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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강우에 의해 발생하는 지표수는 강우량․지형․수리․현장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심지, 노천광산, 광미댐 등 다양한 현장에는

지상 배수로, 지하 수로터널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지표수

처리를 위한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처리과정 중에도

지표수의 복합적인 거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종 유출량만을

계산하는 것은 배수시설의 설계 시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배수시설 설계 시 지표수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을 이용한 분석은 다양한 지역의 배수설계를 위한

지표수 모델링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GIS 기반의 지표수 모델링을 위한 알고리즘과 방법론이 개발되어

오면서 자연적인 지형구배와 지표 및 지하 배수시설물의 거동을

고려한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기존의 연구는

집중강우와 같이 시간에 따른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현장이

일시적으로 침수되었다가 복구되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지표수가 지형에 따라 범람하거나 침수지역이 생성되는 현상을

구현하지 못하며, 배수시설의 시간당 용량을 구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강우조건에 따라서 분석의 정확도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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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지표 및 지하 배수시설의 거동을 고려한 시계열 수문분석

알고리즘’ 통합 모듈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1)

강우에 의해 발생한 지표수의 시간적․공간적 변동을 모사한다. (2)

노천광산과 같은 오목지형에서 지표수의 수위가 상승하고 지형에

따라 범람하는 현상을 구현한다. (3) 지표 및 지하에 설치된

배수시설물의 시간에 따른 거동을 고려한다. 이를 위한 알고리즘의

세부 설계를 서술하였으며, 견본 자료를 이용하여 개발된

알고리즘의 거동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를 강원도 영월의 상동광산 신 광미댐 지역의 현장자료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기존 연구 및 상용 GIS

소프트웨어와 결과 비교를 수행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배수시설

추가 설계 시 효율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유입구와

유출구의 최적위치, 직경 등을 제시하는 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상황에서의 지표수 모델링에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지리정보시스템, 배수, 지표수, 홍수, 광미댐, 수리학

학 번 : 2009-2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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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강우에 의해 발생하는 지표수는 강우량이나 지형조건, 수리조건,

현장상황 등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매년 여름철 집중 강우시기에 사면붕괴 사고가 일어나

꾸준히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고(장현식 외, 2014), 불투수

피복조건을 가진 도심지에 내리는 국지성 폭우는 쉽게 홍수를

유발시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유환희 외, 2002).

또한, 노천광산에서 발생하는 지표수의 관리 문제는 채광작업의

능률 및 안전성과 직결되는 요소로써 작업장이 범람하거나

지형조건에 따라 지표수가 일부 사면에 집중되면 사면 침식 등의

재해를 유발하고 있으며(선우춘 외, 2007), 광해(鑛害)방지

측면에서도 배수설계 문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최요순, 2009).

또한 광업활동 이후 생성된 광미로 인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되는 광미댐의 경우, 지표수와 광미가 접촉하여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범람하게 되면 주변 지역의 수계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토양의 오염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수 피해를 방지 및 억제하기 위하여 현장에는 지상

배수로, 지하 수로터널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지표수 처리를

위한 배수시설이 설치된다.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1)

지표수와 현장의 접촉을 줄이고 (2) 지표수의 집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토양 침식 및 유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3) 수압 해소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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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최요순 외, 2011).

하지만, 다양한 배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배수처리 중에도

지표수의 복합적인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종 유출량만을

계산하는 것은 배수시설의 설계 시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송원경 외, 2008).

배수시설의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물의 흐름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지표면을 따라 빠르게 이동하며 지하침투, 수위상승, 범람 등

다양한 현상이 발생하는 흐름, 둘째, 지표면에 투수된 이후

지하에서 사면을 포화시키고 느리게 이동하는 지하수의 흐름이다.

둘 중 전자는 흐름의 속도가 빠르고 변화폭이 크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실제로 광미댐에 설치되는 지상

배수로와 지하 수로터널은 전자를 처리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지표수 배수시설 설계 시 지표수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를테면, 현장조사를

통한 측정 및 관찰, 경험식에 근거한 배수설계, 현장 단면도 기반의

수치해석 기법,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을 이용한 분석 등이 있다.

그 중, 현장조사 방식은 가장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지만,

조사자의 역량에 따라 조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수리학적 경험식에

근거한 배수설계는 주로 하천을 대상으로 발달하였기 때문에

강우량에 따라 수계의 형상이 달라질 수 있는 지형의 경우,

적용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현장 단면도 기반의 수치해석

기법은 지표수로 인한 응력해석 등의 분야에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만 수계가 영향을 끼치는 전체 영역에 대한 분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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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다.

반면, GIS를 이용한 분석은 지형조건, 투수조건, 강우조건,

배수시설조건 등 다양한 정보를 모두 고려하는 분석을 수행하기에

용이하고 자료 획득이 쉬우며 적용 가능 면적도 넓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장 배수설계를 위한 지표수 모델링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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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GIS 기반의 지표수 모델링에 관한 연구동향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하여 GIS 기반의 지표수 모델링을 위한

알고리즘과 방법론이 개발 및 개선되었다. 이는 수치표고모델

(digital elevation model, DEM)로 입력받은 지형정보를 사용하여

지표수의 흐름방향을 분석하는 것에 관한 연구이다. GIS 기반의

지표수 모델링에 관한 기존 연구 사례 중 대표적인 연구 일부를

Table 1.1에 정리하였다.

O’Callaghan and Mark(1984)는 D8 법을 제안하여 수치표고모델

을 토대로 지형기복에 따른 지표수의 흐름방향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고, Jenson and Domingue(1988)은 흐름누적량, 수계분석 등 현

재의 상용 GIS 소프트웨어에서도 구현되어 활용되고 있는 수문분석

알고리즘을 정립하였다. 그 이후로 흐름방향을 분석하는 다양한 알

고리즘이 제안되었다. 예를 들면, MFD 법(Freeman, 1991; Quinn et

al., 1991; Holmgren, 1994; Qin et al., 2007), random eight-node 법

(Fairfield and Leymarie, 1991), stream-tube 법(Costa-Cabral and

Burges, 1994), 흐름 해체법(Desmet and Govers, 1996), D8-TOPAZ

법(Garbrecht and Martz, 1997), D-Infinity 법(Tarboton, 1997), D8-

최소 횡단 편차법(Orlandini et al., 2003), spatially distributed flow

apportioning 알고리즘(SDFA; Kim and Lee, 2004), 확산파 방정식

을 활용한 시계열 모델링 기법(Jain and Singh, 2005) 등이 있다. 그

러나 해당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자연적으로 구배가 있는 지형을 대

상으로 제안되었기 때문에 지표에 인공적인 배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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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었

다. Takken et al.(2001)은 TCRP 모델을 개발하여 농경지 내 논두

렁과 같은 지형패턴에 의해 흐름방향이 영향 받는 현상을 모사하였

고, Duke et al.(2003; 2006)은 도로나 운하에 의해 흐름이 강제 변

경되는 현상을 분석에 반영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그

외에도 stream burning 법(Saunders, 2000), adaptive drainage

enforcement 법(Turcotte et al., 2001; Soille et al., 2003; Kenny

and Matthews, 2005; Zhang and Huang, 2009), 이중 DEM burning

법(Getirana et al., 2009) 등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되어 지표에 인공

적으로 설치된 구조물로 인해 수치표고모델의 지형구배와 관계없이

흐름방향이 결정되는 경우에 활용 할 수 있게 되었으며, Diaz-Nieto

et al.(2008)은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를 통해 초고해상

도의 수치표고모델을 제작하여 지표 배수시설물로 인한 국지적인

변화까지도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상 제시된 연구들로 인해 수치표고모델과 지표수의 흐름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물(e.g., 배수로, 우회로, 노변 수로, 댐, 둑,

운하 등)의 영향을 고려한 지표수 거동 분석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지하 배수관, 배수터널 등 지표 아래를 통해 지표수를 이동시키는

구조물의 거동은 여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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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Runoff

modeling

Surface

infra-

structure

Underground

infra-

structure

Temporal

modeling

Inundation

simulating
Reference

Deterministic eight-direction (D8)

single-flow  method
ü O’Callaghan and Mark, 1984

Multiple Flow Direction (MFD)

method
ü Freeman, 1991

D-infinity method ü Tarboton, 1997

priori man-made hydraulic feature

information
ü ü Saunders, 2000

Tillage-Controlled Runoff Pattern

(TCRP) model
ü ü Takken et al., 2001

Spatial-temporal modeling

of surface runoff
ü ü Jain and Singh, 2005

Canal Enforcement Algorithm

(CEA)
ü ü Duke et al., 2006

Adaptive Stormwater

Infrastructure (ASI) algorithm
ü ü ü Choi et al., 2011

Weighted Adaptive Stormwater

Infrastructure (WASI) algorithm
ü ü ü Choi, 2012

Table 1.1. Review for GIS based runoff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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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Choi et al.(2011)은 ASI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지표 및 지하 배수시설물의 거동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지표수 모델링 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흐름누적량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우량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Choi(2012)는 이를 개선하여 WASI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지표 및 지하 배수시설물을 반영할

뿐 아니라 MFD를 사용 가능하도록 구현하고, 유효 강우량 개념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기능이 보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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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필요성

Choi(2012)가 제안한 WASI 알고리즘은 지표 및 지하

배수시설물이 복잡하게 설치된 광미댐과 같은 지역에서도 용이하게

수문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설계되었다. 그러나,

해당 알고리즘의 분석결과로 현장 배수시설을 설계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한계점이 있다.

(1) 통상적으로 재난방지를 위한 배수시설이 문제를 일으키는 때는

예상치 못한 집중강우가 발생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배수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현장이 일시적으로

침수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데, 강우 조건에 대한 최종 결과만을 확인하는 기존의

알고리즘으로는 강우 중에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침수피해를 확인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 집중강우에 의해 배수시설의 제어를 벗어난 지표수는

지형조건에 따라서 오목지형을 침수시키거나 물이 범람할 수

있는데, 기존의 알고리즘으로는 지표수 중 오목지형에 고이거나

범람하는 양을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3) 배수시설의 처리용량은 사실상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유량을

뜻하는데, 집중강우에 의해 생성되는 지표수의 유량은 시간에 따라

변동성을 띠게 되며, 일시적으로 배수시설물의 처리용량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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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시간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배수시설 반영

알고리즘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즉, 재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배수시설의 설계를

위하여 알고리즘을 적용하는데, 집중강우와 같이 시간에 따른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WASI 알고리즘이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강우조건에 따라서 분석의 정확도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재해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할 가능성도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WASI 알고리즘이 가진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중강우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분석에 반영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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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표 및 지하 배수시설물의 거동을 고려하여

오목지형을 포함한 일반 지형을 대상으로 지표수의 시간적 변동이

큰 집중강우 조건에서도 분석의 정확도를 감소시키지 않는 지표수

모델링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Fig. 1.1과 같은 세 가지 모듈을

설계하고 이를 통합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고자 한다. 기술 요소에

따른 세부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지표수의 공간적 변동 뿐 아니라 시간적 변화를 함께 모사 할

수 있는 기법을 도입하여, 일시적으로 현장이 침수되는 현상을

구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2) 지형에 따라 강우가 범람하고 수위가 차오르는 현상을 구현하고

정량적으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한다.

(3) 지표수가 지하 배수시설물의 유입구에서부터 유출구로 이동

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고 배수시설의 설계조건에 따른

시간당 배수용량을 분석에 반영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세부 연구목표를 만족하는 ‘지표 및

지하 배수시설의 거동을 고려한 시계열 수문분석 알고리즘’ 통합

모듈을 설계하고, 이를 현장자료에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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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urpose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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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IS 기반의 지표수 모델링과 적용에 관한

배경이론

새로운 알고리즘의 구동 원리를 이해하고 현장적용에 대한

주안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와 관련된 배경 이론과 기본

개념들을 서술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기반이 되는 GIS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하고, GIS의 기본적인 특징과 강점에 대하여

서술한다. 그리고 고전적인 GIS 기반의 수계 분석 방법론에 대하여

알아본다.

지표수의 거동을 수치표고모델 기반의 수치해석 기법으로

해석한 기존의 연구 사례(Jain and Singh, 2005)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해당 연구는 수치표고모델을 입력받아 D8법(O’Callaghan

and Mark, 1984) 기반으로 지표수의 시계열 거동을 모사하는

방법론을 제시한 것인데, 본 연구에서 일부 기능을 활용하여 이를

프로그램 구현에 활용하고자 한다. 새로 제안되는 알고리즘의

구동원리 이해를 위하여 관련된 기존 연구의 내용을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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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수계분석

GIS는 “지리적, 공간적으로 참조가능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저장, 갱신, 조정, 분석,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지리적 자료, 인적자원의

통합체”이다(Chang, 2008). GIS는 공간 및 위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레임워크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GIS는 대규모 수계 분석에 따른 지표수 거동 분석

등을 수행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GIS가 지표수 거동 시뮬레이션에 적합한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은 GIS가 공간자료의 레이어(layer) 형태로 된 다양한 자료의

중첩에 능하고 공간자료의 가시화에 효과적이며, 디지털 자료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산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지표수 거동 분석의 경우를 예로 들면, 해당 분석은 등고선 자료,

지형도, 지질도, 투수정보, 배수시설물 정보, 강우자료 등의 자료를

입력받아 이를 모두 고려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표수 분포 및

유량 정보를 지도 형태로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일련의 분석과정을

알고리즘으로 구현한다면 동일한 자료를 입력하면 항상 동일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GIS를 지표수 거동 모사에 활용할

때에 유리한 사항이다.

GIS에서 사용되는 공간 정보는 크게 두 가지의 데이터 모델로

구분되는데, 그것은 벡터(vector) 형식과 래스터(raster) 형식이다.

이들은 현실세계의 객체가 가진 형상과 속성을 단순화하여

데이터베이스 내에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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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된 주요 유형이다.

벡터구조는 모든 객체의 형상을 점, 선, 면으로 단순화하여

지도상에 표현하는 방식이다. 각각의 객체는 위치좌표와 다양한

속성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며, 객체간의 위상정보(topology)도

보유하는 특성이 있다. 위상정보는 각 객체와 다른 객체 간의

관련성을 형상, 인접성, 계급성을 기준으로 판단한 정보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 중 지하 배수시설물의 형상이 선(linear)형

벡터로 표현되었고, 유입구 및 유출구의 위치 정보가 점(point)형

벡터로 활용되었다.

래스터구조는 실제 지형을 일정크기의 격자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객체의 위치는 행과 열 정보로 저장되고, 통상 각 위치별로 하나의

속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격자 하나를 셀(cell)이라 부르는데,

셀의 크기가 작을수록 실제지형을 더욱 세밀하게 분할했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자료의 위치 정확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벡터구조와는 다르게 위치정보가 참값이 아니라 가장

근접한 셀의 행과 열 정보로 저장되므로 개별 객체의 형상 묘사는

비교적 불리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자료 구조가 단순하고 지역

전체에 걸쳐 속성 정보가 분포하고 있는 레이어 형태의 정보를

다루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다양한 GIS 공간분석 기법에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 중에는 지형, 지표 배수시설물,

투수계수의 분포 등이 래스터구조를 가진다.

GIS 분석을 위해서는 실제 지형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주로 지형 측량을 통하여 확보된 디지털 자료를 바탕으로

불규칙삼각망(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TIN)을 제작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불규칙삼각망은 다양한 크기의 서로 중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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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상호 인접한 삼각형들의 조합으로 생성되는 면으로 지형

기복을 표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학적으로 평면은 세 개의 점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지형을 수많은 평면들의 조합으로

모사하여 각각의 평면을 구성하는 점의 좌표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전체 지형의 형상을 디지털화한다.

불규칙삼각망은 GIS에서 사용되는 정보 중 벡터에 속한다.

알려진 GIS 기반의 수문분석 알고리즘은 래스터 형식의 지형자료

인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을 입력자료로 사용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문분석을 위해서는 지형자료를 수치표

고모델로 변환시켜야 한다. 수치표고모델은 실제 지형을 수많은 행

과 열로 이루어진 가상의 공간으로 분할하여 각 공간마다 해당 영

역을 대표하는 고도 값을 숫자로 입력하여 전체 지형을 표현하는

모델이다. Fig. 2.1의 상단 그림 중 왼쪽에서 두 번째에 도시된 그림

이 간단한 수치표고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수치표고모델은 GIS 기

반의 공간 자료의 두 가지 분류 중 래스터 자료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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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Procedure for GIS based hydraul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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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은 실제지형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GIS 기반의

수문분석에 활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지형정보를 수치표고모델로

변환한 뒤, 각 셀을 기준으로 인접한 최대 8개의 셀과의 고도 비교

및 연산을 통해 물이 흐르는 방향을 계산하고 누적되는 유선을

분석하는 것이다.

수치표고모델의 고도 값을 토대로 각 셀에서 강우가 흐르는

방향을 결정한다. 이 때, 일반적으로 O'Callaghan and Mark(1984)가

제안한 D8 법이 활용된다. D8 법이란 ‘모든 셀의 물은 가장 인접한

셀과 이루는 경사들 중 가장 가파른 하향 경사 방향으로 흐른다.’는

원칙에 따라 각 셀에 방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면의

주향경사를 정의하는 방식 중 하나인 ‘사면에 물을 부었을 때

물줄기가 중력에 의해 흐르는 방향’의 내용을 GIS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Fig. 2.1의 예시는 전반적으로

북서쪽이 높고 남동쪽이 낮은 골짜기 형상의 지형이기 때문에

흐름방향 분석결과가 동쪽, 남쪽, 남동쪽을 향하고 있다.

흐름방향을 정의하는 방법론은 D8 법 이외에도 과거부터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 제안되었다. 골짜기와 같이 유선이 수렴하는

지형과 달리, 산 정상에서부터 사방으로 수계가 발산하는 경우에는

D8 법의 정확도가 감소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Freeman(1991)은 ‘모든 셀의 물은 인접한 셀 중

하향 경사를 이루는 모든 방향으로 흐른다.’는 새로운 원칙을

제안하고 이를 만족하는 MFD(multiple flow direction)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해당 알고리즘은 계산량이 비교적 많아서 분석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발산형 지형이나 지표수가 역류,

범람하는 현상을 모사하기에는 D8 법보다 유리하다는 특성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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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분석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론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FD 알고리즘을 흐름방향 결정에 적용하였다.

그 이후에, 흐름 방향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셀에서

출발한 지표수가 흐름을 멈출 때까지 흐름방향을 따라 추적하면서

유선이 통과하는 셀마다 유선이 통과한 수를 기록한 것이

흐름누적량(flow accumulation) 분석이다. Fig. 2.1의 흐름누적량

예시에서는 지표수가 북서-남동을 가르는 대각선에 모여서

남동쪽으로 흐르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지형의 수계(watershed)를 구분하는 분석은 흐름방향 자료를

토대로 지표수의 유선이 최종적으로 같은 곳에 도달하는 모든 셀을

하나의 영역으로 그룹화하고 이것을 하나의 ‘수계’라 한다. Fig.

2.1의 예시에는 모든 셀의 지표수가 4행 4열의 셀로 이동하기

때문에 영역 전체가 하나의 수계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강우가 연속적으로 흐르지 못하고 함몰된 일부 셀에

고이는 패턴이 발생하면 채움연산(e.g., Martz and DeJong, 1988;

Martz and Garbrecht, 1999; Planchon and Darboux, 2001; Wang

and Liu, 2006)을 적용하여 함몰된 지점을 제거하는 보정작업을

수행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수문 분석 알고리즘의 한계점이기도

한데, 셀 단위의 국소적인 지표수의 흐름은 모델링이 가능하지만

지형 단위의 흐름 모사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이를

지형생성 도중 보간에 의한 오류로 간주(Mark, 1984; Tribe,

1992)하기도 하고, 수치표고모델의 신뢰도가 높은 경우, 수위 변화

모델링에 적용한 연구 사례도 있다(Linsay and Creed, 2005).

그러나 이들은 강우량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지형조건만으로 지형을 보정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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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표수 거동 수치해석 기법

지표수의 형상은 면적, 폭, 경사, 수로망 등 여러 가지 계수를

고려하여 모사해야 하므로 GIS와 원격탐사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데 집중폭우와 같이 시간에 따른 유량의 변화폭이

매우 큰 상황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표수의 시계열 거동을 모사가 요구되었다.

Jain and Singh(2005)는 수치표고모델을 입력받아 D8법 기반으로

확산파 방정식(Chow, 1959; Singh, 1996)을 수치해석적으로

해석하여 개별 셀 에 대한 시간에 따른 지표수의 수심, 유속,

유량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시간대의 수심, 유속, 유량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초기조건과 경계조건을

입력하고 이를 반복하면 대상지역의 지표수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방식이다.

Jain and Singh(2005)에 의해 제안된 알고리즘은 Banha

catchment, Jharkhand, India 지역에 적용되었다.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도와 토양도를 활용하여 투수계수를 가정하고 일곱 차례의

실제 강우 시, 네 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유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를 보정 및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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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IS 기반의 시공간적 지표수 모델링을

위한 알고리즘 설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주요한

특징을 충족한다. : (1) 강우에 의해 발생한 지표수의

시간적․공간적 변동을 모사한다. (2) 노천광산과 같은

오목지형에서 지표수의 수위가 상승하고 지형에 따라 범람하는

현상을 구현한다. (3) 지표 및 지하에 설치된 배수시설물의 시간에

따른 거동을 고려한다.

첫 번째 특징은 Jain and Singh(2005)에 의해 해당 방법론이

제안된 바 있으나 두 번째와 세 번째 특징을 충족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세 가지 특징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Jain and Singh(2005)의 방법론도 수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알고리즘을 재현한 뒤 개선작업을

수행하였다. 수위 상승 및 범람 현상은 우선 대상지역의

수치표고모델 자료로부터 오목지형을 검색하여 그룹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뒤 해당 지역 내에 존재하는 지표수의 유량, 지형,

고도, 배수시설물, 투수도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모듈이 설계되었다. 배수시설물의 시간에 따른

거동 구현은 배수시설물의 단면도로부터 유량과 유속을 계산하고

배수시설물의 길이를 이용하여 지표수가 배수시설물의 유출구에

도달하는 시간을 계산하는 모듈로 설계되었다.

위 세 가지 구성요소를 통합하여 전체 알고리즘이 설계되었으며

Fig. 3.1 은 해당 알고리즘의 입출력 자료와 전체 과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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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Input data, overall procedures and output data of the new technique developed for spatial

and temporal modeling of surface runoff using a DEM by considering surface and underground

stormwater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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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총 여덟 개의 입력 자료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

(1) 채움연산을 이용하여 보정된 수치표고모델

(2) 흐름방향(Jenson and Domingue, 1988)에 따라 1에서 128의

숫자로 표시된 지표 배수시설물의 정보

(3) 지표 배수시설물의 고도 정보

(4) 각 지표의 유효 공극률 (%)

(5) 포화 수리전도도 (cm/hour)

(6) 공극크기분포지수 (Rawls and Brakensiek, 1989)

(7) 지표의 초기 포화도 (토양 수분함량 / 토양 공극률)

(8) 강우량 (cm/hour)

또한 지하의 배수시설물을 구현하기 위하여 ‘pipe’라는 이름의

자료구조를 정의한다. Table 3.1은 자료구조 ‘pipe’의 구성을

보여준다. 만약 거리와 경사 계수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유입구와

유출구의 위치 정보를 토대로 자동 계산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계수 중 ‘capacity'는 배수관의 지름, 경사, Manning

조도계수를 토대로 해당 배수시설물의 시간당 최대 유량 정보를

계산한 것이다. ‘waterdrop’ 변수는 ‘지표수 시계열 거동 모듈’에서

사용되는 단위시간당 배수시설물로 유입된 유량을 의미한다. 유량은

‘volume’계수에 저장되고 물이 유입되는 순간에 유출구로 배출되는

시간은 계산 후 ‘time’ 계수에 입력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하 배수시설 용량 처리 모듈’의 설명과 함께 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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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Outline of the ‘Pipe’ data structure unit (Parameters in the structure are listed that formed

as ‘name {type}.’ Variable named ‘n’ means Manning's roughness coefficient.).

inlet

ID {int}, Diameter {float}, location [X {int}, Y {int}, Z {float}], slope {float}, n

{float}, number of outfalls {int}, outfalls {Outfall}, Accumulative flux {float},

capacity {float}

outfall

ID {int}, location [X {int}, Y {int}, Z {float}], slope {float}, n {float}, distance

{float}, number of waterdrops {int}, waterdrops {Waterdrop}, accumulative

flux{float}

waterdrop volume {float}, time {float}, isNow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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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알고리즘(Fig. 3.1)의 첫 번째 과정은 입력받은

수치표고모델 내의 평지를 판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평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경우와 채움연산에 의해 인위적으로 생성된

경우 모두에 해당한다. 평지를 따로 판정한 이유는 경사가 없는

셀의 경우 단순히 흐름방향분석(Martz and Garbrecht, 1992; Martz,

1999)을 통해서는 흐름방향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평지로

판정된 곳은 주변 지형을 고려하여 미세한 고도 차이를 부여하여

흐름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relief 알고리즘(Garbrecht and Martz,

1997)을 전처리로 적용받도록 계획한다.

두 번째 과정은 지형에 따라 물이 확산되는 현상을 분석에

반영하기 위하여 흐름방향 계산에 MFD 알고리즘(Freeman, 1991)을

적용한다. MFD 알고리즘은 주변 여덟 개의 셀 중에서 고도가 낮은

모든 방향으로 물이 흐르는 것을 1에서 128의 숫자로 구현한

알고리즘이다. 만약 주변의 모든 셀이 상향 경사를 가질 경우 어느

방향으로도 물이 흐를 수 없는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받는다. 이는

다른 곳으로 물이 흐르지 않는 경우나 대상지역 경계를 이루는

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알고리즘의 세 번째 과정은 자연적으로 구배가 있는 지역과 물이

주변으로 흐르지 않는 지역, 지표 배수시설물로 인하여 강제로

흐름방향이 변경된 지역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는 것이다. 각각

1에서 128의 숫자로 흐름방향이 표시되었고 흐름이 없는 지역은

0으로 표시되었다. 또한 지표 배수시설물의 고도 정보도

수치표고모델에 반영하는 작업도 이때에 수행한다. 흐름방향 뿐만

아니라 고도 정보를 입력하는 이유는 알고리즘의 지표수 시계열

거동 모듈에서 각 셀의 유속을 결정할 때에 고도정보가 요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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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다음 단계로 지하 배수시설물의 위치, 길이, 경사, 직경 등의

정보를 입력받는다. 입력된 정보는 'pipe' 자료구조에 저장되며

후속단계에서 필요할 때에 호출되어 활용된다. 해당 정보와 지형

자료를 조합하여 지하 배수시설물과 지표 간 연결지점을 'seed

cell'로 정의하고 별도로 저장한다.

다섯 번째 과정은 지표수가 지질조건에 따라 지하로 침투하는

현상을 모사하기 위하여 침투모델(infiltration model)을 적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Philip's two term infiltration model(Philip, 1969)을

사용하였다. 해당 모델은 필요한 변수가 비교적 적고 계산이

간단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입력 자료로 각 셀의 유효

공극률, 포화 수리전도도, 공극크기분포지수, 초기 포화도 정보를

사용한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과정은 지표수 거동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모사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실행된다. 이것의 출력물로써

일정 시간 간격으로 각 셀의 유속, 수심, 누적유입량, 누적유출량,

누적흡수량의 결과가 계산되어 ASCII 파일 형식으로 저장된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속 절에 각각

기술되었다.

Fig. 3.2는 제안된 알고리즘의 거동 과정 중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과정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지점에 대한 자료처리 예를

단면도로 간단히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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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Outline of the algorithm used in this study for the modeling of spatial and temporal

changes in surface runoff. Each color in underground waterway tunnel indicates the amount of in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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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크게 세 가지의 지표수 거동을 확인 할 수 있다. :

(1) 지표수가 중력의 영향으로 유량과 유속을 가지면서 경사방향에

따라 아래로 흐르는 모습, (2) 지형의 기복에 따라 오목지형에 물이

고이다가 일부는 지형 외부로 범람하는 모습, (3) 지하

배수시설물을 통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

이 세 가지 모습을 구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지표수 거동을 모사하는 세 가지의 새로운 모듈을 개발하였다. 각

모듈을 ‘지표수 시계열 거동 모듈’과 ‘수위 상승 및 범람 기능 구현

모듈’, ‘지하 배수시설 용량 처리 모듈’이라 명명한다. 지하

배수시설물이 없는 곳에서는 세 모듈 중 배수시설에 대한 모듈을

제외한 두 모듈이 반복적으로 호출되며 지표수의 시계열 거동을

계산하도록 설계한다. 계산 도중에 지하 배수시설이 위치한 셀을

처리하는 상황이 되면 세 번째 모듈이 별도로 실행되어 분석현장의

지표와 지하 배수시설(underground waterway tunnel, UWT)

사이에 유량의 이동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설계한다(Fig. 3.3). 본

연구에서 새롭게 개발된 세 가지 모듈에 대한 작동원리가 3.1절,

3.2절, 3.3절에 후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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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Diagram for relationship between proposed m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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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표수 시계열 거동 모듈

지표수 시계열 거동 모듈에서는 Jain and Singh(2005)이 제안한

방식을 적용하여 강우에 따라 발생한 지표수의 시간에 따른 거동을

구현하였다. 당해 모듈은 확산파 방정식(Eqn. 3.1)을 지배방정식으로

하여 이에 수치해석 기법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Eqn. 3.1

여기서 는 단위 면적의 유량에 대한 수위, 는 유속, 은

강우량, 는 지하 침투량, 는 지형경사, 는 마찰경사를

나타낸다. Eqn. 3.1을 수치적으로 변환하고 이것을 래스터 자료에

적용하기 위하여 를 한 셀의 크기로 정의하면, 각 셀의 수위


는 이전 시간 의 수위 로부터 유입 및 유출되는 유량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qn. 3.2

여기서  는 입력한 래스터 자료의 단위면적이고 
 는 동안

단위 면적 로 유입된 유량, 
 는 동안 단위 면적 에서 유출된

유량이다. 는 단위 면적 의 기존 수심이고 
은 

 와 
 의

영향을 받아 변화된 수심을 의미한다. 는 래스터 자료의 셀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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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길이, 는 각 시간대 에서 모든 셀의 유속 중 최고유속으로

만큼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으로 사용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Eqn. 3.2를 이용하여 계산된 각 셀의 수위 정보와 경사도,

마찰계수 정보를 Manning 방정식에 대입하면 시간 에서의

유속()은 다음과 같이 계산 할 수 있다.

  




 




 




    


  



Eqn. 3.3

여기서, 는 단위면적 의 Manning 조도계수, 는 해당 셀의

마찰경사를 나타낸다. 는 흐름이 이동한 거리인데 이는 인접한 셀

와의 거리를 의미한다. 동서남북 방향인 경우  , 대각선 방향인

경우  와 같다. 계산된 유속을 이용하여 동안 발생한

유량( )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  Eqn. 3.4

위 수식을 토대로 모든 셀의 
 와 

 를 계산하여 Eqn. 3.2 에

다시 입력 자료로 활용하였다. 모든 셀에 대하여 Eqn. 3.1부터 Eqn.

3.4까지의 계산이 끝나면  만큼의 시간이 흐른 뒤의 지표수

거동을 모사하게 되는 것이다. Table 3.2 에 해당 모듈에 사용된

변수를 정리하였다. 해당 주기를 반복 할수록 설정된 시간에 도달할

때까지의 지표수 거동을 시계열 적으로 재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형자료 전체 셀에 이와 같은 수치해석 기법을

적용하여 확산파 방정식을 만족하는 지표수의 시계열 거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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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하기 위한 방법론을 설계하였다. 수치해석 기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Jain and Singh(200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기법에 MFD 기법을 통합하므로 속도도

여러 방향마다 따로 계산되어야 한다. 각 방향마다 경사와 지형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는 분율을 적용하였다.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수치표고모델에서 대각선 방향인지 아닌지에 따라

 값을 다르게 부여하고, 각 방향에 대한 경사도도 구별하여

계산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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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List of symbols and abbreviations used on

'time-series motion of runoff module.'

symbol description

  area of cell i

 infiltration rate

 depth of flow


 depth of flow in cell i after 

 depth of flow in cell i

 length of side of grid

 Manning’s roughness coefficient


 inflow rate


 outflow rate

  flow per unit cell

 rainfall rate

 ground slope

 friction slope

 depth averaged flow velocity after 

 depth averaged flow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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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위 상승 및 범람 기능 구현 모듈

수위 상승 및 범람 기능 구현 모듈은 물이 고일 수 있는

오목지형을 검색하고 유량을 계산하고 고도를 비교하는 등 일련의

GIS 공간분석 작업을 조합하여 설계한다. Fig. 3.4는 해당 모듈의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우선 분석지역에서 물이 고이는 영역을 탐색하여 주변 평지

각각을 하나의 오목지형으로 그룹화 한다. 그 뒤에 각 오목지형마다

존재하는 물이 하나의 셀에 모였다고 가정하고 1차원 수치로

나타낸 수치를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수치를 ‘watercolumn’

이라 정의하였다. ‘watercolumn’의 수치에 래스터 자료 한 셀의

단위면적을 곱한 것은 물의 부피단위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는

모듈 전체에서 물의 양을 정량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단위로써

활용된다.

만약 오목지형 내에 지하 배수시설물(UWTs)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하 배수시설 용량 처리 모듈’로 물을 이동시킨다. 이에

대한 자세한 과정은 다음 절에서 다룬다.

다음 단계로, 오목지형 주변 중 가장 낮은 고도, 을 검색한다.

만약 이 오목지형의 가장 높은 곳의 고도( )보다 낮으면

'범람(overflowing)'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 범람은 오목지형

주변의 모든 출구를 검색하여 각 출구에 동일한 양의 물을

할당하도록 설계되었다. 그 양( )은 Eqn. 3.5로 계산한다.

        

  Eqn.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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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오목지형  주변의 모든 출구의 개수를,   은

오목지형 에 해당하는 셀 중   이 아닌 셀의 개수를 의미한다.

는 오목지형 에서 계산된 ‘watercolumn’의 값이다.

만약 이 오목지형의 가장 높은 곳의 고도( )보다 높았을

경우에는 오목지형에 생성된 고인 물을 뜻하는 ‘pond'의 수위를

상승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즉, 수치표고모델의 고도값을

상승시켜주는 것인데, 그 상승량()은 Eqn. 3.6과 같이 계산한다.

    

  Eqn. 3.6

상승량은 watercolumn을 pond 내의 모든 셀에 고르게 분배할 수

있는 고도로 결정하였다. 단, 은 ( )보다 클 수 없으며 만약

계산 된  값이   보다 크게 나온 경우에는, 변경된 고도인

을 기준으로 ‘pond’를 다시 그룹화하고 일련의 작업을 반복한다.

위 내용을 모든 ‘pond’에 대하여 수행하면 시간 에서의 범람현상을

모사할 수 있다. Table 3.3에 해당 모듈에 사용된 변수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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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Flowchart for the flooding section of the algorithm

outlin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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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List of symbols and abbreviations used on ‘water

level rising and flooding module.'

symbol description

 amount for overflowing in outfall cell

 highest elev. on pond i

 lowest elev. in neighbor of pond i

   number of outfall cells in pond i

   number of cells in pond i except outfalls

 amount for water level rising

 watercolumn on pon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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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량 에 따른 알고리즘의 반복에 대한 부연 설명을 위하여

간단한 수치표고모델을 준비하였다(Fig. 3.5(A)). 준비된 가상의

지형은 가로 9, 세로 9 크기의 수치표고모델이고 최소 고도 1, 최대

고도 5인 지형이다. 중앙부에 오목지형이 있고, 만약 수위가 상승할

경우 세 군데의 범람가능 지역이 있다.

Fig. 3.5(B)에는 해당 자료에 알고리즘이 적용되면 각 주기마다

‘pond'로 인식되는 범위를 알파벳으로 나타내었으며, 범람하는

위치를 표기하였다. 해당 자료에 ‘수위 상승 및 범람 기능 구현

모듈’을 적용하면 알고리즘은 최대 4회 반복된다. 반복 횟수는

중앙부 오목지형 내에 들어온 물의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이

오목지역 전체의 수위를 상승시킨 뒤에 범람하기에 충분한 양이

들어오는 경우를 가정한 최대치이다. 그 이상으로는 지표수의

추가적인 유입이 있더라도 모두 주변지형으로 범람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반복작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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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Example for implementation of rising water level and

overflowing module (A) DEM (9 by 9) (B) Alphabets for

algorithm cycle and arrows for overflowing. * means    of

pon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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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Operating variables in ‘water level rising and flooding

module’ in situation of Fig. 3.4 (B). Left column means cycle,

middle column is for target condition, and right column means

total numbers of cells in pon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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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B)에서 알고리즘의 주기가 반복되는 동안, 모듈에

사용된 변수의 변화를 순서도로 표기하여 Fig. 3.6으로 정리하였다.

좌측 열은 주기를 나타내고, 가운데 열은 ‘pond'로 그룹화 된

영역은 어디인지를 표기하였다. 오른쪽 열은 ’pond'로 그룹화 된

영역의 셀 수를 표기하였다. 화살표 옆에는 주기가 반복되면서

알고리즘에서는 수위상승과 범람 중 어느 쪽 결과에

도달하였는지를 서술하였고, 가장 아래에는 해당 모듈이 최종적으로

오목지형 에 대한   과   을 계산한 결과가 작성되었다.

해당 모듈은 ‘지표수 시계열 거동 모듈’의 결과를 입력자료로

작동하여 셀 단위의 국소적인 거동 외에 지형에 따른 지표수의

거동을 모사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두 모듈간의 순차적인 분석이

종료되면 시간 에 대하여 국소적인 셀 단위의 지표수 거동과 지형

단위의 거동이 모두 반영된 수위 및 유속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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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하 배수시설 용량 처리 모듈

‘지하 배수시설 용량 처리 모듈’은 지표수의 시계열 모델링을

위한 반복계산 중에 일부 지표수가 배수시설물의 유입구에 도달할

때마다 호출된다. 본 모듈은 지하 배수시설물의 직경()에 따라

단위시간 동안 유입구로 물이 유입될 때 물의 부피를 결정하고 이

물이 유출구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다. 유입구 및

유출구의 정보를 저장하고 지표수를 이동시키는 기본 논리는 Choi

et al.(2011)가 제안한 ASI 알고리즘을 따른다.

Fig.3.7은 지하 배수시설물 단면에 물이 들어온 상황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해당 배수로에 음영처리된 영역과 같이

물이 흐를 경우, 물이 흐르는 단면적 는 Eqn. 3.7과 같다.

  





 sin   


  


 Eqn. 3.7

여기에서 는 단면도 에서 단면적 A의 수면과 배수로가 만나는

두 점과 배수로의 중심부를 각각 연결하여 생긴 가상의 선 사이의

각도이다. 배수로에 물이 전혀 들어오지 않을 경우 는 가 되고,

배수로가 물로 완전히 가득 차는 경우에는 0이 된다. 물이 배수로와

접촉하는 길이 는 Eqn. 3.8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qn.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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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n. 3.7과 Eqn. 3.8로 계산된 와 를 사용하면 동수반경 은

Eqn. 3.9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sin

 


 

 
Eqn. 3.9

계산된 동수반경 을 Manning 방정식에 대입하여 Eqn. 3.10과

같이 물의 유속을 구한다.

  












Eqn. 3.10

위 식에서 과 S는 배수로가 'pipe' 자료구조에 저장되었을 경우,

입력받은 값을 사용하도록 설계된다. 이를 통하여 특정시간 t에

배수로에 유입된 물이 유출구로 배출되는 시간을 Eqn. 3.11와 같이

계산한다.

     Eqn. 3.11

배수로의  정보는 'pipe' 자료구조에서 호출하여

사용한다. 또한, 단위시간 동안 배수로에 유입될 수 있는

최대유량은 가 0일 경우이므로, Eqn. 3.12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qn.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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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n. 3.7부터 Eqn. 3.11까지는 지하 배수시설물의 유입구에 물이

들어오는 경우마다 계산을 수행하게 되고, Eqn. 3.12는  가 바뀔

때마다 배수시설물의 직경, 경사도, Manning 계수를 토대로 계산을

수행하도록 설계한다.

또한 는 배수로의 유입구에 들어온 유량과, 배수로의 직경,

경사도, Manning 계수를 Eqn. 3.13에 입력하여 계산할 수 있다.

    × 


 










×  Eqn. 3.13

해당 수식은 를 제외한 모든 계수가 기지값이기 때문에 에

0에서  까지의 모든 각도를 대입하여 좌변과 우변의 차이가

최소가 되는 를 수치해석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Table 3.4에 해당

모듈에 사용된 변수를 정리하였다.

위와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단위시간 동안 지하 배수시설물로

물이 유입되면 유량의 부피 및 시간 정보를 계산하여 배수로의

시계열 거동을 모사하는 방법론을 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지하 배수시설 용량 처리 모듈’을 설계하였다.

분석 초기에 모든 배수로의 정보를 Table 3.1에서 설명한 ‘pipe'

자료구조에 입력하면, 각 배수로의 유입구 정보는 ‘inlet'

자료구조에, 유출구 정보는 ‘outfall' 자료구조에 저장된다. 배수로의

유입구가 있는 위치로 물이 유입되면 파이프의 유출구 구조에

새로운 ‘waterdrop’을 생성하여 그에 해당하는 부피와 시간을 위

수식을 토대로 계산하여 입력하도록 설계한다. 또한 그 부피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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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로의 ‘capacity’ 변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파이프의 시간별

용량을 분석에 반영하여 ‘capacity’ 이상의 물은 배수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동시에 배수로에 유입된 물만큼 필드에 있던

물을 감소시키도록 하였다.

유출구에서는 시계열 분석이 반복됨에 따라서 저장된 모든

‘waterdrop’의 ‘time’변수를 만큼 차감시킨다. 그 중 ‘time’ 계수가

0보다 작아지는 조건에 해당하는 ‘waterdrop’의 부피를 지정된

‘outfall’위치의 필드로 이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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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flow of water within

a cross-section of an underground waterway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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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List of symbols and abbreviations used on module

for capacity of underground waterway tunnel.

symbol description

 area of flow on slided view

 length contacted flux and UWT

 diameter of UWT

 distance of UWT

 Manning roughness coefficient

 hydraulic gradient

 slope of UWT

 time for flux to outfall

 angle varied from flux

 velocity of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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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프트웨어 구현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제안된 세 가지 모듈이 융합하여

배수시설물의 거동을 고려한 시공간적 지표수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구현하였다(Fig. 3.8). 프로그램 코딩은

Microsoft visual studio 2012 플랫폼에서 작성되었으며, 입출력

자료 중 레이어 형태를 갖는 모든 파일은 ESRI社의 상용

소프트웨어인 ArcGIS와 호환 가능한 ASCII 형식으로 설계하였다.

소프트웨어 상단부는 분석의 입력 자료의 경로를 지정해 주는

부분으로서, 수치표고모델, 지표 배수시설물에 의해 변경된

흐름방향, 지표 배수시설물의 설계 고도, 지하 배수시설물의 정보,

강우량, 강우영역, 초기포화도, 유효공극률, 포화 수리전도도,

공극크기분포지수를 입력받도록 작성하였다.

소프트웨어 좌하단부에는 분석에 사용할 흐름방향 알고리즘을

SFD 또는 MFD 중에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라디오버튼과

분석의 시간 경계, 파일 출력 간격, 초기  값 등을 입력 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소프트웨어 우하단부는 분석의 결과물이 저장되는 경로를

입력받도록 구현하였다. 시간에 따라 다른 결과물이 생성되는 경우,

파일이름의 접두어는 동일하고 그 뒤에 시간정보가 접미어로

설정되도록 하여 파일 간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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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Graphical user interface of the developed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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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알고리즘의 거동 확인을 위한

모델 견본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 및 구현된 알고리즘은 지표수의 시계열 거동에

대하여 지표수의 시간적․공간적 변동, 지형 조건에 따른 수위 상승

및 범람 현상, 배수시설물의 시간에 따른 거동을 동시에 모사하도록

구축되었다. 설계 단계에서는 알고리즘의 각 기능을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각각의 모듈별로 구동원리에 대한

설명을 서술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모듈간의 연계로 어떠한 결과물이 생성되고

그를 토대로 어떠한 분석이 가능한지를 설명하기 위한 견본

자료로서, 간단한 가상의 수치표고모델을 준비하였다. 이 자료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이 기능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결과물의 목록과 그것을 토대로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이 장은 본 연구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을 실제 현장 자료에 적용하기에 앞서, 그 구동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데에 서술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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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견본 시나리오 설계

Fig. 4.1은 견본으로 작성된 수치표고모델 및 지하 배수시설을

나타내고 있다. 해당 수치표고모델은 20행 20열의 크기로

제작되었고, 한 셀의 변 길이는 1 로 설정되었다.

지형적으로는 북서쪽 및 중앙부에 오목지형이 있다. 남동쪽으로

내리막 경사가 있고 북동쪽으로는 오르막 경사가 있는 지형이다.

최대고도는 북동쪽 꼭대기에 17  , 최소고도는 오목지형의

최하단부가 1이다. 오목지형의 경계부 고도는 9 이다. 따라서

물이 오목지형 전체를 채울 경우, 최대 심도는 8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목지형에서 내리막 경사 지형으로 연결되는 세 개의 지하

배수관을 설치하였다. 각 배수관 유입구의 고도는 각각 2  , 4  ,

6  이고 배수관의 길이는 직선거리로 입력되었다. 배수관은

경사도가 0.01인 콘크리트 관으로 가정하여 Manning 계수는

0.015로 일괄 적용되었다(송원경 외, 2008).

본 연구에서는 지하배수로를 고려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견본 지역의 강우 시작 후 5시간 동안의

지표수 거동을 모델링하였다. 강우량은 3시간 동안 100 가

내리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제시된 알고리즘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지형은 불투수층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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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DEM and underground waterway tunnels (UWTs)

used for initial testing of the new algorithm outlin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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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하 배수시설물을 가동하지 않는 시나리오

지하 배수시설물을 가동하지 않는 시나리오는 ‘수위 상승 및 범람

기능 구현 모듈’이 작동하면 확보 가능한 결과물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다. 실제 지형에서 배수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수가 시간에 따라 수위상승,

범람 등의 거동을 모사하는 경우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는 10분 단위로 획득하였으나 그 중, 두 개의

시나리오에서 특징적인 거동을 보인 시간대로 분석 10분 뒤, 30분

뒤, 1시간 뒤, 2시간 뒤, 3시간 뒤, 5시간 뒤의 여섯 시간대의 수심

정보를 그림으로 표시하였다(Fig. 4.2).

표시된 수심 정보 이외에도 흐름방향 정보와 시간에 따른

누적유입량, 누적유출량, 누적투수량, 유속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누적 유입량과 누적유출량 정보는 강우패턴에 따라 각 셀별 부하가

달라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관심 있는 특정

지역에 지표수에 대한 안전설계를 수행 할 때에 활용 할 수 있으며,

유속 정보는 강우에 의해 토양 침식이 발생하는 현상을 고려할

때에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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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Changes in water depth over time flow in an area not containing underground waterway

tunnels (UWTs). (A) 10 minutes, (B) 30 minutes, (C) 60 minutes, (D) 120 minutes, (E) 180 minutes,

and (F) 300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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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는 지하배수로를 고려하지 않은 시나리오의 각 셀 별

수심 정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렬한 것이다. 본 시나리오는

배수로를 가동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100  의 폭우로 인하여

단시간에 오목지형의 수심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강우가 3시간 동안 내리는데 도중인 2시간 뒤(Fig. 4.2(D))에 이미

오목지형이 완전히 침수되어 지형 외부로 범람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목지형 외의 지역에도 수심이 0이 아닌 이유는 분석

시작 이후 3시간 동안(Fig. 4.2(E))은 계속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강우가 끝난 3시간 이후 오목지형 주변지역의 물은 지형

구배에 따라 흘러서 분석 영역 외부로 유출되었으나 오목지형 내의

물은 그대로 고립된 것을 볼 수 있다. 지질조건에 투수조건을

추가할 경우, Philip's two term infiltration model(Philip, 1965)에

기반하여 투수량이 계산되고 시간에 따라 수위는 하강한다.

본 시나리오를 통하여 오목지형에 유입되는 지표수의 영향으로

시간에 따라 수위가 상승하고 지형 조건에 따라 범람하는 현상에

대한 시간적인 변화가 본 연구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을 통해

모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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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하 배수시설물을 가동하는 시나리오

지하 배수시설물을 가동하는 시나리오는 ‘지하 배수시설 용량

처리 모듈’이 작동하는 경우에 전체 알고리즘의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다. 본 연구의 적용대상지역인 상동광산 신 광미댐과

같이 실제 지형에서 복잡한 배수시설물이 존재하는 지역의 지형적

특성과 배수시설물의 설계치를 고려하여 지표수의 시간에 따른

거동을 모사하는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한다.

분석 결과는 지하 배수시설물을 가동하지 않는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분석 10분 뒤, 30분 뒤, 1시간 뒤, 2시간 뒤, 3시간 뒤,

5시간 뒤의 여섯 시간대의 수심 정보를 그림으로 표시하였다(Fig.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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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Changes in water depth within a drainage associated with underground waterway tunnels

(UWTs). (A) 10 minutes, (B) 30 minutes, (C) 60 minutes, (D) 120 minutes, (E) 180 minutes, and (F)

300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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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은 지하배수관의 거동을 고려한 시나리오의 각 셀 별

수심 정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렬한 것이다. 이전 시나리오와는

달리, 이 시나리오에서는 오목지형의 수위가 최대로 상승하여

범람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지하배수관의 거동이 반영되어

오목지형에 남겨지는 물의 부피, 오목지형에 고이는 물의 최대수심,

침수면적 등이 상이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4.3(A) 중 2번 배수관과 3번 배수관의 유입구, Fig. 4.3(B)와

Fig. 4.3(C)중 3번 배수관의 유입구와 같이, 강우가 내리는 중인

시간대 중 일부 배수관의 유입구에서 수위가 0인 지역을 볼 수

있다. 이전 시나리오에서는 강우가 내리는 중인 시간대에는

경계부를 제외한 전체 영역에서 수심이 0인 지역은 없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이는 배수시설물에 의해 발생한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각 배수시설의 처리 가능용량이 초과되지 않은 경우, 그

셀로 유입되는 모든 강우가 배수시설을 통해 빠져나가기 때문에

유입구 이상의 높이로 물이 차오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배수관의 유입구가 있음에도 수위가

차올랐다는 것은 배수시설이 최대용량으로 가동하고 있음에도 그

이상의 물이 지형을 통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가동용량 이상의

물은 수위상승이라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림을 통해 개략적으로 파악해보면, 1번 배수관은 강우발생 10분

뒤에 용량을 초과하였고 2번 배수관은 30분 뒤, 3번 배수관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는 용량을 초과하여 주변 지형의 수위가

배수시설의 유입구가 위치한 고도 이상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배수시설의 유출구로부터 새로운 수계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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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배수시설물 거동의 시계열 분석

분석결과로 생성되는 자료 중에는 ASCII 형식으로 전체 셀에

대한 시계열 자료 뿐 아니라 배수시설물의 누적유량도 있다. Fig.

4.4는 견본 자료에 적용된 세 개의 지하 배수시설에 대하여 시간에

따른 누적유량을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각 그래프의 기울기는 시간 당 배수시설이 처리한 유량이므로

기울기가 클수록 시간 당 처리용량이 큰 것을 의미한다. Fig.

4.4에서 1번 배수관과 2번 배수관이 보여주는 그래프의 최대

기울기가 배수시설의 최대용량이다. 그래프를 통하여 1번 배수관과

2번 배수관은 강우 초반부터 물에 잠기므로 최대용량으로 계속

가동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번 배수관은 약 1시간 뒤부터 유입구가

물에 잠기고 그 시간대 이후로 가동량이 확연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배수관은 그 유입구의 고도 이하만큼 오목지형의 수위가

낮아지면 시간당 가동량이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응용하면 해당 지역에 고인 물의 수심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알 수 있다. 그래프에 따르면 초반에 급속도로 수위가

높아지고 강우 1시간 뒤에는 최대수심 5  이상으로 높아진 뒤에,

강우 3시간 뒤 최대수심이 5  이하로, 3시간 20분 뒤 3  이하로,

3시간 30분 뒤 1  로 하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심이 유입구

이하로 낮아진 뒤에도 소량의 물이 이동하는 이유는 배수관 내에

남은 강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유출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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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Time-specific accumulative flux for three underground waterway tunnels (UWTs) used in

the scenario outlined in th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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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시나리오를 통한 알고리즘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이 지형과 강우량을 고려하여 시간에 따른

침수지역의 면적, 수심의 변화와 범람현상을 모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배수시설의 시계열 거동이 분석에 반영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배수시설을 설계한

뒤, 설계된 배수시설의 영향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며 직경, 길이,

경사도, 배수관 재질에 따른 Manning 계수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그에 대한 지표수 모델링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또한, 각 모듈 간의

연계로 배수시설물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오목지형에 생성되는

침수영역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견본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이 실제 현장 자료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현되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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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알고리즘의 현장 자료 적용 및

배수 모델링 결과 분석

본 장에서는 개발된 알고리즘을 현장 자료에 적용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배수설계를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지역을 결정하고 대상지역의 위치, 지형적 특성,

강우특성, 지질특성, 배수시설의 설계요소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지표수의 거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지형적 특성에 대하여

위성영상과 3차원 지형구배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지역의

연평균 강우특성과 지층정보, 대표암석정보를 검토하였다.

연구대상지역에 시계열 지표수 수문분석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치표고모델을 생성하고, 배수시설 정보를 수치화하였다. 개발된

알고리즘을 수치화된 자료에 적용하여 시계열 모델링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하여 기존연구와 상용

소프트웨어의 분석결과와 제안된 알고리즘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5.1. 연구대상지역

개발된 알고리즘의 구현을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1) 수위 상승 및 범람 현상을 검증하기에 용이한 오목지형

(2) 복잡한 배수로 및 배수관 설비를 갖춘 지역

(3) 기존 연구의 적용 결과가 있어 결과 비교가 가능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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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을 토대로 선정된 연구대상지역은 한국 강원도 영월

지역의 상동광산 신 광미댐 지역이다(128°48’58”E, 37°07’20”N). Fig.

5.1은 연구대상지역의 위치와 위성영상(Google Map, URL :

https://maps. google.co.kr)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 중심부가 오목한

지형으로, 광미적치장을 산맥이 둘러싸고 있는 형상을 띠고 있다.

적치장의 동쪽과 서쪽, 남쪽에 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골짜기를 따라 모든

수계가 광미적치장 부근으로 집결하는 형상인 것을 볼 수 있다. 광미댐의

북쪽으로 옥동천이 흐르고 있는데, 강우로 인해 지표수가 발생하면

배수시설물을 이용하여 하천으로 배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상동광산은 지표 길이 약 1km, 사심도 1.2km의 대규모

중석(tungsten)광상으로 한국 중석 총생산량의 80%를 차지할

정도의 대규모 노천광산이다.

Fig. 5.2는 연구대상지역을 ESRI社의 상용 GIS 소프트웨어인

ArcScene으로 확인한 모습이다. 연구대상지역의 지형 기복을

입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기저에 표시된 좌표는 TM 좌표계

(Transverse-Mercator coordinate system)에 따른 연구대상지역의

좌표이다. 그림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광미적치장,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임시저수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옥동천의 일부가 위치한 지점이다. 광미는 평지의 형상으로

적치되어 있고 북쪽으로 광미의 유실을 방지하는 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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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Location of study area on the outline map and satellite image (Googl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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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Terrain map of the study area made from ArcS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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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지역의 강우조건은 Fig. 5.3과 같다. Fig 5.3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2013년의 연구대상지역 월별 강우량에 대한

통계자료이다. 수치상으로 해마다 편차는 있으나 하절기에 강우가

집중되는 연간패턴은 매년 반복된다. 때문에 특히 집중강우로 인한

배수시설의 과부하 및 광미댐의 범람 등에 주의를 요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 설계를 위해서는 10년 또는 100년

주기의 대규모 강우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확률강우량은 일정

기간 측정된 강우량을 토대로 빈도계수법(Chow, 1951)에 의해

계산되는 값으로 홍수재난안전연구에 활용되는 주요 지표이다

(국립방재연구소, 1998). 연구대상지역의 100년 주기 확률강우량은

80.31 이다(Choi, 2012).

연구대상지역의 지질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지질정보시스템(URL : https://mgeo.kigam.re.

kr)을 활용하였다. Fig. 5.4는 1:50000 축척의 지질도에서 연구대상

지역의 지표층 지질을 확인한 결과이다. 연구대상지역은 전체적으로

선캄브리아계 율리통 고선리층(기호 : PCEygo)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주요 암종은 흑색 그리티 스레이트, 견운모–녹니석-

석영편암, 천매암, 흑운모-석영-홍주석편암, 근청색-복운모편암,

실리마나이트-근청석-복운모편암, 운모질 반암 및 흑운모-석영 편암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 동일 지질층이나 암종이 석회

규산염암으로 구분되는 층(기호 : I), 제4기 현세통 신기하성층(기호

: Qr)과, 거정질화강암맥(기호 : Kpd)을 일부 관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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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Monthly precipitation of Yeongwol, Gangwondo in 2013 (기상청,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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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Geological map of the study area. (PCEygo : Goseonni

formation; l : limesilicates rocks in Goseonni formation; Qr :

Quaternary alluvium; Kpd : pegmatite dy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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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지역에는 지표수가 광미와 장시간 접촉하여 오염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지표 및 지하배수로가 종합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연구대상지역에 설치된 지표 및 지하배수로의 설계 사양을

Table 5.1에 정리하였다.

지상 배수로는 광미적치장에 유입된 지표수를 남쪽의 임시

저수지로 보내고 임시저수지의 물을 북쪽의 광미댐 부근으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배수로(ditch 1)와 광미댐 외부의 물을

북쪽의 하천으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배수로(ditch 2)가

있다.

지하 배수로는 주변의 산지로부터 광미적치장 방향으로 집결되는

수계가 광미와 접촉하지 않고 곧바로 북쪽의 하천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배수관 두 개가 있고, 광미댐을 관통하면서 두

개의 지상배수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배수관인 ‘UWT 3’이

있다.

Table 5.1에 ‘UWT 1’이라 표기된 배수관은 광미적치장 남쪽에

위치한 세 개의 집수구역과 적치장 서쪽 사면으로부터 생성되는

지표수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UWT 2’는 광미적치장

남서쪽의 집수구역을 담당하고 적치장 동쪽 사면으로부터 발생하는

지표수를 댐 외부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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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Engineering design properties of stormwater infrastructure in the study area.

infrastructure slope (dimensionless) shape of section
Manning's roughness

coefficient (n)

UWT 1 0.02 - 0.18
Circular

Diameter = 0.9 m
0.015

UWT 2 0.02

UWT 3 0.01

surface ditch 1 0.30 Rectangular

surface ditch 2 0.01 Rectang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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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상지역 자료 수치화

연구적용지역인 상동광산 신 광미댐의 자료에 시계열 지표수

수문분석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치표고모델을 생성하였다.

수치표고모델은 5  간격의 등고선 자료에 TIN기법을 적용한 뒤,

이를 래스터 형식의 자료로 변환하여 작성되었다. Fig. 5.5 (A)는

적용지역의 위치(TM) 및 수치표고모델과 지표 및 지하 배수로의

위치정보를 나타낸다. 설정된 연구대상지역의 크기는 가로 2,740 

세로 3,000  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최고고도는 1,065 로 남쪽의

산맥 중 가운데 봉우리이고 최저고도는 북쪽의 하천으로 480 

이다. 광미가 적치되어 있는 곳의 고도 590  이다.

Fig. 5.5 (B) 에서 대상지역에 있는 두 종류의 배수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종류는 지상배수로이고 다른 하나는 지하배수로이다.

지상배수로는 광미적치장을 에워싸고 있는 것(Ditch 1)과 적치장

외부에 위치하여 물을 북쪽의 하천으로 이동시키는 것(Ditch 2)으로

총 두 개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지상배수로 중 댐 내부에 위치한

것은 광미가 적치장의 물을 일차적으로 남쪽의 임시 저수지로

집수한 뒤, 북쪽의 광미댐 근처로 배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적용대상지역에 지하 배수관은 총 세 개가 있다. 1번 배수관은

집수구역으로 강우가 모여서 들어오는 골짜기 부근 입구에 설치된

세 개의 유입구와 광미적치장 부근에 두 개의 유입구에서 들어온

물을 댐 외부로 보낸다. 2번 배수관은 서쪽 골짜기 부근 입구에

설치된 한 개의 유입구와 사면에 설치된 두 개의 유입구로부터

들어온 물을 댐 외부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3번 배수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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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배수로를 통해 적치장에서 한 곳으로 모이는 강우를 댐의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3번 배수관을 통해 방출되는

물은 지상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이동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역의 수치표고모델을 ASCII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고,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지하 배수시설에 대한 정보를 ‘pipe’

자료구조에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한 파일 형식에 부합하도록

입력자료를 제작하였다.

수문분석 강우 시나리오는 연구지역의 100년 주기 확률강우량인

80.31 가 1시간 동안 대상지역에 일괄적으로 내리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은 강우가 내리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10시간

동안의 거동을 모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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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Map of the study area. (A) Location of surface and underground drainage systems and the

DEM. There are two surface ditches and three underground waterway tunnels (UWTs). (B) A more

detailed view of the drain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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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시공간적 지표수 모델링 결과

Fig 5.6은 현장자료에 시공간적 지표수 모델링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중 배수시설의 거동에 변화가 있는 시간대를 대상으로 정리한

것이다. Fig. 5.6 (A)와 Fig. 5.6 (B)는 강우가 내리고 있는 중으로

각각 분석 시작 20분, 60분 뒤에 상황에 대한 수위 분포 자료이다.

집중 폭우가 지속되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체적으로 수위가

상승하고 지표수가 지형을 타고 골짜기로 모여서 수계가 형성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강우가 그친 이후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침수구역이 면의

형태에서 선의 형태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5.6 (C)는 분석

1시간 30분 이후의 결과이고 Fig. 5.6 (D)는 2시간 30분 이후의

결과이다. Fig. 5.6 (C)에서는 최상부 수계의 지표수는 완전히

아래로 흘렀지만 모든 지표수가 골짜기로 모이지는 않은 반면, Fig.

5.6 (D)에서는 평지에 가까운 광미적치장과 임시저수지를 제외하면

침수구역이 면적을 띠고 있는 곳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후에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강우가 집수구역으로 모이는

현상을 관찰 할 수 있는데 집수되는 유량에 따라 골짜기의 흐름이

지속되는 시간도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광미적치장의 남쪽에 위치한 임시저수지에 물이 고이는 현상도

모사되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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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 Changes in water depth over time across the entire study area. (A) 20 minutes, (B) 60

minutes, (C) 90 minutes, (D) 150 minutes, (E) 240 minutes, and (F) 600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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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Changes in water depth over time around stormwater

infrastructure. (A) 20 minutes, (B) 60 minutes, (C) 90 minutes,

(D) 150 minutes, (E) 240 minutes, and (F) 600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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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은 Fig. 5.6의 결과에서 배수시설이 밀집한 광미적치장 및

임시저수지 부근 지역을 확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강우 시작

20분 뒤인 Fig. 5.7 (A)와 60분 뒤인 Fig. 5.7 (B)간의 비교를

통하여 강우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지하 배수시설로 유입된 물이

유출구를 통해 광미댐 외부로 흐르는 현상이 시계열적으로

모사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1번 배수관과 2번 배수관의 일부 유입구는 유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표수를 그대로 흘려보내어 임시 저수지로 보내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는 배수시설이 일시적으로 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모사된 것이므로 만약 이와 같은 현상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배수관의 직경을 증가시키는 등 설계 요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소요되면서 강우가 그친 뒤에 일부 배수관에서는 강우의

유입이 멈추면서 유출구로부터의 흐름도 멈추는 현상도 관찰 할 수

있다. 1번 배수관은 Fig. 5.7 (E)와 Fig. 5.7 (F)간 비교, 2번

배수관은 Fig. 5.7 (D)와 Fig. 5.7 (E)간 비교를 통해 관찰 할 수

있다. 3번 배수관은 임시저수지의 물을 광미댐 외부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강우 발생 이후 10시간 뒤에도 임시저수지의 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출구의 흐름 또한 멈추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임시저수지의 북쪽에 해당하는 광미적치장의 경우, 강우가 멈추고

30분 소요된 Fig. 5.7 (C) 때에는 침수되어 있지만 시간이 소요

될수록 지표수가 적치장 주변의 지상 배수로로 이동하면서 점차

바닥을 드러내는 현상을 관찰 할 수 있다. Fig. 5.7 (F)에서는 지상

배수로가 설치된 곳으로 지표수가 상당수 이동하여 배수시설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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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지하 배수시설물의 거동 분석

연구대상지역에 설치된 지하 배수시설물의 유입구 별로 시간에

따른 누적 유량을 그래프로 도시하였다(Fig. 5.8). 그래프에 따르면

각 유입구의 위치에 따라 유입되는 물의 양이 다르고 또한 각

배수관마다 기울기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각 유입구 별

처리용량이 다르다. 유입구 1-1과 1-2 그래프의 최대 기울기는 각

유입구의 최대용량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그래프 기울기가

변하는 시점을 토대로 해당 수계의 강우가 이동하는 데에 걸린

시간도 확인 할 수 있다. 강우 발생 직후부터 강우가 그치는 한

시간 까지는 모든 배수관의 시간당 처리용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번 배수관과 2번 배수관의 모든 유입구는 각각의 수계가

소멸되는 시점에 따라 누적유량 그래프의 증가폭이 정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3번 배수관은 10시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정한 기울기로 누적유량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된다. 이것은 3번

배수관이 임시저수지의 강우를 댐 외부로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인데, 다른 배수관들의 유입구는 3번 배수관의

유입구보다 더 높은 고도에 위치하므로 분석 중 해당 수계의

흐름이 종료되어 각 배수시설의 작동을 멈춘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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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8. Time-specific accumulative fluxes at the inlets of underground waterway tunnels in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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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토의

지하 배수시설물의 유입구가 위치한 셀을 대상으로 시간에 따른

유입량 및 유출량, 배수시설이 처리하는 용량을 그래프로

정리하였다(Fig. 5.9). 각 그래프 아래 부분의 면적은 지표수가 해당

셀로 유입된 총 유량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지

않던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총

유량 뿐 아니라 유량과 배수시설 처리용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Fig. 5.9에 따르면, 유입구 1-3, 1-4, 1-5, 2-2, 2-3은 강우가

그치는 시각 직후부터 시간당 유입량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유입구 1-1, 1-2, 2-1는 강우가 그친 뒤에도 계속 유입량이

증가하여 강우 시작 2시간 뒤에는 각각 500, 500, 250 m3/min 을

초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각 유입구에 대한 유역

(watershed)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인데, 유입구 1-1,

1-2, 2-1의 경우 비교적 넓은 유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강우에

의해 발생한 지표수의 유량도 크고 이들이 지형을 따라 수렴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도 긴 것으로 판단된다.

유입구 1-3, 1-4, 1-5, 2-2, 2-3, 3-1 의 경우, 셀 유입량 그래프와

시설유입량 그래프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각 셀로

유입된 모든 지표수가 지하 배수시설물로 유입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입구 1-1, 1-2, 2-1은 일정시간대에서 두 그래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시설이 처리 가능한

용량을 초과한 지표수가 해당 셀로 유입되어, 시설 용량만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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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수만 배수관을 따라 이동하고 나머지 지표수는 그대로 지형을

타고 이동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래프의 면적을 계산하면 각

배수관이 처리한 지표수의 양과 용량초과로 흘려보낸 지표수의

양을 확인할 수 있다.

용량초과가 발생한 유입구 세 개의 최대용량은 각각 163(1-1),

326(1-2), 133(2-1) m3/min 이며, 용량초과가 발생한 구간은 각각

50∼210 분(1-1), 90∼160 분(1-2), 60∼150 분(2-1) 이다.

유입구마다 최대유량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경사도가 각각

0.03(1-1), 0.12(1-2), 0.02(2-1) 으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유입구와 달리, 유입구 3-1은 처리유량이 감소하지 않고

강우 발생 2시간 이후부터 계속 최대용량으로 가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유입구 3-1이 임시저수지에 저장된 지표수를 광미댐

외부로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이 최대

용량으로 일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저수지의 물은

등속으로 감소한다. 이를 이용하여 강우 발생 10시간 까지

임시저수지에 남은 지표수의 총량과 3번 배수관의 처리용량으로

모든 지표수가 광미댐 외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는 약 20시간 이후(즉, 강우 발생 30시간

이후)이다.

Fig 5.9의 결과는 만약 유입구 1-1, 1-2, 2-1의 용량초과가

설계단계에서 의도된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고도 볼 수 있다. 범람한

지표수는 임시저수지에 고인 뒤, 강우 발생 30시간 이후에는 유입구

3-1을 통해 댐 외부로 모두 배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현상이 설계단계에서부터 의도된 것이 아니라면 유입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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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펌프를 설치하여 처리용량을 증가시키거나 배수시설을

증설하는 등의 추가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Fig 5.9의 중앙부에 위치한 그림은 강우 발생 2시간 이후의

수심을 나타낸 것인데, 이를 각 그래프의 곡선과 비교할 수 있다.

유입구 1-4, 1-5, 2-2, 2-3는 상부의 모든 지표수가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각 그래프에서도 유입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입구 1-3은 그래프가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유입구에서 멀지

않은 지점에 지표수 흐름의 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유입구

1-1, 1-2, 2-1은 그림 상으로 지표수 흐름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량의 지표수가 이동 중에 있는데 이는 그래프의

곡선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임시저수지로부터 이동한 물이 유입구

3-1을 통하여 댐 외부로 배출되고 있는 현상 또한 그림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적용결과는 연구대상지역에 100년 주기 확률강우량이

1시간 동안 집중된다는 가정 하에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것이며,

지하 배수시설에 별도의 가압장치는 없는 것으로 간주된 것이다.

만약 양수펌프와 같이 가압장치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유속 및

유량을 Eqn. 3.10, Eqn. 3.12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입력하여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강우밀도와 강우량 변수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지표 및 지하 배수시설의 설계인자를 결정하기 위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획득에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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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9. Time-specific inflow and flow into UWT at the inlets of UWT. Central figure shows water

depth around stormwater infrastructure on 7200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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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에는 각 배수관의 유입구별로 강우의 유출이 시작된

시간, 멈춘 시간, 최종 누적 유량이 정리되었다. 표에 따르면,

유입구마다 최종적으로 강우가 유출된 시간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유입된 유량, 배수로의 길이, 경사 정보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계산된 결과이다. 분석을 통하여 모델링 시간 10시간

이후의 총 누적유량은 1번 배수관은 82,654 톤, 2번 배수관은 19,604

톤, 3번 배수관은 51,164 톤으로 계산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알고리즘과 기존 알고리즘 간의 비교를

위하여 WASI 알고리즘(Choi, 2012)을 동일 조건에 적용하여 계산된

유량 결과도 Table 5.1에 추가하였다. 이에 따르면, 1번과 2번

배수관은 새로 제시된 알고리즘이 작게 계산되었고, 3번 배수관은

더 크게 계산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새로운 알고리즘이 1번과

2번 배수관의 유입구에 시간당 최대용량 이상으로 물이 흘러

내려왔기 때문에 용량 이상의 물은 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임시저수지로 흘려 내린 현상을 모사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Fig. 5.5에서 유입구 1-1, 1-2, 2-1 등은 강우가

집중되는 일부 시간대에 최대용량으로 가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안된 알고리즘이 배수시설의 위치, 고도, 직경, 경사도와

같은 배수관의 설계 요소의 영향을 고려하여 배수시설물의 시간당

처리용량에 대한 개념을 분석결과에 반영하였음을 알려주는

지표이다. 따라서 기존에는 고려되지 못했던 배수시설물의 시간당

처리용량이나 시간에 따른 침수지역 변화 등 요소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 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 5.10은 대표적인 상용 GIS 소프트웨어인 ArcGIS로

동일지역에 대하여 수문분석을 수행한 결과 중 흐름누적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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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것이다. ArcGIS는 광미댐과 같이 복잡한 배수시설의 거동을

고려하거나 지형에 따른 지표수의 침수지역 생성, 시계열 거동 등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이 갖는 특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문분석에 따른 수계면적 만으로

배수관의 요소를 설계할 경우, 임시저수지나 배수시설 간 연쇄작용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광미적치장 지점에서는

모든 수계가 만나면서 임시저수지로 물이 합쳐지기 때문에 가장

하부수계를 담당하는 3번 배수관의 처리용량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것이 타당한데, ArcGIS를 이용한 결과로는 넓은 면적의 수계를

담당하고 있는 1번과 2번 배수관의 성능이 과대평가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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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 Starting and stopping outflow times, fluxes and total accumulative fluxes at inlets of

underground waterway tunnels in the study area.

inlets of

underground

waterway

tunnels

initial

outflow time

[hour :

minute]

final

outflow time

[hour :

minute]

accumulative flux

until 10 hours [
]

total accumulative flux

until 10 hours [
]

flux

calculated by

WASI

algorithm [
]

(Choi, 2012)

1-1

1-2

1-3

1-4

1-5

0:13

0:09

0:09

0:03

0:08

4:50

4:00

2:40

1:50

2:30

33,196.3

40,789.3

6,074.2

1,183.7

1,410.6

82,654.1 124,004

2-1

2-2

2-3

0:14

0:12

0:07

4:00

1:50

1:20

19,166.1

271.7

167.1

19,604.8 32,846

3-1 0:05 - 51,164.6 51,164.6 1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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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0. Result of flow accumulation using ArcGIS software (ESRI).



- 87 -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GIS 기반의 지형 및 지표 및 지하 배수시설물,

강우량 정보 등을 고려하여 지표수의 시간적·공간적 거동을

모델링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링 기법은 확산파

방정식을 이용하여 지표수의 수위 및 유속과 같은 변수의 시계열

변화를 계산할 수 있었고, 일시적으로 광미댐이 지표수에 잠기는

현상을 모사하는 등 지표수의 시계열 거동을 더욱 사실적으로

모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안된 기술은 배수시설물의 시간에 따른

가동률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각 배수시설 별 시뮬레이션

조건에 따른 최대 부하량을 계산할 수 있었다. 개발된 알고리즘은

DEM으로 구성된 광미댐 지역의 각 셀에 해당하는 지표수의

수심변화, 누적흐름량 등을 계산할 수 있었으며, 대상지역 전체에

대하여 지표수의 시간적·공간적인 흐름 분석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발된 알고리즘에 강원도 영월의 상동광산 신 광미댐 인근의

현장 자료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시간에 따른 지표수의 수위 및

유속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고 일부 시간대에서 광미적치장이

지표수에 잠기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일시적으로 일부 배수시설은 시설용량의 초과로 인해 유입되는

지표수를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여 일부 지표수는 임시 저수지로

직접 이동하는 현상도 관찰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치장

주변의 배수시설 설계용량을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안된 알고리즘과 WASI 알고리즘에 동일한 현장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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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제안된 알고리즘이

배수시설의 설계 요소를 고려하여 배수시설물의 시간당 처리용량에

대한 개념을 분석결과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용 GIS 소프트웨어인 ArcGIS로 동일 지역에 수문 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새로 제안된 알고리즘은 세 가지의

주요 연구목표를 성취하여 광미댐의 지표수 수문분석 신뢰도를

향상시켰으며, 그 분석 결과는 광미댐 지역의 배수시설 설계와

관련하여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의 투수성을 고려하였으나 실측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유효 공극률, 포화 수리전도도, 공극크기분포지수, 초기

포화도 계수의 검증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는 동일

연구지역을 대상으로 알고리즘을 제안한 기존 연구(송원경 외, 2008;

Choi, 2012)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였고, 분석결과도 기존의

연구결과 및 상용 GIS 소프트웨어와의 비교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새로 제안된 알고리즘의 기능을 확인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향후에 투수성과 관련된 계수들의 검증을 위한

현장조사에는 배수시설의 유입구 수와 같은 인원과 장비가 필요

하며, 강우가 발생하는 시점에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된 알고리즘은 몇 가지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배수관으로 유입된 물에 대한 연산이 지표수가 배수관으로

유입되는 시점에서만 수행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지표수가 배수관

내에서 이동하는 도중에 일어나는 현상은 모델링 과정에서

간소화되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Manning 공식을 적용하여 각 셀의 유속을 계산할 때 수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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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정보만 반영하기 때문에 지형에 따라서 오차의 폭이 커질

수 있다는 한계점도 있다. 이는 지표수가 이동하는 자연현상을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이다. 전체적인 지표수 흐름의

유량에 비하면 이로 인한 오차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위와 같은

오차 발생 요인의 억제를 위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배수시설 설계 시 효율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유입구와 유출구의 최적위치, 직경 등을 제시하는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광미댐과 같은 오목지형을 포함하여 노천광산의

배수설계, 도심지 침수피해 분석, 사면안정성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지표수 모델링에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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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atial and temporal modeling of

surface runoff using DEM

for surface and underground

stormwater infrastructure

Huiuk Yi

Dept. of Energy System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presents a new technique for the spatial and temporal

modeling of surface runoff using a digital elevation model (DEM)

by considering surface and underground stormwater

infrastructure. This modeling uses the diffusion wave equation to

calculate temporal changes in variables involved in surface runoff,

such as flow depth and velocity. This technique can simulate the

propagation of flood waves around stormwater infrastructure by

calculating the volume of water flowing into inlets within the

infrastructure and the time taken for this water to be rem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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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infrastructure via outfalls. A time-specific flow depth

and accumulative flux for each cell on the DEM and for inlets

and outfalls of the stormwater infrastructure was calculated. This

paper describes the concept behind, and details of, the new

technique, and outlines potential applications for this technique

using synthetic and real-world datasets. The validation data

indicate that the new technique is an effective approach for the

spatial and temporal modeling of surface runoff using a DEM

that can incorporate the effects of stormwater infrastructure.

Keywords : GIS, tailing dam, drainage, runoff,

flood, hydr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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