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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최근의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강우분포는 실제 호우사상의 적Huff

용성 보다는 최빈분위의 적용에 따라 특히나 재해 관련하여서는 홍수량이 크게 산정된다는 이유

로 인하여 분위를 채택하고 있다Huff 4 .

시간분포는 설계홍수량 수문곡선의 모양과 첨두홍수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적용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과거 강우자료로부터 강우지속기간 동안에 총강우량이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분포되었는지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지역에 적합한 시간분포

모형을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출수문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 있어 분위별 강우.

분포에 따른 손실율과 유출수문곡선과의 관계는 아직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는 확률강우량

의 시간분포 산정 방법 중 분포를 이용하여 각 분위별로 유출수문곡선을 산정하였으며 유효Huff ,

우량 손실과 유출수문곡선과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강우의 손실율은 유출수문곡선의 상승부.

와 첨두전의 유출총량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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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용어 강우분포 손실율핵심용어 강우분포 손실율핵심용어 강우분포 손실율핵심용어 강우분포 손실율: Huff ,: Huff ,: Huff ,: Huff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소하천 유역의 임계지속시간의 산정과 홍수량의 산정은 강우와 지형적인 특성에 따른 도달시

간과 저류상수등의 함수로 이루어진다 최근 재해분석과 대책수립을 위하여 소규모 유역의 홍수량.

산정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서 등에는 분위법을 이용하여 홍수량 산, Huff 4

정을 권장하고 있다 강우분포와 홍수량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졌으나 대부분의 연구.

가 강우분포 모형에 따른 첨두유출의 상관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박재현 등.

(2006)
1)
은 방법에 의한 첨두홍수량의 임계지속시간을 산정하여 실측자료를 이용한 빈도분석Huff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장수형 등, (2006)2) 3)은 방법의 시간분포의 고려에 대해 국내적용성을 비Huff

교하여 지속시간별 분포를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용수 등Huff . (2007)
4)
은 이동강우의 이

동속도를 고려하여 강우분포별 홍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윤여진 등, (1998)
5)
전병호,

등 등(1991) 6)은 각 강우분포모형에 따른 유출수문곡석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강우분포에 관한 국내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유역에 있

어 강우분포가 홍수량의 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유효강우의 분포와 첨두홍수량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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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은 어떠한지 이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하천 유역의 홍수량이.

강우분포와 어떠한 시간적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대상유역대상유역대상유역대상유역2.2.2.2.

본 과업대상 행정구역인 달성군 가창면은 남서단에 위치한 비슬산 을 비롯하여 최정산(1,084m)

우미산 산성산 상원산 황학산 청룡산 주암산 일명 배(889m), (656m) (663m), (670m), (716m), (729m), (

바우산 용지봉 등의 연봉이 솟아 사방이 산으로 에워싸여 있고 다만 북쪽에 용계: 846m), (629m), ,

리와 수성구 파동 사이에 신천과 도로가 연결되어 있다 우미산 상원산에서 발원한 신천이 남북. ,

으로 흐르며 좁고 긴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비슬산에서 발원하는 용계천은 산을 침식하고 아름다, .

운 계곡을 형성하여 가창호 동쪽에서 신천과 합류한다 전면적의 가 임야로서 경지는 불과. 84.7%

에 불과하다 면을 관류하는 용계천 하류에 축조된 가창호는 대구광역시 급수량 를 담당8.4% . 5.4%

하고 있는데 동쪽은 경산군 남천면 남쪽은 청도군 이서면과 각북면 서쪽은 유가면 옥포면 화원, , , ,

읍과 달서구 월배 북쪽은 수성구 파동에 닿는다 특히 용계천은 전 구간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

지정되어 있으며 산세가 수려하고 대부분의 소하천이 급경사를 이루며 흐른다.

유역 유역면적(km2) 유로연장(km) 경사(S) 도달시간(hr)

부곡 소하천 4.37 3.91 0.011 0.63

안박실 소하천 1.75 1.81 0.108 0.38

오리 소하천 3.88 3.01 0.166 0.39

무등 소하천 1.03 1.32 0.066 0.37

모산 소하천 0.48 1.24 0.024 0.40

제일곡 소하천 0.93 1.46 0.015 0.43

표 대상 유역 특성표 대상 유역 특성표 대상 유역 특성표 대상 유역 특성< 1>< 1>< 1>< 1>

그림 연구대상 유역 위치도 모산 무등 제일곡 부곡그림 연구대상 유역 위치도 모산 무등 제일곡 부곡그림 연구대상 유역 위치도 모산 무등 제일곡 부곡그림 연구대상 유역 위치도 모산 무등 제일곡 부곡< 1> ( , , , )< 1> ( , , , )< 1> ( , , , )<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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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구대상 유역 위치도 오리 안박실그림 연구대상 유역 위치도 오리 안박실그림 연구대상 유역 위치도 오리 안박실그림 연구대상 유역 위치도 오리 안박실< 2> ( , )< 2> ( , )< 2> ( , )< 2> ( , )

강우분포와 첨두홍수량 분석강우분포와 첨두홍수량 분석강우분포와 첨두홍수량 분석강우분포와 첨두홍수량 분석3.3.3.3.

본 연구에서는 소하천 유역의 강우분포가 첨두홍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의Huff

각 분위에 대해서 홍수량을 임계지속시간을 산정하고 산정된 홍수량과 총강우의 첨두시간과 유효

강우의 첨두시간 그리고 유출수문곡선에서 첨두홍수량이 발생하는 시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첨두홍수량은 분위에서 발생하였으며 임계지속시간은 분4 , 1

위보다 분위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강우량과 유효강우량 그리고 첨두유출시간과의4 .

관계에서는 분위에서 분위로 갈수록 강우의 첨두발생시각과 총유출량의 첨두발생시간의 간격이1 4

좁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첨두유량의 증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분위에서는 대체로 첨두 유출량의 발생시간과 임계지속시간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 3 , 4

분위에서는 첨두유출량 발생시간이 임계지속시간보다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강우 유출의 발. -

생과정에서 첨두가 발생할 경우에서 강우의 집중도가 후반으로 갈수록 유출이 크게 나타나고 강

우의 패턴이 임계지속시간 보다 길게 첨두 유출수문곡선이 지속될수록 유출량이 증대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호우에서도 호우의 지속시간이 길고 후반부로 갈수록 강우강도가 커지면.

홍수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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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분위
첨두강우

발생시간

유효강우

첨두발생시간

유출첨두

발생시간
임계지속시간

첨두홍수량

(CMS)

부곡 소하천

1 40 50 140 300 53.94

2 150 160 200 270 57.98

3 190 190 230 230 61.11

4 280 280 310 270 65.99

안박실 소하천

1 40 50 120 270 24.04

2 130 140 160 210 24.69

3 160 170 190 190 27.11

4 220 220 240 200 30.27

오리 소하천

1 40 50 120 270 56.39

2 130 130 160 210 57.44

3 160 170 190 190 62.57

4 220 220 240 200 68.98

무등 소하천

1 40 50 120 270 14.44

2 130 130 160 210 14.80

3 160 170 190 190 16.23

4 220 220 240 200 18.07

모산 소하천

1 40 50 120 270 7.06

2 130 130 160 210 7.17

3 160 170 190 190 7.80

4 220 220 240 200 8.56

제일곡 소하천

1 40 50 140 300 12.71

2 130 140 170 220 13.09

3 170 170 200 200 14.31

4 230 230 250 210 15.81

표 첨두 발생시간비교표 첨두 발생시간비교표 첨두 발생시간비교표 첨두 발생시간비교< 2>< 2>< 2>< 2>

단위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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