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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분산형 저류시설이란 내수침수와 외수침수 피해를 모두 예방하는 유역의

종합적인 활용을 통한 차세대 도시홍수 방어대책을 의미한다. 이는 유역

출구의 단일목적의 집중형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유역 내에 학

교, 공원 등의 공공시설 등에 유역의 강우를 일시적으로 저류시킬 수 있

는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산형 저류지가 가진 많은 장점

에도 불구하고 분산형 저류지에 홍수조절 특성에 관한 많은 연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에 분산형 저류지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하여 분산형

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에 관한 증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

라서 분산형 저류지와 집중형 저류지 설치에 따른 홍수저감 효과의 차이

를 분석하고, 분산형 저류지의 수와 홍수저감 효과에 관한 정량적인 연

구 결과를 비교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류지를 분산하여 설치한 경우와 집중형으로 설

치한 경우의 홍수조절 효과를 비교하였다. 홍수저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

하여 저류지의 종류를 지체저류지와 보유저류지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에

대하여 분산형 저류지와 집중형 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를 비교 분석하

였다.

분산형으로 설치된 지체저류지의 홍수조절 특징은 여러 개의 지체저

류지가 구성하는 연결상태에 따라 홍수조절 효과가 크게 변동하는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지체저류지의 연결상태를 직렬연결 상태와 병렬연결

상태로 나누고 분산형으로 설치된 저류지의 수가 증가함에 따른 홍수저

감 효과의 변화를 모의하였다. 지체저류지의 홍수조절 효과를 모의하기

위하여 계획모형과 저류함수가 사용되었으며, 무차원 수문곡선을 사용하

여 다양한 유역형상과 강우의 변동성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홍수저감

측면에서 집중형 지체저류지를 하도외 방식으로 설치할 경우 효율이 가

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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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저류지는 지체저류지와 달리 강우가 발생하면 그 유역에서 발생

한 모든 유출량을 침투를 통하여 처리하게 된다. 보유저류지의 홍수조절

능력은 저류지가 설치된 유역에서 발생하는 총 유출량과 높은 상관관계

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강우의 공간적 분포는 보유저류지의 홍수조절

효과를 결정하는 주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우의 공간적 불균일을 고

려하여 분산형 보유저류지와 집중형 보유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를 비교

하였다. 연구에서 공간의존성과 공간이질성 지표를 사용하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과 촐레스키 분해를 통해 공간적 불균일을 가지는 강우시나리

오를 생성하였다. 강우가 공간적으로 균일할 경우에는 보유저류지를 분

산형으로 설치하여도 집중형 보유저류지와 비교하여 홍수저감 효과의 차

이가 없었지만, 강우가 공간적으로 불균일할 경우에는 집중형 보유저류

지와 비교하여 분산형 보유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가 감소하였다. 또한,

강우가 공간적으로 뷸군일할수록 보유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는 감소하

였으며, 불균일의 정도가 같더라도 보유저류지의 수가 늘어날수록 홍수

저감 효과가 감소하였다.

본 연구방법은 아직까지 국내에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었던 보유저류

지와 지체저류지의 개념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각각의 저류지의 특징에 따라 홍수저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적용하여 연구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추후 보유저류지의 홍수조절 효과를 평가하거

나 저류지를 활용한 수자원관리와 계획수립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지체저류지, 보유저류지, 저류지 연결상태, 강우의 공간적 불균일

학 번: 2011-2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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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류지 용량(volume of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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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standard deviation of a frequency distribution

at-site)

 번째 단위유역 강우 확률변수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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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of  )



- xiv -

 지역적 강우 확률변수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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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 배경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층의 증가와 이에 따른 유역의 침투능력 감소

때문에 도시유역에서 강우가 발생하면 도시화 전과 비교하여 유출량이

증가하게 된다. 도시유역에 우수분담 시설이 미설치된 경우 증가한 유출

량은 하류 유역에 침수피해를 증가하게 된다. 또한, 최근 이상강우의 발

생이 증가하고 강우의 지역적 집중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홍수방어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다면 도시유역의 침수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도시유역의 침수원인은 크게 외수피해와 내수피해로 구분된다. 외수

피해는 하도의 유출량이 자연 또는 인공의 제방을 월류하거나, 제방이

붕괴하여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내수피해는 배수로, 하수도,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의 내수배제능력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도시 빗물

배수관, 압력류, 월류 또는 표면체수로 인한 홍수피해를 의미한다. 최근

에 완공된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인 4대 강변의 제방을 보

강하고, 강바닥의 준설을 통해 홍수위를 저하하여 외수범람에 의한 홍수

피해 저감에 이바지했지만, 근래에 발생한 홍수피해 중 내수범람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인 것을 고려할 때 내수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새로운 홍

수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내수 침수피해의 예방대책으로서 배수관로의 신설 및 확장, 유수지

및 펌프장의 신설을 권고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기후의 불확실성과 기존

배수 시스템의 전체적인 교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최근에는 유역의 침투능력과 우수 분담능력

을 증가시켜, 첨두유량을 감소시키고 첨두유량 도달시간을 지연시키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이 선호되고 있으며 이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저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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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역 내에 분산하여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김지태 와 김영복, 2004).

유역에 분산형 저류지를 설치하는 과정은 우선 유역의 수문해석을 통

하여 하도 및 기존 저류지의 유출 분담량을 파악하고, 유역에서 분담할

유출량을 결정한 후 해당 유출 분담량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의 저류

지를 설치하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저류지가 유역에 설치되면 그때마다

유역의 유출특성이 변화하게 되면서 기존의 설치되어있던 저류지의 홍수

저감 효과 역시 크게 달라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Ormsbee et al.

1984).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아직까지 국내에는 분산형 저류지에

관한 명확한 설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분산형 저류지의 홍수

조절 효과에 관한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분산형 저류지에 관한 연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에 분산형 저류

지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하여 분산형 저류지의 홍수조절 효과에 관한 증

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분산형 저류지와 집중형 저류

지 설치에 따른 홍수조절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고, 분산형 저류지의 수

와 홍수조절 효과에 관한 정량적인 연구 결과를 비교 제시할 수 있는 연

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홍수조절 방식인 집중형 저류지와 새로운 홍수

조절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산형 저류지의 홍수조절 효과를 비교 분

석하였다. 연구에서 저류지를 종류에 따라 재분류하고, 각각의 홍수조절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를 모색하였다. 다음으로 주요인자를 바탕으

로 분산형 저류지와 집중형 저류지의 홍수조절 효과를 모의하고 그 결과

를 바탕으로 두 저류지의 차이점을 홍수조절 측면에서 일반화하였다.

지체저류지를 분산형으로 설치할 때 분산형 지체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는 지체저류지의 연결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그 연결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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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직렬과 병렬로 연결된 형태로 단순화하고, 각각의 연결상태에 따른

홍수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반면에 보유저류지는 지체저류지와 달리 저류지의 연결상태와 상관없

이 각각의 저류지로 유입되는 총유량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Ormsbee et al. 1984). 따라서 강우가 공간적으로 균일하지 않

을 경우 저류지로 유입되는 유입량이 급변하게 되므로 보유저류지 홍수

조절 효과는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공간적으로 불균일한 강우를 모의하

여 집중형 보유저류지와 분산형 보류저류지읠 홍수조절 효과를 비교 분

석하였다.

분산형 저류지의 설치는 배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배수능력 감소,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층 증가,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적 집중 호

우 증가 등과 같이 내수침수 피해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 때문에 그

필요가 점차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분산형 저류지의 설

치에 따른 홍수저감 효과에 관한 이해를 높여 그 활용을 증가시키고, 연

구결과를 통하여 분산형 저류지에 설계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기존의 보고서와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저류지

를 종류별로 재분류하고 그 홍수저감 특징과 함께 해당 저류지와 관련된

연구동향을 정리하였다. 2장 마지막에서는 연구동향을 바탕으로 본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분산형 지체저류지의

연결상태에 따른 홍수저감 효과를 모의하고, 홍수저감 효과를 고려한 분

산형 지체저류지의 설계방안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강우가 공간적으

로 불균일하게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각각의 원인에 의한 공간 강우

시나리오를 모의하였다. 다음으로 모의한 공간 강우시나리오를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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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보유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는 본 연구의 결론 및 향후 연구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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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저류지의 분류 및 선정

도시화로 인하여 불투수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유역이 본래 가지고 있

던 홍수저류 기능이 저하되게 된다. 따라서 홍수가 발생하면 도시화 이

전과 비교하여 첨두유량 도달시간이 단축되고 유출 총량과 첨두유량이

증가하여 도시지역의 홍수피해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기존의 하천개수

등 치수시설의 정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유역의 유수기능을 확보하고 적

정한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등 유역의 전반적인 저류능력을 높이는 치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분산형 저류지의 설치는 유역 출구의 단일목적의 저류지 설치뿐만 아

니라 유역 내에 학교 공원 등의 공공시설 등에 유역의 강우를 일시적으

로 저류시킬 수 있는 저류지를 설치함으로써 유역 내에 내수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하도로 유출되는 유량을 조절하여 하류 유역에 홍수피해를 예

방하는 유역의 종합적인 활용을 통한 차세대 도시홍수 방어대책으로 주

목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보고서와 논문에서 저류지를 용도에 따라 표준화하여

구분하지 않고 연구자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저류지를 구분하고 있어

분산형 저류지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기반이 아직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 그 예로 국내에 많은 보고서에서 지체저류지(detention storage)

와 보유저류지(retention storage)에 구분 없이 모두 저류지로 해석하고

있으며 또한 하도 외 저류(Off-line)과 유역 외 저류(Off-site) 그리고 하

도 내 저류(On-line)과 유역 내 저류(On-site)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독자에게 혼돈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분산형 저류지에 관한 설

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류지와 관련된 용어들을 홍수조절 특징에

따라 재 명명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루게 될 보유저류지와 지체저류지는 국내에서 모

두 저류지로 분류하지만, 두 개의 저류지의 유출특성이 명백히 달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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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에 따라서 설계방법과 설계목적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존에 발행된 관련 보고서와 외국서적을 참고하여 저류지

를 홍수조절 특징에 따라 재분류 하고 그 이름을 재 명명 하였다(Fig.

2.1 참조). 다음으로 본 장에 마지막에서 본 연구를 위한 저류지의 형식

을 선정하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1 유출 방식 설계에 따른 분류

저류지의 규모가 동일할 경우 저류지의 홍수조절 효과를 결정하는 가

장 큰 요인은 저류지로 유입된 유출량을 언제 얼마만큼 방류할 것인가이

다. 저류지로 부터 방류되는 유출량은 저류지가 설치된 하류지역의 홍수

위험이 높으면 그 양을 줄이고, 하류지역의 홍수 위험이 낮으면 그 양을

늘려 추후에 발생 가능한 홍수를 저류할 수 있는 저류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2.1절 에서는 저류지를 유출 방식에 따라 지체저류지,

보유저류지, 조절저류지, 침투저류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저류지의 특징

과, 해당 저류지와 관련된 연구동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Fig. 2.2 참조).

2.1.1 지체저류지(detention storage)

지체저류지란 가장 일반적인 저류지의 형태로 저류지의 저류량에 따

라 유출량이 결정되는 저류지이다. 저류지의 단면 형태를 단단면, 혹은

다단면으로 설계하여 유출량을 조절할 수 있다. 저류지 설계를 위하여

홍수추적 방법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적절한 수위-유출 곡선은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저류지 단면의 형태나 위어 및 오리피스의 크기

등을 설계하게 된다.

지체저류지의 홍수조절 특징은 홍수기간 내에 지속적인 유출이 발생

한다는 것이다. 유역 출구에 유역 외 저류방식으로 하나의 저류지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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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지 않고, 유역 내 저류방식으로 여러 개의 분산형 저류지를 설치할

경우 그 설계위치와 규모에 따라 유역 출구의 수문곡선이 급변하게 된

다. 따라서 지체저류지를 유역 내에 무계획적으로 설치할 때 하류 지역

에서 발생한 유출과 유역 내 저류지를 통해 방류된 유출량의 첨두값이

중첩되어 하류 지역에 예상치 못한 홍수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Ormsbee et al. 198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산형 지체저류

지를 설계할 경우 하류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화 모형을 적용

하여 분산형 저류지의 최적 규모와 위치를 결정하였다.

Mays and Bedient(1982)는 실질적인 분산형 저류지의 네트워크를 고

려한 최적화 방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적 계획법을 이용한 방법을 적

용하였다. Bennett and Mays(1985)는 기존의 Mays and Bedient가 개발

한 모형을 각각의 소유역에 대해서도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확장하는 방

안을 제시하였으며, Taur et al.(1987)의 연구를 통하여 Mays and

Bedient가 개발한 최적화 모형이 오스틴 유역에 있는 Walnut Creek

watershed에 적용할 때 적합함을 보였다. Papa and Adams(1997)와

Behera et al.(1999)은 통계학적인 모형을 통하여 분산형 저류지의 최적

위치 및 규모를 설계하였으며, Yeh and Labadie(1997)은 연속적인 동적

계획법 유전학적 모형을 적용하여 다목적 분산형 저류지의 설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모형을 계발하였다. Harrell L.J. et al.(2003)은 역시 유

적학적 모형을 적용하여 분산형 저류지 위치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연구

하였고, Zhen et al.(2004)은 반복계산을 통하여 분산형 지체저류지의 최

적 위치와 최적 규모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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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보유저류지(retention storage)

보유저류지란 저류지로 유입되는 홍수량을 강우기간 동안 보유하였다

가, 홍수기가 끝난 후에 방류하는 형태의 저류지이다. 보유저류지의 예로

는 그 규모가 작고 유역 내 유출을 분담하기 위해 설계되는 빗물저장시

설 및 건물지하 저류방식의 저류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유저류지는

따로 방류시설이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홍수기간이 끝난 후에 저류지에

보유하고 있는 저류량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펌프를

사용하여 배수하거나 이수적인 목적으로 수자원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저류지의 저류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보유저류지의 홍수조절 특징은 저류지로 유입된 유량만큼 그 유역에

서 발생한 유출량의 홍수조절 효과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 홍수조절 효과

가 각각의 저류지의 규모와 위치와 상관없이 설치된 보유저류지의 총량

과 동일하다고 보고 있다(Travis and Mays, 2008). 따라서 보유저류지를

분산형으로 설치하는 방법은 그 홍수조절 특징으로 인하여 지체저류지의

분산형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Travis and Mays, 2008).

지체저류지의 홍수저감 특징은 설계 변수들에 의하여 크게 달라지는

반면, 보유저류지는 식생과 토양상태 그리고 저류지가 설치된 지형적 특

징들에 따라 홍수저감 특징이 달라진다(Schoor, 1994). 따라서 보유저류

지의 최적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보다는 저류지 설치 지점의 지형학적 특

징에 따라 보유저류지를 구분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Cabiener et

al.(1995)는 보유저류지를 계측적 분류 방법을 사용하여 식생의 분포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최근에는 생물학적 지표들을 사용하여 보유저류지를

구분하였다(Scholz, 2006).

보유저류지를 분산형으로 설계하는 방법은 설계과정에서 각각의 저류

지의 규모와 위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지체저류지보다 간단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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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최적화 방법이 적용되었다. Travis and May(2008)는 저류지의 총

용량과 해당 유역에서 계획강우량이 같다면 같은 홍수저감 효과를 보인

다고 가정하고, 보유저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설치 가능지역의 지가와

저류지 건설비를 고려하여 총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류지 설계방법

을 동역학적 프로그램을 통하여 선정하였다.

이처럼 분산형 보유저류지의 홍수저감 특징은 그 총 규모와 선형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존에 실험결과들이 강우가 공간적으

로 균일하다고 가정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으므로, 강우가 공간적으로

균일하게 발생하지 않을 때 홍수저감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질

적으로 소유역에서 발생한 수문곡선이 첨예하고 짧은 기저시간을 갖지

만, 전체유역 출구에서 발생하는 수문곡선은 소유역에서 발생한 유출량

들이 서로 지체되고 중첩되어 완만하고 긴 기저시간을 가지는 수문곡선

이 발생한다. 따라서 강우의 변동성이 증가할수록, 소규모의 저류지로 유

입되는 유입량이 급변하게 되므로 보유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 역시 크

게 변화할 것이다.

2.1.3 조절저류지(regulating storage)

조절저류지란 저류지로부터 유출되는 방류량을 임의의 조작을 통하여

조절할 수 있는 형태의 저류지이다. 방류량 조절을 위하여 인위적인 조

작이나 계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댐이나 생

활용수나 관계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이수용 저류지에 적합한 형태이다.

저류지 운영시스템이란 저류지의 방류량, 저류용량 및 발전용량 등의

비용-편익의 관계에 대하여 최적화 등 저류지 자체 운영 목적에 따라

최적화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정재학, 2008) 저류지로부터 유출되는 방류

량을 동역학적 프로그램이나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방류량을 최적

화하여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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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침투저류지(infiltration storage)

침투저류지는 일정량의 강우량에 대하여 저류지를 구성하는 토양의

침투능력에 따라 침투가 발생하고, 침투능력을 넘어서는 나머지 강우량

에 대하여 유출이 일어나는 저류지이다. 침투저류지는 빈도가 낮은 강우

에 대하여 홍수저감 효율이 높지만, 빈도가 높은 강우에 대해서는 홍수

저감 효율이 높지 않다(Holman-Dodds et al. 2003). 지체저류지의 경우

그 설치 목적이 첨두유량을 감소시키고 첨두유량 발생시간을 지체시켜

홍수피해를 저감하는 반면에, 침투저류지는 침투를 통하여 발생한 유출

의 총량을 조절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설치목적은 유출 총량을

제어하는 보유저류지와 유사하다. 따라서 강우강도에 따라 그 홍수저감

효과는 다르지만, 모든 강우사상에 대하여 홍수저감 효과를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유역의 우수유출 저감을 위하여 침투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심재현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에 걸쳐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시범유역에 설치하고 저감

효과의 실측을 통하여 유역 침투능력의 증대를 통한 홍수조절 효과를 분

석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저류시설기준을 검토하여 그 설계

기준을 마련하였다(심재현, 1998-2002). 최근에는 국립방재연수원에서 기

존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기준 개정(안)을 개발하고 설계기준안을

수립하였다(국립방재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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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저류지(detention storage)

유입방식 보유저류지(retention storage)

조절저류지(regulating storage)

침투저류지(infiltration storage)

저류지

On-line 방식

유출방식

Off-line 방식

Fig. 2.1 Classification of storages based on hydrologic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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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체저류지 (b) 보유저류지

(c) 조절저류지 (d) 침투저류지

Fig. 2.2 Outflow based on a type of stor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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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입 방식에 따른 분류

저류지의 홍수저감 특징은 주로 저류지의 방류량에 따라서 달라지지

만, 저류지로 유입되는 유량에 따라서도 그 홍수저감 효과가 달라진다.

Diskin and Kesseler(1992)는 지체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

하여 병렬로 연결된 지류를 만들고 그중 하나에 지류에 저류지를 설치하

는 방안을 제안하였다(Fig. 2.3 참조). 이는 기존의 하도의 흐르는 물이

저류지로 모두 유입되었던 것과 다르게 저류지로 유입되는 유입량을 유

입량 조절시설을 통하여 저류지로 유입되는 유량을 하도를 흐르는 유출

총량에 1/3-2/3 수준으로 저감하는 방법이다. 연구 결과 같은 규모의 저

류지를 설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에 흐르는 모든 유량이 저류지로

유입될 때보다 저류지로 일부의 유량만이 유입될 경우 홍수저감 효과가

더 우수함을 보였다. 위와 같이 하도의 모든 유량이 저류지로 유입되는

방식을 하도 내 방식(On-line)하고, 하도의 유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위

어와 오리피스를 설치하여 하도를 흐르는 일부 유량만을 저류지로 유입

시키는 방식을 하도 외 방식(Off-line)이라 한다. 국내에서도 유입 방식

이 다른 두 개의 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하도 외 방식을

따르는 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가 뛰어남을 입증하였다(최은혁, 2006).

2.2.1 하도 내 방식(On-line)

하도 내 방식은 하도를 통과하는 유입량 전부가 저류지를 통과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저류지의 용량이 유입량 전체를 지체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 외 방식과 비교하여 홍수조절 효과가

크지 않다. 따라서 하도 내 방식 저류지를 설치하여 원하는 홍수조절 효

과를 얻기 위해서는 저류지가 유입량 총량을 지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로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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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하도 외 방식(Off-line)

하도 외 방식은 하도에 유입량을 분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하

도를 통과하는 유입량 중 일부만을 저류지에 유입시키는 방식이다. 하도

외 방식의 저류지는 하도를 흐르는 유량 중 일부 유량만을 저류지로 유

입시키기 때문에 설치되는 용량과 대비하여 홍수저감 효과가 뛰어나 국

내에 대부분의 홍수저감용 저류지의 설계방법으로 적용되어있다. 저류지

로 유입되는 유입량은 하류에서 수용할 수 있는 설계홍수량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만약 유역에서 설계홍수량을 넘어서는 유출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유출량은 위어나 오리피스와 같은 유입량 조절시설을 통하여 저류

지로 유입되게 된다. 하지만 하도 외 방식 저류지는 일정 설계빈도를 넘

어서는 유출이 발생할 때에만 저류지가 홍수조절 기능을 가지게 되므로,

저류지의 사용빈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하도 외 방식 저

류지는 홍수저감 효과와 같은 하나의 목적만을 위하여 설치하기보다는

여가시설 확보 또는 비점오염원 제거와 같은 두 가지 이상의 목적을 겸

하는 겸용저류지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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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On-line versus Off-line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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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설계 위치에 따른 분류

우수저류지 설치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하류로 방류되는 유량을 조절

할 목적으로 유역의 말단부에 설치하는 유역 외 저류시설(Off-site)과 유

역 내에 내린 강우를 우수 관거, 유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하기 전에 일

시적으로 저류시켜 유출을 저감하는 유역 내 저류시설(On-site)로 분류

된다(Fig. 2.4 참조). 유역 외 저류시설은 대부분 유역 출구의 단일 규모

로 계획되기 때문에 그 저류 용량이 크고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한다. 따

라서 상대적으로 저류지 용량대비 더 높은 저류효과를 보이는 하도 외

저류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하도 외 저

류방식(Off-line)과 유역 외 저류방식(Off-site)을 구분하지 않고 두 용어

모두 하나의 설계방법을 지칭하는 것처럼 혼용해서 사용하였다. 본 논문

에서는 저류지와 관련된 기존 보고서를 참고하여 저류지를 설계 위치에

따라 분류하고 해당하는 저류시설의 종류와 특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심재현; 1999, 김지태 와 김영복; 2004).

2.3.1 유역 내 저류(On-site)

유역 내 저류는 강우의 이동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비가 내린 그

지역에 우수를 저류하는 방식으로 토지의 이용계획에 있어서 녹지나 시

설 등에 내린 비를 저류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처럼 소규모의

유역 내 저류시설은 면적당 저류 가능량이 유역 외 저류시설과 비교하면

높지 않으나, 이미 개발된 시가지에서 존재하는 공간을 이용하여 우수를

일시 저류 시킬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유역 내 저류시설은 토지

이용이 집약적인 방법으로 시가지가 복잡하여 조정지를 새로 건설하여

우수유출을 저감시키는 방법이 어려울 경우 기존의 존재하는 공간을 이

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토지이용 면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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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차원에서도 유리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역 내 저류시설의 종류에

는 건물 간, 주차장, 학교, 공원 및 지붕저류 등을 들 수 있으며 각각의

저류한계수심은 Table 2.1과 같다.

(1) 건물 간 저류

연립주택 및 건물사이 공간을 저류시설로써 이용하는 경우는 긴

급차량의 진입, 건축물의 보호, 아동에 대한 안전대책 및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배려하여 저류가능용량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2) 주차장 저류

주차장 저류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자동차의 브레이크 장치가 잠

기지 않도록 하고, 우수를 저류시킴으로 인해 주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비교적 사용 빈도가 낮은 부분에 시행하여 이용자들이

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양할 부분의 높이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3) 공원 저류

공원, 녹지 등을 저류시설로써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원의 기능,

이용자의 안전 대책, 경관 등을 배려해서 저류장소 및 저류가능용량

을 설정한다. 비교적 규모가 큰 택지개발지구에서 만들어진 공원의

종류는 근린공원과 아동공원이 있다. 아동공원은 아동이나 유아에

대한 안정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형태는 얕은 굴착식을 원칙으로 하

는 등 그 형태 결정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아동공원 저류는 저류시

설의 규모가 작고 다른 지역의 우수를 집수하기는 어렵다. 이와 다

르게 근린공원은 유효수심을 크게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운동장을 포

함한 구조가 가능하므로, 치수효과가 크게 기대되며 다른 지역의 우

수량 또한 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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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 저류

학교, 유치원 등의 옥외운동장을 저류시설로써 이용하는 경우에

는 아동, 육아에 대한 안정성을 배려하여 이용수심, 저류가능용량을

설정하도록 한다. 교정저류는 교정전체에 우수를 저류하는 방식으로

구조는 수심이 얕은 굴착식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 운동장 저류의

경우 침수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체육수업 등의 지장을 초래

하므로, 강우 종료 후에는 신속히 기능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운동장 흙입자가 세분되는 것을 방지하며 배

수가 좋은 장소를 선택함과 동시에, 운동장에 배수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주차장 저류와 같이 강우로 인한 침수피해

를 줄이기 위하여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위해 보행로를 높이는 것

이 중요하다. 이처럼 학교 운동장 저류의 경우 교육시설로 본래 기

능을 파괴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시설의 점검이나 청소 등의 적절한

관리 외에도 우수유출 조절기능에 관한 관리 역시 필요하다.

(5) 지붕 저류

연립주택 등의 옥상을 저류시설로써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붕 방

수 및 건축물의 기본 구조도의 영향을 배려해서 저류가능 용량을 설

정하도록 한다. 도시지역의 지붕에 내린 강우는 바로 집수되어 관수

로로 빠르게 배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배수방법은 단기

강우에는 효과적이지만 강우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배수되는 우

수의 중첩으로 인해 첨두유량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지붕에 저류

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시지역의 불투수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 발생하는 유효우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우수저감

방법이다. 지붕의 저류특성은 특히 도시형 홍수에 큰 피해를 입는

고밀도 시가화 지역에 대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고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되

므로 외관상의 문제와 어린이들의 안정성의 문제도 없는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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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3.2 유역 외 저류(Off-site)

유역 외 저류는 유역 출구에 저류지를 설치하여 하류 지역에 홍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되는 저류지의 형태로 유출되는 우수를 유역 말단

에 집수, 저류,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목적 유수지, 치수녹지

및 방재조절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저류시설은 우수유출량을 일괄

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류 가능량이 높고, 기술적으로도 배수 계획상

의 신뢰성이나 안전도가 높은 유출 억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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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지 다목적유수지

유역 외

저류

방재조절지

방재조절(정)지 우수저류시설

하수도우수조정지

우수유출

억제시설

대규모 택지개발

조정지

유역저류시설 공공,공익 시설용지에서의 저류

유역 내

저류
공공 주택 단지에서의 저류

단독주택저류지 단독주택의 정원에서의 저류

Fig. 2.4 Classification of type of storm water reservoir(심재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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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저류시설 저류한계수심(cm)

집합주택 건물간저류 30

주차장 주차장저류 10

초등학교

운동장저류

30

중학교 30

고등학교 30

아동병원
공원저류

20

근린, 지구공원 30

건물간, 지붕 지붕저류 10-15

Table 2.1 Limit water depth based on storm water reservoir(심재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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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그 외 분류기준

2.4.1 용도에 따른 분류

저류지는 그 용도에 따라 전용저류지와 겸용조정지가 있다. 전용저류

지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설치된 저류지를 말하며 저류지의 대표적인 기

능으로는 홍수기에 유출량을 제어하는 우수조절용 저류지, 발생한 유출

량을 저류시켜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수질관리용 저류지, 그리고 용수

공급과 지하수위 회복을 위한 이수용 저류지가 대표적이다. 홍수저감용

저류지의 경우 홍수기를 제외하고 사용 빈도가 높지 않아 2가지 이상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겸용조정지의 설치가 많다.

가. 전용저류지

(1) 우수조절용 저류지

우수조절용 저류지는 홍수를 조절하는 일종의 지체 댐으로 상류

에서 발생한 홍수량을 하도 내에서 저류하여 홍수파의 진행을 지체

시켜 첨두유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2) 수질관리용 저류지

수질관리용 저류지는 유출시 발생하는 비점 오염원 제거에 그 목

적이 있다. 강우유출시 유출량에는 많은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으

며 이를 저류시키지 않고 바로 본류로 합류할 경우 정수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저류지에서 강우시 발생한 유량

을 저류시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3) 이수용 저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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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저류지는 관개용수공급용 저류지가 대

표적이다. 이수용 저류지는 발생한 유출량을 저류지에 보유하다가,

수요가 발생하면 이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과도한 지하

수의 사용으로 낮아진 지하수위를 회복하기 위한 이수용 저류지의

설치도 활발히 계획되고 있다.

나. 겸용저류지

(1) 천변 저류지

천변 저류지는 홍수를 조절하는 일종의 지체 댐으로 상류에서 발

생한 홍수량을 하도 내에서 일부 저류하여 홍수파의 진행을 지체시

켜 첨두유량을 감소시킨다. 천변저류지의 경우 저류지로의 유입은

일정 수위를 넘는 유출량에 대해서만 저류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상시 저류지에 비하여 생태환경의 변화가 적으며, 이수기에는 저류

지 공간에 대한 활용이 가능하다.

(2) 연못저류

지표면에 설치되는 저류지로 상시 저수하며, 비교적 대용량으로

그 크기는 작은 호수나 공원 등의 연못에 가깝다. 시설의 설계는 지

가, 자연상황, 공간의 이용가치, 경관, 지형, 기후, 그 외의 지역특성

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주로 수경 및 여가시설로써 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변을 즐기는 사람들의 안정성을 유의할 뿐 아니라 수질

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저류

지하저류는 우수저류시설을 지하에 설치한 것으로 이수기에는 지

하부를 주차장, 공원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다가 홍수기에 유출을

저류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이는 대규모 저류지를 설치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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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가 비싼 시가지에 적용되며, 홍수예방을 목적으로 기존 건물 주

차장이나 공공용지의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하게 된다.

2.4.2 오염물질 제거방식에 따른 분류

저류지는 홍수를 예방하여 손실을 줄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유출로 인

해 발생하는 비점 오염원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저류지는 오염물질

제거방식에 따라 보통 건식저류지, 확장된 건식저류지 및 습지로 나누어

지며,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건식저류지(dry detention)

건식저류지는 우기시의 유출을 저류하는 저류지이다. 일반적으로

홍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유량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비

점 오염원을 제거하는데는 크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건식저류지는

저류시간이 짧기 때문에 대부분 미립자의 오염물들이 유출로 인해

가라앉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고, 바닥에 가라않은 것도 우기시

아주 쉽게 떠오른다. 건식저류지의 오염물 제거효과는 모든 오염물

질에 대해 평균적으로 약 0-2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 확장된 건식저류지(extended dry detention)

지체방류방식으로 건식저류지의 방류구조를 바꾼 형식이며, 도시

우수유출제어를 위한 최적관리수단의 하나로써 1년 빈도와 같이 작

고 빈번한 우수를 대상으로 설계하는 방안이다. 확장된 건식저류지

의 오염물제거효과는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유출수가 저

류되는 가에 의해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부유물질과 같은 미립자의

오염물에 대해서는 40-70% 정도의 높은 제거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영양물질 등과 같은 용존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제거효과가 아주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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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 습지(wet detention)

습지는 물을 영구적으로 보유하며 미립자의 오염물질이 가라앉도

록 하고, 용존 오염물질 등을 생물학적 제거 혹은 다른 감소과정을

통해 없애도록 하는 저류지이다. 습지의 부유물질에 대한 제거효과

는 50%-90%이며, 영양물질에 대해 40-60%, 아연에 대해 40%-45%

라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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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저류지 형식의 선정과 연구 방법 및 범위

저류지는 방류량 조절방식에 따라 지체저류지, 보유저류지, 조절저류

지, 침투조절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저류지의 특징을 정리하면 Table 2.2

와 같다. 저류지는 그 홍수 조절 특징에 따라 크게 유역 외에 설치하여

하도의 유출을 부담하는 지체저류지와 유역 내에 설치하여 유역 내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분담하는 보유저류지와 침투 저류지로 그 쓰임을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체저류지와 보유저류지에 대하여 각각의 저류

지를 분산형으로 설치하였을 때의 홍수저감 효과를 모의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개의 지체저류지를 유역 내에 무계획적으로

설치할 때 하류 지역에서 발생한 유출과 유역 내 저류지를 통해 방류된

유출의 첨두유량값이 중첩되어 하류 지역에 예상치 못한 홍수피해를 발

생시킬 수 있다. 또한, 저류지 설계위치의 지역적 제한 조건과 개별 저류

지의 설계 형태에 따라서도 홍수조절 효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지금까지

의 연구들은 분산형 지체저류지의 설계에 대해 많은 부분을 가정함으로

써 그 홍수저감 효과를 일반화하였다.

분산형 지체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모든 규격

이 같은 지체저류지가 선형으로 연결된 상황에서의 홍수저감 효과를 분

석하고 그 결과를 분산형 지체저류지의 수에 따라 나타냈다. Wycoff

and Singh(1976)는 유역을 선형으로 연결된 여러개의 소유역으로 나누

고 각각의 소유역 출구에 용량이 같은 지체저류지를 설치하고 지체저류

지의 수에 따른 홍수조절 효과를 비교하였다. 홍수조절 효과를 모의하기

위하여 컴퓨터 수문모형이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 선형으로 연결된 지체

저류지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지체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는 감소함을

보였다. Abt and Grigg(1978) 역시 선형으로 연결된 다수의 지체저류지

를 가정하고 컴퓨터 모형화가 아닌 변형된 계획모형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선형으로 연결된 지체저류지가 수가 늘어날수록 저류지의 총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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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음에도 홍수저감 효과가 더 낮음을 보였다.

분산형 지체저류지의 설치를 단순화하는 다른 방법은 하천망에 따라

지체저류지를 분산형으로 설치하는 방법이다(James. 1987). Horton(1945)

은 하천망의 특성을 정략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서 하천차수별로 하천을

분류하였다. James는 Horton법칙에 따라 자연하천에 하천차수를 결정하

고, 해당 하천차수에 저류지를 분산 설치하여 하천차수에 따르는 분산형

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같은 홍수저감 효과를

얻기 위하여 하천차수가 높은 지류에 저류지를 다수 설치한 경우 낮은

차수에 저류지를 소수 설치할 때와 비교하여 더 많은 저류지 면적과 저

류 용량이 필요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형 지체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

여 분산형 지체저류지의 연결상태를 단순화하였다. 하천망에 산개되어

설치된 지체저류지의 연결상태를 단순화하면 저류지가 직렬로 연결된 상

태와 병렬로 연결된 상태가 혼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저류

지의 홍수저감 효과를 모의하기 위하여 저류지의 연결상태를 직렬로 연

결된 상태와 병렬로 연결된 상태로 구분하고 각각 연결상태에 따른 홍수

저감 효과를 모의하였다.

연결상태에 따른 지체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를 모의하기 위하여 계

획모형과 저류방정식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계획모형은 삼각형설계수문

곡선을 가정하는 Baker와 Kesseler and Diskin모형을 사용하였고, 사다

리꼴 설계수문곡선을 가정하는 이종태 등의 모형을 사용하였다. 다음으

로 Wycoff and Singh의 경험적 계획모형이 사용되었다.

결과분석으로는 직렬로 연결된 저류지의 수가 늘어남에 따른 홍수저

감 효과의 변동성을 알아보고, 저류지가 병렬로 연결될 지류에 설치될

때 최적의 홍수저감 효과를 보이는 위치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위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체저류지의 최대의 효율을 보이는 지체저류지의

연결상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또 하나의 연구주제는 분산형 보유저류지의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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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 효과이다. 지체저류지와 다르게 보유저류지의 홍수조절 효과는 분

산형으로 설치될 경우 저류지의 연결상태보다는 각각의 보유저류지로 유

입되는 유입 총량과 많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Travis

and Mays, 2008). 하지만 지금까지의 보유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를 분

석한 논문들은 강우의 공간적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역을 대표하는

확정된 강우시나리오를 생성하여 그 강우를 설계강우로 설정하고 해당

강우사상에 대한 최적의 설계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므로 보유저류지의

경우 공간적으로 불균일한 강우를 적용된다면 보유저류지의 설계용량을

결정하는 주된 설계요소라 할 수 있는 각각의 저류지로 유입되는 유입량

이 계획했던 설계모의 과정과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 분산형 보유저

류지의 홍수저감 능력 역시 급변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

적으로 불균일한 강우를 모의하고 그에 따른 분산형 보유저류지의 홍수

저감 효과를 모의하였다.

공간적으로 불균일성을 가지는 강우시나리오를 모의하기 위하여 강우

가 공간적으로 불균일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공간자료가 변동성을 가지

는 원인은 크게 공간자료의 공간이질성과 공간의존성에 의한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실제로 자연현상에서 공간자료가 변동성을 가지는 원

인은 위의 두 가지 원인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

서는 강우의 공간적 불균일성의 원인을 공간이질성과 공간의존성으로 규

정하고 각각에 영향에 의해서만 공간적 불균일성을 가지는 공간 강우시

나리오를 모의하였다.

강우의 공간적 불균일성을 고려한 보유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를 모

의하기 위하여 선행 단계에서 모의한 공간 강우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보유저류지를 분산형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유역을 임의의 갯수의 소유역

으로 나누었으며, 소유역 출구에 설치되는 저류지의 규모는 해당 저류지

로 유입되는 소유역의 면적에 비례하여 설계하였다. 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리식이 적용되었으며, 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는 저류지로 유

입되는 유입량과 저류지의 용량을 비교하여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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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분석으로는 강우가 공간적으로 불균일한 양상을 보이는 주된 원

인인 강우의 공간이질성과 공간의존성 중 어떤 요인이 더 큰 불균일성을

일으키는지 분석하였으며, 강우가 공간적으로 불균일한 상황에서의 분산

형 보유저류지의 수에 따른 홍수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역에 분산형 저류지의

홍수조절 효과를 고려한 분산형 저류지의 숫자와 분산형 저류지의 설계

지침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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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저류지 보유저류지 조절저류지 침투저류지

규모 중·대형 소형 중·대형 소형

설치 목적 하도 유출 분담 유역 내 유출 분담 용수 공급 유역 내 유출 분담

설계 방법 홍수추적 합리식 필요 용수량 산정 침투 계수

방류량 조절 없음 위어, 오리피스 수문 침투 계수

설계 위치 유역 외 설치 유역 내 설치 유역 외 설치 유역 내 설치

구조물 예시 유수지 지붕 저류, 건물 저류 댐, 관개용수용 저류지 다공성 투수층

Table 2.2 Characteristics of type of stor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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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산형 지체저류지의 홍수저감 특징

3.1 지체저류지의 설계 방법론 소개

저류지를 설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형은 일반적으로 계획모

형(planning model), 설계모의모형(design model) 및 운영모형(operation

model)으로 분류되고 있다. 계획모형과 유사한 형태의 단순화된 설계모

의모형이 있기 때문에 계획모형과 설계모의모형을 엄밀히 구별하기는 어

려우나 일반적으로 저류지 용량 결정시 배수구역에 대한 홍수추적을 시

행하여 구하는 경우를 설계모의모형으로 보고 있다. Guo and

Adams(1999)는 저류지의 수문학적 설계기법으로 크게 계획강우량에 의

한 방법(design storm approach), 연속모의에 의한 방법(continuous

simulation approach), 확률해석방법(analyzed probabilistic approach)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확률해석방법의 사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한 바 있다.

계획모형은 그 계산이 간편하여 도시유역에 유수지를 설계하기 위하

여 사용된다. 계획모형은 저류지로 유입되는 유입수문곡선과 유출수문곡

선이 필요하지 않으며, 수위-저류량-방류량 관계곡선의 작성을 생략한 1

차적인 근사적 접근방법이 사용된다. 계획모형은 도시화 이후로 변화된

수문곡선을 도시화 이전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하여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시화 이전인 ‘개발전’과 도시화 이후인

‘개발후’로 유역의 유출상태를 구분하여 그 설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

라서 ‘개발전’은 ‘저류지 유출수문곡선’ ‘개발후‘는 ’저류지 유입수문곡선

‘과 동일한 용어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모형을 설계수문곡선

을 가정하는 방법에 따라 삼각형, 사각형, 경험모형으로 분류하고 그 내

용을 설명하였다. 이하의 내용은 이재준과 손광익(2006)의 “도시유역 우

수유출저감용 저류지의 간편설계 기법“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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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삼각형 설계수문곡선 계획모형

삼각형 설계수문곡선 계획모형은 저류지로의 유입수문곡선형을 근사

적으로 삼각형 수문곡선형태를 따른다는 기본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

다. 즉 첨두유량의 산출을 위한 강우지속시간은 도달시간과 같으며, 강우

지속시간 동안에 시간적으로 동일한 강도의 강우가 분포하는 것으로 보

았으며, 기저시간은 도달시간의 두 배로 하였다. 이러한 가정들은 유수지

계획모형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Table 3.1 참조).

(1) McCuen 모형

모든 삼각형 설계수문곡선 계획모형의 기초가 되는 형태로 합리

식이나 SCS 방법으로 첨두유량, 과 첨두유량 도달시간, 를 계산

하고, 유입 수문곡선의 형태는 삼각형으로 가정하여 기저시간, 를

첨두유량 도달시간의 2배로 산정하였다. 또한, 유수의 도달시간, 와

첨두유량의 도달시간, 는 같다고 가정하였다(McCuen, 1989).

저류지 설계용량 산정에 기준이 되는 첨두유량비, 와 도달시간

비, 는 도시화 이전 상태와 도시화 이후에 수문곡선에 따라 결정되

며 식 (3.1)과 (3.2)와 같이 표시된다.

   (3.1)

     (3.2)

여기서,  : 개발전 첨두유량()이고,  : 개발후 첨두유량

()  : 개발전 도달시간(min)  : 개발전 첨두유량 도달시간

(min),  : 개발후 도달시간(min),  : 개발후 첨두유량 도달시간

(min)이다. 일반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 첨두유량이 증가하고 첨

두유량 발생시간이 빨라지게 되어, 는 1.0보다 작고 는 1.0보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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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 (3.1)과 (3.2)를 저류지 용량, 과 개발후 유역 총유출량, 

과의 관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 식 (3.3)으로 표시된다.
















  
   



 
 ≥  

(3.3)

(2) 합리식 수문곡선의 모형

합리식 수문곡선 모형은 유출량을 산정하는 기본식인 합리식으로

부터 저류지 용량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저류지 용량은 개발 전후의

첨두유량과 개발전의 도달시간을 이용하여 유량을 구하며 단위환산

계수를 곱하여 식 (3.4)와 같이 저류지 용량을 산정한다.

     (3.4)

여기서, 와 의 단위는 (sec), 는(hr), 는 (acre-ft)이며,

0.08264는 단위 환산계수이다.

(3) Baker 모형

Baker(1979)는 McCuen이 제안한 모형을 좀더 단순한 형태로 변

형한 것이다. McCuen식에서 저류용량비, 를 결정하는 변수인

도달시간비를 제거하기 위하여 개발전 첨두유량이 두 수문곡선의 교

차점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식 (3.5)와 같이 저류용량비를

첨두유량비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Boyd(1987)도 위와 유사

한 가정하에서 같은 결과식을 제안한 바 있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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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bt and Grigg 모형

Abt and Grigg(1978)는 저류지로의 유입수문곡선은 삼각형, 유출

수문곡선은 사다리꼴로 가정하여 저류지 용량을 계산하였다. Abt

and Grigg 모형은 유입수문곡선의 상승부와 유출수문곡선의 상승부

를 일치시켜 저류지로 유입되는 유량이 초기에는 발생하지 않다가,

저류지로 유입되는 유입수문곡선이 일정 유량을 넘어서는 순간 저류

지로의 저류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본 모형의 유입 방식

은 하도 외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다른 모형과 비교하여 같은 비

율의 첨두유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작은 저류지 용량이 산정되게 된

다.

    


(3.6)

여기서, 은  and 식 계수이고, 식 (3.6)에서 =1이면 기저

시간은 3가 되어 McCuen 모형의 기저시간과 같게 된다. 식 (3.6)

에서의 단위는 식 (3.4)에서와 같다.

(5) Kadoya 모형

Kadoya 모형은 유입방식에 있어서 하도 외 방식을 따르고 또한

유출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체저류지라고 가정하였다. 저류지

에서 발생하는 방류량은 자연배수량을 고려하여 계산하였으며, 따라

서 작은 저류지 용량에도 큰 홍수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7)

여기서,  : (누가유입량-누가펌프방출량=자연배수량)이 되는 시각,

  : 유입량과 펌프방출량이 같아지는 시각,  : 펌프 방출량이다.

본 모형은 해당 배수구역이 도시개발 이전에 자연배수와 더불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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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펌프시설에 설치된 지역이나, 또는 신설 배수펌프장을 활용하여

저류지 규모 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설계모의 모형이다.

(6) Kessler and Diskin 모형

지체저류지의 방류량은 방류량을 결정하는 구조물이 위어 형태인

지, 아니면 오리피스 형태인지에 따라 방류 특성이 달라진다.

Kessler and Diskin 모형은 방류량을 결정하는 구조물에 형태에 따

라 위어와 오리피스를 설치할 경우로 구분하여 식 (3.8)과 (3.9)로 산

정하고 적용 가능한 첨두유량비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위어타입: 


        (3.8)

오리피스 타입 : 


       (3.9)

(7) McEnroe 모형

McEnroe 모형은 저류지로 유입되는 유입곡선의 형태가 Gamma

function을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Kessler and Diskin 모형과 마찬가

지로 타입을 위어와 오리피스로 구분하여 다음의 식 (3.10)과 (3.11)

로 저류용량비를 제시하였다.

위어타입: 


       (3.10)

오리피스 타입 : 


       (3.11)

(8) Curry and Akan 모형

본 모형은 McEnroe 모형과 마찬가지로 Gamma function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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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유입수문곡선을 산정하였으며 식 (3.12)와 (3.13)과 같이 저류용

량비를 제시하였다.

위어타입: 


       (3.12)

오리피스 타입 :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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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모형 분류 Equation <   ,     >

MeCuen

모형

(1988)

삼각형

설계수문곡선














  

  


 

 ≥  

합리식

수문곡선

모형

삼각형

설계수문곡선
     

Baker 모형

(1979)

삼각형

설계수문곡선



  

Abt and

Grigg

모형

(1978)

삼각형

설계수문곡선
  


  



Kadoya

모형

(1985)

삼각형

설계수문곡선
       

Kesseler

and

Diskin 모형

(1991)

삼각형

설계수문곡선




        위어




       오리피스

McEnroe

모형

(1992)

Gamma

function

설계수문곡선




       위어




       오리피스

Currey and

Akan

모형

(1998)

Gamma

function

설계수문곡선




       위어




       오리피스

Table 3.1 Preliminary detention storage design with triangle

hydrograph(이재준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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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사다리꼴 설계수문곡선 계획모형

어떤 유역에서 시공간적으로 균일한 강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출수

문곡선은 강우지속시간이 늘어날 경우 첨두유량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는 강우지속기간이 유역의 도달시간보다 길

어질 경우 그 유역에 내린 모든 강우량과 유출량이 같아지게 되기 때문

이다. 따라서 강우가 시공간적으로 균일하고 유역의 면적이 좁아 도달시

간이 짧을 경우, 유역 출구에서의 유출수문곡선은 사다리꼴 형태가 된다.

사다리꼴 설계수문곡선 계획모형은 도달시간과 강우지속시간을 같게 본

삼각형 계획모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저시간을 강우지속시간과

도달시간을 합한 것으로 실제 수문곡선형과 근사하도록 조정한 모형이

다. 설계강우의 지속시간이 저류지의 용량에 주는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도달시간 보다 강우지속시간이 긴 설계강우에 대하여 모의할 경우 삼각

형 계획모형과 비교하여 더욱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Table 3.2 참조).

(1) Donahue 등 모형

Donahue 모형은 유입 유출 수문곡선을 모두 사다리꼴로 가정하

고, 강우의 지속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유입수문곡선의 감소가 시

작되는 것으로 모의하였다. 저류지 용량은 식 (3.14)과 같이 표현된

다(Donahue, et al., 1981).

       (3.14)

여기서, 는 강우지속시간이다.

(2) Burton 모형

Burton 모형은 사다리꼴 모형의 수문곡선을 단순화하여 저류지의

용량을 결정하였다. 강우지속시간이 첨두유량 도달시간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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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경우 유역에서 발생하는 유출곡선은 사다리꼴 형태가 되고, 산정

한 수문곡선으로 부터 합리식을 사용하여 저류지 용량을 계산하면,

모형의 기본식은 식 (3.15)과 같다(Burton, 1980).

     (3.15)

여기서 강우지속시간 는 모형에 적용한 강우강도식이   
를

따른다고 가정하여 최대 저류지 용량을 얻는 조건 즉,  로부

터 식 (3.16)과 같이 산정된다.

    
 



(3.16)

식 (3.15)와 식 (3.16)으로부터 저류지용량은 다음과 같다.

  
  

 


(3.17)

여기서, 는 펌프 방출량,  , 는 강우강도식의 지역계수, 는

유역면적, 는 도시개발 후의 유출계수이다. 식 (3.17)로부터 펌프

방출량과 저류지 용량간의 관계를 알 수 있으므로 경제적 여건에 따

라 저류지 용량을 산정가능하다.

(3) 이종태 등 모형

우리나라 대부분 유역은 유역면적이 작고 유로연장도 짧아서 유

수의 도달시간 보다 강우의 지속시간이 길다(이종태 등, 1991). 따라

서 삼각형 형태의 유입수문곡선 가정보다는 직사각형 형태의 유입수

몬곡선이 더 타당하다. 이종태 등(1991)은 펌프의 최대 방출량에 도

달하는 시간이 유입수문곡선상의 첨두유량 발생시간과 동일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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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통하여 Donahue 와 McCuen의 계획모형의 변형된 형태인 식

(3.18)과 식 (3.19)와 같은 새로운 계획모형을 제시하였다.

    
  (3.18)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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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모형 분류 Equation <  ,     >

Donahue 등

모형

(1981)

사다리꼴

설계수문곡선
       

Burton 모형

(1980)

사다리꼴

설계수문곡선

        
 



  
   

 


이종태 등

모형

(1991)

사다리꼴

설계수문곡선
    

    

Table 3.2 Preliminary detention storage design with trapezoid

hydrograph(이재준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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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경험적 계획모형

(1) 자연저류량손실 모형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저류용량이 감소하게 된다. 자연저류량

손실 모형은 이 감소된 자연저류용량이 곧 저류지 용량과 같다고 가

정하는 모형으로 식 (3.20)과 같이 표현된다.

   (3.20)

여기서, 와 는 각각 개발 후와 전의 유역 유출 총량이다. 위 모

형은 유출 총량을 제어하는 유출 조절방식을 따르고 있어, 보유저류

지를 설계할 때 위 모형을 사용하여 손쉽게 저류지의 용량을 계산할

수 있다.

(2) Wycoff and Singh 모형

Wycoff and Singh 모형은 도시유역에 좁은 면적의 저류지 용량

설계에 사용되는 모형이다. 저류지 설계에 사용되는 정교한 수문학

적모형을 이용하여, 계산된 저류지용량 자료를 회귀분석하여, 그 결

과를 식 (3.21)으로 표시하였다(Wycoff and Singh, 1976).




 



 
(3.21)

여기서, 는 기저시간으로 유량이 첨두유량의 5%까지 감소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식 (3.21)의 적용범위는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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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R-55 모형

TR-20 모형을 이용하여 많은 저류지에 대하여 홍수추적을 실시

한 결과로부터 저류지 용량과 유출 총량간의 관계를 식 (3.22)과 같

이 유도하였다(SCS, 1986).

    
 


(3.22)

여기서,  ,  ,  및 는 SCS 강우분포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수

이다.

(4) 초과강우량 모형

초과강우량 모형은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의 증가가 유출량 증

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저류지 용량을 식 (3.23)

과 같이 표시하였다. 이 모형은 자연저류손실 모형과 같은 개념이다

(Sheaffer, 1982).

      × (3.23)

여기서, 는 개발후의 불투수층의 초과 강수량(mm), 는 개발

전의 초과강수량(mm),  는 불투추층 면적이다.

(4) SCS근사 모형

이 방법은 저류지 저류용량을 개략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SCS

에서 개발한 것으로 강우분포형 Ⅱ형을 사용하였다. 적용범위는 위

어로 방출될 경우 0-1.64 ·  , 오리피스로 방출될 경우 0-3.28

 ·인 경우의 소규모 유역에 대한 것과, 그 이상 규모의 대

규모 유역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마련된 도표에 의하여 저류용량

을 결정하게 된다(Sheaffer,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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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모형 분류 Equation <  ,     >

자연저류손실

모형

경험적

계획모형
  

Wycoff and

Singh 모형

(1976)

경험적

계획모형



 



 

TR-55 모형

(1986)

경험적

계획모형



   

 


초과강우량

모형

경험적

계획모형
      ×

SCS근사

모형

경험적

계획모형
도표 이용

Table 3.3 Empirical preliminary detention storage design(이재준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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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저류방정식

저류지의 저류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홍수 추적방법이 사용된다. 수

문학적 홍수추적 방정식은 유입량과 유출량의 관계를 통해 저류량을 산

정하는 식으로 식 (3.24)로 표시되는 저류방정식(storage equation)에 기

초를 두고 있다.

   


(3.24)

여기서, , 는 하도의 임의 구간이나 혹은 저류지를 통해 흘러들어가는

유입량(inflow)과 흘러나가는 유출량(outflow)을 각각 표시하며 는 저

류량(storage)을 나타낸다. 만약 여기서 저수지 내의 저류량이 유출량과

밀접한 관계를 하고 있을 때, 저류량은 식 (3.25)와 같이 표시되며 이를

선형 저류지라 부른다.

   (3.25)

여기서,  는 저류량, 는 저류상수, 는 유출량이다. 즉 저수지 내에

서는 저류량에 대한 유입량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으며, 저류량은 유출

량의 크기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선형저류방정식

을 풀면 식 (3.26)과 같다.

   


(3.26)

위 식을 전개하기 위하여 양변에 


를 곱한 후 정리하면 식 (3.27)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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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3.27)

식 (3.27)을 초기조건    일 때,   를 이용하여 적분하면

식 (3.28)과 같이 유출량에 관한 식으로 정리된다.


 

  

   









    









  





   

 (3.28)

다음으로 식 (3.28)의 항을 각각   
   

,  
 

으로 치

환하면 유출량을 식 (3.29)과 같은 컨볼루션 함수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

다.

     ∗  (3.29)

여기서,  
 

따라서 유입량 시계열이 존재할 경우, 저류상수 값에 따른 저류함수

시계열 를 생성하여 두 시계열을 컨볼루션 함수로 풀면 저류지를 통

과한 유출량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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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직렬연결에 따른 지체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

3.2.1 가상유역의 현황

가상의 유역은 Fig. 3.1과 같이 6개의 소유역으로 이루어져있다. 각각

의 소유역의 수문학적 특징은 모두 동일하며, 따라서 공간적으로 동일한

강우가 발생하면 각각의 소유역 출구에서 모두 같은 유출곡선이 발생한

다. 저류지로 유입되는 유입곡선은 각 소유역에서 발생한 유출곡선과 상

위 저류지에서 발생한 유출곡선이 중첩된 수문곡선이며, 유량이 하도를

통과할 때 지체효과는 없다고 가정하였다.

각 소유역 출구에 설치된 저류지의 크기는 모두 같으며, 따라서 하류

로 갈수록 상류에서 발생한 유출이 중첩되어 저류지로 유입되는 유입량

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 48 -

Fig. 3.1 Hypothetical watershed with series reservo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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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직렬연결 지체저류지의 모의

가. 유입수문곡선

소유역에서 발생하여 소유역 출구에서 발생하는 유출곡선은 식

(3.30)과 같다(McEnroe(1992)).

  
 

exp




 (3.30)

여기서, : 수문곡선 모양 상수이다. 상기 방정식은 Nash(1959)와

Gray(1961)에 의해 제안된 Gamma 함수를 따르는 단위유량도의 한

형태이다. 실제로 유역 출구에서 발생하는 유출곡선은 유역의 지형

학적 형태와 강우사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이때 위 식

과 같이 무차원한 수문곡선을 사용할 경우 규모의 차이에 의한 영향

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값을 고려하여 유역의 지형학적

형태와 강우의 공간적 분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유출수문곡선을 고려하였다(Fig. 3.2 참조). 수문곡선 모양은 수문곡

선 모양 상수 값이 커짐에 따라 점차 첨예하고 짧은 꼬리를 가지게

된다. 위 식을 적분하여 총 유출량을 계산하면 식 (3.31)과 같다.

  
     (3.31)

여기서, 은 Gamma 함수이다. 다음으로 산정한 유입수문곡선을

바탕으로 계획모형에 적용하기 위하여 각 수문곡선의 매개변수를 산

정하여 Table 3.4에 정리하였다. 이때 강우지속시간, 는 첨두발생

도달시간과 동일한 것으로 계산하여 삼각형 수문곡선을 가지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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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산하였고, 기저시간 는 각 수문곡선으로부터 산정하였다.

나. 계획모형 홍수저감 효과

직렬연결에 따른 홍수저감 효과를 모의하기 위하여 Table 3.5와

같이 4가지 모형이 선정되었다. 사용된 모형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삼각형 설계수문곡선인 Baker모형과, 위어 형태의 유출 설계방식을

따르는 Kesseler and Diskin모형, 그리고 사다리꼴 설계수문곡선을

가정하는 이종태 등의 모형과 경험적 계획모형인 Wycoff and Singh

모형이다. 위에 4가지 모형은 첨두유량비와 저류지 용량비에 관한식

으로 식 (3.3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32)

이때 선형으로 설치된 개별 저류지의 용량과 유입되는 유입 총량을

비교하여 저류용량비를 산정한 후 위 식 (3.32)에 대입하면 첨두유량

비 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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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획모형 직렬연결 저류지 모의

계획모형은 실질적으로 수문곡선을 산정하지 않고 그 대략적인

형태와 유입수문곡선의 매개변수와 설계되는 저류지의 설계 매개변

수만으로 홍수저감 효과를 모의하거나 그 설계규모를 추정할 수 있

는 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모형을 하나가 아닌 여러 개로 연결

된 저류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계획모형을 통하여 직렬형 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던

Abt, S. R. and Grigg, N. S.(1978)의 논문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적용하였다.

① 소유역 출구에서 발생하는 수문곡선은 모두 동일하다.

② 수문곡선은 하나의 첨두유량을 갖는다.

③ 지체저류지가 Fig 3. 1과 같이 직렬형으로 연결되어 있다.

④ 유량이 하도를 통과할때 지체시간은 발생하지 않는다.

⑤ 유량이 저류지를 통과하여도 첨두유량 도달시간은 지체되지

않고, 첨두유량에 저감만 발생한다.

⑥ 유량이 유역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무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소유역에 유역에서 발생 가능한 유출 총량에

30%에 해당하는 저류지를 설치한 후 홍수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위 가정에 따라 저류지의 위치에 따른 첨두유량비를 구하면 하류에

있는 저류지일수록 저류지의 용량대비 유입량이 늘어나게 되므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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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로부터 직렬로 연결된 저류지의 첨두유량비를 각각 구할 수 있

다.

다음으로 각각의 저류지의 첨두유량 저감비로부터 직렬로 연결된

저류지의 전체 첨두유량 저감효과를 산정하면 식 (3.33), (3.34), 그리

고 (3.35)와 같다.

   × (3.33)

        (3.34)

  


(3.35)

여기서, 은 저류지의 위치이다. 식 (3.33)을 통하여 저류지를 통과한

후의 저감된 첨두유량을 구하고, 식 (3.34)를 통하여 다음 저류지로

유입되는 유입량의 첨두유량을 다시 구할 수 있다. 식 (3.33)과 식

(3.34)를 반복하여 직렬로 연결된 저류지의 첨두유량 저감효과에 대

하여 산정가능 하며, 최종적으로 식 (3.35)를 적용하여 직렬로 연결

된 저류지를 통과 후의 첨두유량을 값과 저류지 설치 이전의 발생

가능한 첨두유량값을 비교하면 직렬로 설치된 저류지의 홍수저감 효

과를 산정할 수 있다.

라. 저류방정식 직렬연결 저류지 모의

직렬로 연결된 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를 모의하는 다른 방법으

로 저류방정식을 사용하였다. 계산을 위해 사용한 설계유입곡선은

앞서 계산한 Gamma함수를 따른다고 모의하였다. 계획모형의 경우

저류지로 유입되는 곡선의 형태를 삼각형 혹은 사다리꼴로 가정하는

반면 유입곡선이 저류지를 통과할 때 수문곡선이 지체되게 되고, 또

한 측방 유입이 발생하므로 더 이상 삼각형 혹은 사각형을 띄지 않

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선형 저류방정식 모형을 통한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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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저감 효과의 모의는 유입곡선에 관한 제한사항이 없어 계획모형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선형방정식을 통하여 저류지의 용량을 설계하는 방법은 Fig. 3.3

과 같다. 저류지로 유입되는 유입수문곡선과 저류지를 통과한 후의

유출수문곡선을 산정한 후, 두 수문곡선의 차를 시간에 따라 적분함

으로써 저류지의 용량을 결정하게 된다. 저류지를 통과하는 유출수

문곡선은 선형저류방정식의 매개변수인 저류상수, 값에 따라 결정

된다(Fig. 3.4 참조). 따라서 저류상수를 계속해서 바꿔가며 계산을

반복하여 저류지의 저류량이 설치하고자 하는 저류지의 용량과 같아

질 때의 저류상수 값을 찾았다. 저류상수를 알면 저류방정식을 통하

여 유출량을 산출되므로 이때의 유출량을 1번 저류지를 통과한 유출

량으로 계산하였다. 이 1번 저류지를 통과한 유량은 2번 유역에서

발생한 유출수문곡선과 중첩하여 2번 저류지로 유입되는 유입곡선으

로 결정하고 해당 저류지를 통과한 후의 유출곡선을 모의하였다. 다

음으로 직렬로 연결된 저류지를 통과 후의 첨두유량을 값과 저류지

설치 이전의 발생 가능한 첨두유량값을 비교하면 직렬로 설치된 저

류지의 홍수저감 효과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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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모형 분류 Equation <   ,     >

Baker 모형

(1979)

삼각형

설계수문곡선



  

Kesseler and

Diskin 모형

(1991)

삼각형

설계수문곡선



       

이종태 등

모형

(1991)

사다리꼴

설계수문곡선
    

    

Wycoff and

Singh 모형

(1976)

경험적

계획모형



 



 

 1 2 3 4 5

 2.718 1.847 1.488 1.280 1.140

 0.816 0.554 0.446 0.384 0.342

 1 1 1 1 1

 3.5 4 5 6 9

Table 3.4 Parameters of Dimensionless Inflow Hydrograph

Table 3.5 Applied preliminary detention storage desig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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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Dimensionless Inflow hydro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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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Estimation of volume of stor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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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Comparison of outflow hydrograph with storage cons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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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홍수저감 효과분석

가. 계획모형에 따른 홍수저감 효과

Fig. 3.15은 유역출구에 저류지로 유입되는 유입량에 각각 30%용량에

해당하는 저류지를 설치하였을 경우의 첨두유량 저감효과이다. Baker모

형의 경우 첨두유량 저감비가 저류지 용량비와 선형 비례하기 때문에 저

류지 용량비인 30%와 동일하게 30%의 첨두유량 저감효과를 보였다.

각각 하나의 저류지 설치되었을 때 Kesseler and Diskin 모형은 저류지

의 유량이 유입량과 비교하여 커질 경우 홍수저감 효과가 지수적으로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저류지의 용량이 작을 경우에는 저류지

용량비와 비교하여 작은 첨두유량 저감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태 등의 모형과 Wycoff and Singh 모형에서는 저류지 용량비와 비

교하여 더 큰 첨두유량 저감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저류지 방정식모형은 Baker 모형과 동일하게 약 30% 첨두유량 저감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위치에 따른 홍수저감 효과

Fig. 3.5, 3.7, 3.9, 3.11, 그리고 3.13은 저류지를 선형으로 설치하였을

때 저류지 설치 위치에 따른 각각의 첨두유량 저감효율이다. 모든 경험

식과 저류방정식에서 저류지가 하류에 있을수록 각각의 저류지의 첨두유

량 저감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류지로 유입되는 유입

량이 그 전 단계의 저류지를 통과한 유량과 그 해당 유역에서 발생한 유

출량이 중첩된 상태로 다음 저류지로 유입되게 된다. 이때 저류지에 규

모는 모든 유역에서 동일한 것에 반하여 유입되는 유출 총량은 계속적으

로 증가하기 때문에 유입량과 비교한 저류지의 상대적인 크기는 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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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저류지의 상대적인 크기 감소로 인하여

첨두홍수 저감효과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그 비율은 Kesseler and

Diskin모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른 4가지 모형에서 모두 유사

한 수준으로 첨두유량 저감효과가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 직렬연결 지체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

Fig. 3.6, 3.8, 3.10, 3.12, 3.14, 그리고 3.16은 지체저류지 계획모형과

선형저류방정식을 통하여 모의한 규모가 동일한 직렬로 연결된 분산형

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이다. 선형으로 연결된 분산형 저류지의 홍수저

감 효과를 설치 전과 설치 후를 비교해보면, 계획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

과 선형으로 연결된 저류지의 경우 선형으로 연결된 저류지가 늘어날수

록 전체유역의 홍수저감 효과 역시 지수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일정

수를 넘어서면 직렬로 연결된 저류지의 홍수저감 효율이 일정값에 수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의 큰 저류지를 설치할 경우와 저류지의 수가 일정 수를 넘어가

여 수렴한 저류지의 첨두유량 저감효율을 비교해 보면 홍수저감 효과의

차이가 하나의 저류지를 설치할 경우와 비교하여 여러개의 선형 지체저

류지를 설치할 때 약 90% 정도의 효율 정도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서 여러 개의 지체저류지를 직렬로 연결하여 설

치하기보다는 단일 저류지로 설치하는 것이 항상 홍수저감 효과 측면에

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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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Effect of location of storage on flood peak reduction rate

(Baker, 1979)

Fig. 3.6 Effect of storage distribution on flood peak reduction

efficiency (Baker,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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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Effect of location of storage on flood peak reduction rate

(Kesseler and Diskin, 1991)

Fig. 3.8 Effect of storage distribution on flood peak reduction

efficiency (Kesseler and Diski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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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Effect of location of storage on flood peak reduction rate

(Lee et al., 1991)

Fig. 3.10 Effect of storage distribution on flood peak reduction

efficiency (Lee et al.,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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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Effect of storage distribution on flood peak reduction

efficiency (Wycoff and Singh, 1976)

Fig. 3.11 Effect of location of storage on flood peak reduction rate

(Wycoff and Singh,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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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Effect of location of storage on flood peak reduction rate

(Storage Eq.)

Fig. 3.14 Effect of storage distribution on flood peak reduction

efficiency (Storage 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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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Effect of type of equations on flood peak reduction

efficiency

Fig. 3.16 Effect of storage distribution on flood peak reduction

efficiency (total)



- 66 -

3.3 병렬연결에 따른 지체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

3.3.1 가상유역의 현황

저류지의 연결상태는 하천망에 직렬로 저류지를 설치할 경우와 두 개

의 지류가 하나로 합쳐지는 합류부의 설치할 경우로 단순화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천의 지류의 합류부에 저류지를 설치하는 방법은 Fig.

3.17와 같이 단순화하여 그 홍수저감 효과를 비교하였다.

가상의 유역은 Fig. 3.17와 같이 유역 내부에 합류하는 지점을 가지는

Y자 형태의 하천망도를 가진다. 병렬로 연결된 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

를 분석하기 위하여 저류지를 설치하는 방법을 3가지 형태로 구분하였

다. 3.17(b)는 두 개의 지류에 동등한 규모의 병렬로 저류지를 설치한 경

우이고, Fig. 3.17(c)는 두 개의 지류가 합류하는 지점에 하나의 저류지를

설치한 경우이다. 그리고 Fig. 3.17(d)는 두 개의 지류 중 그 중 하나에

만 저류지를 설치한 경우이다. 각각의 경우에 설치된 저류지의 총용량은

모두 동일하며, 위에 설계 방법은 각각 Case(a), Case(b), 그리고

Case(c)라고 구분하고 각 경우에 따른 홍수저감 효과를 모의하고 결과를

비교하였다.

3.3.2 병렬연결 지체저류지의 모의

지류가 합류하는 부분에 설치된 분산형 지체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

를 모의하기 위하여 앞서 직렬연결에 따른 홍수저감 효과 모의를 위해

사용하였던 4개의 계획모형과 저류방정식을 사용하였다. 병렬연결 분석

을 위하여 적용된 가정은 직렬연결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던 가정 중 모

의를 위해 필요한 일부만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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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유역 출구에서 발생하는 수문곡선은 모두 동일하다.

② 수문곡선은 하나의 첨두유량을 가진다.

③ 지체저류지가 Fig 3. 17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④ 유량이 유역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무시하였다.

각각의 지류에 설치된 저류지의 용량은 지류에서 발생한 유입곡

선의 총 유량의 30%에 해당되는 것으로 모의하였으며, 하나의 저류

지가 설치될 때에는 두 개의 저류지가 설치되었을 경우와 총량에서

동일하므로 두 배의 규모를 가지는 것으로 모의하였다. 홍수저감 효

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Fig. 3.17 처럼 지류가 다시 합류하는 부근에

서의 저류지를 설치 전과 설치 후의 첨두유량 저감효과를 비교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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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역 모식도 (b) 모든 지류에 설치 (c) 합류부에 설치 (d) 하나의 지류에 설치

Fig. 3.17 Hypothetical watershed with parallel reservo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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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홍수저감 효과분석

Fig. 3.18-3.23은 두 개의 지류가 합류하는 하천망에 저류지를 설치할

경우의 홍수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지류의 각각의 지체저류지를

설치한 Case(a)와 합류부에 하나의 지체저류지를 설치한 Case(b)에서 홍

수저감 효과를 비교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모든 모형에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지류에서 발생하는 유출곡선이 완전히 동

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설치되는 지체저류지의 형식 또한 그 규모에서 차

이만 있을 뿐 모든 상황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모든 조

건이 동일할 경우 지체저류지를 모든 지류에 분산하여 병렬로 연결하는

방법과 유역의 합류부에 하나의 지체저류지를 설치하는 방법의 홍수저감

효과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류의 하나의 저류지를 설치한 Case(c)의 홍수저감 효과가

사용 식마다 조금씩 다른 값이 모의되었다. 대부분 모형에서 Case(c)의

홍수저감 효과가 증가하는 것을 보였는데 이는 저류지로 모든 유량을 유

입시키기 보다는 일부의 유량만을 유입시킬 경우 저류지의 효율이 증가

하게 된다. 그 원인은 유입량을 시간상으로 좀 더 완만하게 지체 시킬수

있어 합류부에서 두 수문곡선이 중첩되어도 결과적으로 첨두유량을 저감

하고 첨두유량 도달시간을 지체시키는 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Case(c)와 같이 저류지를 설치하는 방법은 그 저류지의 설계형태에서

유입량을 통제하는 하도 외 방식과 유사함을 보인다. 하도 외 방식은 유

입량 조절 시설을 설치하여 하나의 유입량을 임의로 두 개의 지류로 분

리하여 하나의 지류에만 저류지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합류하는

지류의 한 곳에 하나의 저류지를 설치하는 설계형태를 임의로 유입량 조

절시설을 통하여 모의한 형상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합류하는 지

류부에 하나의 저류지를 설치하는 경우처럼 하도 외 방식으로 임의로 저

류지로의 유입량을 조절한다면 효율적인 홍수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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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Effect of storage network on flood peak reduction

efficiency (Baker, 1979)

Fig. 3.19 Effect of storage network on flood peak reduction

efficiency (Kesseler and Diski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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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0 Effect of storage network on flood peak reduction

efficiency (Lee et al,, 1991)

Fig. 3.21 Effect of storage network on flood peak reduction

efficiency (Wycoff and Singh,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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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 Effect of storage network on flood peak reduction

efficiency (Storage Eq.)

Fig. 3.23 Effect of storage network on flood peak reduction

efficiency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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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산형 보유저류지의 홍수저감 특징

4.1 공간 강우시나리오의 생성 방법

4.1.1 공간자료의 불균일성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공간자료(spatial data)는 그 현상이 발생하는

지리적 공간(geographical space)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공간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존의 많은 선형모델은 이들 자료가 갖는 '공

간'이라는 요인을 고려하고 않고, 자료가 주어진 공간상에 무작위적

(random)으로 분포한다고 가정하였다(Doreian, 1980 and 1981).

모델에 입각한 통계추정에서 변수들이 무작위적이라 가정하며, 개념

상의 모집단이 갖는 공간 영향이 공간상에서 동일하게 발현하고 있다고

설정한다(Griffith and Layne, 1999). 이렇게 변수들이 독립적이고 동일한

분포를 갖는다는 가정하는 전통적인 선형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공간준거

자료(spatially-referenced data)를 분석할 때 많은 사회경제현상, 인구현

상 및 자연현상(natural phenomena)이 공간상에서 나타나는 특성인 공

간의존성(spatial dependence) 및 공간적 상호작용(spatial interaction)을

통제하지 못한다(Doreian, 1981).

지리학 제1법칙에 따르면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관련을 맺지만,

가까운 것이 먼 것보다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everything is related

everything else, but near things are more related than distant

things)." 이는 공간상의 실체는 공간에 무작위적으로 분포하지 않고 서

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그 영향은 공간 실체 간의 거리나 인접성이

높을수록 더 커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기본

가정과는 다르게 현실 속의 공간 실체(spatial entities)들의 분포는 무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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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적(random)인 현상이 아니며 더욱이 독립적(independent)인 현상도 아

니다.

따라서, 공간적으로 불균일한 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공간의존성

(spatial dependence)과 공간이질성(spatial heterogeneity)을 사용할 수

있다. 공간의존성은 통계의 기본가정인 독립성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공

간적으로 어떤 현상이 유사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개념이다. 공간이질성

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위치에 속성이 달라서 발생하는 차이로 공간적

혹은 지역적 차이와 관련되는 개념이다.

실질적으로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자료는 공간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강우와 같은 공간자료는 자료의 공간의존성이 매우 높고, 단위공간 사이

에 이질성이 매우 낮아 많은 강우 유출분석을 위하여 강우가 일정기준

이항의 유역에서는 공간적으로 균일하다고 가정하고 있다(윤용남, 2007).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우자료는 공간적으로 변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강

우의 이동 역시 일반적인 현상이다(Singh,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우의 공간적 변동성을 보이는 원인을 공간의존성과 공간이질성으로 구

분하고, 각각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후 각 독립변수에 의하여 공

간적으로 변동성을 가지는 강우를 모의하였다.

4.1.2 강우자료의 공간이질성

가. 강우자료의 공간이질성

강우가 공간적으로 동질하다는 의미는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강

우의 빈도분포가 유역 내에 있는 지점의 빈도분포와 배율에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간적 동질성의 검정은 어떤

지역의 임의개의 관측소에서 얻은 강우자료의 빈도분포와 그 지역

빈도분포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이루어진다. 공간적 동질성의 검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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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편의를 위하여 지역대표 빈도분포와 각 지점의 빈도분포 간에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공간적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강우분포

의 다양한 통계량 지표를 비교하여 왔다. Dalrymple(1960), Lu and

Stedinger(1992a), 그리고 Fill and Stedinger(1995)는 10년 빈도 값의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Wiltshire(1986a)는 변동계수값을 사용하였다.

Chowdhury et al.,( 1991) 는 L-CV와 L-skewness의 조합을 통하여

정량적 매개변수를 설정하였으며, Hosking and Wallis(1993)는

L-CV 또는 L-CV, L-skewness, 그리고 L-kurtosis의 값을 모두 비

교하여 동질성을 판단하였다.

동질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정통계량 는 식 (4.1)와 같이 지역의

통계적 매개변수와 각 지역의 통계적 매개변수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다.

  
  





 (4.1)

여기서,  : 지역의 매개변수,  : 유역 지역적 매개변수이다.

계산된 검정통계량 는 의 분포를 의미하는 귀무분포와 비교하여

지역의 동질성 여부를 판단한다.

동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정통계량 의 귀무분포를 추정

하는 방법 또한 다양하다. Dalrymple(1960)와 Fill and Stedinger

(1995)는 Gumble 분포를 사용하여 귀무분포를 추정하였고,

Chowdhury et al.(1991)와 Lu and stedinger(1992a)는

GEV(Generalized Extreme Value)를 사용하였다. Hosking and

Wallis(1993)는 kappa 분포가 귀무분포에 가장 적합하다고 하였다.

그 지역의 동질성 여부는 추정된 귀무분포로부터 관측된 검정통

계량 S값이 귀무분포에 어는 위치에 존재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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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꼬리부분에 존재할 경우, 계산된 검정통계량은 매우 희박한 초

과확률을 가진다고 판단되어 귀무가설은 기각되고 그 지역을 이질적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Acreman and Sinclair(1986) 와 Buishand(1989)

는 최대우도 추정법(the method of maximum liklihood estimation)

을 통하여 지역적 분포와 각 지역의 분포를 추정하여 동질성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Wiltshire는 G-통계량을 사용하여 지역의 동질성을

검정하였다(Wiltshire 1986b).

지금까지 강우자료의 공간적 동질성을 측정하는 방법들에 관한

비교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모든 검정 방법은 통계적 유

의성을 검사하는 것을 기본 틀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이질

성과 그 지역의 L-moment 값은 매우 큰 상관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Hosking and Wallis, 1993) Hosking and Wallis(1993)

가 제안한 L-moment 값을 이용한 공간이질성 판단 방법을 이용하

여 강우시나리오 간에 이질성을 측정하였다.

나. 이질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공간 강우자료의 이질성을 측정하기 위하

여 L-moment를 기반으로 지역 빈도분포와 지점 빈도분포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Hosking and Wallis(1993)가 제안한 변동계수 값

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이질성 척도 는 자료의 이산도(dispersion)

를 모의 발생시킨 평균과 이산도의 차, 그리고 모의 발생시킨 표준

편차의 비로 정의한다.

동질성을 가진 지역에서의 모든 지점은 같은 모집단 L-모멘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지역의 이질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역의 산도값을 산정하고, 각 유역 내 모집단의 이산도를 측정하였

다. 기록기간이 짧은 표본의 L-모멘트에 대한 큰 변동성을 고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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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평균 산정시 지점의 기록기간 비율로 가중한 식 (4.2)를 이용

하였다.

 
  

 

 
  

 

 (4.2)

여기서 은 유역 내 지점 수이고, 는 지점별 자료 수, 는 표본

모멘트비를 말한다. 동질지역을 판단할 수 있는 검정통계량은 관측

된 이산도와 모의발생시킨 자료의 평균과의 차를 계산한 후 지역 내

지점별 포본자료의 L-CV,  의 가중분산으로서 식 (4.3)과 같이 산

정된다.

 


  

 




  

 

  
 



(4.3)

여기서, 는 에 가중한 표본 자료 집단의 평균 L-CV의 수이다.

L-skewness와 L-kurtosis과 L-CV를 모두 이용하여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 방법은 식 (4.4)와 식 (4.5)와 같다.

 


  

 




  

 

   
   


 

(4.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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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는 표본자료 L-모멘트비 L-skewness 와 L-kurtosis

이며,  ,
는 가중한 집단의 평균 L-skewness 와 L-kurtosis이다.

위에서 산정한 검정 통계량을 바탕으로 검정통계량의 귀무분포를 사

용하여 이질성 척도를 산정하면 식은 (4.6)과 같다.

 

   
(4.6)

여기서,  , 는 표본자료집단의 평균 L-moment , ,
를 Kappa

분포형에 적합시킨 다음 충분한 횟수의 모의발생을 실시하여 계산된

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계산된 이질성 척도 값이    이면

동질한 지역(acceptably homogeneous)이고,  ≤  ≤ 이면 이질성

지역일 가능성이 있는 지역(possibly homogeneous)이고,   이면

이질성 지역(definietly heterogeneous)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이질성 척도를 산정할 때  , (변동계수 :  )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지역의 경우 (왜곡도계

수 : skewness)를 이질성 척도의 기준으로 H값을 산정하는 것이 적

합하다고 제시하였다(Hosking and Wallis, 1993).

4.1.3 강우자료의 공간의존성

가. 강우의 공간의존성

일반적인 강우자료의 공간의존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강우자료의 공간의존성은 자료를 분석하는 지점 간에 거리가 증가할

수록 거리에 비례하여 감소하게 된다(Stol, 1972). 강우자료는 빈도가

강한 극한 강우보다는 빈도가 작은 일반적인 강우사상에 대하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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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의존성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표본으로 추출하는 강우의 지속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강우자료 간의 공간의존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

고 있다.

공간의존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간에서 얻은 공간 강우자료가

필요로 한다. 최근에는 레이더 자료를 사용하여 그 공간적 분포를

추정하고 예측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레

이더 자료의 신뢰도가 높지 않고 자료의 기간이 짧아 분석자료로 사

용하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료기간이 길고 자료의 신

뢰성이 높은 강우관측소에서 모집된 점 강우자료를 활용하여 두 관

측소에서 측정된 강우자료의 의존성을 측정하여 강우의 공간적 분포

를 추정해 왔다(Baldassare Bacchi 1995).

강우의 공간의존성을 분석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  통계
량과  통계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기존의 피어슨 상관계수와

베리오그램을 사용한 방법들이 점 강우자료를 관측거리에 따라 군집

화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과 비교하여, 관측자료를 거리에 따라 군

집화하지 않고도 그 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할 수 있어 공간자료의

분포를 보다 신뢰성 높게 모의할 수 있다. 최근에는 GIS기술의 발전

과 더불어 공간자료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자료들의 신뢰성과

공간적 관측 범위가 세밀해 지면서 위와 같은 공간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나. 의존성 척도

(1) 피어슨 상관계수(Pe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

피어슨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에 의존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통계학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상관계수는 피어슨이 제시한 상관계

수를 의미한다. 피어슨 상관관계는 등간척도와 비율척도로 측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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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다. 피어슨 상관계

수는 일반적으로 두 변수가 각각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하

는 모수검정 방법이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공분산(covariance)의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

다. 분산(variance)이란 한 변수의 평균에 관한 각 측정치의 편차 제

곱을 말하는 것인데 비해, 공분산은 두 변수의 각각의 평균에 대한

편차의 곱을 말한다. 즉, 공분산은 각 변수의 평균치로부터 편차를

서로 곱한 것의 평균이라고 볼 수 있다(식 (4.7)과 (4.8) 참조).

  
    

(4.7)

  
    

(4.8)

그러나 변수와 변수의 절댓값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변수와

변수의 측정치가 서로 다를 경우 상대적으로 공분산이 커지게 된

다. 일례로 강수량과 기온 간의 공분산을 측정하는 경우 강수량의

단위는 1,000 이상으로 측정되는 데 비해 기온은 20°로 측정되므

로 강수량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처럼 두 변

수의 측정단위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려면 각각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주면 된다. 따라서 상관계수란 공분산을 두 변수의 표준편차로 나눈

것을 말하며, 피어슨 상관계수는 식 (4.9)와 같다.

 · 

 



(4.9)

(2) 베리오그램(Variogram)

베리오그램은 공간의존성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피어슨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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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변수 간에 상관계수만 계산이 가능할 뿐 그 지역의 공간의존

성을 나타낼 수 없다.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공간자료의 의존

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공간자료를 거리에 따라 군집화 화는 과정을

통하여, 자료의 거리에 따른 공간의존성을 측정하였다. 베리오그램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식 자체의 거리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공간의존성 척도이다. 베리오그램은 일정 거리에 있는 자료 간에 편

차의 분산을 계산한 것으로 식 (4.10)과 같다.

  

     (4.10)

여기서 는 측정 지점의 좌표이고, 와  는 각각 임의의 두

지점 와 에서의 측정값이고,    이다. 를 베리오그램

이라 하고 를 세미베리오그램이라 한다. 사용된 수식에서 알 수

있듯이 차의 분산은 일정 거리 만큼 떨어진 두 자료 간의 차이를

제곱한 것의 기댓값이다. 따라서 거리가 가까우면 그 지점에 값들이

비슷하므로 차의 분산이 작게 나타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차의 분

산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

(3) ′  통계량

′  통계량은 기존의 상관성 계수인 피어슨 상관계수와 베

리오그램의 한계를 극복한 통계량이다. 피어슨 상관계수와 베리오그

램의 경우 주 지점간에 통계량 분석만 가능하여 공간적 분포를 추정

하기 위해서는 지점을 거리에 따라 군집화하는 작업을 한 후, 군집

화 된 자료들 간에 의존성을 측정하게 된다. 하지만, ′  통계
량은 자료 간에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한 공간에 존재하는 공간 자료

의 의존성을 측정할 수 있다. ′  통계량은 대상지역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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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값들의 전반적인 군집경향을 나타내는 지수로, ′  통
계량은 식 (4.11)과 같다.

 ′  

  




  



 
  



 



  




  



  
 



(4.11)

여기서  : 구역수,  :  구역의 속성, : 구역의 속성,  : 평균값,

: 가중치이다. ′  통계량은 지역 간의 인접성을 나타내는

공간가중행렬과 인접하는 지역들 간의 속성 자료의 유사성

(similarity)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통계량은
‘-1‘과 ’1‘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며, ‘1’의 경우 완전한 양의 자기상관,

‘-1’의 경우 완전한 음의 자기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높은 유

사한 값은 갖고 있는 지역들이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는 경향이 강할

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되며, 반면에 (-1)에 가까울수록 높은

값과 작은 값을 가지는 지역들이 규칙적으로 섞여 분포하는 공간패

턴을 말한다.

′  통계량은 값들의 유사한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이기 때

문에 큰 값들이 군집되어 있는 경우나 작은 값들이 군집되어 있는

경우를 구분하지 못한다. 따라서 ′  통계량은 인구규모가 큰

지역들의 군집과 인구가 작은 지역들이 공간적으로 밀집해 있을 경

우 모두 동일하게 자기상관도가 크게 산출된다.

(4)  통계량(Getis-Ord General G)

 통계량은′  통계량이 값들이 군집해 있는 경우와 큰 값

이 군집해 있는 경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한 통계량이

다.  통계량은 큰 값들의 공간적 군집도와 작은 값들의 공간적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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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를 구별할 수 있다.  통계량은 큰 값들이 공간적으로 밀집해

있는 경우 값이 크게 산출되지만, 낮은 값들이 공간적으로 군집해

있는 경우에는 값이 낮게 산출된다. 따라서 ′  통계량은 큰

값의 군집패턴과 작은 값의 군집패턴을 구분할 수 없는 반면,  통

계량은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  통계량과  통계량은 유

용한 공간패턴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 가능

하다. 통계량은 정규분포로 가정하며, 기댓값과 분산이 식 (4.12)와

(4.13)과 같이 정의된다. 이를 바탕으로 표준정규 분포로 변화하여 

통계량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할 수 있다.

 
 

(4.12)

  


(4.13)

  
  




  



  (4.14)

여기서 : 구역수 :  구역의 속성, : 구역의 속성, : 가중치이

다.

다. 콜레스키 분해(Cholesky decomposition)

콜레스키 분해는 상관관계를 가진 확률 변수를 생성할 때 이용되

는 방법이다. 콜레스키 분해란 양정부호행렬을 하삼각행렬과 그 전

치행렬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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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여기서, 는 양정부호행렬, 는 하삼각행렬이다. 행렬 성분으로 부

터 의 콜레스키 하삼각행렬 의 행렬성분을 각각 계산이 가능하

다.

  

 


 ≤  ≤ 

 

 
  

 

   ≤  ≤   

 

 

  

 

 
  ≤  ≤  (4.16)

이러한 콜레스키 분해를 이용하면 상관관계를 가진 표준 정규분

포를 따르는 시계열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준 정규분포를 따

르는 길이를 가진 독립된 시계열  가 개 존재하고 이들로 이루

어진 행렬 가 존재한다고 하자. 이때 는 독립된 시계열  간에

상관계수 행렬으로 실수대칭행렬으로 양정부호행렬이다. 따라서, 콜

레스키 분해를 이용하여     로 분해 할 수 있다. 이때 행렬

를 전개하면 행렬의 콜레스키 분해식항 와 표준정규분포를 따

르는 행렬 의 곱의 분산식으로 표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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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여기서,      

 ∼ 

∼ 

식 (4.17)에서 식의 양변에 분산식을 제거하면 식 (4.18)으로 변환할

수 있다.

  
 (4.18)

따라서, 서로 상관관계 행렬 를 가지는 개로 이루어진 길이 의

확률변수 시계열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상관관계 행렬 의 콜레스키

분해 항인 와 ×의 크기를 가지는 표준정규분포 행렬 를

곱하여 통하여 생성가능하다.

4.2 강우의 공간이질성에 따른 홍수저감 효과

앞 절에서는 강우의 공간적 불균일의 원인을 공간이질성과 공간의존

성의 영향으로 구분하였다. 4.2절에서는 강우의 공간적 불균일성의 두가

지 요인 중 하나인 강우의 공간이질성만을 고려한 강우시나리오를 바탕

으로 분산형 보유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4.3절

에서는 강우의 공간의존성을 고려한 강우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분산형 보

유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각 절의 연구 흐름도는 Fig.

4.1과 같다. 4.2.2절에서는 이질성만을 가지는 공간 강우시나리오를 모의

하였으며, 4.2.3절에서는 위 강우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분산형 보유저류지

의 홍수저감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유역은 일반화된 결과 도출

을 위하여 임의 가상유역을 구성하였으며 가상유역에서 발생하는 강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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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는 한강 30개 중권역에서 발생하는 년 최대 일강우량 분포를 그 대

표 강우빈도분포로 선정하였다.

4.2.1 가상유역 현황

가. 대표 강우빈도분포 모의

강우시나리오를 모의하기 위하여 연구에 적용할 대표 강우빈도분

포를 모의하였다. 대상이 되는 유역은 우리나라의 중앙에 있고, 수도

서울을 관통하는 최대의 하천인 한강이 흐르는 한강유역이다. 한강

유역은 북위 36° 30‘-38° 55,‘ 동경 126° 24‘–129° 02‘ 에 걸쳐 한반

도 중앙부에 있으며, 크게 북한강수계와 남한강 수계로 구성되어 있

다(Fig. 4.3 참조). 유역면적은 26.356 km2 (북한지역 8,455 km2 포

함)이고 유로연장은 481.7 km 유역현상계수는 0.119인 남한 제1의

하천이다. 한강유역의 중권역 현황을 Table 4.2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프론티어 사업을 통해 기후 및 수문시나리

오 산정 연구를 수행한 세종대학교로부터 과거 강수량 자료를 받았

다. 대표 강우빈도분포를 모의하기 위하여 30개 중권역의 최대 일

강우량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수정규분포를 따른 것으로 나

타났으며 강우빈도분포의 매개변수는 Table 4.1과 같다.

나. 가상유역 현황

연구를 위하여 60개의 단위유역(unit watershed)로 이루어진 가상

의 유역을 모의하였다(Fig. 4.2 참조). 각각의 단위유역은 서로 중첩

되지 않으면서 연속적으로 접해 있으며, 가로 단위유역의 개수는 10

개 세로 단위유역의 개수는 6개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단위유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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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은 같으며 단위유역 별로 다른 강우빈도분포를 갖게 된다.

가상유역 지역강우 확률변수 는 앞서 모의한 한강유역의 빈도

분포를 따르게 된다. 이를 각각의 단위유역의 강우 확률변수와의 관

계식으로 정리하면 다음 식 (4.19)와 같다.

        

      

  

     (4.19)

여기서, 는 단위유역 면적, 는  단위유역 강우 확률변수, 

는 가상유역 지역강우 확률변수이다. 이 값의 기댓값과 분산을 구하

면 식 (4.20), 식 (4.21)과 같다.

   
 

  



   (4.20)

   

 



  




≠ 

 



  (4.21)

       

120 52.3302 4.7 0.4172

Table 4.1 Statistics of regional frequency distribution

여기서,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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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Research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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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Hypothetical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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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Sub-basins in the Han river (MLT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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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역 유 역 하 천 명 중권역 구분
중권역

번호

유역면적

(km2)
비 고

한강

4개 30개 41,956.97

한강

남한강 남한강상류 1001 2,447.85

평창강 평창강 1002 1,773.39

남한강 충주댐 1003 2,483.82

달천 달천 1004 1,614.36

남한강 충주댐하류 1005 524.42

섬강 섬강 1006 1,491.01

남한강 남한강하류 1007 2,072.72

북한강 금강산댐 1008 2,384.68

북한강 평화의댐 1009 940.45

북한강 춘천댐 1010 1,587.36

인북천 인북천 1011 931.22

소양강 소양강 1012 1,852.04

북한강 의암댐 1013 721.70

홍천강 홍천강 1014 1,566.05

북한강 청평댐 1015 760.61

경안천 경안천 1016 561.12

한강 팔당댐 1017 43.87

한강 중량천 1018 1,537.22

한강 곡릉천 1019 826.33

고미향천 고미향천 1020 2,198.07

임진강 임진강상류 1021 2,194.89

한탄강 한탄강 1022 2,339.62

임진강 임진강하류 1023 1,416.53

한강 한강하류 1024 146.40

안성천 안성천 안성천 1101 1,658.66

한강

서해

포내천 한강서해 1201 1,031.64

화정천 기화호 1202 961.26

한강

동해

양양남대천 양양남대천 1301 1,852.93

강릉남대천 강릉남대천 1302 1,050.11

삼척오십천 삼척오십천 1303 986.64

Table 4.2 Sub-basins in the Han river (MLT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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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수정규분포

본 연구에 사용되는 강우빈도분포는 대수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

로 모의하였다. 대수정규분포란 자연로그를 취해 변수 변환된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대수화한 확률변수

가 평균 이고 표준편차 인 정규분포를 따를 때, 확률변수 의

분포는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tuion)라고 한다(식 (4.22) 참

조).

  ln  ~    (4.22)

로그정규분포의 특징은 약간 왼쪽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점진적으

로 감소하는 긴 우측꼬리를 갖는 확률분포형태이다. 확률변수 의

밀도함수는 식 (4.23)와 같다.

 










 




 


 ln      

  ≥ 
  ≤ 

(4.23)

대수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의 평균과 분산은 식 (4.24)과 같

은 관계를 가진다.

    ln   













 



    exp
 




   

  ln









 



   
  

 exp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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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공간 강우시나리오 모의

가. 단위유역 매개변수 추정

공간이질성만을 고려한 강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수립하였다. 공간적 불균일의 원인은 강우의 공간이질성과

공간의존성으로 구분된다. 강우가 공간이질성만에 의하여 불균일한

양상을 보이기 위해서는 각각의 단위유역에서 발생하는 강우는 서로

이질성을 가지고 공간의존성에 의한 영향을 무시하기 위하여 각각의

단위유역에서 발생하는 강우가 서로 완전히 상관성을 가지게 된다.

각각의 단위유역이 각기 다른 통계적 특성을 가지면 그 지역은

공간적으로 이질하다고 말할 수 있다. 공간이질성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확률변수는 변동계수이며(Wiltshire, 1986a), 변동계수는 표

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만약 각각 단위유역의 강우확률변수

의 표준편차가 같고 평균값이 다를 경우 각각의 단위유역은 각기 다

른 변동계수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위에 가정을 바탕으로 단위

유역이 이질성을 가지는 각각의 단위유역의 통계적 매개변수를 추정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 식 ≠ 와 식 
  

  
가 성립한

다.

다음으로 단위유역의 강우 확률변수는 서로 완전히 상관되어 있

어 단위유역 간에 공간의존성이  


   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위유역의 분산값은 이질성 가정에 따라 모두 
으

로 같은값을 가지므로 단위유역간의 공분산은 식 (4.25)와 같이 표현

된다.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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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위에 공분산 값을 가상유역의 지역강우 확률분포의 분산과 단위유역

의 강우빈도분포의 분산값에 대한 식 (4.21)에 대입하면 식 (4.26)과

같이 정리된다.


   


           (4.26)

그러므로 단위유역이 공간적으로 이질하고, 서로 완전한 의존성을

가질 경우 단위유역의 매개변수는 단위유역과 가상유역의 관계식

(4.20)과 (4.21)로부터 다음의 식 (4.27)과 식 (4.287)와 같이 정리된

다.



 
  



     (4.27)


  

   (4.28)

나. 단위유역 평균값의 모의

단위유역 강우빈도분포의 평균값은 지역 강우빈도분포의 평균값

과 식 (4.27)과 같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다음의 식이 성립하는 단

위유역 강우빈도분포의 평균값을 무작위 모의하여 단위유역의 분포

매개변수를 추정하였다.

무작위 모의에 앞서 모의하는 평균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모의 값의 유효 범위를 설정하였다. 유효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대

표 강우빈도분포 모의에 사용되었던 한강유역 30개 중권역의 강우자

료를 분석하였다. 중권역의 강우빈도분포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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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의 범위가 97.5mm/day–167.4mm/day로 다소 넓은 범위에 분포되

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평균값의 산정을 위하여 사용된 자

료의 길이는 모두 30년이기 때문에 자료길이를 30개로 하고, 제1종

과오에 대한 유의성이 0.9인 양측검정을 시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평균값의 범위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식 (4.29)와 식 (4.30)과 같이 모

의하였다.

   

  


  
   (4.29)

   

  


  
   (4.30)

 ≤ ≤ 

 ≤ ≤  (4.31)

다음의 산정된 범위로부터 각각 단위유역의 평균값을 무작위 발생시

키고 마지막 단위유역인 값은 앞서 무작위 모의 되었던 단위유역

의 평균값과 식 (4.27)로부터 산정하고, 그 값이 평균 모의범위 안에

존재하는지 검토 하였다. Fig. 4.4는 60개의 단위유역 강우빈도분포

의 평균을 추정한 결과이며, Fig. 4.4의 결과는 다음 절에서 모의할

이질성 척도에 따라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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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Mean of rainfall frequency distribution at-unit watershed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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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Mean of rainfall frequency distribution at-unit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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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간 강우시나리오 모의

공간적으로 불균일한 강우시나리오를 모의하기 위하여 몬테카를

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였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난수를 발생

시켜 불확실한 상황을 모의하는 과정으로 모의적 표본 추출법

(simulated sampling technique)이라고도 한다. 모의적 표본은 추출

한다는 의미는 그 과정에서 우연한 결과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연결과 또는 확률적 결과를 발생시켜 주는 데 이용되는 도구로는

주사위나 룰렛바퀴, 복권추첨에 이용되는 숫자가 기록된 공 등이 있

으며, 최근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난수 발생시켜 많은 연

구에 그 값을 적용되고 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의 시행을 위한 절차로는 우선 구하고자

하는 값을 목적으로 하는 확률분포 모형을 구현한다. 다음으로 일양

분포(uniform distribution)로부터 독립적인 난수를 반복적으로 생성

한 후 이 값을 확률분포 모형에 입력하여 결과 값을 구하게 된다.

위에 과정을 반복 계산하여 결과를 시계열로 구하거나, 분포로 표현

하고 그 분포에 관한 통계량을 이용하여 결과 값의 변동을 분석하게

된다.

유역의 강우시나리오를 모의하기 위하여, 앞서 모의한 각각의 유

역단위 매개변수를 바탕으로 대수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분포 모형

을 만들었다. 다음으로 일양분포로부터 독립적인 난수를 반복적으로

생성하고 이 값을 초과확률로 하는 각각 단위유역의 년 최대 일강우

량 모의하였다.

단위유역은 서로 완전 상관관계에 있으므로 60개의 단위유역은

모의단계마다 모두 같은 초과확률을 갖게 되고, 몬테카를로 시뮬레

이션을 통하여 생성된 모의 값 시계열 간에는 시간적 상관성은 없는

독립적인 값이 생성되게 된다. 결과 값은 60개의 유역단위에서

50,000의 길이를 가지는 년 최대 일강우량을 모의하였으면 앞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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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던 단위유역의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여 서

로 다른 공간적 불균일을 가지는 공간 강우시나리오를 반복하여 생

산하였다.

라. 이질성 척도측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된 여러 개의 공간 강우시나

리오는 단위유역별로 이질성을 가지긴 하지만. 얼마만큼의 이질성을

가지는지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시계열을 생성한 후

L-moment값을 계산하여 자료간의 이질성을 판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Hosking and Waiils가 제안한 이질성 척도를 통

하여 이질성을 판단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질성 척도에 따라 7개의

공간 강우시나리오가 선택되었다. 각각 공간 강우시나리오의 이질성

은 0, 0.9, 1.6, 2.4, 2.5, 3.2, 5.6으로 측정되었다. 모의된 공간 강우시

나리오의 통계량은 Table 4.4와 같다.

마. 확률강우량 모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공간 강우시나리오를 모의하고

각각의 시나리오의 이질성을 측정하였다. 이 중 대표 강우시나리오

4개를 선택하여 확률강우량을 모의하였다. 선택된 이질성 값은 0,

0.9, 2.5, 5.6으로 각 공간 강우시나리오로부터 가상유역 전반에 걸쳐

각각 5년 빈도, 8년 빈도, 10년 빈도, 20년 확률강우량이 발생하였을

때의 공간 강우 시나리오를 선택하여 그림 Fig 4.5–4.8로 나타냈다.

이질성이 0인 시나리오는 모든 확률강우량에서 모두 공간적으로

균일한 강우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공간적으로 확률강우량의 변동폭

은 없었다. 반면 이질성이 0.9인 시나리오는 발생한 강우의 값이 공

간적으로 불균일하였다. 강우의 공간적 분포의 경우 5년 빈도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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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량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가 약 18.59mm 정도 발생하였으

며, 8년 확률강우량에서는 18.16mm, 10년 확률강우량에서는 17.84,

20년 확률강우량에서는 16.42mm 로 그 차이가 점차 감소하였다. 이

는 강우빈도분포가 꼬리가 긴 대수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극치값

으로 갈수록 그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질성이 2.5인 공간 강우시나리오의 확률강우량을 살펴보면 최

대 강우량과 최소 강우량의 차이가 5년 확률강우량에서는 23.93mm

8년 확률강우량에서는 23.4mm, 10년 확률강우량에서는 22.98mm 20

년 확률강우량에서는 21.22mm로 측정되었다. 이질성이 5.6인 공간

강우시나리오의 확률강우량의 최대 강우량과 최소 강우량의 차이가

5년 빈도에서 26.24mm, 8년 확률강우량에서 25.64mm, 10년 확률강

우량에서 25.19mm, 20년 확률강우량에서 23.19mm로 나타났다.

공간이질성에 의한 강우의 공간적 불균일은 이질성이 5.6일때 3

년 확률강우량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므로 강우의 공간적 불균일은

이질성이 클수록 증가하고, 빈도가 낮은 강우에 대해서 더 크게 나

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이산도가 이질성이 5.6인 시나리

오에서 최대 5.16mm의 표준편차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질성에

의한 강우의 공간적 불균일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간이

질성에 의한 공간 강우시나리오는 강우의 공간적 불균일이 그 지역

적 특징을 반영하므로 공간적 불균일의 양상이 각 공간 강우시나리

오별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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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강우량의 평균 120 120 120 120 120 120 120

평균 강우량의 표준편차 0 3.381 3.629 3.759 3.912 4.08 4.728

편균 강우량의 변동계수 0 0.0282 0.0302 0.0313 0.0326 0.0340 0.0394

이질성 척도 0 0.9 1.6 2.4 2.5 3.2 5.6

강우시나리오 간에

의존성 평균
1 1 1 1 1 1 1

Table 4.4 Statistics of chosen 7 spatial rainfall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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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yr

(b) 8yr

(c) 10yr

(d) 20yr

Fig. 4.5 Probability rainfall with spatial heterogene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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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yr

(b) 8yr

(c) 10yr

(d) 20yr

Fig. 4.6 Probability rainfall with spatial heterogene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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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yr

(b) 8yr

(c) 10yr

(d) 20yr

Fig. 4.7 Probability rainfall with spatial heterogene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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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yr

(b) 8yr

(c) 10yr

(d) 20yr

Fig. 4.8 Probability rainfall with spatial heterogene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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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홍수저감 효과분석

가 . 분산형 보유저류지의 설치

가상유역의 분산형 보유저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유역을 임의의

수의 소유역으로 나누었다. 유역을 나누는 방법은 총 소유역의 수인

60의 공약수에 따라, 소유역의 수가 1, 2, 3, 4, 5, 6, 10, 12, 15, 20,

30, 60인 경우이다. 가상유역을 여러 개의 소유역을 나누는 방법의

예시는 Fig. 4.9와 같다.

각각의 소유역 출구에는 보유저류지가 설치되게 되고, 따라서 소

유역수와 동일한 숫자의 보유저류지가 가상유역의 설치된다. 설치된

보유저류지의 용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 소유역에서 발생하는 유

출량을 모의하여야 한다. 강우-유출 모의에 관한 많은 상용화 프로

그램과 식들이 존재하지만 보유저류지의 홍수저감 특징상 유입되는

저류량이 보유저류지에 용량설계에 기준이 되므로, 가장 간단한 형

태의 유출을 모의하는 합리식  을 사용하였다. 이때 유역 유

출계수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1’로 계산하였다. 이때 보유저류지

에 크기는 소유역에서 발생가능한 10년 빈도 홍수량으로 계산하였

다. 대상 강우빈도분포로부터 가상유역의 10년 확률강우량을 모의한

결과 187.6이 계산되었으므로 소유역에 설치되는 보유저류지

의 용량은 유역면적과 비례하여 식 (4.32)과 같다.

   ×  ×   × (4.32)

여기서 는 저류지의 용량, 은 10년 빈도 홍수량,  소유역

의 포함되는 단위유역 수, 은 10년 빈도 강우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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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유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

보유저류지의 경우 유역에서 발생한 모든 유출량을 저류지에 보

유하였다가 방류하는 형태이므로, 홍수저감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저류지로 유입되는 유입 총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때 유출 총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앞서 사용했던 합리식이 사용되었으며. 보유저류지

의 홍수저감 효과는 소유역에서 발생한 보유저류지 유입량과 보유저

류지의 용량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다음의 과정은 월류량 계산과정

예시로 Fig. 4.10과 같이 4개의 단위유역에 하나의 보류저류지가 설

치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월류량을 모의절차를 설명하였다.

① 합리식을 통한 단위유역 유출량 모의

② 소유역에서 발생한 유출량 모의

③ 유입량과 저류지용량을 비교하여 월류량 모의

      (4.33)

   for  ≤ 
   for  ≥ 

여기서 는 보유저류지의 홍수저감 방정식으로 가 0보다 작으면

결과값은 0이지만, 가 0보다 크다면 저류지의 홍수저감 능력을 넘

어섰다고 판단하여 가 월류량이 된다.

④ 가상유역에서 전체에서 발생한 월류량 모의

⑤ 모든 모의횟수에 대하여 위 4단계 반복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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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유역의 수 = 1

(a) 소유역의 수 = 15

(a) 소유역의 수 = 60

Fig 4.9 Installation of decentralized retention stor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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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Example of a detention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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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1) 확률강우량을 적용한 분산형 보유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

Fig. 4.11 – 4.14는 확률강우량을 적용하였을 때의 분산형 보유

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이다. 설치된 저류지의 용량은 10년 빈도 유

출량과 같아서 강우가 공간적으로 균일할 경우 10년 빈도보다 작은

빈도의 강우량이 발생하였을 때 월류량이 발생하지 않는다. 5년 확

률강우량을 적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강우가 공간적으로 불균일함에

도 월류량이 발생하지 않았다. 8년 확률강우량은 공간 이질성이 5.6

인 시나리오에서 60개의 단위유역에 각각의 보유저류지를 설치한 경

우에서 유일하게 월류량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설계강우량에 해당하

는 10년 확률강우량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간이질성이 0일 때 저류지

수에 상관없이 월류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질성이 존재하는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저류지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월류량이 증

가하였다. 다음으로 20년 확률강우량이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강우

시나리오에서 유사한 월류량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강우가 공간적으

로 불균일할 때 설계강우량보다 큰 강우가 발생한다면 분산형으로

설치한 경우와 소수의 보유저류지를 설치한 경우에 월류량의 차이가

없었던 반면 설계강우량과 유사한 강우가 발생할 때에는 보류저류지

의 수가 늘어날수록 홍수저감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시계열 모의 강우량을 적용한 분산형 보유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

Fig. 4.15은 공간자료의 동질성에 의한 분산형 보유저류지의 홍수

저감 효과이다. 적용된 모의조건은 이질성 척도가 각각 0, 0.9, 1.6,

2.4, 2.5, 3.2, 5.6인 경우와 보유저류지의 수가 1, 2, 3, 4, 5, 6, 10, 12,

15, 20, 30, 60인 경우로 총 84가지 경우이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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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의 수를 의미하며, 그래프의 세로축은 월류량이 발생한 비율을

의미한다. 월류량 발생 비율은 시니리오별로 발생한 월류량을 강우

가 공간적으로 균일하고 유역 출구의 하나의 보유저류지가 설치되어

있을 때 발생한 월류량으로 나누어 무차원화 하였다.

이질성 척도가 0인 경우, 즉 강우가 공간적으로 균일할 때 유역

에 분산되어 설치된 저류지의 수가 증가하여도 발생하는 월류량은

모두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되었던 논문과

보고서와 일치하는 결과로 강우가 공간적으로 균일하다면 보유저류

지는 분산형으로 설치하여도 홍수저감 효과에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우의 공간이질성과 분산형 보유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를 살펴

보면 이질성 척도가 5.6인 경우 발생한 월류량의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번째로 많은 월류량 증가 폭을 보인 시나

리오의 이질성은 1.6으로 이질성과 월류량 발생증가와는 선형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 이질성이 큰 모의 강우

시나리오에서 월류량 발생이 증가하여 강우의 공간적 불균일성과 분

산형 보유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 사이에는 일정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우가 공간적으로 불균일한 상황에서 분산형 보유저류지의 숫자

와 홍수저감 효과에 관하여 살펴보면 분산형 보류저류지의 수가 증

가함에 따라 작은 수준이지만, 계속해서 발생하는 월류량이 증가하

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분산형 보유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는 강

우의 공간적 불균일성이 존재할 때 설치되는 보유저류지 수가 늘어

날수록 감소하게 된다.

이질성 척도는 만약 그 값이 2보다 클 때 그 지역은 공간적으로

이질하다고 볼 수 있다. 이질성이 척도가 가장 큰 5.6일 때의 공간

강우시나리오의 월류량 비율을 살펴보면 값이 약 1.007로 강우가 공

간적으로 균일할 경우와 비교하여 0.007 정도의 증가밖에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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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이는 앞서 모의하였던 이질성에 의한 공간적으로 불균일한

강우시나리오가 공간적으로 균일한 강우시나리오와 비교하여 그 값

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위유역이 공간

적으로 이질하다고 하여도 단위유역이 공간적으로 완전히 상관관계

가 있다면 강우의 공간적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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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Hydrologic performance of decentralized detention storages

with 5yr return period rainfall with spatial heterogeneity

Fig. 4.12 Hydrologic performance of decentralized detention storages

with 8yr return period rainfall with spatial heterogene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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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Hydrologic performance of decentralized detention storages

with 10yr return period rainfall with spatial heterogeneity

Fig. 4.14 Hydrologic performance of decentralized detention storages

with 20yr return period rainfall with spatial heterogeneity



- 115 -

Fig. 4.15 Hydrologic performance of decentralized detention storages with spatial heterogene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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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강우의 공간의존성에 따른 홍수저감 효과

4.2절에서는 강우의 공간적 불균일성의 두 가지 요인 중 하나인 강우

의 공간이질성만을 고려한 강우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분산형 보유저류지

의 홍수저감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4.3절에서는 강우의 공간적

불균일성의 다른 한가지 요인인 강우의 공간의존성을 고려한 강우시나리

오를 바탕으로 분산형 보유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

다. 대상유역은 4.2절에서 모의하였던 가상유역과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

4.3.2절에서는 의존성만을 가지는 공간 강우시나리오를 모의하였으며,

4.3.3절에서는 모의된 공간 강우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분산형 보유저류지

의 홍수저감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4.3절의 연구흐름도는 Fig. 4.1과

같다.

4.3.1 가상유역 현황

모의에 적용한 가상유역은 4.2에서 모의한 가상유역과 같다. 가상유역

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60개의 단위유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상

유역에서 발생하는 평균 최대 일강우량의 빈도분포는 앞 절에서 얻어진

한강유역의 강우빈도분포를 사용하였다.

4.3.2 공간 강우시나리오 모의

가. 단위유역의 매개변수 추정

공간의존성만을 고려한 강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에 따라 단위유역의 매개변수를 추정하였다. 지역이 공간적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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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의 원인은 강우의 공간이질성과 공간의존성으로 구분되며 가상

의 유역이 공간이질성만 가지기 위하여 각각의 단위유역은 서로 동

질하며, 각각의 단위유역에서 발생하는 강우는 공간의존성에 의하여

서로 일정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수문학에서 동질하다는 의미는 앞서 설명했던 대로 통계적분포가

같다는 의미로 각각의 단위유역의 매개변수가 모두 같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모든 단위유역의 매개변수는 모두 같은 값을 가진다. 위

과정을 정리하면      , 
  

  
와 같다.

다음으로 각각의 단위유역에서 발생하는 강우는 공간의존성에 의

하여 서로 일정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단위유역에

서 발생하는 강우는 ‘‘ 값의 일정한 상관성을 가진다고 가정하였다.

단위유역의 분산값은 모두 
으로 같은 값을 가지므로 단위유역 간

의 공분산은 식 (4.34)와 같이 정리된다.

     


(4.34)

여기서,   








 

공간 강우자료의 의존성 가정에 따라 앞서 모의하였던 가상유역 지

역강우 빈도분포의 분산과 단위유역 강우 빈도분포의 분산에 대한

식 (4.21)에 대입하면 식 (4.35)와 같이 표현된다.

  

    


  


 

 

(4.35)

그러므로 단위유역의 매개변수는 다음의 식 (4.36)과 식 (4.37)과 같

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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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6)


   ×


(4.37)

단위유역 강우 빈도분포의 분산 은 일정한 공간 상관계수 값에 의

하여 결정되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적용한 임의의 공간적 상관계

수 값은 0.65부터 1까지 0.5만큼씩 증가시켜 그 값을 적용하였다. 연

구에 사용된 단위유역의 매개변수는 Table 4.5와 같다.

Corr 0.7 0.75 0.8 0.85 0.9 0.95 1

 62.28 60.22 58.35 56.64 55.07 53.63 52.33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Table 4.5 Statistics of chosen 7 spatial rainfall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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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정한 의존성을 가지는 시계열 모의

콜레스키 분해방법을 따라 시계열 간에 일정한 의존성을 따르는

정규분포 시계열을 생성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단위유역 간에 의존성 결정

② 일정한 공간의존성(Correlation) 값을 가지는 행렬 생성

③ 의존성 매트릭스의 콜레스키 분해 항 모의

④ 정규분포를 따르는 독립된 시계열 매트릭스 생성

⑤ 단계 ④를 통해 생성된 매트릭스에 단계 ③을 통해 만들어진 콜

레스키 분해 항 매트릭스를 곱하여 서로 일정한 의존성을 가지는 표

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시계열을 생성.

다. 공간강우 시나리오의 모의

각각의 단위유역에서 발생하는 연 최대 일강우량 시계열을 모의

하기 위하여 단위유역의 매개변수를 바탕으로 확률분포 모형을 구현

하였다. 다음의 확률모형으로부터 콜레스키 분해를 통하여 일정상관

성을 가지는 이양분포 난수 시계열을 모의하고 이를 적용하여 공간

강우시나리오를 모의하였다. 이때 단위유역 간에 상관계수 값을 0.7

부터 0.5씩 증가시켜 총 7개의 공간 강우시나리오를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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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확률강우량 모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단위유역 간에 일정한 상관관계

를 보이는 공간 강우시나리오를 모의하였다. 이 중 4개의 공간 강우

시나리오를 선택하여 확률강우량을 모의하였다. 선택된 상관성 값은

0.999999, 0.9, 0.8, 0.7 으로 각 공간 강우시나리오로부터 가상유역

전반에 걸쳐 각각 5년 빈도, 8년 빈도, 10년 빈도, 20년 확률강우량

이 발생한 공간 강우 시나리오를 Fig 4.16–4.19에 나타냈다.

단위유역 간에 상관성이 0.999999인 경우 거의 ‘1’에 가까워 완전

상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확률강우량에서

모두 공간적으로 거의 균일한 강우가 발생하였다. 반면 상관성이 점

차 감소할수록 가상유역에 발생한 강우의 값이 공간적으로 불균일하

였다. 상관성이 0.9인 시나리오의 확률강우량 결과를 살펴보면 5년

빈도 확률강우량에서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가 99.56mm, 8년 확률

강우량에서는 98.57mm, 10년 확률강우량에서는 125.22, 20년 확률강

우량에서는 129.57mm로 그 차이가 점차 증가하였다.

상관성이 0.8인 공간 강우시나리오의 확률강우량을 살펴보면 최

대 강우량과 최소 강우량의 차이가 5년 확률강우량에서는

119.41mm, 8년 확률강우량에서는 187.00mm, 10년 확률강우량에서는

133.19mm, 20년 확률강우량에서는 무려 193.27mm로 20년 확률강우

량에 해당하는 187.7mm 만큼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상관성이 0.7인

공간 강우시나리오에서 최대강우량과 최소강우량의 차이는 5년 빈도

에서 219.59mm, 8년 확률강우량에서 182.77mm, 10년 확률강우량에

서 210.00mm, 20년 확률강우량에서 304.11mm로 나타났다.

공간의존성에 의한 강우의 공간적 불균일은 상관성이 작아질수록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우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

는 불균일성의 증가와 함께 선형으로 증가하지 않지만, 이질성이 0.7

인 시나리오에서 발생한 강우 간에 표준편차가 64.88mm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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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성에 의한 표준편차가 5.16mm와 비교하여 상당히 큰 불균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우시나리오의 불균일 양상은 공간이질

성에 의한 공간 강우시나리오의 불균일이 그 지역적 특징을 반영하

여 상대적으로 높은 강우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항상 큰 값의 강우가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강우가 발생한 지역은 항상 상대적으로

작은 강우가 발생하였던 반면 공간적 상관성에 의한 강우의 불균일

은 그 지역적 특징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불균일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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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yr

(b) 8yr

(c) 10yr

(d) 20yr

Fig 4.16 Probability rainfall with spatial dependenc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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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yr

(b) 8yr

(c) 10yr

(d) 20yr

Fig 4.17 Probability rainfall with spatial dependenc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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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yr

(b) 8yr

(c) 10yr

(d) 20yr

Fig 4.18 Probability rainfall with spatial dependenc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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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yr

(b) 8yr

(c) 10yr

(d) 20yr

Fig 4.19 Probability rainfall with spatial dependenc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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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홍수저감 효과분석

가 . 분산형 보유저류지의 설치 및 모의

분산형 보유저류지의 설치방법과 홍수저감 효과 모의방법은 4.2.3

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과정을 수행하였다. 보유저류지를 가상유역

에 분산하여 설치하기 위하여 가상유역을 임의의 개수의 같은 면적

의 소유역으로 나누고, 각 소유역 출구에 소유역 면적과 비례하는

규모의 저류지를 설치하였다. 보유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는 합리식

을 사용하였으며 설치된 보유저류지의 용량보다 큰 유량이 저류지로

유입될 경우, 두 용량의 차이 값만큼 월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모의

하였다.

나. 결과

(1) 확률강우량을 적용한 분산형 보유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

Fig. 4.20–4.23은 확률강우량을 적용하였을 때의 분산형 보유저

류지의 홍수저감 효과이다. 앞서 모의하였던 것처럼 강우의 공간절

불균일성은 강우자료의 공간이질성에 의한 영향보다는 공간상관성에

의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10년 빈도 유출량을 대상으로 저류

지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강우가 공간적으로 균일하고, 10년 빈도보

다 작은 빈도의 강우량이 발생한다면 월류량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

다. 하지만 5년 확률강우량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성이 0.7

인 공간 강우시나리오에서 저류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월류가 발

생하였다. 설치된 보유저류지의 수에 따른 월류량의 차이는 강우가

공간적으로 불균일하고, 저류지의 계획빈도인 설계강우량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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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가 발생하였을 때 크게 나타났으며 설계강우량과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 작거나 큰 강우가 발생할 때에는 보유저류지의 수에 상관없

이 발생하는 월류량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2) 시계열 모의강우량을 적용한 분산형 보유저류지의 홍수저감 효

과

Fig. 4.24는 강우의 공간 의존성만을 고려한 공간 강우시나리오를

적용하였을 경우의 분산형 보유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이다. 적용된

모의 조건은 단위유역 간에 공간의존성은 0.7, 0.75, 0.8, 0.85, 0.9,

0.95, 0.999999인 경우와 보유저류지의 수가 1, 2, 3, 4, 5, 6, 10, 12,

15, 20, 30, 60인 경우로 총 84가지의 경우이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보유지의 수를 의미하며, 그래프의 세로축은 월류량이 발생한 비율

을 의미한다. 월류량 발생 비율은 경우별로 발생한 월류량을 강우가

공간적으로 균일하고 유역 출구의 하나의 보유저류지가 설치되어 있

을 때 발생한 월류량으로 나누어 무차원화 하였다.

유역출구에 한 개의 보유저류지가 설치될 경우, 강우가 공간적으

로 불균일하게 발생하여도 홍수저감 효과는 모두 동일하였다. 이는

가상유역에서 발생하는 강우가 지역적으로 불균일하여도 지역 강우

빈도분포는 변화가 없으므로 전체유역을 출구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유량은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역 출구에 하나의 보유저류지를 설

치할 때 홍수저감 효과의 차이가 없다.

강우의 공간의존성에 의하여 공간적으로 불균일할 때 분산형 보

유저류지에서 발생하는 월류량은 공간의존성이 감소할수록 그에 비

례하여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강우의 공간의존성이 감소할수록 강우

의 공간적 불균일성은 점차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유역을 여러 개

로 나누어 각각의 소유역의 분산형 보유저류지를 설치하면 강우의

불균일성이 증가할수록 월류량 발생비율은 높아지고, 분산형 보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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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의 홍수저감 효과는 감소하게 된다.

강우시나리오가 일정한 의존성을 가져 공간적으로 불균일하게 강

우가 발생할 때 분산형 보류저류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해서

발생하는 월류량이 증가한다. 이는 작은 규모로 여러 개의 보유저류

지를 설치할 경우 강우의 불균일성에 의하여 홍수저감 효과가 감소

하기 때문이다. 분산형 보유저류지의 수가 증가할수록 홍수저감 효

과가 감소하는 현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석된다. 만약 ‘A’와 ‘B’

소유역으로 이루어진 가상유역에 두 개의 보유저류지와 하나의 보유

저류지를 설치하고 그 홍수저감 효과를 분석한다고 하자. 만약 ‘A’

유역에는 집중 호우가 발생하고 ‘B’ 유역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면,

‘A’ 유역과 ‘B’ 유역에 출구의 하나의 저류지를 설치할 경우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A’ 유역과 ‘B’ 유역에 2개의 보유저류지를

각각 설치한다면 ‘B’ 유역에 설치된 보유저류지는 ‘B’ 유역에는 유출

이 발생하지 않아 기능할 수 없고, ‘A’ 유역에 설치된 보유저류지는

상대적으로 저류지의 총 용량이 줄어들어 월류가 발생할 확률이 증

가하게 된다. 따라서 보유저류지를 작은 규모로 여러 개 설치할 때

강우가 공간적으로 불균일하다면 홍수저감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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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0 Hydrologic performance of decentralized detention storages

with 5yr return period rainfall with spatial dependency

Fig 4.21 Hydrologic performance of decentralized detention storages

with 5yr return period rainfall with spatial dependency



- 130 -

Fig 4.22 Hydrologic performance of decentralized detention storages

with 10yr return period rainfall with spatial dependency

Fig 4.23 Hydrologic performance of decentralized detention storages

with 5yr return period rainfall with spatial 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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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4 Hydrologic performance of decentralized detention storages with spatial 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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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5.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저류지를 홍수저감 효과에 따라 지체저류지와 보유저

류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홍수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전반부

는 지체저류지의 관한 내용이다. 분산형으로 설치된 지체저류지는 저류

지의 연결상태에 따라 홍수조절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지체저류지의 연결상태를 직렬연결 상태와 병렬연결 상태로 나누고 분산

형으로 설치된 저류지의 수가 증가함에 따른 홍수저감 효과의 변화를 모

의하였다. 지체저류지의 홍수조절 효과를 모의하기 위하여 계획모형과

저류함수가 사용되었으며, 무차원 수문곡선을 사용하여 다양한 유역형상

과 강우의 변동성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후반부는 보유저류지에 관한

내용이다. 보유저류지는 지체저류지와 달리 강우가 발생하면 그 유역에

서 발생한 모든 유출량을 침투의 방식을 통하여 처리하게 된다. 보유저

류지의 홍수조절 능력은 저류지가 설치된 유역에서 발생하는 총 유출량

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강우의 공간적 분포는 보유저

류지의 홍수조절 효과를 결정하는 주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우의 공

간적 불균일을 고려하여 분산형 보유저류지와 집중형 보유저류지의 홍수

저감 효과를 비교하였다. 연구에서 공간의존성과 공간이질성 지표를 사

용하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과 촐레스키 분해를 통해 공간적 불균일을

가지는 강우시나리오를 생성하였다. 다음으로 모의된 공간적 불균일 강

우를 가지고 분산형 보유저류지의 홍수조절 효과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위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총규모가 같은 저류지를 지체저류지를 직렬로 설치할 때 유역 출

구에서의 홍수저감 효과는 저류지의 수가 증가할수록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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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지체저류지를 두 개의 지류가 합류하는 곳에 설치한다면 지류에

하나씩 설치하는 경우와, 합류부에 하나가 설치될 경우의 홍수저

감 효과가 같지만, 두 개의 지류 중 하나의 지류에만 총용량에서

같은 지체저류지를 설치하였을 때 가장 홍수저감 효과가 뛰어났

다.

§ 공간이질성과 공간의존성 지표를 각각 고려하여 공간적으로 불균

일한 강우시나리오를 모의하였으며, 공간이 이질하여도 강우가

완전상관일 경우에는 강우의 공간적 불균일은 크지 않았다.

§ 강우가 공간적으로 균일할 경우, 보유저류지를 분산형으로 설치

하여도 집중형 보유저류지와 비교하여 홍수저감 효과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강우가 공간적으로 불균일할 경우, 집중형 보유저류

지와 비교하여 분산형 보유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가 감소한다.

§ 강우가 공간적으로 불균일할수록 보유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는

감소하였으며, 강우의 공간적 불균일 정도가 일정하여도, 보유저

류지의 수가 늘어날수록 홍수저감 효과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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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고찰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최근 분산형 저류시설 설치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반면

분산형 저류지의 홍수조절 효과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분산형

저류시설의 홍수저감 효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 저류지를 그 홍수저감 효과에 따라 지체저류지와 보유저류지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에 미치는 중요요인을 분석

하였다. 다음으로 각각의 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그 값을 변화시켜 지체저류지와 보유저류지

를 분산형으로 설치하였을 때에 홍수저감 효과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분산형 지체저류지의 설치형태에 관한 연구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향

후 연구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체저류지의 설치를 위해서

는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설계모의 모형을 통하여 홍수저감 효과에

대하여 분석을 하여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계획모형과 저류방

정식을 사용하여 아주 단순한 형태의 저류지에 대해서만 홍수저감 효과

를 모의하고 저류지 수에 따라 그 결과를 추세선으로 표현하였다. 따라

서 추후 연구에서 여러 개의 실제 유역을 대상으로 결과를 모의한다면,

분산형 지체저류지의 설계형태에 관한 일반적인 결과에 관한 신뢰도를

높이고 그 값 역시 정량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결과 값을 통한 다양한 분

석 역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지체저류지는 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가 방류량을 결정하는

위어나 오리피스의 크기가 어떠한가, 또한 그 설계 형태가 단면인가 다

단면인가에 따라 홍수저감 능력이 변하게 된다. 게다가 지체저류지를 분

산형으로 여러 개를 설치할 때 설계를 위하여 고려해야 하는 변수들의

수가 저류지의 수 증가와 저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설계 가능한 위치의

수 증가와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분산형 저류지를 설계할

때에는 지역적 특징을 고려하여 설계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변수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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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 설계를 위한 목적에 따라 축소하고 최적화 모형을 통하여 분산형

저류지를 설계해왔다. 즉 지체저류지의 경우 지역적 특징이나 목적함수

에 따라 그 설계방법을 달리지게 된다. 본 연구방법은 지역적 특징을 고

려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상황에 관한 개략적인 모의만을 진행하였다. 그

러므로 분산형 지체저류지의 연구방법과 실제적인 설계과정 간에 불연속

성이 존재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후반부는 분산형 보유저류지의 강우의 공간적 불균일성을

고려한 홍수저감 효과이다. 보유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를 분석한 논문

들은 강우의 공간적 불균일성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강우의 공간적 불균

일성은 보유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주요 요인이다. 보유저류지는 유역 내 유출을 줄이기 위해 설치되기

때문에 그 개개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게 된다. 이럴 때 설치된 저류지

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강우의 불균일성에 의하여 홍수저감 효과의

감소가 여실히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강우의 공간적 불균일성 고려

를 통해 더욱 합리적이고 실제 자연현상과 가까운 모의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또한, 공간적으로 불균일한 강우시나리오를 모의하기 위하여 이질성

지표를 사용하였다. 이때 각각의 단위유역이 이질하기 위하여 단위유역

의 변동계수가 다른 값을 가지도록 모의하였다. 변동계수는 변수의 평균

과 표준편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때 각기 다른 변동계수를 가지기 위

하여 평균은 무작위 모의하였으며 표준편차는 모의의 편의를 위하여 모

두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표준편차 값을 다양하게 고려

한다면, 강우의 공간적 불균일을 실제유역과 가깝게 모의할 수 있을 것

이다.

다음으로 보유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간단한 형

태의 합리식이 사용되었다는 점이 문제가 될수 있다. 합리식은 손쉽게

유입량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점과 보유저류지의 홍수저감 특징이 유출 총

량을 제어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보유저류지의 유입량을 계산하기 위하



- 136 -

여 주로 쓰이지만, 합리식의 특성상 첨두유량 지체시간이나 실질적인 수

문곡선을 산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수문모의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실질적인 소규모의 도시유역을 대상으로 홍

수저감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체저류지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되는 데

반하여 보유저류지의 경우 개인이나 그 지역의 소유권을 가진 주체에 의

하여 설치되어야 하는 구조물이다. 보유저류지의 경우 유출의 총량을 감

소시키기 때문에 그 설치가 증가할수록 선형적으로 도시의 내수 침수피

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단체는 이러한 보유

저류지의 설치를 개인과 소유권 주체들에게 권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보유저류지에 홍수저감 특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아 개인과 그 지역의 소유권 주체들에게 보유저류지의 설치를 장려하

기 위해서 보조금과 같은 재정적 지원과 법제도 개선과 수자원 정책 등

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유저류지 주체를 위한 보조금 지급과 수자원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단순히 홍수저감 효과를 도식화하는 것에서 벗어나 좀 더 의

미 있고 실용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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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Flood Mitigation Effects between
Centralized and Decentralized Storages based on
Storage Networks and Non-uniform Rain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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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ralized storage system, a installment of multiple small storages

on the watershed, has recently received a spotlight for its positive

effect on prevention of inland flood and river flood. Despite of

multiple advantages of decentralized water management system, its

effectiveness on flood mitigation is still uncertain. Due to its

uncertainty, the hydrologic performance of decentralized water

management system should be reexamined in order to apply the

system in real life.

Accordingly, this research project carried out comparison of

decentralized and centralized storages based on their hydrologic

performances. The types of storage were distinguished between

retention storage and detention storage, and the impact of flood

mitigation were compared between decentralized storage and

centralized storage.

The effect of flood control is dramatically changes depending upon

the connection status of detention storages. The connection type of

hypothetic watershed is separated between series and parallel, and its

effect of flood mitigation was simulated by increasing the number of

detention storages respectively. In this study, preliminary estimation

methods and storage equation were used in order to simulate the

effect of flood mitigation of detention storages. Also, various shapes

of watershed and its distribution of rainfall was considered with

dimensionless inflow hydrograph.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t is

the best way to build a centralized detention storage with off-line

type.

Unlike detention storage, a retention storage fully controls total

volume of heavy rainfall using its infiltration as the primary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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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disposal. The capability of flood control of retention storage has a

direct correlation with total flow which came into the storage.

Therefore, the spatial distribution of rainfall is a key factor of

hydrologic performance of retention storages. This study compared a

flood mitigation between decentralized retention storages and a

centralized storage considering non-uniform spatial rainfall. This

research utilized Monte Carlo simulation and Cholesky decomposition

matrix to generate the spatial non-uniform rainfall scenarios based on

spatial heterogeneity and spatial dependency. The design example

showed that the effect of flood mitigations of detention storages are

the same regardless of the number of retention storages with spatial

uniform rainfall, while that decreased with the spatial non-uniform

rainfall. In addition, as the degree of spatial non-uniform increased,

the effect of flood mitigation of decentralized retention storages

decreased, and as the number of storage increased, the ability of

flood mitigation decreases with spatial non-uniform rainfall.

The method of this research has separated storages into detention

and retention which still often confuses Korean people. In addition,

this research found the key factor to determine mitigation of flood for

each type of storages respectively and applied the factor to analyze

hydrologic performance of storages. This research could be a

reference for evaluating the effects of decentralized storages or for

water resources planning and management by using decentralized

storages.

Keywords: detention, retention, storage network, non-uniform spatial

rain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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