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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급증하는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인하여 국지성 호우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안전한 수자원 관리의 어려움이 증

가하고 있으며,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나 

소규모 산지유역은 기본계획 수립 등의 부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지리산 국립공원 중 

유평유역을 대상으로 강우-유출모형을 활용한 침수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지리산 유평유역은 재현빈도 50년 이상의 강우 발생 

시, 홍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모의 되었으며, 수공 구조물, 안전 시설물 및 탐방로에 대하여 위험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미계측 유역, 강우-유출모형, WMS, 국립공원, 지리산

ABSTRACT

The frequency of localized heavy rain is increasing due to the influence of abnormal climate that is rapidly increasing in recent years. As 

a result, the difficulty of safe water resource management is increasing and human and material damage is increasing. Various coun-

termeasures are being established to reduce the damage caused by localized heavy rain, but small-scale mountain catchments are 

experiencing many difficulties due to the lack of a basic plan. Therefore in this study the risk of flooding was evaluated using the 

rainfall-runoff model in the Yu-pyeong catchment national park among national parks in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simulated that flooding occurred in the Yu-pyeong catchment of Mt. Jirisan when rainfall with a recurrence frequency of 50 years or more 

occurred,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high risk of structures, safety facilities and tr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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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인하여 장마, 태풍 및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안전한 유역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도심지 및 산간계곡 등 다양한 위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규

모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에 발생한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경상북도 포항시와 경주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21년 6월 광주 지역에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풍영정천 하천유량이 급증하였으

며, 징검다리에서 초등학생 2명의 익수 사고가 발생하였다. 1998년에는 지리산 일대에서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계곡 유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103명이 사망하는 하고가 발생하여, 국지성 집중호우 및 돌발홍수에 대한 위험성을 보여주

고 있다. 이러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지 유역 돌발홍수 대응체계 조사분석 연구(National Institute for 

Disaster Prevention, 2009) 및 돌발홍수 예 ․ 경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기획연구(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2016)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AWS 강우 자료 및 RADAR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홍수 

예 ․ 경보 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Kim et al.(2019)은 돌발홍수의 발생주기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한강의 산지 소하천 유역에 대하여 국지성 집중호

우로 인한 돌발홍수의 재현 기간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Yoon et al.(2020)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돌발홍수의 

대응을 위하여 X밴드를 이용한 이중편파 레이더를 활용하여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 기술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레이더를 활용한 강우량 도출 결과는 강우강도가 큰 경우 실제 관측자료보다 작게 도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정밀도 높은 우수한 결과를 도출하여 실무에 적용가능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하

천 및 산지 유역의 하천의 국지적 우에 따른 수재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으며, 선제적 대응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침수피해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

요 산지 하천을 대상으로 강우-유출 모형을 적용하여 안전한 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 유역

2.1 탐방로 현황 조사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탐방로는 오랜 기간 산을 다니던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 그대로 탐방로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온 경우

가 많다. 하천 계곡을 따라 형성된 탐방로, 계곡을 횡단하는 탐방로 등도 다수 있으며, 이러한 탐방로들은 홍수 시 침수되거

나, 급류가 발생하는 위험지역으로 변하기도 한다. 이러한 국립공원 탐방로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현장 담당자들이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2.2 침수피해 현황

본 연구에서는 지리산 국립공원 사무소 재난 관련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2016년부터 2020년 까지 지리산에

서 발생한 홍수 피해에 대한 과거 자료를 조사하여 침수 흔적 조서를 Fig. 1과 같이 작성하였다. 침수 흔적 조서는 홍수로 인

한 재해 발생 정보를 바탕으로 홍수 피해 시 상황, 침수일시, 위치, 침수 원인 및 범위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홍수 

피해 발생시 현장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과거 홍수 피해 자료를 바탕으로 재난담당자의 경험 및 외부 전문가의 재해 원인분

석을 포함하여, 홍수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분석과 선제적 대응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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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port on the traces of flooding

2.3 연구 유역 선정

지리산 국립공원은 경남의 하동, 함양, 산청, 전남의 구례, 전북의 남원 등 3개 도, 5개 시군에 걸쳐 483.022 km2의 가장 넓

은 면적을 지닌 산악형 국립공원이다. 본 연구에서는 침수 흔적 조서를 바탕으로 홍수 피해 위험성이 있는 유평유역을 연구

유역으로 선정하였다. 유평 유역은 유역면적 28.69 km2이고, 연평균 기온은 14°C로 기온의 연교차는 –13.3~37.3°C이며, 

연평균 강우량은 1,409 mm이며 하루 동안 최대 강우량이 2014년 8월에 483 mm로 관측되었다. 유평 유역에 대한 유역 특성

인자는 Fig. 2와 Table 1에 나타내었다.

Fig. 2. Study catchments in jisisan national park

Table 1. Catchment characteristics in Geryongsan national park

Catchments
Area

[km2]

L

[km]

Mean width of 

catchment

[km]

Form 

Factor

[-]

SCS-CN 

(AMC-III)

[-]

Time of 

concentration

[hr]

Storage 

coefficient

[hr]

Yu-pyeong 28.69 7.79 10.77 0.47 85.70 0.65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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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국내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과리 기본법 등에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 방안으로 재해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진단 등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간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에서 지역별/목적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

하여 재해에 대한 안전도에 대한 평가, 진단 등을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수해에 

관련하여 홍수량 산정표준지침(Ministry of Enviroment, 2019),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0),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기준(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7)등을 활용 및 적용하였다.

3.1 수문자료 구축

본 연구에서는 강우유출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실측 강우사상을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왕최대 발생강우량, 재

현 기간별 확률강우량, 기상변화를 고려한 발생 강우량에 대하여 수문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확률빈도해석을 위한 강우관측소 선정은 지리산 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한 강우관측소 중 20년 이상의 관측 기간을 가지고 

있는 관측소의 결측 현황, 지리적인 위치, 산맥, 고도 등을 검토하여 아래의 Table 2와 같이 선정하였다.

Table 2. Weather station in jirisan

Catchments Rainfall Station
Location

Observation start date Cmpetent authority
Latitude Longitude

Yu-pyeong
Jirisan

(872)
127.75642 35.31924 2002-12-16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3.2 강우유출 모형

지리산 국립공원 유역의 강우 유출 모형 구축을 위하여 강우 빈도해석은 RFAHD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강우-유출모형은 

WMS(Watershed Modeling System)를 활용하였다. 또한, 강우-모형의 구축 및 적용은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Ministry of 

Enviroment, 2019)을 바탕으로 하였다. 

WMS 모형은 강우-유출해석에 요구되는 수문 모델링을 위한 포괄적인 그래픽 사용자 환경(GUI : Graphic User Interface)

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며 특히 지형정보시스템(GIS)에 구축되어 있는 유역의 지형자료를 수문해석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GIS와 수문 모델링이 연계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Chang et al., 2021).

지리산 유평 유역의 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WMS모형에 내장되어 있는 HEC-HMS를 활용하였으며, 유역 특성인자

를 추출하기 위하여 지리산 국립공원의 1:1000 축척의 정밀토양도, 수치지형도 및 토지이용 현황도를 활용하였다. Fig. 3은 

지리산 국립공원의 유역도와 정밀토양도 및 토지이용현황도를 나타내고 있다. 강우-유출모형의 검정(Calibration)과 검증

(Validation)은 모형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며, 유역 내 하천의 실측 홍수 사상으로 검정 및 검증을 수행한다. 

그러나 국립공원은 산지하천 유역으로 대부분 미계측 유역으로 분류되어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산지 유역의 유출량 정확도 

확보를 위한 기초 연구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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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tchment map (b) Soil map (c) Land use map

Fig. 3. Topographic data in Yu-pyeong catchment

4. 유출량 산정 결과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2016-2020)간 유평 유역에서 발생한 침수피해를 조사하여, 국립공원의 하천 및 계곡을 대상으로 

강우-유출 모형을 활용한 유출량을 산정하였다. 유평 유역의 지속시간별 기왕 최대 발생강우량과 지자체 방재성능목표강우

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자체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은 최근의 강우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된 50년 빈도의 확률 강우량과 비

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속시간별 기왕 최대 발생 강우량을 바탕으로 재현빈도를 도출한 결과와 방재

성능목표는 아래의 Table 3과 같다.

Table 3. Design rainfall in u-pyeong catchment

Catchment
The maximum rainfall in the past (mm) (frequency) Target rainfall (mm)

1 hr 2 hr 3 hr 6 hr 24 hr 1 hr 2 hr 3 hr

Yu-pyeong
58.0

(5yr)

96.5

(15yr)

128.0

(30yr)

169.0

(30yr)

239.5

(15yr)
80.0 125.0 145.0

연구에서 활용한 빈도별 홍수량 산정방법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Clark 단위도법을 사용하였으며, 유평 유역

에 대한 윺출량 산정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Design discharge in u-pyeong catchment

Catchment
Frequency (yr) The maximum flow in the past (sec)

(Date)50 80 100 200 300

Yu-pyeong
Flow (sec) 776.5 845.7 878.2 979.3 1038.6 533.4

(2011.08.07.)Critical duration (min) 120 120 120 120 120

확률 강우량을 바탕으로 한 홍수량 산정 결과, 재현 기간 50~300년의 홍수량은 유평 유역에서 776.5~1038.6 sec, 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기왕 최대 강우량을 바탕으로 50년빈도에 해당하는 홍수량인 것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2016-2020)간 지리산국립공원 내 유평유역에서 발생한 침수피해를 조사하여, 유평유역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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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강우-유출 모형을 활용한 유출량 산정을 통해 안전한 국립공원의 관리를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주요 결론

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는 WMS 강우 유출 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실측 강우 사상을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왕 최대 발

생강우량, 재현 기간별 확률 강우량, 기상변화를 고려한 강우량에 대하여 수문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지리산국립공원 유평 유역의 지속시간별 기왕 최대 발생강우량과 지자체 방재성능목표강우량을 비교 분석 결과 지자

체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은 최근의 강우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된 50년 빈도의 확률 강우량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유평 유역의 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WMS 모형에 확률 강우량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유역의 과거 홍수 흔적 수위

를 바탕으로 모형의 검증을 수행한 결과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수행될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 유역을 확대하고, 하천 단면자료를 확보하여 침수

심을 산정 후, 과거 흔적 자료와 비교 분석을 통하여 미계측 산지 유역의 유출량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본 연

구 결과를 통하여 국립공원 내 탐방로에 대한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립공원의 안전한 관

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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