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문지형학적 접근에 기초한 산악지역의수문지형학적 접근에 기초한 산악지역의수문지형학적 접근에 기초한 산악지역의수문지형학적 접근에 기초한 산악지역의

돌발홍수예경보시스템 연구돌발홍수예경보시스템 연구돌발홍수예경보시스템 연구돌발홍수예경보시스템 연구

Flash Flood Warning System for Mountainous RegionFlash Flood Warning System for Mountainous RegionFlash Flood Warning System for Mountainous RegionFlash Flood Warning System for Mountainous Region

Based on Hydrogeomorphological ApproachBased on Hydrogeomorphological ApproachBased on Hydrogeomorphological ApproachBased on Hydrogeomorphological Approach

김홍태김홍태김홍태김홍태**** 신현석신현석신현석신현석,,,, ********

Hong Tae Kim, Hyun Suk ShinHong Tae Kim, Hyun Suk ShinHong Tae Kim, Hyun Suk ShinHong Tae Kim, Hyun Suk Shin

..............................................................................................................................................................................................................

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산악지역의 유출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매우 빠른 반응시간을 가지고 첨두유량 또한 매우 크게 마련인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산악지역의 돌발홍수 발생 메카니즘과 이것의 정확한 규명은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과제

의 주제가 되어왔다 본 연구는 산악지역의 유출 특성을 잘 반영한다고 알려진 수문지형학을 기초한 지형기.

후학적단위도 이론을 토대로 단일유역 산악지역과 분할유역 규(geomorphoclimatic unit hydrograph, GCUH)

모의 유출 특성을 규명하고 각각의 유역특성에 맞는 돌발홍수예경보시스템을 제안 및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돌발홍수예경보시스템 수문지형학 단일유역 분할유역핵심용어 돌발홍수예경보시스템 수문지형학 단일유역 분할유역핵심용어 돌발홍수예경보시스템 수문지형학 단일유역 분할유역핵심용어 돌발홍수예경보시스템 수문지형학 단일유역 분할유역: , , GCUH, ,: , , GCUH, ,: , , GCUH, ,: , , GCUH, ,

..............................................................................................................................................................................................................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돌발홍수 예경보 시스템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돌발홍수 예보를 위한 경보발령 기준우

량 산정시스템이고 나머지는 하나는 임의의 강우가 발생했을 때 경보를 발령하게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여기서 모니터링 시스템은 임의의 강우사상에서 지속시간별 유역평균강우량이 경보발령 기준우량을 초과하,

면 경보를 발령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유역 크기와 상관없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반해 경보

발령 기준우량 산정시스템은 단일유역과 분할유역이 다르게 적용된다 본 연구에선 덕천강 유역에 대해 단일.

유역과 분할유역의 돌발홍수기준우량산정결과를 비교하고 적절한 산정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단일유역의 경우 단위도 개념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한계유출고의 기준 수심을 제방을 월류하여

홍수를 유발하는 수심 대신에 하천에서 인명의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의 수심을 한계유출고로 결정하0.5m

여 하도에서의 한계유량을 공식으로 산정하였다 유역에서의 첨두유량은 산악지역의 지형특성을 가Manning .

장 잘 반영하는 식을 사용하였다 식의 첨두유량과 한계유량을 같게 두고 매개변수와 지GCUH . GCUH GCUH

형특성 자료를 대입하여 유효우량을 산정하였다 경보발령 기준우량은. SCS(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방법의 총강우량 유효우량 관계식을 이용해 지속시간별로 경보발령 기준우량에 해당하는 총강우량service) -

을 계산했다 지속시간별 총강우량 중 해당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속시간에 해당하는 우량을 돌발.

홍수 경보발령 기준우량으로 산정하였는데 임의의 강우사상에서 지속시간별 유역평균강우량이 경보발령 기

준우량을 초과하면 경보를 발령한다.

분할유역의 경우는 단일유역의 경우와 달리 저류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홍수추적 요소가 포함되며

유역은 법을 이용하였고 하도추적은 방법 저수지추적은 수정 방법을 각각 사GCUH Muskingum-Cunge , -Puls

용하였다 우선 임의의 지속시간과 강우량을 적절히 가정하고 지속시간 강우량별 첨두유량을 산정한다 유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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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끝단의 하도에 대해 공식 또는 를 이용해 산정한 한계유량을 이용해 지속시간별 강우Manning HEC-RAS

유출량 자료에서 보간법으로 지속시간별 경보발령 기준우량을 산정한 후 지속시간을 결정함으로써 돌발홍-

수 경보발령 기준우량을 결정한다.

다음 그림 에 단일유역과 분할유역의 돌발홍수예경보 기준우량산정 시스템과 경보발령 기준우량 및 절차1

를 나타내었고 그림 에는 오대산 소금강유역의 경보발령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절차도이다2 .

단일유역

지속시간 결정

각지점의 격자가중치 산정

출구점 단면의 한계수심(Yb) 결정

출구점의 한계유량(Qd) 결정

GCUH식에 의한 지속시간별
유효우량 산정(Qp=Qd)

유역 구분

10, 20, 30, …,120
지속시간

(min)
10, 20, 30, …,120

지속시간

(min)

0.5, 0.7, 1.0m

- 구형단면 가정
- Manning유량공식

크리깅시스템 구축

지속시간별 우량자료의
유역평균강우량 산정

강우지속시간 결정

경보발령기준 결정
유역평균강우량(Ravg)>경보발령기준우량(Rt)

경보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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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강우지점의 티센비 산정

유역 구분

티센망도 작성

지속시간별 우량자료의
유역평균강우량 산정

티센법티센법티센법티센법

or

분할유역

지속시간-강우량 결정

각지점의 격자가중치 산정
or

각 강우지점의 가중치 산정

출구점 단면의 한계수심(Yb) 결정

지속시간별 우량자료의 첨두유출량(Qp) 산정

출구점의 한계유량(Qd) 결정

분할유역의 경보발령우량
산정용 유출량 산정시스템

유역 구분

지속시간별 우량-유출량 관계식 유도

5

10

15

…

100

10 20 30 …120지속시간
(min)

강우량

(mm)

5

10

15

…

100

10 20 30 …120지속시간
(min)

강우량

(mm)

0.5, 0.7, 1.0m

- 구형단면: Manning
- 자연단면: Hec-ras

크리깅시스템 구축
or

티센망도 구축

지속시간별 강우자료의
시간분포

지속시간별 우량자료의
시간분포형 결정(HUFF)

시간분포된 지속시간별
우량자료의 유역평균강우량 산정

SCS방법에 의한 강우손실량 산정

토지이용도, 토양도에 의한 CN값 산정

시간분포된 지속시간별
유역평균강우량자료의 유효우량 산정

강우량
(mm)

유출량
(Qp)

지속시간10분

지속시간30분

지속시간20분

y=a+b*x

지속시간별 경보발령우량 산정

강우지속시간 결정

경보발령

경보발령체계경보발령체계경보발령체계경보발령체계

경보기준우량경보기준우량경보기준우량경보기준우량 산정절차산정절차산정절차산정절차

경보발령기준 결정
유역평균강우량(Ravg)>경보발령기준우량(Rt)

Qd

Rt

크리깅법크리깅법크리깅법크리깅법 or or or or 티센법티센법티센법티센법

- GCUH+ Muskingum
- GCUH+ Muskingum Cunge

그림 단일유역 및 분할유역의 돌발홍수예경보 기준우량 산정 절차그림 단일유역 및 분할유역의 돌발홍수예경보 기준우량 산정 절차그림 단일유역 및 분할유역의 돌발홍수예경보 기준우량 산정 절차그림 단일유역 및 분할유역의 돌발홍수예경보 기준우량 산정 절차1.1.1.1.

RT = (0.32×P+0.68×P)

- RT 분 지속시간 총강우량: 20

- P 제 우량국 분 지속시간 강우량= 1 20

- P 제 우량국 분 지속시간 강우량= 2 20

총강우량 산정

경보발령

(RT > 9mm)1111경보국경보국경보국경보국

2222경보국경보국경보국경보국

3333경보국경보국경보국경보국

2222우량국우량국우량국우량국

1111우량국우량국우량국우량국

총강우량 산정

경보발령

(RT > 9mm)1111경보국경보국경보국경보국

2222경보국경보국경보국경보국

3333경보국경보국경보국경보국

2222우량국우량국우량국우량국

1111우량국우량국우량국우량국

제 경보국< 1 >
경보발령:

전달
⇒

제 경보국< 2,3 >
경보발령:

경계경보 분: 9mm/20
대피경보 분1: 10mm/20
대피경보 분2: 11mm/20

그림 오대산 유역의 돌발홍수예경보 기준 및 경보발령절차 예그림 오대산 유역의 돌발홍수예경보 기준 및 경보발령절차 예그림 오대산 유역의 돌발홍수예경보 기준 및 경보발령절차 예그림 오대산 유역의 돌발홍수예경보 기준 및 경보발령절차 예2.2.2.2.



실유역적용예실유역적용예실유역적용예실유역적용예2.2.2.2.

기법을 이용한 유역특성자료 및 매개변수 산정기법을 이용한 유역특성자료 및 매개변수 산정기법을 이용한 유역특성자료 및 매개변수 산정기법을 이용한 유역특성자료 및 매개변수 산정2.1 GIS GCUH2.1 GIS GCUH2.1 GIS GCUH2.1 GIS GCUH

덕천강 유역은 표 과 같이 유역면적이 이며 고도차는 유역경사는 로 유역 면적에1 246.15km2 1636m, 0.056

비해 상당히 급한 편이다 의 값은 조건에서 조건에서 으로 나타났다 하천. SCS CN AMC-II 62, AMC-III 80 .

은 전체적으로 부채꼴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류는 덕천강을 향하여 남동쪽으로 흐르고 있다.

표 는 법을 적용하기 위한 지형매개변수로 조도계수 는 이근천식을 이용하여 산정하였고 최고차2 GCUH (n)

하도폭(B

은 회귀식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는데 본 연구의 경우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는 자체유도식의 결과)

를 사용하였다.

표 은 분할유역에 대해 하도추적법을 위한 입력자료로 덕천강하천정비기본계획 보고서3 Muskinm-Cunge

상에서 조사된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하였다(1993) .

한편 덕천강 유역의 지형특성자료 및 매개변수를 산정하기 위해 기법으로 구축 및 산정한 결과, GCUH GIS

를 그림 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리고 그림 는 덕천강 분할유역에 대해 하도추적법을3 . 3(f) Muskingum-Cunge

적용하여 수행하기 위한 모식도이다.

표 덕천강 유역의 유역특성자료표 덕천강 유역의 유역특성자료표 덕천강 유역의 유역특성자료표 덕천강 유역의 유역특성자료1.1.1.1.

유역
구분

유역면적
(km2)

유로연장
(km)

경사
(m/m)

단면폭
(m)

고도차
(m) 비고

전체 246.152 29.03 0.056 127 1636

표 대상유역의 매개변수 산정결과표 대상유역의 매개변수 산정결과표 대상유역의 매개변수 산정결과표 대상유역의 매개변수 산정결과2. GCUH2. GCUH2. GCUH2. GCUH

유역구분
분기비
R

연장비
R

면적비
R

최고차
하도길이
L


(km)

최고차
하도경사
S


(m/m)

최고차
유역면적
A


(km2)

조도계수
n

최고차
하도
평균폭
B

(m)

CN
(AMC-II)

덕천강
유역

분할
유역

w1 3.0873 0.7266 3.4663 6.042 0.019 34.689 0.065 27.271 59.270

w2 4.088 1.9923 4.7379 2.928 0.038 21.842 0.072 19.276 58.332

w3 3.9442 1.4188 4.302 5.037 0.017 14.864 0.064 14.443 63.395

w4 3.3006 1.4055 3.7297 6.597 0.005 28.565 0.053 23.574 64.249

w5 4.2426 2.3572 5.4175 2.660 0.024 56.022 0.068 39.068 63.147

w6 4.7179 2.669 5.5082 6.739 0.026 33.430 0.068 26.525 66.787

w7 4.7083 2.7383 5.4792 7.625 0.022 36.584 0.067 28.381 60.723

w8 2.6158 1.7493 3.0217 2.340 0.012 17.909 0.062 16.610 62.612

w9 2.8821 1.3682 3.2851 4.946 0.015 26.016 0.063 21.978 59.859

w10 2.8695 1.2653 3.1771 6.518 0.028 17.850 0.069 16.569 62.093

단일
유역 전체 3.83 1.86 4.24 5.380 0.025 237.020 0.035 127.000 62.000

표 덕천강 유역의 하도추적을 위한 입력자료표 덕천강 유역의 하도추적을 위한 입력자료표 덕천강 유역의 하도추적을 위한 입력자료표 덕천강 유역의 하도추적을 위한 입력자료3 Muskingum-Cunge3 Muskingum-Cunge3 Muskingum-Cunge3 Muskingum-Cunge

구분
홍수파
전파속도비
(Vw/V)

평균하폭
(B, m)

하도연장
(L, m)

하도경사
(S, m/m)

하상조도
계수(n)

측면구배
(xH:1V)

단면
형상

비고

R1 1.5 51 7768 0.024 0.055 0 1

단면형상
구형1:
제형2:
삼각형3:

R2 1.5 66 4400 0.037 0.055 0 1

R3 1.5 52 7286 0.038 0.055 0 1

R4 1.5 60 8469 0.044 0.040 0 1

R5 1.5 127 11580 0.025 0.035 0 1



(a) DEM 유역분할 및 하천망도(b)

차수도(c) Horton 토양도(d)

w2w2w2w2

w10w10w10w10

w8w8w8w8

w7w7w7w7

w6w6w6w6
w9w9w9w9

w3w3w3w3

w4w4w4w4

w1w1w1w1

w5w5w5w5

R1R1R1R1

R2R2R2R2

R3R3R3R3
R4R4R4R4

R5R5R5R5

토지이용도(e) 강우 유출 모식도 하도추적(f) - ( )

그림 덕천강 유역의 분석 결과그림 덕천강 유역의 분석 결과그림 덕천강 유역의 분석 결과그림 덕천강 유역의 분석 결과3. GIS3. GIS3. GIS3. GIS

돌발홍수예경보 기준우량 산정결과돌발홍수예경보 기준우량 산정결과돌발홍수예경보 기준우량 산정결과돌발홍수예경보 기준우량 산정결과2.22.22.22.2

덕천강유역의 돌발홍수예경보 기준우량을 산정하였는데 단일유역은 덕천강 유역전체와 분할유역은 덕천

강 유역을 개 단일유역으로 분할한 유역으로 단일유역의 경우 단위도법을 이용하여 단위도 개념을10 GCUH

적용하였고 분할유역의 경우유역 유출량은 법을 적용하고 홍수추적은 하도추적법GCUH Muskingum-Cunge

을 적용하여 돌발홍수 예경보 기준우량을 각각 산정하여 비교하였다.

덕천강 유역의 단일유역과 분할유역 각각에 대해 임계수심 에 대해 강우초기손실우량 조건0.5, 0.7, 1.0m

Ia 인 조건으로 지속시간별로 돌발홍수예경보 기준 우량을 산정한 결과는 각각 표 와 같다=0.0S 4 .

여기서 지속시간 분 임계수심 를 기준으로 각각 결과를 비교 하면 단일유역은 분할유역, 20 , 0.5m 16.84mm,

은 로 분할유역의 값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년도 수자원관리기법개발연구조사 보고서18.41mm . 1999

제 권 건교부 에서 덕천강 유역과 가장 근접한 진주기상청 지점의 확률강우량 산정결과 중 돌발홍수1 ( , 2000)

산정 강우 기준 빈도인 년 빈도 강우량과 와 비교해서 약간 작은 값이지만 분할 유역의 산정결과가2 20.6mm

보다 근접한 산정결과를 나타내었으므로 분할유역의 결과를 채택하였다.

돌발홍수예경보 기준우량의 적용은 과대 산정시 돌발홍수를 예보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고 과소 산정시

잦은 경보로 인한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기준우량 산정시 유역의 크기와 특성에 맞는 산정기법을 선택하

여야 한다.



표 덕천강 단일 유역 및 분할유역의 지속시간별 돌발홍수예경보 기준우량 단위표 덕천강 단일 유역 및 분할유역의 지속시간별 돌발홍수예경보 기준우량 단위표 덕천강 단일 유역 및 분할유역의 지속시간별 돌발홍수예경보 기준우량 단위표 덕천강 단일 유역 및 분할유역의 지속시간별 돌발홍수예경보 기준우량 단위5.4.4 ( : mm)5.4.4 ( : mm)5.4.4 ( : mm)5.4.4 ( : mm)

지속시간
분( )

임계수심별 한계우량(m), Ia=0.0S 비고

0.5m 0.7m 1.0m

단일유역 분할유역 단일유역 분할유역 단일유역 분할유역

10 14.93 14.55 18.68 19.38 23.83 26.10

20 16.84 18.41 21.17 24.12 27.17 31.70 기준

30 18.15 22.60 22.9 28.86 29.54 37.72

40 19.19 24.96 24.29 30.54 31.48 39.46

50 20.07 27.68 25.5 33.97 33.19 43.83

60 20.86 30.03 26.58 37.47 34.75 48.40

70 21.59 32.65 27.59 41.47 36.24 52.28

80 22.26 34.95 28.54 43.98 37.66 56.52

90 22.90 37.77 29.46 47.17 39.07 59.59

100 23.51 39.77 30.35 49.72 40.46 63.56

110 24.11 42.61 31.22 52.68 41.86 67.21

120 24.68 44.35 32.09 55.26 43.29 70.29

Q d( m
3/sec ) 179.77 314.31 567.78

결론결론결론결론3.3.3.3.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돌발홍수예경보시스템은 돌발홍수 경보발령기준우량 산정과 운영시스템으로 나뉜다.

대상유역인 덕천강 유역에 대해 단일유역은 단위도법을 사용하고 분할유역은 단위도법과 홍수추적법을 이용

하여 돌발홍수 기준우량을 산정하였다 덕천강 단일유역의 돌발홍수 기준우량결과와 분할유역의 산정결과를.

비교하였는데 분할유역이 약간 크게 산정되었고 인근 진주 기상청지점 년 빈도 확률강우량과 비교해서 분2

할유역의 산정 값이 보다 현실적임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중규모 이상의 유역은 단위도법만으로 경보발령기준우량을 산정하는 것은 과소산정의 위험성이 있으므

로 적절한 크기의 유역분할 후 홍수추적법을 적용한 강우 유출 모의를 통한 기준우량의 산정이 적절할 것으-

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참 고 문 헌참 고 문 헌참 고 문 헌

김운태 배덕효 조천호 돌발홍수예보를 위한 미소유역의 한계유량 산정, , (2002). “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한

국수자원학회 제 권 제 호, 35 5 , pp. 553-561.

배덕효 최지혜 장기호 평창강 유역의 한계유량 산정, , (2001). “ .”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I),(I),(I),(I), 한국

수자원학회, pp. 286-291.

Carpenter, T.M., and Georgakakos, K.P. (1993). GIS-based Procedures in Support of Flash Flood

Guidance. IIHR Report No. 366, Iowa Institute of Hydraulic Research The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pp. 1-27.

Carpenter, T.M., Sperfslage, J.A., Georgakakos, K.p., Sweeney, T., and Fread, D.L. (1999). "National

Threshold Runoff Estimation Utilizing GIS in Support of Operational Flash Flood Warning Systems."

Journal of Hydrology, Vol. 224, pp. 21-44.

Rodriguez-Iturbe, I. and J. B. Valdes. (1979). "The Geomorphologic Structure of Hydrologic Response."

Water Resources Research, Vol. 15, No. 6, pp. 1409-1420.

Rodriguez-Iturbe, I., M. G. Sanabria, and R. L. Bras. (1982). "A Geomorphoclimatic Theory of the

Instantaneous Unit Hydrograph." Water Resources Research, Vol. 18, No. 4, pp. 877-903.

Shreve, R.L. (1967). "Infinite Topologically Random Channel Networks." J. Geol. 75:178-186.

Strahler, A.N. (1957). "Quantitative Analysis of Watershed Geomorphology." Trans. Am. Geophys. Union.

38(6), pp. 913-920.

Sweeney, T.L. (1992). Modernized Areal Flash Flood Guidance, NOAA Technical Memorandum NWS

HYDRO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