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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수공분야에 매우 중요한 강우 유출 해석을 위해 미계측 유역이나 자료가 결핍된 유역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모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형 지질특성 토지피복상태 유역의 하천 분기특성 등이GIUH , ,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형학적 인자를 추출하여 지형형태학적 특징과 단위도법을 이용하여. Clark

모형을 보청천 유역의 산성지점에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형을 이용한 수문곡선이GIUH . GIUH Clark

단위도법을 이용하여 작성한 수문곡선 보다 실측치와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핵심용어: Clark, DEM, GIS, GIUH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강우 유출 해석은 수자원의 관리 개발 및 수공구조물의 설계 등에 필요로 하며 적용이- ,

용이하고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얻는 것으로 알려진 단위도와 순간단위도를 이용하여 사용

하고 있다 단위도와 순간단위도에 의한 유출해석은 신뢰성과 강우와 유출 자료의 획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연하천 유역에서 수공구조물의 대부분은 수문 관측.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미계측 유역에 건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위도와 순간단위도 유도

를 위한 강우 유출 자료의 획득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

최근에 미계측 유역에서의 강우 유출해석을 위하여 유역의 지형학적 인자들로부터 유도-

된 지형학적 단위도를 이용하여 강우 유출과정의 물리적 특성에 관련되는 유역의 지형학적-

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역 시스템의 수문학적 모델인 단위도를 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계측 유역이나 자료가 결핍된 유역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

도록 모형을 적용하여 강우 유출해석을 실시함으로써 모형의 적용성 여부를 검GIUH - GIUH

토하였다.

기본가정으로 배수유역의 지형학적 구조는 의 하천 차수법칙에 근거하고 강Strahler① ②

우입자들은 통계적으로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갖는다 강우는 공간적으로 대상유역 전체. ③

에 걸쳐 일정하다고 본다 평균대기시간은 저류상수와 같은 값을 갖는다 도달시간의. .④ ⑤

계산에 있어서 배수효과는 무시한다 단위유량도의 유도에 있어서 선형성의 법칙에 대해. ⑥

제한하지 않는다 대상유역은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다고 가정한다 조도계수는 실제. .⑦ ⑧

대상유역의 수리학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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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차수 및 강우 유출해석의 기본이론하천차수 및 강우 유출해석의 기본이론하천차수 및 강우 유출해석의 기본이론하천차수 및 강우 유출해석의 기본이론2. -2. -2. -2. -

하천차수법칙하천차수법칙하천차수법칙하천차수법칙2.12.12.12.1

하천의 형태학에 관한 연구는 정성적으로 표시되어 오다가 가 제시한 차수개Horton(1945)

념을 시점으로 정량적으로 분석이 가능해 졌으며 에 의해 체계화되어 유역의Strahler(1952)

형태학적 성질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가 체계화한 의 하천 차수 부여 방. Strahler Horton

법은 다음과 같다.

하천의 시점에서 시작하는 하천을 차 하천이라 한다1 .

두 개의 w차수 하천이 만나면 w+1차의 하천이 생성된다.

차수가 다른 두 개의 하천이 만나면 바로 아래의 하천은 높은 차수의 하천과 동일하다.

유역에서 가장 높은 차수의 하천은 Ω차 하천이다.

의 차수법칙은 하천분기비Horton ( RB 하천길이비), ( RL 하천면적비), ( RA 하천경사비), ( RS)

이며 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2.1) (2.3) .∼

RB =
Nw-1
Nw

(2.1) RL =
Lw
Lw-1

(2.2) RA =
Aw
Aw-1

(2.3)

자연 하천유역에서 분기비는 길이비는 면적비는 의 값으로 나타3.0 5.0, 1.5 3.5, 3.0 6.0∼ ∼ ∼

나며 분기비의 경우는 이론적 최소값은 이지만 자연하천 유역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2.0

것으로 연구되었다.

홍수유출해석을 위한 모형의 기본이론홍수유출해석을 위한 모형의 기본이론홍수유출해석을 위한 모형의 기본이론홍수유출해석을 위한 모형의 기본이론2.2 GIUH2.2 GIUH2.2 GIUH2.2 GIUH

모형은 강우 유출과정의 물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역의 지형학적 특성과 수GIUH -

문학적 응답을 결합한 모형으로 의 하천차수법칙을 이용하여 를 유도하는 것으Horton IUH

로 와 에 의해 제안되었다Rodriguez-Iturbe Valdes(1979) .

유역에 순간적으로 강우가 투입되었다면 강우입자들은 지형적 조건과 하도망을 따라 최,

종적으로 유역의 출구 에 도달할 것이다 즉 상태를 변화하면서 유하한다 상태는 지(outlet) . , .

표면상태 와 하도상태 로 나누고 지표면상태를(Overland State) (Channel State) , O i 수로상,

태를 C i로 한다.

유역의 차수가 차인 하천의 경우 강우입자가 이동하는 경로는3

경로 1:① O1 → C1 → C2 → C3 유역출구→

경로 2:② O1 → C1 → C3 유역출구→

경로 3:③ O2 → C2 → C3 유역출구→

경로 4:④ O3 → C3 유역출구→

차수가 Ω인 하천유역에서의 는 와 에 의해 식 와 같이GIUH Rodriguez-Iturbe Valdes (2.4)



유도된다.

g(t)= ( a Ωt+b Ω) exp ( -2νL
-1
Ω t) + ∑

Ω-1

i=1
b i exp(-2νL

-1
Ω t R

Ω-1
L ) (2.4)

여기서, g(t)는 GIUH, ν는 평균유속을 LΩ는 최고차수 하천의 평균길이, aΩ, bΩ는 RA,

RB, RL의 함수로 나타낸다.

적 용적 용적 용적 용3.3.3.3.

대상유역 및 자료수집3.1

지형학적 순간단위도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제수문개발계획 대표시험유역인(IHP)

금강수계내의 보청천 유역을 대상유역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하천유역에서의 강우 유출과정을 모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용 유-

역인 보청천 유역에서 개 산성 기대 이평 산계 탄부 수위측정 지점 중 가장 상류의 수5 ( , , , , )

위측정 지점인 산성지점을 선정하여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산성지점은 유역면적 본. 53.7 ,㎢

류 하천연장 평균하천경사 로 하천경사가 급하고 하천폭이 좁은 상류 소하천15.73 , 0.0095㎞

의 특성을 보여주며 호우사상은 년과 년을 보면 총강우량은 각각, 1995 1998 35.10 , 69.60㎜ ㎜

이고 유효강우는 과 의 첨두유량을 나타냈다15.91( /hr), 61.71( /hr) 15.64CMS, 49.24CMS .㎜ ㎜

표 산성 지점의 강우 유출 자료표 산성 지점의 강우 유출 자료표 산성 지점의 강우 유출 자료표 산성 지점의 강우 유출 자료3.1 -3.1 -3.1 -3.1 -

Station Events Total Rainfall ( )㎜ Effective Rainfall ( /hr)㎜ Peak Discharge (CMS)

Sansung
1995. 8. 23 35.10 15.91 15.64

1998. 8. 16 69.60 61.71 49.24

지형학적 특성 인자 추출지형학적 특성 인자 추출지형학적 특성 인자 추출지형학적 특성 인자 추출3.23.23.23.2

보고서의 과 년의 강우 유출자료로 산성지점의 하천형태학적 특성인자를 얻IHP 1995 1998 -

기 위하여 지형도를 이용하였고 의 하천차수 분류방법과 의 하천차수법칙에, Shrahler Horton

따라 하천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산성지점은 차 하천유역으로 나타났으며 인. 4 , GIS Tool

를 사용하여 수치지도를 가지고 크기의 격자를 모형으로 자Arc-view 1/2,5000 , 30m DEM

료를 구축한 결과 차수별 지형학적 특성인자는 표 와 같이 나타났다3.2 .

그림 과 의 보청천지역의 토지이용도와 정밀토양도에서 값을 추출하여 유효강우3.1 3.2 CN

를 결정하여 사용하였다.



표 를 이용해서 얻은 산성지점의 지형학적 특성인자표 를 이용해서 얻은 산성지점의 지형학적 특성인자표 를 이용해서 얻은 산성지점의 지형학적 특성인자표 를 이용해서 얻은 산성지점의 지형학적 특성인자3.2 GIS3.2 GIS3.2 GIS3.2 GIS

Station Stream Order N w L w( )㎞ A w( )㎢ R B R L R A

Sansung

1 53 0.673 0.667

3.742 2.831 3.964
2 14 2.193 2.398

3 5 4.618 8.370

4 1 15.150 47.740

그림 보청천 지역의 토지이용도 그림 보청천 지역의 정밀토양도그림 보청천 지역의 토지이용도 그림 보청천 지역의 정밀토양도그림 보청천 지역의 토지이용도 그림 보청천 지역의 정밀토양도그림 보청천 지역의 토지이용도 그림 보청천 지역의 정밀토양도3.1 3.23.1 3.23.1 3.23.1 3.2

그림 은 표 의 평균대기시간의 매개변수인자인 유역지체시간과 지형학적 특성인자3.2 3.2

를 이용하여 구한 모형으로 순간단위도이다GIUH .

그림 모형을 이용한 순간단위도 보청천 산성지점그림 모형을 이용한 순간단위도 보청천 산성지점그림 모형을 이용한 순간단위도 보청천 산성지점그림 모형을 이용한 순간단위도 보청천 산성지점3.3 GIUH ( )3.3 GIUH ( )3.3 GIUH ( )3.3 GIUH ( )

유출수문곡선의 비교 검토유출수문곡선의 비교 검토유출수문곡선의 비교 검토유출수문곡선의 비교 검토3.33.33.33.3

모델의 지형형태학적 특징과 단위도법을 이용하여 모형과 비교하HEC-HMS Clark GIUH

였다 그림 와 는 실측치와 단위도법을 이용해 수문곡선을 나타낸 것이. 3.4 3.5 GIUH, Clark

다 그림에서 보듯이 를 이용한 수문곡선이 실측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GIUH .



그림 유출 수문곡선그림 유출 수문곡선그림 유출 수문곡선그림 유출 수문곡선3.4 1995. 8. 233.4 1995. 8. 233.4 1995. 8. 233.4 1995. 8. 23

그림 유출 수문곡선그림 유출 수문곡선그림 유출 수문곡선그림 유출 수문곡선3.5 1998. 8. 163.5 1998. 8. 163.5 1998. 8. 163.5 1998. 8. 16

결 론결 론결 론결 론4.4.4.4.

지형형태학적 특징과 단위도법을 이용하여 모형의 수문곡선을 국제수문개발Clark GIUH

계획 대표시험유역인 금강수계내 보청천 유역의 산성지점에 비교한 결과 모형(IHP) GIUH

을 이용한 수문곡선이 단위도법을 이용하여 작성한 수문곡선 보다 실측치와 유사한Clark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참 고 문 헌참 고 문 헌참 고 문 헌

허창환 지홍기 이순탁 를 이용한 지형학적 순간단위도의 유도 한국수자원학1. , , (2001). GIS ,

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 pp. 1056 1061Ⅱ ∼

이정규 최병렬 장홍준 격자크기에 따른 유역턱성 및 유출응답변화 대한토2. , , (2004). DEM ,

목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pp. 4040 4044∼

이병운 장대원 김형수 서병하 모형의 유도에 관한 연구 한국수자원3. , , , (2004) GIUH-Clark ,

학회 학술발표회 특별세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