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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 으로 이용하고 유역단 의 수자원 리를 해서는 유역의 특징과 여건

을 반 하여 한 물 리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역단 의 수자원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각기 다른 기 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정보화 자료를 수집하고, 이들의 활용을 

극 화하기 하여 각종 주제도를 통합 리하여 수자원  수질분야에 있어서 운 되어야 할 시

범 시스템을 개발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범시스템은 PC기반의 도우즈 환경에서 ArcView 

 Visual Basic을 이용하여 GUI 시스템으로 구축되었다. 이러한 시범연구를 통하여 수자원분야의 

GIS  원격탐사 활용에 따른 수치지도의 정확도 검증  향상방안, 문제 의 악  해결방안, 

효율 인 이용  각종 수문 모형과의 연계방안 등이 확보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주요어: 수자원, 유역 리, GIS, 원격탐사

ABSTRACT

The water resources information system of a watershed should be set up to understand the water 

management problems with reflecting basin characteristics for the effective water use. This study is to 

develop a watershed management system to be operated in water resources and water quality 

management. In order to promote effective utilization of this system, the various kinds of information 

data are collected, and this system could be utilized as a valuable tool for maximum uses of them. The 

information system developed in this study is   constructed with GUI(graphic user interface) system 

using Arc-View and Visual Basic at the circumstances based on the PC. The integrated GIS and 

Remote Sensing based system is directed to the need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watershed 

management. The ability to present system clearly provides an indispensable tool for a river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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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water manag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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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간의 생활에서 물은 모든 분야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강우에 의해 유역이라는 공

간을 통해 하천으로 흐르는 자원이다. 이러한 

수자원의 리  보 을 하여 하천 유역에 

한 상세한 정보를 악할 필요가 있으며, 

재까지 유역의 자료가 방 하고 보유기 이 

서로 달라 이들을 획득하기 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 다. 

그러나, 최근 수자원정보의 리단 를 일

원화하기 하여 국을 권역 22개, 권역 

117개, 표 유역 1,174개로 유역을 분할하여 정

보를 제공하는 수자원단 지도(water resources 

unit map)의 수치지도가 제작 완료되었다(한

국수자원공사, 2000a). 이와 더불어 각 기 에

서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재까지 종이의 

형태로 존재하던 각종 주제도들이 수치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원격탐사(remote sensing)와 지리정보

시스템(GIS)은 수문분야에서의 유용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으며, 재 수문모델링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기법들이다. 수문분야에서 이들 

기법을 이용하는 것은 주로 원격탐사자료와 

GIS에서 얻어진 분석결과를 수문모형의 입력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유역 리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 의 하나

는 각기 다른 기 에서 수집된 정보를 필요에 

따라 손쉽게 유역단 로 재구성하여 제공하는 

물 련 정보시스템의 개발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물 정보를 수집하는 기 은 비

교  다양하며, 측소의 수도 상당히 많은 편

이나 일반 이용자들의 활용도는 체 으로 

낮은 편이다. 이것은 자료의 질 등의 여러 문

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러 기 들의 조

체제가 미흡하고 자료를 체계 으로 리해 

주는 주체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물과 련된 정보를 체계 으로 제공하는 시스

템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국의 수문자

료를 리하기 해 구축한 HISS(Hydrological 

Information Support System)와 한국수자원공

사와 건설교통부가 구축하여 인터넷으로 정보

를 제공하고 있는 수자원 리종합정보시스템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WAMIS) 등이 있다. 그러나 재 구

축된 시스템들은 주로 수문자료의 제공을 목

표로 하고 있으며, WAMIS에서는 하천  유

역에 한 일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

용자들이 수문모형 등 여러 목 을 하여 시

스템 내의 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때 부족한 

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까지 구축되어 

운 되고 있는 시스템에서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 수문자료(우량, 수  등)의 취 은 시스

템에서 제외하고, 수자원의 개발  보 에 있

어서 공통 으로 요구되는 각종 주제도를 데

이터베이스  지리정보시스템간의 인터페이

스 모듈로서 유역 리를 한 필요한 정보의 

검색 등을 컴퓨터 로그램화하여 시스템화하

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쉽게 정보를 검색 

조회하고 속성정보를 리할 수 있도록 함으

로서 기존 수작업으로 리하거나 필요한 도

면을 찾기 하여 일일이 손으로 뒤지던 일들

을 획기 으로 개선함으로서 그 효율  생산  

측면에서 뛰어난 기능을 제공하고자 한다.

상유역

본 연구에서 상으로 하는 유역은 한강의 

제1지류인 경안천 유역을 상으로 하 다. 경

안천은 경기도 용인시 호동에서 발원하여 북

서류하다 용인시를 류하면서 방향을 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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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 주시를 류하고 경안천의 최  지

류인 곤지암천이 합류한 후 수도권의 상수원

인 팔당호로 합류하는 하천이다. 수도권에 

치한 유역의 지역 인 특성으로 인해 각종 오

락시설  단체 수양  등 경 이 수려한 지

역이 많이 치하고 있으며, 유역 내에 각종 

공장과 축산농가가 산재되어 있고, 주변 지역

을 연결하는 도로가 사방으로 연결되어 있어 

교통은 편리한 편이다. 본 유역의 연평균 강우

량은 약 1,200.5mm이고, 연평균 기온은 약 

10.9℃, 연평균 상 습도는 약 72%, 연평균 증

발량은 약 1,020.2mm로 우리 나라의 평균 인 

기후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팔당호를 이루고 있는 팔당 이 유역 직하

류에 치하고 있으며, 유역 내 각종 시설물이 

산재되어 있다. 경안천 유역은 1998년에 하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비교  최신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시설물과 자료가 축

되어 있다. 수도권 역상수도 수원인 팔당

이 인근에 치하여 환경(수질)분야의 심

지역이며, 서울시가 팔당  직하류에 치하여 

치수 상으로도 심이 많은 지역으로 자료의 

축 도가 높고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다. 한 

유역 내 주시가 치하여 시범지역 시설물

조사  자료구축을 한 건물, 공장, 국도, 지

방도 등이 다양하며, 수리시설물( , 수지, 

유수지, 취수장, 정수장, 양수장, 보, 교량 등) 

 오염원이 다양하게 분포하여 원격탐사자료를 

이용한 시설물의 공간정보 획득이 용이하다.

공간자료의 구축

1. 수치고도자료(DEM)

수치고도자료(Digital Elevation Model : 

DEM)는 상지역을 일정크기의 격자로 나

고, 각 격자의 평균 표고 값과 각 격자간의 

상(topology) 계를 포함하고 있어, 상지역

의 지형을 나타낼 수 있는 수치자료이다. 

DEM은 인공 성 상, 항공사진 상  수

치지도 등을 통하여 구축할 수 있으며, 본 연

구에서 사용된 DEM은 환경부에서 작성한 

1″자료를 기반으로 다른 자료와의 통일된 해

상력을 하여 30m 간격의 DEM으로 재배열

하여 사용하 다.

수문분야에서의 DEM자료를 이용한 가장 

기본 인 활용은 유역의 경계를 결정하는 것

과 각 유역의 면 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는 

수자원의 계획, 리, 운  면에서 가장 먼  

악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역경계는 

지형도상 표시되어 있는 등고선을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작성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DEM

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출하는 방법이 개발

되어 GIS와 결합되는 수문모형에 내장되어 활

용되고 있다.

한 DEM을 이용하여 유역내의 표고, 경

사, 경사향 등의 정보를 용이하게 추출할 수 

있으며, 이들 정보는 벡터자료를 이용하기보다

는 상 으로 다루기 쉬운 래스터자료를 이

용하여 추출하는 것이 일반 이다. DEM을 이

용한 추가 인 활용내용으로는 하천망  흐

름방향도를 이용한 하천구간별 길이와 경사값 

산정,  운   개발 시 수몰지역의 악 등

을 들 수 있다.

2. 수계망(stream network)

하천과 련된 상세 정보는 재 한국수자

원공사에서 제작하고 있는 하천 GIS에서 부

분 제공될 수 있다. 한편, 유역내의 하천망은 

DEM으로부터 자동추출이 가능하며, 이 자료

는 특히 유역상류에 존재하는 소하천들의 형

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수계망 자료는 DEM을 이용하여 자동 생성

하거나, 수치지도의 하천 이어를 추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DEM을 이용하여 수

계망을 추출할 경우 해당격자가 하천이라고 

정의하는데 필요한 최소배수면 (혹은 최소 

배수격자 수)를 의미하는 threshold값에 따라 

하천 수가 달라지며, 수치지도로부터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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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를 추출할 경우 복개된 하천은 나타나지 

않는 등 기 화된 하나의 수계망을 얻기가 어

려운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국수자원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1:50,000 지

형도로부터 디지타이징하여 형성된 수계망도

를 이용하 다.

3. 토양도

유출과정을 규명함에 있어서 토양도는 토

지피복도와 함께 요한 주제도 의 하나이

다. 토양도는 농 진흥청 토양물리과에서 제작

한 개략토양도(1:50,000)를 이용하여 구축하

다. 이들 자료는 모두 Arc/Info 벡터 커버리지

로 구축되어 있으며 ‘토양부호’를 기본 속성으

로 하고 있으므로 수자원분야에서 활용하기 

해서는 ‘토양총설’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토

양종류, 배수정도 등의 속성을 추가로 입력하

여야 한다. 한편, 정 토양도는 원래 산림지역

에 한 토양분류가 제외되어 이 토양도 만으

로는 체 지역에 한 토양분포를 악할 수 

없다. 따라서 정 토양도보다는 정확도는 하

하지만 수자원분야의 사용목 과 규모에 따라 

개략토양도를 활용하기로 한다.

 개략토양도는 58가지의 토양군으로 분류되

어 있으므로 토양명칭별 특성을 고려하여 

Type A, B, C, D형으로 구분되는 SCS의 수문

학  토양군으로 재분류하 다. Arc/Info에서 

토양부호별로 입력된 자료를 토양종류, 토양배

수 등의 속성을 입력하고, 토양배수 속성을 이

용하여 수문학  토양군으로 재분류하게 된다.

4. 토지피복도

토지이용(land use)은 인간의 활동과 직

으로 련된 토지의 구체 인 이용형태를 

말하며, 토지피복(land cover)은 산림, 물, 자연

지표면, 인공지표면 등의 포 인 구분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토지이용과 토지피복은 분류

항목을 얼마나 세분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둘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지질조사국(USGS)에서 

토지이용과 토지피복의 개념을 히 혼합한 

분류체계를 고안하여 성자료나 항공사진 등 

원격탐사자료를 이용한 토지피복  토지이용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NGIS에서 항공사진측량

으로 제작 인 1:5,000 토지이용 황도, 농업기

반공사에서 제작한 1:25,000 농지이용 황도가 

있다. 한편, 수자원분야에서 실용 인 측면을 

생각해 볼 때 지구탐사 성에 의한 상자료

를 이용하여 토지피복도를 작성하여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재 고려할만한 성 상자

료로는 그 활용성이 이미 검증되어 보편화된 

미국의 Landsat TM자료이다. 토지피복은 인

간활동에 의한 개발로 지속 으로 변화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일정한 주기를 갖고 토지피

복분류를 시행함으로서 토지이용의 변화를 다

양한 수자원 업무에 반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안천 유역의 토지피복상

황을 악하기 하여 Landsat TM자료를 이

용하여 1995년과 2000년에 한 토지피복을 

분류하 다. 토지피복분류는 원격탐사자료의 

가장 표 이고 형 인 응용방법의 하나이

며, 항공사진에 비하여 역 이고 주기 인 

자료획득이 가능하며 수치형태로 취득할 수 

있다는 장 으로 그 활용성은 단히 크다. 우

리 나라에서도 그 동안 도시지역의 토지피복

분류, 산림자원 리  환경자원 리 등을 

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수자원분야에의 

효용성도 입증되고 있다.

토지피복분류는 일반 으로 사 정보를 이

용하는 감독분류를 용하며, 이것은 사용자가 

각 분류항목의 특성을 지정하는 훈련단계와 

이를 이용한 분석단계로 이루어진다. 훈련단계

에서는 화상에서 각 분류항목별로 확실한 

역을 지도나 장조사 등을 통하여 설정하고, 

그 지역의 데이터 분포를 기 으로 하여 분류

항목별 통계특성 자료를 작성하게 된다. 훈련

지역은 이후 분류단계의 결과에 직 으로 

향을 미치므로 신 히 선택하여야 하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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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시행착오법을 거치게 된다.

분석단계에서는 이상의 통계특성자료를 이

용하여 일정한 기 에 의하여 모든 화소들을 

순차 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때 분류 기  설

정 방법에 따라 최단거리법(minimum distance 

classifier), 평행육면체법(parallelpiped classifier),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 classifier) 등

이 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처리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가장 정확한 분류방법인 최 우도법을 용하

다. 이 방법은 훈련지역의 자료가 정규분포

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각 분류항목의 평균벡

터와 공분산행렬을 계산한 후, 확률 도함수를 

이용하여 각각의 화소를 확률이 가장 높은 분

류항목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경우는 토지피

복(이용)의 체계를 분류하여 인공 성 상과 

항공사진을 분석하여 구축하고 있다. 우리 나

라의 경우, 환경부(1999)에서 장기 인 에

서 인공 성에 의한 토지피복분류(안)을 제시

한 바 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2000b)에서

는 재의 기술 황과 수자원분야에서의 실질

인 활용성을 고려하여 9등 (수역, 도시화

건조지역, 지, 나지, 습지, 산림, 논, 밭, 기

타)의 토지이용 분류체계를 제안하 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 분류체계를 따르는 것으로 하

다. 

5. 임상도

임상도는 우리 나라 역의 산림에 한 

입목자원의 분포를 보여주는 귀 한 자료로서 

지난 1970년  반부터 산림청 임업연구원에

서 제작 배포하고 있다. 1971년부터 항공사진

과 지조사에 의하여 국 으로 실시되고 

있는 산림자원조사사업이 약 10년 주기로 시

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산림조사 사업에 

의하여 제작되는 임상도는 산림에 한 황

을 악하는데 요한 자료로서 산림자원 리

를 하여 필수 인 자료인 동시에 국토의 

60%이상을 유하고 있는 산림과 련된 환

경 리, 국토이용계획 등 여러 분야에서 유용

하게 이용되고 있다.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는 1994년부터 산림

자원 정보화사업의 하나로 제 3차 국산림자

원조사에 의하여 제작된 임상도를 산화하여 

속성자료와 함께 수치지도로 제작하 다. 수치 

임상도는 각 도엽단 로 모든 임분의 치를 

선형(vector)방식의 도형(polygon)으로 표시한 

수치지도로 입력되어 제작되었으며, 임상, 경

, , 소 도의 속성이 각 임분에 연결되

어 입력되어진 GIS 공간자료로 구축되었다.

임상도 수치지도는 산림을 임황(수종구성), 

경 , , 그리고 수 도의 기 에 의하여 

동일한 속성을 갖도록 구획된 임분으로 나

고 있다. 수종은 크게 인공림(식재림)과 천연

림으로 나 어져 있으며, 인공림은 다시 식재 

수종에 따라 구분된다. 천연림의 경우 보통 다

양한 수종에 의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수종에 

의한 구분보다는 침엽수혼효림, 활엽수혼효림, 

침활혼효림 등으로 우 하는 비율에 따라 구

분되어 있다. 은 임분의 평균수령을 10년 

단 로 하여 구분되어 있고, 경 은 입목의 흉

고직경에 따라 소경목, 경목, 경목으로 나

어진다. 한 수 의 지표 유 도에 따라 

소, , 의 세가지 등 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의 표 1～표 4는 임상도에 표기되어진 임

분의 속성에 한 상세한 구분기 을 설명하

고 있다.

인공림의 경우 수목의 식재시기가 동일하

기 때문에 임목의 수령이 같은 동령림이므로 

쉽게 을 정할 수 있지만, 천연림의 경

우 다양한 수령의 입목으로 구성된 이령림이

기 때문에 임분의 을 정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 일반 으로 임분의 은 입목들의 

평균령을 구하여 정하게 된다. 물론 임분의 

평균령의 산출은 입목의 재 기 , 본수기 , 

유면 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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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황 부호 구  분  기  

입

목

지

수

종

소나무림

소나무 인공림

잣나무림

낙엽송림

리기다소나무림

참나무림

포푸라림

밤나무인공림

D

PD

PK

PL 

Q

PQ

Ca

단독 수종에 의한 수 의 유면  는 입목본수 비율이 제의 75% 이상

인 임분 (소나무림과 참나무림을 제외하고는 부분 인공조성된 식재림)

임

상

침엽수혼효림

활엽수혼효림

침활혼효림

C

H

M

침엽수 횬효림의 수  유면  는 입목 본수 비율이 75% 이상인 임분

활엽수 횬효림의 수  유면  는 입목 본수 비율이 75% 이상인 임분

침엽수 와 활엽수의 수  유면  는 입목 본수 비율이 각각 25%이상, 

75% 미만인 임분

무

립

목

지

벌채 지

미입목지

황폐지

지

경작지

F

O

E

LP

L

일시 으로 입목이 제거된 곳

지피와 수 의 총 피복도가 50% 이상인 임지

지피와 수 의 총 피복도가 50% 이하인 임지

지

과수원, 기타 농경부지, 묘포장 등이 임지내에 있는 농용지역

제    지

R

U

W

도로, 암석지, 묘지  군사시설 부지 등 임목 육성에 쓰이지 않는 임지

건물 부지 는 주택지

하천, 소택지 는 수면

임간나지 ⓓ 임목지로서 지피와 수 의 총 피복도가 50%

TABLE 1. Classification of forest physiognomy

TABLE 2. Classification of age class

부호 구  분  기  

1 Ⅰ
입목지로서 수령 1～10년생 입목의 

수 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2 Ⅱ
입목지로서 수령 11～20년생 입목의 

수 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3 Ⅲ
입목지로서 수령 21～30년생 입목의 

수 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4 Ⅳ
입목지로서 수령 31～40년생 입목의 

수 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5 Ⅴ
입목지로서 수령 41～50년생 입목의 

수 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6 Ⅵ
입목지로서 수령 51년생 이상 입목의 

수 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TABLE 3. Classification of diameter class

경 부호 구   분   기   

치 수 Ⅰ
흉고직경 6cm 미만의 입목 수 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소경림 Ⅱ
흉고직경 6～16cm의 입목 수 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경림 Ⅲ
흉고직경 18～28cm의 입목 수 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경림 Ⅳ
흉고직경 30cm이상의 입목 수 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TABLE 4. Classification of crown density

소 도 부호 구   분   기   

소 ' 교목의 수 유 면 이 50%이상인 임분

'' 교목의 수 유 면 이 51～70%인 임분

''' 교목의 수 유 면 이 71%이상인 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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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의 공간분석

유역의 강우 상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수자원분석과 측망 평가 등 많은 련 문제

에 하여 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를 들어 강우 자료의 공간 인 변화를 정확히 

측할 수 있는 능력은 홍수나 집 호우로 야

기될 수 있는 국부 인 폭우의 분석을 하여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문분야에서 강우량

의 공간분포를 하여 주로 사용하는 방법들

을 GIS 모듈화하여 본 분석시스템에 탑재하

다. 다음은 본 각종 공간분석 모듈을 간략하게 

기술한 것이다.

1. Thiessen 방법

Thiessen 방법은 일반 으로 유역의 평균

강우량을 산정하기 하여 가장 리 이용되

는 방법으로 Thiessen 폴리곤의 생성은 인

한 두 측소를 연결한 후 연결된 선의 심

에서 수직으로 이등분하여 연장선을 그어 작

성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측 들에 

해서 동일한 과정을 용하면 폴리곤이 생

성되게 되며, 이 폴리곤은 하나의 속성 값을 

갖게 된다. 이때 속성 값은 0을 가지게 되며 

측소 치가 서로 등간격일 경우에는 동일

한 크기를 가지는 폴리곤이 생성하게 된다. 

Thiessen 방법은 자료를 공간 으로 연결시

키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서 자주 사용되지만, 

임의의 상지역에서 기상자료는 가장 가까운 

기상 측소로부터 구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2. IDW(역거리가 법)

역거리 가 법은 추이면(trend surface)의 

진  변화를 Thiessen 폴리곤의 근 성 개

념과 결합한 것으로 일종의 이동평균법이다. 

미계측 지역에서 측값은 이웃 는 주변 

도우 내에 있는 측소 사이의 거리가 평균

이라고 가정한다. 측소는 형 으로 규칙

인 격자 상의 치하거나 는 불규칙 으로 

분포하게 된다. 

역거리 가 법은 주변 측소의 값들을 이

용하여 임의의 지 에 한 값을 추정하는데 

있어 거리에 따른 가 치를 부여하여 계산하

게 된다. 구하고자 하는 값이 강우량인 경우 

거리의 제곱의 역으로 가 치를 부여하는 경

우에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하고자 하는 지 에서 가까운 지

일수록 큰 가 치를 지니게 되는 방식이다.

3. Spline

Spline은 2차원( 는 3차원) 공간에서 곡선

을 그리는데 편리한 방법으로, 소구간별 함수

를 이용하여 약간의 자료 들을 일치시키게 

된다. Spline 보간법은 표본 들을 이용하여 

이차원의 최소곡률을 해석하여 용하는 것으

로 표면을 완만하게 변화하는데 하다.

GIS를 이용한 보간법 에서 정 한 

Spline 방법이 공통 으로 이용된다. 자료가 2

차원 혹은 3차원 공간상에서 측정되었을 경우

에 자연 인 변화량  측값에 포함된 오차

의 효과는 측정된 값보다 과도하게 높거나 낮

은 국부 인 인  값을 생성할 수 있다. 이

러한 인 인 값들은 ‘thin plate spline’을 이

용하여 가능한 가깝게 측 을 지나도록 하

며 가능한 평활화해져야 한다고 가정한다.

4. Isohyetal

Thiessen 방법은 산술평균보다는 비교  

정확히 평균강우량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지만, 유역에서 측인자에 향을  수 있는 

지형인자와 같은 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

을 갖고 있다. Isohyetal 방법은 이러한 단

을 보완할 수 있는 내삽방법이다. 특히 등우선

을 작성함으로서 각 측소에서 유역과 련 

있는 지역의 경계를 연결하게 되며, 인 한 등

우선 내의 지역은 근 한 등우선과 련 있는 

평균강우량에 따른 가 치를 부여하게 된다.

가 치를 만들기 하여 각 강우 측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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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b-menu (b) Subbasin map (c) Stream channel map

(d) Land cover map (e) Administrative district map (f) DEM

FIGURE 1. Inquiry of basin characteristics

서 유역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한 지식

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 Isohyetal 방법의 

장 이다. 그러나, 측망의 도가 낮을 경우 

등우선의 작성이 다소 주 일 수 있다는 것

이 단 이다.

5. 추이분석

속성의 변화가 상지역 체에 걸쳐 연속

이고 장기 인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 다항식의 

회귀분석에 의하여 모형화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형들은 측 에서 측값에 한 다항식의 

형태와 일치시키게 되며, 미계측 지역에서 값들

이 측 에 한 좌표들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넓은 범 의 공간변화를 모형화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속성값과 좌표로 된 자료를 이

용한 다 회귀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

은 자료의 공간 인 형태에 따라 다항식을 선 

혹은 면으로 일치시키게 된다

6. Kriging

Kriging 기법은 매우 강력하고 정교한 격

자내삽 기술이며, 이 기법을 사용하기 해서

는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Kriging 

기법은 Z값에 의해서 표 되는 상에 있어서 

공간변화가 통계 으로 지표면내에서 균일하

다는 지역변수(regionalized variable)이론을 

제로 한 것이다. 즉, 공간변수가 가지는 변이

의 크기는 일정한 평균값으로서 나타낼 수 있

는 공간상의 구조  성분, 무작 로 공간상의 

치와 연 성을 가지고 달라지게 되는 요소, 

그리고 무작 로 발생하는 오차나 잡음에 해

당하는 요소 등 세가지 성분으로 구성된다.

시범시스템의 구축

본 시스템은 GIS 로그램인 ArcView 3.2

의 Avenue Script를 이용하여 작성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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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b-menu (b) Contour map (c) Slope map

(d) Aspect map (e) Hillshade map

FIGURE 2. Inquiry of results from DEM analysis

속성자료의 처리를 하여 Visual Basic을 이

용하 다. 시스템의 주 메뉴는 유역 황, DEM

분석, 강우분석기능, 인공 성자료 조회, 임상

특성 조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유역 황

본 시스템의 유역 황 메뉴를 이용하면 

상유역의 유역도, 하천도, 토지피복도, 행정구

역도, DEM 등의 이어가 조회 가능하도록 

구성하 다. 세부메뉴를 선택하면 선택된 메뉴

에 합한 이어들이 선택되어 화면에 표시

되며, 마우스 클릭을 통하여 해당 이어의 도

형에 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

다. 한 이어 별로 속성정보를 제공하며, 

속성정보의 수정  갱신도 가능하도록 하

다. Landsat 상자료로부터 분류된 토지피복

분류도는 1990년과 2000년도의 결과를 제시하

여 토지이용의 경년변화를 쉽게 단할 수 있

도록 하 다. Landsat TM 자료를 이용한 경

안천 유역의 토지피복분류는 본 연구에서 

ERDAS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직  수행하

으며, 그 결과를 본 시범시스템에 탑재하

다. 그림 1은 유역 황에 한 결과를 간략하

게 제시한 것이다.

2. DEM 분석

DEM 분석은 DEM을 이용한 지형분석 기

능으로 세부기능으로 그림 2와 같은 등고선 

그리기, 경사도, 사면방향, 음 기복도 보기 등

이 있다. 등고선 그리기 기능은 DEM으로부터 

등고선을 그리는 기능으로 화상자가 나타나

면 등고선간의 간격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림 

2(b)는 등고선 간격을 50m로 하여 표시한 것

이다. 이와 같은 DEM으로부터의 지형분석은 

유역의 형상  지형  특성을 단하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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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b-menu for management of 
observation point (b) Sub-menu for rainfall analysis (c) Thiessen network

(d) Spatial rainfall (IDW) (e) Spatial rainfall (Kriging) (f) Spatial rainfall (Spline)

FIGURE 3. Results for spatial rainfall analysis

자료이며, 지형의 경사도는 유출  증발산 등

의 특성을 결정하게 된다. 결국, 한 유역의 고

도는 그 유역의 수문특성을 다르게 하며, 모든 

지형  요소를 결정짓는 기본량이다.

3 강우분석 기능

강우분석 기능은 본 시스템에서 고유하게 

구축한 모듈로서 수문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분석기능이다. 이 기

능은 크게 강우 측소의 리와 강우량 자료

의 분석기능을 한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강

우 측소의 리에서는 측소의 추가, 삭제 

 강우자료의 연결기능을 갖고 있다. 추가기

능에서는 강우 측소의 기본 인 속성인 치

와 주소 등에 한 정보를 사용자가 추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분석기능에서는 수문분

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듈화하여 

Thiessen망을 작성할 수 있는 기능과 공간분

석을 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한 강우의 

공간 분석 모듈을 이용하여 자료로 얻어지

는 강우량을 분포자료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 일부를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본 기능은 

강우자료 뿐만 아니라 자료의 형태로 이루

어진 정보를 분포자료로 변환하고자 할 때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4. 인공 성자료 조회

본 과업을 통하여 구득된 각종의 인공 성



공간정보를 이용한 유역 리시스템 개발 / 신사철․김성 ․채효석․권기량․이윤아
――――――――――――――――――――――――――――――――――――――――――――――――――――――――――――――――

43

(a) KOMPSAT image (b) LANDSAT image (c) SPOT image

FIGURE 4. Inquiry of satellite images

(a) Forest type map (b) Diameter class map (c) Age class map

FIGURE 5. Inquiry of forest type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연구를 

하여 구득한 상은 그림 4와 같은 Landsat 

TM 상, SPOT 상  KOMPSAT 상이

다. 이  Landsat TM 상은 토지피복분류를 

하여 이용되었으며, SPOT과 KOMPSAT 

상은 지표면 정보 검출의 해성도를 높이기 

하여 이용되었다. 이러한 상을 시스템 내

에 연결함으로서 지역별 인공 성 상의 특

성  해상도가 높은 상을 이용한 시설물의 

검출도 가능하도록 하 다.

6. 임상분석

산림청에서 작성한 그림 5와 같은 임상도

를 본 시스템에 결합하여 임상, 경 ,   

수 도에 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임상 련 자료는 유역내의 토지

자원  산림자원을 조사하기 하여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으며, 환경기 시설의 설계뿐

만 아니라 수자원개발 시에 우선 으로 고려

되어야 할 생태자연의 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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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분석된 기 자료가 수자원 리  유역

리에 효과 으로 사용되기 해서는 상이한 

기 에서 수집, 조사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유

역단 로 재구성한 후 분석하여야 한다. 유역

단 의 수자원 리를 해서는 유역의 특징과 

여건을 반 하여 한 물 리 계획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유역단 의 수자원정보 시스템

이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각기 다른 기 에서 추

진되고 있는 각종 정보화 자료를 수집하고, 이들

의 활용을 극 화하기 하여 각종 주제도를 통

합 리하여 수자원  수질분야에 있어서 운

되어야 할 시범시스템을 개발하 다. 이러한 통

합 리시스템이 운 되기 해서는 재 기 별

로 구축되고 있는 각종 GIS 자료의 공유가 필요

하며, 이러한 공유체계를 이루기 해서는 수자

원 련 GIS 자료의 통합 리시스템이 요구된다. 

수자원분야에 있어서 산재되어 있는 각종 자

료를 수집하여 이를 가공, 처리할 수 있는 하나

의 시스템을 통하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은 단히 요한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은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

여야 하는 유역 리 분야, 수문분야, 용수  계

획분야, 지하수분야  수질환경분야 등 수자원

반에 걸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범시스템은 PC기반

의 도우즈환경에서 ArcView  Visual 

Basic을 이용하여 GUI 시스템으로 구축되었으

며, 메뉴의 구성은 도형조회, 황조회, 출력, 

시스템 리로 구분하여 설계하 다. 

이러한 시범연구는 체 인 리 시스템

을 구축하기 이 에 실시됨으로서 수자원분야

의 GIS  원격탐사 활용성 연구, 수치지도의 

정확도 검증  향상방안, 문제 의 악  

해결방안, 효율 인 이용  각종 수문 모형과

의 연계방안 등을 검토하여, 체 인 리 시

스템 구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을 결정

할 수 있는 요한 사  연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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