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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상재해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강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현재

의 기상예보가 정량적 강우를 제시해주지만 피해 정도를 예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래서 피해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역별 한계강우량이 필요하다. 강우로 인한 피해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일어나고 있고 각 유역의 특성인자가 고려

된 분석은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강우가 올 때마다 수문모델을 통한 강유-유출분석에는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단순 강우 데이터만 사

용하여 분석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GIS데이터를 이용하였고 2개의 수문모델을 커플링하여 침수를 유발하는 한계유출량으로부

터 한계강우량을 산정하였다. 산정결과는 실제사례와 비교하여 결과를 검증하였고 대체로 위험지역에 대해 피해가 난 것으로 분석되

었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사전에 침수위험지역에 대해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머신러닝 분석방법을 추가한다면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용어: 한계강우량, 커플링기법, 강우-유출 곡선, 영향예보

ABSTRACT

Recently, in Korea, the risk of meteorological disasters is increasing due to climate change, and the damage caused by rainfall is being 

emphasized continuously. Although the current weather forecast provides quantitative rainfall, there are several difficulties in predicting 

the extent of damage.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impact of damage, the threshold rainfall for each watershed is required. The 

damage caused by rainfall occurs differently by region, and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analysi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factors of 

each watershed. In addition, whenever rainfall comes, the analysis of rainfall-runoff through the hydrological model consumes a lot of 

time and is often analyzed using only simple rainfall data. This study used GIS data and calculated the threshold rainfall from the threshold 

runoff causing flooding by coupling two hydrologic models. The calculation result was verified by comparing it with the actual case, and 

it was analyzed that damage occurred in the dangerous area in general. In the future, through this study, it will be possible to prepare for 

flood risk areas in advance, and it is expected that the accuracy will increase if machine learning analysis methods are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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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로 강수량 및 호우일수 증가 등 이상기후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

고 위험기상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과거 10년(1998~2007)

이 비해 약 1.7배 정도 증가하였고(World Disaster Report, 2018) 피해규모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 현재 기상예보는 강우량

의 절대적 수치만을 예보하고 있고 기상재해의 발생에 대한 정확한 예보 및 특보를 제공해도 어떤 피해가 직접적으로 그 영

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Lee et al., 2018). 직접적인 피해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영향한계강우량 

산정이 필요하며 한계강우량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계강우량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Cho et al.(2018)은 NDMS자료를 이용하여 도시에서 피해가 발생했던 사상과 발생하

지 않은 사상을 지속시간별 한계강우량을 추정하였여 피해 침수심을 20 cm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도시침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Lee(2017)는 Huff 분포를 이용하여 시계열 강우자료 형태로 변환 후 SWMM모델

을 사용하였고 격자단위의 침수분석을 위해 GIAM(Grid Base Inundation Analysis Model)을 연계하였다. 그리고 침수심을 

모의한 후 해당 침수심에 따른 한계강우량을 역으로 추정하였다. Lee et al.(2018)은 분포형 강우-유출모델과 침수심 모의 모

델을 연계하여 한계강우량을 산정하였고 실제 침수를 일으켰던 호우, 태풍 피해 이력과 비교하여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산정식을 통해 수문모델 분석이 어려운 지역에 한계강우량을 산정하였다. Kim and Han(2019)는 Huff분포를 고려한 강우시

나리오를 생성한 후 배수관망 고려가 가능한 1차원 도시유출해석모델 SWMM(Strom Water Management Model)과 2차원 

수문해석모델인 FLO-2D를 사용하여 유출량에 따른 침수분석을 하였고 이를 침수흔적도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화하

였다. 선행연구 사례를 통해 수문모델의 연계를 통해 한계강우량의 산정이 정확도가 높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한계강우량은 침수를 유발시키는 강우량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수문모델을 통한 산정이 목적이다. 2개의 

모델(S-RAT, F2MAP)을 커플링하여 한계강우량을 산정하고 실제 침수사례와 비교를 통해 정확도를 판단하고자 한다. 대

상유역으로는 수자원단위지도의 표준유역 기준 한강유역 290개를 기준으로 수문분석이 어려운 해안가 지역 53개를 제외한 

237개를 산정하였다. Fig. 1은 본 논문의 흐름도를 나타내었다.

Fig. 1.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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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문 모델 및 연구방법

2.1 분포형 강우-유출 모델(S-RAT)

S-RAT(Spatial Runoff Assessment Tool)모델은 Kim et al.(2010)이 개발한 분포형 강우-유출모델로 GIS를 가지고 가공

한 자료(DEM, Landuse, Soilmap)를 이용하여 대상유역을 일정한 크기와 격자로 구성하고 격자마다 시간 간격별 개념적 물

수지를 계산함으로서 유역의 시·공간적 유출량 변화를 모의하도록 설계되었다(Lee, 2014). S-RAT은 자체적으로 매개변수

를 추출하여 입력 자료가 간소화 되어 모델을 사용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S-RAT 모델은 각 격자별 

침투 및 직접 유출을 산정하기 위해 SCS Curve Number(이하 CN)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토양도 및 토지이용도를 입

력 받아 CN 값 격자자료를 생성하여 계산하게 된다.

    
  


  (1)

여기서,   는 잠재보유수량 ;   는 격자별 CN 값을 의미한다.

  



 


 
  

 (2)

여기서,   는 침투저류조의 침투능(water content) (mm) ;   는 침투 저류조의 용량을 의미한다.

        

   (3)

  


  
 (4)

        


    
 (5)

여기서,  은 지표하 유출 ; 

 (mm)는 직접유출 ; 


는 무차원 상수로서 개념적 매개변수이다. Eqs. (3), 

(4), (5)를 이용하여 침투저류조의 질량보존 지배방정식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Eq. (6)은 4차 Runge-Kutta 방법을 이용하

여 해석 할 수 있다. 



  





  
        

    (6)

Fig. 2는 모델의 격자 물수지 계산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위와 같은 계산식을 통해 강우량을 분포형 유출모델인 S-RAT

에 넣어 유출량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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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rid Water Balance concept (Kim et al., 2010) 

2.2 돌발홍수모델(F2MAP)

F2MAP(Flash flood monitoring and prediction)에서는 1, 3, 6시간 등 특정 단위시간 동안의 특정유역의 소하천에 홍수가 

발생하기까지 요구되는 강우량인 돌발홍수기준을 계산하는 과정으로 이는 유역면적, 경사, 하도단면의 형상 및 크기 등 유역

의 수문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수문학적인 부분에서는 한계유출량(Threshold Runoff, TR)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

할을 하는 기준값인 첨두홍수량, 월류홍수량을 산정하는 과정이 포함된다(Yu, 2016). 

한계유출량 산정모델은 한계유출량은 토양이 완전 포화된 상태에서 소하천의 제방을 월류하기 시작하여 홍수를 일으키

기 시작할 때의 유효우량(effective rainfall)으로 정의되며, 이는 유역과 하천의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한계유출량은 

첨두유량 qpR에 유역면적 A와 유효우량 R을 곱한 값이 유역 출구에서의 제방월류 유량(Qp)와 동일하다는 근거 하에 산정할 

수 있다. 즉, 단위도의 기본개념이 특정 단위시간 동안 균일한 강도로 유역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내리는 단위 유효우량으로 인

해 발생하는 직접유출 수문곡선이므로 유효우량 R은 Eq. (7)에서 한계유출량에 해당하며, Eq. (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7)








 (8)

여기서 제방월류 유량 

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하도단면의 특성으로 고려하여 Manning 공식으로부터 산정하는 방법과 2

년 빈도의 홍수량을 제방월류 유량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단위도의 첨두유량 qpR은 실측강우 및 유량자료가 존재

하는 경우 단위도를 유도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소하천 유역은 미계측 지역이므로 Snyder 방법과 같은 합성단위도

를 이용하는 방법과 유역의 지형특성이나 Horton의 하천계수 등을 사용하는 지형학적 순간단위도(GIUH)를 이용하는 방법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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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계강우량 산정 방법

강우자료, 지형자료를 통해 수문모델에 모델링 하여 한계유출량과 Rainfall-Runoff Curve를 산정하게 된다. 여기서 

F2MAP을 이용한 한계유출량 값은 2007년 국토교통부에서 한강권역에서 한계강우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이며 

Fig. 3과 같이 한계유출량을 Rainfall-Runoff Curve 대입하여 한계유출량을 발생시키는 한계강우량을 산정하게 된다.

Fig. 3. Flowchart for calculating threshold rainfall

3. 대상유역 및 적용 결과

본 연구의 대상유역은 수자원단위지도의 표준유역을 대상으로 한강권역을 선정하였다. 290개 유역 중 수문모델분석이 

어려운 해안가의 53개 유역을 제외한 237개를 대상유역으로 산정하였다. Fig. 4는 대상유역 현황을 나타내었다.

Fig. 4.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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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분포형 강우-유출 모델(S-RAT)을 이용한 Rainfall-Runoff Curve 산정

S-RAT에는 강우자료가 기상 자료로 들어간다. 대권역 유역 기준으로 가까운 관측소의 확률강우량을 선정하였고 지속시

간 180분으로 재현기간 100년에 해당하는 강우량을 10% 간격으로 구분하여 입력자료로 사용하였다. 총강우량을 시계열로 

분포시키기 위해 Huff 강우분포방법(Huff, 1967)을 이용하였으며 Huff의 4분위 분포 중 우리나라와 강우형태가 가장 비슷

한 2분위와 극한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4분위의 중간인 3분위의 강우분포를 선정하였다. 지속시간 3시간에 대한 3분위 강우

시나리오는 Fig. 5와 같고 서울관측소를 예시로 표시하였다. 

Fig. 5. Rainfall scenarios with third quantile in 180 min

S-RAT모델의 지형 분석을 통하여 Fig. 6과 같이 DEM, Landuse, Soil, Flow direction, CN number, Roughness 등의 분석이 

가능하다. 지형 분석을 통한 유출량 결과는 Fig. 7과 같이 Rainfall-Runoff Curve로 나타내었다. Curve는 다차항 사용하였다.

(a) DEM (b) Landuse

(c) Soil (d) Flow Direction

Fig. 6.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topograph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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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N Number (f) roughness

Fig. 6.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topographic data (Continue)

(a) 101806 (b) 100809

(c) 101305 (d) 100402

(e) 100413 (f) 100704

Fig. 7. Result of Rainfall-Runoff Curve

3.2 돌발홍수산정 모델(F2MAP)을 이용한 한계유출량 산정

한계유출량을 구하기 위하여 DEM과 Landuse를 이용하였다. 표준유역과 비슷한 유역크기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분석 

과정에서 CSA와 MSCL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CSA는 Critical Source Area로 유역을 설정할 때 최소면적을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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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L은 Minimum Sourece Channel Length로 최소 하천 길이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CSA 4,000 Ha와 MSCL 

1,000 m값을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소유역 분할 결과 Fig. 8과 같이 365개의 유역으로 분할되었으며 표준유역과 비슷한 크

기로 적절하게 분할되었다. 

Fig. 8. Results of subdivision division using F2MAP

위의 분할결과를 이용하여 소유역별 한계유출량을 산정하였으며 Table 1은 전체 유역별 한계유출량 산정결과 중 6개에 

대해서 나타내었다. 

Table 1. Threshold runoff estimation results

Watershed code Threshold Runoff (CMS)

101806 102

100809 191

101305 126

100402 106

100413 104

100704 138

3.3 한계유출량과 Rainfall-Runoff Curve를 이용한 한계강우량 산정

2개의 수문모델에서 한계유출량과 Rainfall-Runoff Curve를 산정한 후 Curve에 한계유출량을 대입하여 한계강우량을 산

정하였다. Table 2는 위의 무작위 유역에 대한 한계강우량 산정결과이고 전체 산정 값을 Fig. 9와 같이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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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reshold rainfall estimation results

Watershed code Threshold Rainfall (mm)

101806 68

100809 76

101305 34

100402 56

100413 84

100704 52

Fig. 9. Threshold rainfall estimation results

3.4 실제 피해사례와 비교검증

한계강우량 산정 결과를 Fig. 10과 같이 3시간 누적강우를 기준으로 하여 65 mm가 왔을 때 산지를 제외한 빨간색 등급과 

주황색 등급 중 인명 및 도로 등 피해에 있는 지역을 찾아 나타내었다. 2011년, 2018년에 서울에서 침수피해가 있었고 2013

년, 2020년에 강원도 홍천과 경기도 가평, 이천에 피해사례가 있었다. 피해 사례 검증을 통해 정확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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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Investigate Flood event cases for verification

4. 결 론

국내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침수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침수를 유발하는 한계강우량을 산정하

는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사전에 침수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기술들이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계강우량을 산정하기 위해 수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2개의 수문 모델을 통해 커플링하였고 한계유출량과 Rainfall-Runoff

를 도출하였다. 이를 연계하여 한계강우량을 산정하였으며 산정된 한계강우량을 실제 침수 피해 사례와 비교 검증해보았다. 

비교 결과 산지를 제외한 빨간색과 주황색 등급의 산정지역에 인명, 도로, 시설 등 피해액이 발생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는 한계점이 있는데, 수문 모델 산정과정에 있어 이상치가 발생하였고 이는 더 정교한 수문모델 및 정확한 자료

를 기반으로 분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Rainfall-Runoff Curve를 산정하는 과정에 단순한 지수 및 다차항을 사용하

였지만 정밀하게 산정하고 유역의 배수능 그리고 선행강우를 고려하여 한계강우량을 산정한다면 더 좋은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 후 본 연구의 한계강우량 자료를 통해 지역별 관계식을 만든다면 수문분석이 어려운 해안가 유역의 분석도 가능할 것이

고 산정한 결과를 고도화하여 정확도를 더 높인다면 향후 영향예보의 호우피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상습적으로 

피해가 나는 지역에 대해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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