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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유역의 유출현상은 유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수 등 수문학적 인자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유역의 지형학적 특성에 의해서도 유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본 연구에서는

DEM의 해상도에 따라 유출, 유사, 증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연구목적으

로 하였다. 연구지역은 대전시를 관류하는 갑천유역(유역면적 약 609㎢)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

용한 DEM 자료는 30m 공간해상도는 갖는 WAMIS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30m의 공간해상도

를 각각 60m, 90m, 120m, 150m로 각각 resampling, sink 제거 등의 과정을 거쳐 각 해상도별

DEM자료를 생성하였다. 유출 특성 분석을 위해 HyGIS-SWAT 모형을 이용하였다. 모형의 적용

결과 첨두유출은 30m해상도를 기준으로 150m해상도에서는 약 16%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총유출은 약 2%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증발량의 경우에는 30m 해상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비슷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30m해

상도에서는 첨두유출은 크지만 저류부 유출은 오히려 150m해상도에서 더 많은 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용어 : HyGIS, RUSLE, 토양유실량, 사전재해영향평가, OECD, 토양유실위험등급도
------------------------------------------------------------------------

1. 서 론

대부분의 강우-유출모형의 적용에 있어서 하도망과 사면의 복잡한 분포특성과 그리고 지질, 표

면식생 등의 공간적 비균질성이 정확한 예측에 대한 장애가 된다. 즉, 수문인자들의 공간적 변동

성과 모형구조가 부조화를 이룰 경우 부적절한 유출해석은 필연적이다. 유역의 강우에 따른 유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은 연구지역에 대한 지형경사와 사면방향 등의 공간 지형 정

보를 획득하기 위해 수치표고모형(DEM)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출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Zhang과 Montgometry(1994)는 유역면적이 각각 0.3㎢, 1.2㎢인 프랑스의 소유역에 대해 DEM 공

간해상도를 달리하면서 강우-유출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공간해상도가 달라지면 유역의 첨두

유량과 지하수면 심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분석하였고, 적정해상도를 10m로 제안하였다. Brunean

등(1995)은 12㎢의 유역면적에 대한 연구에서 적정해상도를 50m로 제시한 바 있다.

이정규 등(2005)은 설마천 유역에 대하여 DEM 격자크기를 10m～100m로 변화시켜 가면서 해

상도별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유로연장, 유역면적, 유로경사 등을 계산하였고, 유로연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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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해상도보다 100m해상도에서 2배이상 차이가 남을 언급하였고, 이 유로연장은 Clark방법의

도달시간과 저류상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로 30m가 적절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정규

등(2004)은 DEM 격자크기에 따른 유역 특성 및 유출응답 변화 연구에서 격자가 커짐에 따라 첨

두홍수량은 감소하고 첨두발생시간은 늦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실제 유출수문곡선과

비교했을 때 DEM격자크기는 50m 일 때가 적정하다고 제시하였다.

류재욱 등(2009)은 DEM 의 해상도에 따른 수문지형인자의 민감도 해석에서 셀 크기가 증가함

에 따라 유로연장 및 최원유로연장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유역평균경사는 대체로 셀 크기

10m～30m에서 가장 큰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셀 크기가 30m 이상에서는 감소크기가 점차 완만

해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희철 등(2003)도 이정규 등(2004)의 연구 결과와 마찬

가지로 격자 크기가 커짐에 따라 유역경사가 작아지고, 도달시간이 길어져 첨두 홍수량은 감소하

고 첨두 발생 시간은 늦어진다고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또한 첨두홍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민감도지수에서 선행토양함수조건, 강수분포, 재현기간을 고정한 후 모의한 결과 도

달시간이 첨두홍수량과 그 발생시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DEM의 격자크기가 커지면 고도값 평가절하하여 면적가중치를 둔 평균값을 채택하기 때문에

유역평균경사는 작아진다. 또한 격자크기가 커질수록 하천의 형상이 단순해져 하천길이가 짧아져

유역평균경사와 반대로 도달시간은 짧아진다. 따라서 유역평균경사와 도달시간 중 어느 인자가 유

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강우에 따른 유출분석을 수행하여야 만이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강우에 따른 유출 및 유사와 증발량이 DEM의 해상도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판단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대상 유역

연구지역은 대전시를 관류하는 갑천유역(유역면적 약 609㎢)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갑천은 유

역의 최남단 지점인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도경계에 있는 대둔산(EL. 877.7m)에서 발원하여 북

서쪽으로 유하하다가 두계천, 금곡천, 매노천과 차례로 합류한다. 이후 대전광역시 부근에서부터는

북향으로 유향을 바꾸어 대전광역시를 관통하여 흐르며, 유성천과 합류하고, 갑천의 제1지류인 유

등천과 합류한 후 대전광역시의 경계를 벗어나면서 금강으로 유입된다. 금강홍수통제소의 회덕관

측소를 기준으로 약 609㎢의 유역면적을 가지며, 산림지역이 59.8%, 농업지역이 15.8%, 그리고 도

시지역이 15.6%를 차지하고 있다.

수자원과 관련된 모형의 모의에 이용되는 지형자료는 지표면 유출 및 하도추적 등은 지표면의

투수성 정도, 경사도 등 지표면과 하천의 지형학적 특성이 많이 반영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DEM 자료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유출특성 분석을 위

해 HyGIS-SWAT 모형을 이용하였다. SWAT 모형에서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HRU 계산을 위해

환경부의 중분류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였고, 토양도는 SWAT 모형 실행과정 중 토양의 물리화학

적 성질을 결정해 주는 입력자료로서 농업과학기술원의 정밀토양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SWAT 모형에서는 강우, 풍속, 기온, 상대습도, 일사량 등의 기상자료를 입력하여 유출 및 증

발산 등의 수문성분을 계산하게 되고, 또한 유사생성 및 유사유출, 그리고 각종의 영양염류 등에

대한 모의를 수행하게 된다. 기상자료는 대전기상청의 풍속, 기온, 상대습도, 그리고 일사량자료를

이용하였고, 강수량 자료는 금강홍수통제소의 신대, 회덕, 방동, 유성, 인동 우량관측소 자료와 회

덕 유량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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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준 검정 검증 Y/N

평균 ±100%　 12.6% 12.6% ◯

중앙값 ±100% 82.1% 82.1% ◯

기하평균 ±100% 86.3% 86.3% ◯

7-day range >70% 51.4% 30.6% △

7-day max 　 31.4% 16.7%

7-day min 　 17.1% 52.8%

표 1. 유사 검보정 결과

그림 1. 해상도별 유출특성

3. 모형의 적용

3.1 모형의 검보정

매개변수 보정방법에는 크게 시행착오법, 최적화기법에 의한 자동보정법,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법이 있다. SWAT과 같이 보정해야 할 매개변수가 많고 복잡한 모형에서는 여전히

시행착오법이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행착오법에 의해 각 매개변수의 민감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변화에 따라 보정을 수행하였다. 시행착오법은 유출량에 대하여 매

개변수를 보정한 후 유사관련 매개변수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수행하였다.

매개변수 보정기간은 2006년도 회덕 유량자료를 이용하여 보정하였고, 보정된 매개변수를 이용

하여 2007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갑천유역의 유출량 관측값과 모의값의 보정은 결과

관측값과 모의값의 은 0.81이었고 보정된 매

개변수를 이용하여 2007년의 자료로 검증한 결

과 은 0.71로 모의 결과가 관측값을 잘 반영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사 검보정에서는 비연속적으로 측정되는

수질 관측치와 연속적으로 모의되는 모형 결과

치와의 비교를 위해 Kim et al.(2007)이 제안

한 ‘5-day window'을 고재영 등(2007)이 보정

한 ’7-day window' 방법을 적용하였다.

해상도에 따른 유출, 유사 및 증발량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30m의 공간해상도를

갖는 원래의 WAMIS의 DEM를 각각 60m,

90m, 120m, 150m로 각각 resampling, sink 제

거 등의 과정을 거쳐 각 해상도별 DEM자료를

생성하였다. 해상도별 평균경사는 30m에서 경

사가 급하고 이후 해상도가 커질수록 유역의

평균경사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도(m) 평균경사(deg) 첨두유출 총유출 첨두유사 총유사 최대증발량 총증발량

30 14.4 1.00 1.00 1.00 1.00 1.00 1.00

60 12.5 0.98 1.00 0.90 0.98 0.97 0.97

90 10.9 0.95 0.99 0.90 0.99 0.96 0.97

120 9.7 0.88 0.98 1.00 1.00 0.98 0.97

150 8.7 0.84 0.98 0.95 1.00 0.98 0.97

표 2. 해상도별 유출모의 결과

모형의 적용결과 그림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30m 해상도에서는 첨두유출은 크지만 저류부

유출은 오히려 150m 해상도에서 더 많은 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첨두유출은 30m

해상도를 기준으로 150m 해상도에서는 약 16%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총유출은 약

2%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의 경우에는 첨두유사와 총유사 모두 특별한 경향을 나타

내지는 않고 있으며, 증발량의 경우에는 30m 해상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비슷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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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DEM의 해상도에 따라 유출, 유사, 증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DEM의 격자 크기가 커질수록 유역의 평균경사는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와 마찬가

지로 작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선행 연구의 결과에서도 제시한 바와같이 격자크기가 커짐에 따라

유역 평균경사는 작아지지만 반대로 도달시간은 작아져 유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모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유출의 경우 년 총유출은 30m 해상도를 기준으로 150m 해상도에서 약

2%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연최고 첨두유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그

림 1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기저부 유출량이 150m 해상도에서 더 크게 유출하는 것에 기인하

는 것으로 유역의 평균경사가 DEM의 격자크기가 커질수록 완만한 경사를 갖는 것에 기인하여

유역의 기저유출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사 유출 및 증발량의 경우에는 뚜렷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유사의

경우에도 유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역의 평균경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규모의 유

역에 대하여 적용하여 DEM의 격자크기와 유출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추가연구를 수행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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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혁신 사업과제(과제번호 06국토정보B01)의 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이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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