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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유역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비홍수량 산정 공식을 유도하여 개략적인 홍수량 산정 및 홍수량 범위 예측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의 실무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수량 산정의 주요 입력인자 조건을 설정하고 이들 조합에 의한 홍수량 산정.

결과를 회귀분석함으로써 유역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일종의 지역빈도해석 개념의 비홍수량 산정 공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유역형상은 타원형 강우량은 년빈도 전국평균 확률강우량 강우분포는 방법의 전국평균 분위 은, 50 , Huff 4 , CN 80,

유입시간은 분 평균유속은10 , 3.0 의 조건을 기준조합으로 채택하고 홍수량 산정 모형은 단위도법 및 공식을m/sec , Clark Sabol

적용하여 기준조합의 비홍수량 회귀식을 유도한 다음 각종 인자들의 변화에 따른 비홍수량의 변화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회,

귀식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비홍수량 회귀식 기준조합 조정계수핵심용어 비홍수량 회귀식 기준조합 조정계수핵심용어 비홍수량 회귀식 기준조합 조정계수핵심용어 비홍수량 회귀식 기준조합 조정계수: , , ,: , , ,: , , ,: , , ,

1.1.1.1. 비홍수량 산정 방법의 필요성비홍수량 산정 방법의 필요성비홍수량 산정 방법의 필요성비홍수량 산정 방법의 필요성

초기 검토에서 개략적인 홍수량의 범위를 추정하는 방안의 하나로 비홍수량 산정 공식을 들 수 있으나 기존 비홍수량 산정

공식은 유역면적 하나만으로 회귀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뢰성이 낮으므로 실무에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

라 유역특성을 고려한 개략적인 홍수량 산정 및 홍수량 범위 예측 등을 가능하게 하는 신규 비홍수량 산정 공식의 필요성이 대

두된다 이를 위하여 홍수량 산정의 주요 입력인자의 조건을 설정하고 이들의 조합에 의한 홍수량 산정 결과를 회귀분석함으로.

써 유역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일종의 지역빈도해석 개념의 비홍수량 산정 공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2.2.2.2. 주요 입력인자의 조건 설정주요 입력인자의 조건 설정주요 입력인자의 조건 설정주요 입력인자의 조건 설정

비홍수량 산정 기준 정립에는 먼저 전국평균 개념의 방법을 제시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으므로 대상유역의 가상적인 유역형

상으로 결정된 타원형을 채택하고 타원형의 형상은 유역면적에 따라 형상계수가 변화되는 타원형 형상을 기본 타원형으로 채택

하였으며 가상유역의 기본 타원형 형상에 대한 형상계수는 면적에 따른 전국평균을 적용하였다, .

또한 홍수량 산정 모형으로는 단위도법을 채택하였으며 저류상수 산정 방법은 형상계수의 활용 필요성을 감안하여, Clark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공식을 채택하였다Sabol .

홍수량 산정시의 주요 입력인자로는 유역면적 강우량 강우분포 유효우량 유입시간 유하시간 형상계수 등이 있으며 구체, , , , , , ,

적인 주요 입력인자의 조건은 표 과 같이 설정하였다< 2-1> .

표표표표< 2-1>< 2-1>< 2-1>< 2-1> 주요 입력인자의 조건 설정주요 입력인자의 조건 설정주요 입력인자의 조건 설정주요 입력인자의 조건 설정

입력인자 조 건 설 정 비 고

유역면적 범위의주요유역면적 개0.01 3,000km² (21 )∼

강 우 량 주요지속기간별 년빈도확률강우량50 전국평균 적용

강우분포 방법의 분위 개Huff 1, 2, 3, 4 (4 ) 전국평균 적용

유효우량 방법의 개SCS CN 65, 70, 75, 80, 85, 90, 95(7 )

유입시간 분 개0, 5, 10, 15, 20, 25, 30 (7 ) 일정치로 가정

유하시간 평균유속 등으로산정 개2.0, 2.5, 3.0, 3.5, 4.0m/sec (5 ) 평균유속 적용

형상계수 기본 타원형 및 형상계수 개2.0, 1.0, 0.7, 0.5, 0.3, 0.1(7 ) 타원형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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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표를 살펴보면유역면적은 최소 최대 범위에서 회귀식 유도에 충분한 개0.01km², 3,000km² 21 (0.01, 0.03, 0.05, 0.08, 0.10,

0.25, 0.5, 1.0, 2.5, 5.0, 조건을설정하였다 강우량은전국평균 년빈10, 25, 50, 100, 250, 500, 750, 1,000, 1,500, 2,000, 3,000km²) . 50

도 확률강우량을 채택하고 강우분포는 전국평균 방법의 분위를 기준으로 개 조건을 설정하였으며 유효우량 산정을 위하, Huff 4 4 ,

여 은 을 기준으로 개 조건을 설정하였다 유입시간은 기본유입시간을 분을 기준으로 개 조건을 설정하였으며 유하시CN 80 7 . 10 7 ,

간은 유속 를 기준으로 개 조건을 설정하였다 형상계수는 가상유역의 형상으로 가정한 타원형에 대하여 유역면적이3.0m/sec 5 .

증가함에 따라 형상계수가 작아지는 기본 타원형을 기준으로 설정한 다음 형상계수가 등으로 고정인2.0, 1.0, 0.7, 0.5, 0.3, 0.1

경우 개를 추가하여 개 조건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조합의 총수는 개이며 여기에 임계지속기간을 고려하기 위하여6 7 . 144,060

강우지속기간을 분까지 분 간격으로 적용하여 홍수량을 산정하므로 홍수량 산정 회수는 약 만번 정도 된다10 2880 10 4,000 .∼

3.3.3.3. 비홍수량 산정 공식의 유도비홍수량 산정 공식의 유도비홍수량 산정 공식의 유도비홍수량 산정 공식의 유도

비홍수량 산정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요 입력인자의 많은 조합에 대하여 면적감소계수를 고려함과 아울러 강우

지속기간을 분까지 분 간격으로 적용하여 첨두홍수량이 최대가 되는 임계지속기간의 홍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10 2880 10 .∼

이와 같이 산정된 홍수량에서 비홍수량 산정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을 검토한 결과 주요 입력인자의 조합이 매우 많고 면적,

감소계수 임계지속기간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주요 입력인자의 영향을 모두 한꺼번에 고려하는 비홍수량,

산정 공식을 회귀식의 형태로 유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주요 입력인자별로 가장 일반적인 조건을 선정하여 기준 조합을 채택하고 이와 같은 기준 조합에 대한 비홍수량

산정 공식을 회귀식의 형태로 유도한 다음 주요 입력인자의 변화에 따른 영향은 주요 입력인자별로 별도로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3.1.3.1.3.1.3.1. 기준 조합의 채택 및 비홍수량 산정기준 조합의 채택 및 비홍수량 산정기준 조합의 채택 및 비홍수량 산정기준 조합의 채택 및 비홍수량 산정

주요 입력인자별로 가장 일반적인 조건으로 유역형상은 기본 타원형 강우량은 년빈도 전국평균 확률강우량 강우분포는, 50 ,

방법의 전국평균 분위 은 유입시간은 분 평균유속은Huff 4 , CN 80, 10 , 3.0 의 조건을 기준 조합으로 채택하였으며 홍수량 산정m/sec ,

모형은 단위도법 및 공식을 채택하였다Clark Sabol .

이와 같은 기준 조합에 대한 비홍수량 산정 결과는 그림 과 같고 비홍수량 회귀식은 전체 유역면적에 대하여 하나의< 3-1> ,

회귀식으로 유도가 곤란하여 다음 식 과 같이 유역면적 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두 개의 회귀식으로 유도하였다( 3-1) 50km² .

q = a exp(b A) ( A≤50km 2)

q = c ln(A) + d ( A>50km 2) ······························································· 식( 3-1)

여기서 는 비홍수량 는 유역면적 는 회귀식의q (m³/sec/km²), A (km²), a, b, c, d 매개변수로서 a= 21.0322, b=

-0.0186, c= -1.5281, d= 이다15.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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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입력인자 조건 변화를 고려한 비홍수량 산정 공식의 조정

입력인자 조건 변화를 고려한 비홍수량 산정 공식의 조정에는 기준 조합의 비홍수량 산정 공식을 다음의 식 와 같이( 3-2)

변형하여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으며 조정계수의 적용 순서는 무순이지만 가급적 영향이 큰 순서로 적용하는 것,

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q = [a exp(b A)]×F HF×F CN×F RA×F Ti×F Tt×F SF , ( A≤50km
2)

q = [c ln(A) + d]×F HF×F CN×F RA×F Ti×F Tt×F SF , (A>50km
2) ······················· 식( 3-2)

여기서 는 비홍수량 는 유역면적 는 기준 조합의 비홍수량 회귀식의 매개변수로q (m³/sec/km²), A (km²), a, b, c, d

서 a= 21.0322, b= -0.0186, c= -1.5281, d= 이며15.0426 , F HF는 방법의 분위 변화에 대한 조Huff

정계수, F CN은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CN , F RA은 강우량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F Ti는 유입시간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F Tt는 유하시간평균유속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 , F SF는 유역형상 변화에 대

한 조정계수이다.

3.1.2. 방법의 분위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Huff ( F HF)

기준 조합의 방법의 분위에서 분위를 분위 분위 분위 등으로 변화시켜 비홍수량을 산정한 다음 분위에 의한 비Huff 4 1 , 2 , 3 , 4

홍수량과의 비율을 나타내면 그림 와 같다<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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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3-2>< 3-2>< 3-2>< 3-2> 방법의 분위 변화에 따른 비홍수량의 비율 변화방법의 분위 변화에 따른 비홍수량의 비율 변화방법의 분위 변화에 따른 비홍수량의 비율 변화방법의 분위 변화에 따른 비홍수량의 비율 변화HuffHuffHuffHuff

동 그림을 살펴보면 분위에 따른 비홍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비홍수량의 크기는 전체 유역면적에 걸쳐 분위 분위4 , 3 ,

분위 분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2 , 1 .

이와 같이 분위의 비홍수량이 가장 큰 이유는 유효우량 산정시 방법을 적용할 경우 초기손실의 영향으로 분위와4 SCS 1 2

분위는 분위와 분위보다 적게 산정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주요 관측소 개중에서 무차원누가곡선의 구간별 증분의 최대치3 4 , 22

가 개 관측소를 제외하고는 분위보다 분위가 큰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2 3 4 .

비홍수량의 비율은 유역면적이 의 경우 분위 분위 분위는 정도로 나타나며 에서는 약1.0km² 1 64%, 2 75%, 3 86% , 3,000km²

로 나타나고 있다82 96% .∼

한편 방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관측소의 최빈분위는 주로 분위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단지 강우분석에 의, Huff 2 3∼

한 결과일 뿐이므로 홍수량이 크게 산정되는 분위를 채택하는 것이 안전측이며 재해영향평가 기준에서는 홍수량이 최대가 되는,

분위를 채택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분위에 따른 차이가 소유역일수록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



분위를 기준 분위로 채택하게 되었다 또한 방법의 분위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를 제일 먼저 기술하는 이유는 개의 조정계. , Huff 6

수중 비교적 영향이 큰 조정계수이며 또한 다른 조정계수는 지형인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반면 분위변화에,

의한 조정계수는 다소 주관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법의 분위별 비홍수량과 기준 조합과의 비율변화를 유역면적을 기준으로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과Huff < 3-1>

같고 이를 이용하는 방법은 적용하고자 하는 분위를 채택한 다음 제시된 회귀식으로 방법의 분위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Huff

( F HF 를 산정한다) .

표표표표< 3-1>< 3-1>< 3-1>< 3-1> 방법의 분위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회귀식방법의 분위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회귀식방법의 분위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회귀식방법의 분위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회귀식HuffHuffHuffHuff

분 위
회 귀 식

비 고
유역면적 이하50km² 유역면적 초과50km²

분위1 0.6433 A 0.0325 0.6544 A 0.0275

분위2 0.7532 A 0.0165 0.7356 A 0.0246

분위3 0.8613 A 0.0107 0.8413 A 0.0163

분위4 1.00 1.00 기 준

3.1.3.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CN ( F CN)

기준 조합의 에서 을 등으로 변화시켜 비홍수량을 산정한 다음 에 의한 비홍수량과의CN 80 CN 65, 70, 75, 85, 90, 95 , CN 80

비율을 나타내면 그림 과 같다<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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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3-3>< 3-3>< 3-3>< 3-3> 에 따른 비홍수량의 비율 변화에 따른 비홍수량의 비율 변화에 따른 비홍수량의 비율 변화에 따른 비홍수량의 비율 변화CNCNCNCN

동 그림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에 따른 비홍수량의 비율 변화가 크며 유역면적이 작을수록 비율의 변화가 크며 유역면CN ,

적이 클수록 비율의 변화가 작아지는 양상을 보이며 또한 을 기준으로 의 증가에 대한 비홍수량의 비율의 증가 비율, CN 80 CN



과 의 감소에 대한 비홍수량의 감소 비율이 거의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유역면적 에서 약CN . 1km² 70 132%, 3,000km²∼

에서는 약 정도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의 영향이 소유역에서는 매우 크며 유역면적이 커질수록 다소 감소되93 104% , CN∼

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별 비홍수량과 기준 조합과의 비율 변화를 유역면적을 기준으로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CN <

와 같고 이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 결정되면 제시된 중 인접한 에 의한 회귀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결과를 선형보간3-2> , CN CN CN

하여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CN ( F CN 를 산정한다) .

표표표표< 3-2>< 3-2>< 3-2>< 3-2>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회귀식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회귀식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회귀식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회귀식CNCNCNCN

CN
회 귀 식

비 고
유역면적 이하50km² 유역면적 초과50km²

65 0.7047 A 0.0385 0.7392 A 0.0283

70 0.8000 A 0.0236 0.8222 A 0.0190

75 0.8920 A 0.0100 0.9150 A 0.0082

80 1.00 1.00 기 준

85 1.1093 A -0.0125 1.0852 A -0.0080

90 1.2154 A -0.0245 1.1660 A -0.0154

95 1.3200 A -0.0359 1.2327 A -0.0209

3.1.4. 강우량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F RA)

강우량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산정에는 강우지속기간의 결정이 필요하므로 유역면적과 첨두홍수량이 최대가 되는 강우지속,

기간인 임계지속기간 관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유역면적 임계지속기간 관계 수립에는 유역형상 평균유속 등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하며 유역형상은 기준 조합- , ,

에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 있으므로 평균유속을 추가로 고려하여 유역면적 임계지속기간 관계를 나타낸 결과는 그림 와- < 3-4>

같다.

동 그림을 살펴보면 평균유속별 임계지속기간의 차이는 전반적으로 최대 정도로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유속32% , 2.5∼

에서는 약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므로 평균유속 를 적용하고 유역면적과 형상계수를 사용하여 개략적인 임3.5m/sec 15% 3.0m/sec

계지속기간의 산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유역형상을 고려하여 평균유속별 유역면적 임계지속기간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과 같고 이를 이용- < 3-3> ,

하는 방법은 평균유속이 결정면 제시된 평균유속 중 인접한 평균유속에 의한 회귀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결과를 선형보간하여 임

계지속기간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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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3-4>< 3-4>< 3-4>< 3-4> 유역면적 임계지속기간 관계유역면적 임계지속기간 관계유역면적 임계지속기간 관계유역면적 임계지속기간 관계----



표표표표< 3-3>< 3-3>< 3-3>< 3-3> 유역면적 임계지속기간 관계 회귀식유역면적 임계지속기간 관계 회귀식유역면적 임계지속기간 관계 회귀식유역면적 임계지속기간 관계 회귀식----

평균유속(m/sec) 회 귀 식 비 고

2.0 t cr= 198.1354 A
0.3808

2.5 t cr= 175.8798 A
0.3855

3.0 t cr= 143.3133 A
0.4027 기 준

3.5 t cr= 131.0167 A
0.4026

4.0 t cr= 114.2504 A
0.4034

주 여기서) tcr은 임계지속기간분 는 유역면적 이다( ), A (km²) .

임계지속기간으로 강우지속기간이 결정되면 주요 관측소 확률강우량의 전국평균과의 비율 년빈도 및 확률강우량의 재현(50 )

기간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강우량의 변화를 반영하게 된다.

하지만 확률강우량의 비율과 비홍수량의 비율이 완전한 선형관계는 아니므로 이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년빈도 전국, 50

평균 확률강우량에 등을 곱하여 비홍수량을 산정한 다음 확률강우량의 비율 에 대한 비0.6, 0.7, 0.8, 0.9, 1.0, 1.1, 1,2, 1.3 1.4 1.0

홍수량과의 비율을 나타내면 그림 와 같다< 3-5> .

동 그림을 살펴보면 유역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확률강우량의 비율에 대한 비홍수량의 비율변화가 크며 이상부터는100km²

확률강우량의 비율과 비홍수량의 비율이 거의 선형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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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3-5>< 3-5>< 3-5>< 3-5> 확률강우량의 비율과 비홍수량의 비율 관계확률강우량의 비율과 비홍수량의 비율 관계확률강우량의 비율과 비홍수량의 비율 관계확률강우량의 비율과 비홍수량의 비율 관계

이와 같은 전국평균 확률강우량에 대한 비율과 기준조합의 비홍수량 변화비율을 유역면적을 기준으로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와 같고 이를 이용하는 방법은 확률강우량의 비율이 결정되면 제시된 확률강우량의 비율 중 인접한 비율에 의한 회귀< 3-4> ,

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결과를 선형보간하여 강우에 대한 조정계수( F RA 를 산정한다) .



표표표표< 3-4>< 3-4>< 3-4>< 3-4> 확률강우량의 비율과 비홍수량 관계 회귀식확률강우량의 비율과 비홍수량 관계 회귀식확률강우량의 비율과 비홍수량 관계 회귀식확률강우량의 비율과 비홍수량 관계 회귀식

확률강우량비율 회 귀 식 비 고

0.6 0.0107 ln(A)+0.4863

0.7 0.0091 ln(A)+0.6081

0.8 0.0066 ln(A)+0.7350

0.9 0.0030 ln(A)+0.8685

1.0 1 기 준

1.1 -0.0042 ln(A)+1.1376

1.2 -0.0077 ln(A)+1.2722

1.3 -0.0122 ln(A)+1.4112

1.4 -0.0169 ln(A)+1.5517

3.1.5. 유입시간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F Ti)

기준 조합의 유입시간 분에서 유입시간을 분 등으로 변화시켜 비홍수량을 산정한 다음 유입시간 분10 0, 5, 15, 20, 25, 30 , 10

에 의한 비홍수량과의 비율을 나타내면 그림 과 같다< 3-6> .

동 그림을 살펴보면 유역면적이 작을 경우에는 비율 변화가 상당히 큰 양상을 보이며 유역면적 에서 유입시간 분의, 1km² 0

경우는 약 유입시간 분의 경우는 로 산정되고 있으나 에서는 약 정도의 차이로 줄어들면서 계속적으로130%, 30 80% 200km² 5%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유입시간별 비홍수량과 기준 조합과의 비율 변화를 유역면적을 기준으로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와 같고< 3-5> ,

이를 이용하는 방법은 유입시간이 결정되면 제시된 유입시간중 인접한 유입시간에 의한 회귀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결과를 선형

보간하여 유입시간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F Ti 를 산정한다) .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200 2400 2600 2800 3000

Area(km2)

0.60

0.70

0.80

0.90

1.00

1.10

1.20

1.30

1.40

R
a
tio

t= 0(min)

t= 5(min)

t= 10(min)

t= 15(min)

t= 20(min)

t= 25(min)

t= 30(min)

그림그림그림그림< 3-6>< 3-6>< 3-6>< 3-6> 유입시간 변화에 따른 비홍수량의 비율 변화유입시간 변화에 따른 비홍수량의 비율 변화유입시간 변화에 따른 비홍수량의 비율 변화유입시간 변화에 따른 비홍수량의 비율 변화



표표표표< 3-5>< 3-5>< 3-5>< 3-5> 유입시간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회귀식유입시간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회귀식유입시간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회귀식유입시간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회귀식

유입시간

분( )

회 귀 식
비 고

유역면적 이하50km² 유역면적 초과50km²

0 -0.0061 A+1.2865 1.0796 A -0.0093

5 1.0961 A -0.0161 1.0390 A -0.0047

10 1.00 1.00 기 준

15 0.9325 A 0.0117 0.9641 A 0.0044

20 0.8768 A 0.0226 0.9314 A 0.0086

25 0.8294 A 0.0323 0.9035 A 0.0121

30 0.7910 A 0.0389 0.8764 A 0.0157

3.1.6. 유하시간 평균유속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 ( F Tt)

유하시간의 변화의 고려는 평균유속을 변화시켜 비홍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기준 조합의 평균유속은,

에서 평균유속을 등으로 변화시켜 비홍수량을 산정한 다음 평균유속 에 의한 비홍수량3.0m/sec 2.0, 2.5, 3.5, 4.0m³/sec , 3.0m/sec

과의 비율을 나타내면 그림 과 같다<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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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3-7>< 3-7>< 3-7>< 3-7> 평균유속에 따른 비홍수량의 비율 변화평균유속에 따른 비홍수량의 비율 변화평균유속에 따른 비홍수량의 비율 변화평균유속에 따른 비홍수량의 비율 변화

동 그림을 살펴보면 유역면적이 작을 경우에는 영향이 미미하다가 서서히 증가하여 에서는 약 에25km² 86 110%, 3,000km²∼

서는 약 정도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78 114% .∼

이와 같은 평균유속별 비홍수량과 기준 조합과의 비율 변화를 유역면적을 기준으로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과 같고< 3-6> ,

이를 이용하는 방법은 평균유속이 결정되면 제시된 평균유속중 인접한 평균유속에 의한 회귀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결과를 선형

보간하여 유하시간평균유속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 ( F Tt 를 산정한다) .

표표표표< 3-6>< 3-6>< 3-6>< 3-6> 유하시간 평균유속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회귀식유하시간 평균유속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회귀식유하시간 평균유속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회귀식유하시간 평균유속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회귀식( )( )( )( )

유 속

(m/sec)

회 귀 식
비 고

유역면적 이하50km² 유역면적 초과50km²

2.0 0.9203 A -0.0194 0.9404 A -0.0239

2.5 0.9644 A -0.0093 0.9624 A -0.0085

3.0 1.00 1.00 기 준

3.5 1.0292 A 0.0070 1.0349 A 0.0055

4.0 1.0542 A 0.0131 1.0809 A 0.0071



3.1.7. 유역형상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F SF)

기준 조합에서 유역형상은 유역면적에 따라 형상계수가 변화되는 타원형을 기본 타원형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국평균 개념의 형상계수와 다른 형상계수를 가지는 실제유역에는 형상계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형상계수 등 고정 형상계수를 가지는 개 형상의 타원형에 대한 비홍수량을 산정한 다2.0, 1.0, 0.7, 0.5, 0.3, 0.1 6

음 기본 타원형에 의한 홍수량과의 비율을 나타내면 그림 과 같다< 3-8> .

동 그림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형상계수가 보다 작은 경우에는 비홍수량의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형상0.2

계수가 보다 큰 경우에는 비홍수량의 비율이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0.2 .

이러한 경향은 유역면적이 작은 경우에서 급격히 변화하다가 점차 완만하게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약 배까지 변0.6 1.8∼

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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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3-8>< 3-8>< 3-8>< 3-8> 유역형상에 따른 비홍수량의 비율 변화유역형상에 따른 비홍수량의 비율 변화유역형상에 따른 비홍수량의 비율 변화유역형상에 따른 비홍수량의 비율 변화

이와 같은 유역형상별 비홍수량의 비율 변화를 유역면적을 기준으로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과 같고 이를 이용하는< 3-7> ,

방법은 유역의 형상 및 형상계수가 결정되면 제시된 유역형상중 인접한 형상에 의한 회귀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결과를 형상계수

를 이용한 선형보간을 통하여 유역형상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F SF 를 산정한다) .

표표표표< 3-7>< 3-7>< 3-7>< 3-7> 유역형상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회귀식유역형상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회귀식유역형상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회귀식유역형상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회귀식

형상계수
회 귀 식

비 고
유역면적 이하50km² 유역면적 초과50km²

2.0 1.2237 A 0.0514 1.2232 A 0.0526

1.0 1.1620 A 0.0379 1.1337 A 0.0465

0.7 1.1238 A 0.0300 1.0790 A 0.0437

0.5 1.0809 A 0.0241 1.0074 A 0.0439

0.3 1.0069 A 0.0110 0.9030 A 0.0427

기본형 1 1 기 준

0.1 0.7115 A -0.0224 0.7007 A -0.0109



4.4.4.4. 결론결론결론결론

신규 비홍수량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장점 및 부수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다.

유역형상 강우량의 지역별 분포 및 재현기간 방법의 분위 유효우량 유입시간 유하시간평균유속 등을 모두 고, , Huff , , , ( )•

려하여 신규 비홍수량 산정 공식을 개발하였으므로 기존 비홍수량 산정 공식에 비하여 신뢰도가 매우 높다.

기준 조합의 비홍수량 회귀식에 방법의 분위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Huff (• FHF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CN ( FCN 강우),

량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FRA 유입시간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 FTi 유하시간평균유속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 )

( FTt 유역형상 변화에 대한 조정계수), ( FSF 등을 곱하여 해당 유역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는 비홍수량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유역형상 및 평균유속을 고려한 유역면적 임계지속기간 결정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간단하게 개략적인 임계지속기, -•

간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역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빈도해석 개념의 비홍수량 산정 공식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에 적용 가능한 비홍수량•

산정 공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직까지 방법의 분위 선택이 주관적인 점과 방법이 강우분포를 대변하는데 부족함이 많은 부분은 향, Huff Huff•

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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