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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rameters are determined analyzing the hydraulic and hydrological characteristics of design floods, 

watershed, channel length, and river bed slope. The models are calibrated while the input hydrologic data 

are the field data of middle size areas in Guem river basin in Korea. The basic equations of design width 

are suggested by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results show excelled in comparisons as well as 

calibrations with the existing empirical formulas and the design criteria, respectively. The basic equations 

of design width in validation process is determined the regression functions with the design floods, 

watershed, channel length, river bed slope as the four parameters using other database in the same scales 

watershed. As a results, this study will be used for apply to determine of design width and river alignment 

of the watershed in hydraulic fields.

key words : design width, design floods, watershed area, channel length, river bed slope, regression 

analysis

요   지

본 연구는 금강유역내 중규모 하천을 대상으로 계획홍수량, 유역면적, 유로연장, 하상경사 등 유역의 수리․
수문학적 특성 인자를 매개변수로 하여 계획하폭 결정식을 제안하였다. 유도한 계획하폭 산정식은 다중 회귀

분석에 의한 결정계수 등의 비교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중부지방 경험식, 하천설계기준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들 결과를 다른 자료군의 금강수계 동일규모 유역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는 계획홍수

량, 유역면적, 유로연장, 하상경사의 4개 매개변수로 유도한 관계식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 유도한 관계식을 수공실무의 계획 하폭산정에 적용한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험식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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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하천 개수율은 2005년 12월 현재 국

가하천 98.0%, 지방 1급 하천 85.0%, 지방 2급 하

천 50.6%로서 전체 70.0%에 이르고 있으며(건설교

통부, 2005), 최근 소하천 정비법에 하천의 이용 및 

관리규정이 정립된 소하천의 경우는 소하천정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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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80%이상 수립된 상태이나 개수율은 36%로 

기본계획 수립률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

러한 이유로 최근 하천의 피해중 중규모 하천의 피해

가 날로 증가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홍수방어를 위한 

대책으로는 하천의 치수를 통한 구조물적 대책에 집중

되었으며 치수사업은 과거에는 주로 대하천에 집중되

었으나 최근에는 중규모 하천에 대한 개수의 중요성이 

인식된 현재의 홍수피해 현황을 고려할 때, 중규모 하

천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개수사업을 시행하

는 것이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현 실무에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해당 하

천의 하천특성을 고려한 정확한 수면형을 파악하고, 

적합한 하천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리예측

모형(Hec-ras, ver 3.1)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

는 다양한 기능과 성능을 향상시킨 신 버전이 등장하

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의 계획하폭에 관한 적용기준은 유량 300

m 3/s, 유역면적 10 km 2 이하인 소하천을 대상으

로 하는 소하천 시설기준(행정자치부, 1999)과 하천

설계기준․해설(한국수자원학회, 2005)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량과 유역면적을 매개변수로 하여 대하천, 중

소하천에 적용하는 공식이 있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

로 지정환과 고재웅(1992)은 산정공식의 정립을 위

하여 우리나라 5대 하천 주요 수위 관측소 28개 지점

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김승과 김남원(1993)은 설

계홍수 추정방법 개발을 연구하였으며, 정상만(1995)

은 소하천의 정의와 계획하폭 결정을 언급하였다. 안

상진과 권봉희(1996)는 미호천 유역의 15개 중소하

천을 대상으로 계획하폭을 유량, 유역면적 또는 유로

연장의 멱함수로 표현된 공식을 제안하였다. 전세진 

등(1998)은 한강유역의 중소하천에 대한 계획하폭 

산정식을 계산된 하폭과 실제하폭과의 관계를 규명하

여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금강유역의 중소하천에서의 

계획하폭 산정은 기 수립된 금강수계종합정비계획(건

설교통부, 1998)을 판단해 볼 때 하천설계기준․해설

(2005)의 방법을 따르고 있으며, 계획홍수량별 계획

하폭 결정 기준과 중소하천 계획하폭 산정공식은 계획

홍수량 크기에 따른 계획하폭 결정기준의 적용범위는 

너무 커서 설계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 

국외의 하폭결정 이론은 Kennedy(1995)와 

Blench(1957)가 하상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하폭을 

결정하는 식을 유도하였고, Lane(1957)은 유량과 유

사량의 조정으로 야기되는 하천지형학상의 변동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Lacey(1958)는 하

폭과 유량과의 상관성만을 배경으로 하폭을 유도하였

으며, Henderson(1966)은 하상물질의 입경을 고려

하여 계획하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다. 

계획하폭은 현재의 하천부지, 하도와 하천이용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하도 전체를 검토하여 결정

해야 하나, 대체적으로 하도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용되

는 빈도별 계획홍수량과 계획하폭이 현재 국내에서 제

시된 경험공식을 참고로 하여 결정하는 방법 등이 제

시되고 있을 뿐이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시에는 앞서 

언급한 하도의 수리특성을 파악하고 기존에 제시된 경

험공식, 하도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리계산을 

수행한 후 하천의 개수를 위한 계획하폭을 제시하므로 

보다 정확한 값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대표하는 충청

일원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유역의 지형학적 

특성과 측량성과 등의 활용이 가능한 금강수계 지류 

14개 지방 2급 하천을 대상으로 하천 수문학적 지형

특성인자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대상하천은 산지

와 평지가 고루 분포된 중부지방의 금강수계 지류로서 

하천의 지형학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홍수량 산정

지점을 기준으로 55개 구간을 선정하였다. 또한 지점

별로 산정된 계획홍수량, 유역면적, 유로연장 및 하상

경사 등의 지형특성과 제시된 계획하폭과의 상관분석

을 통해 관련성이 높은 매개변수를 선택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통한 계획하폭 산정공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들 결과를 각종 경험식과 설계기준 등에 제시된 기

존 하폭 산정식과 비교하여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계획

하폭을 산정할 수 있는 방정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자료 선정

2.1 일반현황

우리나라 하천의 하천법상 분류는 국가하천, 지방 

1, 2급 하천으로 구분하고, 그 외는 소하천 정비법에

서 다루며, 해당 관할 단체장이 관리하고 있다. 하천법

에서 다루는 하천의 중요도별 계획규모는 표 1과 같

다(한국수자원학회, 2005).

일반적으로 하천의 수문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계획홍수량이다. 계획홍수량은 과거 홍수량 자

료를 이용한 빈도분석으로 설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홍

수량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실측 홍수량 자료가 부족

한 실정이므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강우자료를 빈도

해석으로 하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획홍수량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은 홍수량 자료가 

많은 편이나,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은 자료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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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하천의 중요도와 계획빈도

하천 중요도 계획규모(재현기간) 적용하천 범위 비    고

A 200년 이상 국가하천의 주요구간

B 100~200년 국 가  하 천

C 80~200년 지방1급 하천

D 50~200년 지방2급 하천

표 2. 우리나라 하천별 하천정비 기본계획 현황

구  분
전          국 충           남

계획연장(km) 계획수립(km) 비율(%) 계획연장(km) 계획수립(km) 비율(%)

국 가  하 천 2,858.3 2,858.3 100 233.4 233.4 100

지방1급 하천 1,319.5 1,319.5 100 163.5 163.5 100

지방2급 하천 23,374.7 16,362.3 70 1,279.0 1,153.1 90

소   하   천 39,450.0 35,505,0 80 2,280.0 2,052.0 90

표 3. 중규모 하천의 범위 설정

구   분 중규모 하천 범위 소하천 범위

계획 홍수량(㎥/s) 300 ~ 2,000 300 이하

유 역 면 적(㎢)  10 ~ 400 10 이하

유 로 연 장(㎞)   5 ~ 50  5 이하

어 간접적인 방법으로 계획홍수량을 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하천별 정비기본계획 현황은 표 

2와 같다(충청남도, 2005).

강우량 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계획홍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연구되고 발

달된 방법이 많으나, 각각의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

소는 수문학적 지형인자의 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들은 하천정비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가 된다. 

2.2 연구 대상하천의 선정

연구에 이용될 자료는 전체 유역면적 1,162.2

km 2 중에서 농경지 등 평야지역이 차지하는 비율 

32%, 임야지역 68%인 중부지방의 대표적인 지역으

로 한다. 이들 중규모 하천의 적용범위와 대하천의 범

위를 편의상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에 의하고, 중부

지방 중규모 하천의 유역특성 자료범위는 표 3과 같

이 제시․적용하며, 이를 중규모 하천이라 정의한다.

이동률 등(1991)의 소하천 수문지형학적 계획하폭

에 관한 연구와 Ponce(1989)에 의하면 면적이 

0.65~12.5 km 2를 가진 유역을 소유역으로 하였으

나, 중규모 유역의 범위는 언급이 없다. 우리나라 중

규모 하천은 수문학적으로 소유역의 가정을 필요로 

하는 공식과 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이들 중규모 하천

들이 대하천이나 소하천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이므로 하천의 개수 및 관리방법을 달리

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3. 기존 계획하폭공식

3.1 하천설계기준의 계획하폭

하천에서 계획하폭은 현재의 하천부지 및 하도와 

하천이용계획 등에 대해 고려하고 하도전체를 검토․
결정하여야 하나, 대체적으로 하도계획을 수립할 때 

사용하는 계획홍수량과 크기별 계획하폭은 현재 국

내에서 제시된 경험공식 등을 참고하여 중규모 하천

의 계획하폭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하천

설계기준․해설(한국수자원학회, 2005)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획홍수량에 따른 계획하폭의 기준은 표 4와 

같다.

표 4의 계획홍수량에 따른 계획하폭은 계획홍수량 

300 m3/s이상에서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300 m3/s 

이하의 소하천에 적용할 수 없다. 여기서 소하천에 대

한 기준이 필요하며, 대하천에서는 계획홍수량을 안전

하게 소통하고 안정하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결정하되 기존에 발표된 경험공식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50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7권 1호 2007년 3월

표 4. 계획홍수량에 따른 계획하폭

계획홍수량(㎥/s) 계획하폭(m) 중앙값(m) 비  고

300 40 ~  60  50

500 60 ~  80  70

800 80 ~ 110  95

1,000 90 ~ 120 105

2,000 160 ~ 220 190

5,000 350 ~ 450 400

5,000이상 기존에 발표된 경험공식 참고
 

표 5. 소하천의 계획하폭 산정 경험식 

범  위 내  용 식 번호

Q<300 m3/s B=1.235Q 0.6376 (1)

A<10 ㎢ B=8.794A 0.5603 (2)

여기서 B는 계획하폭(m)이고, Q는 계획홍수량(m3/s)이며, A는 유역면적(km2)이다.

3.2 소하천의 계획하폭 경험공식

우리나라 소하천은 대부분 계획홍수량 300 m3/s 

이하이고, 유역면적 10 km2 이하인데, 이러한 소하천

에 적용할 수 있는 하폭의 계산은 소하천 시설기준(행

정자치부, 1999)에 의해 표 5와 같이 계산하고 있다.

식 (1)과 식 (2)는 최근에 규정된 소하천정비법 중

에서 계획홍수량 또는 유역면적에 의해서만 적용시킬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어 적용범위 이상인 소하천

의 계획하폭에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3.3 대하천의 계획하폭 경험공식

우리나라 하천의 건설교통부가 하천시설기준에서 제

시한 대하천 계획하폭 산정 경험공식은 다음과 같다.

B=α ×Q 0.73                               (3)

여기서 B는 계획하폭(m)이고, Q는 계획홍수량(m3/s)

이며, α는 하상경사에 의한 계수값으로 표 6과 같다.

그러나, 중규모 하천과 대하천의 적용범위에 대한 

구분과 기준이 없으며, 이는 경험공식이므로 참고사항 

정도이다. 표 6의 하상경사가 매우 큰 것으로 볼 때 

중규모 하천의 계획하폭결정에 식 (3)의 적용은 무리

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위의 방법 등의 기준은 

대하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중규모 하천에 이용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4 중규모 하천의 계획하폭 경험공식

한국수자원학회(2005)에서 제시한 중규모 하천에 

적용되는 경험공식은 표 7과 같다.

식 (4)와 식 (5)는 유량에 관계없이 유역면적과 하

상경사에 의하여 하폭이 결정되므로 유량의 변화에 

따른 하폭의 변화를 고려할 수 없으며, 하상경사가 급

한 중규모 하천 에서는 이용에 많은 무리가 있다. 따

라서 중규모 하천에 적용할 수 있는 식 (4)와 식 (5)

의 이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새로운 계획하폭 결정식

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6. 하상경사에 따른 α 계수 값

하상경사(Ѕ) 1 / 1,000 1 / 2,000 1 / 3,000 1 / 4,000 1 / 5,000

α 1.09 1.18 1.27 1.36 1.45

표 7. 중규모 하천의 계획하폭 산정 경험식

지  역 내  용 식 번호

     남부지방(호남․영남) B=1.698×
Α 0.318

S 0.5
(4)

중부지방(경기․강원․충남북) B=1.303×
Α
0.318

S 0.5
 (5)

여기서 B는 계획하폭(m)이고, S는 하상경사이며, A는 유역면적(k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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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하폭식의 산정

4.1 매개변수의 결정

새로운 계획하폭 공식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중소하천 중 14개 하천의 55개 지점의 유

역수문특성자료를 수집하였다. 계획하폭 공식 산정에 

사용된 매개변수는 계획홍수량, 유역면적, 유로연장, 

하상경사이며, 이 값들과 계획하폭과의 회귀분석을 통

해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상관계수가 큰 순서대로 매

개변수화 하여 새로운 계획하폭 산정 공식으로 선정

하였다. 그 결과 계획하폭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수문학적 지형인자는 유역면적으로 결정계수 R2= 

0.952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수별 우선순위를 결정하

여 회귀분석을 통한 계획하폭 산정공식을 유도하였다. 

식의 유도에 이용된 하천별 매개변수 특성치 범위는 

표 8과 같고, 이들 자료를 회귀분석하여 얻은 매개변

수별 상관계수는 표 9 및 그림 1~그림 4와 같다. 

표 8. 식 유도에 사용된 매개변수의 범위

순 번 하 천 명
유역면적
( ㎢ )

유로연장
( ㎞ )

하상경사
( - )

계획홍수량
( ㎥/s )

비 고

1 구룡천 33.89~45.92 13.61~18.37 0.0021~0.0051 410~475 충청남도(1997)

2 초  강 11.79~156.81 3.30~9.90 0.0023~0.1429 182~860 충청남도(1992a)

3 봉황천 40.04~160.79 6.50~29.56 0.0013~0.0055 360~1105 충청남도(1993e)

4 정안천 2.28~117.68 2.74~26.81 0.0021~0.0556 35~800 충청남도(1990a)

5 대교천 23.85~63.04 9.70~20.15 0.0018~0.0042 370~560 충청남도(1990b)

6 병천천 2.88~56.42 3.02~17.82 0.0041~0.0118 40~390 충청남도(1993d)

7 기사천 7.72~48.20 5.51~12.72 0.0023~0.0057 90~370 충청남도(1993a)

8 두계천 7.67~26.95 5.80~80.00 0.0043~0.0128 137~394 충청남도(1993c)

9 금산천 4.58~11.32 2.30~4.15 0.0139~0.0303 20~60 충청남도(1993b)

10 은산천 22.62~61.95 8.00~17.10 0.0006~0.0125 300~785 충청남도(1994a)

11 일광천 8.94~27.49 6.85~7.50 0.0015~0.0041 175~420 충청남도(1994b)

12 유등천 32.14~77.90 11.46~20.40 0.0034~0.0067 27~545 충청남도(1992b)

13 지방천 8.80~24.80 7.30~13.70 0.0063~0.0100 95~235 충청남도(1992c)

14 진산천 4.40~7.78 3.84~5.74 0.0083~0.0133 65~90 충청남도(1992d)

표 9. 계획하폭과 각 매개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매 개 변 수 상 관 계 수 (R2 ) 비 고

유 역 면 적 ( ㎢ ) 0.952

유 로 연 장 ( ㎞ ) 0.936

계획 홍수량 (㎥/s) 0.936

하 상 경 사 ( - ) 0.852

그림 1. 계획하폭과 유역면적의 상관관계

     

그림 2. 계획하폭과 하상경사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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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계획하폭과 계획홍수량의 상관관계

     

그림 4. 계획하폭과 유로연장의 상관관계

4.2 다중 회귀분석을 통한 계획하폭 산정식

연구대상 14개 하천의 55개 지점에 대한 수문․수리

학적 지형인자를 다중회귀분석에 의해 유도한 계획하

폭 산정식은 표 10과 같다. 

4.3 유도된 방정식과 기존 경험식의 비교 

본 연구에서 유도된 계획하폭의 산정식은 표 10에

서와 같이 총 5개로서 이중 유역면적( km 2), 유로연

장( km), 계획홍수량( m 3/s), 수로경사의 4개 매개

변수를 갖는 선형회귀 방법으로 구한 식 (6)이 결정

계수 R 2=0.93으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관계를 기존 경험식과 제안

공식과의 비교결과는 그림 5∼그림 9와 같이 나타났

다.

4.4 제안식의 검증

중부공식과 제안 식들과의 비교검증은 금강의 다른 

지류 중 최근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중부권(금

강수계)내 지방 2급 하천 14개의 70개 지점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검증에 사용된 또 다른 자료군의 범

위는 표 11과 같이 유역면적 1.63∼60.58 km 2, 유

로연장 0.40∼16.50km, 계획홍수량 15.0∼700.0

m 3/s, 하상경사 0.0002∼0.1575인 자료를 이용하

여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 및 그림 10∼그림 

14와 같이 나타났다. 

표 12와 같이 검증결과는 5가지 제안식 모두에서 결

정계수가 0.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기존 경험식인 중부공식 보다 결정계수 및 평균제곱근

오차(RMSE) 값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의 제안식이 기존의 경험공식들 보다 계획하폭

의 산정에서 더 정확한 예측 값을 산정한다고 할 수 있

다. 이들 5가지 제안공식 중 비선형 회귀분석에 의한 

제안식 (9)가 이들 중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 식은 기존의 중부지방 경험공식의 매개변수와 거의 

같은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산정된 식으로서 앞으로 이 

식을 적용하여 중부지방 중규모 하천의 계획하폭 결정

시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표 10. 기존 경험식과 유도된 방정식의 비교

추정방법
내 용

 R2 RMSE 회  귀  식

유도된 
방정식

선형 
회귀

0.93 12.98 B=0.845A-0.063L-145.182S+0.044Q+14.15                  (6)

0.92 13.41 B=0.531A+1.601L+0.041Q+6.277                            (7)

0.91 13.95 B=0.668A+2.117L+8.215                                    (8)

비선형 
회귀

0.92 13.42 B=1.4A 0.457L 0.261S -0.03Q 0.219                                   (9)

0.91 14.47 B=3.274A 0.478L 0.458                                          (10)

기존 
경험식

중부
공식

0.83 19.64 B=1.303Α0.318S-0.5                                           (11)

설계
기준

0.65 37.30 [한국수자원학회(2005), 하천설계기준․해설]표 4의 중앙값 적용) (12) 

비고  R2=결정계수, RMSE=평균제곱근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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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식 (6)에 대한 검정결과 

    

그림 6. 식 (7)에 대한 검정결과 

    

그림 7. 식 (8)에 대한 검정결과 

    

그림 8. 식 (9)에 대한 검정결과 

    

그림 9. 식 (10) 대한 검정결과

 

5.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금강수계를 중심으로 한 중규

모 하천의 계획홍수량, 유역면적, 유로연장 등의 수문 

․ 수리학적 인자를 사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에 의해 중

규모 하천의 계획하폭 산정식을 유도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유역의 수리 ․ 수문학적 인자들을 매개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위한 모형 추정결과는 계획하

폭과의 상관관계에서 유역면적, 계획홍수량, 유

로연장, 하상경사 순으로 상관계수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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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결정 제안식 검정에 이용한 하천별 매개변수 특성치 범위

순번 하 천 명
유역면적
( ㎢ )

유로연장
( ㎞ )

하상경사
( - )

계획홍수량
( ㎥/s )

비 고

1 화 산 천 5.07~13.46 3.28~8.03 0.0002~0.0013 55~130 충청남도(2002a)

2 상 황 천 3.08~4.00 2.66~4.53 0.0018~0.0074 35~45 충청남도(2002b)

3 잉화달천 12.60~46.40 6.26~16.50 0.0019~0.0176 195~700 충청남도(1996a)

4 어   천 17.88~35.53 8.10~14.20 0.0026~0.0073 280~470 충청남도(1996b)

5 제   천 6.35~25.85 3.35~7.55 0.0021~0.0057 140~428 충청남도(2002c)

6 왕 촌 천 6.50~23.05 3.62~10.85 0.0054~0.0120 129~346 충청남도(2002e)

7 현 내 천 2.00~17.50 2.55~7.60 0.0065~0.0400 30~153 충청남도(2002f)

8 삼 가 천 14.85~17.45 5.13~7.00 0.0092~0.0096 192~224 충청남도(2002d)

9 궁 동 천 1.63~17.81 2.09~6.55 0.0147~0.0739 15~154 충청남도(2003)

10 진 안 천 13.2∼34.8 0.9∼2.5 0.0053∼0.0132 160∼410 전라북도(1996c)

11 지 곡 천 3.68∼21.86 0.4∼2.6 0.0040∼0.0050 85∼350 충청남도(1999a)

12 마 사 천 3.3∼3.75 0.4∼1.8 0.0111∼0.0181 80∼85 충청남도(1999b)

13 신   천 8.24∼60.85 5.7∼21.4 0.0042∼0.1575 112.5∼560 충청남도(1994c)

14 월 하 천 6.68∼36.0 2.24∼11.26 0.0024∼0.0144 60∼380 충청남도(1998)

표 12. 제안식의 검증 결과

추정방법 식 번호 R 2 RMSE

선형회귀

(6) 0.86 21.58

(7) 0.81 25.09

(8) 0.81 25.33

비선형 회귀 
(9) 0.89 19.49

(10) 0.82 24.65

중부공식 (11) 0.77 27.92

그림 11. 식 (6)의 실측치와 예측치 비교

그림 12. 식 (7)의 실측치와 예측치 비교 그림 13. 식 (8)의 실측치와 예측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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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식 (9)의 실측치와 예측치 비교  그림 15. 식 (10)의 실측치와 예측치 비교 

(2) 모형추정에서 얻은 매개변수를 이용한 계획하폭 

산정식으로 5개의 선형 및 비선형식이 유도되었

으며, 이들 식 중 B=1.4A 0.457L 0.261S -0.03Q 0.219

가 결정계수와 평균제곱근오차 비교에서 가장 

우수한 식으로 나타났다.

(3)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계획하폭 산정식은 유역면

적 2.88∼160.79 km2, 유로연장 2.30∼80 

km, 계획홍수량 20∼1,105 m3/s의 중부지방 

대표수계인 금강수계 중규모 하천자료를 이용

하여 유도되었으며, 기 발표된 경험공식과의 비

교에서도 그 우수함이 검증된 바, 앞으로 중부

지방 중규모 하천의 계획하폭산정 및 하천유역

관리의 수공실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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