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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In the forthcoming 21C, the development of cultural lives depends on that the water demand will

increase or not.

On the opposite site of that circumstance, many factors of the small watersheds will influence directly

on how to cover the surface of watersheds with land use, no planning developing watersheds, and the

rearrangement of small rivers. Especially as the extraordinary climatic phenomena, exhaust of CO 2

and destruction of O3 layer, water resource and water foresting content of the small watersheds

will be decreased by confusing on the making a plan of water resources.

For example, those are Typhoon Rusa in 2002, Typhoon Maemi in 2003 and heavy storms in 2004.

This study area has three group and one of them having three small watersheds, total five small

watersheds. That is, Sabukmyeon small watersheds in Chuncheon, Three small watersheds in

Wonju(Jeoncheon, Jupocheon and Hasunamcheon), and Suipcheon in Yanggu-Gun which are located far

away each other three group and different precipitation data. According to the land use such as dry

field(or farm), rice field, forest land, building site and others in small watersheds, the amount of runoff

will be impacted by monthly precipitati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runoff was getting from Kajiyama Formula and calculated runoff from

multi-linear regressed equations by land use percentage was performed with different precipitation data

and different small watersheds. Its correlations which are estimated by coefficient of correlation will be

accepted or not, as approached 1.0000 values.

As the monthly water resources amount is estimated by multi-linear regressed equations with

different precipitation data and different small watersheds having no gauging station, we make a plan in

order to demand and supply the water quantity from small river watersheds during return periods.

Key words: small river watersheds, extraordinary climatic phenomena, water resources, land

use, no gauging station, multi-linear regressed equation, coefficient of correlation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는 인류의 문화가 발달할수록 물의 수요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대유역의21C

근원인 중 소유역은 여러 가지 지형적인 지표인자와 토지이용의 여건과 유역의 개발 및 소하·

천정비 등으로 유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다양해졌다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CO2의

과다한 배출과 오존층의 파괴로 북극을 비롯한 지구상의 빙하들이 기온상승으로 그 양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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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되고 있으며 이상 기후의 변화로 강수량의 양상이 매우 다양해졌고 그 양도 과거의 기록,

치를 개신하기에 이르렀다 그 예가 년의 태풍 와 년의 태풍 와 최근 집. 2002 Rusa 2003 Mamie

중호우로 또는 지진 등의 원인으로 인해 강우의 양상이 매우 불확실해졌으며 따라서 수자원,

확보도 매우 어렵게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대상유역을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소유역 원주시 전천 주포천 하, , ,

수남천유역과 양구군 수입천유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과 지표상황을 강수량과 유출량을 연계

한 수자원량을 월별로 추정하고 수요량에 대비한 수자원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소유역은 유출상황과 유역의 토지이용상황 및 강수량이 다르고 유역이

떨어진 춘천시 사북면소유역 원주시 개 소유역과 양구군 수입천 등 개 지역으로 나누고, 3 3

원주시 소지역은 이웃한 개 소유역인 전천 주포천 및 하수남천유역 등 총 개 소유역에 대3 , 5

하여 토지이용상황인 전 답 임야 주거지 및 기타 등의 개 인자가 유출에 영향을 주고 있, , , 5

음을 착안하였다 따라서 유역의 양상이 다르고 먼 거리에 떨어져 있고 강수량이 다른 경우. ,

를 대상으로 하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월별유출고를 산출한 후 토지이용인자Kajiyama

를 회귀다중 차방정식으로 유도하였다 즉1 . Q=(C1X1+C2X2+C3X3+C4X4+C5X5)P 유출고(Q: , X

1… 토지이용인자백분율 월강수량 으로 표시하고 계수: , P: ) , C1, C2, C3, C4, C5 가 토지이용에 따

라 산출함으로서 공식에서 구한 유출고와 회귀다중 차방정식에서 구한 유출고와Kajiyama 1

의 상관성을 규명하고 미계측 소하천에도 토지이용상황 백분율만 알면 회귀식들을 이용하여

앞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임의의 소하천유역의 재현 지간별 월별 수자원량을 추정함으로서 수

요량과 홍수량에 대비한 대책을 세울 수 있으므로 수자원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수자원 계획

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대상유역연구대상유역연구대상유역연구대상유역2.2.2.2.

유역의 상황유역의 상황유역의 상황유역의 상황2.12.12.12.1

연구대상유역은 크게 개군으로 나누고 그 중 개는 원주시 관활에 속한 개 소하천 유역을3 , 1 3

가진 대상 구역을 포함시킴으로서 총 개 소유역을 연구대상 유역으로 하고 유역상황을 살펴보면5

다음과 같다.

춘천시 사북면 소유역2.1.1

북산면은 무명산 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유하하여 북한강 우안에 유입하는 신포천(EL.480m)

과 광산골천 살구골천 및 인람천 등 개 소하천과 그 밖에 개로 구성되어 있다, 17 25 .

유역의 지형적 특성을 보면 신포천은 농경지와 산지로 분포되어 있으며 개의 소하천 살구골2 (

천 광산골천 이 좌안으로 합류하면서 산지계곡의 하천형상을 하고 있으며 비교적 하폭은 넓으며, ) ,

하상경사는 급하여 많은 낙차공과 상류에 사방댐이 있으며 호박돌과 암으로 구성된 하상이다 또.

한 유역의 평균경사가 이고 평균고도는 이다30% , 321.53m .

은 사북면 소하천 유역도와 토지 이용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은 유역의 특성인자Fig 1. , Table 1.

들을 나타내고 있다.

춘천시 사북면 소유역의 유역 특성춘천시 사북면 소유역의 유역 특성춘천시 사북면 소유역의 유역 특성춘천시 사북면 소유역의 유역 특성Table 1.Table 1.Table 1.Table 1.

하천명 유역면적 유로연장 유역의 평균폭 형상계수 평균경사



전천의 유역2.1.2

주포천 유역2.1.3

하수남천2.1.4

수입천 유역2.1.5

유역의 유출량 분석유역의 유출량 분석유역의 유출량 분석유역의 유출량 분석3.3.3.3.

산출된 유출량산출된 유출량산출된 유출량산출된 유출량3.13.13.13.1

공식은 한국에서 널리 이용하고 있으며 월별 유출량을 추정하는 공식으로 농업용Kajiyama ,

저수지나 다목적 댐의 저수용량을 결정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식을 이용하여 소유역별로 월별 유출량을 산정하여 검토한 결과 적합Kajiyama

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 소유역들에 이 공식을 적용하여 월별 유출량을 산출하였다 월별 유출고 공식은.

           ···································· (1)

여기서 월별유출고, Q: (mm).

유역의 월별 강우량R: (mm).

유역의 상황에 의하여 변화하는 계수 본 유역에서는 을 적용f: (0.6 1.4), f=1.0 .～

각 월별마다 에 의하여 변화하는 보정량E: R .

각 유역의 토지이용현황각 유역의 토지이용현황각 유역의 토지이용현황각 유역의 토지이용현황Table 9.Table 9.Table 9.Table 9.

단위단위단위단위( : km( : km( : km( : km2222, %), %), %), %)

A (km2) L (km) A/L (km) A/L2 l/S

신포천 9.53 6.22 1.53 0.25 1/5 1/46～

광산골천 2.28 3.11 0.73 0.24 1/3 1/4～

살구골천 1.03 2.28 0.43 0.18 1/2 1/12～

상촌천 0.20 1.13 0.18 0.16 1/6 1/20～

·
·
·

·
·
·

·
·
·

·
·
·

·
·
·

·
·
·

며구지천 2.28 3.00 0.76 0.25 1/3 1/9～

평균경사 1/2 1/58～

하 천 명 구 분 유역면적 전 답 임 야 주거지 기 타

사북면천
면 적 80.66 4.86 3.21 61.30 0.80 10.49

백분율 6.00 4.00 76.00 1.00 13.00

전 천 면 적 169.98 15.82 15.64 119.61 1.99 16.92



분석 및 고찰분석 및 고찰분석 및 고찰분석 및 고찰4.4.4.4.

다중회귀 차 방정식다중회귀 차 방정식다중회귀 차 방정식다중회귀 차 방정식4.1 14.1 14.1 14.1 1

연구대상유역의 유출량에 영향을 주는 지표의 지형학적 특성인 토지의 이용을 면적백분율로

놓고 영향을 주는 인자의 계수를 각각 밭은 C1 논은, C2 임야는, C3 주거지는, C4 및 기타는 C5로

놓고 강수량 를 적용할 때 유출량 가 구해지는 다중회귀 차방정식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P Q 1 .

Q = (C1X1+C2X2+C3X3+C4X4+C5X5)P ············································ (2)

y(Q/P) = C1X1+C2X2+C3X3+C4X4+C5X5 ··········································· (3)

여기서, X1, X2 ,X3, X4, X5 밭 전 논 답 임야 주거지 및 기타의 백분비: ( ), ( ), ,

유출량을 강수량으로 나눈 값 유출률y=Q/P : ( )

분 석분 석분 석분 석4.24.24.24.2

개 소유역이 개 소유역권으로 춘천 원주 양구 등에 위치한 개 소하천은 위치와 하천유역5 3 , , 5

형상 등 지형적인 인자가 다른 것을 개 소하천에 개 토지이용 인자를 다항식에 적용하여 월별5 5

로 산출한 결과 과 같다Table 10. .

개 소하천의 월별 다항식 계수개 소하천의 월별 다항식 계수개 소하천의 월별 다항식 계수개 소하천의 월별 다항식 계수Table 10. 5 (CTable 10. 5 (CTable 10. 5 (CTable 10. 5 (C1111, C, C, C, C2222, C, C, C, C3333, C, C, C, C4,4,4,4, CCCC5555))))

다항식다항식다항식다항식( y( y( y( y ==== CCCC1111XXXX1111+C+C+C+C2222XXXX2222+C+C+C+C3333XXXX3333+C+C+C+C4444XXXX4444+C+C+C+C5555XXXX5555))))

C1 C2 C3 C4 C5

Jan -1.97410 2.53313 0.389863 0.769188 1.32026

Feb 2.37736 -2.95538 0.582784 3.81804 0.281362

Mar 2.10300 -2.56853 0.255271 8.72504 1.27619

·
·
·

·
·
·

·
·
·

·
·
·

·
·
·

·
·
·

Nov 0.385246 -0.101983 0.351615 1.85642 0.844409

Dec 5.99485 -6.726760 0.403481 12.8921 0.840101

백분율 9.30 9.20 70.37 1.17 9.96

주 포 천
면 적 83.15 2.88 6.53 70.36 2.58 0.80

백분율 3.46 7.85 84.62 3.10 0.97

하수남천
면 적 38.24 2.81 2.76 28.21 0.33 4.13

백분율 7.35 7.22 73.77 0.86 10.80

수 입 천
면 적 320.49 8.16 5.61 237.61 0.53 68.58

백분율 2.55 1.75 74.14 0.16 21.40



결 론결 론결 론결 론5.5.5.5.

본 연구는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소하천유역 원주시 전천 주포천 하수남천 소유역과 양구군, , ,

수입천 소유역을 대상으로 개 소하천의 토지이용별 전 답 임야 주거지 및 기타 로 나누어 면적5 ( , , , )

백분율을 구하고 각 소유역의 월별 강수량을 식에 적용하여 월별 유출고를 구하여 강수, Kajiyama ,

량과 유출고와의 비 유출비를 토지이용의 면적비가 유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착안하여 다중회귀, 1

차방정식으로 추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유출률은 유역특성이 비슷한 사북면 소하천과 수입천 유역에서는 강수량이 적은 월1. 1, 2, 3, 11, 12

에는 이고 강우량이 많은 월은 범위였으며 전천 주포천 및 하수남천0.41 0.56 , 7, 8, 9 0.61 0.7 , ,～ ～

인 경우는 와 이었다0.36 0.49 0.54 0.66 .～ ～

2. 다중회귀 차방정식인 유출량1 Q = (C1X1+C2X2+C3X3+C4X4+C5X5 를 얻었다 는 강수량)P (P ).

다중 차회귀방정식에서 구한 계수3. 1 C1, C2, C3, C4 및 C5를 상관계수로 검증한 결과 대단히 유의성이

높고 상관성이 인정되었으며 면적비가 유출량비에 대단히 비례적 상관성이 인정되나 개 소유역을, 5

맺어져서 계수 C1, C2, C3, C4 및 C5를 구할 때 유역의 유출특성이 비슷하고 강수량이 유사한 소하

천을 묶어서 구하는 것이 훨씬 합리성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연구대상유역 또는 인접한 유역에 년 빈도의 강수량을 산출해서 다중회귀식에4. 30, 50, 80, 100, 200

대입하면 월별 유출량 예상치를 추정할 수 있다.

미계측 하천이나 서로 유역특성이 다른 유역끼리도 개 권역을 묶어서 토지이용 면적비로 계수5. 5 C1,

C2, C3, C4 및 C5를 구하면 월별 유출량 를 강수량 만 대입하면 얻을 수 있다Q P .

앞으로 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소유역별 유출량을 강수량에 따라 추정해냄으로서6.

유역의 수자원 종합관리계획과 수자원 유역통합관리계획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

장석환 배종원 한건연 바람직한 자연형 소하천 정비방향연구 년 분과위원회 연구1. , , , 2002. 2002

과업보고서 한국수자원학회, , pp. 101-157, 2002. 12. 13.

최지용 유역의 수질 환경생태관리 방안 제 회 세계 물의 날 기념 심포지움 우리나라의2. , 2003. , 11 ,

유역 물관리 개선방안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수자원공사, , .

최예환 최중대 소유역의 토지이용이 유출특성에 미치는 영향 년 한국 수자원학회3. , , 2004. , 2004

학술발표회 제 분과 수문모형 수문해석 지하수, 2004. 5.14 15, 1 ( / / ).～

정선군 임계천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4. , 2001. , 2001. 6. pp. 1-240

전병호 유역종합치수 계획수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제 회 물포5. , 2002. , 5

럼, pp 1-22.

6. Im Sang Jun, K.M. Brannan and saied Mostaghimi, 2003 Calibration and Validation of the

HDPF Model on an Urbanizing Watershed in Virginia, USA, Water Engineering Research,

Vol.4 No.3, pp. 141-154.

김창완 하천진화모형을 이용한 안정하천의 설계 통권 호 한국7. , 2003. , . 230 , 2003. 1.建 技

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환경연구부, , pp. 11-18.

김지호 박영진 최인호 송재우 산지유역의 합리식 유출계수 산정에 관한 연구 년8. , , , , 2004. , 2004

한국 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제 분과 수문모형 수문해석 지하수, 2004. 5. 14 15. 1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