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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efficient water management in the Ara River during the flood season, applicability of flood simulation model in the

ungaged Gulpo watershed has been tested. In the Gulpo River watershed, fundamental hydrologic data such as water level and

flowrates are very limited and selection of the reliable hydrologic parameters are very important for model application. This

study tested reliability of parameters estimated using the empirical equation based on the HEC-HMS runoff simulation. Also

coupled with HEC-RAS hydraulic routing model, simulated flowrates from HEC-HMS has been compared with the observed

water levels collected at the upstream and downstream of the Gyulhyun Weir station during the flood event in 2010. Based on

this information, stage-discharge curve has been developed and its reliability has been tested for flood event 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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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경인 아라천의 원활한 홍수기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미계측 굴포천유역과 아라천이 연계된 홍수모형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굴

포천 유역은 수위, 유량 등 기본적인 수문자료가 부족하여 홍수량을 모의할 경우, 적용하는 모형 종류에 관계없이 신뢰성

있는 매개변수의 추정과 검증이 주요한 문제로서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있는 홍수량 모의를 위하여 HEC-HMS을

기반으로 굴포천과 아라천이 연계된 유출모의체계를 구성하고 다양한 경험식을 이용하여 추정된 주요 매개변수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아라천에 구축되어 있는 HEC-RAS와 연계하여 수위가 관측되는 귤현보지점에서 HEC-HMS의 모의홍수량

과 비교하여 모형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2010년 관측된 수위-유량관계를 분석하여 2011년 사상에 적용 후

그 타당성을 고찰하였다. 

핵심용어 : 미계측유역, 굴포천, 아라천, 홍수모의, 수위-유량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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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굴포천 유역은 한강하구로 흘러드는 지천으로 수도권 수해

상습지역으로 주로 홍수배제불량에 의한 내수침수가 자주 발

생하는 지역이다. 굴포천의 홍수량은 한강으로 자연배수되는

데 홍수기 한강의 수위가 높을 경우 자연배수가 불가능해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를 계기로 92년 굴포천 홍수량

을 서해로 배제하는 방수로가 건설되었고 평상시 활용에 대

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95년부터 방수로를 확장하고 한강

과 연결해 내륙 주운수로로써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

인아라뱃길 사업이 계획되었다. 이 후 아라천 운영관리를 위

한 의사결정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굴

포천유역과 아라천이 연계된 홍수모형이 구축되었다. 그림 1

은 굴포천 유역을 포함한 경인아라뱃길 위치와 주변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굴포천 유역은 수위, 유량 등 기본적인 수문자료가

없는 미계측유역으로 홍수량을 모의할 경우, 적용하는 강우-

유출모형의 종류에 관계없이 신뢰성 있는 매개변수의 추정

과 검증이 주요한 문제로서 제기될 수 있다.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굴포천 유역에 대한 유

출체계는 주로 HEC-1과 HEC-HMS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되어 왔다(경인운하사업 기본계획 보고서, 2009; 경인운

하 사업 기본설계 보고서, 2009; 경인 아라뱃길 사업 홍수

처리계획 검토 보고서, 2009). HEC-1 모형의 경우 합성단

위도의 산정을 위하여 몇 가지 선택사항을 제공하는데 전술

한 계획단계에서는 주로 Clark 모형이 선정되어 왔음을 확

인할 수 있다. Clark 모형은 순간단위도 이론의 기원을 이

루는 고전적인 강우-유출모형으로서 유역의 이류효과와 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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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도달시간 및 저류상수를 이용하여 매개변수화 한다.

하지만 이들 두 시간응답특성을 추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

운 작업을 요함이 자주 언급되어 왔다(성기원, 2003; 유철상,

2009). 이와 관련하여 Clark 모형에 대한 연구는 크게 단위

도 이론에 근거한 매개변수의 추정 및 미계측 유역에 대한

적용을 위한 경험식의 개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대표적인 성과로서 Sabol(1988)의 연구를 들 수 있으

며 국내의 경우 윤석영과 홍일표(1995), 윤태훈 등(2005)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 Kirpich(1940), Kerby

(1959) 및 국내의 유동훈 등(1998), 정종호 등(2003), 전민

우(2005)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인 아라천의 홍수기 운영 의사결정을 지

원하기 위하여 HEC-HMS을 기반으로 미계측 굴포천유역에

서 다양한 경험식을 이용하여 추정된 주요 매개변수의 타당

성을 검토하고, HEC-RAS와 연계하여 수위가 관측되는 귤

현보지점에서 HEC-HMS의 모의홍수량과 비교하여 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2. 대상유역 및 특성

본 연구의 대상유역인 굴포천유역 및 아라천 유역은 한강

으로 유입되는 굴포천과 서해로 방류되는 시천천을 비롯하

여 소규모 지류 하천의 일부를 포함한 총유역면적 151.19

km2, 유로연장 34.62 km인 중소규모 유역이다. 굴포천 본류

는 한강 하류부 좌안에 위치한 하천으로서 인천 철마산(EL.

201 m)에서 발원하여 부천시를 거쳐 김포 신곡 양·배수장

에 이르는 총 유역면적 133.8 km2, 유로연장이 25.72 km

인 지방2급 하천이다. 표 1과 표 2는 경인 아라뱃길 사업

홍수처리계획 검토 보고서(2009)에서 제시한 대상유역의 구

간별 면적 및 주요 수문특성 인자와 지형특성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고별 면적분포는 고도에 따라 변화하는 강

우, 증발, 식생 등 수문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인

아라뱃길 유역은 EL. 0~50 m 구간이 전체 면적의 83.4%에

달하는 저지대 유역으로 분석되었다. 유역 경사는 홍수유출

즉, 홍수량 도달시간과 집중성향 및 토사의 침전 등과 밀접

한 관계가 있으며, 경인 아라뱃길 유역은 경사도가 0~5o가

주로 분포하는 매우 평탄한 지역으로 홍수시 도달시간이 길

어 홍수의 지속시간이 매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는 GIS를 기반으로 대상유역에 대한 지형분석을 수행

한 결과로서 전술한 경향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굴포천유역 및 경인 아라천 공간적 위치

그림 2. 경인 아라뱃길 유역 지형특성

표 1. 유역특성 (한국수자원공사, 2009)

유역 및 하천명
유역면적
A(km2)

유로연장
L(km)

유역평균폭
(A/L)(km)

형상계수
A/L2

비 고

굴포천 및
아라천

총계 159.19 31.19 5.10 0.16

굴포천 상류 114.99 15.57 7.38 0.57 귤현보 상류

한강측 구간 18.81 5.72 3.29 0.57 귤현보 하류

서해측 구간 25.39 15.62 1.63 0.10 방수로부

표 2. 표고 및 경사 분포 (한국수자원공사, 2009)

표고별면적비
(EL.m)

0~50 50~100 100~150 150~200 200~250 250~300 300~350 350~400

비율(%) 83.37 11.35 3.57 1.09 0.34 0.17 0.08 0.03

경사 분포(o) 0~5 5~10 10~15 15~20 20~25 25~30 30~35 35~40

비율(%) 77.46 8.13 5.42 4.19 2.75 1.35 0.58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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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개변수 타당성 검토

3.1 수문 모형 구축

경인 아라뱃길 유역의 신뢰성 있는 홍수량 산정을 위하여

범용적인 강우-유출 모형 중의 하나인 HEC-HMS를 기반으

로 유출모의체계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아라천으로 유입되는

유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굴포천 유역은 현재 수위관측시

설이 운용되지 않고 있는 미계측 유역으로서 적용하는 강우

-유출모형의 종류에 관계없이 신뢰성 있는 매개변수의 추정

이 주요한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EC-HMS 유출모의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각종 경험식을 이

용하여 추정된 소유역별 주요 매개변수의 타당성을 검토하

였다. 그림 3과 그림 4는 각각 모의를 위한 소유역 분할과

HEC-HMS의 모의 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3.2 Clark의 유역추적법

대상유역에 대하여 구축된 HEC-HMS모형은 실제 유출모

의에 Clark의 유역추적법을 적용한다. Clark(1945)은 선형저

수지(linear reservoir) 모형의 입력으로 시간-면적곡선(time-

area curve)을 적용하여 순간단위도(IUH)에 대한 개념을 수

립한 바 있으며 이를 연속방정식을 이용하여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는 유역의 도달시간; time of concen-

tration)은 무차원화 한 시간-면적곡선(혹은 선형수로계열;

series of liner channels), h(t)는 순간단위도 그리고 K은

유역의 저류상수(storage coefficient)이다. 식 (1)의 해(즉,

Clark 모형에 의한 순간단위도의 일반식)는 다음과 같이

convolution의 형태로 유도되어진다. 

(2)

여기서 는 선형저수지의 응답함수이다.

Lienhard(1964)의 통계물리학적 접근법에 따라 여러 학자들

은 식 (2)와 같이 정의되는 순간단위도는 무작위 추출한 강

우입자의 유역 내 유하시간(travel time)에 대한 확률밀도함

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와 합동임을 명시적으

로 입증한 바 있다.

3.3 지체시간 및 시간응답특성

대표적인 유역의 시간응답특성으로 지체시간(lag time, tL)을

들 수 있다. 통계물리학적 관점에서 유역의 지체시간은 무수히

많은 강우입자들에 대한 유하시간의 평균(ensemble average)으

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순간단위도에 대한 통계물리

학적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된다.

(3)

여기서 는 기대치 연산자이다. 식 (3)의 우변에 식

(2)를 적용할 경우 Clark 모형의 지체시간은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게 된다.

(4)

식 (4)의 완전한 정의를 위해서는 우변 첫 항인 w(t)의 형상

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HEC-HMS은 이에 대

하여 몇 가지 option을 제공한다(경인 아라뱃길 사업 홍수처리

계획 검토 보고서, 2009). 대상유역에 대하여 구축된 HEC-

HMS 모형의 경우 해당 형상의 대칭성(symmetry)으로부터 지

체시간은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5)

자연유역의 시간응답특성을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

나로서 강우입자(혹은 물 입자)의 유속을 들 수 있다. van

der Tak and Bras(1990)의 연구를 기원으로 여러 학자들은

지표면유속과 하천유속 사이의 구별만으로도 유역의 두드러

진 시간응답특성을 재현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역의 지체시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된다

(D'odorico and Rigon, 2003; Botter and Rinaldo, 2003;

Di Lazzaro, 2009).

(6)

여기서 Lh, Lc는 각각 지표면과 하천의 유동거리이고 uh, uc는

각각 일정하게 가정되는 지표면과 하천의 유속이다.

D'odorico and Rigon(2003)은 여러 학자들의 현장조사결과

를 바탕으로 uh, uc의 범위를 각각 0.001~0.1 m/s, 0.5~4.0

m/s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만약 특정 미계측 유역에 대하

여 식 (6) 우변의 Lh, Lc에 대한 기대치를 제공할 경우 상기

한 uh, uc의 범위에 따라 해당 유역에서 발생 가능한 지체시

간의 근사적인 범위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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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역의 소유역 분할

그림 4. HEC-HMS 모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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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매개변수 추정

본 연구에서 수행된 매개변수 추정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굴포천 유역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소유역 분할사례(경인운하사업 기본계획 보고서, 2009; 경인

운하 사업 기본설계 보고서, 2009; 경인 아라뱃길 사업 홍

수처리계획 검토 보고서, 2009)를 검토하여 소유역 경계를

결정하였다. 둘째, 1/5,000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소유역별 지

형인자(유역면적, 유로연장, 경사)를 추출하였다. 셋째, 경험

공식별 도달시간 Tc을 소유역별로 산정한 후, Russel 공식

(K=αTc, α = 1)을 적용하여 저류상수 K를 산정하였다. 마지

막으로 의 관계를 적용하여

저류상수를 결정하였다. 

상기한 과정에 따라 추정된 매개변수의 타당성 검정 과정

은 첫째 각 공식별 Tc와 K을 식 (5)에 대입하여 사례별

HEC-HMS 모형의 지체시간을 산정한 후 각 소유역별 지형

인자를 이용하여 산정된 와 D'odorico and

Rigon(2003)이 제시한 uh, uc의 범위를 식 (6)에 대입하여

지체시간의 변동범위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산정된 지체시간

이 설정된 변동한계 내에서 어떠한 거동을 보이는지를 파악

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매개변수의 타당성을 검정하였다.

지체시간의 변동범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소유역별

에 대한 산정이 요구되므로 굴포천 상류유역의

배수밀도를 이용하여 를 산정하였다.

; (7)

여기서 D는 배수밀도이고 LT, A는 각각 총유로연장 및 유

역면적이다. 는 식 (7)로부터 428 m로 산정할 수 있

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uh의 범위는 0.001~0.1 m/s로 제시

되고 있다. 여기서 하한계 유속은 매우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지표지하유출(subsurface runoff) 성분을 대표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대상유역인 굴포천 유역의 경우

상당 부분이 도시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

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를 상한계 값인

0.1 m/s로 고정하여 적용하였다. 이로부터 대상유역의 지표면

유하시간은 4280 sec=1.19 hr로 산정되는 바 이 값을 모든

소유역들에 대한 평균 지표면 유하시간(식 (6) 우변의 첫 번

째 항)으로 하였다. 는 각 소유역별 유로연장을 적용

하였고 uc의 범위는 0.5~4.0 m/s로 하여 소유역별 평균 하

천유하시간의 상한계와 하한계를 산정하고 이를 식 (6)에 적

용하여 지체시간의 변동범위를 설정하여 보았다.

3.5 결과분석

경험공식별 지체시간 및 변동범위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인

아라뱃길 사업 홍수처리계획 검토(2009)에서 지형자료의 보

정전와 보정후에 산정된 경험공식을 상기한 절차에 따라 분

석하였다. 그림 5는 이를 도상에 나타낸 것으로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소유역별 지체시간의 상한계와 하한계를 나

타내고 점으로 표시된 부분은 각 경험공식별 소유역별 지체

시간 산정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두 사례 모두에서 Kirpich

공식과 Rziha공식에 의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체

시간 변동범위의 상한계를 대부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Kraven1공식과 Kraven2공

식의 경우 대부분 변동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실무사례에서 유역의 도달시간은 주로 Kirpich공식

을 사용하여 산정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로부터 보다

신뢰성 있는 도달시간의 산정을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

요하며 보다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도달시간 및 저류상

수 산정을 위한 방법론의 도출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상기한 논거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하도경사가 1/200이

하의 자연하천의 하류부에 주로 적용하는 Kraven1공식을 선

정하여 대상유역에 대한 유출체계를 구성하였다. 

4. HEC-HMS와 연계한 HEC-RAS 모의 검증 

4.1 1차원 수리모형 구축

앞서 분석된 굴포천유역의 매개변수를 토대로 HEC-HMS

의 모의 홍수 유입량과 연계하여 HEC-RAS를 이용한 주운

수로 홍수위변화를 분석하였다. HEC-HMS로 모의된 굴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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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경험공식별 지체시간 및 변동범위

그림 6. HEC-RAS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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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홍수량을 직접 검증하기 위한 관측치가 부재하지만, 직

하류 아라천유입부의 귤현보지점은 실시간 상하류 관측 수

위자료가 존재하므로 이를 활용코자 하였다. 즉 HEC-HMS

와 연계한 HEC-RAS 모의결과의 신뢰도는 결과적으로

HEC-HMS 모의치의 적정성을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HEC-RAS 모형의 전체적인 모식도는 그림

6과 같고, 홍수조절을 담당하기 위하여 아라뱃길 유역에 설

치된 수리구조물도 모형에 반영하였다. 유량의 배수 구조를

살펴보면 굴포천 최상류단에서 발생한 홍수량은 굴포천 최

상류단 RS 770지점의 상류단 경계조건으로 Gulpo1으로 유

입되어 분기점을 거치면서 홍수량 규모에 따라 Gulpo2에 설

치된 귤현보를 지나 2개소의 천변저류지를 경유해서 주운수

로 측으로 유입되어 서해측으로 배제되거나 혹은 우측의

Gulpo3 굴포천으로 유입되어 주운수로 하단에 설치된 잠관

(Underpass Culvert)를 경유하여 이설수로를 통하여 신곡 및

굴포 펌프장에서 한강측으로 배제된다. 모의시 굴포천 유입

수문곡선 및 각 지류홍수량을 상류단 경계조건으로, 서해측

조위조건을 최하류단 경계조건으로는 적용하였다. 홍수량에

따른 구조물 조작은 구조물 직상류단 단면의 수위조건을 토

대로 이들 구조물에 설치된 수문(Gate) 개폐를 통하여 이루

어진다. 

굴포천 분기지점에 좌측의 Gulpo 2 주운수로 유입하천에

설치된 귤현보의 경우 고무보의 형식을 가지며 평상시 기립

되어 한강측 홍수배제를 유도하고 보 상류단 수위가 일정수

위에 도달하는 홍수량 발생시에는 도복되어 굴포천 유역에

서 발생한 홍수량은 주운수로를 통하여 서해측으로 배제된

다. 한편 굴포천 분기지점에서 우측 Gulpo 3수로에 위치한

체절수문의 경우 4련의 수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귤현보

도복시 폐쇄되어 한강측 홍수배제를 차단함으로써 주운수로

를 통한 홍수배제를 유도한다.

4.2 모의 적용 결과

2010년 9월 21일부터 24일에 걸쳐 굴포천 유역에 총

누적강우량 264.5 mm, 21일 하루에만 222 mm의 강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HEC-HMS를 이용해 굴포천 홍수량을

모의하고 HEC-RAS 연계를 통해 얻어진 수위를 귤현보

지점의 실측 수위와 비교함으로써 구축된 모형에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아라뱃길 공사중에 서해배수문 운영이나 저류

지 등과 같은 수리구조물의 경우 실제 운영을 바탕으로

최대한 실제현황을 반영하였다. Gulpo 2 reach 좌안의 두

개의 저류지를 reach와 연결하는 측면 연결 구조물에는

gate가 설치되지 않았고, 귤현보는 어느 홍수기 이상이 되

면 도복되어 자연상태가 되도록 조정하였으며, gulpo 3

reach으로 통과하는 유량은 고려하지 않고 전량 주운수로

로 유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7은 적용당시의 상

류경계조건이라 할 수 있는 굴포천 모의홍수량(HEC-HMS)

과 하류경계조건인 서해측 조위(HEC-RAS), 그리고 검증

지점인 귤현보에서의 직상하류 관측수위를 나타낸 것이다.

굴포천 홍수 유입량이 커짐에 따라 귤현보가 도복되어 홍

수중에는 자연상태가 되고 홍수초기와 감쇄기에서는 다시

귤현보가 기립되면서 수위가 유지 된다. 표 3은 위의 모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수위검증을 살펴보면 귤현보

직상하류단에서의 모의치와 관측치 간의 상관계수가 상류

단면과 하류단면에서 각각 0.78과 0.93으로 관측치를 합리

적으로 모의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홍수량의 양적 배분

이 제대로 모의되었는지 확인한 결과에서 굴포천 모의홍수

량(HEC-HMS) 중 홍수초기와 감쇄기를 제외한 홍수중 기

여하는 유량은 6008MCM으로 귤현보가 도복되어 아라천

으로 유입되는 홍수량(HEC-RAS)인 5710MCM과 유사한

양을 나타내었다.

4.3 2011년 홍수사상 적용

2010년 조사한 유량을 활용하여 수위와 유량과의 상관식

을 산출하고 이를 2011년 홍수사상에 적용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평수기와 홍수기에 귤현보지점에서 상류로 약

3.5 km 떨어진 박천1교지점에서 수위와 유량을 측정하였다.

홍수기 유량조사 기간은 5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로 총

8회 측정하였고 최대 평균유량은 90.14 m3/s(7월 17일)이었

다. 그러나 아라천유역에서 홍수중 유량은 평균적으로 500

m3/s을 훨씬 상회함으로 고수위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분석

된 2010년 9월 21일 사상에서 모의된 수위와 유량을 포함

시켜 다항식(Q=89.042H2
−456.09H+577.42, (R2=0.991))을

산출하고 이를 2011년 7월 26일부터 3일간 발생한 홍수사

상에 대해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적용결과 그림 8와 같이

복합호우사상에 대해서 일부 고수위 및 저수위 홍수량이 편

차가 발생되었지만 전반적인 경향에서 합리적으로 모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7. 홍수모의 적용 (2010. 9.21~22)

표 3. 모의결과 분석

수위 (EL.m) 유량 (MCM)

비고
날짜/시각

Peak
(직상류)

Peak
(직하류)

상관
계수

귤현보도복
(아라천유입-홍수중,

자연상태)

귤현보기립
(한강배제-홍수초,

감쇄기)

모의 9.21/17:00 5.72 5.71 0.78 6008.29 1.45 HEC-HMS+HEC-RAS 

관측 9.21/17:00 5.56 5.43 0.93 5710.01 1.38 귤현보지점
실시간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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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경인 아라천의 홍수기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미계측 굴

포천유역과 아라천이 연계된 홍수모형의 적용성을 검토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인 수문자료가 부재한 굴포천유역에서 HEC-

HMS를 기반으로 굴포천과 아라천이 연계된 유출모의체계를

구성하고 다양한 경험식을 이용하여 추정된 주요 매개변수

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각 경험공식별 와 K을 바탕으

로 HEC-HMS 모형의 지체시간을 산정한 후 각 소유역별

지형인자를 이용하여 산정된 , 와 D'odorico

and Rigon(2003)이 제시한 지체시간의 변동범위를 추정하였

다. 분석결과 Kirpich 및 Rziha공식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체시간 변동범위의 상한계를 대부분 초과하는 것으로 나

타난 반면 Kraven1공식이 대체적으로 변동범위를 충족하였

다. 이를 통해 미계측 유역의 신뢰성 있는 도달시간의 산정

을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앞서 분석된 굴포천유역의 매개변수를 토대로 HEC-

HMS의 모의 홍수 유입량과 연계하여 HEC-RAS를 이용한

주운수로 홍수위변화를 분석하였다. HEC-HMS로 모의된 굴

포천 모의홍수량을 직접 검증하기 어렵지만 직하류 아라천

유입부의 귤현보지점에 실시간 상하류 관측 수위자료가 있

으므로 이를 활용코자 하였다. 2010년 9월 홍수사상을 적용

한 결과 귤현보지점에서 모의 수위와 관측수위 간의 상관계

수가 보 직상류단면과 직하류단면에서 각각 0.78과 0.93으로

관측치를 합리적으로 모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홍

수량의 양적 배분을 검토한 결과 굴포천 모의홍수량(HEC-

HMS) 중 홍수초기와 감쇄기를 제외한 자연상태가 되는 홍

수중 기여하는 유량과 귤현보가 도복되는 동안 아라천으로

유입되는 홍수량(HEC-RAS)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어 모형

적용성이 확인되었다. 

셋째, 2010년 조사한 유량을 활용하여 수위와 유량과의

상관식을 산출하고 이를 2011년 홍수사상에 적용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굴포천 수위 및 유량 관측자료(저수위)와

HEC-RAS 모의자료(고수위)을 활용하여 다항식을 산출하고,

이를 2011년 발생한 홍수사상에 대해 적용하였다. 적용결과

일부 고수위 및 저수위 부분에 홍수량의 편차가 발생하였지

만 전반적인 경향에서 합리적으로 모의되었다. 향후 미계측

유역의 신뢰성 있는 매개변수 및 모형의 검·보정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중요

하다고 판단되는 미계측 유역에서는 조속한 수문관측 계획

수립 및 충분한 자료의 획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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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011년 홍수모의 적용 (7.26~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