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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자연현상의 강우와 유출관계를 규명하는 일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우며 대부분의 하천이 충분한 수문정

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문학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방법이 필요하다 지리정보시스.

템 은 강우 유출 등 수문학적 모델링에 있어서 많은 새로운 방법을(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s; GIS) -

연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소하천 유역은 아직 수위나 유량 관측이 행해지지 않은 미계측유역이 있어 홍수시 정확한 유출

량 추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와 를 이용하여 지형특성인자값을 산정하고 유역. GIS WMS ,

특성인자들을 대표유역인 설마천 유역에 적용하여 격자크기별 지형특성인자값을 비교하고IHP DEM ,

수문모형을 이용하여 유출수문곡선을 모의하고 이 결과와 실제 수문곡선과의 비교를 통하여 설HEC-HMS

마천 유역의 적정한 격자크기를 결정해 보고자 한다D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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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용어 격자크기핵심용어 격자크기핵심용어 격자크기핵심용어 격자크기: GIS, DEM,: GIS, DEM,: GIS, DEM,: GIS, DEM,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악지형의 지형정보를 바탕으로 지형을 대표할만한 격자크기를 결DEM

정하고 강우 유출모의를 통해 적절한 매개변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GIS , GIS

는 지형의 수치지도를 사용하여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지형특성인자를 기존의 종이지도에 비해 손

쉽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악지형에 구축된 축척의 수치지도를 이용하. 1:25,000

여 지형특성을 분석하였고 지형특성인자를 산정하기 위해 자료를, DEM 10m, 30m, 50m, 80m,

격자간격으로 구축해 계산하였고 을 이용한 지형 해석의 방법으로 해석을 수행100m , DEM Grid

하였다 지형특성인자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지형특성인. WMS ,

자를 비교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설마천 연구보고서에서 산정된 지형인자와 비교하였다.

홍수유출해석은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유효우량의 산정은 적용시 적합한HEC-HMS GIS SCS

방법을 사용하였고 강우 유출변환은 합성단위도법을 사용하였으며 하도홍수추적은CN , - Clark ,

방법을 사용하여 유출해석을 실시하였다Muskingum .

* 정회원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E-mail : leejk@hanyang.ac.kr

** 정회원 한양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 terry2282@hanmail.net

*** 정회원한양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 졸업 E-mail : cbl50@hanmail.net



모형의 선정모형의 선정모형의 선정모형의 선정2.2.2.2.

2.1 WMS (Watershed Modeling System)2.1 WMS (Watershed Modeling System)2.1 WMS (Watershed Modeling System)2.1 WMS (Watershed Modeling System)

모형은 미 육군 공병단 과 영국의WMS (U.S Army Corps of Engineering) Brigham Young

대학의 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에서 구축된 유역의Engineering Computer Graphics Laboratory GIS

자료를 바탕으로 유역의 지형특성인자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추출해내서 수문해석 시 최대DEM

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와 수문모델링이 연계되어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모형GIS WMS

을 이용하여 설마천 유역의 지형특성인자들을 추출하였다.

2.2 HEC-HMS2.2 HEC-HMS2.2 HEC-HMS2.2 HEC-HMS

모형은 강우 유출현상의 수리 수문학적 과정을 상호 연결하여 유역의 응답을 나HEC-HMS - ,

타내도록 설계한 모형으로 년에 미공병단 수공연구센터 에1998 (Hydrologic Engineering Center)

의해 개발되었다 이 모형은 기존의 모형과 비교하여 입출력자료의 작업기능 자. HEC-1 GIS , GIS

료를 이용한 분포형 모형 개념의 도입 빈도강우의 형성 및 모의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보완된 모,

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효우량 계산은 유출변환은 방법을 사용하여 하였으며SCS-CN, Clark Clark

방법에 사용된 도달시간 산정식은 지형특성인자를 사용한 공식과 저류상수 산정식은Rziha (K)

공식을 사용하여 유출수문곡선을 모의 하였다Linsley .

적용대상유역 설마천적용대상유역 설마천적용대상유역 설마천적용대상유역 설마천3. ( )3. ( )3. ( )3. ( )

본 연구의 적용유역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시험유역인 설마천 유역을 선정하였다 설마천.

시험유역은 동경 북위 에 위치하며126° 55´ 54´´ 126° 54´ 57´´, 37° 54´ 57´´ 37° 56´ 23´´～ ～

유역의 대부분은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형적인 산지하천이다 유역내에는 개소의 우량관. 5

측소와 개소의 우량 기상관측소 개의 수위 관측소가 있으며 매 분 단위로 강우 및 유량을1 - , 2 , 10

관측하고 있다 유역면적이. 8.5 km
2
인 소유역이기 때문에 격자크기에 따라 지형인자가 영DEM

향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여 선정하였다.

설마천 유역의 수치지도로부터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서1:25,000 DEM Arc-View GIS

를 이용하였으며 에서 생성된 형식의 파일이 에서 호환이 되Software , Arc-View Raster Grid WMS

도록 파일을 의 크기별로 구축하였다ASC 10m, 30m, 50m, 80m, 100m Grid .Ⅱ

크기별 유역특성인자 추출크기별 유역특성인자 추출크기별 유역특성인자 추출크기별 유역특성인자 추출3.1 Grid3.1 Grid3.1 Grid3.1 Grid

설마천 유역의 유역특성인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먼저 에 내장된 모듈을 이용하, WMS TOPAZ

여 하천의 흐름방향을 결정하고 그림 와 같이 설마천유역을 보고서의 설마천 수위관측, 1 4 IHP～

소 좌표를 기준으로 수위관측소를 출구점으로 하여 격자크기에 따라DEM 10m, 30m, 50m, 80m,

로 추출하였고 설마천 유역에 대한 유역특성인자를 크기별로 추출해 보았다100m , Grid .



그림그림그림그림 1. DEM 10m1. DEM 10m1. DEM 10m1. DEM 10m 그림그림그림그림 2. DEM 30m2. DEM 30m2. DEM 30m2. DEM 30m

그림그림그림그림 3. DEM 50m3. DEM 50m3. DEM 50m3. DEM 50m 그림그림그림그림 4. DEM 80m4. DEM 80m4. DEM 80m4. DEM 80m

표 크기별 유역특성인자표 크기별 유역특성인자표 크기별 유역특성인자표 크기별 유역특성인자1. DEM1. DEM1. DEM1. DEM

10m 30m 50m 80m 100m IHP

유역면적 [km2] 8.54 8.53 8.48 8.38 8.19 8.50

유로연장 [km] 6.635 5.902 5.334 4.096 3.277 5.80

유로경사 [m/m] 0.023 0.024 0.025 0.029 0.030 0.023

모형을 이용하여 설마천 소유역으로부터 추출한 유역특성인자들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WMS

설마천 연구보고서의 값들과 비교해보면 유역면적은 표 에서와 같이 크기가 커짐에 따라, 1 Grid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유로연장은 격자크기 의 값은 와 비교해 봤을 때, DEM 10m 100m

두배 이상의 차이가 보였데 이는 크기가 커질수록 하천형상이 단순해지고 실제 하천과 다른Grid

형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표 의 가장 오른쪽 란의 값은 설마천 연구보고서의 값을 비교값으. 1 IHP

로 나타내 보았다 유역면적은 의 값이 가장 근접하였으며 유로연장은 값이 가장 근접. 50m , 30m

하였으며 유로경사는 의 값이 일치하였다 의 유역특성값들은 모두 근접한, 10m . 10m, 30m, 50m

값이지만 유로연장을 보면 의 값은 다소 과장되어 산정되었고 의 값이 가장 잘 일치함을10m 30m

볼 수 있다 유로연장은 유출변환방법인 방법의 도달시간과 저류상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Clack

한 인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값이 가장 적절한 격자크기로 판단된다. 30m .



3.23.23.23.2 격자크기별 강우 유출모의격자크기별 강우 유출모의격자크기별 강우 유출모의격자크기별 강우 유출모의DEM -DEM -DEM -DEM -

모형으로부터 추출된 유역특성인자들을 모형의 입력 매개변수로 사용하여 강WMS HEC-HMS

우 유출 모의하였고 설마천유역의 실제 강우사상과 비교하였다- , .

강우사상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총 시간 분 단위강우로2003 8 6 14:00 2003 8 8 4:00 38 , 10

모의하였고 유효우량 산정을 위해 조건하에서의 값을 사용하였으며 지점의 우량, AMC-III CN , 6

관측소별 계수는 표 와 같다Thiessen 2 .

표 우량관측소 지점의 계수표 우량관측소 지점의 계수표 우량관측소 지점의 계수표 우량관측소 지점의 계수2. 6 Thiessen2. 6 Thiessen2. 6 Thiessen2. 6 Thiessen

우량관측소 계

전적비교 비룡포대 설마리 범륜사 감악산 빈배이
1.000

0.042 0.184 0.276 0.280 0.058 0.160

에서는 합성단위도의 유도를 위하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도달시간HEC-HMS Clack , (Tc 산)

정은 하도의 최상류부에서 최하류단까지 유수가 도달하는 시간으로 공식 공식Rziha , Kraven ,

공식 등의 경험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자연하천의 상류부에 적용되는 공식인Kiripich (S 1/200)≥

공식을 적용하였으며 저류상수 는 공식을 사용하였다Rziha , (K) Linsley .

  

 

 ,  



 

여기서, 은 유로연장(km), 는 무차원 하천평균경사, 는 유역면적(km2), 는 0.01 0.003～

범위의 계수이며 크기별 유역특성인자값을 사용하였다, DEM .

그림 격자크기별 강우 유출 모의그림 격자크기별 강우 유출 모의그림 격자크기별 강우 유출 모의그림 격자크기별 강우 유출 모의5. DEM -5. DEM -5. DEM -5. DEM -



결론결론결론결론3.3.3.3.

격자크기를 로 나누어 유역특성인자를 산정해 보았을 때 가DEM 10m, 30m, 50m, 80m, 100m

장 큰 특징은 유로연장의 감소에 있었다 의 격자크기는 오히려 유로연장을 과대 산정. 10m DEM

하였고 격자가 가장 근접한 값을 보였으며 이상의 값은 유로연장을 너무 작게 산정하여, 30m , 80m

부적합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격자 크기에 따른 유출량 모의를 살펴보면 격자크기 에서는 실제 유출수문곡선과 비DEM 10m

교해 보았을 때 첨두유량은 감소하였으며 첨두 발생시간은 늦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격. DEM

자크기 일 때의 유출수문곡선은 첨두유량과 첨두 발생시간 모두 잘 일치하였으며 이상30m , 50m

의 격자크기의 유출수문곡선은 첨두유량이 점차 증가하고 첨두 발생시간은 빨라졌다.

격자크기는 유역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격자크기가 작을수록 실제 유역형상을 잘DEM .

반영할 수 있으나 과대평가 되는 부분도 있었다 따라서 유역의 유출모의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

용이 가능하고 원자료의 지형정보를 잃지 않는 적정 크기를 결정해야한다Gr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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