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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최근 들어 유역의 정확한 수문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역의 유출량 자료를 직접 유출과 기저유출로 분리한
후 수문 모형의 직접유출 및 기저유출의 수문컴포넌트 검증에 활용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국립.
지리국 에서 개발한 모형이 지난 수 년 동안 유출 컴포넌트 분리에 널리 이용되어 오고 있다 그(USGS) HYSEP .
러나 기반의 의 경우 능숙한 컴퓨터 사용자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을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USGS HYSEP HYSEP
많은 제한점이 있어 왔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위성영상 기반의 기저유출분리 프로그램. Google Map
인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에는 에서 제공하는 가지 방법인Web-based HYSEP . HYSEP 3 Fixed

방법이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반의Interval / Sliding Interval / Local Minimum . Google Map
시스템은 유량 관측지점들에 대해 데이터 포맷으로 를 구축하여 과 연계하였HYSEP USGS XML DB Google Map

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관측소의 실시간 유량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졌다. Google Map
기반의 기저유출 분리 시스템 은 및 자바스크립트HYSEP (http://www.EnvSys.co.kr/~hysep) Perl/CGI , Google Map

등을 이용하여 개발되었다 현재 개발된 기반의 시스템은 한 곳의 유량관측지script . Google Map USGS HYSEP
점에 대해서 총 가지 기저유출 모듈을 적용하여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테이블이나 그래프 형태로 제3 ,
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반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미국 인디애나 주의. Google Map USGS HYSEP

유역의 유량자료와 방법을 이용하여 기저유Little Eagle Creek Fixed Interval / Sliding Interval / Local Minimum
출을 분리하였으며 기존에 널리 활용되는 기저유출 분리 프로그램인 기반의 시스템, Web WHAT
(http://www.EnvSys.co.k.r/~what 산정 기저유출량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예측 기저유출치가 전반) . HYSEP
적으로 예측치보다 크게 산정되었다 시스템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반의 일단위WHAT . WHAT Web HYSEP
기저유출량을 비교해 본 결과 R2가 는 로 어느 정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으나 유역의 특성을 반영하는0.56, EI 0.52 ,

시스템과는 달리 주어진 유량자료만을 이용하여 기저유출을 분리하는 기반의 기저유출 분리WHAT Web HYSEP
모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기반 수문 분석 시스템핵심용어 기반 수문 분석 시스템핵심용어 기반 수문 분석 시스템핵심용어 기반 수문 분석 시스템: Google Map, USGS HYSEP, WEB , WHAT: Google Map, USGS HYSEP, WEB , WHAT: Google Map, USGS HYSEP, WEB , WHAT: Google Map, USGS HYSEP, WEB , WHAT****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우리 나라의 수자원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급속한 산업화와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그 수요가 증
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수자원 공급이 대부분 하천 유량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용.
수확보와 더불어 수질오염의 증가 하천 생태계 파괴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다 유역에서 발, .
생하는 오염물질의 유달과정은 수질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 비점오염원은 지표수를 통.
*정회원 강원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석사과정 E-mail : sabal81@nate.com
**정회원 강원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박사과정 E-mail : caron-ys@nate.com
***
정회원 강원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박사과정 E-mail : kimjg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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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접유출과 지하수를 통한 기저유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이재수, 2006 수자원 관리는 지표수 또).
는 지하수 관리 등으로 분리되어 있다 지표수 수질관리를 위하여 지표수 부하만 규제하고 있으나 지하.
수를 통한 기저유출 부하량 삭감없이는 충분한 수질 향상을 못할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토이용의. ,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 및 임야유역에서는 기저유출의 영향이 크므로 기저유출에 의한 지표수
의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김건하 등, 2009 유역에서의 강우와 유출간의 관계는 수문설계에 있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강우와 함께 유출은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출을 올바르.
게 분석하면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뿐만 아니라 홍수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유출은 크게 직접유.
출과 기저유출의 합으로 나타내고 유출특성은 유역의 수문곡선의 형태에 반영이 된다 지표수 유량 중, .
기저유출에 의한 기여분은 수문곡선을 직접유출과 기저유출로 분리하여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수문곡선
의 분리 또는 수문곡선의 분석이라고 한다 많은 수문학자들은 유역의 수문곡선을 이용하여 유역의 형.
상 및 유출 특성 그리고 지하수 함양 등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기저유출의 분리 후 다양한 수문, .
모형의 직접유출 및 기저유출의 수문컴포넌트 검증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 국립지리국.

에서 개발한 모형이 지난 수년동안 유출 컴포넌트 분리에 널리 이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USGS HYSEP .
나 기반의 의 경우 기반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컴퓨터 셋팅을 많이 바USGS HYSEP DOS/Unix
꿔야 하는 단점이 있고 또한 에서 운영하기에는 컴퓨터 설정을 변경하기가 어려우며 입력, Window XP ,
자료 포맷형식이 이라 사용상 불편함이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능숙한Wdm .
컴퓨터 사용자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을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 왔다HYSEP .

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하는 전 세계의 많은 수문 및 환경관련 연구자들 요USGS HYSEP
구에 부응하기 위해 에서 제공하는 가지 방법인USGS HYSEP 3 Fixed Interval / Sliding Interval /

방법을 이용하여 수문분석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웹기반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최근Local Minimum .
들어 고해상도 위성영상인 에서 제공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관측지점Google Map Google Map API ,
의 위치를 제공하고 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주소 찾기 기능 등 여러 가지 유용한 기Google Map API
능들을 이용하게 되면 정보 제공이 기존의 비해 매우 수월해질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해상도 위.
성영상 기반의 수문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직접 기저 유출 분리를 위한Google Map USGS HYSEP , /
시스템인 Web based Hydrolograph Analysis Tool (WHAT, http://www.Envsys.co.kr~what 과의 수문)
분석 비교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할 기반의 시스템은 뿐만. Google Map USGS HYSEP WHAT
아니라 향후 다양한 기저유출 분리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정확한 시스템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2.2.2.2.

1) USGS HYSEP1) USGS HYSEP1) USGS HYSEP1) USGS HYSEP
은 강우에 의한 유출을 표면유출과 기저유출 컴포넌트로 분리할 때 사용하는 수문분USGS HYSEP

석 모형이다 기존 은 기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와 설치과정이 복. USGS HYSEP MS-DOS
잡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기저유출 분리.
모듈인 모듈을 웹기반 시스템으로 개발하였USGS Fixed-Interval, Sliding-Interval, Local-Minimum
다 기반의 시스템은 유량 관측지점들에 대해 데이터 포맷으로. Google Map HYSEP USGS XML DB
를 구축하여 과 연계하였으며 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관측소의 실시간 유량Google Map Google Map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졌다 또한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스크립트 언어 등을 이. CGI /
용하여 에서 실시간으로 유량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이를 프로그램의 입Remote Server USGS HYSEP
력자료로 자동으로 가공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서 및 자바스크립트Perl CGI , Google



등을 이용하여 기반의 기저유출 분리 시스템Map script Google Map HYSEP (http://www.EnvSys.co.kr/~hyse
p 을 개발하였다) (Fig. 1). 현재 개발된 기반의 시스템은 한 곳의 유량관측Google Map USGS HYSEP
지점에 대해서 총 가지 기저유출 모듈을 적용하여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테이블이나 그3 ,
래프 형태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시스템은 여초 안에 가지 방법으로. 10~20 3
수문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출 및 수문특성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Fig. 1Fig. 1Fig. 1Fig. 1. Interface of Google Map-based USGS HYSEP. Interface of Google Map-based USGS HYSEP. Interface of Google Map-based USGS HYSEP. Interface of Google Map-based USGS HYSEP

2) WHAT2) WHAT2) WHAT2) WHAT
기저유출 분리시 다양한 기저유출 분리 프로그램중 최근에는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디지털 필터 기반
의 기저유출분리 프로그램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 중 많이 이용되어 오던 디지털 필터 기반의.

필터BFLOW (Lyne and Hollick, 1978; Arnold et al., 1999 는 유역내 대수층 특성을 전혀 고려 하지 않)
는 단점이 있다 그리하여. Eckhardt (2005)는 유역내 대수층 특성을 고려하여 기저유출을 분리하는 모듈
을 제안하였다 필터를 이용하여 기저유출 분리시 이용되는 값 선정에 있어 주관적. Eckhardt , BFImax
인 요소를 최소화 하기 위해 Eckhardt (2005)는 대표적 대수층 별로 대표값을 제안하였다 이BFImax .
러한 및 필터를 이용하여 손쉽게 기저유출을 분리해 내기 위하여BFLOW Eckhardt Lim et al. (2005)
에 의해 개발된 시스템이 이다Web GIS-based Hydrograph Analysis Tool (WHAT) . Fig. 2는 WHAT

시스템을 보여준다Web GIS .

연구대상 지역연구대상 지역연구대상 지역연구대상 지역3)3)3)3)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인디애나 주의 유역Little Eagle Creek (LEC) (Fig. 3 을 선정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의 적용성 평가와 시스템과의 비교 분Google Map-based USGS HYSEP WHAT Web GIS /
석을 하였다 유역의 면적은. LEC 70.5 km2이며 본 연구에서 모의한 시기인 년에는 고밀도 주거지, 1991
역 저밀도 주거지구 상업지구 등으로 주로 도시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30.22%, 21.67%, 16.32% .



Fig. 2Fig. 2Fig. 2Fig. 2. Interface of WHAT Web GIS system (. Interface of WHAT Web GIS system (. Interface of WHAT Web GIS system (. Interface of WHAT Web GIS system (Lim et al., 2005Lim et al., 2005Lim et al., 2005Lim et al., 2005))))

1.

Fig. 3Fig. 3Fig. 3Fig. 3. Location of Study Watershed, Little Eagle Creek Watershed. Location of Study Watershed, Little Eagle Creek Watershed. Location of Study Watershed, Little Eagle Creek Watershed. Location of Study Watershed, Little Eagle Creek Watershed

결과 및 고찰결과 및 고찰결과 및 고찰결과 및 고찰3.3.3.3.
Fig. 4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의 기저유출 분리 결과를Google Map-based USGS HYSEP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지 분리 모듈에 따라서 직접유출 및 기저유출 결과가 달라지. 3
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는 모형에서 기저유출량을 산출한 결과 그래프와HYSEP WHAT Web GIS
시스템으로부터 기저유출량을 산출한 결과 그래프를 보여주고 비교결과, R2값은 유효지수 값은0.56, (EI)

의 비교적 비슷한 결과값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가지 모듈 모두 유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문분석0.52 . 3
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지하수 유,
출량 및 함양량 평가가 가능해지리라 판단된다.

결론결론결론결론4.4.4.4.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반 기저유출 분리 시스템의 가지 수문분석 모듈Google Map USGS HYSEP 3

을 이용한다면 기존의(Fixed-Interval / Sliding-Interval / Local-Minimum) , 기반의 의USGS HYSEP



경우 기반 시스템이기 사용자들에게 주었던 불편함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DOS/Unix 좀 더 효과적이
고 편리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보다 정확한 기저유출 분리를 위해서는 유역의 감수곡.
선 특성을 반영하고 좀 더 많은 연구지역을 선정하여 다양한 기저유출 분리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통해
서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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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Fig. 4Fig. 4Fig. 4. Three methods of analysis of separating baseflow from streamflow. Three methods of analysis of separating baseflow from streamflow. Three methods of analysis of separating baseflow from streamflow. Three methods of analysis of separating baseflow from streamflow

Fig. 5Fig. 5Fig. 5Fig. 5. Comparison of HYSEP estimating baseflow and WHAT estimating baseflow. Comparison of HYSEP estimating baseflow and WHAT estimating baseflow. Comparison of HYSEP estimating baseflow and WHAT estimating baseflow. Comparison of HYSEP estimating baseflow and WHAT estimating base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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