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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요지요지요지

기반의 를 이용하여 유량자료가 있는 소하천인 정자천 유역을 대상으로 장기 강우 유출 분석을 하GIS HEC-HMS ·

였다 일반적으로 홍수량 산정은 단기해석으로 분석하나 평 갈수기와 홍수기 때의 하천 유황이 다르기 때문에 매개변. ·

수가 불일치할 것이라 생각되고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한지 판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기 연속모의를 통하여 매, .

개변수의 보정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연구는 수치지도를 조합하여 로부터 파일 및 파일을 생성하였고 토지이용도와 토양도를ARC-VIEW Map Basin ,

를 이용하여 를 추출하였다 계산조건중 손실량 산정방법은 법으로 하였고ARC-VIEW CN value . SCS Curve Number ,

단위도 방법은 법 하도추적방법은 방법 기저유량산정방법은 로 설정하였다Clark UH , Muskingum , Constant monthly .

유역면적 도달시간자료 저류상수 값 등의 추출은 기법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 GIS .

의 장기 연속모의 로 얻어진 를 보면 대략적인 형태가 일치하나HEC-HMS (Continuous Simulation) Element Graph

년도에 대한 모의에서는 홍수기의 결과만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년도에 대한 모의에서는 평 갈수기와 홍2006 , 2007 ·

수기의 그래프 형태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실측 유량보다 유량 값이 약간 크게 산출되어 홍수량 산정에서 볼 때 안정.

성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평 갈수기 기간에서 볼 때 연마다 하천의 매개변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 ,

홍수 후 유역의 변화로 매개변수가 변화한 것이라 생각된다 향후 정자천유역의 보다 많은 강우사상과 실측유량을 통.

해 의 유출량을 비교 분석하면 보다 더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며 홍수가 빈번한 지역의 경우 유수지HEC-HMS · ,

의 검토와 저수지의 시간당 방류량을 알 수 있다면 오차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적합한 매개변수와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보다 쉽고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GIS .

핵심용어 정자천 수문해석 강우 유출핵심용어 정자천 수문해석 강우 유출핵심용어 정자천 수문해석 강우 유출핵심용어 정자천 수문해석 강우 유출: HEC-HMS, ARC-View, , , -: HEC-HMS, ARC-View, , , -: HEC-HMS, ARC-View, , , -: HEC-HMS, ARC-View, , , -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우리나라의 연강수량은 대략 이고 연강수량의 절반이상이 여름철에 내린다 여름철 집중1000 1800 , .∼ ㎜

호우로 인하여 홍수가 빈번하며 그 피해도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홍수기의 대부분이 강우지속시간이 짧, .

은 돌발홍수로 발생하며 수위의 급상승 및 급격한 유속의 증가로 인해 댐 붕괴 및 도로 교량이 유실된,

다 이 경우 강우 유출관계가 비선형적이고 민감한 지형적인 변동으로 기존의 선형적인 해석이 곤란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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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략적인 모형보다는 를GIS 이용한 공간적인 호우 및 홍수 해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추정,

되고 있는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며 우리나라에 적용성을 논하기 힘,

들어 보완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더 나아가 수치지도와 토지이용도가 최신화 되어 있지 않으며 홍수기의. ,

많은 비로인하여 하상의 변화와 대상지역의 토지피복도 이용도가 변화 하였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

내용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강우 유출 해석을 통해 홍수기와 평 갈수기의 유출량을 실측자료와 비교하여- ·

매개변수의 일치여부를 파악하며 기존 홍수유출해석에 이용하던 를 연속유출해석에 적용하여, HEC-HMS ,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료 및 방법연구자료 및 방법연구자료 및 방법연구자료 및 방법2.2.2.2.

연구 자료연구 자료연구 자료연구 자료2.12.12.12.1

본 연구의 유역대상은 진안군 부귀면 두남리 지역의 정자천으로 지형자료는 의 수치지도를1:25,000

이용하며 수문자료는, 한국수자원공사 의 용담댐 일원 수자원 환경 기초 조사의 시간 강우량(2006, 2007) · ,

유출량 자료를 이용한다(Fig. 1, Fig. 2).

년 석정교 지점 시간 강우량 유출량년 석정교 지점 시간 강우량 유출량년 석정교 지점 시간 강우량 유출량년 석정교 지점 시간 강우량 유출량Fig. 1. 2006 ,Fig. 1. 2006 ,Fig. 1. 2006 ,Fig. 1. 2006 , 년 석정교 지점 시간 강우량 유출량년 석정교 지점 시간 강우량 유출량년 석정교 지점 시간 강우량 유출량년 석정교 지점 시간 강우량 유출량Fig. 2. 2007 ,Fig. 2. 2007 ,Fig. 2. 2007 ,Fig. 2. 2007 ,

연구 방법연구 방법연구 방법연구 방법2.22.22.22.2

유역도 및 산정2.2.1 CN Value

하천 유역도 작성(1)

작성방법은 를 이용하여 등고선 와 수준점 삼각점 를 파일로 저장하고CAD layer , layer DXF , ARC-

를 이용하여 및 자료를 구축하여 자료를 이용하여 흐름도 작성 및VIEW TIN DEM DEM (Flow Direction)

누적흐름도 를 작성한 후 를 이용한 유역도를 작성한다(Flow accumulation) Basin Delineate .

의 및 파일 생성(2) HEC-HMS Map Basin

의 및 파일 생성 순서는 구해진 유역도의 자료를 통해 후HEC-HMS Map Basin DEM Fill Sinks

를 이용하여 을 작성하고 으로 하천CRWR-Prepro Flow Direction, Flow Accumulation Stream Definition

망을 추출하고 을 수행한다 를 수, Sub-Watershed Delineation . Vectorize the stream and Watershed Grids

행한 후 필요 없는 소유역들을 로 시켜 유역도가 완성되면Merge-Sub Watersheds merge Dem Based

를 수행한다Parameters .



유출곡선지수 산정을 위한 토양 및 토지피복 분류(3) (CN)

유효강우량 산정을 위한 값은 의 토양도를 에서 제시한 의 개의 토양군CN 1:250,000 SCS A, B, C, D 4

으로 분류하여 토양도를 생성하고 토지피복분류는 위성영상을 이용한 토지피복분류 및 위성영상을, TM

이용하여 피복 상태를 농지 임지 주거지 및 수계로 분류한다 토지이용도 및 토양도는 유열별로 분할하, , .

고 창에서 토양도의 수문학적 특성별 범례를 수정하여 토지 이용도 및 토양도를 중첩한다, Table .

를 이용한 유출량 산정2.2.2 HMS

내의 모든 계산은 단위로 이루어지나 입력 자료에 단위와 영국단위를 모두 사용할HEC-HMS SI , SI

수 있다 계산 조건 중 손실량 산정방법은 법으로 하고 하도추적방법은. SCS Curve Number , Muskingum

방법 단위도 방법은 법 기저유량산정방법은 로 설정한다 도달시간 산정은, Clark UH , Constant monthly .

와 방법을 채택하였고 저류상수 산정 공식은 공식을 채택하여 추출한다Rizha Kraven , Sabol .

결과 및 고찰결과 및 고찰결과 및 고찰결과 및 고찰3.3.3.3.

결과결과결과결과3.13.13.13.1

년 를 이용한 유출량 산정 결과3.1.1 2006 HMS (Fig. 3, Fig. 4)

년도의 실측 유량의 첨두유량은 월 일 시에2006 7 26 14 170.42 모의 첨두유량은 월 일, 7 26 16

시에 으로172.31 1.89차이가 나며 총 유량은 이고 총 잔차는 로 나타났고, 1258.81mm 305.2mm ,

잔차의 절대값의 평균은 1.91로 나타났다 월과 월에서 오차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총 잔차. 9 11 ,

의 오차가 크게 나타났다.

Fig. 3. Element GraphFig. 3. Element GraphFig. 3. Element GraphFig. 3. Element Graph Fig. 4. Summary ResultsFig. 4. Summary ResultsFig. 4. Summary ResultsFig. 4. Summary Results

년 를 이용한 유출량 산정 결과3.1.2 2007 HMS (Fig. 5, Fig. 6)

년도의 실측 유량의 첨두유량은 월 일 시에2007 9 01 22 253.68 모의 첨두유량은 월 일, 9 01 21

시에 256.56으로 2.88 차이가 나며 총 유출량은 이고 총 잔차는 로 나타, 1461.11mm 16.8mm

났고 잔차의 절대값 평균은, 2.54로 나타났다.



Fig. 5. Element GraphFig. 5. Element GraphFig. 5. Element GraphFig. 5. Element Graph Fig. 6. Summary ResultsFig. 6. Summary ResultsFig. 6. Summary ResultsFig. 6. Summary Results

고찰고찰고찰고찰3.23.23.23.2

처음 전체 유역을 개의 소유역으로 나누어 실행하였지만 정확성이 떨어져 개의 소유역으로 나누어9 21

해석하였으며 유역 내에 소규모의 저수지가 있지만 규모가 매우 작으며 시간당 방류량을 알 수 없어 무, ,

시하였다 에서 도달시간 산정을 일부 지원하지만 유로의 평균경사 값의 정확성. CRWR-Prepro Extention .

이 떨어져 등거리 분할도를 이용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결론결론결론결론4.4.4.4.

본 연구에서는 수문 모형인 을 정자천 유역을 대상으로 실측 유량과 유출량을 비교 분석하HEC-HMS ·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구할 수 있었다.

1. 장기 연속모의 로부터 얻어진 를 보면 년 결과에서 월(Continuous Simulation) Element Graph 2006 9 ,

월의 결과에서 오차가 발생 하였으나 홍수기의 유출량 그래프의 형태가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것으11 ,

로 나타났다 의 발생시간 차이는 의 유량 값이 실측유량 값보다 크기 때문에. peck Outflow Simulation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지며 한 의 모의 매개변수와 장기 연속모의 의 매, Event (Continuous Simulation)

개변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매개변수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소규모의 저수지의 시간당 방류량을 고려하지 않아 갈수기의 유량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유수지 및 논의 저류능력과 저수지의 시간당 방류량이 고려되어야 정확하고 실용적인 해석이

된다고 판단된다.

의 경우 홍수기간내의 장기유출모의 는 가능하나 평 갈수기를 포함HEC-HMS (Continuous Simulation) , ·

한 해석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보다 많은 강우사상과 실측유량자료를 통해 의 유. HEC-HMS

출량을 비교 분석 한다면 더 정확한 해석이 가능 할 것이며 홍수가 빈번한 지역의 경우 저류능력의 검토· ,

와 저수지의 시간당 방류량자료를 통해 오차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 된다 또한 우리나라에 적합.

한 매개변수산정 방법과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보다 쉽고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GIS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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