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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기후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국지성 호우 등과 같은 극한기상의 빈도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연재해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였다. 이로 인

해 농경지의 침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침수피해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

된다. 농경지 침수 피해 저감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경지 침수 피해 저감을 위해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경지 침수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기 설치된 배수시설물

의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배수시설물의 최적운영을 위해서는 모델링

을 통한 농경지 침수 예측이 선행되어야 한다. 

관측강우를 이용하여 침수 예측을 하는 경우엔 강우에 대한 유역 반응

이 빠른 지역은 침수에 대한 대비가 불가능하다. 농경지의 선제적 침수 대

책 마련을 위해서는 예보강우를 통한 침수 예측이 필요하다. 예보강우를 

침수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1시간 이하 단위의 강우량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 예보강우의 시간분포 상세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강우의 시간분포

에 따라 침수 모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예보강

우의 시간분포 해석 및 시간분포에 따른 농경지 침수 확률 산정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예보강우의 시간분포에 따른 농경지 침수확률을 산정하

기 위해 6시간 단위 강우를 통계학적 강우 시간 분해 모형인 

Multiplicative Random Cascade (MRC) 모형을 이용하여 1시간 단위로 

분해하여 1000개의 모의강우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역 유출량 산

정, 하천 수위 모의를 하였으며, 농경지의 표고별 내용적과 배수구조물 자

료를 이용하여 농경지 침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후 배수시설물 운영에 

따른 농경지 침수 확률을 산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MRC 모형을 이용하여 6시간 단위 강우를 1시간 단위

로 시간 분해할 수 있었으며, 이를 Clark 단위도법에 입력하여 청미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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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유출량을 산정하였으며, Hydrologic Engineering Center-River 

Analysis System (HEC-RAS) 모형을 이용하여 청미천의 하천 수위를 

모의하였다. 침수 분석 지구 유출량과 하천 수위 모의 결과를 이용하여 

GATE2018 모형을 통해 농경지 침수 분석을 수행하였고, 침수 확률을 산

정하였다. 

배수시설물의 운영에 따라 농경지의 침수 확률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예보강우에 따라 배수시설물의 운영에 대한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침수 확률 산정 기법은 농경지 배수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정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예보강우, HEC-RAS, GATE2018, MRC 모형, 농경지 침수 

학  번 : 2017-2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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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 등과 같은 

극한기상의 발현빈도가 증가하였다 (IPCC, 2013). 이에 따라 자연재해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침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침수 피

해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홍수

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행되지 않아 매년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전상민 

등, 2013),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78억 원의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

였다 (행정안전부, 2018). 따라서 농경지 침수 피해 저감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경지 침수 피해 저감을 위해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경지에 다수의 배수시설물을 설치하여 홍수량 발생시 

배수시설물을 이용하여 홍수량을 배제시키고 있다. 농경지 침수 피해 저감

을 위해서는 기 설치된 배수시설물의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배수시설

물의 최적운영을 위해서는 모델링을 통한 농경지 침수 예측이 선행되어야 

한다. 

농경지의 선제적 침수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예보강우를 통한 침수 예

측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침수 예측 연구들이 관측강우 자료를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한명선 등, 2009). 그러나 관측강우를 이용하여 예측을 하는 

경우엔 강우에 대한 유역 반응이 빠른 지역의 경우는 침수에 대한 대비가 

불가능하여, 이로 인해 더 큰 피해와 손실이 생길 수 있다 (NOAA, 1994, 

Jang et al., 2012).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보강우를 이용

하여 예측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진 등, 2011). 예보강우를 침수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1시간 이하 단위의 강우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보

강우의 시간분포 상세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강우의 시간분포에 따라 침수 

모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예보강우의 시간분포 

해석 및 시간분포에 따른 농경지 침수 확률 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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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경지 침수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은상규 등 

(2014)은 Fuzzy set을 이용하여 실시간 지점단위 농경지 침수위험 지수

를 산정하였으며, 이경진 등 (2015)은 지리 및 토양도, 토지피복도에 따른 

배수특성을 고려하여 농경지 침수 취약성 지도 작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

한 바 있다. 정주홍 등 (2010)은 한국농어촌공사의 GATE_Pro (배수갑문 

능력검토) 모형을 이용하여 배수갑문의 배수능을 고려하여 간척지 논의 

침수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경지 침수위험 연구는 농

경지의 배수시설 능력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실제 농경지에는 

여러 배수구조물들이 존재하여 이를 통하여 내수 배제를 하고 있으나 많

은 연구들이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 유역에서 예보강우의 시간분포에 따른 농경

지 침수 확률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1)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강우의 

시간 분해 모형인 Multiplicative Random Cascade (MRC) 모형을 이용하

여 1000개의 모의강우를 생성하고, (2) 강우-유출 모형, 하천 수위 모의 

모형, 농경지 침수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농경지 침수 분석을 수행하고, 

(3) 이를 통해 농경지의 배수구조물의 운영에 따른 농경지 침수 확률을 

산정하고 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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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 구 사

2.1. 기상예보 자료의 불확실성

자연현상은 자연 본연의 무작위성 (Randomness)을 가지고 있으며  이

에 근거한 자연적 불확실성 (Natural uncertainty)이 있다 (김상욱과 이길

성, 2008). 자연적 불확실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추계학적 또는 확률론적 

모형이 사용된다 (서영민, 2011). 이미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기

상자료의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NWSRFS (National Weather Service 

River Forecast System)와 EFFS (European Flood Forecasting System)

와 같이 확률론적 홍수예측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이 이미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으며, 실무에도 많이 적용되었다. 

국내에서는 김진훈 등 (2005)은 단기 예측강우를 활용하여 강우시간분

포에 따른 실시간 유량을 예측하는 기법을 개발하고 적용성을 평가한 바 

있다. 정창삼 등 (2004)은 기상예보모형 중 장기예측에 널리 사용되는 

GCM 모의결과를 이용하여 Monte Carlo Simulation을 통하여 확률론적 

불확실성을 분석한 바 있다. 이경태 (2012)는 확정적으로 예측되는 강우

자료를 이용하여 확률적 예측을 위한 앙상블 생성기법을 적용하여 기상 

앙상블을 생성하고 이를 강우 유출 모형의 입력자료로 사용하여 확률론적 

홍수예측을 한 바 있다. 김대하와 장상민 (2017)은 기상청 동네예보를 기

반으로 확정론적 모형과 확률론적 강수량을 결합하여 기상예보의 불확실

성을 고려한 자료기반 홍수위험도 산정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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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강우분포 해석 및 평가

동일한 양의 강우량을 적용하여 강우-유출 분석을 수행하여도 강우의 

시간적 분포에 따라 첨두홍수량 발생시간, 크기의 차이가 심하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강우를 적절하게 시간적으로 분포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주진걸 등, 2007). 

강우의 시간 분포에 관한 중요한 연구로는 SCS 방법, Yen and Chow 

방법 (1977), Huff 방법 (1967), Kiefer and Chu 방법 (1957) 등이 있

다. 서승덕 (1965)이 최초로 폭우의 시간적 분포에 관해 고찰한 이후 국

내에서도 강우의 시간분포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서규우와 

송일준 (1998)은 Huff 분포를 사용하여 강우의 지속시간과 분포형에 따

른 유출특성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윤여진 등 (1998)은 다양한 강우분

포형태가 임계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임계지속기

간 뿐만 아니라 첨두유량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정규와 

이재홍 (2003)은 강우분포형에 따른 저수위의 변화양상을 연구한 바 있

다. 이정기 등 (2004)은 관측 강우를 이용하여 지속시간별 강우량을 누가

하고 지속시간별 분포형태를 무차원화하여 강우분포를 결정하고, 이를 

Huff 방법과 비교한 바 있다. 주진걸 등 (2007)은 도시 유역의 특성을 고

려하여 Interevent Tine Definition (IETD) 결정방법과 3시간 미만의 강

우를 포함한 무차원 누가우량 곡선을 제안한 바 있다. Kang et el. (2013)

는 강우의 시간분포에 따른 설계홍수량을 산정하고, Kang et el. (2009)

는 강우의 시간분포에 따른 배수 culvert를 설계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상기후 발생에 따라 그에 따른 새로운 강우분포를 적용하고

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조현곤과 김광섭 (2015)은 극치강우사상에 

대하여 강우집중시간과 강우집중시간동안 발생하는 강우량의 총강우량 대

비 비율을 분석하여 극치강우사상의 시간분포 특성을 반영하는 강우시간

분포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강우의 시간분해에는 통계학적 또는 추계학적 방법이 주로 사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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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sson cluster 모형, Markov Chain 모형, MRC (Multiplicative Random 

Cascade) 모형 등이 있다 (김대하 등, 2016). 특히 프랙탈 이론에 기반을 

둔 카오스적 방법인 MRC 모형은 강우를 시공간적 분해 모두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편의성이 높은 방법이다 (Panchalis et al., 2014; Licznar 

et al., 2015). 

MRC (Multiplicative Random Cascade) 모형은 프랙탈 특성의 일관성

을 이용하는 모형으로 Mandelbrot (1974)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Gupta 

and Waymire (1993)가 강우장의 공간해상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

용하면서 수문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공간적 분해뿐만 아니

라 시간적 분해로 사용범위가 넓어졌으며 (Olsson, 1998) 기후패턴을 고

려한 시간분해 (Lisniak et al., 2013), 높은 편의성을 기반으로 레이더 강

우의 시간분해를 통한 도시유역의 홍수해석 (Licznar et al., 2015) 등 사

용분야가 광범위해지고 있다. MRC 모형은 통상 단수지점의 자료만 시간

분해를 할 수 있었으나 최근 Müller and Haberlandt (2015, 2016)에 의

해 복수지점의 강우분해방법이 제안되었으며, 이를 통해 MRC 모형을 이

용한 공간상관 재현이 가능해졌으며 시강우의 재현특성 또한 매우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Müller and Haberlandt (2015)는 24시간 강우를 1시간 강우로 분해하

기 위하여 MRC 모형을 독일 Aller-Leine 강 유역에 시험 적용하였고 우

수한 성능을 확인하였다. 김대하 등 (2016)은 최근에 제시된 강우의 시간 

분해 모형인 간단한 Microcanonical MRC (multiplicative random 

cascade) 모형을 기상청 종관관측소 59개 지점의 시간강수량에 적용하여 

6시간 강우의 시간상세화를 수행하였으며 그 적용성을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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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침수 분석

주진걸 등 (2013)은 도시유역에서의 내수불량으로 인한 침수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균고도, 평균경사, 불투수면적, 우수관거시스템 지수 

등을 사용한 회귀식을 제안한 바 있다. 신지예 등 (2014)은 Fuzzy AHP 

기법을 활용하여 도시지역의 내수침수 특성을 고려한 내수침수위험도 산

정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의훈 등 (2015)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빗물펌

프장별 수해방지 능력 및 재해위험을 고려하여 주성분 분석방법을 사용하

여 침수위험도를 결정하고 지역구별 침수위험 순위를 예측한 바 있다. 이

현종 등 (2016)은 침수피해의 주요 영향인자를 도출하고 회귀분석을 통

하여 서울시의 자치구별 호우침수위험도를 산정한 바 있다. 

류정훈 등 (2017)은 강우의 비정상성을 고려하여 미래의 침수특성을 

분석하고 주성분 분석을 통해 침수위험지수를 산정하여 침수위험도를 비

교·평가한 바 있다. 은상규 등 (2014)은 농경지 침수에 영향을 미치는 위

험인자를 추출하고, Fuzzy set 기법을 이용하여 농경지 침수위험 지표와 

지수를 산출한 바 있다. 김수진 등 (2013)은 진주시를 대상으로 농경지의 

침수 취약도 평가를 위해 과거 침수피해 지점의 지형학적 특성과 과거 침

수 발생을 독립적으로 누적하여 최종적으로 0부터 1까지의 퍼지 멤버십 

(fuzzy membership)으로 표현된 침수취약지수를 제시한 바 있다. 정주홍 

등 (2010)은 한국농어촌공사의 GATE_Pro (배수갑문 능력검토) 모형을 

이용하여 배수갑문의 배수능을 고려하여 간척지 논의 침수분석을 수행하

였다. 이경진과 차정우 (2015)는 강수량, 고도, 경사, 하천에서의 이격거

리, 배수특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농경지 침수 취약성 지도를 

작성하였으나 배수시설의 능력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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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농경지 침수 확률 산정 기법

본 연구에서는 예보강우의 시간분포에 따른 농경지 침수 확률을 산정하

기 위하여 예보강우를 모의강우로 시간분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연구 대상

지구 및 침수 분석지구 유출량 산정, 하천 수위 모의를 하고 농경지 침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농경지의 배수구조물 운영에 따른 농경

지 침수 확률을 산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강우의 시간분해 모형인 MRC 모형을 이용하여 6시간 단위 강우를 1시간 

단위 강우로 시간분해하여 1000개의 모의 강우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모

의 강우를 이용하여 Clark 단위도법을 적용하여 유역의 홍수량을 산정하

고 홍수량 값을 Hydrologic Engineering Center-River Analysis System 

(HEC-RAS)에 입력하여 하천 수위를 모의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개발하여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배수갑문 능력검토 시스템 

(GATE2018)에 농경지 표고별 내용적 및 배수구조물 제원을 입력하고 모

의한 대상지구의 홍수유출량 및 하천수위를 입력하여 농경지의 침수 분석

을 수행하고, 배수구조물 운영에 따른 침수 확률을 산정하여 비교·분석하

였다. 이를 통해 예보강우의 시간분포에 따른 농경지 침수 확률을 산정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은 Fig.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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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Schematic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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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농경지 침수 분석 기법

3.1.1. 강우의 시간 분해 모형

기상청의 공식 예보자료인 동네예보는 6시간 단위로 제공되고 있어 홍

수모형의 입력자료로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다. 홍수예측 모형에는 시강우

량 이상의 시간적 고해상도 강우자료가 요구되기 때문에 (Linznar et al., 

2011) 예보강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강우의 시간분해가 필수적이다 

(Müller and Haberlandt, 2015: 2016). 본 연구에서는 Müller and 

Haberlandt (2015)가 제시한 Microcanonical MRC 모형을 김대하 등 

(2016)이 우리나라의 동네예보 자료에 사용하기 알맞게 6시간 강수에 사

용될 수 있도록 변형시킨 MRC 모형을 이용하였다. 

가. MRC (Multiplicative Random Cascade) 모형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Müller and Haberlandt (2015)와 김대하 등 (2016)에

서 강우분해에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Uniform Splitting 방법

을 이용하여 6시간 강우를 먼저 3개의 2시간 강우로 분해하고 2시간 강우

를 1시간 강우로 분해하였다. 

Fig. 3.2. The uniform splitting of this study

먼저 Uniform Splitting (Fig. 3.2)을 이용해 1개의 6시간 강우 셀을 3

개의 2시간 강우 셀로 분해하는 과정을 수식화하면 식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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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여기서,   은 각 셀로 분해되는 강우의 비율, P(0/0/1)은 강우가 

3개 중 한 개의 셀로만 분해될 확률, P(0/½/½)은 두 개로 분해될 확률, P

(⅓/⅓/⅓)은 세 개로 분해될 확률이다. 세 가지 경우의 P(0/0/1)과 

P(0/½/½)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사용하였으며 강우 셀이 두 개 혹

은 세 개의 셀로 분해될 때 동일한 비율로 분해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1개

의 2시간 강우 셀이 2개의 1시간 강우 셀로 분해되는 경우를 수식화하면 

다음 식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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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두 개의 셀로 분해되는 강우의 비율, P(·)은 각 경우의 

확률을 의미한다. 강우가 두 개의 셀로 분해되는 비율 x는 관측자료에서 

얻어진 경험적 확률밀도 함수, f(x)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식 (3-1)과 (3-2)를 모든 강우 셀에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한 

개의 강우사상이 가지는 시간적 상관성이 깨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김대하 등 (2016), Muller and Haberlandt (2015)는 강우셀 분류방

법을 이용하였다. 식 (3-1)을 사용할 때는 95 % 확률에 해당하는 강우를 

기준으로 강우 셀을 두 개로 분류하여 각 분류별로 P(0/0/1), P(0/½/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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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⅓/⅓/⅓)를 따로 적용하였고 식 (3-2)를 사용할 때는 2시간 강우의 평

균과 한 개의 강우 셀이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위치 (starting, enclosed, 

ending, isolated)를 이용해 8가지 강우 셀을 분류하여 P(0/1), P(1/0)와 

f(x)를 적용하였다. 2시간으로 분류된 강우 셀마다 각각 다른 확률을 적용

하게 되면 연속된 강우사상이 MRC에 의해 여러 개로 분해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으며 좀 더 재현성이 높은 시간분해가 이루어지게 된다 

(김대하 등, 2016). Fig. 3.3은 강우 셀의 분류를 타나낸 것으로 W 는 

wet 셀을 의미하며 D는 dry 셀을 의미한다. 

Fig. 3.3. Categorization of the cell location and amount for 

splitting (Kim et al., 2016)

Table 3.1은 6시간 강우 셀이 3개의 2시간 강우 셀로 분해될 때의 확률

을 나타낸 것이다. 95% 누가확률 이상의 6시간 강우의 경우 압도적으로 

3개로 쪼개질 확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95% 이하의 경우는 

P(0/0/1), P(0/½/½), P(⅓/⅓/⅓)가 비슷한 값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총 강우가 매우 큰 경우에는 6시간동안 지속해서 내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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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총 강우가 작은 경우에는 2시간 동안 집

중해서 내릴 확률과 6시간동안 지속해서 내릴 확률이 유사함을 의미한다. 

Table 3.1. Probability for splitting 6-hr rainfall into 3 son cells

Splitting 

Probability 

6-hr Rainfall 

above 95 percentile

6-hr Rainfall 

below 95 percentile

P(0/0/1) 0.027 0.382

P(0/½/½) 0.164 0.300
P(⅓/⅓/⅓) 0.809 0.318

Table 3.2는 2시간 강우가 1시간으로 분해될 때의 확률을 나타낸 것이

다. 2시간 강우가 평균 이상일 경우 강우가 두 셀 중 하나로 집중되기 보

다는 두 개로 분포할 확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2. Splitting probability 

Cell Class P(0/1) P(1/0) P(x/1-x)

Above 

Mean

Starting 0.294 0.007 0.699

Enclosed 0.041 0.016 0.944

Ending 0.018 0.188 0.795
Isolated 0.205 0.205 0.591

Below 

Mean 

Starting 0.549 0.142 0.308

Enclosed 0.179 0.191 0.630

Ending 0.150 0.552 0.298
Isolated 0.424 0.379 0.197

Fig. 3.4는 네가지 강우 셀에 대해 강우가 둘로 분해될 때 앞쪽 셀로 분

기되는 비율 x의 누가확률밀도 함수 f(x)를 비교한 그림이다. x가 0.5보다 

클 때 앞쪽으로 분기되는 비율이 뒤쪽으로 분기되는 비율보다 크다. 따라

서 starting cell의 경우 뒤쪽으로 분기되는 비율, 즉 x가 0.5보다 작을 확

률이 높고 ending cell의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확인할 수 있다. enclosed 



- 13 -

cell과 isolated cell의 경우는 좀 더 균일분포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0

0.2

0.4

0.6

0.8

1

0 0.2 0.4 0.6 0.8 1

x

Non-Exceedance Probability 

Starting

Enclosed

Ending

Isolate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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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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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bove-mean (b) below-mean

Fig. 3.4. Empirical cumulative functions of x for the four 

categories of rain cells

본 연구에서는 Fig. 3.5와 같이 6시간 단위 강우셀 8개를 이용하여 총 

48시간에 대해 MRC 모형을 이용하여 1시간 단위로 시간분해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대하 등 (2016)에서 1995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강우

자료를 이용하여 도출한 MRC 모형의 매개변수 값을 이용하였다. 

MRC

Fig. 3.5. result of MR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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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유역 유출량 산정

하천 외수위를 모의하기 위해 청미천 유역 유출량, 단평지구의 침수 분

석을 위해 단평 지구 유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미천 유

역과 단평지구의 유출량 산정을 위하여 Clark 단위도법을 이용하였다. 단

위도 (Unit Hydrograph) 모형은 강우-유출 관계를 단순화시켜 모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역종합치수계획 혹은 하천정비기본계획 등 실무에서 치

수계획 수립 시 설계홍수량 산정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Clark 단위도법 

적용에 앞서 실측 강우자료를 통한 모형의 보정을 수행하여 Clark 단위도

법의 성능 및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손실량 산정을 위하여 

SCS 유출곡선지수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유출량 산정을 위하여 Clark 단위

도법을 이용하였다. 

가. 모형의 보정 및 검정

침수 모의를 위하여 홍수량 산정을 수행하는 경우 유출 수문곡선에서 

첨두유출량의 크기 및 발생 시각에 대한 모의가 중요하다. Clark 단위도법

을 적용하여 홍수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첨두유출량의 크기와 관련된 주

요 매개변수는 유역의 저류특성을 반영하는 저류상수 (Storage Constant, 

)이며, 첨두유출량의 발생 시각과 관련된 주요 매개변수는 유하시간-유

하면적 관계 작성에 필요한 매개변수인 집중시간 (Time of 

Concentration, )이다 (성충현, 2004; 황순호 등, 2012). 따라서 Clark 

단위도법을 적용하여 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집중시간과 저류상수 

등 주요 매개변수에 대한 추정이 중요하다. 자연하천 유역, 저수지 상류 

유역 등 실측 자료가 부족한 유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경험식

을 통해 집중시간과 저류상수를 산정한다 (윤용남, 2009). 

본 연구에서는 집중시간 산정을 위하여 Kraven(Ⅱ) 공식, 저류상수 산

정을 위하여 Sabol 공식을 적용하였으며, 실측 강우사상의 첨두유출량의 

크기 및 발생 시각에 대한 보정을 수행하였다. 집중시간과 저류상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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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한 경험식은 다음 Table 3.3과 같다. 

Table 3.3. Empirical method for calculation of the parameters

Parameter Method Empirical Formula

 Kraven(Ⅱ)   ×

×



 Sabol 
 

 
 



Table 3.3에서 는 집중시간 (hr), 은 유로장 혹은 유역의 주유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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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 유속 (m/s), 는 저류상수 (hr), 는 유역면적 (km2)을 의미한다. 

Kraven(Ⅱ) 방법에서 하천의 평균 유속 ()는 다음 식 (3-3)과 같은 조

건을 갖는다. 

 








 
 

i f  ≤ 
i f  ≤  ≤ 

  i f   
       (3-3)

나. 모형의 적용성 평가

모형에 대한 성능 평가는 도식적 기법과 통계적 기법을 동시에 이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Legates and McCabe, 1999; Moriasi et al., 2007, 

2015, 송정헌, 2017). 도식적 기법은 모형의 결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에 중요한 수단으로, 대표적으로 시계열 그래프 (Time-series Plots), 산

포도 (Scatter Plots), 누적곡선 (Cumulative Plots) 등이 있다. 통계적 기

법은 모형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대표적으로 결

정계수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 Nash and Sutcliffe 

Efficiency () 등의 다양한 통계적 지표를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그래프와  ,  ,  (Percent BIAS),  (Root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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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re Error) 등의 4가지 통계적 지표를 이용하여 Clark 단위도법의 성

능 및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1)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 )

 는 실측치와 모의치 사이의 선형관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서 수문 모델링 분야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널리 이용되는 지표이다. 

0~1의 범위에서 선형관계가 나타날수록 1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낸다.  

는 다음 식 (3-4)와 같이 산정된다. 












  








  



 



  




 









             (3-4)

여기서 는 실측치, 는 실측치의 평균, 는 모의치, 는 모의치의 평

균을 의미한다. Santhi et al. (2001)과 van Liew et al. (2003)에 의하면 

 가 0.5보다 높으면 모의결과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실측치와 모의치가 유사하지 않아도 둘 간의 선형관계만 잘 나타나

면 값이 높게 나타나는 단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 Nash and Sutcliffe Efficiency ()

는 Nash and Sutcliffe (1970)가 제안한 지표로 수문모델링 분야

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지표이다. Legates and McCabe (1999),  

Moriasi et al., (2007; 2015) 등에서 추천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많은 연

구자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 ~ 1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모의치가 실측치의 경향성을 잘 반영함을 의미하며, 가 음수 값을 가

지면 모의 결과를 이용하는 것보다 실측치의 평균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

음을 의미한다 (Legates and McCabe, 1999; 송정헌과 강문성,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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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 식 (3-5)와 같이 산정된다. 




  







  



 


                       (3-5)

(3) Percent BIAS ()

는 실측치와 모의치 사이의 총합의 대소를 비교하는 지표로서 -

∞ ~ ∞의 범위를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모의치가 실측치를 잘 반영함을 

의미한다. 가 양수 값을 가지면 과소 모의, 음수 값을 가지면 과대 

모의되었음을 의미한다 (Gupta et al., 1999). 는 식 (3-6)과 같이 

산정된다. 




 






 



  

                      (3-6)

(4) Root Mean Square Error ()

는 모의항목에 대한 단위를 포함하고 있는 통계적 지표로서 오차

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송정헌과 강문성, 2016). 0 ~ ∞의 범위

를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모의치가 실측치를 잘 반영함을 의미한다. 일반

적으로 연구자들에 의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편이나 식이 제곱의 형태를 

띠고 있어 높은 값 또는 이상치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는 식 

(3-7)과 같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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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1.3. 하천 수위 모의 

Clark 단위도법을 이용하여 모의한 유역 유출량을 입력자료로 하여 

HEC-RAS의 1차원 부정류 해석을 통해 청미천의 하천 수위를 모의하였

다.  

가. HEC-RAS 모형의 개요

HEC-RAS (Hydrologic Engineering Center-River Analysis System) 

모형은 미 육군공병단 수문공학연구소 (Hydrologic Engineering Center; 

HEC)에서 개발한 모형으로, 자연하천 혹은 인공하천의 1차원 정상류 해

석을 위해 개발된 HEC-2 모형에 1차원 부정류 해석 모형인 UNET 

(Unsteady flow through a full NETwork of open channels) 모형을 탑재

한 GUI 기반 모형이다. 상류, 사류, 혼합류 등의 수면 곡선 계산, 부정류 

수면형 계산 등에 주로 이용된다 (USACE, 2016). HEC-RAS 모형은 하

도 내 교량, 암거, 보 등 수공구조물로 인한 영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하천 수위 모의를 비롯하여 각종 수공구조물 설계 검토를 위해 실무적으

로 많이 사용되는 모형이다. 주요 입력인자로는 하천중심선, 제방서, 하천

단면자료를 비롯하여 기점 수위자료, 상류단 경계조건, 측방유입 경계조

건, 하류단 경계조건, 조도계수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HEC-RAS 모형

을 이용하여 부정류 해석을 통한 하천 수위모의를 수행하였으며, 모의된 

하천 수위를 이용하여 농경지 침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나. HEC-RAS 모형의 기본 이론

HEC-RAS의 1차원 부정류 해석을 위한 지배방정식은 연속방정식과 운

동량 방정식이다. 연속방정식은 시스템 내에서의 질량보존 개념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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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며 아래 식 (3-8)과 같다. 




 


 


                     (3-8)

여기서, 는 하도길이, 는 시간, 는 유량, 는 단면적, 는 저류량, 

은 단위길이당 측방유입량을 의미한다. 운동량방정식은 운동량의 변화

가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력과 같다는 것에 기초하며, 단일수로에 대해서 

식 (3-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9)

여기서, 는 하도길이, 는 시간, 는 유량, 는 단면적, 는 저류량, 

는 중력자속도, 는 마찰경사, 는 유속이다. 자세한 이론적 배경은 

USACE HEC (2016)에서 발간한 ‘Hydraulic Reference Manual’에 수록

되어 있다. 

3.1.4. 침수 분석 모형

Clark 단위도법을 이용하여 산정한 침수 분석 지구의 유역 유출량과 

HEC-RAS 모형을 이용하여 모의한 하천 수위를 이용하여 농경지 침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대상지구의 침수분석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GATE2018 (배수갑문 능력검토 시스템) 모형을 이용하였다.

가. GATE2018 모형의 개요

GATE2018 모형은 1982년 농업진흥공사에서 중소규모 간척사업지구

의 배수갑문 제원 결정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문비개방도와 내외수위차에 

따라 유량공식을 달리 적용한다 (안병찬 등, 2008). 본 모형은 배수개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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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계획지구 내 기존시설물의 능력을 검토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의 규모를 

결정할 경우 사용되며 지구내의 침수형태를 분석, 계획하고 이에 적합한 

시설문 (배수문, 배수갑문, 배수장)의 규모를 검토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한국농어촌공사, 2018). Fig. 3.6은 모형의 흐름도를 보여주고 있다 (정

주홍 등, 2010). 본 모형에서는 배수구조물들을 고려할 수 있으며 본 모형

에서 고려할 수 있는 구조물은 Sluice gate, Flap gate, Box 암거, 원형 암

거, 원형 잠관, 물넘이, 펌프게이트로 총 7가지가 있다. 

Fig. 3.6. Schematic diagram of GATE_Pro (Jeong et al., 2010)

모형은 상·하류구역이 분리 연계된 구역의 다중처리, 다종·다련의 갑문

수 처리, 시간별 유입량 계산, 시간별 배제량 계산, 시간별 내수위 계산, 

지구내 최고 침수위 계산, 지구내 표고별 침수시간 요약 및 출력 등을 할 

수 있다 (정주홍 등, 2010). 침수분석은 유역내 홍수량의 저류현상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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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저류현상의 기본은 다음 식 (3-10)과 같이 물수지 방정식으

로 나타낸다. 

                            (3-10)

여기서 는 유입량, 는 배제량, 는 저류량을 의미한다. 이를 t시간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 식 (3-11)과 같다. 


    



    ×∆  ∆             (3-11)

여기서,   는 전시간의 순간유입량 (m3/s), 는 다음시간의 순간유입

량 (m3/s),   는 전시간의 순간유출량 (m3/s), 눈 다음시간의 순간유

출량 (m3/s), ∆는 ∆시간의 저류량 (m3), ∆는 시간간격 (sec, hr)을 

의미한다. 

나. 침수 분석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배수편 (농림수산식품부, 2012)에 

의하면 재배작물이 벼인 경우 설계강우량으로는 20년 빈도 이상 임의지속 

48시간 강우량을 사용하며, 허용침수시간은 관수 (통상 70cm 깊이)가 발

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4시간 이내 허용담수심 (30c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벼가 완전히 성숙했을 때의 크기는 70 ~ 80 cm이며 벼가 물

속에 모두 잠기게 되는 것을 관수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담수심이 30 

cm 이상으로 담수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거나, 관수 (70 cm 깊이)가 발

생하는 경우를 침수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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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경지 침수 확률 산정 기법 

기상예보 자료 6시간 단위 강우를 강우의 시간분해 모형인 MRC 모형

을 이용하여 1시간 단위 모의 강우 1000개를 생성하였다. 모의 강우를 이

용하여 강우-유출 모형인 Clark 단위도법을 이용하여 청미천 유역의 유출

량과 대상지구인 단평지구의 유역 유출량을 산정하였다. 청미천 유역 우출

량을 이용하여 HEC-RAS 모형을 통하여 청미천의 하천 수위를 모의하였

다. 모의된 하천 수위와 단평지구의 유출량, 단평지구의 배수시설물 제원 

등을 이용하여 GATE2018 모형을 이용하여 농경지 침수 분석을 수행하였

고 이를 이용하여 농경지 침수 확률을 산정하였다. 

침수 확률은 침수 모의 결과 중 침수 발생 횟수를 총 모의 횟수로 나누

어 침수 확률을 산정하였다. 침수확률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식 

(3-12)와 같다. 

   


                         (3-12)

위 식에서  는 침수 확률, 는 침수 발생 횟수, 는 침수 분석 횟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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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대상지 및 자료 구축

4.1. 대상지구

본 연구의 대상지구로는 청미천 유역을 선정하였으며 침수 분석 지구로

는 청미천 중상류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단평지구를 선정하였다. 단평지구

는 배수개선사업지구로 Sluice gate, Flap gate 및 배수장이 설치되어 있

어 다양한 배수시설물 운영조건에 따른 농경지 침수 해석이 용이하기 때

문에 본 연구의 침수 분석 지구로 선정하였다. 단평지구는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노탑리,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단평리, 왕장리가 포함되어 있

어 총 2개도 2개시·군 2개읍·면 3개리에 걸쳐있다. 본 지구는 청미천 하구

지점에서 약 16 km인 지점의 우안제방에 접해있으며 하류부의 원부교로

부터 약 0.8 km 지점에 장방향으로 전개된 지구이다. 또한 단평지구의 대

부분이 저지대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어 침수 분석 지구로 선정하였다. 단

평지구의 유역면적은 총 482 ha이며 유로장은 3.3 km, 유로의 평균경사는 

1/20~1/200로 산지와 논유역으로 구분되어진다. 단평지구는 청미천과 접

하고 있어 홍수시 청미천 수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홍수시 청미

천의 수위상승으로 자연배제가 어려워 침수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

다. 배수개선사업이 시행되었으며 본 대상지구에 단평배수장이 2005년 착

공되어 2010년 준공되었다. 



- 24 -

Fig. 4.1. Location of Danpyeong district in the Cheongmi stream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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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입력자료 구축

4.2.1. 기상 예보자료

6시간 단위 강우 예보는 2015년부터 제공되기 시작하여 본 연구에서 분

석하고자 하는 침수를 발생시킬만한 강우사상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전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예보강우 형식처럼 강우를 변환하

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미천의 지배관측소인 이천 기상관측소의 

2006년, 2009년, 2011년의 연도별 48시간 연속 최대 강우사상 3개에 대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각 강우사상은 매년 7월에 나타났으며 2006년 7

월 17일 48시간 동안 총 256.5 mm, 2009년 7월 13일 48시간 동안 총 

309.0 mm, 2011년 7월 26일 48시간 동안 총 260.0 mm가 내렸다. 

기상청 동네예보는 6시간 단위로 예보가 되고 있으며 예상되는 6시간 

강수량에 따라서 범위로 표시하여 웹상에 제공하고 있다. 관측강우자료의 

6시간 강우량에 따라 Table 4.1과 같이 각 강우의 범위의 최댓값을 적용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70 mm 이상의 강우 범위에는 이천 기상관측

소의 관측 최대 6시간 강수량 (173.5 mm)을 적용하였다. 

Table 4.1. Converted rainfall value 

Range  (mm) Converted rainfall (mm)

p < 0.1 0

0.1 ≤ p < 1 1

1 ≤ p < 5 5
5 ≤ p < 10 10

10 ≤ p < 20 20

20 ≤ p < 40 40

40 ≤ p < 70 70
70 ≤ p 173.5

p : forecasted-rainfall during 6-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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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시간 단위 관측 강우자료를 Table 4.2와 같이 6시간으

로 집성하였으며, Table 4.1의 값으로 변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Table 4.2. Actual and converted rainfall of 3 rainfall events

Time
Actual rainfall (mm) Converted rainfall (mm)

R2006 R2009 R2011 R2006 R2009 R2011

00:00 ~ 06:00 14.5 116.5 3.5 20.0 173.5 5.0

06:00 ~ 12:00 20.5 151.0 47.0 40.0 173.5 70.0

12:00 ~ 18:00 69.0 36.5 0.5 70.0 40.0 1.0

18:00 ~ 24:00 85.5 0.0 90.0 173.5 0.0 173.5

24:00 ~ 30:00 45.5 0.5 115.5 70.0 1.0 173.5

30:00 ~ 36:00 7.5 0.0 0.0 10.0 0.0 0.0

36:00 ~ 42:00 7.5 0.0 0.0 10.0 0.0 0.0

42:00 ~ 48:00 6.5 4.5 3.5 10.0 5.0 5.0

Total 256.5 309.0 260.0 403.5 393.0 428.0

4.2.2. 홍수량 산정 입력자료

본 연구의 침수 분석 지구인 단평지구는 단평지구의 배수본천인 청미천

과 접해있어 청미천의 외수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에 따라 청미천 외

수위를 모의하기 위하여 청미천 유역의 유출량을 산정하였다. 유역 유출량 

산정에 사용되는 유역특성인자 산정을 위하여 수치지도, 토지피복도, 토양

도 자료를 사용하여 지형자료를 구축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의 1:5,000 

수지치도를 이용하여 수치표고모형 (Digital Elevation Model; DEM) 자

료를 구축하였다. 토지피복도는 환경부의 1:25,000 중분류 토지피복도 자

료를 이용하였으며, 토양도는 농촌진흥청의 1:25,000 정밀토양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토지피복도와 토양도를 이용하여 유출곡선지수 (curve 

number, CN)값을 산정하였다. 우리나라 논의 경우 홍수기에는 담수상태

이므로 임상준 등 (1997), 국토해양부 (201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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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군에 관계없이 CN(Ⅱ) (AMC-Ⅱ 조건)를 79로 적용하였다. Table 4.3

에 청미천 유역의 토지이용을 나타내었으며 청미천 유역의 수치표고모형, 

토지피복도, 토양도는 Fig. 4.2 ~ Fig. 4.4와 같다. Clark 단위도법의 입력

자료로 이용되는 청미천 유역의 유역특성은 Table 4.4와 같다. 

Table 4.3. Land use of the Cheongmi stream watershed

Land use Used Area
Agricultu-

ral Land
Forest Other Total

Area

(km2)
34.12 257.41 261.85 42.21 595.60

Percentage 

(%)
5.73 43.22 43.96 7.09 100.00

Fig. 4.2. DEM of the Cheongmi stream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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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Land use map of the Cheongmi stream watershed

Fig. 4.4. Soil map of the Cheongmi stream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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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Characteristics of the Cheongmi stream watershed

Item Value

Area (km2) 595.6

Length (km) 60.7

Basin slope (%) 13.76

Stream gradient (%) 0.16

Impervious (%) 3.47

Curve Number

(CN)

AMC(Ⅰ) 50.7

AMC(Ⅱ) 71.0

AMC(Ⅲ) 84.9

Table 4.3에 단평지구의 토지이용을 나타내었으며, 단평지구의 수치표

고모형, 토지피복도, 토양도는 Fig. 4.5 ~ Fig. 4.7과 같다. Clark 단위도법

의 입력자료로 이용되는 단평지구의 유역특성은 Table 4.6과 같다. 

Table 4.5. Land use of the study district

Land use Used Area
Agricultu-

ral Land
Forest Other Total

Area

(km2)
0.36 2.17 1.54 0.74 4.82

Percentage 

(%)
7.49 45.09 31.98 15.45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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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DEM of the Danpyeong district

Fig. 4.6. Land use map of the Danpyeong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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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Soil map of the Danpyeong district

Table 4.6. Characteristics of the Danpyeong district

Item Value

Area (km2) 4.82

Length (km) 3.3

Basin slope (%) 19.24

Stream gradient (%) 0.15

Impervious (%) 4.49

Curve number

(CN)

AMC(Ⅰ) 46.4

AMC(Ⅱ) 67.3

AMC(Ⅲ)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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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하천 수위 모의 입력자료

하천 수위 모의를 위하여 HEC-RAS 모형의 입력자료인 하천자료를 구

축하였다. 청미천 하천기본계획보고서 (국토해양부, 2011) 상의 청미천 

유역 측량자료를 이용하여 청미천의 국가하천 범위에 해당하는 응천합류

점을 기점으로 청미천 하구까지에 대하여 하천자료를 구축하였다. 청미천 

하구로부터 거리가 24.6 km인 지점 (시점)부터 0.2km인 지점 (종점)까지 

200 m 간격으로 총 123개 지점에 대하여 하천 단면자료를 구축하였다. 

HEC-RAS 모형 구동시 상류단 경계조건으로는 유량수문곡선 (Flow 

Hydrograph), 측방유입 경계조건으로 측방유입수문곡선 (Lateral Flow 

Hydrograph)을 입력하였으며, 하류단 경계조건으로 Normal depth 

(0.004)을 입력하였다. 모형의 초기조건은 부정류 해석시 모의결과에 영

향을 주지 않고 반복시행 (iteration) 시간을 고려하여 상류단 초기 유량 

30 m3/s을 입력하였다. 청미천 전체구간 중 하천 수위 모의구간 및 홍수량 

산정 지점은 Fig. 4.8과 같다. Table 4.7은 HEC-RAS 모형 구동시 상류

단, 측방유입, 하류단 경계조건을 입력한 하천 단면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

다. Fig. 4.9는 HEC-RAS 구축 결과 및 하천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Fig. 4.8. Stream section of HEC-RAS simulation and discharge 

calculation points using Clark unit hydr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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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7. Boundary conditions for HEC-RAS simulation

Item
Location*

(km)

Area

(km2)

Stream

length (km)

Upstream

Eung stream 

junction point 

(24.6)

296.6 35.4

Lateral 

inflow

Ogap stream 

junction point

(19.4)

436.8 40.9

Seolseong stream 

junction point

(15.6)

479.2 44.7

Geumgok stream 

junction point

(8.6)

551.2 51.7

Downstream

Mouth of the 

Cheongmi stream

(0)

595.6 60.7

* Distance from the outlet of the Cheongmi stream watershed

Fig. 4.9. HEC-RAS cross section data of Chengmi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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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농경지 침수 분석 입력자료

본 연구에서는 청미천 국가하천 부분에 대하여 구축한 HEC-RAS 하천 

단면 자료 중 본 연구의 대상지구의 배수장이 위치한 단면의 하천 수위 모

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농경지 침수 분석을 위하여 단평지구 배수개선사업 기본계획 (2003)을 

참고하여 대상지구의 표고별 내용적 자료를 구축하였다. Fig. 4.10은 단평

지구의 표고별 내용적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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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Stage-storage relation curve

단평지구내에서 발생된 홍수량이 지구내 배수로를 경유하여 배수문을 

통하여 청미천으로 배제되고 있다. 지구 말단에 Sluice gate와 Flap gate

를 통해 청미천으로 배수를 하고 있으며, 하천 수위 상승 시에는 단평배수

장 펌프를 통해 배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배수갑문의 대부분을 차지하

는 Sluice gate는 목재나 강재로 된 평평한 수문으로서 수문 위에 견인장

치를 설치하여 끌어올리며 자중에 의하여 내려가게 하는 구조형식을 갖는

다. Flap gate는 내측의 수위가 외측 해수위보다 높은 경우에 수위차에 의

하여 수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어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고안한 수문으로서, 

대부분 소규모로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대개의 경우 Sluice gate와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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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설치된다 (환경부, 2011).  

단평지구는 침수시 단평배수장의 배수펌프를 이용하여 기계배제 (Q = 

8.0 m3/s)를 통해 홍수량을 배제하고, Sluice gate (2.0 × 2.0 × 3련)와 

Flap gate (2.0×2.0×2련)를 통해 자연배제를 하고 있다. 배수갑문의 유

량계수는 김태철 등 (1990)을 참고하였다. Fig. 4.11은 본 대상지구에 위

치하고 있는 배수시설물을 나타낸다. Table 4.8은 배수시설물의 제원을 

나타내며, Table 4.9는 배수갑문에 적용한 유량계수 값을 나타낸다. 

(a) Drainage 

Pumping Station
(b) Sluice Gate (c) Flap Gate

Fig. 4.11. Drainage structures of the study district 

Table 4.8. Specifications of drainage structure

Drainage 

Structure

Drainage 

Pumping Station

(Q, m3/s)

Sluice Gate

(B × H × N, 

m × m × ea.)

Flap Gate

(B × H × N, 

m × m × ea.)

Value 8 2 × 2 × 3 2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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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9. Discharge coefficient depending on hydraulic state 

Hydraulic Phenomena
Discharge 

Coefficient
Value

Submerged Orifice  0.7

Incomplete Orifice
 0.6

 0.9

Submerged Weir  0.8

Critical Flow  0.8

대상지구의 최저답고는 57.5 m (EL. m)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허

용담수심은 57.8 m (EL.), 관수는 58.2 m (EL.)로 설정하였다. 또한 배수

시설물 운영에 따른 침수확률을 분석하고자 다음 Table 4.10에 나타낸 것

처럼 시설물의 운영을 달리하여 침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4.10. Discharge coefficient depending on hydraulic state 

Drainage 

structure

Drainage 

pumping station

(Q, m3/s)

Sluice gate

(B × H × N, 

m × m × ea.)

Flap gate

(B × H × N, 

m × m × ea.)

Case 1 8 2 × 2 × 3 2 × 2 × 2

Case 2 8 2 × 2 × 3 -
Case 3 8 - 2 × 2 × 2

Case 4 - 2 × 2 × 3 2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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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5.1. 농경지 침수 확률 산정 결과

5.1.1. 강우 시간 분해 모의 

MRC 모형을 이용하여 각 연도별 강우사상을 확률적으로 시간분해를 

수행하여 1000개의 모의 강우를 생성하였다. MRC 모형을 이용하여 시간

분해하여 생성한 강우는 Fig. 5.1과 같다. 

rainfall_1 ... rainfall_1000

...

(a) R2006

...

(b) R2009

...

(c) R2011

Fig. 5.1. Results of MR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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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홍수량 산정 적용성 평가

가. Clark 단위도법 보·검정

Clark 단위도법을 사용하여 유역 유출량을 산정하기에 앞서 보정 및 검

정을 수행하였다. 2015년과 2017년 2개의 강우 사상에 대하여 보정을 수

행하였으며 2018년 2개의 강우사상에 대하여 검정을 수행하였다. 보정에

는 청미천 말단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수위관측 지점인 여주시 (삼합교)의 

수위를 이용하여 수위-유량 관계곡선식 (국토해양부, 2009)을 이용하여 

유량으로 환산하여 보정을 진행하였다. 보정 결과를 도식적 방법과 통계적 

지표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보정결과 모의치가 실측 강우사상에 따른 첨

두유출량의 크기 및 경향성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여주시 (삼합교) 수위-유량 관계곡선식은 Table 5.1과 같다.  

통계적 지표를 이용하여 나타낸 보정 및 검정 결과는 Table 5.2와 같다. 

시계열그래프를 이용하여 나타낸 보정 및 검정 결과는 Fig. 5.2~5.5와 같

다. 

Table 5.1. Stage-discharge relation curve at Yeojusi (samhapgyo)

Range
Stage-discharge relation curve

( : m3/s, : m)

 ≤  ≤    ×  

   ≤    ×  

   ≤    ×  

Table 5.2. Statistics of calibration results

Statistics
Calibration Validation

20150724 20170709 20180701 20180705

  0.98 0.97 0.94 0.92

 0.94 0.96 0.89 0.89

 (%) 0.02 0.08 0.09 0.22

 (m3/s) 12.52 31.49 45.39 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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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Observed and simulated runoff hydrograph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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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Observed and simulated runoff hydrograph (201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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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Observed and simulated runoff hydrograph (20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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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Observed and simulated runoff hydrograph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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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역 유출량 산정

MRC 모형을 이용하여 시간분해하여 생성한 모의 강우 1000개를 보정

된 Clark 단위도법에 입력하여 청미천 유역과 단평지구의 유출량을 산정

하였다. 모의된 청미천 유역의 유출수문곡선은 Fig. 5.6과 같다. 모의된 

1000개의 수문곡선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1000개의 첨두홍수량 값 중 

최댓값, 중간값, 최솟값을 갖는 수문곡선을 도시하였다. 실강우량을 적용

하였을 때의 수문곡선도 함께 도시하여 모의 강우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실강우량을 적용한 수문곡선과 모의한 수문곡선의 개형이 유사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MRC 모형이 6시간 강우를 실제 강우사상과 

유사하게 분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에는 실강우량을 적용한 

수문곡선이 매우 아래쪽에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실제로는 

강우가 85.5 mm가 내렸지만 MRC 모형에 입력하기 위해 분류하였을 때 

70 mm 이상으로 분류가 되어 173.5 mm의 강우가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1000개의 수문곡선의 첨두홍수량을 모아 box plot으로 나타내

었으며 다음 Fig. 5.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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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 The hydrograph of rainfall events for eac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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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The box plot of the peak discharge 

빈도를 분석하기 위해 1000개의 수문곡선의 첨두홍수량을 모아 히스토

그램을 작성하였으며 Fig. 5.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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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8. Frequency of the peak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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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하천 수위 모의 평가

청미천 유역의 유출량 산정 결과를 이용하여 청미천 국가하천 범위에 

대하여 하천의 수위를 모의하였다. 청미천 국가하천 범위 중 단평지구의 

배수장 및 배수갑문이 위치한 단면의 하천 수위 모의 결과를 도시하였다. 

최고 외수위 값의 통계적 특성은 Table 5.3과 같다. Fig. 5.9는 모의된 하

천 수위 중 최고 외수위의 빈도를 분석하고자 최고 외수위를 모아 히스토

그램으로 도시하였다. 

Table 5.3. Statistics of peak water level              (unit: EL. m)

Item R2006 R2009 R2011

Mean 58.81 59.16 59.44

Standard Deviation 0.09 0.10 0.12

Mode 58.80 59.15 59.45

Maximum 59.25 59.63 60.21

Minimum 58.46 58.81 58.99

Fig. 5.10은 각 강우사상별 최고 외수위를 나타냈던 모의에 대해 강우, 

청미천 유역 유출량, 청미천 하천 수위를 함께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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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9. Frequency of peak wat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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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0. Result of HEC-RAS for eac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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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침수 분석 결과 및 침수 확률 산정

모의된 하천수위 자료와 단평지구 유출량 자료, 농경지 표고별 내용적, 

배수시설물 자료를 이용하여 농경지 침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 Fig. 

5.11은 GATE2018 모형의 결과 중 하나를 도시한 것이다. 외수위가 상승

함에 따라 자연배수가 되지 못하여 기계배수로만 내수배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 홍수량을 제시간에 배제시키지 못하여 관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11. Result of GATE2018

Fig. 5.12는 2011년 강우에 대한 침수 분석을 수행한 결과 각 침수 분

석별 나타났던 농경지 최고수위의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최고수위가 허용

담수심 (EL. 57.8 m)을 넘는 모의는 많았지만 대부분 24시간 이내에 허

용담수심 이내로 배제가 되었으며, 내수위가 관수위 (EL. 58.2 m)를 초과

한 모의를 침수로 분류하여 확률을 산정하였다. 

농경지 침수 분석 수행결과는 Table 5.4와 같다. 2009년의 경우 2006

년 보다 총 강수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보다 침수가 더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2009년 강우의 경우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강우가 모의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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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2. Frequency of high water level in 2011

Table 5.4. Probability of inundation (%)

Rainfall
R2006 R2009 R2011

Probability 0.0 1.7 77.9

5.2. 배수시설물 운영에 따른 침수 확률

농경지의 배수시설물 운영에 따른 농경지 침수 확률을 산정하고자 배수

시설물의 가동 대수를 다르게 적용하여 침수위험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5.5는 배수시설물에 따른 침수 확률 산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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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5. Probability of inundation (%)

Case
Rainfall

R2006 R2009 R2011

Case 1 0.0 1.7 77.9

Case 2 0.8 3.6 86.5
Case 3 3.0 13.0 100.0

Case 4 96.3 89.8 92.7

강우에 따라 배수시설물의 중요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개의 강우사상에 대하여 배수펌프를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거의 90 % 이

상의 침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Sluice gate 가동을 하지 

않은 Case 3 결과를 보면 2006년과 2009년의 경우는 침수확률이 조금 상

승하였으나, 2011년의 경우는 100 % 침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Case 2와 Case 3을 비교해보면 강우 시에는 Sluice gate와 Flap gate 

중 Sluice gate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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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예보강우의 시간분포에 따른 농경지 침수 확률 산정을 

위하여 통계학적 모형인 MRC 모형을 이용하여 강우 시간 분해를 수행하

고 지형자료, 하천자료를 구축하여 유역 유출량 산정, 하천 수위 모의를 

수행하였으며, GATE2018 모형을 이용하여 농경지 침수 분석을 수행하였

다. 이를 1000번 반복하여 1000개의 침수 분석 결과를 획득하여 침수 확

률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청미천 중상류에 위치한 저지대 농경지로 이루어진 단평지구를 대상으

로 농경지 침수 확률 산정을 수행하고자 단평지구의 강우자료, 지형자료

를 구축하였으며, 대상지구인 청미천 유역을 대상으로 지형자료, 하천자

료를 구축하였다. 

2. 6시간 강우예보가 2015년부터 제공되어 침수분석을 수행할 만한 강우

사상이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측강우를 예보강우 형식처럼 변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 2009년, 2011년의 연도별 48

시간 최대강우량을 나타냈던 강우사상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3. MRC모형에 강우를 적용할 때 강우예보의 범위 중 최댓값을 적용하였

다. 70 mm 이상의 범위에서는 이천 기상관측소의 기왕최대 6시간 강우

량 값 (173.5 mm)을 적용하였다. 

4. MRC 모형을 이용하여 6시간 단위 강우셀 8개를 1시간 단위 강우셀로 

시간 분해를 진행하여 1시간 단위 48시간 모의강우를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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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역 유출량 산정 전에 Clark 단위도법 보정을 통해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실측 강우사상 4개에 대하여 보정 및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보정 및 검정 결과  는 0.92~0.98의 값을 나타냈으며, 는 0.20 ~ 

0.33, 는 0.02~ 0.22,  (m3/s)는 12.52 ~ 45.39 로 나타나 

실측 강우사상에 따른 첨두유출량의 크기 및 경향성을 잘 나타내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6. 이를 Clark 단위도법에 적용하여 단평지구의 유역 유출량을 산정하였

으며, 단평지구의 배수본천인 청미천 유역의 하천 수위 모의를 위하여 청

미천 유역 유출량을 산정하였으며, 청미천 유역 유출량을 입력자료로 하

여 HEC-RAS 모형을 이용하여 청미천의 하천 수위 모의를 진행하였다. 

7. 모의된 하천 수위 결과와 단평지구 유역 유출량, 단평지구의 표고별 내

용적, 배수시설물 자료를 GATE2018 모형에 입력하여 농경지 침수 분석

을 수행하였다. 배수개선사업 설계기준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침수의 

기준을 허용담수심 (30 cm) 이상 담수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거나, 관수 

(70 cm)가 발생하는 경우로 정하였다. 

8. 침수분석 까지의 과정을 1000번 반복하여 1000개의 침수 분석 결과를 

획득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침수 확률을 산정하였다. 2006년 강우사상

에 비하여 2009년 강우사상이 총 강우량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

은 침수가 발생하였다. 이는 강우가 짧은 시간동안 집중적으로 내려 이를 

제시간에 다 배제시키지 못해 관수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9. 또한 배수시설물 운영에 따른 침수 확률을 산정하였다. 모든 강우사상

에 대하여 배수펌프장의 운영이 침수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Sluice gate가 Flap gate보다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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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예보강우의 시간분해에 따른 침수 확률을 산정하였으며, 

배수시설물 운영에 따른 침수 확률을 산정해 홍수 발생시 배수시설물 운

영이 농경지 침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침수 확률 산정 기법은 농경지 배수시설물의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정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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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timation of Farmland Inundation Probability 

Based on Temporal Distribution of Forecasted-Rain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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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estimate inundation probability 

of farmland based on temporal distribution of forecasted-rainfall, and 

to compare to the probability of inundation depending on operation of 

drainage structures. 

In this study, 6-hr rainfalls were disaggregated into hourly rainfall 

using the MRC model, which is a stochastic rainfall time 

disaggregation model. The discharge of Cheongmi stream and 

Danpyeong district was estimated using the Clark method, and the 

water level of Cheongmi stream was simulated using the HEC-RAS  

model and the discharge of Cheongmi stream. Then, the inundation 

analysis of the farmland was performed using GATE2018 model, the 

discharge of  Danpyeong district, the water level of Cheongmi stream, 

stage-storage curve of the Danpyeong district, and the drainage 

structure data. 

The above processes were repeated 1000 times. 1000 inundation 

analyzes were performed and the inundation probabilities depending on 



- 63 -

operation of drainage structures were estimated according to the depth 

of in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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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C-RAS, GATE2018, Inundation of farm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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