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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현재 홍수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실무에선 각 하천마다 유출량에 대한 자료들이 부족한 실

정으로 및 등의 여러 가지 합성단위도법을 이용하여 홍수유출량을 추정하고 있는Clark Snyder

실정이다 이와 같이 합성단위도법을 이용하여 유출량 추정시 가장 중요시 되는 도달시간 및 저류.

상수 등의 매개변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수자원분야에서도 의 기법을 도입하여 대상유역의 수GIS

문학적 지형인자들을 추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방법에 비하여 손쉽고 정확하.

며 신뢰성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하천망 생성 및 유역분할 등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각

적용시킨 모형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방법들에 의해 추출되어지고 있는 지형인자들을 보다 정확하고 신뢰

성 있는 수문학적 지형인자를 추출하고 이를 강우 유출모형에 적용시켜 자연하천유역의 홍수유출-

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형인자 추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강우 유출 모의시 중요시. -

되는 매개변수 산정을 위해 수자원종합관리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국내기술로 개발된 모HyGIS

형과 기존의 지형인자 추출 방법 중에 하나인 모형을 적용하여 분할된 소유역 및Arcview GIS

격자크기별로 지형인자들을 추출하여 두 모형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매개변•

수 및 홍수유출량 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추정된 유출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측된.

유량자료로 개발된 수위 유량관계곡선식을 이용한 홍수량과 비교 검토하였다- .

핵심용어 지형인자 강우 유출핵심용어 지형인자 강우 유출핵심용어 지형인자 강우 유출핵심용어 지형인자 강우 유출: , Hygis, Arcview GIS, -: , Hygis, Arcview GIS, -: , Hygis, Arcview GIS, -: , Hygis, Arcview G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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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강우 유출 현상은 지상으로 떨어진 강우의 일부분이 지표 또는 하천으로 흐르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유출의 결과인 하천의 물이 수자원으로 이용되는 가장 중요한 공급처이기도 하며 또한

인간 생활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홍수량 산정 방법은 실제로 측정된 홍수량을 빈도 해석하여 설계홍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지만 국내의 관측 홍수량자료가 강우 자료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 유역의 강우량을 강우 유출 모형에 입력하여 설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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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을 구하는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유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강우는 시간적공간적으.

로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유역면적이 넓어질수록 강우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지, ,

역별로도 지형적인 특성인자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유역을 적절한 소유역으로 분할하여 모의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해당 유역을 일정한 소유역으로 분할하여 강우 유출 과정을 해석하게 되면 강우. -

가 공간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한다는 가정에 가깝고 유역의 지형학적 특성도 비교적 연관성을 가

질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강우 유출 해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수문학적 지형인자를 추출하고 이를 강우 유, -

출모형에 적용시켜 자연하천유역의 홍수유출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와 모형을Arcview GIS HyGIS

이용하여 수문학적 지형인자를 각각 분할된 소유역에 대하여 추출하고 매개변수를 산정하였다 소.

유역의 분할은 강우의 공간적인 특성 및 유역의 지형학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방

법으로 홍수유출량의 추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두 모형을 이용하여 산정된 매개변.

수를 적용시켜 대상유역의 추정된 홍수유출량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적절한 격자크기 및 추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유역선정및자료수집대상유역선정및자료수집대상유역선정및자료수집대상유역선정및자료수집2.2.2.2.

대상유역선정대상유역선정대상유역선정대상유역선정2.12.12.12.1

본 연구에서는 지형인자 추출 방법에 따른 홍수유출량을 예측하기 위해 장수군과 남원시에 위

치한 섬진강 수계중의 하나인 요천유역을 대상 유역으로 선정하였다.

섬진강의 제 지류인 요천 유역은 상류부는 유역의 대부분이 급경사 산지로 구성되어 있고 유1 ,

역 경계는 동경 북경 사이에 위치하며 북쪽127° 23‘ 00“~127° 37’ 30”, 35° 18‘ 40“ 35° 39’ 00”～

으로 금강유역 남서쪽은 섬진강유역 동쪽은 낙동강유역과 접하고 있다 유역면적은 이고, , . 485.70㎢

유로연장은 이며 이중 국가하천의 연장은 이고 하상경사는 이다60.10 , 17.20 , 1/350~1/240 .㎞ ㎞

호우사상및수문자료호우사상및수문자료호우사상및수문자료호우사상및수문자료2.22.22.22.2

대상유역의 개의 호우사상을 채택하였으며 강우 자료와 수위자료는 요천 유역내 개의 수위유3 , 1

량관측소 남원 와 개의 우량관측소 남원 장수 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대상 유역에 적용될 평균강( ) 2 ( , ) .

우량은 건설교통부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시간별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티센계수를 적용하여 산

정 하였으며 또한 강우 유출 모형으로 모의된 유출량과 실측값을 비교하기 위하여 남원수위표 지, -

점의 시수위자료와 수위 유량관계곡선식을 사용하여 환산한 홍수량자료를 사용하였다- .

표 채택 호우 사상< 1 >

구 분
강우 기간 관측된 첨두유량

(CMS)시 작 종 료

Event-1 2000. 07. 14 07:00 2000. 07. 15 18:00 502.30

Event-2 2002. 08. 06. 08:00 2002. 08. 06. 14:00 768.20

그림 요천 대상구간 및 위치도1

표 남원수위관측소 수위 유량관계 곡선식< 2> -

관측

소명

개발

년도

수위 유량관계 곡선식-

수위 범위 곡선식

남원 2000
0.040 h 1.800≤ ≤ 

0.390 h 0.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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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인자추출지형인자추출지형인자추출지형인자추출3.3.3.3.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이용하여 유역특성인자를 추출하는 여러 방법 중 가장 유역의 특성DEM

을 잘 반영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를 이용한 방법과 새롭게 개발된 를 이용Arcview GIS HyGIS

하여 대상유역 요천유역의 수문학적 지형특성인자를 추출하여 다음 표 과 같이 나타내었다< 3.1> .

기존의 지형인자 추출 방법인 와 를 이용하여 요천의 유역특성인자를 추출Arcview GIS HyGIS

하여 비교한 결과 각 소유역별로 추출된 하도연장 및 하도경사가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표 추출 방법에 따른 지형인자 비교< 3>

Grid-size
Arcview GIS HyGIS 차

하도연장 하도경사 하도연장 하도경사 하도연장 하도경사

YC-SUB1

50 9.45 0.00070 9.94 0.00187 -0.49 -0.00117

100 9.25 0.00068 9.67 0.00193 -0.43 -0.00125

150 8.40 0.00069 10.91 0.00130 -2.51 -0.00061

250 8.42 0.00068 11.05 0.00112 -2.63 -0.00043

YC-SUB2

50 10.70 0.00933 8.38 0.00466 2.32 0.00467

100 10.70 0.00955 8.82 0.00349 1.88 0.00606

150 10.23 0.00976 8.58 0.00370 1.65 0.00606

250 10.30 0.00963 7.95 0.00344 2.35 0.00619

YC-SUB3

50 24.02 0.02126 23.07 0.02281 0.95 -0.00155

100 23.41 0.02227 20.64 0.02117 2.78 0.00110

150 23.37 0.02682 19.77 0.02298 3.60 0.00384

250 22.00 0.02484 19.40 0.02452 2.60 0.00032

YC-SUB4

50 42.801 0.01175 45.73 0.01503 -2.93 -0.00328

100 42.034 0.01518 46.00 0.01621 -3.96 -0.00103

150 42.483 0.01904 44.50 0.01767 -2.01 0.00138

250 39.998 0.01775 45.21 0.02084 -5.21 -0.00309

그림그림그림그림 와 지형인자 추출와 지형인자 추출와 지형인자 추출와 지형인자 추출HyGIS Arcview GISHyGIS Arcview GISHyGIS Arcview GISHyGIS Arcview GIS

강우 유출모의강우 유출모의강우 유출모의강우 유출모의4. -4. -4. -4. -

매개변수산정매개변수산정매개변수산정매개변수산정4.14.1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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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시간은 수리학적으로 유역의 최원점에 내린 강우가 유역의 출구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

간으로 본 연구에서는 요천의 하도경사가 ≥ 이고 지표면의 흐름이 지배적인 하천으로서

공식을 적용하였으며 저류상수는 도달시간과 저류상수의 관계를 유역면적과 유로연장으Kraven ,Ⅱ

로 표현하여 유역의 특성을 비교적 잘 반영한다고 알려진 공식을 적용하였다 값은 섬Sabol . CN “

진강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 건설교통부 에서 제시된 요천유역의 조건값을 적”( , 2003.10) AMC-Ⅲ

용하였다.

표 및 를 이용한 매개변수 산정< 4.2> Arcview GIS HyGIS

소유역
GRID-

Size

도달시간(HR) 저류상수(min)
Arcview GIS HyGIS Arcview GIS HyGIS

Rizha Kraven2 Rizha Kraven2
Clark

(0.5)
Sabol

Clark

(0.5)
Sabol

YC-

1BASIN

50 10.29 0.75 5.99 0.79 2.98 0.55 1.92 0.58
100 10.18 0.73 5.71 0.77 2.95 0.53 1.84 0.56
150 9.21 0.67 8.18 0.87 2.67 0.48 2.53 0.64
250 9.27 0.67 9.07 0.88 2.68 0.48 2.76 0.65

YC-

2BASIN

50 2.46 0.85 2.92 0.67 0.92 0.78 1.02 0.54
100 2.42 0.85 3.65 0.70 0.91 0.78 1.24 0.58
150 2.28 0.81 3.43 0.68 0.86 0.73 1.18 0.56
250 2.32 0.82 3.32 0.63 0.87 0.74 1.13 0.50

YC-

3BASIN

50 3.36 1.91 3.10 1.83 1.37 1.97 1.27 1.82
100 3.19 1.86 2.90 1.64 1.31 1.87 1.18 1.49
150 2.84 1.85 2.64 1.57 1.19 1.87 1.09 1.39
250 2.80 1.75 2.49 1.54 1.16 1.67 1.03 1.35

YC-

4BASIN

50 8.55 3.40 7.88 3.63 3.29 4.55 3.11 5.63
100 7.20 3.34 7.57 3.65 2.84 4.32 3.01 5.74
150 6.35 3.37 6.96 3.53 2.57 4.46 2.79 5.13
250 6.24 3.17 6.40 3.59 2.50 3.79 2.61 5.41

강우 유출모의강우 유출모의강우 유출모의강우 유출모의4.2 -4.2 -4.2 -4.2 -

강우 유츌 모의시 강우특성 및 유역특성에 따라 많은 물리적인 특성들이 고려되어야 하나 자-

료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제유출상태에 맞게 모델화 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실무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모형을 적용하여 유출량을 산정하였으며 그HEC-HMS ,

결과 두 모형을 이용한 홍수유출량의 추정이 호우사상 및 에서 차이가 정도의20 30CMSⅠ Ⅱ ～

차이를 보였다.

그림 호우사상 홍수수문곡선그림 호우사상 홍수수문곡선그림 호우사상 홍수수문곡선그림 호우사상 홍수수문곡선4.14.14.14.1 ⅠⅠⅠⅠ 그림 호우사상 홍수수문곡선그림 호우사상 홍수수문곡선그림 호우사상 홍수수문곡선그림 호우사상 홍수수문곡선4.24.24.24.2 ⅡⅡⅡ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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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결론결론결론5.5.5.5.

본 연구에서는 각 다른 지형인자 추출 방법으로 추출된 지형인자가 매개변수 및 홍수유출량 산

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

추출 방법에 따른 격자크기별 을 구축하여 유역의 특성인자를 추출하여 비교한 결과1. DEM

와 두 모형 모두Arcview GIS HyGIS 100m× 이하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지형인자100m

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의 해상도를 높여 좀 더 조밀한 격자크기의 지형자료를 사용한다DEM

면 보다 정확한 유역특성인자를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천의 하류부의 하천망 생성시 보다는 정확하게 생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2. Arcview GIS

되었는데 이는 하천의 하류부의 부분에는 하도 내에 표고값이나 등고선이 있어야 하는데 현,

재 제공되는 지형정보에는 이에 대한 정보가 없는 실정으로 서로 다른 하천망을 추출하기 때

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두 모형을 이용하여 산정된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강우 유출 모의를 한 결과 호우사상 및3. - Ⅰ

에서 차이가 정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를 이용하여 추정된 홍수유20 30CMS , Arcview GISⅡ ～

출량보다는 작게 산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적절한 격자크기를 이용하여 추출된 유역특성.

인자를 사용한다면 와 를 이용한 홍수유출량의 추정값은 그리 크지 않는Arcview GIS HyGIS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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