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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기후변동으로 인해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

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재해의 발생 빈도 및 규모가 점차 급증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공구조물의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강우가 발생

하여 도심지 주택가 및 도로 침수, 농경지 침수를 비롯하여 하천범

람, 제방 붕괴 및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공구조

물의 설계 기준을 넘어서는 극한강수사상이 기후변화 하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공구조물의 설계 기준이 

되는 확률강우량은 강우의 정상성 (Stationarity) 가정 하에 산정되

어왔으며, 정상성 기반 강우빈도해석을 통해서는 최근 극한강수의 

증가 경향을 반영할 수 없다. 미래 극한강수사상의 경향성을 반영할 

수 있는 비정상성 (Non-Stationarity) 기반 강우빈도해석을 고려

한 설계 기준을 마련하여 기후변화 대응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취약

성 (Vulnerability) 혹은 위험도 (Risk)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위험도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상이하

게 나타나므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적절한 시기와 장소

에 대응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침수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으나,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미래 

침수 피해에 따른 침수위험도 평가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극한강수사상의 경향성을 고려하여 청미천 유

역을 대상으로 비정상성 기반 강우분석을 수행하고 침수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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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미래 침수위험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미래 확률강우량은 현재 국가하천 설계빈도 및 농

경지 하천제방 설계빈도를 크게 초과하며 특히 미래 3기간에는 과

거 5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침수면

적, 침수심, 침수지속시간, 침수반경 등 침수특성은 미래 기간으로 

갈수록 증가 경향을 나타내어 침수 피해 범위 및 지속시간이 증가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래 침수위험지수는 과거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근 지방2급하천 합류에 따라 

일부 특정 구간에서 침수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는 수공구조물 설계 및 개수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비정상성 빈도해석, 침수위험도, RCP 시나리오, 

HEC-HMS, HEC-RAS, 주성분 분석

학  번 : 2014-22920



- iii -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연구사 ·········································································4

  2.1 비정상성 강우빈도해석 ························································4

  2.2 침수특성 분석 ········································································6

  2.3 침수위험도 평가 ····································································7

제 3 장 침수특성 분석 및 침수위험도 평가 기법 ···········8

  3.1 침수특성 분석기법 ································································9

    3.1.1 강우분석 ·····················································································9

    3.1.2 유역 유출량 산정 ··································································22

    3.1.3 하천 수위 모의 및 침수특성 분석 ····································31

  3.2 침수위험도 평가기법 ··························································33

    3.2.1 침수위험지표 표준화 ····························································33

    3.2.2 침수위험지표 가중치 산정 ··················································34

    3.2.3 침수위험지수 산정 ································································37

제 4 장 대상유역 및 자료구축 ··········································39

  4.1 대상유역 ················································································39

  4.2 강우자료 구축 ······································································42

    4.2.1 실측 강우자료 ········································································42

    4.2.2 기후변화 시나리오 ································································42

  4.3 HEC-HMS 입력자료 구축 ··············································44

    4.3.1 지형자료 ··················································································44

    4.3.2 유역특성인자 ··········································································46



- iv -

  4.4 HEC-RAS 입력자료 구축 ···············································48

    4.4.1 수치지형모형 ··········································································48

    4.4.2 하천자료 구축 ········································································50

    4.4.3 부정류 해석 경계조건 및 초기조건 ··································51

  4.5 침수위험지표 구축 ······························································52

제 5 장 침수특성 분석 ························································55

  5.1 강우분석 ················································································55

    5.1.1 강우자료 통계분석 ································································55

    5.1.2 비정상성 빈도해석 ································································63

  5.2 유역 유출량 산정 ································································72

    5.2.1 HEC-HMS 모형의 적용성 평가 ·······································72

    5.2.2 첨두유출량 산정 결과 ··························································79

  5.3 하천 수위 모의 및 침수특성 분석 ··································83

    5.3.1 하천 수위 모의 결과 ····························································83

    5.3.2 침수특성 분석 ········································································96

제 6 장 침수위험도 평가 ··················································109

  6.1 주성분 분석 ·······································································109

  6.2 과거 침수위험도 평가 ·····················································111

  6.3 미래 침수위험도 평가 ·····················································116

제 7 장 요약 및 결론 ························································120

참 고 문 헌 ··········································································124

Abstract ················································································134



- v -

List of Tables

Table 3.1 Interpretation of Mann-Kendall test result ···········13

Table 3.2 Null hypothesis of stationary tests ···························14

Table 3.3 Number of heavy rainfall of Icheon meteorological 

station (1973 ∼ 2010) ·······································································22

Table 3.4 Empirical methods for calculation of   ···················25

Table 3.5 Empirical methods for calculation of  ···················26

Table 3.6 Comparison between normalization methods ·········34

Table 4.1 Inundation records of the Cheongmicheon watershed ·········41

Table 4.2 Scenario of historical period (1973 ∼ 2015) ······42

Table 4.3 Scenario of future period (2016 ∼ 2100) ············43

Table 4.4 Land use of the Cheongmicheon watershed ··········46

Table 4.5 Characteristics of the Cheongmicheon watershed ··47

Table 4.6 Boundary conditions of upstream, lateral inflow, and 

downstream for HEC-RAS simulation ·········································51

Table 4.7 Inundation risk indicators of HIS_S ··························53

Table 4.8 Inundation risk indicators of HIS_NS ·······················53

Table 4.9 Inundation risk indicators of FUT 1 ·························53

Table 4.10 Inundation risk indicators of FUT 2 ······················54

Table 4.11 Inundation risk indicators of FUT 3 ······················54

Table 5.1 Annual precipitation and error of observed, simulated, 

and bias corrected historical precipitation (1979 ∼ 2005) ·······55

Table 5.2 Annual precipitation and standard deviation of simulated 

and bias corrected future precipitation (2016 ∼ 2100) ················58

Table 5.3 Comparison between historical (1973 ∼ 2015) and 

future (2016 ∼ 2100) precipitation data ·····································60

Table 5.4 Mann-Kendall test results; (1) for historical period 

only, and (2) for overall period (significance level : 5 %) ··61

Table 5.5 Stationarity test results; (1) for historical period 



- vi -

only, and (2) for overall period (significance level : 1 %) ··63

Table 5.6 Historical probable rainfall for 21-hour duration 

(Unit : mm) ······························································································66

Table 5.7 Future probable rainfall for 21-hour duration (Unit 

: mm) ··········································································································69

Table 5.8 Parameter optimization results ····································73

Table 5.9 Statistics of calibration results ···································76

Table 5.10 Statistics of validation results ··································79

Table 5.11 Peak runoff for 21-hour duration and 100-year 

frequency (Unit : m3/s) ·······································································80

Table 5.12 Comparison of peak runoffs between MOLIT 

(2011) and this study ·········································································82

Table 5.13 River stage of HIS_S (Unit : m) ·····························84

Table 5.14 River stage of HIS_NS (Unit : m) ··························85

Table 5.15 River stage of FUT 1 (Unit : m) ···························86

Table 5.16 River stage of FUT 2 (Unit : m) ···························87

Table 5.17 River stage of FUT 3 (Unit : m) ···························88

Table 5.18 Maximum inundation area of each scenario ········97

Table 5.19 Inundation depth of each scenario (left bank) ··100

Table 5.20 Inundation depth of each scenario (right bank) ·· 101

Table 5.21 Inundation duration of each scenario ··················104

Table 5.22 Maximum inundation radius of each scenario ··107

Table 6.1 Initial eigenvalue and variance ·································109

Table 6.2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esult ·······················110

Table 6.3 Inundation risk index of HIS_S ································113

Table 6.4 Inundation risk index of HIS_NS ·····························113

Table 6.5 Average inundation risk indices of HIS_S and HIS_NS ··114

Table 6.6 Inundation risk index of FUT 1 ·······························116

Table 6.7 Inundation risk index of FUT 2 ·······························117

Table 6.8 Inundation risk index of FUT 3 ·······························118

Table 6.9 Average inundation risk index of each scenario ··119



- vii -

List of Figures

Fig. 3.1 Schematic diagram of this study ······································8

Fig. 3.2 Conceptual diagram of quantile mapping ·····················10

Fig. 3.3 Parameter estimating process for frequency analysis 

of target year ··························································································19

Fig. 3.4 Composition of HEC-HMS ···············································23

Fig. 4.1 the Cheongmicheon watershed ········································40

Fig. 4.2 DEM of the Cheongmicheon watershed ······················44

Fig. 4.3 Land use map of the Cheongmicheon watershed ····45

Fig. 4.4 Soil map of the Cheongmicheon watershed ···············45

Fig. 4.5 DTM of the Cheongmicheon watershed ······················49

Fig. 4.6 Modified DTM of the Cheongmicheon watershed ····50

Fig. 5.1 Correlation between observed, simulated, and bias 

corrected historical precipitation (1979 ∼ 2005) ···················57

Fig. 5.2 Annual precipitation change (1973 ∼ 2100) ···········59

Fig. 5.3 Gumbel location parameter for 21-hour duration and 

100-year frequency ·············································································64

Fig. 5.4 Gumbel scale parameter for 21-hour duration and 

100-year frequency ·············································································64

Fig. 5.5 Probable rainfall for 21-hour duration and 100-year 

frequency ···································································································71

Fig. 5.6 Observed and simulated runoff hydrograph 

(20100818) ·······························································································74

Fig. 5.7 Observed and simulated runoff hydrograph 

(20110701) ·······························································································74

Fig. 5.8 Observed and simulated runoff hydrograph 

(20120715) ·······························································································75

Fig. 5.9 Observed and simulated runoff hydrograph 

(20120719) ·······························································································75



- viii -

Fig. 5.10 Observed and simulated runoff hydrograph 

(20130731) ·······························································································77

Fig. 5.11 Observed and simulated runoff hydrograph 

(20130823) ·······························································································77

Fig. 5.12 Observed and simulated runoff hydrograph 

(20140623) ·······························································································78

Fig. 5.13 Observed and simulated runoff hydrograph 

(20150724) ·······························································································78

Fig. 5.14 Peak runoff for 21-hour duration and 100-year 

frequency ···································································································81

Fig. 5.15 River stage of the initial condition (   ) ··89

Fig. 5.16 River stage of HIS_S ························································90

Fig. 5.17 River stage of HIS_NS ····················································91

Fig. 5.18 River stage of FUT 1 ······················································92

Fig. 5.19 River stage of FUT 2 ······················································93

Fig. 5.20 River stage of FUT 3 ······················································94

Fig. 5.21 Number of cross-sections damaged by inundation 

of each scenario ·····················································································96

Fig. 5.22 Cumulative inundation area of each scenario ·········98

Fig. 5.23 Inundation depth change of each scenario ············102

Fig. 5.24 Inundation duration change of each scenario ·······105

Fig. 5.25 Maximum inundation radius change of each scenario ··108

Fig. 6.1 Schematic diagram for separated sections of the 

Cheongmicheon ·····················································································112

Fig. 6.2 Comparison between average inundation risk indices 

of HIS_S and HIS_NS ········································································115

Fig. 6.3 Comparison between average inundation risk indices 

of each scenario ··················································································119



- 1 -

제 1 장 서    론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전 지구적으로 이상기후가 발생함에 따라 

강우 패턴 변화, 수자원 변화 등 수문학적 시스템의 변화가 야기되

고 있다. 지난 100여 년간 지구온난화와 함께 전 지구적으로 평균 

지표온도가 약 0.85 ℃ 상승하였으며 이상고온, 장마, 홍수, 가뭄 

등 극한사상이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IPCC, 

2013; IPCC, 2014). 이와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기후변동으

로 인해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재해의 

발생 빈도 및 규모가 점차 급증하고 있다. (IPCC, 2013; IPCC, 

2014; 관계부처합동; 201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20세기 동

안 지표 평균온도가 0.18 ℃/10년의 비율로, 강수량은 약 21 

mm/10년의 비율로 증가하였다 (국립기상연구소, 2012). 특히 최

근 20년간 강수량은 약 7 % 증가하였고 80 mm 이상인 호우의 발

생 빈도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공구조물의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강우가 발생하고 있다 (기상청, 2012; 국토해양부, 200

9). 최근 5년간 집중호우로 인해 도심지 주택가 및 도로 침수, 농경

지 침수를 비롯하여 하천범람, 제방 붕괴 및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

하였으며, 대표적인 예로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광화문 침

수, 강남역 침수, 우면산 대규모 산사태를 들 수 있다 (관계부처합

동, 2012; 관계부처합동, 2016; 소방방재청, 2012).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공구조

물의 설계 기준을 넘어서는 극한강수사상이 기후변화 하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공구조물의 설계 기준이 

되는 확률강우량은 현재까지 구축된 강우자료를 바탕으로 강우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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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통해 산정되었으며 이러한 방법은 강우자료의 평균, 표준편

차와 같은 통계적 특성이 장기간 동안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정

상성 (Stationrity) 가정 하에 수행되었다. 하지만 강우자료는 항상 

정상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며, 정상성 기반 강우빈도해석을 통해

서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극한강수의 증가 경향

을 반영하지 못한다. 다가올 미래에는 현재 수공구조물 설계 기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따라서 미래 극한강수사상의 경향성을 반영

할 수 있는 비정상성 기반 강우빈도해석을 고려한 설계 기준을 마

련하여 기후변화 대응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취약

성 (Vulnerability) 혹은 위험도 (Risk)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위험도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상이하

게 나타나므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기간별, 지역별로 그 

양상을 분석하여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 대응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하천 수위가 상

승하여 하천범람, 제방 붕괴 및 유실로 인한 침수 피해에 따른 침수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대응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침수 

피해와 관련하여 통계연보 (통계청), 재해연보 (국민안전처), 침수

흔적도 (국민안전처, 대한지적공사), 재해정보지도 (국민안전처), 홍

수위험지도 (국토교통부) 등 통계자료 및 재해위험지도가 제공되고 

있으며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침수지도, 침수피

해지표, 내수침수위험도, 제방 월류 취약성 등 침수위험도를 평가하

고 있으나, 이는 침수 피해 사례 혹은 수리수문분석을 토대로 산정

되어 작성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미래 침수 피해에 따른 

침수위험도 평가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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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극한강수사상의 경향성을 고려하여 비정상

성 기반 강우분석을 수행하고, 수공구조물의 침수특성 분석을 통한 

침수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여, 미래에 증가하는 침수 피해에 대해 우

선적으로 대응대책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함으로써 수공구조물 설계 

및 개수 시 적합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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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사

2.1 비정상성 강우빈도해석

권현한 등 (2011)은 미래 강수량을 전망하기 위하여 전국 68개 

관측소를 대상으로 비정상성 빈도해석을 수행한 바 있다. 누적평균 

방법과 이동평균 방법을 이용하여 강수량 자료를 재구축하고 선형 

회귀식을 통해 Gumbel 분포의 매개변수를 추정한 뒤 목표연도별 

확률강우량을 추정하였다. 김병식 등 (2011)은 국내 6개 기상관측

소 자료를 토대로 조건부 GEV 분포를 이용하여 빈도해석을 수행한 

바 있다. 전반적으로 비정상성을 고려한 확률강우량이 정상성을 고

려한 확률강우량보다 큰 것으로 분석하였다. 성장현 등 (2012)은 

RCP4.5 시나리오와 RCP8.5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비정상성 빈도해

석을 수행하고 한반도의 미래 (21세기 말) 극한강수를 전망한 바 

있다. 21세기 말의 20년 빈도 강수량은 현재 기후에서 정상성을 고

려한 경우에 비해 RCP4.5 시나리오에서 전국적으로 29.0 % 증가

하고, RCP8.5 시나리오에서 30.1 %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광섭과 이기춘 (2012)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강수량을 전망하

기 위하여 전국 55개 기상 관측소를 대상으로 Gumbel 분포를 이용

한 비정상성 빈도해석을 수행한 바 있다. 경향성 검정과 정상성 검

정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여 대상 지점을 선별하였으며, 누적

평균 방법을 이용하여 각 지점에 대한 목표연도별 확률강우량을 산

정하였다. 이길성 등 (2013)은 목감천 유역을 대상으로 설계호우-

단위도법과 직접 홍수빈도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비정상성을 고려한 

설계홍수량을 산정한 바 있다. 신지예 등 (2013)은 전국 57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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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관측소 자료를 토대로 228개 행정구역에 대한 강수량 자료를 구

축하고 이동평균 방법을 통해 비정상성 빈도해석을 수행한 바 있다. 

GEV 분포 매개변수의 비선형 추정 및 선형 추정을 통한 비정상성 

빈도해석 결과를 정상성 빈도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김병식과 하

성룡 (2013)은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RCP8.5 

시나리오를 이용한 미래 설계홍수량을 산정한 바 있다. GEV 분포 

매개변수를 시간에 종속시킨 비정상성 GEV 분포를 적용하였으며 

미래 기간으로 갈수록 매개변수 증가함에 따라 극한강수사상의 평

균 및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홍준 등 (2014)은 비

정상성을 가정하여 강수량 자료를 분석하고 기대 대기시간 

(expected waiting time)과 기대 초과사상 수 (expected number 

of exceedance event)의 개념에서 재현기간의 변화를 분석한 바 

있다. 재현기간은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보다 비정상성을 가정한 경

우에 작게 산정되며, 재현기간이 커질수록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결

과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류정훈 등 (2015)은 RCP4.5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원평천 유역의 미래 설계홍수량 변화를 분석

한 바 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이동평균 방법을 통해 미

래 극한강수사상의 변화 양상을 파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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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침수특성 분석

홍윤기 (2004)는 삽교천 유역 중하류부에 위치한 저지대를 대상

으로 내수침수와 외수범람에 의한 침수 양상을 분석한 바 있다. 이

근상 등 (2009)은 지형자료와 수리수문학적 입력자료를 이용하여 

침수범람을 모의하고 지목별 침수면적을 산정한 바 있다. 침수범람 

모의 결과를 토대로 침수범람도를 작성하고 지적도와 공간적으로 

중첩시켜 지목별 침수면적을 산정하였다. 지배현 (2009)은 2006년

과 2007년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침수 피해 유형을 

파악하고 침수 원인을 분석한 바 있다. 이정규 등 (2010)은 1차원 

부정류 모형인 FLDWAV를 이용하여 팔당댐 하류부의 수위를 모의

하고 수위상승 도달시간 예측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김지영 

(2014)은 우이천 유역을 대상으로 2차원 도시유출모형인 

XP-SWMM을 이용하여 빗물펌프장 가동에 따른 침수 저감효과를 

분석하고 침수 발생시점을 예측한 바 있다. 이민섭 (2015)은 

HEC-RAS를 이용하여 홍수 빈도별 침수지역을 추출하고 이를 통

해 침수지역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한 바 있다. 권진석 (2015)

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상습 침수피해지역을 선정하고 분산식 우수

관리통로의 설계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김진수와 이원호 (2015)는 

XP-SWMM을 도심 침수지역에 적용하여 침수면적, 침수심, 침수시

간, 배수구역 통수능력 등 침수특성을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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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침수위험도 평가

박준로 (2006)는 하천범람 모의를 통해 산정한 침수 피해규모를 

토대로 침수 피해액을 산정하고 침수 피해규모에 대한 침수지도를 

작성한 바 있다. 박태선 등 (2010)은 홍수피해에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자연적, 사회적, 정책적, 시설적 인자를 구분하였으며 

인자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홍수피해지표를 개발한 바 있다. 이정호 

등 (2011)은 서울시 군자배수유역을 대상으로 Fuzzy C-Means 

알고리즘을 통해 GIS를 기반으로 한 표고 및 경사 등을 주요 인자

로 사용하여 침수위험도를 평가한 바 있다. 김재희 등 (2012)은 서

울시 군자배수분구를 대상으로 소유역의 경사도, 관밀도, 평균고도, 

단위면적당 유사발생량 등을 인자로 사용하여 소유역별 상대적 홍

수위험도를 산정한 바 있다. 주진걸 등 (2013)은 서울시를 대상으

로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균고

도, 평균경사, 불투수면적, 우수관거시스템 등을 통해 회귀식을 제안

한 바 있다. 신지예 등 (2014)은 부산시 거제지구를 대상으로 

XP-SWMM을 통해 내수침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Fuzzy AHP 기

법을 적용하여 내수침수위험도를 평가한 바 있다. 손찬영 (2015)은 

도림천 유역을 대상으로 호우분리기법을 적용한 빈도해석을 통해 

계절강우량 특성 및 침수특성을 분석하고 제방 월류 취약성을 평가

한 바 있다. 이의훈 등 (2015)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산술평균 방

법, 가중평균 방법, 주성분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침수위험도를 결

정하고 지역구별 침수위험 순위를 예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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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침수특성 분석 및 침수위험도 

평가 기법

본 연구에서는 침수특성 분석을 위하여 실측 강우자료 및 

RCP4.5 시나리오를 토대로 비정상성 빈도해석을 수행하고 지형자

료, 하천자료를 구축하여 유역 유출량 산정, 하천 수위 모의를 수행

하였으며, 침수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침수위험지표를 선정하고 각 

지표에 대한 표준화를 거쳐 주성분 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산정 및 

적용하여 침수위험지수를 산정하였다. Fig. 3.1은 본 연구의 전체적

인 흐름도이다.

Fig. 3.1 Schematic diagram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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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침수특성 분석기법

3.1.1 강우분석

가. 강우자료 통계분석

강우빈도해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강우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

적 특성을 분석하고 자료를 도시함으로써 개략적인 경향을 파악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 (윤용남, 2009). 또한 강우자료가 무작위성을 

갖는지, 이상치가 있는지, 경향성 (Trend) 혹은 비정상성 

(Non-Stationarity)을 갖는지에 대한 검정을 수행하는 것도 빈도

해석을 위해 중요한 예비적 과정이다.

(1) 편의보정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통해 산정된 모의 강우자료는 어느 정도 계

통적 오차 (Systematic Discrepancy)를 보이며 이를 기후모형 내

부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김병식 등, 2008; 박지훈 등, 

2013). 따라서 모의 강우자료에 대한 강우 분석에 앞서, 편의보정 

(Bias Correction)을 수행함으로써 자료 분석의 정확성을 향상시켜

야 한다.

분위사상법 (Quantile Mapping; QM)은 모의 자료의 누적확률분

포함수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를 실측 자료의 

누적확률분포함수에 사상시킴으로써 실측 자료와 모의 자료 간의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실측 자료와 모의 자료 간의 비율을 보

정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기존의 편의보정 방법과는 달리 자료가 갖

는 확률분포를 이용함으로써 자료에 내재된 변동성 및 통계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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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할 수 있다 (김병식 등, 2008). 분위사상법을 통한 편의보

정은 식 (3-1)과 같이 수행된다 (Panofsy and Brier, 1963; 

Hashino et al., 2007).

    
    

   식 (3-1)

식 (3-1)에서  는 실측 자료에 대한 누적확률분포함수,   

는 모의 자료에 대한 누적확률분포함수를 의미하며,  는 모의 자

료 값,  는     함수를 이용하여 모의 자료 값에 대한 누적확률

값을 구한 다음  의 역함수를 이용하여 실측 자료에 사상시킨 값

을 의미한다 (박지훈 등, 2012). Fig. 3.2는 분위사상법을 통해 모

의 자료를 실측 자료에 사상시키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Fig. 3.2 Conceptual diagram of quantile mapping

분위사상법은 모수적 분위사상법 (Parametric Quantile 

Mapping)과 비모수적 분위사상법 (Non-Parametric Quantile 

Mapping)으로 나눌 수 있다. 모수적 분위사상법은 강우자료의 확률

분포를 GEV (Generalized Extreme Value) 분포, Gumbel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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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특정 확률분포형으로 가정하고서 편의보정을 진행하는 방법이

며, 비모수적 분위사상법은 강우자료 자체가 갖는 확률분포를 사용

하는 방법이다. 모수적 분위사상법의 경우, 특정 확률분포형을 가정

하므로 편의보정 수행 과정이 편리하나 강우자료 전반에 대한 통계

적 특성은 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GEV 분포 혹은 Gumbel 

분포 등을 적용하여 모수적 분위사상법을 수행하는 경우 비교적 작

은 강우자료에 대한 편의보정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비모수적 분위사상법의 경우, 강우자료 자체가 갖는 확

률분포형을 사용하므로 전체 강우자료를 포괄할 수 있는 통계적 분

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모수적 분위사상법을 적용

하여 편의보정을 수행하였다.

(2) 경향성 검정

강우자료와 같은 시계열 자료의 확률적, 추계학적 분석을 위해서

는 시계열 특성에 대한 사전 분석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강우자

료의 경향성은 시계열 자료를 도시함으로써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통계적 방법을 적용한 

경향성 검정 (Trend Test)을 실시해야 한다 (오제승 등, 2006; 국

토해양부, 2011b).

경향성 검정방법으로는 모수적 경향성 검정방법으로 선형 회귀식 

방법, Cumulative Deviation 방법, Worsley Likelihood Ratio 방

법, Student’s t 방법 등이 있으며, 비모수적 경향성 검정방법으로 

Mann-Kendall 방법, Kendall 방법, Spearman’s Rho 방법, 

CUSUM (Cumulative Sum) 방법, Rank Sum 방법 등이 있다.

이 중 Mann-Kendall 방법은 시계열 자료의 경향성 여부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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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대표적인 비모수적 통계기법으로, 시계열 자료의 단조 경

향 (Monotonic Trend)을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Mann, 194

5; Kendall, 1975; 국토해양부, 2011b). Mann-Kendall 방법을 

수행하는 과정은 식 (3-2) ∼ 식 (3-5)와 같다.

    










 

      

      

      
식 (3-2)

  
  

  


   



    식 (3-3)

   

       식 (3-4)

  









 

  



  
  

    

    

    

식 (3-5)

식 (3-2)에서 와 는 각각 번째와 번째 시계열 자료를 의미

하며, 식 (3-3)에서 은 시계열 자료의 전체 개수를 의미한다. 

Mann-Kendall 검정의 결과는 식 (3-5)로부터 통계값   로 

제시되며, 신뢰수준 (Confidence Level)에 대한  인 

 와의 비교를 통해 검정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Table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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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result Interpretation

    
*

Significantly Increasing

   ≦   ≦   No Trend

      Significantly Decreasing

*    equals 1.96 for the confidence level of 95 %

     equals 2.58 for the confidence level of 99 %

Table 3.1 Interpretation of Mann-Kendall test result

본 연구에서는 Mann-Kendall 방법을 이용하여 강우자료의 경향

성 검정을 수행하고 강우자료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3) 정상성 검정

강우자료는 무작위 변량으로서 정상성 혹은 비정상성을 찾기 어려

우며,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상강우를 고려하면 강우

자료에 대한 정상성 검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정성인 등, 2007; 

유철상 등, 2007). 정상성 검정 (Stationarity Test)은 시계열 자

료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상성 혹은 비정상성을 갖는지를 판단하

기 위한 통계기법이다.

정상성 검정방법으로는 Augmented Dickey-Fuller 방법, 

Dickey-Fuller 방법, Phillips-Perron 방법, 

Kwiatkowski-Phillips -Schmidt-Shin 방법 등이 대표적이다. 

Augmented Dickey-Fuller 방법 및 Dickey-Fuller 방법은 여러 

특성을 갖는 시계열 자료의 단위근 검정을 통하여 정상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Dickey and Fuller, 1979; 

Dickey and Fuller, 1981; Fuller, 1996). Phillips-Perron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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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위근 검정 및 회귀 분석을 통하여 시계열 자료의 정상성 분석

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Phillips and Perron, 1988; Davidson and 

MacKinnon; 2004). Kwiatkowski-Phillips-Schmidt-Shin 방법

은 실측 시계열 자료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상성을 갖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다 (Kwiatkowski et al., 1992; 

Hobjin et al., 2004). 정상성 검정의 경우, 검정방법에 따라 귀무

가설 (Null Hypothesis)이 서로 다르게 제시된다 (Table 3.2).

Test type Null hypothesis

Augmented Dickey-Fuller

Non-Stationary time seriesDickey-Fuller

Phillips-Perron

Kwiatkowski-Phillips-Schmidt-Shin Stationary time series

Table 3.2 Null hypothesis of stationary tests

4가지 정상성 검정 방법 결과는 유의확률 (Significance 

Probability) p value로 제시되며, 정상성 검정 결과 산정된 p 

value가 유의수준 (Significance Level) 혹은 유의수준에 대한 p 

value (Critical p value)보다 작은 경우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

다 (Dickey and Fuller, 1979).

정상성 검정 결과에 따른 정상성 혹은 비정상성 여부에 대한 판단

은 검정방법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정상성 검정 방법을 모두 적용하여 강우자료의 정상성 검정을 수행

하고 강우자료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상성 혹은 비정상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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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정상성 빈도해석

강우빈도해석은 확률강우량, 즉 임의 빈도로 발생할 수 있는 강우

의 크기를 확률적,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확률론적 수문분석기법을 

의미한다. 강우빈도해석 과정은 먼저 강우빈도해석에 사용할 최적 

확률분포형을 선정하고, 확률분포형의 매개변수를 추정한 다음, 추

정된 매개변수의 적합성을 검정하고, 강우빈도해석을 수행하여 빈도

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윤용남, 2009; 국토해

양부, 2011b; 국토해양부, 2012).

현재 수공구조물의 설계 기준이 되는 확률강우량은 현재까지 구축

된 강우자료를 바탕으로 강우빈도해석을 통해 산정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강우자료의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통계적 특성이 장기간 동

안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정상성 (Stationrity) 가정 하에 수행되

었다. 하지만 강우자료는 항상 정상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며, 특

히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태풍 등 이상강우를 고려하면 정상

성에 기반한 강우빈도해석을 통해 설계된 수공구조물의 경우 설계 

빈도를 초과하는 강우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강우자료의 평

균, 표준편차와 같은 통계적 특성이 시간에 따른 변동성을 갖는다고 

보는 비정상성 가정 하에 빈도해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강우자료의 경향성 및 변동성을 고려하여 비정상성 빈도해

석을 통해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다.

(1) 비정상성 Gumbel 분포

강우자료의 빈도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적 확률분포형을 선

정해야한다. Gumbel 분포는 실무에서 강우빈도해석 시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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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분포이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상관측소에 대하여 최적 

확률분포형으로 채택된 바 있다 (윤용남, 2009; 건설교통부, 

2000b). 또한 Gumbel 분포는 꼬리 부분이 두꺼운 형태로 극한강

수사상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며, 극치계열 자료 중에서도 연최대치계

열 자료 해석에 주로 이용된다 (윤용남, 2009). 식 (3-6)과 식 

(3-7)은 각각 Gumbel 분포의 확률밀도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와 누적확률분포함수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를 나타낸 것이다.

    
 exp  

  
  exp 

  
  식 (3-6)

   exp  exp 
  

  식 (3-7)

식 (3-6)과 식 (3-7)에서 는 강우자료 (독립변수), 는 위치 

매개변수 (Location Parameter), 는 규모 매개변수 (Scale 

Parameter)를 의미한다. 위치 매개변수와 규모 매개변수는 각각 

Gumbel 분포의 1차 모멘트와 2차 모멘트, 즉 평균과 표준편차 (분

산)를 의미한다.

한편, 비정상성 빈도해석과 같이 시간에 따른 강우자료의 빈도해

석을 수행하는 경우, 강우자료에 대한 확률분포형의 각 매개변수에 

시간 항을 고려하여 나타낼 수 있다 (Strupczewski et al., 2001; 

He and Brommundt, 2006). 비정상성 Gumbel 분포의 확률밀도함

수와 누적확률분포함수는 각각 식 (3-8), 식 (3-9)와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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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exp 

   
  식 (3-8)

    exp  exp 
   

  식 (3-9)

식 (3-8)과 식 (3-9)에서  와  는 각각 시간 항을 고려한 

위치 매개변수와 규모 매개변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상

성 빈도해석을 위한 최적 확률분포형으로 비정상성 Gumbel 분포형

을 선정하였다.

(2) L-모멘트법

확률분포형의 매개변수 추정방법으로는 모멘트법, 최우도법, 확률

가중모멘트법, L-모멘트법 등이 있다. 모멘트법은 자료가 왜곡되거

나 비대칭인 경우 비효율적이며,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 매개변수

의 편의 발생에 따라 부정확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최우도법은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 비효율적이며, 비선형 연립방정식으로 표

현되므로 그 해를 구하기 위한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윤용남, 

2009). 따라서 모멘트법 및 최우도법의 단점을 보완한 매개변수 추

정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Landwehr et al. (1979); Hosking 

et al. (1985)).

확률가중모멘트법은 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재배열하고 자료의 크기

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주어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며, L-

모멘트법은 확률가중모멘트의 선형 조합으로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매개변수 추정방법이다. L-모멘트법은 표본의 크기가 작거나 

자료가 왜곡된 경우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Hosking, 19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모멘트법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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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성 Gumbel 분포형에 대한 매개변수 추정을 수행하였다.

(3)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이동평균 방법

비정상성 빈도해석은 강우자료의 패턴 변화 혹은 경향성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 (류정훈 등, 2015). 

비정상성 빈도해석 방법으로는 경향성을 고려한 분석 방법으로 누

적평균 (Successive Average) 방법과 이동평균 (Moving 

Average) 방법이 있으며, 이외에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국토해양부, 2011b; 권현한 등, 2011).

경향성을 고려한 비정상성 빈도해석 방법 중 누적평균 방법은 기

준이 되는 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기점으로 일정 시기만큼씩 자료를 

누적시켜가며 자료를 재구축하는 방법이다. 이동평균 방법은 기준이 

되는 기간을 설정하고, 기준 기간을 기점으로 일정 시기만큼씩 자료

를 이동시켜가며 자료를 재구축하는 방법이다. 이동평균 방법의 경

우, 자료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에는 누적평균 방법에 비해 신

뢰성이 떨어지거나 왜곡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동평균 

방법은 이전 자료를 지속적으로 누락시키므로 누적평균 방법에 비

해 강우자료의 경향성 혹은 변동성을 상대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

다 (권현한 등, 2011). 본 연구에서는 과거 강우자료 (1973년 ∼ 

2015년)와 기후변화 시나리오 (2016년 ∼ 2100년)를 함께 고려

하여 강우빈도해석을 수행하였으므로 자료기간이 1973년 ∼ 2100

년으로 짧지 않은 기간이기에 이동평균 방법을 적용하였다.

누적평균 방법 혹은 이동평균 방법을 통해 과거 강우자료에 대하

여 자료를 재구축하게 되면, 과거 기간에 대한 확률분포형의 매개변

수를 재구축된 자료별로 추정한 다음 매개변수별 선형 회귀식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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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회귀식을 통해 미래 목표기간에 대한 빈도해석을 위한 매개

변수 값을 추정하는 순으로 비정상성 빈도해석 과정이 진행된다 

(Fig. 3.3).

Fig. 3.3 Parameter estimating process for frequency 

analysis of target year (권현한 등, 2011)

한편, 류정훈 등 (2015)은 과거 강우자료와 더불어 기후변화 시

나리오를 함께 고려한 이동평균 방법을 통해 강우자료의 비정상성 

빈도해석을 수행한 바 있다. 해당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하여 재구축한 자료에 따른 확률분포형의 매개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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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추정할 수 있으므로 선형 회귀식을 통해 매개변수 값을 추정

할 필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류정훈 등 (2015)이 제시한 기후변

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이동평균 방법을 적용하여 기준 기간인 

1973년 ∼ 2012년부터 자료를 1년씩 이동시켜가며 마지막 기간인 

2071년 ∼ 2100년까지 강우자료를 재구축하고 재구축된 자료에 

대한 비정상성 빈도해석을 수행하여 빈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

다.

다. 강우 시간분포

강우가 시간에 따라 어떠한 분포로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유출량 산정에 있어 수문곡선의 모양, 첨두유출량의 크기 및 발생 

시각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과정이다. 강우빈도해석을 통해 산정한 

확률강우량 등과 같은 설계강우는 그 시간분포를 알 수 없으므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시간분포를 적용하여야 한다.

확률강우량에 시간분포를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Mononobe 방법, 

Huff 방법, Yen-Chow 방법, 교호블록 (Alternating Block) 방법 

등이 있으며, 이 중 실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Huff 방법

이다 (건설교통부, 2000a; 국토해양부, 2012). Huff 방법 혹은 

Huff의 총 강우량 시간분포 방법은 Huff (1967)가 미국 Illinois주

의 다양한 하천 유역에서 발생한 강우 기록으로부터 총 강우량의 

시간분포 양상을 분석하여 강우 시간분포 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강

우의 무차원 강우 시간분포곡선에 대하여 총 강우지속시간을 4등분

하였을 때 가장 큰 강우가 어느 구간에서 발생하는지에 따라 강우

의 시간분포 특성을 구분하였다. 즉, 총 강우지속시간을 4등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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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처음 1/4 구간에서 가장 큰 강우가 발생하면 1분위 호우 

(First-quartile storm), 다음 2/4 구간에서 발생하면 2분위 호우 

(Second-quartile storm), 다음 3/4 구간 및 마지막 4/4 구간의 

경우 각각 3분위 호우 (Third-quartile storm), 4분위 호우 

(Fourth-quartile storm)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4가

지로 구분된 강우를 시간적으로 무차원화하기 위하여 강우 지속시

간과 그에 따른 강우량을 각각 백분율로 표현하면 식 (3-10), 식 

(3-11)과 같다 (구지희, 2001).

    

 
×   식 (3-10)

    

 
×   식 (3-11)

식 (3-10)에서  는 강우 발생 이후 번째 시각까지의 경과시

간,  는 총 강우지속시간,  는 총 강우지속시간  에 대한 강

우지속시간  의 비율 (%)을 의미한다. 식 (3-11)에서  는 

 까지의 누가우량,  는 총 강우량,  는 총 강우량 에 대

한 누가우량  의 비율 (%)을 의미한다.

건설교통부 (2000)는 전국 69개 주요 기상청 우량관측소를 대상

으로 Huff 방법에 의한 무차원 강우 시간분포곡선을 유도하였으며, 

국토해양부 (2012)는 우량관측소별로 강우 최빈분위를 제시하여 

강우 시간분포곡선을 사용할 때 적용할 Huff 분위를 제시하였다. 

Table 3.3은 청미천 유역의 지배관측소인 이천 기상관측소에 대한 

무차원 강우 시간분포곡선 작성에 사용된 호우사상의 수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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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천 기상관측소의 최빈분위는 2분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빈분위를 고려하여 Huff 2분위 방법을 사용하여 

확률강우량에 시간분포를 적용하였다.

Type Number of heavy rainfall

Total 3,034

Used 536 (100.0 %)

First-quartile storm 114 (21.3 %)

Second-quartile storm 191 (35.6 %)

Third-quartile storm 128 (23.9 %)

Fourth-quartile storm 103 (19.2 %)

Table 3.3 Number of heavy rainfall of Icheon meteorological 

station (1973 ∼ 2010)

3.1.2 유역 유출량 산정

수공구조물의 수문학적 설계를 위해서는 수공구조물의 크기를 결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설계홍수량 (Design Flood)을 우선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설계홍수량은 수공구조물의 수문학적 특성에 따라 

첨두홍수량 혹은 첨두유출량 (Peak Discharge) 형태가 될 수도 있

으며, 완전한 형태의 홍수수문곡선 (Flood Hydrograph)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윤용남, 2009). 홍수의 소통 등 치수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 제방과 같은 수공구조물은 첨두유출량 (Peak Discharge) 형

태로 설계홍수량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단위도 (Unit 

Hydrograph) 모형은 강우-유출 관계를 단순화시켜 모의할 수 있

는 방법으로, 유역종합치수계획 혹은 하천정비기본계획 등 실무에서 

치수계획 수립 시 설계홍수량 산정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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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청미천 유역의 유출량 산정을 위하여 강우-유출 해석 모형

으로 HEC-HMS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Clark 단위도법을 통해 유

출량을 산정하였다. 한편, HEC-HMS 모형 적용에 앞서 실측 강우

자료를 통한 모형의 보정 및 검정을 수행함으로써 HEC-HMS 모형

의 성능 및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가. HEC-HMS 모형

HEC-HMS (Hydrologic Modelling System) 모형은 미 육군공

병단 수문공학연구소 (Hydrologic Engineering Center; HEC)에

서 개발한 모형이다. 강우-유출 해석을 위해 개발된 HEC-1 모형

을 확장한 GUI 기반 모형이며 단위도 및 수문학적 홍수추적, 강우

자료를 이용한 설계홍수량 산정 등에 주로 이용된다 (USACE, 

2010a). HEC-HMS 모형은 유역 모델 (Basin Model), 기상 모델 

(Meteorological Model), 계산제어 모델 (Control Specification)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Fig. 3.4).

Fig. 3.4 Composition of HEC-HMS

HEC-HMS 모형에서 제공되는 손실량 산정 방법으로는 초기손실 

및 일정률 손실방법 (Initial and Constant Rate Loss Method), 

SCS 유출곡선지수방법 (SCS Curve Number Method),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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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mpt 방법 등이 있으며, 직접유출량 산정 방법으로는 경험적 

모형 (Empirical Model)으로 Clark 단위도법, ModClark 단위도법, 

Snyder 단위도법, SCS 단위도법 등 개념적 모형으로 운동파 추적

법 (Kinematic Wave Method)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손실량 

산정을 위하여 SCS 유출곡선지수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유출량 산정

을 위하여 Clark 단위도법을 이용하였다.

나. 모형의 보정 및 검정

홍수 혹은 침수 모의를 위하여 설계홍수량 산정을 수행하는 경우 

유출수문곡선에서 첨두유출량의 크기 및 발생 시각에 대한 모의가 

중요하다. Clark 단위도법을 적용하여 설계홍수량을 산정하는 과정

에서 첨두유출량의 크기와 관련된 주요 매개변수는 선형 저수지의 

매개변수인 저류상수 (Storage Constant, )이며, 첨두유출량의 

발생 시각과 관련된 주요 매개변수는 유하시간-유하면적 관계 작성

에 필요한 매개변수인 집중시간 (Time of Concentration,  )이다 

(성충현, 2004; 황순호, 2012). 따라서 Clark 단위도법을 적용하여 

첨두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집중시간과 저류상수 등 주요 매

개변수에 대한 추정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집중시간 산

정 방법과 저류시간 산정 방법을 적용하여 실측 강우사상의 첨두유

출량의 크기 및 발생 시각에 대한 보정 및 검정을 수행하였다.

(1) 집중시간

집중시간 (Time of Concentration,  )은 유역 내 최원점으로부

터 주유로를 따라 유역 출구점까지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집중시간은 표면류가 유역 내 최원점으로부터 주유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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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점까지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인 유입시간 (Inlet Time)과 

이후 하도 내 주유로를 따라 유역 출구점까지 도달하는 데 소요되

는 시간인 유하시간 혹은 도달시간 (Travel Time)의 합으로 표현

할 수 있다. 따라서 집중시간과 도달시간은 유입시간만큼의 차이를 

가지나 실무에서는 그 차이를 무시하고 도달시간을 집중시간으로 

통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윤용남, 2009).

계측 유역의 집중시간은 수문곡선을 토대로 산정할 수 있으며, 유

효우량의 끝에서부터 수문곡선의 변곡점까지의 거리를 통해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하천 유역, 저수지 상류 유역 등 실측 자료가 

부족한 유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연하천 유역이나 도시하천 

유역의 유하시간을 산정하는 다양한 경험식을 통해 집중시간을 산

정한다 (윤용남, 2009). Table 3.4는 집중시간 산정방법을 정리하

여 나타낸 것이다.

Method Empirical formula

Kirpich     ×    

Rziha     ×   

Kraven(Ⅰ)     ×   

Kraven(Ⅱ)     ×  

Table 3.4 Empirical methods for calculation of  

Table 3.4에서  는 집중시간 (min), 은 유로장 혹은 유역의 주

유로를 따라 측정한 하천연장 (km), 는 하천의 무차원 평균경사, 

는 하천의 평균 유속 (m/s)을 의미한다. 한편, Kraven(Ⅱ) 방법

에서 하천의 평균 유속 ()은 식 (3-12)와 같은 조건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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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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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12)

본 연구에서는 Kirpich 방법, Rziha 방법, Kraven(Ⅰ) 방법, 

Kraven(Ⅱ) 방법을 통해 집중시간을 산정하여 실측 강우사상의 첨

두유출량 발생 시각에 대한 보정 및 검정을 수행하였다.

(2) 저류상수

저류상수 (Storage Constant, )는 하도 구간 내 유출량에 대한 

저류량의 비를 의미하며 시간의 차원을 가진다. 계측 유역의 저류상

수는 상류단의 유입수문곡선 및 하류단의 유출수문곡선으로부터 저

류방정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실측 자료가 없는 경우에

는 집중시간 ( )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험식을 통해 저류상수를 

산정한다 (윤용남, 2009). Table 3.5는 저류상수 산정방법을 정리

하여 나타낸 것이다.

Method Empirical formula

Clark    ×   

Linsley    ×  ×    

Russel    ×  

Sabol        ×   

Peters     ×    

정성원    ×    

Table 3.5 Empirical methods for calculation of 

Table 3.5에서 는 저류상수 (hr), 은 유로장 혹은 유역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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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를 따라 측정한 하천연장 (km), 는 유역면적 (km2), 는 하

천의 무차원 평균경사,  는 도달시간 (hr)을 의미한다. 한편, Clark 

방법에서 상수 는 0.5 ∼ 1.4의 범위를 가지며, Linsley 방법에서 

상수 는 0.01 ∼ 0.03의 범위를 갖는다. Russel 방법에서 상수 

는 도시지역 1.1 ∼ 2.1, 자연하천 유역 1.5 ∼ 2.8, 산림지역 8.0 

∼ 12.0의 범위를 가지며, Peters 방법에서 상수 은 유역의 평균

경사 및 저류능력에 따라 0.4 ∼ 0.8 정도의 값이 추천된다. 본 연

구에서는 Clark 방법, Linsley 방법, Russel 방법, Sabol 방법, 

Peters 방법, 정성원 방법을 통해 저류상수를 산정하여 실측 강우

사상의 첨두유출량 크기에 대한 보정 및 검정을 수행하였다.

다. 모형의 적용성 평가

모형의 적용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도식적 평가방법과 통계적 평가

방법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egates and McCabe, 

1999; Moriasi et al., 2007; Moriasi et al., 2015). 도식적 평가

방법은  모형의 보정 및 검정에 있어 그 결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대표적인 도식적 평가방법으로는 Time-series 

Plots, Scatter Plots, Cumulative Plots 등이 있다. 통계적 평가방

법은 일반적으로 결정계수 (Coefficient of Determinant;  )를 비

롯하여 다양한 통계적 지표를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  

(Root mean Square error – observation standard deviation 

Ratio),   (Nash-Sutcliffe Efficiency),   (Percent 

BIAS),   (Peak Error),    (Peak-weighted Root 

Mean Square Error) 등 6가지 통계적 지표를 이용하여 모형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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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및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1)  

 는 실측치와 모의치 간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0 ∼ 1

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모의치가 실측치의 경향성을 잘 

반영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가 0.5보다 높으면 모의 결과를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Santhi et al., 

2001).  는 식 (3-13)과 같이 산정된다.












  








  



 



  




 









식 (3-13)

식 (3-13)에서 는 실측치, 는 모의치, 는 실측치의 평균, 

는 모의치의 평균을 의미한다. 한편,  는 실측치와 모의치 간 값의 

차이가 크더라도 증가 혹은 감소 경향만 잘 반영한다면 높은 값으

로 산정되며 식 (3-13)과 같이 제곱의 형태를 띠므로 실측치와 모

의치가 높은 값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면 낮은 값에서 유사하지 않더

라도 높게 산정될 수 있다.

(2) 

은 실측치와 모의치 간의 오차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Root Mean Square Error)를 표준화하여 나타내는 지표

로 0 ∼ ∞의 범위를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모의치가 실측치를 잘 

모의함을 의미한다. 이 0.7 이하이면 모의 결과가 만족스럽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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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수 있다 (Moriashi et al., 2007). 은 식 (3-14)와 같

이 산정된다.






 
  



  
 ×

 식 (3-14)

식 (3-14)에서 는 실측치의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3) 

는 Nash and Sutcliffe (1970)가 제안한 지표로 -∞ ∼ 1

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모의치가 실측치의 경향성을 잘 

반영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가 0 ∼ 1 사이의 값을 가지면 

모의 결과의 적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가 음수 

값을 가지면 모의 결과를 이용하는 것보다 실측치의 평균을 이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한석, 2014; Kang et al., 2006; 송정헌 

등, 2015). 는 식 (3-15)와 같이 산정된다.

 
  



 
 

  




  식 (3-15)

한편, 는 식 (3-15)와 같이 제곱의 형태가 포함되므로 높은 

값의 차이는 과대평가, 낮은 값의 차이는 과소평가될 수 있다 

(Krause et al., 2005).

 

(4) 

는 실측치와 모의치 간의 총합을 비교하는 지표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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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를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모의치가 실측치를 잘 모의함

을 의미한다. 가 양수 값을 가지면 과소 모의, 음수 값을 가

지면 과다 모의된 것으로 평가된다 (Gupta et al., 1999). 

는 식 (3-16)과 같이 산정된다.





  














  



 





식 (3-16)

(5) 

는 실측치와 모의치의 첨두값을 비교하여 퍼센트 (%) 오차의 

형태로 나타내는 지표로 0 ∼ ∞의 범위를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모의치가 실측치의 첨두값을 잘 모의함을 의미한다. 는 식 

(3-17)과 같이 산정된다.


   식 (3-17)

식 (3-17)에서 는 실측치의 첨두값, 는 모의치의 

첨두값을 의미한다. 한편, 는 식 (3-17)과 같이 첨두값 모의에 

대한 적용성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다.

(6)  

 는 와 마찬가지로 실측치와 모의치의 첨두값을 비교

하는 지표로 0 ∼ ∞의 범위를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모의치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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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치의 첨두값을 잘 모의함을 의미한다. 는 식 (3-18)과 

같이 산정된다.







 
  



 


 







식 (3-18)

한편, 는 식 (3-18)과 같이 실측치의 평균보다 크게 

산정된 모의치에 대하여 1보다 큰 가중치가 적용되며 실측치의 평

균보다 작게 산정된 모의치에 대하여 1보다 작은 가중치가 적용되

므로, 첨두값 모의에 대한 적용성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다.

3.1.3 하천 수위 모의 및 침수특성 분석

가. HEC-RAS 모형

HEC-RAS (River Analysis System) 모형은 미 육군공병단 수

문공학연구소 (Hydrologic Engineering Center; HEC)에서 개발

한 모형으로, 자연하천 혹은 인공하천의 1차원 정상류 해석을 위해 

개발된 HEC-2 모형에 1차원 부정류 해석 모형인 UNET 

(Unsteady flow through a full NETwork of open channels) 모

형을 탑재한 GUI 기반 모형이다. 상류, 사류, 혼합류 등의 수면 곡

선 계산, 부정류 수면형 계산 등에 주로 이용된다 (USACE, 

2010b). HEC-RAS 모형은 하도 내 교량, 암거, 보 등 수공구조물

로 인한 영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하천 수위 모의를 비롯하여 

각종 수공구조물 설계 검토를 위해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모형

이다. 주요 입력인자로는 하천중심선, 제방선, 하천단면자료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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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기점 수위자료, 상류단 경계조건, 측방유입 경계조건, 하류단 

경계조건, 조도계수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HEC-RAS 모형을 

이용하여 부정류 해석을 통한 하천 수위 모의를 수행하였으며, 모의

된 하천 수위를 토대로 침수면적, 침수심, 침수지속시간, 침수반경 

등 침수특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나. HEC-GeoRAS 모형

HEC-GeoRAS (Geographic River Analysis System) 모형은 

미 육군공병단 수문공학연구소 (Hydrologic Engineering Center; 

HEC)에서 개발한 모형으로, 특정 지역의 지형자료 및 하천자료를 

HEC-RAS 모형에 적용하기 위한 ArcGIS 확장모듈이다. 또한 

HEC-RAS 모형을 통해 추출된 하천 수위 모의 결과를 토대로 침

수지역에 대한 정보를 ArcGIS 상에 도시화할 수 있다.

HEC-GeoRAS 모형을 이용하여 HEC-RAS 모형에 적용하기 위

한 자료를 구축하는 단계를 Pre-RAS 과정이라고 하며, 

HEC-RAS 모형 구동 결과를 도시화하는 단계를 Post-RAS 과정

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Pre-RAS 과정을 통해 실측 자료 (측

량 자료)를 토대로 하천중심선 및 제방선을 작성하고, 수치지도에 

하천단면자료를 고려한 수정 수치지도를 작성하여 HEC-RAS 모형

의 입력자료를 구축하였다. 또한 Post-RAS 과정을 통해 

HEC-RAS 모형 구동 결과로 모의된 하천 수위를 토대로 침수면

적, 침수심, 침수지속시간, 침수반경 등 침수특성에 대한 분석을 수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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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침수위험도 평가기법

3.2.1 침수위험지표 표준화

표준화 (Normalization)는 개별 자료의 범위, 단위 등 속성이 상

이한 자료들 간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경

우에 하나의 지표로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한다. 표준화는 극

한값 혹은 이상치가 전체 자료의 분포 혹은 경향을 왜곡할 수 있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Freudenberg, 2003). 대

표적인 표준화 방법으로는 순위화 (Ranking) 방법, 표준점수 

(Z-score) 방법, 스케일 재조정 (Re-scaling) 방법, 범주형 척도 

(Categorical scale) 방법, 평균으로부터의 거리 (Distance from 

the mean) 방법 등이 있다. 순위화 방법은 개별 자료에 대하여 순

위를 매긴 후 자료들의 순위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방법이 단순하며 

이상치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별 자료가 갖는 

특성을 잃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표준점수 방법은 개별 자료를 

평균은 0, 표준편차는 1인 표준정규분포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자료

들로 하여금 동일한 범위를 가지도록 재조정할 수 있어 가장 보편

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스케일 재조정 방법은 개별 자료에서 최

솟값과 최댓값의 차이를 범위로 하는 방법으로, 개별 자료의 특성 

즉 최솟값과 최댓값의 차이를 그대로 범위로 인정할 수 있다. 범주

형 척도 방법은 개별 자료에 대한 범주 (category)를 설정하여 값

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정량적 (e.g. 1점, 2점, 3점, 4점, 5점) 혹은 

정성적 (e.g. 상, 중, 하)인 분석을 통한 주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평균으로부터의 거리 방법은 개별 자료의 평균값 (mean) 혹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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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값 (median)을 평가의 기준으로 설정하여 표준화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평균값을 기준으로 표준화를 수행하며 극한값 혹은 이

상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표준화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able 3.6은 표준점수 방법, 스케일 재조정 방법, 

평균으로부터의 거리 방법의 차이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Method Description

Z-score  
    

Re-scaling    
    

Distance from the mean     
  

Table 3.6 Comparison between normalization methods

침수위험지수 산정에 앞서 침수위험지표는 각각 다양한 범위와 단

위를 나타낸다. 따라서 일관된 침수위험도 평가를 위해서는 각 침수

위험지표에 대한 표준화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점수 (Z-score) 방법을 통해 침수위험지

표에 대한 표준화를 수행하였다.

3.2.2 침수위험지표 가중치 산정

표준화된 침수위험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각 지표를 

대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표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방법은 자료의 선형 결합 

및 직교 변환을 통해 고차원의 자료를 저차원의 자료로 환원시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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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여러 자료를 체계적으로 요약하는 다변량 분석 방법이다. 주성

분 분석 방법은 상관분석을 통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다변량 자

료를 분석하여 각 자료가 지니고 있는 정보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동시에 그 개수를 축소하여 복합지표를 생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박상우 등, 2003; 박지훈, 2013).

주성분 분석 방법으로는 자료에 대한 표준화를 수행하지 않고 원

자료에 대한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 표준화된 자료에 대한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각각 

다양한 범위와 단위를 갖는 침수위험지표에 대한 표준화를 수행하

였으므로, 표준화된 자료에 대한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였다. 식 

(3-19)는 주성분 분석 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박지훈, 2013).

                  ⋯ 식 (3-19)

식 (3-19)에서 는 개별 자료를 의미하며, 는 합성변량으로서 

주성분 (Principal Component)을 의미한다. 는  
  을 만족

하는 계수이며, 주성분 분석을 통해 합성변량의 분산 
을 최대로 

하는  의 조합을 구하게 된다. 주성분 분석을 통해 결정된 각 주성

분은 성분행렬 (factor matrix)을 통해 해당 주성분이 개별 자료를 

표현하는 정도를 분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설명력 

(explanation power) 혹은 분산 설명력 (variation explanation 

power)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설명력은 각 주성분이 합성변량의 분

산 중 몇 %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표현하는 요소로 일반적으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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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 이상인 경우 해당 주성분이 개별 자료를 잘 표현함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설명력이 80 % 이상인 성분까지 추출하

는 경험적 기준을 적용하였다 (Yuebing et al., 2010; Aleksandra 

et al., 2011; Yujun et al., 2011). 주성분 분석 결과를 통한 성분

행렬을 개별 자료에 적용하여 복합지표를 생성하고자 하는 경우, 설

명력을 고려하여 성분점수 계수행렬 (factor score coefficient 

matrix)으로 변환하여야 한다. 식 (3-20)은 성분행렬을 통해 설명

력을 산정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며, 식 (3-21)은 성분행렬 및 

설명력을 토대로 성분점수 계수행렬을 산정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

이다.

  
  



  
    식 (3-20)

      ×  식 (3-21)

식 (3-20)과 식 (3-21)에서 는 설명력, 는 성분행렬, 

는 성분행렬의 행 개수 혹은 개별 자료의 수를 의미하며, 는 성

분점수 계수행렬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1973년 ∼ 

2015년)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의 침수위험지표에 대하여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고 성분점수 계수행렬을 각 침수위험지표에 대한 가

중치로 선정하였다. 이후 각 침수위험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과거 비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를 비롯하여 미래 자료기간 (2016년 ∼ 

2100년)에 적용하였다.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IBM SPSS Statistics 21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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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침수위험지수 산정

침수위험지수는 식 (3-22)와 같이 표준화된 각 침수위험지표에 

주성분 분석을 통해 산정한 가중치를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산정하

였다.

     ×    식 (3-22)

식 (3-22)에서 는 침수위험지수 (Inundation Risk Index)를 

의미하며, 는 표준화된 각 침수위험지표 (Inundation Risk 

Indicator)를, 는 각 침수위험지표에 대한 가중치 (성분점수 계

수행렬)를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선정한 각 침수위험지표는 침수 발생 시 양의 

값을 가지나, 침수가 발생하지 않는 지점의 경우 각 침수위험지표는 

0으로 나타난다. 각 침수위험지표가 0인 경우, 표준화가 수행된 이

후에는 그 값이 음의 값을 가지므로 최종적으로 각 침수위험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침수위험지수는 특정 음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 (3-23)과 같이 식 (3-22)

에 침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침수위험지수 값을 제하여 

최종적으로 침수위험지수가 0 혹은 양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

하였다.

          ×      식 (3-23)

식 (3-23)에서 는 식 (3-22)를 통해 산정된 침수위험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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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하며, 는 식 (3-22)를 통해 침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에 대한 침수위험지수 산정 결과를 의미한다. 는 침수가 발생하

지 않은 경우에 그 결과가 0으로, 침수가 발생한 경우에 그 결과가 

0보다 큰 값으로 산정될 수 있게 개선한 침수위험지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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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대상유역 및 자료구축

4.1 대상유역

본 연구의 대상유역으로는 한강 권역 남한강 수계의 청미천 유역

으로, 국제수문학프로그램 (International Hydrological Programme; 

IHP) 대표 시험유역으로 운영 중에 있다. 청미천은 남한강의 제1지

류이며, 국가하천과 지방2급하천으로 나뉘어있다. 청미천 유역의 면

적과 유로연장은 각각 595.6 km2, 60.7 km이다. 청미천 유역은 삼

각형에 가까운 형상을 띠고 있으며, 유역 폭은 동서로 39 km, 남북

으로 31 km 정도이다. 유역평균경사 (표면경사)는 13.76 %, 하천

평균경사 (하상경사)는 1.65 %, 형상인자는 0.16, 유역형상계수는 

1.17이다.

청미천 유역은 경기도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용인시, 충청북도 

음성군에 걸쳐 위치하며, 청미천(국가하천)은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에서 남한강으로 합류한다. 청미천(국가하천)으로 합류하는 하천은 

지방2급하천인 응천, 청미천(지방2급), 오갑천, 진암천, 설성천, 관

한천, 삼승천, 금곡천 등이 있으며, 청미천은 응천이 합류하는 충청

북도 음성군 감곡면에서 국가하천으로 바뀐다. Fig. 4.1은 청미천 

유역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 40 -

Fig. 4.1 the Cheongmicheon watershed

청미천 유역은 최근 집중호우에 의한 하천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소방방재청, 2000; 소방방재청, 2002; 한국국토정

보공사, 2010). Table 4.1은 2000년대 이후 청미천 유역의 침수 

피해 발생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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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Region
Main 

cause

Damaged 

area (ha)
Damage

2000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당촌리 집중호우 6.14

하천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2000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산북리
집중호우 0.86

하천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2000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오방리
집중호우 0.87

하천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2000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집중호우 1.67

하천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2000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집중호우 0.91

하천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2000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일대
집중호우 0.95

내외수 침수로 인한 

농경지 침수

2002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리
집중호우 -

제방유실로 인한

농경지 침수

2006
경기도 이천시 

점동면 삼합리
집중호우 0.61

하천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및 하우스 침수

2006
경기도 이천시 

점동면 장안리
집중호우 0.36

하천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및 가옥 침수

2006 단평지구 집중호우 0.26
하천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2006 왕장지구 집중호우 0.15
하천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2006 주천지구 집중호우 0.06
하천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2006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집중호우 0.36

하천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저지대 침수

Table 4.1 Inundation records of the Cheongmicheon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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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강우자료 구축

4.2.1 실측 강우자료

본 연구의 대상유역인 청미천 유역의 실측 강우자료로는 청미천 

유역과 가장 인접한 곳에 위치한 이천 기상관측소 자료를 사용하였

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이천 기상관측소의 1시간 단위 자료를 사

용하여 실측 강우자료를 구축하였다. 자료기간은 1973년 ∼ 2015

년으로 설정하였다. 과거 실측 강우자료를 토대로 정상성 분석을 실

시한 경우 (HIS_S)와 비정상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 (HIS_NS)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Table 4.2).

Data period Analysis method Scenario

1973 ∼ 2015

Stationary HIS_S

Non-Stationary HIS_NS

Table 4.2 Scenario of historical period (1973 ∼ 2015)

4.2.2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립기상과학원은 전 지구 기후변화모형 (General Circulation 

Model; GCM)인 HadGEM2-AO 모형에 대표농도경로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RCP) 시나리오를 적

용하여 135.0 km 해상도를 갖는 전 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산

출하였다. 산출된 값은 지역 기후변화모형 (Regional Climate 

Model; RCM)인 HadGEM3-RA 모형에 입력하여 12.5 km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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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갖는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산출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

립기상연구소, 2011; 기상청, 2013). 본 연구에서는 국립기상과학

원에서 제공하는 3시간 단위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사용

하여 모의 강우자료를 구축하였다. 과거 모의 강우자료의 자료기간

은 1979년 ∼ 2005년, RCP 시나리오를 적용한 미래 모의 강우자

료의 자료기간은 2016년 ∼ 2100년으로 설정하였다. RCP4.5 시나

리오 기반 미래 모의 강우자료를 토대로 비정상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는 자료기간에 따라 미래 1기간 (2016년 ∼ 2040년; FUT 

1), 미래 2기간 (2041년 ∼ 2070년; FUT 2), 미래 3기간 (2071

년 ∼ 2100년; FUT 3)으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Table 4.3).

Data period Analysis method Scenario

2016 ∼ 2040

Non-Stationary

FUT 1

2041 ∼ 2070 FUT 2

2071 ∼ 2100 FUT 3

Table 4.3 Scenario of future period (2016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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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HEC-HMS 입력자료 구축

4.3.1 지형자료

유역 유출량 산정에 사용될 유역특성인자 추출을 위해 수치지도, 

토지피복도, 토양도 자료를 사용하여 지형자료를 구축하였다. 수치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의 1:5,000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치표고모형 (Digital Elevation Model; DEM) 자료를 구축하였

다. 토지피복도는 환경부의 1:25,000 중분류 토지피복도 자료를 사

용하였으며, 토양도는 농촌진흥청의 1:25,000 정밀토양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Fig. 4.2 ∼ Fig. 4.4는 수치표고모형, 토지피복도, 토

양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4.2 DEM of the Cheongmicheon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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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Land use map of the Cheongmicheon 

watershed

Fig. 4.4 Soil map of the Cheongmicheon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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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유역특성인자

Table 4.4는 청미천 유역의 토지이용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청미

천 유역은 논이 20.3 % (120.9 km2), 밭이 15.8 % (94.1 km2)

를 구성하고 있어, 전체 유역면적 (595.6 km2) 중 36.1 % (215.0 

km2) 정도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림과 

불투수면적은 각각 41.6 % (247.8 km2), 6.4 % (38.1 km2)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nd use Area (km2) Proportion (%)

Paddy 120.9 20.3

Upland 94.1 15.8

Forest 247.8 41.6

Impervious area 38.1 6.4

Total 595.6 100.0

Table 4.4 Land use of the Cheongmicheon watershed

Table 4.5는 청미천 유역의 유역특성인자를 나타낸 것이다. 유역

평균경사 (표면경사)는 13.76 %, 하천평균경사 (하상경사)는 1.65 

%로 나타났으며, 불투수율과 CN(Ⅲ)는 각각 4.68 %, 78.2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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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Value

Area (km2) 595.6

Length (km) 60.7

Basin slope (%) 13.76

Stream gradient (%) 0.16

Impervious (%) 4.68

Curve number

(CN)

AMC(Ⅰ) 39.6

AMC(Ⅱ) 60.9

AMC(Ⅲ) 78.2

Table 4.5 Characteristics of the Cheongmicheon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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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HEC-RAS 입력자료 구축

4.4.1 수치지형모형

하천 수위 모의를 위하여 HEC-GeoRAS 모형을 통해 

HEC-RAS 모형에 적용하기 위한 자료를 구축하는 Pre-RAS 과정

을 수행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의 1:5,000 수치지도 자료를 사용하

여 불규칙삼각망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TIN)의 자료 

구조를 갖는 수치지형모형 (Digital Terrain Model; DTM)을 생성

하였다. 수치지도를 사용하여 수치지형모형을 생성하는 경우 하천단

면 등의 지형 속성이 잘 반영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 

(2011a)에서 발간한 청미천 하천기본계획보고서 상의 청미천 지형

평면도를 통해 하천단면자료를 반영한 수정 수치지형모형을 생성하

였다. Fig. 4.5는 수치지도를 사용하여 생성한 수치지형모형을, Fig. 

4.6은 하천단면자료를 반영하여 생성한 수정 수치지형모형을 나타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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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DTM of the Cheongmicheon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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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Modified DTM of the Cheongmicheon watershed

4.4.2 하천자료 구축

청미천 유역 유출량 산정 결과에 따른 하천 수위 변화를 모의하기 

위하여 하천자료를 구축하였다. 국토해양부 (2011a)에서 발간한 청

미천 하천기본계획보고서를 참조하여 청미천(국가하천)의 범위인 

응천 합류점을 기점으로 청미천 하구까지에 대한 하천중심선, 제방

선 자료를 구축하였다. 하천단면자료는 청미천(국가하천) 유로연장 

(24.635 km)을 고려하여 청미천 하구로부터의 거리가 24.6 km인 

지점 (시점)부터 0.2 km인 지점 (종점)까지 200 m 간격으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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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개 지점에 대하여 구축하였다.

4.4.3 부정류 해석 경계조건 및 초기조건

HEC-RAS 모형 구동 시 상류단 경계조건으로 유량수문곡선 

(Flow Hydrograph)을, 측방유입 경계조건으로 측방유입수문곡선 

(Lateral Flow Hydrograph)을 입력하였으며, 하류단 경계조건으로 

수위수문곡선 (Stage Hydrograph)을 입력하였다. 초기조건은 

HEC-RAS 모형을 이용한 부정류 해석 시 모의 결과에 영향을 끼

치지 않는 점과 반복시행 (iteration) 시간을 고려하여 상류단 초기

유량 30 m3/s을 입력하였다. Table 4.6은 HEC-RAS 모형 구동 

시 상류단, 측방유입, 하류단 경계조건을 입력한 하천단면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응천 합류점 및 청미천 하구는 각각 청미천(국가하

천) 시점과 종점을 의미한다.

Item Upstream Lateral inflow
Down

-stream

Location
*

(km)

Eung

-cheon

junction 

point

(24.6)

Ogap

-cheon

junction 

point

(19.4)

Seolseong

-cheon

junction 

point

(15.6)

Geumgok

-cheon

junction 

point

(8.6)

Mouth

of the

Cheongmi

-cheon

(0)

Area

(km2)
296.6 436.8 479.2 551.2 595.6

Stream 

length (km)
35.4 40.9 44.7 51.7 60.7

* Distance from the outlet of the Cheongmicheon watershed

Table 4.6 Boundary conditions of upstream, lateral inflow, and 

downstream for HEC-RAS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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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침수위험지표 구축

침수위험도 평가를 위해 침수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침수위험지표

로 침수면적, 침수심, 침수지속시간, 침수반경을 선정하였다. 침수면

적은 좌안을 넘어 침수가 발생한 면적과 우안을 넘어 침수가 발생

한 면적의 합으로 산정하였다. 침수심은 수리수심 (hydraulic 

depth)을 의미하며, 좌안을 넘어 침수가 발생한 경우의 수리수심과 

우안을 넘어 침수가 발생한 경우의 수리수심을 앞서 산정한 좌안 

및 우안 침수면적을 토대로 면적가중평균 방법을 통해 산정하였다. 

침수지속시간은 좌안 혹은 우안을 범람하여 침수가 최초 발생한 시

각부터 이후 침수가 종료된 시각까지를 고려하였다. 침수반경은 앞

서 산정한 침수면적을 토대로 침수면적 중 하천중심선을 통과하는 

가장 긴 길이로부터 하천 폭을 제하여 산정하였다. 침수위험지표는 

HEC-RAS 모형 구동 시 하천단면자료가 구축된 123개 지점에 대

하여 산정하였으며, 과거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S), 과거 비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NS)를 비롯하여 미래 1기간 (FUT 

1), 미래 2기간 (FUT 2), 미래 3기간 (FUT 3)에 대하여 각각 구

축하였다. Table 4.7 ∼ Table 4.11은 침수위험지표에 대한 평균

값,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을 자료기간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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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 Mean
Standard 

deviation

Minimum 

value

Maximum 

value
Inundation 

area (ha)
0.07 0.34 0.00 2.35 

Inundation 

depth (m)
0.14 0.52 0.00 3.28 

Inundation 

duration (hr)
1.98 6.74 0.00 44.00 

Inundation 

radius (m)
5.35 26.81 0.00 234.79 

Table 4.7 Inundation risk indicators of HIS_S

Indicator Mean
Standard 

deviation

Minimum 

value

Maximum 

value
Inundation 

area (ha)
0.16 0.50 0.00 2.66 

Inundation 

depth (m)
0.26 0.75 0.00 3.80 

Inundation 

duration (hr)
2.98 8.31 0.00 48.00 

Inundation 

radius (m)
11.61 40.48 0.00 265.74 

Table 4.8 Inundation risk indicators of HIS_NS

Indicator Mean
Standard 

deviation

Minimum 

value

Maximum 

value
Inundation 

area (ha)
0.25 0.75 0.00 5.16 

Inundation 

depth (m)
0.29 0.79 0.00 3.89 

Inundation 

duration (hr)
3.42 8.82 0.00 48.00 

Inundation 

radius (m)
17.22 53.82 0.00 363.12 

Table 4.9 Inundation risk indicators of FU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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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 Mean
Standard 

deviation

Minimum 

value

Maximum 

value
Inundation 

area (ha)
0.40 1.78 0.00 18.20 

Inundation 

depth (m)
0.30 0.80 0.00 3.90 

Inundation 

duration (hr)
3.63 9.10 0.00 50.00 

Inundation 

radius (m)
31.99 169.63 0.00 1,808.75 

Table 4.10 Inundation risk indicators of FUT 2

Indicator Mean
Standard 

deviation

Minimum 

value

Maximum 

value
Inundation 

area (ha)
4.52 6.04 0.00 32.13 

Inundation 

depth (m)
0.72 0.95 0.00 4.67 

Inundation 

duration (hr)
12.50 10.34 0.00 54.00 

Inundation 

radius (m)
237.68 353.24 0.00 1,809.35 

Table 4.11 Inundation risk indicators of FU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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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침수특성 분석

5.1 강우분석

5.1.1 강우자료 통계분석

가. 편의보정 결과

(1) 강우자료 편의보정

Table 5.1은 과거 자료기간 중 실측자료와 모의자료가 모두 존재

하는 자료기간 (1979년 ∼ 2005년)에 대한 과거 실측 및 모의 강

우자료의 연평균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과거 모의 강우자료의 편

의보정 결과, 자료기간에 대한 연평균수량은 실측치 (1,340.4 mm, 

observed) 대비 모의치의 경우 편의보정 전 (simulated)에 

1,224.0 mm로 116.4 mm (8.69 %)의 편차를 보였으며 편의보정 

후 (bias corrected)에 1,340.5 mm로 0.1 mm (0.01 %)의 편차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과소 모의 경향을 갖는 모의 강우자료는 

편의보정에 따라 오차가 상당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Data Annual precipitation (mm) Error (mm)

Observed 1,340.4 -

Simulated 1,224.0
-116.4 (-8.69 

%)

Bias corrected 1,340.5 +0.1 (+0.01 %)

Table 5.1 Annual precipitation and error of observed, simulated, 

and bias corrected historical precipitation (1979 ∼ 2005)

Fig. 5.1은 과거 실측 및 모의 강우자료 간의 관계를 편의보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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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bias correction; simulated)과 편의보정 후 (after bias 

correction; bias corrected)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그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편의보정 전 과거 모의 강우자료는 3시간 강우강도 

10 mm/3hr 이하인 경우 실측 모의 강우자료에 비해 과다 모의되

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3시간 강우강도가 10 mm/3hr를 초과하는 

경우 실측 모의 강우자료에 비해 과소 모의되는 경향을 가지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과거 모의 강우자료에 대한 편의보정 결과 

모든 강우계급에 있어 실측 모의자료와 유사한 정도로 나타났다. 회

귀식의 기울기는 편의보정 전 0.6662에서 편의보정 후 0.9990으로 

기울기가 1:1에 매우 가까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계수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 또한 편의보정 전 

   에 비하여 편의보정 후    로 보다 높게 산정되

어, 과다 혹은 과소 모의되는 모의 강우자료는 편의보정에 따라 실

측 강우자료의 경향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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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Correlation between observed, simulated, and bias 

corrected historical precipitation (1979 ∼ 2005)

Table 5.2는 과거 강우자료에 대한 편의보정 과정에서 최적화된 

매개변수를 미래 자료기간 (2016년 ∼ 2100년)에 적용하여 

RCP4.5 시나리오에 기반한 미래 모의 강우자료의 편의를 보정한 

결과를 연평균강수량과 표준편차로 나타낸 것이다. RCP4.5 시나리

오의 편의보정 결과, 자료기간에 대한 연평균수량은 편의보정 전 

(simulated)에 1,243.1 mm로 나타났으며 편의보정 후 (bias 

corrected)에 1,406.0 mm로 나타나, 과소 모의 경향을 갖는 

RCP4.5 시나리오는 편의보정에 따라 증가 경향을 갖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표준편차 또한 편의보정 전 329.9 mm에서 편의보정 후 

483.2 mm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래 자료기간에서 강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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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Data period

Annual precipitation (mm)

(mean ± standard deviation)

Simulated Bias corrected

2016 ∼ 2100 1,243.1 ± 329.9 1,406.0 ± 483.2

Table 5.2 Annual precipitation and standard deviation of simulated 

and bias corrected future precipitation (2016 ∼ 2100)

(2) 미래 강우 전망

Fig. 5.2는 전 자료기간 (1973년 ∼ 2100년)에 대한 연평균강수

량을 산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전 자료기간에 대한 연평균강수량의 

회귀식 기울기는 2.5144로 나타나, 미래 기간으로 갈수록 강우가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래 기간별로는 2040

년대까지는 과거에 비하여 뚜렷한 증가 경향이 나타나지 않지만, 

2050년대부터는 연평균강수량이 2,000 mm를 초과하는 경우가 보

다 빈번하게 발생하며 특히 2060년대, 2070년대, 2080년대에는 

10년 중 1회 꼴로 연평균강수량이 2,500 mm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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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Annual precipitation change (1973 ∼ 2100)

Table 5.3은 과거 실측 강우자료 및 편의보정 후 미래 모의 강우

자료의 연평균강수량과 표준편차를 미래 자료기간별로 구분하여 나

타낸 것이다. 편의보정 후 연평균강수량은 과거 (1,296.5 mm) 대

비 미래 1기간 (2016년 ∼ 2040년) 1,137.3 mm로 감소하나, 미

래 2기간 (2041년 ∼ 2070년)에는 1,610.7 mm 과거보다 300 

mm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 3기간 (2071년 ∼ 

2100년)에는 1,425.3 mm로 미래 2기간보다 다시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준편차의 경우 과거보다 미래 자료기간에서 점차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래 기간으로 갈수록 강우의 변동성이 증가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60 -

Annual precipitation (mm)

(mean ± standard deviation)

Historical 2016 ∼ 2040 2041 ∼ 2070 2071 ∼ 2100

1,296.5 ± 

316.3

1,137.3 ± 

409.1

1,610.7 ± 

423.9

1,425.3 ± 

489.8

Table 5.3 Comparison between historical (1973 ∼ 2015) and 

future (2016 ∼ 2100) precipitation data

나. 경향성 검정 결과

Table 5.4는 과거 자료기간 (1973년 ∼ 2015년) 및 전 자료기

간 (1973년 ∼ 2100년)에 대한 연평균강수량의 경향성 검정을 수

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과거 자료기간에서  가 2.05로 

유의수준에 대한   (1.9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자

료기간에서  가 2.33으로 유의수준에 대한     (1.96)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과거 자료기간 및 전 자료기간에 대한 연평

균강수량은 유의수준 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 경향을 갖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61 -

Item Result (1) Result (2)

Data period 1973 ∼ 2015 1973 ∼ 2100

Number of

 sample data
43 128

Number of

 positive value (A)
550 4,631

Number of

 negative value (B)
353 3,497

Summation

 (S = A - B)
197 1,134

Variance of S 9,130.3 235,712.0

    of S 2.05 2.33

Critical   1.96 (for 95 %) 1.96 (for 95 %)

Interpretation Significantly Increasing Significantly Increasing

Table 5.4 Mann-Kendall test results; (1) for historical period 

only, and (2) for overall period (significance level : 5 %)

다. 정상성 검정 결과

Table 5.5는 과거 자료기간 (1973년 ∼ 2015년) 및 전 자료기

간 (1973년 ∼ 2100년)에 대한 연평균강수량의 정상성 검정을 수

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Augmented Dickey-Fuller 검정 결과 

과거 자료기간에서 p value가 0.5209로 유의수준에 대한 p value 

(0.0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자료기간에서 p value가 

0.4605로 유의수준에 대한 p value (0.0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과거 자료기간 및 전 자료기간에 대한 연평균강수량은 유의수준 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정상성 시계열 자료인 것으로 분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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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ickey-Fuller 검정 결과 과거 자료기간에서 p value가 

0.4782로 유의수준에 대한 p value (0.0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

으며 전 자료기간에서 p value가 0.3608로 유의수준에 대한 p 

value (0.0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과거 자료기간 및 전 자료기

간에 대한 연평균강수량은 유의수준 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정상성 시계열 자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Phillips-Perron 검정 

결과 과거 자료기간에서 p value가 0.4976으로 유의수준에 대한 p 

value (0.0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자료기간에서 p value

가 0.3252로 유의수준에 대한 p value (0.01)보다 큰 것으로 나타

나, 과거 자료기간 및 전 자료기간에 대한 연평균강수량은 유의수준 

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정상성 시계열 자료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Kwiatkowski-Phillips–Schmidt-Shin 검정 결과 과거 자

료기간에서 p value가 0.0998로 유의수준에 대한 p value (0.01)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자료기간에서 p value가 below 

0.01로 유의수준에 대한 p value (0.0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과거 자료기간에 대한 연평균강수량은 유의수준 1 %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정상성 시계열 자료이며 전 자료기간에 대한 연평균강수

량은 유의수준 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정상성 시계열 자료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4가지 정상성 검정 결과, 과거 자료기간에 대한 연평균강수량은 

KPSS 검정 방법을 제외한 3가지 검정방법 (ADF, DF, PP)에서 비

정상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 자료기간에 대한 연평균강

수량은 모든 검정 방법에서 비정상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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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Result (1) Result (2)

Data 

period
1973 ∼ 2015 1973 ∼ 2100

Test ADF DF PP KPSS ADF DF PP KPSS

Test 

value

-0.41

06

-0.54

47

-0.86

10

1.197

0

-0.60

99

-0.88

68

-2.93

46

2.884

0

p value
0.520

9

0.478

2

0.497

6

0.099

8

0.460

5

0.360

8

0.325

2

below

0.01

Critical 

p value
0.01 0.01

Interpre

-tation
* N.S. N.S. N.S. S. N.S. N.S. N.S. N.S.

* Interpretation of N.S. : Non-Stationarity; Interpretation of S. : Stationarity

Table 5.5 Stationarity test results; (1) for historical period only, 

and (2) for overall period (significance level : 1 %)

5.1.2 비정상성 빈도해석

가. Gumbel 분포 매개변수 변화 양상

Fig. 5.3은 전 자료기간 (1973년 ∼ 2100년)의 지속시간 21시

간, 100년 빈도에 대한 Gumbel 분포의 위치 매개변수를, Fig. 5.4

는 Gumbel 분포의 규모 매개변수를 산정한 결과를 자료기간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1차 모멘트 혹은 평균의 의미를 갖는 위치 

매개변수는 미래 기간으로 갈수록 뚜렷한 증가 경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미래 기간으로 갈수록 극한강수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차 모멘트 혹은 표준편차의 의미를 갖는 규모 매개변

수는 미래 1기간 및 2기간 (FUT 1, FUT 2)에서 소폭 증가하며 

미래 3기간 (FUT 3)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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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미래 기간에 극한강수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Fig. 5.3 Gumbel location parameter for 21-hour duration 

and 100-year frequency

Fig. 5.4 Gumbel scale parameter for 21-hour duration and 

100-year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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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빈도별 확률강우량 산정 결과

(1) 과거 정상성 및 비정상성 확률강우량 비교

Table 5.6은 이동평균 방법을 적용하여 비정상성 빈도해석을 통

해 과거 자료기간 (1973년 ∼ 2015년)의 지속시간 21시간에 대한 

빈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과거 자료기간

에는 확률강우량이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보다 비정상성을 가정한 

경우에 최솟값은 16.66 % 감소 (500년 빈도) ∼ 12.32 % 감소 

(10년 빈도)로 작게 산정되며 평균값은 4.56 % 감소 (500년 빈

도) ∼ 1.87 % 감소 (10년 빈도)로 작게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최댓값은 비정상성을 가정한 경우에 12.30 % 증가 (10년 빈

도) ∼ 13.93 % 증가 (500년 빈도)로 크게 산정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특히 비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최댓

값은 410.2 mm로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200년 빈도 확률강우량 

396.7 mm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국가하천 설계빈도인 

100년 ∼ 200년 및 농경지 하천제방 설계빈도인 50년 ∼ 100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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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period

Frequency

10-year 20-year

Stationary Non-Stationary Stationary Non-Stationary

1973

∼ 2015
242.5

212.6 ∼ 272.3

(237.9)
278.9

241.1 ∼ 314.6

(271.5)

Data 

period

Frequency

50-year 80-year

Stationary Non-Stationary Stationary Non-Stationary

1973

∼ 2015
326.1

277.9 ∼ 369.3

(290.9)
350.1

296.7 ∼ 397.1

(337.2)

Data 

period

Frequency

100-year 200-year

Stationary Non-Stationary Stationary Non-Stationary

1973

∼ 2015
361.5

305.5 ∼ 410.2

(347.7)
396.7

333.1 ∼ 451.1

(380.2)

Data 

period

Frequency

300-year 500-year

Stationary Non-Stationary Stationary Non-Stationary

1973

∼ 2015
417.3

349.1 ∼ 474.9

(399.1)
443.2

369.4 ∼ 505.0

(423.0)

Table 5.6 Historical probable rainfall for 21-hour duration

(Unit : mm)

(2) 미래 확률강우량 변화 양상

Table 5.7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이동평균 방법을 적용

하여 비정상성 빈도해석을 통해 미래 자료기간 (2016년 ∼ 2100

년)의 지속시간 21시간에 대한 빈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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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간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미래 1기간 (2016년 ∼ 

2040년)에는 확률강우량이 과거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보다 최솟값

은 2.54 % 감소 (500년 빈도) ∼ 1.76 % 감소 (10년 빈도)로 작

게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값은 5.77 % 증가 (10년 빈

도) ∼ 5.80 % 증가 (500년 빈도)로 크게 산정되며 최댓값은 

15.98 % 증가 (10년 빈도) ∼ 16.88 % 증가 (500년 빈도)로 크

게 산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래 2기간 (2041년 ∼ 2070년)

에는 확률강우량이 과거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보다 최솟값은 16.18 

% 감소 (500년 빈도) ∼ 10.99 % 감소 (10년 빈도)로 작게 산정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값은 1.54 % 증가 (500년 빈도) ∼ 

5.74 % 증가 (10년 빈도)로 크게 산정되며 최댓값은 16.11 % 증

가 (500년 빈도) ∼ 18.18 % 증가 (10년 빈도)로 크게 산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래 3기간 (2071년 ∼ 2100년)에는 확률강우

량이 과거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보다 최솟값은 4.39 % 증가 (500

년 빈도) ∼ 12.85 % 증가 (10년 빈도)로 크게, 평균값은 17.58 

% 증가 (500년 빈도) ∼ 22.15 % 증가 (10년 빈도)로 크게 산정

되며 최댓값은 39.84 % 증가 (10년 빈도) ∼ 40.86 % 증가 

(500년 빈도)로 크게 산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미

래 1기간 및 미래 2기간에는 비정상성을 가정한 확률강우량이 과거

와 유사한 정도로 나타나지만 최댓값 측면에서 15 % ∼ 18 % 증

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래 3기간에는 비정상성을 가정한 확률

강우량이 과거에 비해 최솟값, 평균값, 최댓값 모든 측면에서 증가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비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미래 1기간 

및 미래 2기간의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최댓값은 각각 421.6 

mm와 420.8 mm로 산정되어 과거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2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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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확률강우량 396.7 mm를 크게 초과하며 300년 빈도 확률강우

량 417.3 mm 또한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 3기간의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최댓값은 508.2 mm로 산정되어 과거 정상

성을 가정한 경우 500년 빈도 확률강우량 443.2 mm를 크게 초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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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period

Frequency

10-year 20-year

1973

∼ 2015
Stationary 242.5 Stationary 278.9

2015

∼ 2040

Non

-Stationary

238.2 ∼ 281.2

(256.5)

Non

-Stationary

273.4 ∼ 324.2

(295.0)

2041

∼ 2070

215.8 ∼ 286.6

(256.4)

244.3 ∼ 327.5

(291.6)

2071

∼ 2100

273.6 ∼ 339.1

(296.2)

308.0 ∼ 390.9

(337.0)

Data 

period

Frequency

50-year 80-year

1973

∼ 2015
Stationary 326.1 Stationary 350.1

2015

∼ 2040

Non

-Stationary

319.0 ∼ 379.9

(345.0)

Non

-Stationary

342.1 ∼ 408.2

(370.4)

2041

∼ 2070

281.1 ∼ 380.6

(337.1)

299.6 ∼ 407.7

(360.2)

2071

∼ 2100

352.5 ∼ 457.9

(389.9)

375.1 ∼ 492.0

(416.8)

Table 5.7 Future probable rainfall for 21-hour duration

(Unit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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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period

Frequency

100-year 200-year

1973

∼ 2015
Stationary 361.5 Stationary 396.7

2015

∼ 2040

Non

-Stationary

353.1 ∼ 421.6

(382.4)

Non

-Stationary

387.1 ∼ 463.2

(419.7)

2041

∼ 2070

308.4 ∼ 420.8

(371.2)

335.6 ∼ 461.2

(405.2)

2071

∼ 2100

385.8 ∼ 508.2

(429.5)

419.0 ∼ 558.2

(469.0)

Data 

period

Frequency

300-year 500-year

1973

∼ 2015
Stationary 417.3 Stationary 443.2

2015

∼ 2040

Non

-Stationary

407.0 ∼ 487.5

(441.5)

Non

-Stationary

432.0 ∼ 518.0

(468.9)

2041

∼ 2070

351.5 ∼ 484.9

(425.0)

371.5 ∼ 514.6

(450.0)

2071

∼ 2100

438.3 ∼ 587.5

(492.1)

462.7 ∼ 624.3

(521.1)

Table 5.7 Future probable rainfall for 21-hour duration (continued)

(Unit : mm)

Fig. 5.5는 전 자료기간 (1973년 ∼ 2100년)의 지속시간 21시

간,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을 산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미래 

확률강우량은 2040년대까지 감소 추세를 나타내어 2015년 (410.2 

mm) 대비 2048년에는 308.4 mm (24.82 % 감소)까지 감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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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50년대부터 증가 추세를 나타내어 2050

년 (336.6 mm) 대비 2098년에는 508.2 mm (50.98 % 증가)까

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53년을 기점으로 2100년까

지 미래 확률강우량은 과거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보다 지속적으로 

크게 값이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5 Probable rainfall for 21-hour duration and 100-year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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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유역 유출량 산정

5.2.1 HEC-HMS 모형의 적용성 평가

가. 매개변수 최적화

Table 5.8은 실측 강우사상을 토대로 첨두유출량의 크기 및 발생

시각과 관련된 주요 매개변수인 집중시간 및 저류상수의 최적화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집중시간 (Time of Concentration,  )은 4가

지 강우사상 (20100818, 20110701, 20120715, 20120719) 모

두에서 Kraven(Ⅰ) 방법을 토대로 산정한 12.19 hr으로 나타났으

며, 따라서 집중시간에 대한 최적 값은 12.19 hr로 선정하였다. 저

류상수 (Storage Coefficient, )는 첫 번째 강우사상 

(20100818)에서 Linsley 방법에 상수   을 적용한 10.16 

hr, 두 번째 강우사상 (20110701)에서 Linsley 방법에 상수 

  을 적용한 10.22 hr, 세 번째 강우사상 (20120715) 및 

네 번째 강우사상 (20120719)에서 Linsley 방법에 상수 

  을 적용한 10.09 hr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저류상수에 대

한 최적 값은 4가지 강우사상에 대한 저류상수를 산술평균하여 

10.14 hr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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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Parameter

Time of concentration ( ) Storage coefficient ()

20100818

12.19

10.16

20110701 10.22

20120715 10.09

20120719 10.09

Optimization 12.19 10.14

Table 5.8 Parameter optimization results

나. 모형의 보정 결과

Fig. 5.6 ∼ Fig. 5.9는 최적화된 집중시간 및 저류상수를 이용하

여 모형의 보정을 수행한 결과에 대한 수문곡선을 도시한 것이며, 

Table 5.9는 모형의 보정을 수행한 결과에 대한 통계적 변량을 나

타낸 것이다. 통계적 변량 중  는 0.91 ∼ 0.98, 는 0.17 ∼ 

0.54, 는 0.71 ∼ 0.97, 는 -0.46 ∼ 0.01로 나타나, 

모형의 보정 결과 실측 강우사상에 따른 유출량의 크기 및 경향성

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계적 변량 중 는 0.05 % 

∼ 0.41 %, 는 1.50 m3/s ∼ 41.44 m3/s로 나타나, 모

형의 보정 결과 실측 강우사상에 따른 첨두유출량의 크기 및 경향

성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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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 Observed and simulated runoff hydrograph (20100818)

Fig. 5.7 Observed and simulated runoff hydrograph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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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8 Observed and simulated runoff hydrograph (20120715)

Fig. 5.9 Observed and simulated runoff hydrograph (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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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s
Event

20100818 20110701 20120715 20120719

  0.98 0.98 0.92 0.91 

 0.26 0.17 0.43 0.54 

 0.93 0.97 0.82 0.71 

 -0.26 0.01 -0.35 -0.46 

  (%) 0.41 0.05 0.12 0.30 

   (m3/s) 1.50 2.83 41.44 37.82 

Table 5.9 Statistics of calibration results

다. 모형의 검정 결과

Fig. 5.10 ∼ Fig. 5.13는 최적화된 집중시간 및 저류상수를 이용

하여 모형의 검정을 수행한 결과에 대한 수문곡선을 도시한 것이며, 

Table 5.10은 모형의 검정을 수행한 결과에 대한 통계적 변량을 나

타낸 것이다. 통계적 변량 중  는 0.92 ∼ 0.99, 는 0.15 ∼ 

0.36, 는 0.87 ∼ 0.98, 는 -0.36 ∼ 0.06으로 나타나, 

모형의 검정 결과 실측 강우사상에 따른 유출량의 크기 및 경향성

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계적 변량 중 는 3.75 % 

∼ 8.58 %, 는 0.91 m3/s ∼ 12.42 m3/s로 나타나, 모

형의 검정 결과 실측 강우사상 따른 첨두유출량의 크기 및 경향성

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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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0 Observed and simulated runoff hydrograph (20130731)

Fig. 5.11 Observed and simulated runoff hydrograph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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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2 Observed and simulated runoff hydrograph (20140623)

Fig. 5.13 Observed and simulated runoff hydrograph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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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s
Event

20130731 20130823 20140623 20150724

  0.92 0.96 0.99 0.97 

 0.28 0.36 0.15 0.22 

 0.92 0.87 0.98 0.95 

 0.06 -0.36 -0.11 -0.08 

  (%) 8.58 8.17 7.64 3.75 

   (m3/s) 5.67 4.94 0.91 12.42 

Table 5.10 Statistics of validation results

5.2.2 첨두유출량 산정 결과

Table 5.11은 전 자료기간 (1973년 ∼ 2100년)의 지속시간 21

시간, 100년 빈도에 대한 첨두유출량을 산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과거 자료기간에는 첨두유출량이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2,874.1 m3/s)보다 비정상성을 가정한 경우에 최솟값은 2,358.4 

m3/s (17.94 % 감소)로 작게 산정되며 평균값은 2,759.8 m3/s 

(3.98 % 감소)로 작게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댓값은 

3,325.9 m3/s (15.72 % 증가)로 크게 산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미래 1기간 (FUT 1)에는 첨두유출량이 과거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보다 최솟값은 2,797.6 m3/s (2.66 % 감소)로 작게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값은 3,083.0 m3/s (7.27 % 증가)로 크게 

산정되며 최댓값은 3,432.1 m3/s (19.41 % 증가)로 크게 산정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래 2기간 (FUT 2)에는 과거 정상성을 가

정한 경우보다 최솟값은 2,387.0 m3/s (16.95 % 감소)로 작게 산

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값은 2,979.3 m3/s (3.66 %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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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크게 산정되며 최댓값은 3,436.3 m3/s (19.56 % 증가)로 크게 

산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래 3기간 (FUT 3)에는 과거 정상

성을 가정한 경우보다 최솟값은 3,099.6 m3/s (7.85 % 증가)로 

크게, 평균값은 3,520.9 m3/s (22.51 % 증가)로 크게 산정되며 최

댓값은 4,233.6 m3/s (47.30 % 증가)로 크게 산정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Data period Stationary Non-Stationary

1973 ∼ 2015 2,874.1
2,358.4 ∼ 3,325.9

(2,759.8)

2016 ∼ 2040

-

2,797.6 ∼ 3,432.1

(3,083.0)

2041 ∼ 2070
2,387.0 ∼ 3,436.3

(2,979.3)

2071 ∼ 2100
3,099.6 ∼ 4,233.6

(3,520.9)

Table 5.11 Peak runoff for 21-hour duration and 100-year 

frequency                                             (Unit : m3/s)

Fig. 5.14는 전 자료기간 (1973년 ∼ 2100년)의 지속시간 21시

간, 100년 빈도에 대한 첨두유출량을 산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비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첨두유출량의 최솟값은 미래 3기간 

(FUT 3)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HIS_NS, FUT 1, FUT 2)에서 

과거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S)보다 작게 나타났으나, 최댓값

은 모든 기간 (HIS_NS, FUT 1, FUT 2, FUT 3)에서 과거 정상

성을 가정한 경우 (HIS_S)보다 크게 산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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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자료기간에서 첨두유출량은 과거 비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NS)보다 미래 1기간 (FUT 1) 및 미래 2기간 (FUT 2)에는 

첨두유출량이 소폭 증가하며, 미래 3기간 (FUT 3)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5.14 Peak runoff for 21-hour duration and 100-year 

frequency

Table 5.12는 본 연구에서 응천 합류점, 오갑천 합류점, 설성천 

합류점, 금곡천 합류점, 청미천 하구의 100년 빈도에 대한 첨두유

출량을 산정한 결과를 국토해양부 (2011a)에서 발간한 청미천 하

천기본계획보고서에서 산정한 100년 빈도 첨두유출량과 비교한 것

이다. 본 연구에서 산정한 첨두유출량의 크기는 하천기본계획보고서

에서 산정한 결과 대비 8.1 m3/s ∼ 12.9 m3/s (0.44 % ∼ 0.46 

%)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하천기본계획보고서에서 

산정한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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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

(m)

Peak runoff for 100-year frequency (m3/s)

2011 This study Variation

Eungcheon

junction point

(24,595 m)

1,789 1,796.9
+7.9

(+0.44 %)

Ogapcheon

junction point

(19,400 m)

2,382 2,392.7
+10.7

(+0.45 %)

Seolseongcheon

junction point

(15,602 m)

2,520 2,531.4
+11.4

(+0.45 %)

Geumgokcheon

junction point

(8,598 m)

2,754 2,766.4
+12.4

(+0.45 %)

Mouth of

the 

Cheongmicheon

(0 m)

2,861 2,874.1
+13.1

(+0.46 %)

* Distance from the outlet of the Cheongmicheon watershed

Table 5.12 Comparison of peak runoffs between MOLIT (2011) 

and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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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하천 수위 모의 및 침수특성 분석

5.3.1 하천 수위 모의 결과

Table 5.13 ∼ Table 5.17은 각각 과거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S), 과거 비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NS), 미래 1기간 

(FUT 1), 미래 2기간 (FUT 2). 미래 3기간 (FUT 3) 하천 수위 

모의 결과를 초기조건 상태와 12시간, 24시간, 36시간 경과한 상태

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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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
 

(km)

Left 

bank
**

(m)

Right 

bank
***

(m)

Elapsed time

0 hr 12 hr 24 hr 36 hr

24.6 8.85 8.85 0.24 2.56 6.59 3.64 

23.8 4.47 7.08 1.18 2.67 6.32 3.73 

23.0 14.01 8.44 0.42 1.92 6.49 3.44 

22.2 7.55 8.13 1.06 2.84 7.07 4.40 

21.4 7.06 7.02 0.76 2.04 5.90 3.44 

20.6 7.78 7.78 1.09 2.28 6.45 3.65 

19.8 8.28 8.19 0.92 2.42 6.92 4.02 

19.0 8.37 7.57 0.67 1.97 6.21 3.66 

18.2 7.24 7.76 0.58 1.61 6.11 3.40 

17.4 7.88 9.00 0.93 2.38 7.04 4.22 

16.6 8.39 8.67 0.74 1.97 6.92 3.97 

15.8 8.14 8.20 0.89 2.04 7.34 4.18 

15.0 8.02 8.86 0.98 2.42 8.09 4.90 

14.2 7.93 8.90 0.64 1.99 7.78 4.67 

13.4 8.31 12.90 0.99 2.13 7.78 4.68 

12.6 8.90 8.90 0.97 2.06 7.36 4.50 

11.8 7.64 7.64 1.37 2.21 7.07 4.25 

11.0 8.32 8.32 1.39 1.91 7.51 4.42 

10.2 9.06 9.06 1.07 1.91 8.20 5.02 

9.4 8.49 8.49 0.83 1.34 7.96 4.76 

8.6 9.44 9.44 0.79 1.26 7.90 4.80 

7.8 9.06 9.06 0.68 0.98 7.76 4.57 

7.0 9.09 9.09 1.26 1.39 8.53 5.21 

6.2 10.31 9.61 0.89 0.85 8.72 5.35 

5.4 16.63 6.08 1.23 1.05 8.73 5.46 

4.6 9.08 9.22 1.21 0.97 8.49 5.33 

3.8 9.13 9.13 0.44 0.21 7.49 4.40 

3.0 9.60 9.60 1.40 1.11 8.53 5.39 

2.2 9.53 9.56 1.11 1.01 7.79 4.84 

1.4 9.90 9.87 1.00 1.42 7.59 4.62 

0.6 11.06 11.28 1.48 2.47 7.57 4.45 
* Distance from the outlet of the Cheongmicheon watershed

** Height of left bank from the minimum channel depth

** Height of right bank from the minimum channel depth

Table 5.13 River stage of HIS_S                       (Unit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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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
 

(km)

Left 

bank
**

(m)

Right 

bank
***

(m)

Elapsed time

0 hr 12 hr 24 hr 36 hr

24.6 8.85 8.85 0.24 2.77 7.03 3.91 

23.8 4.47 7.08 1.18 2.87 6.73 3.96 

23.0 14.01 8.44 0.42 2.23 6.95 3.75 

22.2 7.55 8.13 1.06 3.10 7.46 4.71 

21.4 7.06 7.02 0.76 2.35 6.31 3.63 

20.6 7.78 7.78 1.09 2.50 6.89 3.89 

19.8 8.28 8.19 0.92 2.65 7.33 4.26 

19.0 8.37 7.57 0.67 2.21 6.64 3.87 

18.2 7.24 7.76 0.58 1.80 6.58 3.62 

17.4 7.88 9.00 0.93 2.60 7.65 4.45 

16.6 8.39 8.67 0.74 2.17 7.45 4.20 

15.8 8.14 8.20 0.89 2.27 7.89 4.45 

15.0 8.02 8.86 0.98 2.78 8.64 5.19 

14.2 7.93 8.90 0.64 2.32 8.32 4.96 

13.4 8.31 12.90 0.99 2.46 8.33 4.96 

12.6 8.90 8.90 0.97 2.39 7.86 4.75 

11.8 7.64 7.64 1.37 2.46 7.55 4.48 

11.0 8.32 8.32 1.39 2.11 8.06 4.69 

10.2 9.06 9.06 1.07 2.27 8.75 5.31 

9.4 8.49 8.49 0.83 1.72 8.51 5.06 

8.6 9.44 9.44 0.79 1.74 8.45 5.08 

7.8 9.06 9.06 0.68 1.49 8.32 4.85 

7.0 9.09 9.09 1.26 1.85 9.09 5.53 

6.2 10.31 9.61 0.89 1.42 9.28 5.69 

5.4 16.63 6.08 1.23 1.55 9.29 5.77 

4.6 9.08 9.22 1.21 1.36 9.05 5.63 

3.8 9.13 9.13 0.44 0.35 8.05 4.70 

3.0 9.60 9.60 1.40 1.18 9.09 5.72 

2.2 9.53 9.56 1.11 1.26 8.32 5.15 

1.4 9.90 9.87 1.00 1.68 8.12 4.94 

0.6 11.06 11.28 1.48 2.73 8.09 4.85 
* Distance from the outlet of the Cheongmicheon watershed

** Height of left bank from the minimum channel depth

** Height of right bank from the minimum channel depth

Table 5.14 River stage of HIS_NS                      (Unit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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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
 

(km)

Left 

bank
**

(m)

Right 

bank
***

(m)

Elapsed time

0 hr 12 hr 24 hr 36 hr

24.6 8.85 8.85 0.24 2.82 7.13 3.97 

23.8 4.47 7.08 1.18 2.93 6.81 4.01 

23.0 14.01 8.44 0.42 2.29 7.03 3.82 

22.2 7.55 8.13 1.06 3.17 7.61 4.77 

21.4 7.06 7.02 0.76 2.41 6.40 3.68 

20.6 7.78 7.78 1.09 2.59 6.99 3.94 

19.8 8.28 8.19 0.92 2.73 7.41 4.32 

19.0 8.37 7.57 0.67 2.28 6.73 3.92 

18.2 7.24 7.76 0.58 1.85 6.68 3.67 

17.4 7.88 9.00 0.93 2.65 7.75 4.50 

16.6 8.39 8.67 0.74 2.21 7.56 4.25 

15.8 8.14 8.20 0.89 2.33 7.99 4.51 

15.0 8.02 8.86 0.98 2.84 8.75 5.26 

14.2 7.93 8.90 0.64 2.39 8.43 5.02 

13.4 8.31 12.90 0.99 2.53 8.43 5.02 

12.6 8.90 8.90 0.97 2.46 7.93 4.80 

11.8 7.64 7.64 1.37 2.53 7.58 4.53 

11.0 8.32 8.32 1.39 2.16 8.10 4.76 

10.2 9.06 9.06 1.07 2.36 8.78 5.37 

9.4 8.49 8.49 0.83 1.81 8.51 5.12 

8.6 9.44 9.44 0.79 1.84 8.52 5.14 

7.8 9.06 9.06 0.68 1.63 8.39 4.92 

7.0 9.09 9.09 1.26 1.93 9.16 5.61 

6.2 10.31 9.61 0.89 1.54 9.35 5.77 

5.4 16.63 6.08 1.23 1.69 9.36 5.84 

4.6 9.08 9.22 1.21 1.52 9.12 5.69 

3.8 9.13 9.13 0.44 0.45 8.12 4.78 

3.0 9.60 9.60 1.40 1.25 9.17 5.80 

2.2 9.53 9.56 1.11 1.32 8.40 5.22 

1.4 9.90 9.87 1.00 1.74 8.20 5.01 

0.6 11.06 11.28 1.48 2.79 8.20 4.94 
* Distance from the outlet of the Cheongmicheon watershed

** Height of left bank from the minimum channel depth

** Height of right bank from the minimum channel depth

Table 5.15 River stage of FUT 1                       (Unit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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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
 

(km)

Left 

bank
**

(m)

Right 

bank
***

(m)

Elapsed time

0 hr 12 hr 24 hr 36 hr

24.6 8.85 8.85 0.24 2.82 7.14 4.03 

23.8 4.47 7.08 1.18 2.93 6.81 4.07 

23.0 14.01 8.44 0.42 2.29 7.04 3.90 

22.2 7.55 8.13 1.06 3.17 7.62 4.84 

21.4 7.06 7.02 0.76 2.41 6.41 3.72 

20.6 7.78 7.78 1.09 2.59 6.99 3.99 

19.8 8.28 8.19 0.92 2.73 7.42 4.38 

19.0 8.37 7.57 0.67 2.28 6.74 3.97 

18.2 7.24 7.76 0.58 1.85 6.69 3.72 

17.4 7.88 9.00 0.93 2.65 7.76 4.55 

16.6 8.39 8.67 0.74 2.21 7.56 4.31 

15.8 8.14 8.20 0.89 2.33 8.00 4.58 

15.0 8.02 8.86 0.98 2.84 8.75 5.33 

14.2 7.93 8.90 0.64 2.39 8.43 5.09 

13.4 8.31 12.90 0.99 2.53 8.43 5.08 

12.6 8.90 8.90 0.97 2.46 7.93 4.86 

11.8 7.64 7.64 1.37 2.53 7.58 4.58 

11.0 8.32 8.32 1.39 2.17 8.10 4.82 

10.2 9.06 9.06 1.07 2.36 8.78 5.44 

9.4 8.49 8.49 0.83 1.81 8.51 5.19 

8.6 9.44 9.44 0.79 1.85 8.52 5.21 

7.8 9.06 9.06 0.68 1.64 8.39 4.99 

7.0 9.09 9.09 1.26 1.94 9.16 5.69 

6.2 10.31 9.61 0.89 1.55 9.34 5.86 

5.4 16.63 6.08 1.23 1.71 9.36 5.92 

4.6 9.08 9.22 1.21 1.53 9.12 5.78 

3.8 9.13 9.13 0.44 0.47 8.12 4.86 

3.0 9.60 9.60 1.40 1.26 9.17 5.89 

2.2 9.53 9.56 1.11 1.32 8.40 5.30 

1.4 9.90 9.87 1.00 1.74 8.21 5.08 

0.6 11.06 11.28 1.48 2.79 8.21 5.02 
* Distance from the outlet of the Cheongmicheon watershed

** Height of left bank from the minimum channel depth

** Height of right bank from the minimum channel depth

Table 5.16 River stage of FUT 2                       (Unit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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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
 

(km)

Left 

bank
**

(m)

Right 

bank
***

(m)

Elapsed time

0 hr 12 hr 24 hr 36 hr

24.6 8.85 8.85 0.24 3.20 7.72 4.43 

23.8 4.47 7.08 1.18 3.31 7.06 4.37 

23.0 14.01 8.44 0.42 2.74 7.50 4.27 

22.2 7.55 8.13 1.06 3.62 8.37 5.22 

21.4 7.06 7.02 0.76 2.72 6.91 3.97 

20.6 7.78 7.78 1.09 2.96 7.60 4.29 

19.8 8.28 8.19 0.92 3.14 7.96 4.70 

19.0 8.37 7.57 0.67 2.76 7.08 4.26 

18.2 7.24 7.76 0.58 2.27 7.34 4.02 

17.4 7.88 9.00 0.93 3.07 8.49 4.86 

16.6 8.39 8.67 0.74 2.60 8.30 4.64 

15.8 8.14 8.20 0.89 2.77 8.76 4.94 

15.0 8.02 8.86 0.98 3.20 9.48 5.70 

14.2 7.93 8.90 0.64 2.82 9.19 5.47 

13.4 8.31 12.90 0.99 2.95 9.15 5.44 

12.6 8.90 8.90 0.97 2.90 8.56 5.19 

11.8 7.64 7.64 1.37 2.86 8.13 4.90 

11.0 8.32 8.32 1.39 2.50 8.69 5.20 

10.2 9.06 9.06 1.07 2.90 9.33 5.83 

9.4 8.49 8.49 0.83 2.31 9.00 5.59 

8.6 9.44 9.44 0.79 2.36 9.34 5.59 

7.8 9.06 9.06 0.68 2.13 9.02 5.40 

7.0 9.09 9.09 1.26 2.52 9.88 6.14 

6.2 10.31 9.61 0.89 2.27 10.05 6.33 

5.4 16.63 6.08 1.23 2.48 10.06 6.41 

4.6 9.08 9.22 1.21 2.24 9.82 6.25 

3.8 9.13 9.13 0.44 1.22 8.84 5.30 

3.0 9.60 9.60 1.40 2.12 9.89 6.35 

2.2 9.53 9.56 1.11 1.97 9.11 5.67 

1.4 9.90 9.87 1.00 2.22 8.95 5.45 

0.6 11.06 11.28 1.48 3.21 9.02 5.36 
* Distance from the outlet of the Cheongmicheon watershed

** Height of left bank from the minimum channel depth

** Height of right bank from the minimum channel depth

Table 5.17 River stage of FUT 3                       (Unit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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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5는 초기조건으로 상류단 초기유량 30 m3/s를 입력한 하

천 수위 초기 상태를 나타낸 것이며, Fig. 5.16은 과거 정상성을 가

정한 경우 (HIS_S)의 지속시간 21시간, 100년 빈도의 유출수문곡

선에 따른 하천 수위 변화, Fig. 5.17은 과거 비정상성을 가정한 경

우, Fig. 5.18 ∼ Fig. 5.20은 각각 과거 (HIS_NS), 미래 1기간 

(FUT 1), 미래 2기간 (FUT 2), 미래 3기간 (FUT 3)에서 최대 

첨두유출량을 갖는 경우의 지속시간 21시간, 100년 빈도의 유출수

문곡선에 따른 하천 수위 변화를 12시간, 24시간, 36시간 경과한 

상태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5.15 River stage of the initial condi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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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lapsed time of 12-hour

(b) Elapsed time of 24-hour

(c) Elapsed time of 36-hour

Fig. 5.16 River stage of HIS_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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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lapsed time of 12-hour

(b) Elapsed time of 24-hour

(c) Elapsed time of 36-hour

Fig. 5.17 River stage of HIS_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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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lapsed time of 12-hour

(b) Elapsed time of 24-hour

(c) Elapsed time of 36-hour

Fig. 5.18 River stage of FUT 1



- 93 -

(a) Elapsed time of 12-hour

(b) Elapsed time of 24-hour

(c) Elapsed time of 36-hour

Fig. 5.19 River stage of FU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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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lapsed time of 12-hour

(b) Elapsed time of 24-hour

(c) Elapsed time of 36-hour

Fig. 5.20 River stage of FU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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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1은 HEC-RAS 모형 구동을 위해 구성한 총 123개 지

점 중 하천 수위 상승으로 침수가 발생한 지점수를 자료기간별로 

나타낸 것이다. 과거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S) 총 18개 지점

에서 침수가 발생하며 그 면적은 1 ha 이하가 대부분 (15개 지점)

이며 3개 지점에서 1 ha ∼ 5 ha 사이의 면적으로 침수가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비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NS) 총 

23개 지점에서 침수가 발생하며 14개 지점에서 1 ha 이하, 9개 지

점에서 1 ha ∼ 5 ha 사이의 면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미래 1기간 (FUT 1)에는 총 28개 지점에서 침수가 발생

하며 16개 지점에서 1 ha 이하, 11개 지점에서 1 ha ∼ 5 ha 사

이의 면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며, 1개 지점에서 5 ha ∼ 10 ha 사

이의 면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2기간 

(FUT 2)에는 총 30개 지점에서 침수가 발생하며, 17개 지점에서 

1 ha 이하, 11개 지점에서 1 ha ∼ 5 ha 사이의 면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며, 5 ha ∼ 10 ha, 10 ha ∼ 25 ha 사이의 면적으로 각각 

1개 지점에서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3기간 (FUT 

3)에는 총 99개 지점에서 침수가 발생하며, 1 ha 이하, 1 ha ∼ 5 

ha, 5 ha ∼ 10 ha, 10 ha ∼ 25 ha, 25 ha 이상의 면적으로 각

각 28개, 27개, 26개, 17개, 1개 지점에서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가 발생한 지점수는 미래 기간으로 갈수록 점차 증가

하며 특히 미래 3기간 (FUT 3)에는 전체 123개 지점 중 99개 지

점에서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80 % 이상의 지점에서 침

수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침수면적으로 구분하

여 살펴보면, 과거 (HIS_S 및 HIS_NS)에는 지점별 침수면적이 5 

ha 이하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미래 기간으로 갈수록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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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침수면적 또한 점차 증가하여 미래 3기간 (FUT 3)에는 25 ha

를 초과하는 침수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5.21 Number of cross-sections damaged by inundation of 

each scenario

5.3.2 침수특성 분석

가. 침수면적

Table 5.18은 지속시간 21시간, 100년 빈도의 유출수문곡선에 

따른 부정류 해석 결과 하천 수위 상승으로 좌안 혹은 우안을 넘어 

침수가 최대로 발생했을 때의 면적을 자료기간별로 구분하여 나타

낸 것이다. 과거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S) 좌안 최대 침수면

적은 3.60 ha, 우안 최대 침수면적은 5.02 ha로 총 8.62 ha의 면

적이 침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비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NS) 좌안 최대 침수면적은 9.79 ha, 우안 최대 침수면적은 



- 97 -

9.75 ha로 총 19.54 ha의 면적이 침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1기간 (FUT 1)에는 좌안 최대 침수면적과 우안 최대 침수면적이 

각각 14.89 ha, ha로 총 30.37 ha의 면적이 침수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미래 2기간 (FUT 2)에는 좌안 최대 침수면적과 우안 최대 

침수면적이 각각 33.04 ha, 15.56 ha로 총 48.60 ha의 면적이 침

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3기간 (FUT 3)에는 좌안 최대 침수

면적과 우안 최대 침수면적이 각각 345.52 ha, 208.00 ha로 총 

553.52 ha의 면적이 침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침수면적은 

과거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S) 대비 HIS_NS, FUT 1, FUT 

2, FUT 3에서 각각 126.7 %, 252.3 %, 463.7 %, 6,321.3 %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래 기간으로 갈수록 침수면적이 점차 증가

하며 특히 미래 3기간 (FUT 3)에는 침수면적이 60배 이상 증가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5.22는 모형 구동을 위해 구성한 총 

123개 지점에 대하여 유역 유출구인 청미천 하구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누가 침수면적을 자료기간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Scenario
Inundation area 

over left bank (ha)

Inundation area 

over right bank 

(ha)

Total inundation 

area (ha)

HIS_S 3.60 5.02 8.62

HIS_NS
9.79

(+171.9 %) 

9.75

(+94.2 %)

19.54

(+126.7 %)

FUT 1
14.89

(+313.6 %)

15.48

(+208.4 %)

30.37

(+252.3 %)

FUT 2
33.04

(+817.8 %)

15.56

(+210.0 %)

48.60

(+463.7 %)

FUT 3
345.52

(+9,497.8 %)

208.00

(+4,043.4 %)

553.52

(+6,321.3 %)

Table 5.18 Maximum inundation area of each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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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2 Cumulative inundation area of each scenario

나. 침수심

Table 5.19는 과거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S)에 침수가 발

생한 총 18개 지점에 대하여 좌안을 넘어 침수가 최대로 발생했을 

때의 침수심을 자료기간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며, Table 5.20

은 우안을 넘어 침수가 최대로 발생했을 때의 침수심을 자료기간별

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좌안에 대한 Table 5.19에서 과거 정

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S) 침수가 발생한 13개 지점에서 과거 

비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NS)를 비롯하여 미래 기간 (FUT 

1, FUT 2, FUT 3)에는 침수심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비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NS)에는 최대 0.6 m 침수심이 증가

하였으며, 미래 1기간 (FUT 1), 미래 2기간 (FUT 2), 미래 3기

간 (FUT 3)에는 각각 최대 0.7 m, 0.7m, 1.5 m 침수심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나머지 5개 지점에서 과거 정상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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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경우에 침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과거 비정상성을 가정한 경

우를 비롯하여 미래 기간에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

히 일부 지점 (Location = 8.8 km, 3.4 km, 3.2 km)에서는 미래 

2기간 (FUT 2)까지 침수가 발생하지 않다가 미래 3기간 (FUT 

3)에는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안에 대한 Table 

5.20에서 과거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S) 침수가 발생한 7개 

지점에서 과거 비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NS)를 비롯하여 미래 

기간 (FUT 1, FUT 2, FUT 3)에는 침수심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과거 비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NS)에는 최대 0.5 m 

침수심이 증가하였으며, 미래 1기간 (FUT 1), 미래 2기간 (FUT 

2), 미래 3기간 (FUT 3)에는 각각 최대 0.6 m, 0.6m, 1.4 m 침

수심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나머지 11개 지점에서 과

거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에 침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과거 비정상

성을 가정한 경우를 비롯하여 미래 기간에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부 지점 (Location 14.8 km, 14.6 km, 14.4 

km, 14.2 km)에서는 미래 2기간 (FUT 2)까지 침수가 발생하지 

않다가 미래 3기간 (FUT 3)에는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Fig 5.23은 자료기간에 따른 침수심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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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

(km)

Inundation depth
**

 over left bank (m)

HIS_S HIS_NS FUT 1 FUT 2 FUT 3

23.8 1.9 2.3 2.4 2.4 2.6 

23.6 2.2 2.5 2.6 2.6 2.8 

21.6 1.0 1.4 1.4 1.4 1.8 

15.4 0.3 0.8 0.9 0.9 1.7 

15.2 0.2 0.7 0.9 0.9 1.7 

15.0 0.1 0.4 0.5 0.5 0.8 

14.8 0.0 0.3 0.4 0.4 0.7 

14.6 0.2 0.5 0.5 0.5 0.9 

14.4 0.1 0.1 0.2 0.2 1.0 

14.2 0.2 0.4 0.5 0.5 0.8 

14.0 0.1 0.4 0.5 0.5 0.8 

13.6 0.2 0.5 0.5 0.5 0.9 

8.8 - - - - 0.7 

5.8 1.2 1.5 1.5 1.5 2.0 

5.6 - - - - -

5.4 - - - - -

3.4 - - - - 0.5 

3.2 - - - - 0.2 

* Distance from the outlet of the Cheongmicheon watershed

** Hydraulic depth of the inundation area over left bank

Table 5.19 Inundation depth of each scenario (left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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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

(km)

Inundation depth
**

 over right bank (m)

HIS_S HIS_NS FUT 1 FUT 2 FUT 3

23.8 - 0.1 0.1 0.1 0.3 

23.6 1.4 1.7 1.7 1.7 1.9 

21.6 - - - - -

15.4 - 0.1 0.2 0.2 0.2 

15.2 - 3.7 3.8 3.8 4.2 

15.0 - - 0.1 0.1 0.3 

14.8 - - - - 0.6 

14.6 - - - - 0.7 

14.4 - - 0.0 0.0 0.7 

14.2 - - 0.0 0.0 0.7 

14.0 - - 0.1 0.1 0.7 

13.6 - - 0.1 0.1 0.4 

8.8 2.0 2.3 2.4 2.4 2.7 

5.8 2.5 2.9 2.9 2.9 3.4 

5.6 2.6 2.9 3.0 3.0 3.5 

5.4 3.3 3.8 3.9 3.9 4.7 

3.4 0.7 1.0 1.0 1.0 1.4 

3.2 1.1 1.3 1.4 1.4 1.8 

* Distance from the outlet of the Cheongmicheon watershed

** Hydraulic depth of the inundation area over right bank

Table 5.20 Inundation depth of each scenario (right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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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undation over left bank

(b) Inundation over right bank

Fig. 5.23 Inundation depth change of each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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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침수지속시간

Table 5.21은 과거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S)에 침수가 발

생한 총 18개 지점에 대하여 침수지속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과거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S) 침수가 발생한 18개 지점 모두에서 

과거 비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NS)를 비롯하여 미래 기간 

(FUT 1, FUT 2, FUT 3)에는 침수지속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비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NS)에는 침수지속시

간이 과거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S)보다 최소 1시간, 최대 4

시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개 지점에서 평균적으로 2.67

시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1기간 (FUT 1)에는 침수지

속시간이 과거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S)보다 최소 1시간, 최

대 5시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개 지점에서 평균적으로 

3.22시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2기간 (FUT 2)에는 침

수지속시간이 과거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S)보다 최소 1시간, 

최대 5시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개 지점에서 평균적으

로 3.72시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3기간 (FUT 3)에는 

침수지속시간이 과거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S)보다 최소 4시

간, 최대 9시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개 지점에서 평균

적으로 6.22시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24는 자료기간

에 따른 침수지속시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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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

(km)

Inundation duration (hr)

HIS_S HIS_NS FUT 1 FUT 2 FUT 3

23.8 19 21 22 22 24

23.6 21 23 24 24 25

21.6 16 18 19 19 21

15.4 3 7 8 8 12

15.2 3 7 8 8 12

15.0 3 7 7 8 11

14.8 3 7 7 8 11

14.6 5 8 9 9 12

14.4 4 7 8 8 12

14.2 5 8 9 9 12

14.0 5 8 9 9 12

13.6 5 9 9 10 12

8.8 16 18 18 19 21

5.8 22 24 24 25 27

5.6 25 26 26 26 29

5.4 20 21 21 24 24

3.4 11 13 13 14 16

3.2 14 16 17 17 19

* Distance from the outlet of the Cheongmicheon watershed

Table 5.21 Inundation duration of each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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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4 Inundation duration change of each scenario

라. 침수반경

Table 5.22는 과거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S)에 침수가 발

생한 총 18개 지점에 대하여 최대 침수반경을 나타낸 것이다. 과거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S) 침수가 발생한 18개 지점 모두에서 

과거 비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NS)를 비롯하여 미래 기간 

(FUT 1, FUT 2, FUT 3)에는 최대 침수반경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비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NS)에는 최대 침수

반경이 과거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S)보다 최소 0.25 m, 최

대 145.75 m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개 지점에서 평균적

으로 21.07 m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1기간 (FUT 1)에

는 최대 침수반경이 과거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S)보다 최소 

0.30 m, 최대 362.04 m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개 지점

에서 평균적으로 43.12 m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2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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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 2)에는 최대 침수반경이 과거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S)보다 최소 0.30 m, 최대 362.45 m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18개 지점에서 평균적으로 43.48 m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미래 3기간 (FUT 3)에는 최대 침수반경이 과거 정상성을 가

정한 경우 (HIS_S)보다 최소 2.68 m, 최대 599.26 m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개 지점에서 평균적으로 161.58 m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25는 자료기간에 따른 최대 침수반경의 변

화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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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

(km)

Maximum inundation radius (m)

HIS_S HIS_NS FUT 1 FUT 2 FUT 3

23.8 34.82 36.70 37.53 37.57 40.75 

23.6 43.95 47.35 47.98 48.00 50.39 

21.6 234.79 265.74 272.57 272.88 317.95 

15.4 11.93 29.71 30.89 30.95 366.67 

15.2 7.31 147.02 147.83 147.86 159.79 

15.0 0.70 2.18 7.75 7.78 208.88 

14.8 0.03 0.31 0.37 0.37 8.57 

14.6 0.46 1.06 1.18 6.19 7.54 

14.4 2.29 148.04 153.17 153.19 155.99 

14.2 1.08 2.83 363.12 363.53 433.73 

14.0 1.81 5.61 16.40 16.67 455.21 

13.6 2.16 10.20 10.80 10.82 372.37 

8.8 9.48 11.20 11.59 11.60 608.74 

5.8 139.76 152.96 155.22 155.36 175.24 

5.6 93.49 100.59 101.81 101.89 112.67 

5.4 71.39 72.39 72.56 72.57 74.07 

3.4 0.61 0.86 0.91 0.91 8.46 

3.2 1.94 2.44 2.53 2.53 9.33 

* Distance from the outlet of the Cheongmicheon watershed

Table 5.22 Maximum inundation radius of each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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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5 Maximum inundation radius change of each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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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침수위험도 평가

6.1 주성분 분석

Table 6.1과 Table 6.2는 본 연구에서 침수위험지표로 선정한 

침수면적, 침수심, 침수지속시간, 침수반경의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

하여 과거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S)의 침수위험지표에 대한 

주성분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4가지 침수위험지표에 

대한 주성분 분석 결과 제1성분의 분산 설명력이 84.1 %로 나타나 

단일 주성분으로서 침수위험지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주성분에서 침수위험지표 중 침수면적이 가장 큰 가중치 

(0.2778)를 가지며 침수면적, 침수심, 침수지속시간, 침수반경에 대

한 가중치 (성분점수 계수행렬)는 각각 0.2778, 0.2684, 0.2752, 

0.2690의 가중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침수위험지표 간에 가중

치의 큰 차이가 없이 유사한 정도로 분석되었다.

Component Eigenvalue Variance (%)
Cumulative 

variance (%)

1 3.363 84.084 84.084

2 0.555 13.867 97.951

3 0.051 1.269 99.220

4 0.031 0.780 100.000

Table 6.1 Initial eigenvalue and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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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undation risk 

indicator

Factor 

matrix

Square of 

factor 

matrix

Explanation 

power

Factor 

score 

coefficient 

matrix

Inundation area 0.9344 0.8730

84.1 %

0.2778

Inundation 

depth
0.9028 0.8150 0.2684

Inundation 0.9256 0.8568 0.2752

Inundation 

radius
0.9048 0.8186 0.2690

Table 6.2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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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과거 침수위험도 평가

침수위험지수는 하천단면자료가 구축된 123개 지점에 대하여 산

정하였으며 침수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8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침수위험지수 산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1구간은 청미천 하구로부터

의 거리가 24.6 km인 지점 (응천 합류점)부터 22.0 km인 지점까

지, 2구간은 21.8 km 지점부터 19.6 km 지점 (오갑천 합류 전)까

지, 3구간은 19.4 km 지점 (오갑천 합류점)부터 15.8 km 지점 

(설성천 합류 전)까지, 4구간은 15.6 km 지점 (설성천 합류점)부

터 13.2 km 지점 (관한천 합류 전)까지, 5구간은 13.0 km 지점 

(관한천 합류점)부터 11.8 km 지점 (삼승천 합류 전)까지, 6구간

은 11.6 km 지점 (삼승천 합류점)부터 8.8 km 지점 (금곡천 합류 

전)까지, 7구간은 8.6 km 지점 (금곡천 합류점)부터 5.2 km 지점

까지, 8구간은 5.0 km 지점부터 2.0 km 지점 (청미천 하구)까지를 

의미한다 (Fig.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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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 Schematic diagram for separated sections of the 

Cheongmicheon

Table 6.3은 과거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S)의 침수위험지

수 산정 결과를 8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구간별 침수

위험지수 평균값은 침수가 발생하지 않은 3구간과 5구간에서 0.00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삼승천이 합류된 6구간과 청미천 하구 부

근 (8구간)에서는 침수위험지수가 각각 0.10, 0.07로 상대적으로 

침수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미천(국가하천) 상류에 해

당하는 1구간 및 2구간과 설성천이 합류된 4구간에서 각각 0.24, 

0.13, 0.1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금곡천이 합류된 7구간

에서 0.37로 침수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간별 

침수위험지수 최댓값은 침수가 발생하지 않은 3구간과 5구간에서 

0.0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평균값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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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2 3 4 5 6 7 8

Average 0.24 0.13 0.00 0.17 0.00 0.10 0.37 0.07 

Max 1.68 1.61 0.00 0.31 0.00 1.43 2.29 1.01 

Table 6.3 Inundation risk index of HIS_S

Table 6.4는 과거 비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NS)의 침수위

험지수 산정 결과를 8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구간별 

침수위험지수 평균값은 침수가 발생하지 않은 5구간에서 0.0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삼승천이 합류된 6구간과 청미천 하구 부근 

(8구간)에서는 침수위험지수가 0.11로 상대적으로 침수위험도가 낮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미천(국가하천) 상류에 해당하는 1구간 및 

2구간과 오갑천이 합류된 3구간에서 각각 0.25, 0.16, 0.16로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설성천이 합류된 4구간과 금곡천이 합류된 

7구간에서 0.49, 0.41로 침수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구간별 침수위험지수 최댓값은 침수가 발생하지 않은 5구간에서 

0.0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평균값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ection 1 2 3 4 5 6 7 8

Average 0.25 0.16 0.16 0.49 0.00 0.11 0.41 0.11 

Max 1.88 1.88 1.68 1.81 0.00 1.63 2.49 1.20 

Table 6.4 Inundation risk index of HIS_NS

Table 6.5와 Fig. 6.2는 과거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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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NS)의 침수위험지수 평균값을 비교

한 것이다.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대비 비정상성을 가정한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침수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갑천이 합류

된 3구간은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침수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비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침수가 발생하여 침수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급곡천이 합류

된 7구간에서 침수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정상성

을 가정한 경우 설성천이 합류된 4구간에서 침수위험도가 크게 증

가하여 침수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청미천

(국가하천) 전 구간에 대한 침수위험지수는 과거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0.14, 비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0.22로 나타나, 비정상성을 가

정한 경우 침수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ection 1 2 3 4 5 6 7 8
Total

*

HIS_S 0.24 0.13 0.00 0.17 0.00 0.10 0.37 0.07 0.14

HIS_NS 0.25 0.16 0.16 0.49 0.00 0.11 0.41 0.11 0.22

* Average inundation risk index for entire section

Table 6.5 Average inundation risk indices of HIS_S and HIS_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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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 Comparison between average inundation risk indices of 

HIS_S and HIS_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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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미래 침수위험도 평가

Table 6.6은 미래 1기간 (FUT 1)의 침수위험지수 산정 결과를 

8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구간별 침수위험지수 평균값

은 침수가 발생하지 않은 5구간에서 0.0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삼승천이 합류된 6구간과 청미천 하구 부근 (8구간)에서는 침수위

험지수가 0.12로 상대적으로 침수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청미천(국가하천) 상류에 해당하는 1구간 및 2구간과 오갑천이 

합류된 3구간에서 각각 0.33, 0.16, 0.2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 설성천이 합류된 4구간과 금곡천이 합류된 7구간에서 

0.60, 0.42로 침수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간별 

침수위험지수 최댓값은 침수가 발생하지 않은 5구간에서 0.0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평균값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Section 1 2 3 4 5 6 7 8

Average 0.33 0.16 0.21 0.60 0.00 0.12 0.42 0.12 

Max 1.95 1.96 1.71 1.90 0.00 1.66 2.51 1.26 

Table 6.6 Inundation risk index of FUT 1

Table 6.7은 미래 2기간 (FUT 2)의 침수위험지수 산정 결과를 

8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구간별 침수위험지수 평균값

은 침수가 발생하지 않은 5구간에서 0.0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미천 하구 부근 (8구간)에서는 침수위험지수가 0.12로 상대적으

로 침수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미천(국가하천) 상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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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1구간 및 2구간과 오갑천이 합류된 3구간에서 각각 0.33, 

0.16, 0.2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설성천이 합류된 4구간, 

삼승천이 합류된 6구간, 금곡천이 합류된 7구간에서 각각 0.62, 

0.42, 0.44로 침수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간별 

침수위험지수 최댓값은 침수가 발생하지 않은 5구간에서 0.0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평균값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Section 1 2 3 4 5 6 7 8

Average 0.33 0.16 0.22 0.62 0.00 0.42 0.44 0.12 

Max 1.95 1.96 1.71 1.90 0.00 4.54 2.58 1.26 

Table 6.7 Inundation risk index of FUT 2

Table 6.8은 미래 3기간 (FUT 3)의 침수위험지수 산정 결과를 

8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구간별 침수위험지수 평균값

은 관한천이 합류된 5구간과 청미천 하구 부근 (8구간)에서 각각 

0.57, 0.35로 상대적으로 침수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

미천(국가하천) 상류에 해당하는 1구간 및 2구간과 오갑천이 합류

된 3구간, 설성천이 합류된 4구간에서 각각 0.97, 1.31, 1.65, 

1.4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삼승천이 합류된 6구간과 금

곡천이 합류된 7구간에서 각각 2.12, 1.82로 침수위험도가 가장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간별 침수위험지수 최댓값은 관한천이 합

류된 5구간에서 0.6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평균값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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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2 3 4 5 6 7 8

Average 0.97 1.31 1.65 1.41 0.57 2.12 1.82 0.35 

Max 2.27 3.30 4.29 2.47 0.66 5.63 4.71 1.19 

Table 6.8 Inundation risk index of FUT 3

Table 6.9와 Fig. 6.3은 과거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HIS_S)와 

미래 기간 (FUT 1, FUT 2, FUT 3)의 침수위험지수 평균값을 비

교한 것이다. 미래 기간으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침수위험도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갑천이 합류된 3구간 및 관한천이 합류된 

5구간은 과거 기간 침수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래 

기간 침수가 발생하여 침수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5구간은 미래 2기간까지 침수가 발생하지 않다가 미래 3기간

에 침수가 발생하여 침수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설

성천이 합류된 4구간은 미래 1기간부터 침수위험도가 크게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승천이 합류된 6구간은 미래 2기간부터 

침수위험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미천(국가하천) 

상류 (1구간, 2구간)와 하류 (7구간, 8구간)에서는 미래 2기간까지 

과거 기간과 유사한 정도의 침수위험도를 보이다가 미래 3기간부터 

침수위험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청미천(국가

하천) 전 구간에 대한 침수위험지수는 과거 정상성을 가정한 경우 

0.14, 미래 1기간 0.25, 미래 2기간 0.29, 미래 3기간 1.27로 나타

나, 미래 기간으로 갈수록 침수위험도가 증가하며 특히 미래 3기간

에 침수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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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2 3 4 5 6 7 8
Total

*

HIS_S 0.24 0.13 0.00 0.17 0.00 0.10 0.37 0.07 0.14

HIS_NS 0.25 0.16 0.16 0.49 0.00 0.11 0.41 0.11 0.22

FUT 1 0.33 0.16 0.21 0.60 0.00 0.12 0.42 0.12 0.25 

FUT 2 0.33 0.16 0.22 0.62 0.00 0.42 0.44 0.12 0.29 

FUT 3 0.97 1.31 1.65 1.41 0.57 2.12 1.82 0.35 1.27 

Averag

e
0.42 0.38 0.45 0.66 0.11 0.57 0.69 0.15 0.43

* Average inundation risk index for entire section

Table 6.9 Average inundation risk indices of each scenario

Fig. 6.3 Comparison between average inundation risk indices of 

each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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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침수특성 분석을 위하여 실측 강우자료 및 

RCP4.5 시나리오를 토대로 비정상성 빈도해석을 수행하고 지형자

료, 하천자료를 구축하여 유역 유출량 산정, 하천 수위 모의를 수행

하였으며, 침수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침수위험지표를 선정하고 각 

지표에 대한 표준화를 거쳐 주성분 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산정 및 

적용하여 침수위험지수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제수문학프로그램 (International Hydrological Programme; 

IHP) 대표 시험유역으로 운영 중이며 최근 집중호우에 의한 하천범

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는 청미천 유역을 대상으로 강우

자료, 지형자료, 하천자료를 구축하였다.

2. 실측 강우자료와 RCP4.5 시나리오를 적용한 모의 강우자료에 

대하여 편의보정, 경향성 검정, 정상성 검정 등 강우자료 통계분석

을 수행하였다. 과거 모의 강우자료는 과다 혹은 과소 모의되는 경

향을 나타냈으나, 편의보정 결과 실측 강우자료의 경향성을 보다 정

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RCP4.5 시나리오에 기반한 미

래 모의 강우자료는 과소 모의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편의보정 결

과 뚜렷한 증가 경향을 가지며 강우의 변동성 또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 자료기간 (1973년 ∼ 2100년)에 대한 연평

균강수량의 경향성 검정 결과, 유의수준 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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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가 경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평균강수량의 정상성 검

정 결과, 유의수준 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정상성을 갖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3. 연최대치계열 강우자료에 대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한 이동평균 

방법을 적용하여 비정상성 빈도해석을 수행하였다. 비정상성 

Gumbel 분포의 위치 매개변수 및 규모 매개변수 산정 결과, 미래 

기간으로 갈수록 극한강수의 크기가 증가하며, 극한강수의 변동성 

또한 점차 증가하여 특히 21세기 말에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비정상성 빈도해석을 통한 빈도별 확률강우량 산정 결과, 

미래 1기간 (2016년 ∼ 2040년; FUT 1) 및 미래 2기간 (2041

년 ∼ 2070년; FUT 2)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최댓값은 과거 

(1973년 ∼ 2015년; HIS_S) 3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 3기간 (2071년 ∼ 2100년; FUT 3)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최댓값은 과거 5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래 기간 확률강우량은 현재 국가하

천 설계빈도인 100년 ∼ 200년 및 농경지 하천제방 설계빈도인 

50년 ∼ 100년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HEC-HMS 모형의 보정 및 검정을 통해 적용성을 평가하고 

청미천 유역의 유출량을 산정하였다. HEC-HMS 모형의 보정 및 

검정 결과, 실측 강우사상에 따른 첨두유출량의 크기 및 경향성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HEC-HMS 모형을 통한 첨두유출

량 산정 결과, 미래 자료기간에서 첨두유출량은 과거보다 미래 1기

간 및 미래 2기간에는 첨두유출량이 각각 최대 19.41 %, 1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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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며, 미래 3기간에는 최대 47.30 %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미래 기간 첨두유출량은 미래 기간으로 갈수록 증가하며, 증

가하는 정도 또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HEC-RAS 모형을 이용하여 부정류 해석을 통한 하천 수위 

모의 결과를 토대로 미래 침수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하천 수위 

모의 결과, 하천 수위 상승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지점이 미래 기간

으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며 특히 미래 3기간에는 전체 123개 지점 

중 99개 지점에서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80 % 이상의 

지점에서 침수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침수특성 

분석 결과, 침수면적은 미래 기간으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며 특히 

미래 3기간에는 과거보다 침수면적이 6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침수심은 미래 1기간, 미래 2기간, 미래 3기간에서 과

거보다 각각 최대 0.6 m, 0.6 m, 1.4 m 증가, 침수지속시간은 각

각 최대 5시간, 5시간, 9시간 증가하며, 침수심은 각각 최대 

362.04 m, 362.45 m, 599.26 m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기간으로 갈수록 침수 피해의 범위 및 정도가 증가하며, 침수 피해

가 지속되는 시간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 침수면적, 침수심, 침수지속시간, 침수반경을 침수위험지표로 

선정하고 주성분 분석을 통해 침수위험지수를 개발하고 구간별 침

수위험도를 평가하였다. 침수위험지표 가중치 산정 결과, 침수면적, 

침수심, 침수지속시간, 침수반경은 단일 주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으

며 각각 0.2778, 0.2684, 0.2752, 0.2690의 가중치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나, 침수위험지표 간에 가중치의 큰 차이가 없이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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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분석되었다. 청미천(국가하천) 전 구간에 대한 침수위험지수

는 과거 0.14, 미래 1기간 0.25, 미래 2기간 0.29, 미래 3기간 

1.27로 나타나, 미래 기간으로 갈수록 침수위험도가 증가하며 특히 

미래 3기간에 침수위험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간

별 미래 침수위험도는 설성천이 합류된 4구간, 삼승천이 합류된 6

구간, 금곡천이 합류된 7구간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산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상성 기반 강우빈도해석을 통해 미래 확률강우

량 변화를 분석하고 주성분 분석을 통해 미래 침수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미래 확률강우량은 현재 국가하천 설계빈도 및 농경지 

하천제방 설계빈도를 크게 초과하며 특히 미래 3기간에는 과거 

5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침

수위험지수는 미래 기간으로 갈수록 과거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근 지방2급하천 합류에 따라 일부 특정 구간

에서 침수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는 수공구조물 설계 및 개수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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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uture inundation risk assessment for the 

Cheongmicheon watershed considering 

non-stationarity of precipitation
Ryu, Jeonghoon

Major in Rural Systems Engineering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long with climate change, it is reported that the scale and 

the frequency of extreme climate events (e.g. heavy rain, 

typhoon, etc.) show unstable tendency of increase. In case 

of Korea, also, the frequency of heavy rainfall shows 

increasing tendency, thus causing natural disaster damage in 

downtown and agricultural areas by rainfall that exceeds the 

design criteria of hydraulic structures.

In order to minimize natural disaster damage, it is 

necessary to analyze how extreme precipitation event 

changes under climate change. Therefore a new design 

criteria based on non-stationarity frequency analysis is 

needed to consider a tendency of future extreme 

precipitation event and to prepare countermeasur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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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change. And a quantitative and objective risk 

assessment could be a key to preparing countermeasures to 

climate change impact.

In this study, non-stationarity frequency analysis were 

performed and inundation risk index via inundation 

characteristics (e.g. inundation area, inundation depth, 

inundation duration, and inundation radius) were assessed.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future probable rainfall 

could exceed the existing design criteria of hydraulic 

structures (rivers of state: 100yr ∼ 200yr, river banks: 

50yr ∼ 100yr) reaching over 500yr frequency probable 

rainfall of the past. Inundation risk index showed higher 

value in the future compared to the past, especially in 

sections with tributary stream inflow.

The study findings are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s to 

analyze future inundation damage and to establish 

management solutions for rivers with inundation risks.

Keywords : Non-stationarity frequency analysis, Inundation 

risk, RCP scenario, HEC-HMS, HEC-RA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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