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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수문모형의 매개변수 추정을 위해 필요한 유량 관측 자료의 수집은 시·공

간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직 상당 수의 미계측유역이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고자 주변 유역(Donor catchments)의 정보를 활용하

는 지역화(Regionalization)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기후 조건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지역화모형의 결과가 상이하여 어느 지역에 어떠한

모형이 가장 우수하다고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공간근접모형(Spatial proximity model)을 사용하여 수문모형의 매개변수를

추정한 후, 이를 지역회귀모형(Regional regression model)의 독립변수로 추

가하여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향상시켰으며, 이를 하이브리드 지역화모형

(Hybrid regionalization model)이라 정의하고 기존 방법들과 비교하였다.

계측유역으로는 관측자료가 충분한 남한의 37개의 유역을 선정하였

고, 개념적 강우-유출 모형인 GR4J를 사용하였다. 계측유역에 대한 최적

매개변수 산정은 Shuffled complex evolution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기존과

같은 방법인 자동 검보정과, 남한의 유역 특성 및 수문모형 매개변수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범위를 재설정한 수동 검보정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 하였다. 검보정 결과 평균적으로 자동 검보정이 더 높은 모의 정확

성을 보였지만, 미계측유역을 위한 지역화 방법에는 수동 검보정이 더 높

은 적합성을 보여 본 연구에서는 수동 검보정의 결과를 사용하여 지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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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분석하였다. 유역 특성변수들은 다중공선성을 고려하기 위해

Variation inflation factor 사용하였고, Stepwise regression을 통해 회귀모형의

최적 독립변수를 선택하였다.

비교분석한 결과, 지역화모형이 수문모형 검보정과 비슷한 모의 정확

성을 가지면서 유역 간 편차가 줄어들어 모형의 불확실성이 낮아졌다. 또

한, 지역화모형 중 PRMSE는 하이브리드 모형, PBIAS는 지역회귀모형이

우수하였는데, 결정계수(R²)와 같이 비교할 경우 하이브리드 모형이 가장

우수하였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모형이 기존 지역화모형과 비슷하거나

우수한 적합성을 보이므로 미계측유역의 유출량 산정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미계측유역, 매개변수 추정, 공간근접모형, 지역회귀모형,

하이브리드 지역화모형, GR4J

학  번: 2016-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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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수문모형으로 유역의 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과거 관측 유량 자료

를 기반으로 검보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량 관측 자료가 부족

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미계측유역(Ungauged watersheds)은 수문모형의 매

개변수 추정이 어려워 유출량을 구할 수 없다. 이런 미계측유역의 유출량

을 산정하기 위해 유역을 분류하거나 그룹화를 하면서 지역화

(Regionaliz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Gottschalk et al., 1979), 

주변 계측유역(Donor catchments)의 매개변수 추정 결과를 미계측유역의

유출량 산정에 전이하면서 지역화 용어의 정의가 확대되었다(Oudin et al., 

2008). 이러한 지역화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

다.

하나는 계측유역의 관측 유량과 유역 특성변수들 사이 관계식을 만

들어 미계측유역의 유출통계량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주로 연평균 관측

유량과 기상, 지형학적인 유역 특성변수들 사이 관계식을 구성한 후 유출

량을 추정하게 되는데, 다중선형회귀분석(e.g. Vogel et al., 1999; Goswami et 

al., 2007)이 많이 사용되어져 왔다. 이 방법은 유역 및 기후 특성 자료만

사용하여 관계식을 만들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단순한 장점이 있으나, 통

계량만 산정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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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계측유역을 대상으로 수문모형의 매개변수와 기상, 지형

학적인 유역 특성변수들 사이 관계식을 구한 후 미계측유역의 매개변수

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주로 지역회귀모형(Regional regression model), 공간

근접모형(Spatial proximity model) 및 물리유사모형(Physical similarity model)

등이 사용된다. 이 방법은 과정상에 수문모형이 사용됨으로서 불확실성이

추가되는 단점이 있으나, 추정된 수문모형의 매개변수를 통해 연속적인

유량 모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실시간 모의가 중요한 미계측

유역 연구(Razavi and Coulibaly, 2012)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앞선 통계

량 방법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문모형 매개변수

추정 방법을 선택하였다.

후자의 방법에 주로 사용되는 세 가지 모형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회귀모형은 계측유역의 수문모형의 매개변수 추정값과 유역

특성변수들 사이 관계식을 쉽게 만들 수 있으나, 검보정 기간이나 입력자

료의 오차에 의해 모의 결과의 변동성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Yapo et al., 

1996; Perrin et al., 2007). 공간근접모형은 주변 계측유역의 유량이나 수문모

형의 매개변수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으로(Vandewiele et al., 1991), 값을 평

균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으나, 미계측유역과 주변 계측유역이 동질하다

(Homogeneous)는 가정이 현실에서는 만족되기 어렵다. 물리유사모형은 유

역의 물리적 특성이 가장 유사한 계측유역의 유출량 또는 수문모형의 매

개변수 추정값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유역의 물리적 특성을 가장 잘 반영



3

하나, 공간근접모형과 같이 기본 가정이 맞지 않을 경우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렇게 각 모형마다 장단점이 달라 과거 연구 사례 또한 상이한 적

합성을 보이는데, 그 이유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역의 물리

적, 기후적 특성에 따라 미계측유역의 유출량 산정에 사용되는 계측유역

의 수가 다르다. 둘째, 사용한 지역화 모형 및 수문모형이 다르다. 셋째,

연구대상 유역 및 저자에 따라 유역 특성변수의 선정 기준이 다르다. 이

와 같이, 사용되는 모형과 결과가 상이하므로 현재까지도 어느 지역에 어

떠한 지역화 모형이 가장 우수하다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Stoll and Weiler, 2010; Samuel et al., 2011).

따라서 기존 지역화모형을 단순히 비교분석하는 것은 과거 사례와

같이 유역별 상이한 적합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각 모형의 장점을 포함

하여 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화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유역의 물리적, 기후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유역 특성변수들이

선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하이브리

드 형태의 지역화모형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합 모형은 수문학 내 다른

분야에서도 종종 시도되어 왔는데, Multi-model ensemble (e.g. Ajami et al., 

2006; Duan et al., 2007), combined forecast (e.g. Jeong and Kim, 2009) 등이 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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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계측유역의 유출량 산정을 위하여 지역회귀모형과

공간근접모형의 조합을 통해 각 모형의 장점을 가져오는 하이브리드 지

역화모형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남한의 37개 계측유역을 선정하

여 유역 간 물리적, 기후적 특성을 반영한 수문모형 검보정을 진행하고

기존 지역화모형과 적합성을 비교분석 하였다.

1.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수문모형의 매개변수 추정 방법, 지역화모형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배경 이론과 함께 개념적 강우-유출

모형인 GR4J의 매개변수 추정 과정과 기존의 지역화모형의 적용 방법을

기술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하이브리드 지역화모형을 설명하였다. 4

장에서는 남한 37개의 계측유역을 대상으로 지역화모형을 비교분석 하였

고,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안을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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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동향

지역화 방법은 유역 특성변수들과 추정값의 연관된 함수의 식이 필요하

다 Razavi et al. (2012)은 지역화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어도 네 단계의 중요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째, 유역 특성변수 수집 시 기상학적(연평균 강수량, 온도 등), 지

리학적(유량 관측소 위치, 유역 중심 등), 유역 넓이, 토양도 등을 고려해

야 한다. 둘째, 적용 대상유역을 명확히 설정하고 가깝거나 비슷한 특성

을 가진 유역들로부터 수문모형의 매개변수를 추정하여야 한다. 셋째, 관

측 유량 자료들과 수문모형의 매개변수, 유역 특성변수들로 관계식을 도

출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수문모형의 매개변수들은 검보정 결과가

반드시 유효한 값을 보여야 한다. 이는 미계측유역에 적용하는 지역화 방

법 또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식을 설정하는 변수의 불확

실성은 최대한 줄여 놓아야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값을 얻을 수 있기 때

문이다(Young, 2006; Samuel et al., 2011). 넷째, 미계측유역에 적용하기 전

지역화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다. 평가 방법으로는 NSE, RMSE 등 통계적

방법이 있고, 이를 사용하여 지역화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한다.

위 과정을 기반으로, 본 장에서는 수문모형, 매개변수 추정 방법, 유

역 특성변수의 선정, 지역화모형에 관한 과거 연구동향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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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문모형과 매개변수의 추정

수문모형의 사용은 약 160여년전 강우강도와 최대 유량의 경험적 관계식

을 이용하여 유역의 유출량을 예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Aghakouchak and Habib, 2010). 이 후 몇 가지 가정들과 함께 단순화된 강

우-유출 모형들이 개발되어왔는데 아직 완벽하게 입증된 모형은 없다

(Perrin et al., 2003). 현재 수문모형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물리적 기반 모형으로 질량 보존 방정식과 모멘트 방정식을 지배

방정식으로 한다. 모형의 매개변수와 상태변수들은 직접 측정된 값을 사

용하거나 유역 특성을 기반으로 한다.

  둘째, 개념적 모형으로 시간과 공간에 일정한 유량 저장소(Catchment 

storage)를 모식화하고 증발산(Evapotranspiration), 지표 저수량(Surface-

storage), 침루량(Percolation), 해빙(Snowmelt), 기저유출(Baseflow) 등을 사

용하여 복잡한 수문학 구조를 위 몇 가지 변수들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셋째, 경험적 모형으로 통계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관측된 입력자료와

유출량의 관계를 통해 유량을 예측한다. 경험적 모형은 수식적으로 물리

적 모형이나 개념적 모형 보다 단순하여 쉽게 유출량을 구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SCS 방법이 있다.

지역화 연구는 주로 개념적 모형, (준)분포형 모형이 사용되어져 왔는

데(Oudin et al., 2008; Jin et al., 2009; Post, 2009; Viviroli and Seibert, 2015),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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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불확실성이 적다고 알려진(Jakeman and 

Hornberger, 1993; Seibert, 1999; Young, 2006; Yadav et al., 2007) 개념적 모형을

사용하였다.

2.1.1 개념적 수문모형

적은 수의 매개변수로 유역의 수문 구조를 개념적으로 표현하는 수문모

형은 복잡한 수문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출량 산정이 효율적이며

(Seibert, 1999; Young, 2006; Yadav et al., 2007), 강우-유출 관계를 쉽게 모의

할 수 있다(Jakeman and Hornberger, 1993). 유역의 물리적 특성을 모두 정

확하게 알고 있다면 매개변수가 많은 복잡한 모형이 더 정확하게 유역

정보를 모의할 수 있으나, 실제로 필요한 입력 자료들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개념적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모의 정확성이 더 높을 수 있다

(Kuczera and Mroczkowski, 1998). 대표적으로 Sacramento, GR4J, IHACRES, 

SIMHYD 등이 사용되어 왔는데, 각 모형을 통해 유출량을 분석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Sacramento (Burnash et al., 1973)는 Cooperative Research Centre for 

Catchment Hydrology에서 개발된 모형으로 일별 강우와 유출간 관계를 나

타내는 물수지 모형으로 5개의 Store와 16개의 매개변수로 이루어져 있다.

Lohmann et al. (2004)은 Sacramento와 VIC 모형을 사용하여 USGS (U.S. 

Geological Survey) 자료를 기반으로 LSMs (Land Surface Models)간 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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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산량, 유출량의 지역 및 구간별 모의 정확성을 비교하였으며, Saft et 

al. (2016)은 Sacramento를 사용하여 미래 유출량 시나리오의 편이를 분석

하여 현재 예측이 과대 산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GR4J (modéle du Génie Rural á 4 parametres Journalier) (Perrin et al., 2003)

는 프랑스에서 개발되었으며, 일별 강우와 증발산 및 유출간 관계를 나타

내는 물수지 모형으로 2개의 Store와 4개의 매개변수로 이루어져 있다.

Aubert et al. (2003)은 GR4J 모형을 사용하여 토양도의 포함여부에 따라 유

출 모의 정확성이 증가함을 밝혔고, Ye et al. (2014)는 GR4J 모형을 사용하

여 후처리(Post-processing) 과정을 추가하는 것이 단순 자동 검보정 과정

보다 적확성이 높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의 불확실성을 줄여 모형의 모

의 정확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정차미 (2015)는 GR4J와 IHACRES를 준

분포형 모형인 SWAT과 비교하여 개념적 모형의 모의 정확성이 더 높음

을 밝혔다. 임성수 외 (2012)는 GR4J모형에 토양수분과정을 추가하여 국

내유역에 맞도록 개량하여 기존대비 적확성이 향상됨을 논하였다.

IHACRES (Identification of unit Hydrographs And Component flows from 

Rainfall, Evaporation and Streamflow data) (Jakeman and Hornberger, 1993)는 일

별 강우, 온도 및 잠재증발산량과 유출량의 관계를 나타낸 단위 유량도

모형으로 6개의 매개변수를 가진다. Littlewood and Croke (2013)은

IHACRES 모형을 적용해 관측 자료 사용시 시간 단위를 1 hr, 2 hr, 1 day로

변경하면서 생기는 오차를 분석하여, 모형이 일 단위 모의를 잘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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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방법에 적용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Abushandi 

and Merkel (2013)은 HEC-HMS와 IHACRES모형을 사용하여 레이더 강우

자료를 기반으로 건조한 지역에 적합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HEC-HMS가

IHACRES보다 정확성이 더 높음을 논하였다.

SIMHYD (SIMplifed version of the daily conceptual rainfall-runoff model, 

HYDROLOG) (Chiew and McMahon, 1991)는 Cooperative Research Centre for 

Catchment Hydrology에서 개발된 모형으로 일별 강우와 잠재증발산량을

사용하여 일별 유출량을 모의하며, 3개의 Store를 가지고 버전에 따라

7~19개까지의 매개변수를 가진다. 성윤경 외 (2004)는 7개의 매개변수를

사용한 SIMHYD와 17개의 매개변수를 사용한 탱크모형을 사용하여 소양

강댐과 영천댐을 대상으로 모의 적합성을 비교하였다. Zhang et al. (2016)은

SIMHYD와 GR4J를 사용하여 일, 월, 연별로 유출량 및 증발산량의 모의

정확성을 비교한 결과 시간별로는 두 모형 모두 월, 연별 모의에서 낮은

모의 정확성을 보였지만 일별 모의 상관계수는 유의미한 값을 얻었다.

2.1.2 매개변수 추정 방법

수문모형의 매개변수 추정은 관측 유량 자료를 사용하여 모형의 매개변

수의 조합을 바꿔가며 최적의 모의값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하며, 주로 모

형 개발 시 제안된 범위 안에서 진행한다. 많이 사용되는 매개변수 추정

방법은 sampling, SCE (Shuffled Complex Evolution), GA (Genetic Algorith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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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며, 이를 적용한 과거 연구 사례는 다음과 같다.

Sampling 방법은 랜덤, latin hypercube, orthogonal 등이 있으며 무작위

로 뽑은 랜덤 방법과 달리 latin hypercube는 열과 행을 나누어 인접하지

않은 하나의 수씩 뽑아 좀 더 독립된 자료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이고,

orthogonal은 열과 행, 상하좌우 균등분배까지 고려하여 독립성을 가장 높

이는 방법이다. Abbaspour et al. (2004)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수문모형의 최

적 매개변수 추정을 위해 latin hypercube sampling을 사용하였고 정규분포

를 사용하여 매개변수의 불확실 정도를 표현하였다.

SCE algorithm은 수문학 연구에서 최적화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Duan et al. (1992)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알고리즘은 비슷한 성

분으로 그룹을 만든 후, 각 그룹내 낮은 적합성을 보이는 값들을 서로 바

꾸어 가면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 방법이다. 이상호와 강신욱 (2007)은 지

역최적화와 전역최적화 방법을 사용하여 수정 3단 탱크모형의 매개변수

를 최적화하고 모의 정확성을 비교한 결과 전역최적화 결과가 더 높은

적합성을 가졌다. Arsenault et al. (2013)는 10가지 최적 매개변수 추정 방법

과 3개의 수문모형을 10군데의 다른 유역에 적용하여 적용성을 비교하였

는데, 수문모형의 매개변수가 적고 복잡하지 않을수록 SCE 알고리즘이

높은 적합성을 보였다. Qin et al. (2016)은 SCE 알고리즘과 Newton-type 알

고리즘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SIMHYD모형을 사용하여 모의한 결과 SCE

가 매개변수 추정에 좀 더 강건한 결과값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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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Goldberg 1989; Holland, 1992; Schmitt, 2001)는 목적 함수를 최소화

하는 값을 찾는 방법이다. 이 알고리즘은 모집단을 기반으로 매개변수를

산정하여 모델 평가를 진행한 후, 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를 만들

어 나가면서 독립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과정 중 크게 벗어나는 값들은

자동으로 삭제되고 가능한 목적 함수의 최소치를 찾게 된다. Chen et al. 

(2006)는 SGA (Single-objective Genetic Algorithm)와 MGA (Multi-objective

Genetic Algorithm)를 결합한 모형으로 최적 매개변수를 추정한 결과 각 방

법을 사용한 기존 알고리즘보다 적합성이 향상되었음을 논하였다. Sahay 

and Srivastava (2014)는 GA와 NN (Neural Network)를 결합하여 장마 홍수

예측을 연구하였는데 GA를 사용하여 NN의 최초 매개변수를 찾고 시간

에 따른 유량을 모의한 결과, 다른 방법들보다 극치값에서 낮은 편이값을

가짐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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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계측유역의 수문모형 매개변수 추정 방법

미계측유역은 관측 유량 자료가 없으므로 수문모형의 검보정 과정을 진

행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주변 계측유역으로부터 관측값들의 정보를 가져

와 미계측유역의 유출량을 추정하는 지역화 방법이 사용되며, 주로 기상

학적, 지형적 특성을 기반으로 지역화모형을 적용한다.

2.2.1 유역 특성변수 선정

유역 특성변수 선정의 경우 유출량과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을 선정하

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 왔다. Merz and Bloschl (2004)은 저수지를

반영하기 위해 lake index를 사용하였으며, Parajka et al. (2005)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기상, 물리적인 변수들을 선택하였다. Mohamoud (2008)은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이용하여 지형, 기후 변수들을 선택

하였고, Oudin et al. (2008)은 물리적 유사성을 고려하기 위해 기존의 지형

및 기후 변수들에 이어 건조 지수를 추가하였다. Samuel et al. (2011)은 특

성변수로 증발산량 등을 고려하기 위해 유역의 위도, 경도를 추가하여 사

용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과거 연구에서는 주로 area, mean slope, drainage 

density, mean annual precipitation, mean and maximum temperature, land use, 

stream length, evapotranspiration, soil properties, geological characteristics 등의

유역 특성변수를 기반으로 필요한 인자들을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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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지역회귀모형(Regional Regression Model)

미계측유역의 수문모형 매개변수 추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형은 계

측유역의 추정된 수문모형 매개변수와 유역 특성변수 간의 관계식을 도

출하여 미계측유역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황준식 외 (2007)은 abcd 모형

을 금강 소유역에 적용하기위해 지역회귀모형을 통하여 매개변수를 추정

하였으며 효율성계수가 최소 87%로 모의 능력이 우수함을 논하였다. 강

민구 외 (2013)은 탱크모형을 사용하여 지역회귀모형을 사용한 미계측유

역 유출량을 모의한 결과 유출성분과 증발산성분이 개선되었음을 논하였

다. 김태정 외 (2015)는 Sacramento 모형을 기반으로 유역 특성변수와 매

개변수 간 지역회귀모형을 진행하여 모의 정확성을 분석하였다. Abdulla 

and Lettenmajer (1997)은 VIC-2L 수문모형을 사용하여 34개 유역에 지역회

귀모형의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유역 특성변수로 square root, logarithmic 

transformation을 적용한 결과 대부분 높은 적합성을 보였으나 건조한 지

역에는 낮은 적합성을 보였다. Post and Jakeman (1999)는 일별 관측자료와

IHACRES 모형의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다중회귀모형을 통한 미계측유역

유량을 산출하여 높은 정확성을 얻었다. Seibert (1999)는 HBV 모형의 매

개변수를 사용한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매개변수 중 절반이 유역 특성변

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을 논하였다. Clark et al. (2017)은 지역회귀모형

의 모의 정확성을 분석하였는데 KGE (Kling-Gupta Efficiency)를 목적함수

로 적용한 결과 복잡한 모형이 단순한 모형보다 예측 정확성이 더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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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지역화모형 적용 시 유역에 따라 수문모형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

였다. Jafarzadegan and Merwade (2017)은 DEM (Digital Elevation Model)을 기

반으로 미계측유역안 홍수 유역의 위치를 분석하였다. 제곱 형태의 유역

의 특성 변수들과 수문모형 간 다중회귀모형을 구성하고 10-fold cross 

validation을 통해 적합성을 분석하였는데, 자료의 분포가 클 경우 회귀모

형의 정확도가 낮음을 논하였다.

2.2.3 공간근접모형(Spatial Proximity Model)

공간근접모형은 지역회귀모형과 같이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주변 계측

유역의 유출량이나 수문모형의 매개변수의 값을 평균하여 미계측유역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주로 지역회귀모형이나 물리유사모형

(Physical similarity model)과 같이 사용하여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많으며

과거 사례는 다음과 같다. Young (2006)은 미국의 260개 유역을 대상으로

IHACRES를 사용하여 다중회귀모형과 공간근접모형을 비교한 결과 다중

회귀모형이 더 높은 적합성을 가짐을 논하였다. Oudin et al. (2008)은 프랑

스의 913개 유역을 대상으로 GR4J와 TOPMO 모형을 사용하여 공간근접

모형, 물리유사모형, 지역회귀모형을 비교분석한 결과 공간근접모형이 가

장 높은 적합성을 가짐을 논하였다. Samuel et al. (2011)은 MAC-HBV 모형

을 사용하여 공간근접모형, 물리유사모형, 지역회귀모형을 비교분석 하였

는데 공간근접모형과 물리유사모형을 사용한 결과가 지역회귀모형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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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적합성을 가짐을 논하였다. Lebecherel et al. (2016)은 사용되는 유역의

수를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공간근접모형의 민

감도를 분석하였는데, 가까이 있는 자료만 사용한 경우 보다 거리가 먼

유역을 사용한 결과가 더 높은 적합성을 보임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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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배경 이론 및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미계측유역의 유출량 산정을 위해 사용해왔던 수문모형 및

지역화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역화모형을 제안하고

자 한다. 수문모형은 4개의 매개변수를 가지는 개념적 모형인 GR4J를 사

용하였으며, 오픈 소스 프로그램인 R (R statistical computing environment) 

(https://www.r-project.org)의 hydromad package (Andrews et al., 2011)를 사용하

여 계측유역에 검보정을 진행하였다. 지역화모형은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지역회귀모형과 공간근접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위 두 가지 방법을

조합한 지역화모형을 제시하여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연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측 유량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계측유역을 조사한 후 유역 특성변수, 기상 자료를 수집한다. 둘째, 매개

변수 추정을 위한 수문모형을 선정한다. 셋째, 수집된 관측 자료들을 사

용하여 계측유역을 대상으로 수문모형의 매개변수 검보정 과정을 진행한

다. 넷째, 미계측유역의 유출량 산정을 위해 사용할 지역화모형을 선정한

다. 다섯째, 미계측유역의 기상 자료, 유역 특성 자료 등을 수집한다. 마

지막으로, 지역화모형을 적용하고 결과를 비교분석한다. 위 과정을 도식

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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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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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GR4J 수문모형과 hydromad package

3.1.1 GR4J 기본 구조

GR4J 모형(Perrin et al., 2003)은 개념적 강우-유출 모형으로 4개의 매개변

수를 가지며 기존 GR3J 모형(Edijatno et al., 1999)의 수정 버전이다(그림 2).

이 모형은 두 개의 저류지(Storage)와 두 개의 단위 유량도(Unit hydrograph)

를 가지고 있는데 첫번째 저류지인 Production store에서 강수(Precipitation)

와 증발산(Evapotranspiration), 침루(Percolation)등을 고려하고 두번째 저류

지인 Routing store에서는 단위 유량도로부터 나온 유효 강수량 중 침투

(Infiltrate)되는 양을 고려한다. 여기서 유효 강수량의 90%은 지하수

(Groundwater)로 들어가게 되며 나머지 10%는 지표면을 통해 유출되게 된

다. 최종적으로 위 두 과정의 유량을 합친 것이 유역 유출량이 된다

(Harlan et al., 2010). 각 매개변수의 정의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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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GR4J 수문모형 개념도(Perrin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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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GR4J의 매개변수 정의(Perrin et al., 2003)

매개변수 정의

1X Maximum capacity of production store (mm)

2X Groundwater exchange coefficient (mm)

3X Maximum capacity of routing store (mm)

4X Time peak ordinate of hydrograph unit UH1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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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량(P)과 잠재증발산량(E)이 있을 때 중간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한다면 유효 강수량(�� )과 유효 잠재증발산량(�� )이 모형에 입력자료로

들어가게 되고 이 두 변수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계산된다.

If P E³ , then nP P E= - and 0nE =

otherwise 0nP = and nE E P= -

nP이 0이 아닐 경우 sP가 Production store로 들어가게 되고 이는 다음

과 같이 실제 수위 변수인 S 로 표현할 수 있다.

2

1

1 1

1

1

1 tanh

1

tanh

n

s

n

PS
X

X X
P

S

P
X

X

æ öæ ö æ ö
ç ÷- ç ÷ ç ÷ç ÷è ø è øè ø=

+
æ ö
ç ÷
è ø

           (3.1)

여기서 매개변수 1X (mm)는 SMA(Soil Moisture Accounting) store의 최

대 용량을 나타낸다.

반대로 nE 이 0이 아닐 경우 Production store에서 증발산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유효증발산량 sE 는 식(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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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이 경우 Production store에 있는 물의 양은 식 와 같이 된다.

1,s sS S E P S X= - + £                   (3.3)

                              

침루량(Percolation, Perc)의 경우 멱함수(Power function)으로 계산되며

이는 식 (3.4)과 같이 된다. 이를 통해 Production store의 물의 양인 S 는

식 (3.5)와 같다.

1/44

1

4
Perc 1 1 , Perc

9

S
S S

X

-é ùì üæ öï ïê ú= - + <í ýç ÷ê úè øï ïî þë û

       (3.4)

1Perc,S S S X= - £                    (3.5)

이 Perc 함수가 추가된 것이 이전 모형인 GR3J와 가장 다른 부분이

며 개념적 모형에 많이 사용되는 함수이다.

유역 유량의 흐름 추적(Routing)은 단위유량도(Unit Hydrograph)를 이

용하여 선형 흐름으로 계산되는데 우선 총 강우의 양 rP 은 침루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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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량, Production store와의 관계식으로 식 (3.6)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erc ( )r n sP P P= + -                     (3.6)

GR4J 모형에서 rP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 rP의 10%는 기저시간 42X

인 UH2을 따르는 직접 유출 1Q (3.7)이 되고, rP 의 90%는 기저시간 4X

인 UH1을 따르고 두 번째 저류지인 Routing store로 들어가는 9Q (3.8)을

말한다(박동관, 2016).

1
1

( ) 0.1 UH2( ) ( 1), 1, 2,
m

r
k

Q i k P i k i n
=

= * * - + =å L       (3.7)

9
1

( ) 0.9 UH1( ) ( 1), 1, 2,
L

r
k

Q i k P i k i n
=

= * * - + =å L       (3.8)

Routing store에서의 실제 저류 수위인
SR 은 9Q 과 지하수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매개변수 2X 의 함수로 (3.9), (3.10)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2

2 2

3

( ) SR
F X X

X

æ ö
= ç ÷

è ø
                   (3.9)

9max(0, )SR R Q F= +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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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과정을 통하여 rQ (3.11)과 dQ (3.12)가 구해지며 이를 합하여 최종

유량 Q (3.13)를 구할 수 있다(Traore et al., 2014).

1/44

3

1 1 S
r S

R
Q R

X

-
é ùì ü
ê ú= - +í ý
ê úî þë û

                (3.11)

1max(0, )dQ Q F= +                    (3.12)

r dQ Q Q= +                        (3.13)

물리적인 특성을 고려한 각 매개변수들의 특성을 다시 정리해보면

1X 은 처음 강수가 내렸을 때 유역 표면에 저장되는 양을 뜻하고 이 과

정에서 증발산과 침루가 생기며 토양의 종류에 따라 그 양의 크기가 달

라진다. 2X 는 지하수의 변화량으로 기저에서의 유량 변화를 의미하며

음수일 경우 대수층으로 흐르고 양수일 경우 Routing store로 들어가게 된

다. 3X 는 토양안에 저장되어있는 유량을 말하며 이는 토질의 종류와 습

도에 따라 달라진다. 4X 의 경우 GR4J 모델링 과정에서 단위유량도에 따

른 유출 시간을 의미하며 유량의 90%는 지표 아래로 침투되고 10%는 직

접유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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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Hydromad의 매개변수 추정

Hydromad (Hydrological Model Assessment and Development)는 오픈 소스인 R

기반으로 만들어진 Software package (Andrews et al., 2011)로서 수문 모델링

의 framework를 제공한다(그림 3). 공간적으로 유역의 물수지 분석과 흐름

추적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모형의 영향 평가 및 시간에 따른 시각화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package에서는 GR4J, IHACRES, Sacramento

인 세 가지의 수문모형을 지원하며 본 연구에서는 GR4J를 사용하였다.

Package내 수문모형의 매개변수 추정을 위한 목적함수로서는 RMSE

(Root Mean Square Error), PE (Peak Error), IA (Index of Agreement), NSE (Nash-

Sutcliffe Efficiency) 등이 제공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문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NSE(식 3.14)와 2R (식 3.15)를 적용하였다. 최적값을 찾기

위한 알고리즘으로는 가장 효과적이고 과거 연구 사례들을 통하여 검증

된 SCE-UA (Shuffle Complex Evolution algorithm, University of Arizona) (Muttil 

and Jayawardena, 2008)을 사용하였다. SCE-UA 알고리즘의 개념도는 그림 4

와 같다.

( )
( )

2

1

2

1

1

n obs sim
i ii

n obs
i oi

Q Q
NSE

Q O

=

=

-
= -

-

å

å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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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

2 2

1 1

( )( )

( ) ( )

n sim obs
i is oi

n nsim obs
i is oi i

Q Q Q Q
R

Q Q Q Q

=

= =

é ù- -
ë û=

- -

å

å å
           (3.15)

여기서 obs
iQ 는 i 번째 관측값, sim

iQ 는 i 번째 모의값, 
oO 는 관측값의

평균, sQ 는 모의값의 평균. n 은 전체 관측값의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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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Hydromad package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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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CE 알고리즘의 구성도(Duan et al.,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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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계측유역 매개변수 추정모형

3.2.1 지역회귀모형(Regional Regression Model)

지역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지역회귀모형으로 (Young, 

2006), 주로 유역 특성 인자와 수문모형의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식을 회

귀식으로 도출한다. 종속변수(Response variables, 반응변수)인 수문모형의

매개변수에 독립변수(Predictor variables, 예측변수)인 유역 특성변수들이

대응하게 되는데, 각 유역별로 유역 특성변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

의 종속변수에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대응되는 다중회귀분석이 사용

되며 선형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기에 다중선형회귀분석이 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종속변수인 Y 와 k 개의 독립변수들로 구성된 회귀식은

식(3.1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0 1 1 2 2

0
1

k k

k

j j
j

Y x x x

x

b b b b e

b b e
=

= + + + +

= + +å

L

        (3.16)

자료의 수인 n 의 크기가 k 보다 크다고 가정할 때, Y 는 종속변수로

수문모형의 매개변수, 0b 는 intercept, b는 독립변수의 계수, kx 는 유역

특성변수, e 는 오차항(Error term)를 의미한다(표 2).

따라서, 수문모형 매개변수마다 회귀식이 만들어지며, 오차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 ) 0,E e = 2Var( )e s= 를 따름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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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다중회귀식 자료 형태(Montgomery et al., 2012)

계측유역, i 종속변수
독립변수

1x 2x L kx

1 1y 1,1x 1,2x L 1,kx

2 2y 2,1x 2,2x L 2,kx

M M M M M

n ny ,1nx ,2nx L ,n k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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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제곱법을 이용한 최소 제곱 추정량은 행렬을 사용하면 편리하게

구할 수 있는데, 이는 식(3.17)과 같다.

= +y Xβ ε                          (3.17)

1,1 1,2 1,1

2,1 2,2 1,2

,1 ,2 ,

0 1

1 2

1

1
,

1

,

k

k

n n n kn

k n

x x xy

x x xy

x x xy

b e

b e

b e

é ùé ù
ê úê ú
ê úê ú= =
ê úê ú
ê úê ú

ë û ë û

é ù é ù
ê ú ê ú
ê ú ê ú= =
ê ú ê ú
ê ú ê ú
ë û ë û

y X

β ε

L

L

M M M MM

L

M M

본 연구에서는 벡터는 굵은 소문자, 행렬은 굵은 대문자를 사용하였

으며, 식(3.17)에서 y 는 1n´ 벡터 형태의 관측 유량 자료, X 는

( 1)n k´ + 행렬인 유역 특성변수, β 는 ( 1) 1k + ´ 벡터인 독립변수의 계

수, ε 는 1n´ 벡터인 오차이다. 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 최소제곱법을

사용하면 식(3.18)과 같다.

2 ' '

1

' ' ' ' ' '

' ' ' '

( ) ( ) ( )

2

n

i
i

S e
=

= = = - -

= - - +

= - +

åβ ε ε y Xβ y Xβ

y y β X y y Xβ β X Xβ

y y β Xy β X Xβ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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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 는 최소 제곱 함수를 말하고, 이를 β̂ 로 미분하여 정리하면

식(3.19)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R 프로그램내 lm function (Chambers, 

1992)을 이용하여 최소 제곱 추정량을 구하고 회귀식을 구하였다.

' '

' 1 '

ˆ

ˆ ( )-

=

=

X Xβ X y

β X X X y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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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을 경우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말한다. 이 경우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떨어지며 입력 자료의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두 개의 독립변수만 가지는 회귀모

형을 통해 다중공선성의 영향을 분석해보면 식 (3.20)과 같다.

1 1 2 2y x xb b e= + +                    (3.20)

위 식을 식(3.21)을 사용하여 다시 나타내 보면 식(3.22)와 같다.

' '

112 1

212 2

ˆ( )

ˆ1

ˆ1

y

y

rr

rr

b

b

=

é ù é ùé ù
=ê ú ê úê ú

ë û ê ú ë ûë û

X X β X y

                  (3.21)

여기서, 12r 는 1x 과 2x 사이 상관관계를 말하며, jyr 는 j 가 1, 2일 때

jx 와 y 의 상관관계를 말한다. 그 다음 왼쪽 항에 있는
'( )X X 의 역행렬

을 구하면 식(3.2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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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 2

12 12' 1

12
2 2

12 12

1

1 1
( )

1

1 1

r

r r

r

r r

-

-é ù
ê ú- -
ê ú= =
-ê ú

ê ú- -ë û

C X X                 (3.22)

식(3.22)와 식(3.23)을 이용하여 최소 제곱 추정량을 구하면 식(3.24)와

같다.

1 12 2 2 12 1

1 22 2
12 12

ˆ ˆ,
1 1

y y y yr r r r r r

r r
b b

- -
= =

- -
               (3.23)

1x 과 2x 사이 상관관계가 높을 경우 12r 이 커지게 되고, 12r 이 1에 가

까워 지면
2ˆVar( ) Cj jjb s= 는 +¥ , 2

1 2 12
ˆ ˆCov( , ) Cb b s= 는 ±¥ 로 가게

되므로 자료의 추가 및 변화에 따라 회귀모형이 민감하게 변동한다. 이는

독립변수가 추가되어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므로, 회귀식을 구할 때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모두 확인하여야 하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

는 변수는 분석 간에 제거하여야 한다. 다중공선성 분석 방법은

Correlation matrix,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s), Eigen system analysis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모형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VIF(식3.24)를

사용하였는데, R 프로그램 내 car package를 활용하여 VIF function (Fox and 

Weisberg, 2011)올 적용한 후 표 3을 기반으로 변수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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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VIF

1
j

jR
=

-
                       (3.24)

여기서 2
jR 는 j 번째 독립변수 계수의 상관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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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VIF 범위에 따른 다중공선성 분석

VIF 상관관계 정도

VIF 1= 없음

1 VIF 10< < 보통

VIF>10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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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다중공선성 분석 후 선택된 독립변수들로 적합한 회귀모형을 만들기 위

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로, 현실과 가깝게 모의하

기 위한 적절한 변수들의 선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가능한 적은 변수

의 사용으로 관계식의 복잡성을 줄여야 한다. 결국, 최종 목적은 가장 적

은 변수로 가장 정확한 식을 도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단계적 회귀분

석내 전진 선택(Forward selection)과 후진 제거(Backward elimination) 모형

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전진 선택 모형은 독립변수 없이 시작하여 모형

에 없는 변수가 입력할 변수의 유의값보다 큰 p-값을 가지고 있을 경우

과정이 완료되며 후진 제거 모형은 모든 독립변수로 시작하여 모형에 없

는 변수가 제거할 변수의 유의값보다 작거나 같은 p-값을 가지고 있을

때 완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단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모두 적용해 본 후 가장 적

합도가 높은 후진 제거 모형을 선택하였으며, 제거 방법은 R프로그램 내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을 기반으로 한 stepAIC function (Venables 

and Ripley, 2013)을 적용하였다. AIC는 주로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와 비교되어 사용되는데, 변수 선정에 따른 모형의 적합성을 수

치로 나타내며 적은 수를 가질수록 유의미한 결과로 볼 수 있다(식3.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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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AIC 2ln( ) 2 ln( ) 2
SS

L p n p
n

= - + = +          (3.25)

ResBIC 2ln( ) ln( ) ln( ) ln(n)
SS

L p n n p
n

= - + = +         (3.26)

여기서, p 는 회귀모형 내 매개변수의 수, L 은 최대 우도 함수

(Maximum likelihood function), ResSS 는 오차의 제곱의 합, n 은 자료의 수

를 말한다. 따라서, 위 식의 전자는 적합도를 말하고, 후자는 모형에 사용

된 자료의 수를 말하므로 적합도가 높아도 회귀모형이 복잡해지면 AIC

와 BIC 의 값이 높아지게 되며 해당 변수들은 선택 과정 중 자동으로 탈

락하게 된다. BIC는 AIC 보다 자료의 수에 좀 더 높은 벌점요소(Penalty)

를 주어 엄격하게 변수를 선정하지만, 일반적으로 AIC를 많이 사용한다.

위 과정의 평가는 결정계수( 2R )를 많이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단계별 회귀분석을 적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진행 하였으므로 다중결정계

수( 2
1kR + )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식(3.27)과 같다.

2 ResR
1

T T

( 1)( 1)
1k

SS kSS k
R

SS SS
+

++
= = -                (3.27)

여기서, R ( 1)SS k + 는 회귀모형 오차 제곱 합, T ( 1)SS k + 는 전체 오

차 제곱 합, Res ( 1)SS k + 는 오차항 제곱 합을 말한다. 그러나, 결정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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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내 독립변수들의 수가 증가할수록 더 높은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불필요한 값들도 포함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회귀모형 검정

시 독립변수의 수에 벌점요소를 추가하여 모형 적합성을 높이는 조정결

정계수(Adjusted )를 함께 고려하였고 이는 식(3.28)와 같다.

2 2
Adj, 1 1

Res

T

Res

T

( 1)
1 (1 R )

(n ( 1))

( 1)( 1)
1 ( )

(n ( 1))

( 1)
1 ( )

/ ( 1)

k k

n
R

k

SS kn

k SS

MS k

SS n

+ +

-
= - -

- +

+-
= -

- +

+
= -

-

               (3.28)

여기서, ResMS 는 평균 제곱 오차를 말한다. 위 두 식(3.27, 3.28)에서

결정계수( )는 독립변수 수의 증가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반면, 조정결

정계수(Adjusted )는 독립변수 수의 증가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오차가

줄다가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다시 오차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추가로, 수문 연구에 많이 사용되는 RMSE (Root Mean Square Error)를

적용하였다(식3.29).

2

1

1
( )

n
sim obs
i i

i

RMSE Q Q
n =

= -å                  (3.29)

2R

2R

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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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공간근접모형(Spatial Proximity Model)

공간근접모형 방법은 가까운 유역일 경우 유역의 특성이나 수문 특성이

동질할(Homogeneous) 것이라는 가정하에 주변 계측유역(Donor catchments)

으로부터 매개변수나 유량값을 가져오는 방법이다(Oudin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수문모형 매개변수 평균 방법을 사용하

였고, 식(3.30)과 같다.

1

1 m
l

l

Z X
m =

= å                      (3.30)

여기서 Z 는 공간근접모형으로 추정된 수문모형의 매개변수, m은 주

변 계측유역의 수, lX 는 공간근접모형에 사용된 l번째 계측유역의 수문

모형의 매개변수를 말한다.

주변 계측유역은 미계측유역의 중심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두 유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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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안 모형

3.3.1 유역 특성을 고려한 수동 매개변수 추정

수문모형의 검보정은 sampling, SCE, GA 등의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 관

측 유량을 가장 잘 모의하는 매개변수 조합을 추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최적화 알고리즘은 초기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적의 조합을 산출

해 주지만, 결과값들이 수문모형의 물리적 특성을 보두 반영하지 못해 전

혀 다른 특성의 매개변수 조합을 생성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 경우,

모의 정확도가 매우 높다고 하더라도 계측유역의 수문모형 매개변수와

유역 특성변수들과의 상관관계가 낮아 지역화모형의 적용이 어렵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위해 기존 hydromad 내 최적화 방법인 SCE 결과를 기

반으로 추가 수동 검보정을 진행하였으며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을 대상으로 관측 유량 자료가 충분한 계측유역을 선정하고 자동 검

보정을 통해 수문모형 매개변수의 최적 범위를 찾는다. 둘째, 상관관계

및 수문모형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 매개변수를 가장 잘 설명하

는 유역 특성변수를 선정한다. 셋째로, 선정된 계측유역들이 샘플이라면, 

그 수가 충분할 경우 모집단인 남한 전체 유역 특성을 설명 가능하므로

자동 검보정을 통해 나온 최적 매개변수들의 범위는 미계측유역을 포함

한 전체 매개변수 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한에 맞는 최적 매개변수의 전체 범위를 설정하고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수동 검보정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물리적 특성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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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에 한계가 있는 기존 자동 검보정 방법에 더하여, 범위를 나누어 물리

적 특성을 반영한 후 최적 매개변수를 찾음으로써 유역 특성변수와 매개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보하고 미계측유역에 지역화 방법을 적용할 수 있

게 하였다. 이 과정을 도식화 하면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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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유역 특성을 고려한 수동 매개변수 추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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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하이브리드 지역화모형(Hybrid Regionalization Model)

과거 지역화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지역화모형은 다중회귀모형과

공간근접모형으로, 미계측유역을 대상으로 한 모형 검증 시 가장 높은 모

의 정확성을 보여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회귀모형과 공간근접모형의 조

합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이를 하이브리드

지역화모형(이하 하이브리드 모형)이라 정의하였다. 이 방법의 목적은 공

간근접모형을 통해 나온 수문모형의 매개변수 추정값이 지역회귀모형을

만드는 다중회귀식의 독립변수(예측변수)로 들어가게 되면서 기존 지역회

귀모형의 적합성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유역 특성변수와 수문모형의 매개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지 않을 경

우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높이기 쉽지 않고, 공간근접모형 적용 시 주변

계측 유역과 미계측유역이 동질하다(Homogeneous)는 가정에 한계가 있으

므로 두 모형의 장점을 조합하는 하이브리드 모형을 개발하였다. 공간근

접성모형의 매개변수 추정값이 추가된 다중회귀식은 변수 간 다중공선성

을 고려하여 독립변수를 재설정하게 된다. 또한, 종속변수와 상관관계 분

석을 통해 낮은 상관성을 보이는 변수들은 자동으로 탈락하게 된다. 따라

서, 공간근접모형의 매개변수 추정값이 독립변수로 추가되더라도 기존 유

역 특성변수들보다 상관관계가 더 낮을 경우 다중회귀식에 사용되지 않

으며, 반대로 상관관계가 높을 경우 독립변수로 남아 다중회귀식의 적합

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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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모형에 사용된 방법은 식(3.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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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b 는 공간근접모형으로 추가된 독립변수의 계수, sz 는 공간

근접모형으로 추정된 s 번째의 수문모형 매개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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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질수록 독립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행렬로 표현하는 것이 더 편리

하며 이는 식(3.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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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 은 계측유역의 수, p 는 수문모형 매개변수의 수, y 는

1n´ 벡터 형태의 수문모형 매개변수, X 는 ( 1)n k p´ + + 행렬로 k 개의

유역 특성변수와 p 개의 공간근접모형으로부터 추정된 수문모형 매개변

수, z 는 공간근접모형의 추정값, β 는 ( 1) 1k p+ + ´ 벡터로 독립변수의

계수, ε 는 1n´ 벡터로 회귀모형의 오차를 말한다.

이 식을 사용하여 각 매개변수별로 회귀식을 구하게 되며, 본 연구에

서는 4개의 매개변수를 가지는 GR4J를 사용하였으므로 총 4개의 회귀식

이 만들어진다.

모형 평가를 위해 추가로 PRMSE (Percent Root Mean Square Error), 

PBIAS (Percent bias)를 사용하였다(식3.3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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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적용 및 결과

본 장에서는 남한의 37개 계측유역을 기반으로 수문모형 검보정을 진행

한 후, 기존에 사용되어왔던 지역화 모형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하이브

리드 모형의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4.1 대상유역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하는 댐 상류 유역 35개와 WAMIS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에서 얻은 2개의 유역(갑천,

미호천)을 합하여(표 4) 총 37개의 계측유역을 선정하여 지역화 방법 평

가를 진행하였다(그림 6). 관측 유량 자료의 기간은 최장 1973년~2016년

이었으나 자료마다 관측 기간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검보정 기간의 통일

성을 위해 2000~2015년으로 하였다. 잠재증발산량은 관측값을 얻기 제한

적이므로 최대 및 최소 온도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는 Hargreaves 식을

적용하였다(Hargreaves and Samani, 1982). 각 유역의 유출 지점은 지형학적

으로 126°33’ ~ 129°16’ E 와 34°49’ ~ 37°56’ N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

며, 연구에 사용된 유역의 총 넓이는 26,831.4 km²이고 연평균 총 강수량

은 1265.5 mm, 연평균 온도는 13°С, 연평균 총 잠재증발산량은 950.4 mm 

이다. 유역 평균 경사는 23 % ~ 56 %, 평균 고도는 103.8 m ~ 925.9 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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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입력 자료 정보

분류 출처 기간 비고

유역도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WAMIS)
- 전국 109개 중권역

관측 기상

자료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KMA)

2000 –

2016
전국 59개 지점

유역 특성

자료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WAMIS)
- 연구 대상 유역

관측 유량

자료

My Water 물정보포털,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WAMIS)

2000 –

2016

전국 35개 댐 상류

유역 및 갑천, 미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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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남한 37개 계측 유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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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문모형 검보정 평가

총 37개의 계측유역을 대상으로 GR4J의 자동 검보정을 진행한 결과표 5,

그림 7와 같다. 목적함수인 NSE는 0.6 보다 클 경우 높은 모의 정확성,

0.6 과 0.5 사이일 경우 적절한 모의 정확성, 0.5 이하일 경우 낮은 모의

정확성을 의미하므로(Young, 2006), 본 연구에서는 0.6을 기준으로 검보정

결과를 구분하였다.

자동 검보정은 평균(Average) 결과가 대부분의 유역에서 높은 NSE값

을 보였으나 선암댐, 갑천, 미호천 유역에서 0.6 미만의 값을 가졌다. 최

적화 알고리즘을 통해 여러 번 반복 수행하였음에도 일부 유역에서 낮은

모의 정확성을 보였는데, 이는 유역의 크기가 매우 작아 유출량이 거의

없거나(선암댐, 유역면적 1.2 km²), WAMIS에서 제공한 관측 유량 자료가

수위-유량 곡선을 통한 변환값이기에 정확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갑

천, 미호천). 

수문모형의 매개변수와 유역 특성변수 간 물리적인 관계를 반영한

수동 검보정은, 보현산댐, 감포댐, 선암댐, 장흥댐, 갑천, 미호천 유역에서

0.6 미만의 값을 가졌다(표 6, 그림 8). 자동 검보정과 마찬가지로 일부

유역에서 낮은 모의 정확성을 보였는데, 유역의 크기가 매우 작거나(감포

댐, 선암댐, 유역면적 3.7 km², 1.2 km²), WAMIS에서 제공한 관측 유량 자

료가 정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갑천, 미호천), 장흥댐과 보현산댐의

경우 선정된 유역 특성변수가 수문모형의 매개변수를 충분히 설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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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거나, 범위를 세부 구간으로 나눌 때 추가 요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위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수동 검보정 또한 자동 검보정과

비슷한 모의 정확성을 보였는데, 이는 물리적 특성을 대표하는 몇 가지의

유역 특성변수들이 수문모형 매개변수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7, 그림 9). 결과적으로, 알고리즘에 물리적 특

성을 반영하여 매개변수 범위를 재조정함으로써 변수 간 낮은 상관관계

를 보이던 기존 최적화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그림 10, 11은 위 두 가지 검보정 결과를 유역별로 나타낸 것으로, 유

량관측소를 통해 유출량을 얻은 미호천, 갑천유역이 모두 낮은 모의 정확

도를 보였으며, 댐 상류 유역 중 유역 면적이 매우 작은 선암댐, 안계댐

등에서 낮은 모의 정확도를 보였다. 이는, 입력자료의 불확실성이 크거나

유역의 유출량이 매우 적은 경우 수문모형으로 모의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자동 검보정은 높은 정확성을 보인 33개 유역으로 지

역화모형을 구축하고 나머지 4개 유역에 적합성 평가를 하였으며, 수동

검보정은 31개 유역으로 지역화모형을 구축하고, 6개 유역에 적합성 평가

하였다(그림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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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GR4J 수문모형 매개변수 자동 검보정 결과

번호 유역명
NSE

Calibration Validation Average
1 소양강댐 0.92 0.93 0.93

2 충주댐 0.91 0.92 0.91

3 횡성댐 0.85 0.80 0.82

4 광동댐 0.86 0.89 0.88

5 달방댐 0.73 0.55 0.64

6 안동댐 0.90 0.89 0.89

7 임하댐 0.87 0.82 0.84

8 성덕댐 0.76 0.54 0.65

9 영주댐 0.88 0.78 0.83

10 군위댐 0.90 0.67 0.78

11 부항댐 0.86 0.80 0.83

12 보현산댐 0.79 0.80 0.80

13 합천댐 0.89 0.89 0.89

14 남강댐 0.90 0.88 0.89

15 밀양댐 0.80 0.67 0.73

16 영천댐 0.84 0.83 0.84

17 안계댐 0.54 0.65 0.59

18 감포댐 0.84 0.79 0.81

19 운문댐 0.81 0.78 0.80

20 대곡댐 0.88 0.86 0.87

21 사연댐 0.80 0.86 0.83

22 대암댐 0.85 0.85 0.85

23 선암댐 0.74 -0.24 0.25

24 연초댐 0.83 0.64 0.73

25 구천댐 0.81 0.67 0.74

26 용담댐 0.87 0.91 0.89

27 대청댐 0.88 0.91 0.89

28 보령댐 0.84 0.85 0.85

29 부안댐 0.79 0.81 0.80

30 섬진강댐 0.89 0.93 0.91

31 주암댐 0.87 0.88 0.87

32 주암조절지댐 0.80 0.87 0.83

33 수어댐 0.83 0.87 0.85

34 평림댐 0.82 0.68 0.75

35 장흥댐 0.88 0.90 0.89

36 갑천 0.16 -0.56 -0.20

37 미호천 0.18 0.35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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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GR4J 수문모형 매개변수 수동 검보정 결과

번호 유역명
NSE

Calibration Validation Average
1 소양강댐 0.78 0.74 0.76

2 충주댐 0.77 0.78 0.77

3 횡성댐 0.80 0.74 0.77

4 광동댐 0.86 0.89 0.88

5 달방댐 0.67 0.64 0.65

6 안동댐 0.68 0.70 0.69

7 임하댐 0.75 0.69 0.72

8 성덕댐 0.75 0.55 0.65

9 영주댐 0.78 0.74 0.76

10 군위댐 0.82 0.64 0.73

11 부항댐 0.70 0.51 0.60

12 보현산댐 -12.7 -14.8 -13.75

13 합천댐 0.75 0.74 0.74

14 남강댐 0.76 0.69 0.72

15 밀양댐 0.72 0.55 0.63

16 영천댐 0.71 0.69 0.70

17 안계댐 0.67 0.68 0.67

18 감포댐 0.61 0.51 0.56

19 운문댐 0.64 0.67 0.66

20 대곡댐 0.88 0.86 0.87

21 사연댐 0.80 0.86 0.83

22 대암댐 0.83 0.85 0.84

23 선암댐 0.65 -0.24 0.21

24 연초댐 0.81 0.63 0.72

25 구천댐 0.78 0.69 0.74

26 용담댐 0.82 0.85 0.83

27 대청댐 0.72 0.82 0.77

28 보령댐 0.69 0.87 0.78

29 부안댐 0.78 0.82 0.80

30 섬진강댐 0.80 0.80 0.80

31 주암댐 0.82 0.80 0.81

32 주암조절지댐 0.78 0.75 0.77

33 수어댐 0.83 0.88 0.85

34 평림댐 0.70 0.71 0.70

35 장흥댐 0.42 0.43 0.43

36 갑천 0.16 -0.56 -0.20

37 미호천 -0.01 -0.16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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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남한 37개 계측유역 대상 자동 검보정 결과

그림 8 남한 37개 계측유역 대상 수동 검보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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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수문모형 매개변수 검보정 결과

모형 검보정

(NSE)

Auto Manual

Min 10th Median 90th Max Min 10th Median 90th Max

Calibration 0.54 0.77 0.85 0.90 0.92 -12.70 0.53 0.75 0.83 0.88

Validation -0.24 0.64 0.83 0.90 0.93 -14.80 0.20 0.70 0.86 0.89

Average 0.25 0.68 0.83 0.89 0.93 -13.75 0.34 0.73 0.84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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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자동 검보정과 수동 검보정의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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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계측유역 자동 검보정 결과

그림 11 계측유역 수동 검보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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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역화 방법 적용 결과

4.3.1 지역회귀모형(Regional Regression Model)

자동 및 수동 검보정 결과를 통해 나온 수문모형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유역 특성변수와 다중회귀식을 만들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WAMIS

를 통해 얻은 14개의 유역 특성변수와 유역 면적대비 비율을 고려한 SCS 

값 4개를 포함하여 총 18개를 선정하였고 이는 표 8과 같다. 유역의 물리

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면적, 하천 정보, 경사, 고도 등 지형학적 자료

를 수집하였고, 기상학적 자료는 연평균 온도, 연평균 총 강수량, 연평균

총 잠재증발산량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유역의 특성 및 다양성을 반영하

기 위해 최대한 많은 변수를 수집하였다.  

자동 검보정 매개변수 적용

자동 검보정 결과를 지역회귀모형에 적용하기 위해, 선정된 33개 계측유

역을 대상으로 유역 특성변수 간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12는 18개의 유역 특성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각

변수의 기호와 분포를 나타내는 대각선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는 변수 간

상관관계 그래프, 오른쪽 위는 이를 숫자로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유역

면적(A)와 하천의 길이(L) 간 상관관계는 0.92로서 매우 높은 값을 가지므

로, 두 변수 중 하나는 회귀모형에 적용 전 삭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

각선의 왼쪽 아래 그래프가 직선 형태를 띄거나, 오른쪽 위 숫자가 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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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상관성이 매우 높으므로 다중공선성과 함께 고려하여 삭제 여부를 결

정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물리적 특성이 비슷한 SCS, a~b 는 변수 간 상

관관계가 0.6 이상으로 높게 나온 반면, 기상학적 특성이 비슷한 강수량,

증발산량, 온도는 서로 상관관계가 낮았다. 즉, 유역의 물리적 특성은 서

로 상관성이 높은데 반해 기상학적 특성은 타 변수와 상관성이 높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회귀모형에 사용할 12개의 변수가 선택되었

고,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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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각 유역 특성변수 정의 및 범위

기호 단위 정의
구분

10th Median 90th

A km2 유역 면적 10.70 163.60 2391.36

P mm/yr 연평균 총 강수량 1005.20 1245.00 1569.20

T °С 연평균 온도 11.27 13.06 14.43

etP mm/yr 연평균 총 잠재증발산량 857.74 960.96 1023.65

H m 유역 평균 고도 137.15 321.09 589.01

S % 유역 평균 경사 33.69 41.20 52.25

L m 하천 총 길이 132.59 377.68 5961.02

D km/km2 하천 밀도 0.94 2.23 4.57

CN - 유출 곡선 지수 50.60 64.00 76.00

maxH m 유역 최고 고도 577.46 1120.06 1594.53

ASCS km2 침투율이 매우 높은 토양 0.00 0.02 0.66

BSCS km2 침투율이 높은 토양 0.06 0.13 1.82

CSCS km2 침투율이 낮은 토양 0.05 0.46 8.83

DSCS km2 침투율이 매우 낮은 토양 0.29 0.70 5.88

a - ASCS 의 면적 비율 0.00 3.79 87.33

b - BSCS 의 면적 비율 4.91 18.19 393.58

c - CSCS 의 면적 비율 12.66 70.61 365.00

d - DSCS 의 면적 비율 28.79 81.99 15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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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유역 특성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33개 계측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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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자동 검보정을 통한 지역회귀분석 결과

매개변수 유역 수 독립변수 2R
2AdjR

1X

33

- - -

2X ,S D 0.28 0.23

3X , , , ,et CA P S CN SCS 0.33 0.21

4X , ,A P a 0.60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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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자동 검보정을 통해 얻어진 매개변수는 유역 특성변수들과

특별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단계별 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회귀식

은 4개의 매개변수 모두 매우 낮은 적합도를 보였다.
1X 은 종속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수의 조합을 찾지 못해 회귀모형을 만들지 못하였

고, 
2X 는 2개의 독립변수가 선정되었는데, 매우 낮은 모형 적합성을 나

타낸 것으로 보아, 선정된 두 변수 모두 종속변수와 상관성이 낮은 것으

로 판단된다.
4X 는 3개의 독립변수가 선정되었는데, 모형 적합도가 약

0.6 으로, 선정된 유역 특성변수의 수가 적을지라도 종속변수를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3X 는 독립변수가 5개나 선정되었

음에도 약 0.2 의 낮은 적합도를 보이는데, 이는 선정된 유역 특성변수의

수가 많더라도 설명력이 낮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배경이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 매개변수 추정 범위가

넓은 경우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 얻어진 값들의 편차가 커서 종속변수

와 독립변수의 상관관계를 찾기가 어려웠다. 이를 통해, 넓은 추정 범위

에서 최적값의 조합을 찾는 자동 검보정은 모의 정확성이 높을 수 있으

나, 유역의 기후나 물리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역화모형을 구

축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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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검보정 매개변수 적용

수동 검보정을 위해 37개 계측유역을 대상으로 자동 검보정을 진행하고

각 매개변수별 전체 범위를 선정하였다. 그 다음 매개변수와 상관관계 및

수문모형 매개변수의 물리적 의미를 고려하여 분류 기준이 되는 유역 특

성변수를 선정하였다. 유역의 첫번째 Store의 크기를 결정하는
1X 은 상

관관계가 가장 높은 유역 특성변수로 A와 CN, 기저의 투수계수를 의미하

는
2X 는 CN과 SCS, 기저유량의 Store 크기를 결정하는

3X 는 A와 CN, 

Routing time을 의미하는
4X 는 L, S가 선정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매개변

수별 세부 구간을 동일한 비율로 5개로 나누어 분류 기준에 따라 순서

(Rank)를 부여한 결과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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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수문모형 매개변수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범위 분류

매개변수 전체 범위 분류기준 구간 범위

150 350X£ £ ,A CN

1280 350X< £

1210 280X< £

1140 210X< £

170 140X< £

150 70X<

210 3X- £ £ ,C N SC S

210 3X- £ £

29 2.5X- £ £

28 2X- £ £

27 1.5X- £ £

26 1X- £ £

310 200X£ £ ,A CN

3160 200X< £

3120 160X< £

380 120X< £

340 80X< £

310 40X< £

40.5 1.5X£ £ ,L S

41.3 1.5X< £

41.1 1.3X< £

40.9 1.1X< £

40.7 0.9X< £

40.5 0.7X< £



66

그 다음 각 세부 구간에 맞는 유역 특성에 따라 매개변수의 범위를

재설정하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동 검보정을 다시 진행하여 최적 매개

변수를 산정하였다. 이 결과를 회귀모형에 적용하기 위해, 선정된 31개

계측유역을 대상으로 유역 특성변수들 간 상관관계(그림 13) 및 다중공선

성을 분석하였다. 앞선 과정과 마찬가지로 지형학적 변수들은 서로 상관

관계가 높은 반면 기상학적 변수는 상관성이 높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변수 10개가 선택되었고,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표 11과 같다. 대부분

종속변수와 상관성을 보였지만, 2X 는 약 0.2의 낮은 적합성을 보여 추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자동 검보정에서는 적절한 회귀모

형을 얻을 수 없었던 것과 반대로 수동 검보정에서는 종속변수와 독립변

수 간 상관관계가 생겨 매개변수별 회귀모형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동 검보정(이하 수문모형 검보정)을 사용하여 지역화모

형을 구성하고, 서로 비교분석하여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본 지역회귀모형을 검보정 결과와 비교해보면 그림 14와 같다. RMSE

비교에서는 검보정 결과가 중간값은 낮았지만 높은 이상치 값을 포함하

기에 평균적으로는 지역회귀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계수

를 통한 분석 결과 검보정에서 더 높은 최댓값을 가졌지만 중간값은 지

역회귀모형이 더 높았다. 따라서, 계측유역이라 할지라도 일부 유역에서

는 수문모형 검보정 보다 지역화모형을 사용하여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것이 더 높은 모의 정확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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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유역 특성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31개 계측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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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수동 검보정을 통한 지역회귀분석 결과

매개변수 유역 수 독립변수 2R
2AdjR

1X

31

max, , , , cetA P P H 0.67 0.58

2X
maxH 0.26 0.23

3X , , CA P SCS 0.46 0.40

4X
max, ,A D H 0.63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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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MSE

(b) R and 2R

그림 14 지역회귀모형과 수문모형 검보정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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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공간근접모형(Spatial Proximity Model)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유역은 서로 동질한(Homogeneous) 특성을 가질

것이라 가정하는 공간근접모형은 유역 특성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도 수

문모형 매개변수를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방법은 매개변수

평균 방법으로서, 각 유역별 중심 거리를 기준으로 가장 인접한 두 개의

유역의 매개변수를 평균하여 미계측유역 추정에 적용하였다. 우선, 전체

37개 계측유역을 대상으로 매개변수 평균법을 적용한 후, 검보정 결과가

낮았던 6개 계측유역을 미계측유역이라 가정하고 적합성을 분석해 보았

다. 전체 계측유역에 공간근접모형을 적용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위 결과를 수문모형 검보정 결과와 비교해보면 그림 15와 같다.

RMSE의 경우 검보정 결과가 중간값은 낮았지만 높은 이상치 값을 포함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공간근접모형이 더 적합함을 보였다. 결정계수는

검보정에서 더 높은 최댓값을 가졌지만 중간값은 공간근접모형이 더 높

았다. 앞선 지역회귀모형 결과와 마찬가지로 일부 유역에서는 지역화모형

이 더 높은 정확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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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공간근접모형을 적용한 유역별 GR4J 매개변수

번호 유역명
공간근접모형으로 추정한 수문모형 매개변수

1Z 2Z 3Z 4Z

1 소양강댐 280.00 2.00 160.00 1.30

2 충주댐 245.00 -0.75 140.00 1.18

3 횡성댐 280.00 1.50 160.00 1.30

4 광동댐 175.00 0.22 100.00 1.20

5 달방댐 280.00 2.00 160.00 1.30

6 안동댐 245.00 -1.00 80.00 1.18

7 임하댐 175.00 -1.75 120.00 1.26

8 성덕댐 175.00 1.00 100.00 1.10

9 영주댐 280.00 2.00 160.00 1.30

10 군위댐 140.00 -2.25 100.00 1.16

11 부항댐 245.00 1.42 140.00 1.30

12 보현산댐 105.00 -2.75 80.00 1.16

13 합천댐 210.00 -0.15 120.00 0.91

14 남강댐 175.00 0.50 100.00 1.20

15 밀양댐 140.00 1.21 100.00 1.00

16 영천댐 70.00 -6.93 60.00 0.86

17 안계댐 245.00 1.75 80.00 1.20

18 감포댐 86.09 -4.34 40.00 0.80

19 운문댐 121.09 0.10 60.00 0.97

20 대곡댐 140.00 1.21 100.00 1.00

21 사연댐 140.00 1.21 100.00 1.00

22 대암댐 121.09 0.10 60.00 0.97

23 선암댐 140.00 1.21 100.00 1.00

24 연초댐 105.00 -3.99 60.00 0.77

25 구천댐 105.00 -3.19 100.00 0.68

26 용담댐 175.00 -0.98 100.00 0.91

27 대청댐 175.00 -0.26 100.00 0.81

28 보령댐 140.00 1.50 86.31 0.90

29 부안댐 140.00 -3.10 80.00 1.00

30 섬진강댐 140.00 1.39 86.31 0.90

31 주암댐 175.00 1.08 100.00 1.00

32 주암조절지댐 210.00 0.15 120.00 1.10

33 수어댐 245.00 1.75 140.00 1.10

34 평림댐 175.00 0.31 106.31 0.90

35 장흥댐 175.00 -4.29 100.00 1.00

36 갑천 245.00 2.14 140.00 1.20

37 미호천 262.50 2.32 150.00 1.25



72

(a) RMSE

(b) R and 2R

그림 15 공간근접모형과 수문모형 검보정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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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하이브리드 지역화모형(Hybrid Regionalization Model)

공간근접모형을 통해 나온 수문모형의 매개변수( Z )를 독립변수에 추가하

고, 전체 유역 특성변수 중 상관성이 매우 높은 8개 변수를 제외한 후 변

수 간 상관관계(그림 16) 및 다중공선성을 분석하였다. 공간근접모형을

통해 얻어진 변수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특히 1Z

과 3Z 의 상관성이 높게 나왔다. 이는 1X 과 3X 가 수문모형 내에서 Store

의 크기를 결정하는 매개변수로서 비슷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평균을 사용한 공간근접모형의 변수 또한 상관관계가 높게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앞선 결과들과 같이 물리적 특성 변수는 서로 상관관계

가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기상학적 변수들은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최종적으로, 총 10개의 변수들이 선정되었고, 하이브리드 모형을 얻은 결

과 표 13과 같다.

기존 지역회귀모형과 하이브리드 모형을 비교한 결과(그림 17), 모든

매개변수에서 적합성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지나치게 낮은 상관성을

보이던
2X 의 적합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는 기존 지역회귀모형의 독립변

수보다 상관성이 높은 공간근접모형의 추정값( 2Z , 4Z )이 조합되면서 전체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공간근접모형의 매개변수 추정값이 추가된 회귀모형은,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을 고려하여 독립변수를 재설정하게 되고,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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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들은 자동으로 탈락하게 된다. 따라서 공

간근접모형의 매개변수 추정값이 독립변수로 추가되더라도 기존 유역 특

성변수들 보다 상관관계가 낮을 경우 회귀모형에 사용되지 않으며, 반대

로 상관관계가 더 높을 경우 독립변수로 남아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향상

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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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공간근접모형 적용 후 유역 특성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31개 계측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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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하이브리드 모형을 위한 독립변수 선정 결과

매개변수 유역 수 독립변수 2R
2AdjR

1X

31

max 2 4, , , , , , ,A P H D CN H Z Z 0.82 0.74

2X
max 4, , , ,P D CN H Z 0.53 0.44

3X max 2 4, , , Z ,A CN H Z 0.60 0.50

4X
max 2, , , , ,A T H D H Z 0.71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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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지역회귀모형과 하이브리드 모형의 매개변수 적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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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과를 수문모형 검보정 결과와 비교해보면 그림 18과 같다. 다른

지역화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RMSE은 검보정 결과가 하이브리드 모형보

다 5개 유역에서 더 높은 적합성을 가졌지만, 하나의 유역에서 매우 큰

오차가 있어 평균적으로 하이브리드 모형의 적합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계수 분석에서는 검보정 결과가 하이브리드 모형보다 최댓

값에서 0.1 이상 차이로 높은 적합성을 보였으나, 3개의 유역에서는 더 낮

은 값을 가져 평균에서는 비슷한 모의 정확성을 보였다.

따라서, 계측유역이라 할지라도 일부 유역에서는 수문모형 검보정 보

다 지역화모형을 사용하여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것이 더 높은 모의 정확

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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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MSE

(b) R and 2R

그림 18 하이브리드 모형과 수문모형 검보정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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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지역화 방법 결과 비교

지역화모형(지역회귀모형, 공간근접모형, 하이브리드 모형)과 수문모형 검

보정 결과를 종합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PRMSE에서는 지역화모형 중 하위 10%에서 지역회귀모형과 하이브

리드 모형이 2.54로 가장 낮았고 중간값에서는 11.00으로 공간근접모형이

우수하였다(표 14). 평균과 상위 10%에서는 각 16.29, 34.54로 하이브리드

모형이 가장 우수하였다. 검보정은 하위 10%와 중간값에서 매우 낮은 오

차를 가진 반면, 평균과 상위10%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는 4개의 유역에

서 비교적 우수한 모의를 하였으나, 갑천 유역에서 88 이상의 높은 값을

가졌기 때문이다(그림 19). 댐 상류 유역(4개)을 제외한 2개 유역(미호천,

갑천)은 수위-유량곡선을 사용하여 변환된 유역의 유출량을 제공하는데, 

두 유역 모두 모의 정확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입력자료의 불확실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지역화모형은 모두 50 미만의 값을 가

졌고, 그 중 하이브리드 모형이 가장 높은 모의 정확성을 보였다.

2R 는 대부분 큰 차이가 없었으나(표 15(a)), 두 유역(미호천, 갑천)에

서 지역화모형과 검보정 모두 0.01에 가까운 낮은 적합성을 보였다(그림

20). PBIAS 는 하위 10%를 제외하고 지역회귀모형이 가장 우수하였으나

(표 15(b), 그림 21), 적용 대상유역이 입력자료가 불확실하거나 크기가

매우 작아서 모의 유량의 정확도가 떨어져 전반적으로 오차가 높게 나타

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모형이 기존 지역화모형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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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우수한 적합성을 보이므로 미계측유역의 유출량 산정시 다른 지

역화모형과 같이 사용하여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검보정에서는 PRMSE 결과와 비슷하게 갑천 유역에서 3000 이상의

값을 가져 모의 능력이 매우 떨어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입력자료에 따

라 검보정 결과가 큰 편차를 보이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경우 계측유

역이라 할지라도 미계측유역으로 가정하고 지역화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더 높은 모의 정확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간근접모형과 지역회귀모형의 장점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모형이

일부 유역에서는 기존 모형보다 낮은 적합성을 나타내었는데, 구간별로

각 모형의 적합성을 비교해보면 그림 22와 같다. 결과적으로, 하이브리드

모형이 조합된 두 지역화모형의 영향을 받아 각 모형 사이에서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PRMSE에서는 하위 10%, Median은 공간근접모형의 영

향으로 오차가 줄고, Mean과 상위 10%에서는 지역회귀모형의 영향으로

오차가 낮아진 반면, PBIAS에서는 공간근접모형의 영향으로 오히려 지역

회귀모형보다 높은 오차를 가졌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모형이 조합되는

과정에서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낮추는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몇 가지 근거와 함께 결론에서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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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지역화모형 결과 비교(PRMSE)

지역화모형

PRMSE

10th Median Mean 90th

Regression 2.54 13.56 16.91 34.64

SP 5.55 11.00 18.07 40.66

Hybrid 2.54 11.79 16.29 34.54

Calibration 2.04 3.93 18.72 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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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지역화모형 결과 비교( 2R , PBIAS)

(a) 2R

지역화모형

2R

10th Median Mean 90th

Regression 0.01 0.23 0.27 0.56

SP 0.01 0.23 0.28 0.60

Hybrid 0.01 0.23 0.27 0.59

Calibration 0.01 0.21 0.27 0.60

(b) PBIAS

지역화모형
PBIAS

10th Median Mean 90th

Regression -99.15 140.95 259.77 737.5

SP -98.75 306.5 463.88 1184.35

Hybrid -98.85 207.6 374.72 1015.4

Calibration -98.35 9.85 1942.15 1942.15



84

그림 19 지역화모형과 수문모형 검보정 결과 비교(PRMSE)

그림 20 지역화모형과 수문모형 검보정 결과 비교( 2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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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지역화모형과 수문모형 검보정 결과 비교(P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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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BIAS

(b) PRMSE

그림 22 지역화모형(Regression, Hybrid, SP) 적합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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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5.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미계측유역의 유출량 산정을 위한 하이브리드 지역화

모형의 개발이다. 과거 지역화 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지역회귀모형

과 공간근접모형의 조합을 통해 변수 간 상관관계를 높이기 어려운 지역

회귀모형의 한계와, 유역의 물리적 특성 반영이 어려운 공간근접모형의

단점을 보완하여 모의 정확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수문모형 검보정시 유

역 특성변수 및 수문모형 매개변수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최적화 범위를

재설정한 수동 검보정을 진행하여 지역화모형의 적합성을 높였다.

대상 유역은 관측자료가 충분한 남한의 37개 계측유역으로, 35개의

댐 상류 유역과 갑천, 미호천을 선정하였다. 유역 특성변수는 WAMIS를

통해 18개의 변수를 얻었고,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고려하기 위해

VIF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자동 검보정의 경우 12개, 수동 검보정은

10개의 유역 특성변수를 선정하였다.

지역화모형을 적용하기위해 자동 검보정에서는 NSE가 0.6 이상으로

높은 모의 정확성을 보인 33개 계측유역으로 지역화모형을 만들었고, 수

동 검보정은 NSE가 0.6 이상인 31개 계측유역으로 지역화모형을 만들었

다. 각 검보정에서 NSE가 0.6 이하인 계측유역을 미계측유역이라 가정하

고 지역화모형을 비교분석한 결과, 자동 검보정은 수문모형 매개변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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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특성변수 사이 상관관계가 매우 낮아 지역화모형을 적용할 수 없었

고, 수동 검보정은 변수 간 상관관계를 보이고 지역화모형의 적합성 또한

높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후자를 사용하여 최종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

다.

PRMSE, 2R , PBIAS를 사용하여 지역화모형을 비교분석한 결과

PRMSE에서 하이브리드 모형, PBIAS는 지역회귀모형이 우수하였으나, 결

정계수( 2R )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하이브리드 모형이 더 우수하였다.

수문모형의 매개변수 추정에 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 사용

되어왔던 자동 검보정 과정은 관측 유량 자료를 기반으로 최적의 매개변

수 조합을 제공해 주지만, 각 매개변수 별로 얻어진 범위가 유역 및 수문

모형의 물리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유역 간 상관관계가 매우

낮았다. 반면, 유역 및 수문모형 매개변수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수동

검보정은 높은 모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변수 간 상관관계를 가졌다. 따

라서, 계측유역의 유역 특성변수와 수문모형 매개변수의 상관관계를 기반

으로 미계측유역의 유출량을 추정하는 지역화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수동

검보정을 사용하였다.

지역화모형을 적용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하이브리드 모형이 기존

지역화모형과 비슷하거나 우수한 적합성을 보였으므로, 미계측유역의 유

출량 산정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비교에서는

지역회귀모형이 더 우수하였는데, 이는 두 지역화모형의 조합과정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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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요인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모형의 적합성

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추가된 공간근접모형의 변수와 기존 유역특성변수 간 상관관계

로 인해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가 공간근접모형 변수보다 높았던 유역

특성변수가 사전에 제거되어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떨어진 경우

둘째, 삭제 또는 추가된 독립변수가 큰지레점(High leverage points)인

경우

앞선 경우는 종속변수와 상관성이 높았던 유역 특성변수가 공간근접

모형으로 얻어진 변수와의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회귀모형에 사용되기전

제거된 경우로,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변수의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후자는 독립변수의 이상치(큰지레점)라 볼

수 있는 값이 추가되거나 삭제된 경우로, 적은 양의 변수로도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크게 바뀌게 되어 독립변수 선정 시 자료의 이상치 적용 여부

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이 높은 순서대로 변수를 제

거하고, 자료의 이상치를 모두 포함하여 독립변수를 구성하였기에 하이브

리드 모형의 적합성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존의 두 모형이 상호보완이 되어 하이브리드 모형의 적합성

을 높일 수 있지만 공간근접모형이 미계측유역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

거나, 회귀모형의 큰지레점으로 작용할 경우 모의 정확성이 낮아지게 되

므로, 적절한 독립변수의 선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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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지역화모형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수문모형의 검보정 결과

가 낮은 계측유역들만 선정하였으므로, 결과의 편차가 크고 모의 정확성

이 낮았다. 따라서, 향후에는 수문모형 검보정 결과가 높은 곳을 대상으

로 지역화모형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료의 수에

따른 오차를 줄이기 위해 교차 검증(Cross validation)이 추가로 필요할 것

이며, 관측 유량 자료를 더 확보하여 계측유역의 수를 늘림으로 회귀모형

의 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수동 검보정의 경우 수문모형 매개변수의 범위를 구분하기 위해 선

정한 유역 특성변수를 좀 더 명확한 기준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으며, 이

를 기반으로 구간의 수나 범위를 재조정해 지역화모형을 비교분석 해보

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모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지역회

귀모형과 공간근접모형을 조합하였지만, 그 외 다른 지역화모형들과의 조

합을 통해 여러 하이브리드 모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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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Hybrid Regionalization Model for

Estimation of Streamflow in Ungauged Watersheds

Youngil Kim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are still a considerable number of ungauged watersheds in Korea due to 

limited spatial and temporal streamflow data to estimate the hydrologic model 

parameters. To deal with this problem, various versions of regionalization 

approaches have been proposed in the last several decades. However, the results of 

the regionalization model differ according to climatic conditions and regional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the results of the regionalization model in the previous 

studies in general are inconclusive.

In this study, the parameters of the GR4J models were regionalized from the 

gauged to the ungauged watersheds. First, the GR4J model parameters in the 

gauged watersheds were estimated using a Shuffled Complex Evolution (SCE) 

algorithm. The manual calibration was then performed considering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watershed to effectively apply the regionalization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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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librated parameters of the GR4J model were then transferred to the ungauged 

watersheds from the gauged watersheds using a commonly used spatial proximity 

model, which was then add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of the regional regression 

model to improve the fit, and defined as a hybrid regionalization model (hybrid 

model). The automatic calibration results proved to be more accurate in the gauged 

watersheds, while the manual calibration was found to be more suitable for 

regionalization methods in the ungauged watershed.

The performance results of the hybrid model were compared with the existing 

methods in 37 test watersheds of South Korea. The variation inflation factor was 

used to consider the multicollinearity of watershed characteristics, and then the 

stepwise regression was performed to select the optimum independent variables for 

the regression model. 

The analysis of the result revealed that the highest modeling accuracy was 

achieved through the hybrid regionalization model on average overall the test 

watersheds. Moreover, the variability of the simulated value among the watersheds 

was reduced by using the hybrid model. Consequently,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hybrid model can be used as an alternative approach for modeling the ungauged 

watersheds.

Keywords: Ungauged watershed, Parameter estimation, Spatial proximity model,

Regional regression model, Hybrid regionalization model, GR4J

Student Number: 2016-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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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Hydromad package (R code)

## Modified hydromad package for model calibration

## Input options for calibration

hydromad.options(warmup =1096)

hydromad.options(objective = ~hmadstat("r.squared")(Q, X))

hydromad.options(polish=F) 

hydromad.options(trace = TRUE)

hydromad.options(normalise = FALSE)

## Input parameters

hydromad.options(gr4j = list(x1 = log(c(210, 280)), etmult = 1)) ## transform

hydromad.options(gr4jrouting = list(x2 = asinh(c(-8, 2)), x3 = log(c(120, 160)), 

x4 = log(c(1.1, 1.3)-0.5)))

source("gr4j_transformpar.r", echo=T)

## Set up the GR4J for calibraion

modspec0203 <- hydromad(as.zoo(tsCal_0203), sma = "gr4j", routing = 

"gr4jrouting", etmult = 1, transformed=TRUE) ## transform

mod0203 <- fitBySCE(modspec0203, control = list(trace = 1, ncomplex = 20))

save(mod0203, file = "mod0203.Rdata")

sink("mod0203str.txt")

str(mod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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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od0203_cal <- (fitted(mod0203))

Qobs0203_cal <- (observed(mod0203))

write.zoo(merge(Qobs0203_cal, Qmod0203_cal), file=outputcalname, sep=",")

sim0203 <- update(mod0203, newdata = as.zoo(tsVal_0203))

summary(sim0203)

## Set up the data for validation

Qsim0203_val <- (fitted(sim0203))

Qobs0203_val <- (observed(sim0203))

write.zoo(merge(Qobs0203_val, Qsim0203_val), file=outputvalname, sep=",")

allModsPar0203 <- runlist(mod0203 = mod0203, sim0203 =sim0203) 

summary(allModsPar0203, pars = TRUE) 

## Write table

summaryAll_0203 <- summary(allModsPar0203, pars = TRUE) 

#write.csv(summaryAll_0203,file="allModsPar0203.csv")

## Results

tmp <- ~ tsFitStat(Q, X, aggr = list(by = as.yearmon, FUN = sum)) 

tmp1 <- ~ cor(head(X, -1), tail(X - Q, -1), use = "complete")

hydromad.options(stats = list(r.sq.monthly = tmp, X1 = tmp1))

## Summary all stats

allModsStat_result <- runlist(mod0203 = mod0203, sim0203 = sim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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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All_result <- summary(allModsStat_result, stats = 

c(hydromad.getOption("summary.stats"), "r.sq.monthly", "bias", "X1", "X0")) 

## Parameter values

coefmod0203 <- gr4j.transformpar(coef(mod0203)) ## transform 

coefsim0203 <- gr4j.transformpar(coef(sim0203))

allcoefmod_result <- rbind(coefmod0203, coefsim0203)

## Objective function values

objmod0203 <- - objFunVal(mod0203)

objsim0203 <- - objFunVal(sim0203)

obj.fn <- rbind(objmod0203, objsim0203)

## Write the results with summary stats

allResultMod_final <- cbind(summaryAll_result, obj.fn, allcoefmod_result)

write.csv(allResultMod_final ,file=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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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하이브리드 지역회귀분석(R code)

rm(list = ls())

## Set up the input data

setwd("D:/cal&val_v2/")

Wa<-read.csv('Wa.csv')

SP<-read.csv(‘SP results.csv’)

x1reg=read.csv('x1.csv')

x2reg=read.csv('x2.csv')

x3reg=read.csv('x3.csv')

x4reg=read.csv('x4.csv')

Wa_hyb=cbind(Wa, SP)

options(scipen = 999)

## Multicollinearity

library(VIF)

cor(Wa_hyb)

library(car)

fit1 <- lm(A~., data=Wa_hyb)

vif(fi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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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wise regression

library(MASS)

x1hyb=cbind(x1reg, Wa_hyb)

x2hyb=cbind(x2reg, Wa_hyb)

x3hyb=cbind(x3reg, Wa_hyb)

x4hyb=cbind(x4reg, Wa_hyb)

M1=lm(X1~., data=x1hyb)

M_1<-stepAIC(M1, data=x1reg, direction="both")

M2=lm(X2~., data=x2hyb)

M_2<-stepAIC(M2, data=x2reg, direction="both")

M3=lm(X3~., data=x3hyb)

M_3<-stepAIC(M3, data=x3reg, direction="both")

M4=lm(X4~., data=x4hyb)

M_4<-stepAIC(M4, data=x4reg, direction="both")

summary(M_1),summary(M_2),summary(M_3),summary(M_4)

## ggplot2 

library(ggplot2)

library(dplyr)

library(plyr)

library(resha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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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plotly)

Rsquare <-read.csv('result.csv')

Rsquare2<-melt(Rsquare, measure.vars = 3:3)

p<- ggplot(Rsquare2, aes(x=variable, y=value, fill=Method))+ 

  geom_boxplot(alpha=0.7) + labs(title="Comparison of model performance",

                                 x="", y = "Value")+ theme_bw() + 

facet.grid(.~variable)

p<-p + geom_dotplot(binaxis='y', stackdir='center',

                    position=position_dodge(0.8), dotsize=0.5)  + 

theme_classic()

p + theme(plot.title = element_text(size = 14, face = "bold"),

          axis.text=element_text(size=12),

          axis.title=element_text(size=14,face="bold"),

          legend.text = element_text(size=12),

          legend.title = element_text(size=14,face="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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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다중회귀식 검정(R code)

rm(list = ls())

setwd("E:/")

data1=read.csv('theta1.csv')

data2=read.csv('theta2.csv')

data3=read.csv('theta3.csv')

data4=read.csv('theta4.csv')

## 정규성 검정

library(car)

qqPlot(fit,labels=row.names(data1),id.method="identify",simulate=TRUE)

residual_plot <- function(fit, nbreaks=10) {

  z <- rstudent(fit)

  hist(z, breaks=nbreaks, freq=FALSE,xlab="Studentized Residual")

  rug(jitter(z), col="red")

  curve(dnorm(x, mean=mean(z), sd=sd(z)),add=TRUE, col="brown", lwd=2.5)

  lines(density(z)$x, density(z)$y,col="red", lwd=2, lty=2)

  legend("topright",legend = c( "Normal Curve", "Kernel Density Curve"),

         lty=1:2, col=c("red","blue"), cex=.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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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_plot(fit)

## 반응변수의 독립성 검정

durbinWatsonTest(fit)

## 반응변수와 독립변수의 선형성 검정

crPlots(fit) # partial residual plot

## 등분산성 검정

ncvTest(fit1)

spreadLevelPlot(fit1)

## 위 가정에 대한 모형 검증

# skewness, kurtosis, heteroscedasticity 등 평가

install.packages("gvlma")

library(gvlma)

model<-gvlma(fit)

summary(model)

## 이상치

car::outlierTest(fit) # +2 또는 -2배 일 경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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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지레점(High leverage points) (독립변수의 이상치)

# 평균 hat 값의 2~3배 이상일 경우 의심

hat.plot <- function(fit) {

  p <- length(coefficients(fit))

  n <- length(fitted(fit))

    y<-hatvalues(fit)

    name<-attr(hatvalues(fit),"names")

  df=data.frame(x=1:length(y),y=as.numeric(y),name=name)

  require(ggplot2)

  require(ggiraph)

ggplot(df,aes(x=x,y=y,tooltip=name,data_id=x))+geom_point_interactive()

  yintercept2=2*p/n

  p1<-p1+geom_hline(aes(yintercept=yintercept2),col="red",lty="dashed")

  yintercept3=3*p/n

  p1<-p1+geom_hline(aes(yintercept=yintercept3),col="red",lty="dashed")

  ggiraph(code=print(p1))

  }                 

hat.plot(fit)

## 영향관측치(Influential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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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k’s D 값이 4/(n-k-1)보다 클 경우 영향관측치

# n은 샘플 크기이며 k는 독립변수의 수

Io <- 4/(nrow(data1)-length(fit$coefficients)-2)

plot(fit, which=4, cook.levels=Io)

abline(h=Io, lty=2.5, col="blue")

car::influencePlot(fit, id.method="identify", main="Influence Plot",

                   sub="Circle size is proportional to Cook’s distance")

## 참고자료

http://rstudio-pubs-

static.s3.amazonaws.com/190997_40fa09db8e344b19b14a687ea5de914b.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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