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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본 연구의 목적은 산악지역의 돌발홍수에 대비한 경보발령을 위한 한계유량을 산정하는 것이다.

돌발홍수는 강우 유출관계가 비선형적이어서 기존의 선형 강우 유출 해석이 곤란하므로 비선형적- -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형정보체계 를 이용하여 유역의 지형학(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적 특성인자와 및 의 매개변수를 산정함으로써 유역특성자료의 불확실성을 감소시GIUH GCIUH ,

켰다 이를 경보발령 체제가 기 설치 운영중인 단양군의 천동계곡에 적용하여 그 적합성을 판단하.

였다 여기서 경보발령을 위한 한계유량은 계곡의 수심이 위험수심 이라고 판단. , (dangerous depth)

한 이상이 될 때의 유량으로 정의하였고 무강우가 분간 지속되면 초기화 시키는 과정을 거0.5m , 30

쳤다.

그 결과 기존의 경보발령 체제와 비교하여 시간당 의 강우량에 대해서는 경보를 발령하지20mm

않으므로 기존에 잦은 경보발령에 의한 주민의 소음피해를 줄일수 있었으며 시간당 의 강, 100mm

우에 대해서는 분 간격으로 경보를 발령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할수 있었다2-3 .

핵심용어 돌발홍수핵심용어 돌발홍수핵심용어 돌발홍수핵심용어 돌발홍수: GIS, GIUH, GCIUH,: GIS, GIUH, GCIUH,: GIS, GIUH, GCIUH,: GIS, GIUH, GCIUH,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수문학적 개념에서 홍수를 분류하면 하천홍수 돌발홍수(river flood), (flash 해안범람flood),

으로 나눌수 있다 특히 돌발홍수는 단시간 내에 급격한 수위상승 및 상류댐 파괴(coastal flood) .

를 유발하는 홍수로서 유속의 급격한 증가에 의한 교량과 도로가 유실될 수 있으며 사면붕괴를, ,

초래함 돌발홍수는 호우의 지속시간이 상당히 짧으며 또한 강우 유출 관계가 비선형적이고 지. , -

형적인 변동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선형 강우 유출 관계. -

로는 해석이 곤란하며 비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또한 개략 모형보다는 를 이용한 공간적, GIS

인 호우 및 홍수 해석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체계 를 이용하여 및 의 매개변수를 산정하여 산악지  (GIS) GIUH GCIUH

역의 경보발령을 위한 기준이 되는 한계홍수량을 산정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리정보체계 기법을 적용하여 유역 지형 및 수문학적1)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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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자료를 구축을 위한 소유역 분할 및 특성 자료 하천차수 등의 지형학적 순간단위도, Horton

의 매개변수를 산정하였다.

단양군 천동계곡의 기존 경보발령 체계에 대해서 지형학적 순간단위도 및 지형기후학적2)

순간단위도를 이용한 경보발령기준을 위한 설계홍수량을 산정하였다

모형의 기본이론모형의 기본이론모형의 기본이론모형의 기본이론2.2.2.2.

지형학적 순간단위도지형학적 순간단위도지형학적 순간단위도지형학적 순간단위도2.1 (GIUH : Geomorphologic Instantaneous Unit Hydrograph)2.1 (GIUH : Geomorphologic Instantaneous Unit Hydrograph)2.1 (GIUH : Geomorphologic Instantaneous Unit Hydrograph)2.1 (GIUH : Geomorphologic Instantaneous Unit Hydrograph)

와 는 수문 지형학에서 유역의 순간 단위 유량도를 결정하기위해Rodriguez-Iturbe Valdes[1979]

서 지형학적 무한한 물방울로 구성된 단위 부피로서의 입력 을 고려한 단위 유량도를 처음(input)

으로 제시하였으며, 삼각형의 순간단위 유량도의 첨두유량과 첨두유량 도달시간은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

q p=
1.31
L

R0.43L V (2.1)

t p=
0.44L

V
(
R B
R A
) 0.55R -0.38L (2.2)

여기서, L 는 최고차 하천의 길이( ),㎞ V는 예상되는 첨두유속 이다( ) .㎧

첨두값 qp는 t-1의 단위이고 tp는 시간의 단위이다.

지형기후학적 순간단위도지형기후학적 순간단위도지형기후학적 순간단위도지형기후학적 순간단위도2.2 (GIUH : Geomorphoclimatic Instantaneous Unit Hydrograph)2.2 (GIUH : Geomorphoclimatic Instantaneous Unit Hydrograph)2.2 (GIUH : Geomorphoclimatic Instantaneous Unit Hydrograph)2.2 (GIUH : Geomorphoclimatic Instantaneous Unit Hydrograph)

지형학적 순간 단위 유량도가 가지는 단점은 첨두 유속 V에 대한 의존성인데 이것은 주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매개변수이다. Rodriquez-Iturbe등 은(1982) V가 유효강우강도와 지속시간의 함

수임을 입증하였고 결과로부터 V를 제거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간단하고 이해가 용이한 다. ,

음과 같은 q p와 t p으로 표현되었다.

q p=
0.871

Π0.4i
(2.3) t p=0.585Π

0.4
i (2.4)

모형의 적용 및 분석모형의 적용 및 분석모형의 적용 및 분석모형의 적용 및 분석3.3.3.3.

대상유역대상유역대상유역대상유역3.13.13.13.1

본 연구의 대상유역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천동리에 위치한 충주댐 직상류의 한강으로 유

입하는 솔티천 유역중 솔티천 상류지역의 천동지구이다 솔티천 전체유역 면적은 이며 유. 32.89 ,㎢

로연장은 이고 유역형상은 하천형태학적으로 수지상에 해당한다 솔티천 유역의 상류지역11.5 , .㎞

인 천동지구의 유역면적은 이다 그림 은 솔티천 유역 및 천동지구를 나타내고 있으며14.74 . 3.1 ,㎢

개소의 우량국과 경보발령 시설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2 .

기법을 이용한 지형자료 구축 및 자료추출기법을 이용한 지형자료 구축 및 자료추출기법을 이용한 지형자료 구축 및 자료추출기법을 이용한 지형자료 구축 및 자료추출3.2 GIS3.2 GIS3.2 GIS3.2 GIS

수치고도모형의 생성 및 전처리 과정3.2.1



축척의 수치지도로부터등고선과 표고점 도면층을1/5,000

추출하여 에서 불규칙삼각망을 형성하였고 생성된Arc View

불규칙 삼각망 및 수치고도모형 을 그림 와 그림(DEM) 3.2

에 나타내었다3.3 .

그림 불규칙 삼각망도 그림 수치고도모형그림 불규칙 삼각망도 그림 수치고도모형그림 불규칙 삼각망도 그림 수치고도모형그림 불규칙 삼각망도 그림 수치고도모형3.2 (TIN) 3.3 (DEM)3.2 (TIN) 3.3 (DEM)3.2 (TIN) 3.3 (DEM)3.2 (TIN) 3.3 (DEM)

하천차수 산정 및 유역특성인자 추출3.2.2

천동지구의 하천차수 산정 및 하천차수별 유역특성은 다음과 같다.

그림 하천차수 산정그림 하천차수 산정그림 하천차수 산정그림 하천차수 산정3.43.4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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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6 0.46 46.41 0.25

2 7 0.89 34.95 1.61

3 3 0.69 18.43 4.02

4 1 4.96 9.25 14.58

표 하천차수별 유역특성표 하천차수별 유역특성표 하천차수별 유역특성표 하천차수별 유역특성3.13.13.13.1

그림 솔티천 유역과 천동지구그림 솔티천 유역과 천동지구그림 솔티천 유역과 천동지구그림 솔티천 유역과 천동지구3.13.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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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천동지구의 매개변수표 천동지구의 매개변수표 천동지구의 매개변수표 천동지구의 매개변수3.2 GIUH3.2 GIUH3.2 GIUH3.2 GIUH

경보발령 기준우량의 비교경보발령 기준우량의 비교경보발령 기준우량의 비교경보발령 기준우량의 비교3.33.33.33.3

임의 강우량에 대한 경보발령 기준의 비교 결과 분포시 강우량이 증가함에 따라 개Mononobe

선된 경보발령 기준은 경보의 정확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당 강. 3.5

우량이 내릴 경우 기존 경보발령 기준에 의해서는 경보발령이 분포된 강우의 최대값에 이20mm

르기 전에 최소 회이상 발생하나 개선된 경보발령 기준에서는 회도 발생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3 1 .

돌발홍수에 해당할 수 있는 시간당 의 강우량에는 개선된 경보발령 기준의 경우 위험시100m 2～

분의 간격을 두고 회의 경보가 발령된다3 3 .

강우량강우량강우량강우량
(mm/(mm/(mm/(mm/
hr)hr)hr)hr)

기존 경보발령 기준기존 경보발령 기준기존 경보발령 기준기존 경보발령 기준 개선된 경보발령 기준개선된 경보발령 기준개선된 경보발령 기준개선된 경보발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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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in)10min)10min)1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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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간발생시간발생시간발생시간
(min)(min)(min)(min) 발령발령발령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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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임의 강우사상에 대한 경보발령 기준 비교표 임의 강우사상에 대한 경보발령 기준 비교표 임의 강우사상에 대한 경보발령 기준 비교표 임의 강우사상에 대한 경보발령 기준 비교3.33.33.33.3

결 론결 론결 론결 론4.4.4.4.

본 연구에서는 천동계곡내 설치되어 있는 자동우량경보시설인 우량관측시스템의 경보발령에 관

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경보발령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유역의 기초자

료 조사 수문특성 분석 및 를 이용한 지형학적 지형기후학적 특성 분석을 통한, GIS , GIUH,

유출모형의 적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GCIUH .

첫째 천동계곡내의 기초자료 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우량국 경보시설의 위치 및 돌발홍수시, ,

피해 위험지역을 설정하였으며 기법을 이용한 공간지형자료를 정량적으로 산출함으로써 유, GIS

역특성자료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둘째 의 매개변수 산정시 기법과 연계하여 강우 유출 모형을 구축하고 천동, GIUH, GCIUH GIS -

계곡에 적용하였다 천동계곡의 경우 차하천을 이루며 분기율. 4 (RB 은 연장비) 3.49, (RL 는 면) 3.30,

적비(RA 는 로 분석되었고 경보발령 우량 산정을 위해 모형을 이용하여 계곡하류부의) 3.91 , GCIUH

수위가 안전성을 위협하는 경계수위인 이상 이상 이상일 경우의 강우량을 산정하였0.5m , 0.7m , 1.0m

다

셋째 지속시간에 따른 경보발령 우량 산정시 초기손실을 증가시키며 유효우량에 따른 변화를,

분석한후 최종적으로 초기손실이 없는 조건으로 유효우량을 사용하여 홍수량에 대한 안전한 결과

를 도출하였고 강우의 지속시간이 고려된 강우강도 개념과 홍수위 및 지형학적 특성을 고려한 천,

동계곡의 개선된 경보발령 기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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