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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홍수예경보 발령기준 검토
 

  도시유역을 통과하는 중소하천은 제방월류에 대한 침

수피해 뿐만 아니라 고수부지의 조성에 따른 주민들의 

산책로 및 문화공간등 의 활용으로 갑작스런 강우발생으

로 인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유역 중소하천 홍수예경보 발령 기준을 고수부지의 월류

를 기준으로 한 저수예경보와 중소하천 월류에 대한 침

수피해 방지를 위한 고수예경보로 구분하여 홍수예경보 

발령 기준을 제안하였다[1]. 

1. 유역특성

  석정천은 영산강 제1지류로서 전남 화군군 일대를 유

하하는 하천으로, 유역면적은 20.15km2, 유로연장은 

8.27km인 중소규모의 하천이다. 상류는 전형적인 산지

하천을 이루고 있고, 하천 하류에는 대부분 농경지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하류 합류점 기점수위 영향이 중류

부 인구밀집지역까지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고 읍면동 사

무소와 치안센터와 같은 유동인구 밀집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석정천의 중류부 지역은 도심지를 통과하는 하천으로

써 침수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홍수예경보 기준의 수립이 

필요한 도시하천으로 선정하였으며 유역특성은 표 1과 

같다. 

▶▶ 그림 1. 석정천 유역도

구분
면적
(km2)

유로
연장
(km)

평균
경사
(%)

평균
고도

(EL.m)

소
하천
(개)

석정천 20.15 8.27 14.12 109.42 7

표 1. 석정천 유역 특성

Ⅱ. 홍수예경보 발령기준 분석

  석정천 유역은 하류 지석천 합류지점부터 상류 1.5km

지역까지 배수위 영향을 받는 하천으로 중류부에 위치한 

일부 도심지역의 침수피해에 대비해야할 홍수예경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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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도시유역 중소하천에 대하여 수리·수문 분석을 바탕으로 홍수예경보 발령을 위한 일련의 분석 체계를 수

립하였다. 이를 통해 산정된 결과물은 강우지속기간별 경보발령 기준 강우량 수치이다. 이것은 해당 하천이 합류하는 본류 하천

의 배수위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보발령 기준 강우량 산정을 위한 도시유역 중소하천의 수리·수문 분석은 가장 일반

적인 해석 모형인 HEC-HMS 및 HEC-RAS 모형들을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졌으며, 경보발령 기준 강우량 산정에 있어서는 상·하

류의 다양한 관측수위 조건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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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유역이다. 석정천의 홍수예경보 발령지점은 합류지점

에서 약 1.2km 상류에 위치한 광대교(No. 10)지점으로 

향후 홍수예경보 운영을 위한 수위표의 설치가 가능하

다. 고수부지가 별도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고수예경보

의 70% 수위를 기준으로 저수예경보와 고수예경보의 발

령기준을 산정하였으며 하천의 형상은 그림 2와 같다.

  저수예경보 발령기준은 하류단 배수위 조건을 평수량

에 해당하는 기점수위를 기준으로 광대교 경보발령지점

에서 저수예경보 수위까지 필요한 경보발령 유량을 

149m3/s로, 고수예경보 발령기준은 설계빈도 80년에 해

당하는 기점홍수위를 하류단 조건으로 고수예경보 수위

까지 필요한 경보발령 유량을 293m3/s로 산정하였다.

▶▶ 그림 2. 석정천 예경보 발령 기준수위

발령
기준

발령지점
(No.)

최심하상고
(EL.m)

경보발령 
기준수위
(EL.m)

경보발령 
기준유량
(m3/s)

저수 광대교지점
(No. 10)

42.57
45.55 149

고수 46.82 293

표 2. 석정천 홍수예경보 발령기준

  본 연구에서는 HEC-HMS, RAS를 활용하여 지속시간별 

강우량에 따른 예경보발령 지점에서의 유량을 산정하였

다. 이때 지속시간은 30min, 60min, 90min, 120min 총 

4가지의 경우를 고려하여 각기 결과를 이용한 강우량 산

정식을 제시하였다. 산정된 결과를 살펴보면 강우 지속

시간이 길어질수록 동일한 유량을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

한 강우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2]. 이는 강우의 지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침투 등에 의한 손실이 커지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이를 종합하여 Table 8 및 Fig. 7에서와 

같이 소양천 유역의 지속시간별 강우-유출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식으로 나타내었으며, 이 관계식을 통하여 지속

시간별 경보발령 강우량을 산출하였다. 이때 회귀식은 

유량의 6차식으로 나타내었으며, 모든 지속시간에서의 

결정계수가 0.99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식에 대한 그래

프가 잘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3].

Ⅲ.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 중소하천을 대상으로 향후 해당 

지역에 홍수상황이 예측될 시 보다 신뢰성 높은 경보발

령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욱이 전국 

대상 공통의 방법으로 개발된 홍수예경보 모형을 적용하

기에 적합하지 않은 도시유역 중소하천만을 대상으로 하

는 홍수예경보 모형을 구축하였다. 

  제시된 경보발령 기준에 대한 분석 절차를 통하여 도

심지 주요 하천들에 대한 예경보 기준이 분석되어 활용

될 수 있다면, 도시유역에서의 홍수피해 저감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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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속시간별 강우량 산정 다항식 계수



 = 강우량(mm),  = 유량(m3/s)

지속시간 a b c d e f g

30분 10.7966 -2.3941 0.1524 -0.0019 1.450E-05 -6.020E-08 1.036E-10

60분 11.5771 -2.5898 0.1680 -0.0024 2.079E-05 -9.422E-08 1.722E-10

90분 9.2419 -2.2140 0.1498 -0.0022 1.902E-05 -8.830E-08 1.656E-10

120분 6.8186 -1.7789 0.1252 -0.0017 1.464E-05 -6.658E-08 1.236E-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