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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도시화에 따른 인간의 개발 활동에 의하여 자연적인 토지피복 뿐만 아니라 식생 및 토지이용 형태의 변

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개발 목적으로 과거 농경지나 산림지역이 주거지 및 상업지역으로 그 이용이 변화되.

면서 토양침식의 증가는 물론이고 불투수층의 증가로 인한 토양저류능의 감소와 강우로 인한 유출 도달시간,

의 감소로 인해 폭우에 의한 홍수 및 침수의 피해가 야기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관측결과를 기초로 도시지역의 물순환계를 구성하는 인자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명시

하고 유역 물순환계의 특징을 이해함과 동시에 물순환계의 일부 변화가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 특히 토, ,

지이용변화가 물순환 구조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유역 전체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견을 모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토지피복자료를 이용하여 청계천 유역의1970 RS(Remote Sensing)

시대별 토지이용변화 변화에 따른 수문환경의 변화가 물순환에 가져오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수자

원의 유효 이용 평상시 유량의 확보 홍수제어 수자원의 보전과 개발 등과 같은 유역전체에 관계된 문제점, , ,

을 파악하여 유역에 적합한 물순환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도시화 토지이용변화 물순환 구조 변동 토지피복자료핵심용어 도시화 토지이용변화 물순환 구조 변동 토지피복자료핵심용어 도시화 토지이용변화 물순환 구조 변동 토지피복자료핵심용어 도시화 토지이용변화 물순환 구조 변동 토지피복자료: , , , , RS: , , , , RS: , , , , RS: , , , , RS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최근 들어 는 도형자료에 의하여 수자원 관련정보를 효율적으로 관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리 분석하고자 하는 개발과 적용이 관련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는 공간적으로, GIS . GIS

분포되어 있는 유역의 데이터를 저장 분석 출력하는데 널리 이용되며 의 중첩기능은 분포형 정보를 담, , , GIS

고 있는 여러 주제도를 결합하여 처리함으로써 수문분석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는 위성영상의 공간적 분. RS ,

광적 해상도의 다양화에 의해 현지측량이나 항공측량에 의한 것 보다 넓은 지역을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주기적 데이터 획득에 의한 정보갱신과 수치화 시계열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이,

용해 와 함께 수문분석 및 수문모형의 입력 자료로서의 사용이 많아지고 있다GIS .

토지이용은 인간 활동에 의한 개발행위로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일정한 주기 최저 년, ( 5 )

를 가지고 전국적인 토지피복분류를 시행함으로서 토지이용의 변화를 다양한 분야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수자원분야에서의 이러한 토지이용의 변화는 물순환 구조 변동에 있어 민감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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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유역의 시대별 토지이용 변화청계천 유역의 시대별 토지이용 변화청계천 유역의 시대별 토지이용 변화청계천 유역의 시대별 토지이용 변화2.2.2.2.

현재 고려할 만한 위성영상자료로는 그 활용도가 이미 검증되어 보편화된 미국의 자료Landsat TM

해상도 가 있고 해상도를 높이기 위한 프랑스의 자료 해상도 와(30m×30m ) , SPOT Panchromatic (10m×10m )

년 월에 발사하여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소에서 자체운영 중인 인공위성인 자료1999 12 KOMPSAT-1 EOC

해상도 등이 있다(6.6m×6.6m ) .

본 연구에서는 년 월의 자료 해상도 년 월 및 년 월 년1975 8 Landsat MSS ( 80m×80m), 1985 10 1995 4 , 2001

월의 자료를 사용하여 의 좌표체계로 기하보정 한 후5 Landsat TM Datum TOKYO, Projection UTM-52 ,

토지피복분류를 실시하여 수문모형의 입력자료로 구축하였고 분류항목은 수역 시가화 지역 나지 습지 초, , , , ,

지 산림 논 밭 등의 개로 분류하였다 각 시대별 토지이용현황은 그림 과 같으며 표 은 각 시대별 토지, , , 8 . 1 , 1

이용 면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에서 보는바와 같이 도시지역이 년 에서 년 로. 1 1975 52.9% 2001 77.8%

증가하였고 산림지역의 축소 그리고 농업용 지역에 있어서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림, , .

의 경우 년이 이상치를 나타내었으나 이는 농업용 지역의 산재로 인한 산림지역의 축소로 볼 수 있을1975

것이다.

년 년년 년년 년년 년a) 1975 b) 1985a) 1975 b) 1985a) 1975 b) 1985a) 1975 b) 1985

년 년년 년년 년년 년c) 1995 d) 2001c) 1995 d) 2001c) 1995 d) 2001c) 1995 d) 2001

그림 청계천 유역 시대별 토지이용 현황그림 청계천 유역 시대별 토지이용 현황그림 청계천 유역 시대별 토지이용 현황그림 청계천 유역 시대별 토지이용 현황1.1.1.1.



표 청계천 토지이용 현황 년도별표 청계천 토지이용 현황 년도별표 청계천 토지이용 현황 년도별표 청계천 토지이용 현황 년도별1. ( )1. ( )1. ( )1. ( )

단위단위단위단위( :( :( :( : ))))㎢㎢㎢㎢

항 목항 목항 목항 목 토지이용 면적토지이용 면적토지이용 면적토지이용 면적
비고비고비고비고

LanduseLanduseLanduseLanduse 년 도년 도년 도년 도 ( )( )( )( )㎢㎢㎢㎢ (%)(%)(%)(%)

Watershed

area

1975

50.8 100.0
1985

1995

2001

Water

1975 0.04 0.1

1985 0.04 0.1

1995 0.04 0.1

2001 0.08 0.2

UrbanUrbanUrbanUrban

1975197519751975 26.9126.9126.9126.91 52.952.952.952.9

1985198519851985 32.0932.0932.0932.09 63.163.163.163.1

1995199519951995 36.0636.0636.0636.06 70.970.970.970.9

2001200120012001 39.5339.5339.5339.53 77.877.877.877.8

Bare

Ground

1975 0.43 0.9

1985 1.47 2.9

1995 1.22 2.4

2001 0.96 1.9

Wetland

1975 0.64 1.2

1985 0.01 0.0

1995 0.00 0.0

2001 0.00 0.0

Grassland

1975 1.11 2.2

1985 0.62 1.2

1995 0.88 1.7

2001 0.16 0.3

ForestForestForestForest

1975197519751975 10.5010.5010.5010.50 20.720.720.720.7

1985198519851985 12.6612.6612.6612.66 24.924.924.924.9

1995199519951995 10.5510.5510.5510.55 20.820.820.820.8

2001200120012001 10.1110.1110.1110.11 19.919.919.919.9

PaddyPaddyPaddyPaddy

1975197519751975 11.2211.2211.2211.22 22.122.122.122.1

1985198519851985 2.632.632.632.63 5.25.25.25.2

1995199519951995 1.491.491.491.49 2.92.92.92.9

2001200120012001 0.000.000.000.00 0.00.00.00.0

UplandUplandUplandUpland

CropCropCropCrop

1975197519751975 ---- ----

1985198519851985 1.321.321.321.32 2.62.62.62.6

1995199519951995 0.590.590.590.59 1.21.21.21.2

2001200120012001 0.000.000.000.00 0.00.00.00.0

모형을 이용한 시대별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물순환 해석모형을 이용한 시대별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물순환 해석모형을 이용한 시대별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물순환 해석모형을 이용한 시대별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물순환 해석3. WEP3. WEP3. WEP3. WEP

모형은 복잡한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물순환의 정량화를 목적으로 일WEP

본의 토목연구소 과학기술진흥사업단 박사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물리적인 기반의 공간분포형 모형, , Jia

이다 기본형 개발 이후 지하수의 유동계산 지표수의 추적(PBSD : Physically Based Spatially Distributed) . , ,

계산 침수시설 및 조절지 효과의 계산 및 농지의 상세 계산 등에 대한 기능을 덧붙이면서 모형을 개량하였,

다 토목연구소 모형은 다양한 물순환 과정의 물리 표현을 직접 해석하기 때문에 과거의 유량( , 2002). WEP

자료나 검증이 없이 높은 정밀도의 예측이 가능한 분포형 물리 모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침투 증발산, ,

하천으로의 표면유출 지하수 유출 지하수 유동 등에 대한 시공간 분포를 유역 단위에서 모의할 수 있다 또, , .

한 모자이크법 등의 사용하여 격자내 토지이용의 불균질성을 고려할 수 있고 인간활동에 따른 인공계 물의

흐름도 시공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모형의 입력자료 구축 후 시대별 토지이용현황 자료를 모형의 시나리오로 생성하여 토지이용WEP , WEP

변화에 따른 물순환 해석을 실시하였다 해석 결과 시대별로 산림 및 녹지가 많고 불투수율이 적은 지역 격. ,

자의 증발산량이 도시화된 지역 격자의 값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년의 격자별 연간 증발산량의 최, 1975

소최대값은 각각 257 , 1012  이었고 년의 격자별 연간 증발산량의 최소최대값은 각각, 2001 176

, 997  로 평균 약 100 의 차이를 보였다 직접유출은 증발산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으며.

년보다 년이 평균적으로 약1975 2001 200  이상의 높은 직접유출량을 나타냈다.

또한 개의 소유역별 물수지를 살펴보면 각 소유역의 특성에 따라 물순환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15 .



이러한 물순환 양상의 차이는 도시화된 정도를 나타내는 불투수 면적비율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년의 경우 불투수 면적비율이 가장 큰 유역은 번 소유역 가장 작은 유역은 번 소유역으로 나타났으1975 14 , 2

며 년은 번 소유역이 최대 번 소유역이 최소 면적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소유역별 불투수율의 증가, 2001 14 , 1 . ,

추세를 보면 번 소유역이 년 에서 년 로 의 가장 큰 증가를 보였고 번 소유역이4 1975 33% 2001 83% 50% , 1

년 에서 년 로 의 가장 작은 증가를 나타냈다 유역 평균 불투수 면적비율은 년1975 4% 2001 24% 20% . 1975

에서 년 로 배 이상 증가하였고 증발산은 년32% 2001 64.8% 2 , 1975 444 에서 년2001 308 로 약

140 의 감소를 보였다 직접유출량의 경우 년에. 1975 932 에서 년2001 1074 로 약 100 

정도 증가하였고 지하수유출량은 년, 1975 204 에서 년2001 165 로 약 50 의 감소를 나타냈

다.

년 년년 년년 년년 년a) 1975 b) 2001a) 1975 b) 2001a) 1975 b) 2001a) 1975 b) 2001

그림 연간 증발산량의 공간 분포 비교그림 연간 증발산량의 공간 분포 비교그림 연간 증발산량의 공간 분포 비교그림 연간 증발산량의 공간 분포 비교2.2.2.2.

년 년년 년년 년년 년a) 1975 b) 2001a) 1975 b) 2001a) 1975 b) 2001a) 1975 b) 2001

그림 연간 직접유출량의 공간 분포 비교그림 연간 직접유출량의 공간 분포 비교그림 연간 직접유출량의 공간 분포 비교그림 연간 직접유출량의 공간 분포 비교3.3.3.3.



요약 및 결론요약 및 결론요약 및 결론요약 및 결론4.4.4.4.

본 연구에서는 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토지피복자료를 이용하여 청계천 유역의1970 RS(Remote Sensing)

시대별 토지이용변화 변화에 따른 수문환경의 변화가 물순환에 가져오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수자

원의 유효 이용 평상시 유량의 확보 홍수제어 수자원의 보전과 개발 등과 같은 유역전체에 관계된 문제점, , ,

을 파악하여 유역에 적합한 물순환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년 월의 자료 해상도 년 월 및 년 월 년 월의1. 1975 8 Landsat MSS ( 80m×80m), 1985 10 1995 4 , 2001 5

자료를 사용하여 의 좌표체계로 기하보정 한 후 토지피복Landsat TM Datum TOKYO, Projection UTM-52 ,

분류를 실시하여 수문모형의 입력자료로 구축하였다.

모형의 입력자료 구축 후 시대별 토지이용현황 자료를 모형의 시나리오로 생성하여 토2. WEP , WEP

지이용변화에 따른 물순환 해석을 실시하였다 해석 결과 시대별로 산림 및 녹지가 많고 불투수율이 적은. ,

지역 격자의 증발산량이 도시화된 지역 격자의 값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년의 격자별 연간 증발산량, 1975

의 최소최대값은 각각 257 , 1012  이었고 년의 격자별 연간 증발산량의 최소최대값은 각각, 2001

176 , 997  로 평균 약 100 의 차이를 보였다 직접유출은 증발산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으.

며 년보다 년이 평균적으로 약1975 2001 200  이상의 높은 직접유출량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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