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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홍수유출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강우량과 토지이용, 유역의 경사, 유로연장등이 있

다. 이중에서도 유출시스템에 영향이 큰 요소중에 하나로서 토지이용상태가 있다. 토지이용은 불

변하지 않는 값이며 매년 토지이용상태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개발의 진행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현대에서 홍수유출을 산정하는데 있어 최신의 토지이용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용도는 대부분 10년이상 전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과 인공위성 자료, 항공사진등의 정보를 구하는 수

월해짐에 따라 최신의 지형 및 토지이용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토지이용상태를 파악하고 유출계수를 산정하여 유출특성을 비교하

였다.

핵심용어 : 토지이용도, 항공사진, 유출특성

1. 서론

총 강우량과 강우강도의 증가와 함께 도시화의 확장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가 홍수량을 증감시

크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나 확장속도가 빠른 신도시의 경우 과거 이용하던 토지이용도와 

현재의 토지이용상태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홍수량을 산정하

는데 있어 사용되는 중분류 토지이용도는 2002년부터 제작되어 제공되고 있으나 현실을 반영하

는데 있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1) 본 연구에서는 Daum(www.daum.net)에서 제공하는 항공사

진을 이용하여 최신의 토지이용상태를 반영하여 홍수량을 산정하여 중분류 토지이용도와 비교하

였다. 

2. 암거 흐름 해석

연구 대상유역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팔거천 유역으로 최근들어 도시의 확장으로 인해 토

지이용상태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유역이다. 팔거천의 유역특성은 다음 표 1과 그림 1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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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역 유역면적(km
2
) 유로연장(km)

팔거천

1B 34.70 9.087

2B 26.39 10.641

3B 41.56 13.829

표 1 팔거천 대상유역특성

그림 1 홍수량 산정지점

구 분 산정
지점

면 적 (k㎡)

시가지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나지 내륙수 계

중분류 

토지이용도

1B 0.84 3.09 29.40 1.19 0.07 0.11 34.70

2B 1.52 4.77 18.27 1.06 0.23 0.54 26.39

3B 6.49 6.18 26.21 1.37 0.98 0.33 41.56

금회

1B 2.47 2.69 28.32 0.64 0.06 0.52 34.70

2B 2.31 2.40 20.91 0.16 0 0.61 26.39

3B 11.70 3.43 24.82 0.74 0.03 0.84 41.56

표 2 팔거천 토지이용에 따른 면적 비교

토지이용의 변화에서 시가지 유역이 증가하였으며, 농업지역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과

거 팔거천 유역이 농지상태에서 개발로 인한 아파트와 시가지가 들어서면서 바뀐 것으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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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산정된 팔거천 유역의 CN은 표 3와 같다. 

구분
산정

지점

면 적 (k㎡)
CN

A B C D 계

중분류

1B 24.43 7.83 1.71 0.73 34.70 66.7

2B 17.50 4.64 2.99 1.26 26.39 69.33

3B 24.53 6.45 8.05 2.53 41.56 73.85

금회

1B 24.43 7.83 1.71 0.73 34.70 68.72

2B 17.50 4.64 2.99 1.26 26.39 71.56

3B 24.54 6.45 8.05 2.53 41.56 73.85

표 3 팔거천 유역별 CN값

그림 4 중분류 토지이용도(1B) 그림 5 금회 토지이용도(1B)

그림 6 중분류 토지이용도(2B) 그림 7 금회 토지이용도(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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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중분류 토지이용도(3B) 그림 9 금회 토지이용도(3B)

유 역 구 분
빈도별 임계시간(min)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중분류

토지이용도

1B 490 480 470 440 430

2B 490 480 440 440 430

3B 630 600 590 590 590

하도구간 690 650 640 610 610

합류점1 510 480 470 440 430

합류점2 660 650 640 610 610

금회

1B 470 470 470 430 430

2B 450 440 400 400 400

3B 590 590 550 520 510

하도구간 660 640 610 610 600

합류점1 470 440 440 430 400

합류점2 610 600 600 590 590

표 4 빈도별 임계지속시간(분) 

유 역 구 분
첨두 홍수량(㎥/s)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중분류

토지이용도

1B 152.04 171.03 195.43 218.36 229.33

2B 124.28 139.13 158.23 176.10 184.63

3B 183.06 202.80 227.81 251.01 262.01

하도구간 242.49 270.95 307.57 341.69 358.08

합류점1 276.39 310.16 353.53 394.46 413.96

합류점2 422.01 469.86 531.04 587.99 615.19

금회

1B 162.25 182.01 207.02 230.92 242.26

2B 133.08 148.52 168.25 186.68 195.62

3B 196.48 216.37 241.87 265.69 277.06

하도구간 257.27 286.72 324.22 359.20 376.00

합류점1 295.26 330.39 375.35 417.49 437.83

합류점2 449.67 498.61 561.52 619.51 647.30

표 5 빈도별 첨두홍수량 산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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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홍수량을 산정하는 데 있어 토지이용도는 매우 중요하다. 유효강우량을 산정하여 홍수량을 결정
하는데 강우량과 함께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분류 토지이용도와 항공사
진을 이용하여 토지이용의 변화를 살펴보고 홍수량을 비교하였다.
  먼저 토지이용상태의 변화는 과거 농지를 차지하고 있던 지역이 도시화에 의해 시가지로 변화
함으로써 농지의 면적은 줄고 시가지 면적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토지이용의 변화에 따른 홍수량의 증감은 약 5%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홍수량의 증
가에서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도시화의 확장에 따른 토지이용상태의 변화가 홍수량에 영향
을 미치고 이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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