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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도시지역은 도시형 수해발생 갈수시의 급수안전도 저하 평시 하천유량의 감소 공공수역의 수질악화 지, , , ,

하수 오염 등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개발로 인한 수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적인 설계.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 전후 물순환 환경 변화에 대한 정량적인 해석이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도시유역에의 적용이 활발한 물리적 개념의 분포형 수문모형인

모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전후의 물순환 변화를 해석WEP(Water and Energy transfer Process)

하였다 정밀한 해석을 위해 대상유역을 크기의 정방형 격자로 구분하고 기상 조건 지표면 조건 하천. 100m , , ,

토양 지하대수층 농업용수 이용 등 물순환에 관련된 광범위한 입력자료는 기존 측정 자료 및 관련 문헌 현, , ,

장 조사를 통해 각각 구축하였다 모의의 전 후처리는 를 통해 수행되었는데 는 모형의. · WEP+ , WEP+ WEP

방대한 양의 입력자료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다양한 시계열 및 공간분포 출력자료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지닌 전 후처리 프로그램이다· .

개발로 인한 물순환 변화는 절성토로 인한 지형 및 토양 조건 변화 토지이용 및 용수이용 변화에 대한,

개발 계획을 모형 입력자료로 구축한 후 개발전과 동일한 기상조건과 초기 모의조건 하에서 각각 년간 모, 11

의하여 수문 요소 변화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물순환 해석 결과는 개발 전후 모의에 대해 유황곡선.

및 물수지 수문요소 공간분포 비교를 통해 수행하였다, .

핵심용어 행정중심복합도시 분포형 수문모형 물순환 변화핵심용어 행정중심복합도시 분포형 수문모형 물순환 변화핵심용어 행정중심복합도시 분포형 수문모형 물순환 변화핵심용어 행정중심복합도시 분포형 수문모형 물순환 변화: , , WEP, WEP+,: , , WEP, WEP+,: , , WEP, WEP+,: , , WEP, W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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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도시 개발에 의해 우수의 불투수지역 확대 하천부지의 축소 산림 및 유수지의 감소 등이 급속히 진행되, ,

어 하천유량의 변화 지하수위의 저하 용수의 고갈 생태계의 파괴 등이 발생되어 왔다 도시지역은 도시형, , , .

수해발생 갈수시의 급수안전도 저하 평시 하천유량의 감소 공공수역의 수질악화 지하수 오염 등 여러가지, , , ,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개발로 인한 수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연과 공존이 가능한 도시 주거 환경을 구.

축하기 위한 대안적인 설계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 전후 물순환 환경 변화에 대한 정량적인,

해석이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전후의 물순환 해석을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도시유역에의 적용이 활발한 물리적 개념의 분포형 수문모형인 WEP(Wat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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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전후의 물순환 변화를 해석하였다 개발로 인Energy transfer Process) .

한 물순환 변화는 절성토로 인한 지형 및 토양 조건 변화 토지이용 및 용수이용 변화에 대한 개발 계획을,

모형 입력자료로 구축한 후 동일한 기상조건과 초기 모의조건 하에서 각각 년간 모의하여 수문 요소 변화, 11

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정밀한 해석을 위해 대상유역을 크기의 정방형 격자로 구분하고 기상. 100m

조건 지표면 조건 하천 토양 지하대수층 농업용수 이용 등 물순환에 관련된 광범위한 입력자료를 기존 측, , , , ,

정 자료 및 관련 문헌 현장 조사를 통해 각각 구축하였다 물순환 해석 결과는 개발 전후 모의에 대해 유황, .

곡선 및 물수지 수문요소 공간분포 비교를 통해 수행하였다, .

모형과모형과모형과모형과2. WEP WEP+2. WEP WEP+2. WEP WEP+2. W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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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계(PBSD; Physically Based Spatially Distributed) . , ,

산 침투시설 및 조절지 효과의 계산 및 농지의 상세 계산 등에 대한 기능을 덧붙이면서 모형을 개량하였다,

( , 2002).究

모형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도시유역 물순환 해석에 주로 적용되었다 일본에서는 도시지역 준도시WEP . ,

지역 농촌지역의 물열순환 해석을 위해 적용된 바 있다 등 국내 적용 사례로는 청계천 유역의, (Jia , 2001).

물순환 해석에 적용된 바 있으며 노성진 등 경안천 유역 및 설마천 유역 산지 사면의 토양수분 거동( 2005),

해석 노성진 등 노성진 등 단지 개발 지역의 개발 전후 물순환 변화 예측에 적용되었다 중국( 2006a, 2006b), .

에서는 모형을 확장한 모형을 이용하여 대륙단위의 물순환 및 물질순환 해석에 대한 연구가 수WEP WEP-L

행된 바 있다 등(Jia , 2006).

모형을 통해 도시 물순환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분포형 자료 및 시계열 자료가 필요하WEP

며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적 물적 자원이 소요된다 는 이와 같이 방대한 양의, . WEP+ WEP

모형 입력자료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다양한 시계열 및 공간분포 출력자료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지닌 전후처리 프로그램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를 통해 입력자료간의 상호관( , 2007). WEP+

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분포형 시계열 출력을 원활히 제어하고 출력결과를 별도의 프로그램없, , ,

이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입력자료의 포맷 및 입력자료간 일관성 검토를 통해 모형 수행 능력을 극대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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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료 구축입력자료 구축입력자료 구축입력자료 구축3.3.3.3.

분포형 수문모형인 모형은 각각의 수문요소를 물리적으로 모의하기 위해 대상유역 기상조건 지표WEP , ,

면 조건 표층토양 하천 지하대수층 등 다양한 입력자료가 필요하며 총 여개 이상의 입력파일 구축이 요, , 40

구된다 이 중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로 인해 변화가 예상되는 입력자료로는 지형 토지이용 표층토양 지하. , , ,

대수층 용수이용 등이 있다 개발 전후 변화된 유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각각의 모의에 대해 다르게 구축, .

된 입력자료와 동일하게 적용된 입력자료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개발 전후 상황에 대해 구축된 모형의 토지이용 입력자료는 각각 다음의 그림 와 같다 개발전WEP 3, 4 .

표층토양 자료는 기존의 정밀토양도를 이용하여 공간분포 자료를 다음 와 같이 생성하고 각각 토양통에 대5 ,

한 물리적 특성 자료를 구축하였다 개발후 표층토양은 절토 및 성토로 인해 그 특성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

되므로 절성토 구간을 표고 및 토지이용 자료로부터 별도로 추출하여 해당 격자들의 새로운 토양종류로 구,

분하였다 그림( 6).

구 분 입 력 자 료

개발 전후 모의시

같게 적용된 자료

기상 조건 강우 풍속 일조시간 기온 상대습도 초기조건 소유역 분할( , , , , ), , ,

하천 위치 식생인자 지하대수층 인자 등, ,

개발 전후 모의시

다르게 적용된 자료

지형 격자별 표고 경사 흐름방향 흐름누적 등 토지이용 표층토양 분포( , , , ), , ,

표층토양 인자 지하대수층 깊이 관개용수 등, ,

표 개발 전후 모의시 적용된 자료 구분표 개발 전후 모의시 적용된 자료 구분표 개발 전후 모의시 적용된 자료 구분표 개발 전후 모의시 적용된 자료 구분1.1.1.1.

그림 개발전 토지이용그림 개발전 토지이용그림 개발전 토지이용그림 개발전 토지이용3.3.3.3. 그림 개발후 토지이용그림 개발후 토지이용그림 개발후 토지이용그림 개발후 토지이용4.4.4.4.

그림 개발전 표층토양 분포그림 개발전 표층토양 분포그림 개발전 표층토양 분포그림 개발전 표층토양 분포5.5.5.5. 그림 개발후 표층토양 분포그림 개발후 표층토양 분포그림 개발후 표층토양 분포그림 개발후 표층토양 분포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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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결과모의 결과모의 결과모의 결과4.4.4.4.

모의된 시간별 유출 해석 결과를 일단위로 환

산하여 유황곡선을 작성하면 다음의 그림 과 같7

다 시간축의 이내에서는 개발후의 유황이 개. 10%

발전에 비해 높고 이후에는 개발후의 유황이, 10%

급속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후 갈수시 유

량 감소가 예상된다 유황관련 지수를 다음의 표. 2

에서 비교하면 풍수량 은 개발전 에(Q95) 0.386 /s㎥

서 개발후 으로 이상 감소하고0.146 /s 0.2 /s ,㎥ ㎥

저수량 갈수량 은 각각(Q275), (Q355) 0.06 /s, 0.04㎥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산정되었다/s .㎥

년 세부 수문 요소의 연간 물수지를 다음2007

의 표 을 통해 비교하였다 강수량 가3 . 1,442.0mm

일 때 증발산 직접유출 기저유출의 비율이 각각 였으며 개발후에는 각각100% , , 44.7%, 39.7%, 20.4% , 37.0%,

다 이는 증발산과 기저유출은 각각 감소되고 직접유출은 증가되었음을 의57.0%, 7.2% . 17.3%, 64.6% , 43.6%

미한다 본 모의는 개발후 토지이용의 불투수 면적과 절성토 토양의 특성에 대해 기존의 연구자료를 적용해.

도출한 결과이므로 자료의 보완을 통해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은 모형의, . 8 WEP

전후 처리 프로그램인 를 통하여 개발 전후 연간 직접유출 년 의 공간 분포를 도시한 것이다 그WEP+ (2007 ) .

림에서 보듯이 주거지역 등을 중심으로 직접유출이 증가하며 녹지축에는 큰 변화가 없다, .

표 개발 전후 유황지수 비교표 개발 전후 유황지수 비교표 개발 전후 유황지수 비교표 개발 전후 유황지수 비교2.2.2.2. (Unit: /s)(Unit: /s)(Unit: /s)(Unit: /s)㎥㎥㎥㎥

Case Q95 Q185 Q275 Q355 Min

Before development 0.386 0.168 0.097 0.059 0.053

After development 0.146 0.059 0.030 0.015 0.013

구분 면적( )㎢
불투수면

적율
강수 증발산 침투

직접

유출

중간

유출

지하수

유출
총 유출

Before

dev.
90.7 0.063 1,442.0 644.3 853.1 572.1 266.8 27.3 866.2

After dev. 90.7 0.324 1,442.0 533.1 468.1 821.3 79.3 24.8 925.4

표 연간 물수지 비교 년표 연간 물수지 비교 년표 연간 물수지 비교 년표 연간 물수지 비교 년3. (2007 )3. (2007 )3. (2007 )3. (2007 ) (Unit: mm/yr)(Unit: mm/yr)(Unit: mm/yr)(Unit: mm/yr)

개발전개발전개발전개발전(a)(a)(a)(a) 개발후개발후개발후개발후(b)(b)(b)(b)

그림 개발 전후 직접유출 공간분포 비교 년그림 개발 전후 직접유출 공간분포 비교 년그림 개발 전후 직접유출 공간분포 비교 년그림 개발 전후 직접유출 공간분포 비교 년8. (2007 )8. (2007 )8. (2007 )8. (2007 )

0.2 1 5 20 40 60 80 95 99 99.8

% of time discharge exceeded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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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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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development

After development

그림 개발 전후 유황곡선 비교 평균그림 개발 전후 유황곡선 비교 평균그림 개발 전후 유황곡선 비교 평균그림 개발 전후 유황곡선 비교 평균7. (1997 2007 )7. (1997 2007 )7. (1997 2007 )7. (1997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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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형 수문모형인 모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전후의 물순환 변화를 해석하였다 개발로WEP .

인한 물순환 변화는 절성토로 인한 지형 및 토양 조건 변화 토지이용 및 용수이용 변화에 대한 개발 계획을,

모형 입력자료로 구축한 후 동일한 기상조건과 초기 모의조건 하에서 개발 전후에 대해 각각 년간 모의, 11

후 수문 요소 변화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개발 전후의 유황곡선은 시간축의 이내에서는 개발후의 유황이 개발전에 비해 높고 이후에는 개10% , 10%

발후의 유황이 급속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후 갈수시 유량 감소가 예상되었다 세부 수문 요소의 물.

수지를 비교한 결과 년 연간 증발산과 기저유출은, 2007 감소되고 직접유출은 증가되는 것으17.3%, 64.6% , 43.6%

로 나타났다 개발 전후 직접유출의 공간 분포 비교를 통해 주거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직접유출이 증가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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