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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ainfall-runoff analysis model in urban watersheds should be constructed to establish flood damage countermeasures. SWMM 

(Storm Water Management Model) is a representative model for rainfall-runoff analysis of urban watersheds. While this model

is based on many parameters and provides relatively reliable results, it contains many ambiguous parameters. Therefore, parameter

estimation is essential for rainfall-runoff analysis model and can be done using optimization algorithms. Harmony search algorithm

was used to automatically estimate the parameters of the SWMM. Unlike the previous studies, the parameters were estimated by

considering not the inflow data but the sewer level data. Parameter estimation was applied to the flood simulation on the catchment

of Yongdap pump station. The results estimated by the sewer level data were reliable in terms of both inflow and sewer level.

The verification results of the calibrated model show the error within 5%, which are within the allowable error range.

Key words : SWMM, Parameter Estimation, Sewer Level, Harmony Search Algorithm

요 지

침수피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유역의 강우-유출 해석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SWMM은 도시유역에서의 

강우-유출해석을 위한 대표적인 모형으로, 다양한 매개변수에 기반을 두어 상대적으로 신뢰할만한 결과를 제공하는 반면에

불확실한 매개변수 또한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매개변수 추정은 강우-유출 해석 모형에서 필수적이며 이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음탐색법(harmony search algorithm)을 사용하여 SWMM의 매개변수

를 자동으로 추정하였으며,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유입량이 아닌 하수관로 수위를 사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매개변수

최적화는 용답 빗물펌프장 유역에서의 홍수해석으로 진행되었다. 하수관로 수위에 의한 매개변수 추정 결과는 유입량과 

하수관로 수위 모두의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보정된 모형의 검증 결과 5% 이내의 오차를 나타내었고,

이는 허용 가능한 오차범위 이내라고 판단된다.

핵심용어 : SWMM, 매개변수 추정, 하수관로 수위, 화음탐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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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특성의 변화로 인해 

도시유역에서 대규모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9월 21일 수도권 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는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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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이상의 극한 강우사상으로, 서울지역에서만 총 11,744

건의 주택침수가 발생하였으며 159억 원에 달하는 재난지원

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Moon and Yoon, 2010). 이와 

같이 도시유역은 밀집된 인구와 재산으로 인해 피해규모가 

매우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유역의 침수피해 방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도시침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빗물저류조와 우수

관로 등의 내배수시설의 신⋅증설 및 우수관로의 역구배 

개선 등의 구조적인 대책과 내배수시설의 운영 방안 개선 

등의 비구조적인 대책이 있다. 도시유역의 적절한 침수피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유역의 홍수유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위한 모형이 필요하다. 1971년 

미 환경보존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 

개발되어 현재까지 보완 및 개선되고 있는 SWMM (Storm 

Water Management Model)은 도시유역의 홍수유출을 해석

하기 위한 대표적인 강우-유출 모형으로, 소유역과 노드 및 

관거 등으로 구성된 우수관거 네트워크에 강우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유출모의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유역

의 홍수유출 해석에서 SWMM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

며, 내배수시설의 신⋅증설을 위한 설계 및 검토에서 필수적

으로 사용되고 있다(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2009; Lee et al., 2010).

우수관거 네트워크의 수리학적 해석을 위해서는 해당 

유역의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 정보들은 다양한 매개변

수의 형태로 수치화하여 입력된다. SWMM은 다양한 매개변

수들을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뢰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반면에, 불명확한 매개변수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때문에 

매개변수의 정밀한 추정이 필요하다. 매개변수의 추정은 

모형의 보정 및 검정을 통해 수행되며, 이는 시행착오에 

의한 수동적인 방법과 최적화에 의한 자동적인 방법으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최적화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자동적인 

검보정 방법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SWMM의 매개변수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는 SWMM이 

개발된 이후로 지속되어 왔다. Liong et al. (1991)은 SWMM에

서 각각의 매개변수가 유출곡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감

도 분석을 연구하였으며, 이들은 소유역의 Manning값, 경사, 

폭 등 10개의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이러한 

매개변수의 변화를 통해 유출곡선의 첨두값과 전체적인 개형

을 보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Di Pierro et al. (2005)은 

8개의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유출량 부피 오차와 첨두 유량 

오차를 함께 고려한 다목적 다중이벤트(MOME)를 적용할 

경우 단일 목적함수에 의한 기존의 결과들보다 뛰어난 매개

변수 추정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Barco et al. (2008)은 

GIS를 통해 유역의 불투수율 및 폭 등을 추정하고 이를 

유입량 예측에 다중 목적함수로 적용하고 이에 대한 신뢰도

를 확보하였다. 국내에서는 유전자 알고리즘과 집합체 혼합

진화 알고리즘 등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Cho and 

Lee, 2006; Cho and Seo, 2007; Kang et al., 2012).

연구에 따라 추정하는 매개변수의 우선순위가 다르게 

나타난 경우도 있었으며, Krebs et al. (2013)은 SWMM의 

해석에 있어 해당 유역의 지역적 특성이 뚜렷하여 매개변수

의 경계가 좁다면 Manning값과 요지 저류량이 가장 뚜렷한 

영향 인자로 작용하여, 이 매개변수들만 이용하여도 매개변

수 추정에 있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Mancipe-Munoz et al. (2014)은 원격탐사(Remote Sensing; 

RS)와 GIS를 통해 매개변수에 관한 정보를 얻고 7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매개변수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불투수지역의 조도계수 및 요지 저류량이 매개변수 최적화

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RS와 GIS를 통한 이들의 

추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도시유역 우수관망의 SWMM 매개변수를 추

정할 때 목적함수로 유역의 유출량을 사용한다. 그러나 빗물

펌프장에는 유량 관측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

분이며, 유수지 수위의 변화와 펌프 운영을 바탕으로 유입량

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경우 빗물펌프장에서의 

펌프 가동은 일반적으로 배수문을 닫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수문이 열려있는 강우 초기단계에서는 유입량을 

추정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여러 계산과정을 거치

면서 오차가 비교적 크게 발생할 수 있고 이는 SWMM 매개변

수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실제로 배수문이 닫혀있어 

자연적인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펌프로 인한 

배수량에 비해 유수지의 내수위의 감소량이 큰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펌프장으로의 유입량이 음의 값으로 나타

나며, 이는 유입량 산정 과정에서의 신뢰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빗물펌프장과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하수관

로의 수위 자료를 빗물펌프장의 유입량과 비교하면 거의 

유사한 형태의 그래프 개형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수위변화

가 빗물펌프장의 유입량과 비슷한 거동을 보이는 직상류 

관거에서의 수위를 이용하여 SWMM의 매개변수 추정을 

진행하면 높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하수관로 

수위는 유입량과 다르게 강우 초기단계에서도 관측 장비를 

통해 실측값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강우에 의한 

침수피해를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에는 총 104개

소의 하수관로 관측지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1분 단위로 

기록되어 보관되기 때문에 유입량 자료에 비해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되던 유입량이 아닌 하수관로 수위를 목적함수로 적용

하여 SWMM 매개변수를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구축된 

우수관망 모형의 모의값을 실측값과 비교하여 추정된 매개

변수의 정확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방법을 통해 

매개변수 추정이 완료된 우수관망 모형을 다른 강우사상을 

통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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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개변수 추정을 위한 모형 구축

2.1 SWMM과 화음탐색법의 연계

강우-유출 모형 중 하나인 SWMM은 도시유역에서 강우

사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출흐름에 관한 다양한 모의를 

할 수 있다. 1971년 개발된 이후 여러 기관 및 업체에서 

다양한 종류의 SWMM을 개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EPA

에서 가장 최근에 개발한 버전인 SWMM 5.1을 사용하였다.

SWMM 내에는 여러 모듈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유출 

해석과 홍수추적 해석에 관한 모듈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유출 해석 모듈에서는 소유역에서의 증발, 침투, 오염물 이동 

등의 모의를 수행하며, 홍수추적 모듈에서는 관거, 수로, 

저류지, 펌프 등에서의 홍수 이동의 모의를 수행한다. 유역추

적의 경우 비선형저류방정식 및 단위도 방법이 있으며, 하도

추적의 경우에는 정상류(steady flow), 운동파(kinematic 

wave) 및 동역학파(dynamic wave)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추적 방법으로 유역의 물리적인 특성에 근거할 수 있는 

비선형저류방정식을 채택하였고, 유역 내에 역경사로 이루

어진 관거가 없기 때문에 하도추적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운동파 모형을 적용하였다.

Fig. 1. Flow Chart of Connection Between SWMM and Harmony Search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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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SWMM의 매개변수 추정을 위한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화음탐색법(harmony search algorithm)을 사

용하였다. 화음탐색법은 Geem et al. (2001)에 의해 개발되었

으며 음악을 연주할 때 화음을 조합하는 것에서 착안한 

메타휴리스틱(meta-heuristic) 알고리즘이다. 음악을 연주하

는 프로세스를 알고리즘의 과정에 접목하였으며, 개발된 

이후로 여러 분야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최적화 문제에 적용

되고 있다.

화음탐색법은 최적해 탐색을 위해 하모니 메모리(Harmony 

Memory; HM)를 초기해로 설정하고 각각의 반복과정에서 

새로운 하모니를 생성한다. 새로운 하모니를 생성하는 과정

에서 하모니 메모리에 기억하고 있는 화음에서 화음 간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화음을 결정할 것인지, 혹은 조금 변형시

켜서 결정할 것인지를 Harmony Memory Considerating Rate 

(HMCR), Pitch Adjustment Rate (PAR), Bandwidth (BW)와 

같은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결정한다. HMCR은 하모니 메모리

를 사용할 것인지, 혹은 아예 새로운 탐색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

는 확률이다. PAR은 새롭게 만든 화음을 그대로 사용할지, 

혹은 약간의 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확률이며, BW는 

새로운 조합을 조정하기로 결정될 경우에 적용되는 값으로 

이 값을 기준으로 조정을 하게 된다. 화음탐색법의 계산과정 

및 SWMM과의 연계를 위한 구성은 Fig. 1과 같이 나타난다.

2.2 목적함수 및 평가지표 구성

최적화 문제는 목점함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목적함수의 선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에 선행된 연구들에서는 유입량

을 고려하여 목적함수를 선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하수

관로 수위를 고려하여 목적함수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들에서 매개변수 추정에 활용된 목적함수들을 

검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Nash – Sutcliffe Efficiency (NSE)

를 변형시킨 형태의 식을 목적함수로 채택하였다(Eq. (1)).




  







 


  








 (1)

여기서, N은 시계열의 개수, 
와 

는 관측 및 모의된 

하수관로 수위의 시계열 (m), 

 는 관측 하수관로 수위의 

평균값 (m)을 나타낸다. 변형된 형태의 식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기존의 NSE가 아닌 변형된 식이기 때문에 

0에 가까울수록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다.

각각의 목적함수에 따라 보정된 모형을 검토하기 위해서

는 평가지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평균오차의 

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RMSE)과 NSE를 검토하였

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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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riteria for Model Assessment

2.3 대상유역

본 연구에서 제안한 SWMM의 매개변수 추정 모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에 위치한 용답 빗물펌프장 배수

유역에 적용되었다. 용답 빗물펌프장 배수유역의 유역면적

은 34.7 ha이며, 토지이용 현황은 주거지역이 80%, 공공용지 

6%, 도로 및 빗물펌프장구역 14%로, 해당 지역은 도시화가 

이루어진 전형적인 도시유역이다. 유역의 출구부에 위치한 

용답 빗물펌프장은 배수유역 좌측에 위치한 청계천으로 

유수지의 물을 방류하며, 12,100 ㎥의 유수지와 352 ㎥/min

의 펌프용량을 갖추고 있다. Fig. 2는 용답 빗물펌프장의 

배수유역경계와 주요 관거를 나타내며, 원 안의 지점은 하수

관로 수위 모니터링 지점을 나타낸다.

Fig. 2. Conduits in the Yongdap Pump Station Basin

2.4 입력자료 구축

2.4.1 유입량 및 하수관로 수위 추정

강우-유출 모형(SWMM)의 입력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모의하여 실측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강우량, 빗물펌프

장의 유입량 및 하수관로 수위 등의 실측값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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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량의 경우 대상유역에 가까이 위치한 성동관측소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용답 빗물펌프장의 배수유역 내에는 빗물펌프장의 유입

량을 측정하는 시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입량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를 추정해야 

한다. 용답 빗물펌프장에서는 유수지의 수위가 청계천의 

수위보다 높을 경우에 배수문에 연결된 자연방류관로(2.0 

m × 1.8 m)를 통해 유수지의 우수를 청계천으로 방류한다. 

만약 지속된 강우로 인해 청계천의 수위가 상승하여 자연방

류가 발생하기 어려울 경우, 수문을 닫고 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강제로 토출한다. 용답 빗물펌프장에서는 강우가 발생

하였을 때 펌프의 운영을 위해 유수지의 수위를 관측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펌프가동기록 또한 마찬가지로 기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이용하여 강우 발생 시 용답 

빗물펌프장의 실제 유입량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용답 빗물펌프장의 유입량은 10분 단위로 계산되

었는데, 이는 빗물펌프장에서 유수지의 수위가 10분 단위로 

기록되어 저장되기 때문이다. 10분 단위의 평균 유입량을 

추정하는 식은 Eq. (2)와 같다.







 (2)

여기서, 는 현재까지 10분 동안의 유입량(㎥/10min)을 

나타내며,  및 은 각각 현재 (t) 및 10분 전 (t-1)의 

유수지 저류량 (㎥), 는 10분 동안의 펌프에 의한 토출

량을 나타낸다.

Eq. (1)에서 유수지의 저류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유수지의 

수위-용적 계산이 선행되어야한다. 서울시(Seoul City, 2010)

는 용답 빗물펌프장의 유수지의 저수위(Low Water Level; 

L.W.L)에서 홍수위(High Water Level; H.W.L)까지의 수위-

저수용량 관계를 Fig. 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Fig. 3. Elevation - Storage Capacity Curve in Yongdap Detention

Reservoir

유수지의 수위-저수용량곡선을 이용하여 관측된 수위에 

따른 저류량을 산정하고, 기록된 실제 펌프가동기록을 고려

하여 Eq. (1)을 통해 용답 빗물펌프장의 유입량을 추정하였다.

하수관로 수위의 경우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하수관로 수위 

모니터링 현황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용답 빗물펌프장 배수

유역 내에 존재하는 모니터링 지점의 실측값을 모의에 사용

하였으며, 이 지점의 위치는 Fig. 2에 나타내었다.

2.4.2 추정대상 매개변수 선정

SWMM에서 소유역(subcatchments)과 관거(conduits)의 

매개변수는 물리적 매개변수(physical parameters)와 수문학

적 매개변수(hydrologic parameters)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

적 매개변수는 유역의 면적이나 관거의 연장 등과 같이 

일종의 제원으로 나타나서 특정 값으로 정의될 수 있는 

매개변수인 반면, 수문학적 매개변수는 정확한 값을 파악할 

수 없어 추정이 반드시 필요한 매개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추정이 필요한 수문학적 매개변수를 추정

대상 매개변수로 선정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로 관거

가 아닌 소유역의 매개변수를 대상으로 추정하였는데, 관거

의 매개변수는 소유역의 매개변수에 비해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유역의 수문학적 

매개변수 몇 가지를 추정하고자 하였으며,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총 8개의 매개변수를 선정하였다(Table 2).

Parameters
Lower

Bound

Upper

Bound

Percent of Impervious Area (%) 65 99

Manning’s N for Pervious Area 0.15 0.40

Manning’s N for Impervious Area 0.010 0.015

Depth of Depression Storage on

Pervious Area (mm)
2.5 5.0

Depth of Depression Storage on

Impervious Area (mm)
1.3 2.5

Percent of Impervious Area with

No Depression Storage (%)
10 30

Characteristic Width of

Overland Flow Path (m)
0.7 1.3

Average Surface Slope (%) 0.7 1.3

Table 2. Types and Ranges of Estimated Parameters

선정된 매개변수 중에서 불투수지역의 면적비(percent 

of impervious area), 투수지역 조도계수(Manning’s N for 

pervious area), 불투수지역 조도계수(Manning’s N for 

impervious area), 투수지역 요지저류량 깊이(depth of 

depression storage on pervious area), 불투수지역 요지저류량 

깊이(depth of depression storage on impervious area), 요지저류

가 없는 불투수지역비(percent of impervious area with no 

depression storage)는 선행 연구(Cho et al., 2007; Barco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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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ang et al., 2012) 및 SWMM 매뉴얼(Rossman, 2004)

을 참고하여 적정 범위를 도출하였다. 유역 폭(characteristic 

width of overland flow path)과 평균 경사(average surface 

slope)는 GIS나 RS 등의 지형정보시스템에 의해 소유역 

별로 추정된 고유한 값이 있고, 범위가 매우 커서 임의로 

범위를 설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이 두 매개변수

에 대해서 기존에 추정된 값에서 일정 범위의 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변화시켜 최적해를 찾도록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목적함수에 따른 모형 보정

앞서 제시한 목적함수를 적용하여 용답 빗물펌프장 유역

에 대한 강우-유출 모형의 매개변수 추정을 수행하였다. 

SWMM 모의에 적용된 강우는 2013년 7월 13일에 발생한 

강우사상이며, 해당 강우의 일강우량은 175 mm이고 시간 

최대 강우는 42.5 mm/hr이다. 이를 위한 최적화 과정에서 

화음탐색법의 매개변수인 HM, HMCR, PAR은 각각 30, 

0.95, 0.7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모의를 수행하였다.

최적화를 통해 진행한 매개변수 추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해당 표는 하수관로 수위를 맞추기 위한 목적함수로 

추정된 매개변수를 갖는 우수관망 모형에서 해당 강우를 

모의하였을 때, 유입량과 수위에서 어느 정도의 오차를 나타

내는지 의미한다. 도출된 평가지표에서 NSE의 경우는 무차

원이기 때문에 유입량을 기준으로 하는 값과 하수관로 수위

를 기준으로 하는 값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하지만 

RMSE의 경우는 하수관로 수위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가 유입량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훨씬 작은 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RMSE가 유입량과 수위 각각에서 ㎥/s와 m로 서로 

다른 단위를 갖기 때문이다.

Classification RMSE NSE r
2

Inflow 0.312 0.914 0.942

Sewer Level 0.047 0.933 0.946

Table 3. Assessment Results for the Calibration

수위 관측지점에서의 하수관로 수위를 목적함수로 하여 

매개변수를 추정한 모형의 결과는 Fig. 4와 같다. 유입량의 

경우 배수문이 열려있는 강우 초기에는 추정된 유입량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에, 하수관로 수위는 항상 1분 단위로 

관측되므로 어느 시간대에서도 모의값과 실측값을 비교할 

수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유입량과 하수관로 수위는 

각각 단위만 다를 뿐 그래프의 개형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관측지점의 하수관

로 수위는 강우 발생 시 빗물펌프장의 유입량 특성과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거동하는 지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a) Inflow of Pump Station (b) Sewer Level at Observation Point

Fig. 4. Automatic Calibr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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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수위를 목적함수로 하였기 때문에 도출된 우수

관망 모형에서 유입량의 모의값이 하수관로 수위에 비해 

실측값과의 오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서로 

유사한 거동을 보이는 유입량과 하수관로 수위의 특성상 

하수관로 수위를 목적함수로 보정한 모형에서 유입량의 

평가지표와 하수관로의 평가지표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강우-유출 모형에서 NSE의 신뢰 기준이 0.8이라는 

선행연구 및 다른 매개변수 검보정 관련 연구결과(Tan et 

al., 2008; Mancipe-Munoz et al., 2014; Kang et al., 2012)와 

비교하여, 보정 결과로 나타난 0.91 이상의 NSE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내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SWMM의 매개변수를 합리적인 값으로 

찾는 것이므로 추정된 매개변수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Table 4). 목적함수에 따라 추정된 매개변수가 기설정한 

매개변수의 최솟값과 최댓값 중 하나의 값을 갖는다면 매개

변수의 가능 범위를 넓힐 경우 더 크거나 작은 값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화가 완료되지 않은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모형의 보정에서 추정된 결과에 따르면 매개변수가 

최솟값이나 최댓값을 갖지 않고 전반적으로 범위 내에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특히 불투수지역의 면적비의 경우 

도시화가 완료되어 대부분의 지면이 아스팔트로 포장된 

해당 소유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역 폭과 평균 경사는 기존에 지형정보시스템에 의해 소유

역 별로 추정된 고유한 값과 거의 유사한 값을 사용하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매개변수의 추정이 합리적

인 것으로 판단된다.

Parameters Estimated Value

Percent of Impervious Area (%) 94

Manning’s N for Pervious Area 0.36

Manning’s N for Impervious Area 0.011

Depth of Depression Storage on 

Pervious Area (mm)
4.882

Depth of Depression Storage on 

Impervious Area (mm)
1.334

Percent of Impervious Area with No 

Depression Storage (%)
28.91

Characteristic Width of Overland Flow 

Path (m)
1

Average Surface Slope (%) 0.99

Table 4. Parameters Estimated by Optimization

3.2 모형 검증

강우-유출 모형 중에서 SWMM은 수많은 매개변수로 이

루어져있기 때문에 입력강우에 따라서 모형의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각기 다른 매개변수의 조합으로 

두 가지 모형을 구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하나의 강우사상에 

대해서는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지만 다른 강우사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보정이 

완료된 모형에는 보정에 적용한 것과 다른 강우사상을 적용

하여 검증을 거쳐야 한다.

연구에서는 하수관로 수위를 목적함수로 한 화음탐색법

을 이용하여 매개변수를 추정하여 모형을 보정하였다. 이에 

대해 2013년 7월 22일과 2014년 7월 24일의 강우를 이용하여 

각각 검증하였다. 각각의 관측 유입량과 관측 하수관로 수위 

및 최적화를 위한 화음탐색법의 매개변수는 모형의 보정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Fig. 5는 2013년 7월 22일과 2014년 7월 24일의 강우사상

에 대하여 관측된 유입량 및 하수관로 수위 각각에 대해 

보정된 모형에 의한 유입량 및 하수관로 수위와 함께 나타낸 

그림이다. 두 가지 강우사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빗물펌프장

의 상류에 존재하는 하수관로의 시간에 따른 수위 변화 

개형이 시간에 따른 수위 변화 개형이 시간에 따른 빗물펌프

장 유입량의 변화 개형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평가지표 

결과에서 보정 결과에 비해 좀 더 큰 오차가 발생하였지만, 

오차 범위가 5% 이내이므로 허용 가능한 오차범위 이내라고 

판단된다. 또한, NSE가 0.87 이상으로 두 강우사상 모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실제의 홍수유출 해석을 잘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 알고리즘 중 하나인 화음탐색법을 

이용하여 도시유역의 홍수유출을 해석하기 위한 SWMM의 

매개변수 추정을 수행하였다. SWMM의 매개변수 추정을 

위한 대상유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위치한 빗물펌프장 

배수유역으로 하였으며, 입력자료 구축에 사용된 유입량과 

하수관로 수위는 각각 빗물펌프장 기록과 수위 모니터링 

기록 자료들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연구에서 추정된 매개

변수는 불투수 면적비, 투수지역 조도계수, 유역 폭 등 총 

8개이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되도록 하였다.

연구에서는 기존의 방법인 유입량을 목적함수로 하는 

매개변수 추정이 아닌 하수관로 수위를 목적함수로 하여 

매개변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최적화 문제를 적용하기 

위해 하수관로 수위를 목적함수로 설정하고 SWMM의 매개

변수 추정을 진행하였으며, 실측값과의 오차를 분석하고 

추정된 매개변수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 보정

된 모형에서 평가지표인 RMSE, NSE 및 r
2
가 유입량을 기준

으로 하였을 때 각각 0.312, 0.914와 0.942로 나타났으며, 

하수관로 수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각각 0.047, 0.933과 

0.946으로 나타났다. 유입량과 하수관로 수위 모두에서 합리

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유입량의 경우는 

펌프장의 가동기록에 의존하여 추정되기 때문에 실측값의 

오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용 가능한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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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flow of Pump Station on July 22, 2013 (b) Sewer Level at Observation Point on July 22, 2013

(c) Inflow of Pump Station on July 24, 2014 (d) Sewer Level at Observation Point on July 24, 2014

Fig. 5. Verification Results of Calibrated Model

Classification Storm Event RMSE NSE r
2

Inflow
2013. 07. 22

0.367 0.877 0.909

Sewer Level 0.066 0.876 0.912

Inflow
2014.07. 24

0.133 0.889 0.904

Sewer Level 0.034 0.927 0.922

Table 5. Assessment Results for the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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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매개변수의 추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최종 보정된 모형을 2개의 다른 강우사상에 대해 

검증하였으며, 비교적 합리적인 오차범위 내의 값을 나타내

어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하수관로 수위자

요를 사용한 강우-유출 모형인 SWMM의 매개변수 추정이 

적절히 수행되었다고 판단되며, 해당 모형은 대상유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홍수유출 해석 및 유입량 예측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유역으로 선정된 단일 배수유역에 

대해 특정 강우사상에 대한 해석만을 수행하였다. 이로 인해 

다른 유역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은 검토되지 

못하였다. 연구에서 적용된 용답 빗물펌프장 배수유역의 

경우 유역면적이 크지 않고 해당 하수관로 수위 모니터링 

지점에서의 수위 변화가 빗물펌프장의 유입량 변화와 유사

한 거동을 보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지점이 배수유역 내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유역면적이 크지 않으며 하수관로 관측지점이 

존재하는 유역에서 유입량의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하수관로 수위 실측값을 이용하여 SWMM의 매개변수

를 추정하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하수관로 모니터링 지점이 다수 

존재하는 큰 규모의 배수유역에서 다목적함수를 통한 매개

변수의 추정 및 정확도 평가 등을 추가 진행하는 것은 본 

연구의 완성도를 위해 향후 필요한 연구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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