계에서 추정한 매개변수의 사후분포를 

보여준다. Fig. 3의 히스토그램 bin의 개수는 모두 20개로 고

정하여 사후분포로부터 표본 추출된 앙상블을 나타내었다. 

자료 동화가 진행됨에 따라 매개변수 사후분포의 분산이 줄어

들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자료 동화 초기에는 추정된 

(a) c at January 2001 (b) sc at January 2001 (c) c at April 2008

(d) sc at April 2008 (e) c at August 2016 (f) sc at August 2016

Fig. 3. Time evolution of posterior parameter distributions at three different time segments by assimilation of stream flow for Namgang Dam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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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의 불확실성이 크게 형성되지만, 자료 동화가 진행

되면서(즉, 새로운 하천유량 관측자료가 축적되면서) 추정된 

매개변수의 불확실성이 일정 수준으로 작아지고 있음을 의미

한다. 그러나 매개변수 sc의 경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추정

된 매개변수의 불확실성이 작아진다는 것이 반드시 추정된 

매개변수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2008년 4월과 2016년 8월의 매개변수 sc의 앙상블 평균값

이 다름을 발견할 수 있다. 매개변수의 앙상블 평균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Fig. 4에 도시하였다. 자료 동화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매개변수는 하천유량 관측자료가 갱신될 때마다 그에 

적응하여 새로운 매개변수 사후분포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자면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매개변

수 앙상블 평균을 갖게 된다. Fig. 4에서 는 하천유량 관측

치이며, < >는 사후분포에서 추출된 매개변수(c 또는 sc) 및 

그로부터 예측된 하천유량()의 앙상블 평균, 는 각 변수의 

앙상블 표준편차이다.

Fig. 4에서 볼 수 있듯이 시계열의 시작 부분은 매개변수 입자

를 올바른 영역으로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시

계열 시작 부분의 정보만으로는 시간변화 매개변수를 제대로 

식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자료 동화에 기반한 입자 필터 방법

은 재귀 방정식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새로운 자료의 정보에 의

존한다. 새로운 정보는 Eq. (10)의 우도함수를 통하여 상태변수

와 매개변수에 반영된다. 월 물 수지 모형의 2개 매개변수는 약 

12개월(또는 24개월) 후 불확실성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a) Precipitation (b) c

(c) sc (d) Stream flow

Fig. 4. Uncertainty bound tracking of parameters in two parameter monthly water balance model for 19 years assimilation of historical stream 

flow at Namgang Dam watershed

Table 3. Performance metrics for monthly stream flow prediction

Watershed Andong Dam Hapcheon Dam Namgang Dam Milyang Dam

PF

R
2 0.8858 0.8679 0.9023 0.7962

NSE 0.8741 0.8513 0.9018 0.7866

KGE 0.9191 0.8922 0.9172 0.7648

SCEM

R2 0.8851 0.9153 0.9254 0.8001

NSE 0.8779 0.9023 0.9184 0.7919

KGE 0.9352 0.9136 0.8697 0.7762

PFm

R
2 0.8961 0.9313 0.9072 0.8217

NSE 0.8909 0.9270 0.9062 0.8052

KGE 0.9331 0.8838 0.9108 0.7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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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입자의 수렴 이유는 매개변수 입자의 갱신 과정에서 

하천유량 관측자료가 연속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이다.

Table 3은 자료 동화 방법을 이용한 입자 필터와 SCEM의 

하천유량 예측성능을 보여준다. SCEM은 고정된 매개변수

를 추정하는 반면에, 입자 필터는 시간변화 매개변수를 추정

한다. 입자 필터는 새롭게 추가된 하천유량 관측자료를 모형

에 동화시켜 현재의 사용되고 있는 매개변수를 갱신하기 때문

에, 시간 단계가  에서부터 진화될수록 매개변수의 값이 

변화된다. Fig. 4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변화 매개변수에서 특

별한 추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대신에, 갱신된 매개변

수를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따로 모아서 살펴봄으로써 매

개변수에 주기 성분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Table 3에서 

PFm은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별로 매개변수 앙상블을 별도

로 모아서 구한 평균값으로 모형을 구동시킨 결과를 의미한

다. PF는 2001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28개월에 걸쳐 

연속적으로 변하는 매개변수를 이용한 결과이며, SCEM은 

고정된 매개변수를 이용한 하천유량 예측성능이다. 참고로 

Table 3의 성능 평가 통계량은 초기 안정화 기간(12개월)을 

고려하여 2002년 1월부터 2019년 12월 기간의 자료를 이용

하여 계산되었다. 세 가지 방법 모두 월 유출고를 양호하게 모

의하고 있으나, 안동댐 유역, 합천댐 유역, 밀양댐 유역에서는 

PFm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남강댐 유역에서는 SCEM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함을 살펴볼 수 있다. 성능 평가 통계량별

로 가장 우수한 방식을 밑줄로 표기하였다.

Fig. 5는 시간변화 매개변수 앙상블을 월별로 별도로 모아

서 평균값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매개변수 c는 PFm과 

SCEM 방법 모두 비슷한 값으로 추정되지만, 두 방법으로부

터의 추정된 매개변수 sc는 편차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일

차적인 원인으로는 sc가 c에 비하여 하천유량 예측에 미치는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작다는데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

다. 즉, 적용된 월 물 수지 모형에서 입자 필터는 주로 c를 갱신

하여 새로 추가된 하천유량 관측자료를 동화시키기 때문이

다. 적용된 네 개 유역별로 정도 차이는 있지만, 입자 필터로 

갱신된 매개변수 c는 겨울에 큰 값을 가지며, 봄에 작은 값을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고정된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하천유

량을 예측하면 겨울에는 과대추정, 봄에는 과소추정의 가능

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PFm 방식의 매개변수 추정 방법의 적용 가능성은 Fig. 6으

(a) Andong Dam watershed (b) Hapcheon Dam watershed

(c) Namgang Dam watershed (d) Milyang Dam watershed

Fig. 5. Monthly parameter ensemble average es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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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살펴볼 수 있다. Table 3은 2002년 1월부터 2019년 12

월까지 전체 월 유출고 시계열을 대상으로 하천유량 예측성능

을 평가한 결과이나, Fig. 6은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별로 하

천유량 예측성능을 평가한 결과이다. 즉, Fig. 6에서 하나의 

box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12개의 하천유량 예측 통계량으

로부터 작성된다. Box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안동

댐 유역, 남강댐 유역, 밀양댐 유역에서는 PFm 방식이 상대적

으로 우수하였으나, 합천댐 유역에서는 세 가지 방법의 우열

을 가리기 어려웠다.

5. 입자 필터 매개변수의 민감도

본 장에서는 입자 필터의 매개변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입자 필터를 이용한 자료 동화 방법을 수행할 때,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매개변수가 사전에 결정되어야 한다. 1) 운용할 입자

의 개수 Np, 2) 입력변수의 불확실성 매개변수   및 출력변수의 

불확실성 매개변수 , 3) 매개변수 입자 섭동을 위한 초 매개

변수 .

Fig. 7은 다양한 매개변수의 값에 대한 하천유량 예측성능

을 보여준다. 하천유량 예측성능은 KGE로 나타내었다. 기준 

매개변수 조합은 Np = 3,000,   = 0.1,  = 0.1,  = 0.1이며, 다른 

매개변수의 값은 고정해두고 하나의 매개변수의 값을 변경해

가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시험 유역은 안동댐 유역이다.

운용되는 입자 개수 Np을 10개부터 100,000개까지 실험해

보았지만, 하천유량 예측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Fig. 7(a)). 안동댐 유역의 경우 3,000개 정도의 

입자 개수가 가장 좋은 하천유량 예측성능을 보였지만, 적용 

유역에 따라서 또는 입자 필터가 적용되는 기간에 따라서 달

라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입력자료의 불확실성을 의

미하는 을 변경시켜 실험한 결과는 Fig. 7(b)에 나타내었다. 

입력자료의 불확실성은 입자 필터를 이용한 하천유량 예측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출력자

료(즉, 하천유량 관측자료)의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은 예측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Fig. 7(c)). 

입자 필터는 하천유량의 새로운 관측정보를 모형에 동화시킴

으로써 하천유량을 예측하기 때문에 하천유랑 관측자료의 불

확실성은 방법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문 모형의 

구축에서 하천유량 관측자료 신뢰도의 중요성을 입자 필터를 

통하여 정량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 입자 

섭동과 관련된 초 매개변수 는 하천유량 예측성능에 대한 민

감도는 높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Fig. 7(d)). 참고로 다른 

유역의 민감도 분석 결과도 하천유량 관측자료의 불확실성이 

입자 필터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안동댐 유

(a) Andong Dam watershed (b) Hacheon Dam watershed

(c) Namgang Dam watershed (d) Milyang Dam watershed

Fig. 6. Monthly performance metrics for stream flow prediction



J. Choi and S. Kim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54(6) 365-379376

역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입자 필터에 의한 시간변화 매개변수 적용

을 하천유량 예측성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입자 필터 적용

을 위한 매개변수의 민감도 또한 하천유량 예측성능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자료 동화 방법을 적용할 때 살펴보아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하천유량 예측 및 추정된 매개변

수의 불확실성이다. 불확실성은 추정된 매개변수 및 예측된 

하천유량의 앙상블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유역 및 기후조건에서 보정 및 검증을 수행하여 분석될 수 있

을 것이다. 이는 추후 연구로 남겨둔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입자 필터 방법을 이용하여 하천유량을 월 

물 수지 모형에 동화함으로써 시간에 따라 변하는 매개변수를 

식별하고자 하였다. 한반도 동남부 4개 유역(안동댐 유역, 합

천댐 유역, 남강댐 유역, 밀양댐 유역)에 대한 수치 실험과 실

제 사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1) 입자 필터 방법을 이용한 시간변화 모형 매개변수 추정은 

모형 매개변수의 시간적 변화를 식별하고 월 유출고에 대

한 우수한 예측성능을 보여주었다. 하천유량 관측자료의 

동화에 의해 추정된 시간변화 모형 매개변수는 시간 불변 

접근 방식 기반의 모형 매개변수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월 유출고 예측성능을 나타내었다.

2) 2개 매개변수로 구성된 월 물 수지 모형의 매개변수 중에

서 매개변수 c는 겨울에 큰 값을 가지며, 봄에 작은 값을 

보이는 주기 성분이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주기 성

분의 반영이 하천유량 예측성능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하

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3) 입력자료의 불확실성이나 매개변수 입자 섭동과 관련된 

매개변수와 비교해볼 때, 하천유량 관측자료의 불확실성

이 입자 필터의 하천유량 예측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방

법을 제시하고 하천유량 예측성능을 중심으로 적용된 방법의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하이퍼 매개변수를 미세 조정하거나 입

력 및 관측자료의 불확실성을 조정한다면 적용된 방법을 이용

하여 더 좋은 하천유량 예측성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

을 알 수 있었다. 다음에는 제시된 방법에서의 시간변화 매개

변수 및 예측된 하천유량의 불확실성에 관한 연구 및 선행 월 

후의 물 수지 예측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 Np  (b) 

(c)  (d) 

Fig. 7. Sensitivity of Particle filter parameter to stream flow predicti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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