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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지형인자 추출에 따른 격자크기의 결정

정인주1※․서규우1․김가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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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1)

GIS를 이용하여 수문지형인자를 추출하는 경우 격자크기가 수문모형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를 경사도를 산정함으로써 비교 연구하 다. 격자의 크기를 여러 단계에 걸쳐 분류하여 작

업을 진행하 으며, 이를 유역 전체를 하나로 취급한 경우와 각 지류를 나누어 작업을 수행한 

경우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 다. 또한 유역 면적의 크기에 따라 격자크기 결정이 미치는 향

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상유역 내의 소유역을 선정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격자 크기를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문지형인자의 추출에 있어서 GIS를 이용하는 경우 

효과적인 격자의 크기 적용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

고 있다.

주요어 : 지리정보체계, 격자크기, 수문지형인자, 수치고도모형, 평균경사

ABSTRACT

Hydrologic-topographical parameters were extracted using GIS. The use of GIS is more 

effective and exact than the execution by person. A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tract 

more efficient size of grid for DEM analysis by applying GIS technology. As a result, when the 

grid size is less than 100m×100m the trend of extracted parameters is similar but when the grid 

size is over 100m×100m the trend of extraction parameters is dispersive.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extract hydrologic-topographical parameters the grid size of 100m×100m in DE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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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GIS의 기능은 공학적인 분야에서도 여러 지

형학적 인자 혹은 수문학적인 인자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없는 

수문학 분야에 많은 적용을 하고 있으며 GIS 

기법은 다양한 지형 관련 자료들을 저장 및 분

석기능 등을 가지며 공간자료의 위상관계로 수

문학분야에서 많은 적용을 하고 있다. 특히 분

포형 수문모형은 특정한 유역의 공간자료들이 

많이 필요하므로, GIS와 수문학이 자연스럽게 

결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

한 수문학과의 연관성은 수문모형의 설계 및 검

정 등의 작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격자크기는 

분석에 적합하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격자의 크

기에 따라 데이터의 해상도가 결정된다. 격자크

기가 작을수록 해상도와 정확성이 증가하며, 큰 

크기의 화소를 이용하면 해상도를 잃게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분석 조작의 속도는 증가하게 된

다. 격자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오류는 증가하고 

정 성은 감소하는 특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GIS를 이용하여 수문지형인자

를 추출하는 경우 격자크기가 수문모형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경사도를 산정함으로써 비교 

연구하 다. 격자의 크기를 여러 단계에 걸쳐 분

류하여 작업을 진행하 으며, 이를 유역 전체를 

하나로 취급한 경우와 각 지류를 나누어 작업을 

수행한 경우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 다. 또한 

유역 면적의 크기에 따라 격자크기 결정이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상유역 내의 소유역을 

선정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격자 크기를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문지

형인자의 추출에 있어서 GIS를 이용하는 경우 효

과적인 격자의 크기 적용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DEM을 이용하여 수문지형분석

을 하는데 있어서 격자크기의 향을 비교하

여 수문학적분석에서 DEM 생성 시 격자크기

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격자크기는 유역

면적이 커짐에 따라 격자크기도 커짐을 알 

수 있다. 만약 유역면적이 큰 경우에 격자크

기를 유역면적이 적은 경우와 같게 한다면 

컴퓨터의 계산수행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 그

리고 DEM 구축시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오차(error)도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

래서 본 연구에서는 수문지형분석 시 유역크

기에 따라 DEM을 구축하는 경우에 격자크기

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대상

유역은 부산광역시 전체유역의 50%를 훨씬 

넘는 큰 유역이다. 연구대상유역에 대한 수치

지도는 1:25,000 축척을 사용하 으며, 수치지

도에서 등고선과 유역경계를 추출한 후 불규

칙삼각망인 TIN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DEM을 생성하 으며, 이렇게 생성된 DEM

은 ArcView의 Hydro 모듈을 사용하여 결손

부분을 보완(Fill Sinks)한 후 각각의 소유역

으로 분할하여 경사도를 분석하 다.

연구의 작업 수행은 먼저 대상유역을 하나로 

취급하여 DEM을 생성한 후 각 소유역으로 분할

하고 경사도를 추출하여 비교․분석하 으며, 

다음으로 수 강 지류인 법기천, 철마천, 석대천, 

온천천, 본류 유역별로 유역을 구분하여 각각 유

역에 대하여 DEM을 구축하 다. DEM 구축 시 

격자크기는 10m×10m, 20m×20m, 30m×30m, 

40m×40m, 50m×50m, 100m×100m, 200m×200m, 

300m×300m, 400m×400m, 500m×500m, 600m×600m, 

700m×700m, 800m×800m, 900m×900m, 1000m×1000m

로 각각의 유역에 대하여 구축하 다. 그러나 대

유역과 소유역에서 격자크기가 미치는 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유

역 내에 임의의 소유역을 선정하여 격자크기를 

10m×10m부터 100m×100m까지 변화시키면서 

경사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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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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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고도모형

수치고도모형(digital elevation model, DEM)은 

실제의 지형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표현하는데 대

표적인 기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형자료는 

많은 인자들이 존재하므로 고도자료만을 가지고 

모든 공간정보를 기술할 수가 없으므로 경우에 따

라서는 위상자료와의 결합을 필요로 한다.

수공학 분야에서 대상지역의 지형을 표현하는 

것은 GIS 적용의 가장 중요한 수행능력 중의 하

나이다. 수문학에서 위상관계는 하천 수로망을 나

타내는 선들의 집합과 유역을 나타내는 다각형들

의 집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GIS에서는 선과 

면적 등의 지형자료만을 이용한 것도 있으나, 지

형학적 자료와 연결된 위상자료를 이용하여 GIS

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기도 

한다. 최근 DEM 자료를 수문학에 이용함에 있어 

지형의 표현과 수문학적 과정의 모의에서 편리성

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DEM 자료에서는 서로 

다른 격자 크기가 유역면적이나 유출생성 등의 수

문학적 모의에서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

로(Bruneau 등, 1995) 격자의 크기는 수문모형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지형고도의 

공간적 분포를 표현할 수 있는 DEM 자료는 유역

의 수문학적 과정을 모의하는데 사용되고 있고, 

많은 수문모형의 매개변수들을 추출할 수 있다. 

그리고 지형의 공간적 분산도는 수문모형의 모의

에 많은 향을 미치며, 수문모형에 고도자료를 

적용할 때는 지표면을 표현하기 위해 격자기반자

료, 불규칙삼각망자료, 등고선 기반 자료 등의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균경사도 분석 및 고찰

1. 대상유역

본 연구대상유역은 수 강 유역으로서, 수 강

은 부산광역시의 대표 하천으로 경상남도 양산시

와 접하고 있다. 유역면적은 199.57㎢이고, 유로연

장은 28.0km에 달하는 부산 제1의 지방2급 하천이

다. 또한 유역은 상류와 하류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상류유역에는 상수도 전용댐인 회동댐이 

있다. 하류유역은 도시하천으로 바다를 접하고 있

는 감조하천이 존재하고 있다. 회동댐 상류유역은 

수 강 전체유역의 약 50%에 달하고 있으며 하류

유역에는 크고 작은 교량이 9개소 이상이 있다. 

본 유역이 토지이용현황은 임야가 59.1%, 농경지

가 12.9%, 수계가 1.9%, 초지가 1.0%, 도시지역이 

25.1%로 이루어져 있다. 

FIGURE 2. 연구대상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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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사도 분석

경사도는 격자들과 인접 격자간의 최대변화율

을 계산하여 나타낸다. 생성되는 경사 Grid는 경

사의 정도를 표현하는 값을 저장하게 된다. 15의 

화소값은 해당 격자의 경사도가 15임을 의미한다. 

경사는 경사율이나 각도로 측정될 수 있다. 경사

도는 다음 식에 의해 경사율로 계산된다. 

S =
h
L
×100

여기서, S는 평균경사도(%), L은 밑변(m), h

는 표고(m)이다.

경사도로 계산하게 되면 90°가 최고값이 되지만 

경사율을 계산하게 되면 무한한 값을 가질 수 있

다. No Data를 저장하고 있는 격자에는 출력 격자

에도 No Data를 저장한다. ArcView에서 수치표고 

Grid를 선택한 다음 Surface 메뉴에서 Derive 

Slope를 이용하여 경사도를 생성할 수 있다.

3. 단일유역으로 취급한 경우의 경사분석

격자크기의 변화에 따른 결과의 민감도를 분

석하기 위하여 경사도 분석을 지류별로 분류하

여 실시하고, 또한 소유역으로 세분화하여 분석

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유도하

다. 즉 유역의 크기에 따른 결과의 비교를 위

하여 연구대상 유역 내의 한 지점을 선정하여 

유역의 크기에 따른 경사도 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대상유역을 하나로 취급하여 유역을 세

분화하여 격자별 경사도를 산정하 으며, 유역

의 분할은 ArcView의 Hydro 모듈을 사용하여 

Fill Sinks를 한 후 자동으로 유역을 분할한 결

과이다(그림 3). 각 17개의 소유역을 대상으로 

경사도를 추출한 결과 수 강 유역은 격자의 크

기가 10m×10m에서부터 100m×100m까지의 범

위에서는 평균경사도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격자의 크기가 100m×100m 이상에서부

터는 평균경사도가 많은 분산을 취하고 있음을 

그림 4를 통하여 알 수 있다.

4. 지류별 소유역 분할 평균경사도

연구대상유역을 법기천, 철마천, 온천천, 석

대천 및 수 강 본류의 각 지류별로 구분하여 

FIGURE 4. 단일유역의 평균경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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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류별 평균경사도를 GIS를 이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 으며 유역의 분할은 아래의 그

림 5에 나타난 것과 같다.

4.1 법기천유역의 평균경사도

법기천은 유로연장 6.31km, 하천연장 2.5km

인 낙동강 권역에 속하는 지방 2급 하천으로 유

역면적이 11.11 km2으로 경남 양산시에서 발원

하여 수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이다. 법기

천에서의 경사도 분석은 그림 7과 같으며 격자

의 크기가 100m×100m에 이르는 범위까지 그 

결과가 일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URE 5. 지류별 소유역 분할

FIGURE 6. 법기천의 소유역

FIGURE 7. 법기천의 평균경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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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철마천유역의 평균경사도

철마천은 유로연장 11.73km, 하천연장 8.5km인 

낙동강 권역에 속하는 지방 2급 하천으로 유역면

적이 31.11 km
2으로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에서 

발원하여 수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이다. 철

마천에서의 경사도 분석은 그림 9와 같으며 격자

의 크기가 100m×100m에 이르는 범위까지 그 결

과가 일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URE 8. 철마천의 소유역

FIGURE 9. 철마천의 평균경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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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온천천유역의 평균경사도

온천천은 유로연장 15.62km, 하천연장 

14.13km인 낙동강 권역에 속하는 지방 2급 하

천으로 유역면적이 54.19 km2으로 부산시 금정

구 구서동에서 발원하여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에서 수 강과 합류한다. 온천천에서의 경사도 

분석은 그림 11과 같으며 격자의 크기가 

100m×100m에 이르는 범위까지 그 결과가 일정

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URE 10. 온천천의 소유역

FIGURE 11. 온천천의 평균경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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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석대천유역의 평균경사도

석대천은 유로연장 12.5km, 하천연장 7.75km

인 낙동강 권역에 속하는 지방 2급 하천으로 유

역면적이 22.47 km2으로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에서 발원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석대면에

서 수 강과 합류한다. 석대천에서의 경사도 분

석은 그림 13과 같으며 격자의 크기가 

100m×100m에 이르는 범위까지 그 결과가 일정

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URE 12. 석대천의 소유역

FIGURE 13. 철마천의 평균경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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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수 강 본류유역의 평균경사도

수 강 본류는 유역면적 81.12 km
2으로 유

로연장 28.59km, 하천연장 19.2km인 낙동강 권

역에 속하는 지방 2급 하천이다. 수 강 본류에

서의 경사도 분석은 그림 15와 같으며 격자의 

크기가 100m×100m에 이르는 범위까지 그 결과

가 일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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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지류별 유역의 평균경사도 비교

각 지류별 평균 경사도를 구한 결과, 격자의 크

기가 100m×100m인 경우까지는 경사도가 일정하게 

나타났으나 그 이상의 격자의 크기에서는 경사도

의 값이 많이 분산됨을 알 수 있었다. 각 지류별 

경사도의 값은 법기천, 철마천, 석대천, 수 본류 

그리고 온천천의 순으로 평균 경사도의 값이 나타

났다. 이는 법기천의 경우 수 강의 상류부에 속하

며 지역도 산지가 대부분인 유역을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평균 경사도의 값이 크게 나타났

으며, 온천천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대부분이 시

가지를 관통하는 도시하천의 경우이므로 평균 경

사도의 값이 대체로 작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14. 수 강 본류의 

소유역

FIGURE 15. 수 강 본류의 평균경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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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지류별 평균 경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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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지류별 분할 시 평균경사도(%)

격자
크기
(m)

유역
전체
(km

2
)

유역별
평균

법기천 철마천 온천천 석대천 수
본류

10 14.64 15.19 18.57 16.66 10.92 16.55 13.23 

20 15.03 15.22 18.61 16.65 10.92 16.58 13.33 

30 15.03 15.18 18.55 16.67 10.92 16.54 13.23 

40 14.94 15.22 18.51 16.71 10.97 16.60 13.31 

50 14.98 15.24 18.59 16.69 10.93 16.62 13.35 

60 14.89 15.26 18.77 16.70 10.97 16.59 13.27 

70 14.95 15.19 18.50 16.69 10.95 16.49 13.34 

80 14.96 15.24 18.86 16.80 10.86 16.43 13.24 

90 15.04 15.22 18.47 16.76 10.92 16.65 13.28 

100 14.95 15.27 18.80 16.73 10.94 16.66 13.22 

200 15.06 15.35 18.93 16.76 10.81 16.87 13.38 

300 14.94 15.39 18.95 17.38 10.93 16.61 13.08 

400 15.48 15.46 18.91 17.30 10.91 16.15 14.03 

500 14.36 15.07 19.02 16.30 11.23 16.13 12.65 

600 15.72 15.44 19.01 16.10 11.54 16.21 14.33 

700 14.95 15.93 20.32 17.32 10.45 17.65 13.89 

800 16.33 16.14 17.75 18.01 12.45 18.26 14.24 

900 15.01 15.27 16.32 19.36 10.16 17.26 13.26 

1000 14.21 14.97 17.30 15.97 10.28 17.68 13.63 

5. 유역 내 소유역의 평균경사도 분석

유역 면적에 따른 격자크기의 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상유역 내 한 지점을 선정하여 지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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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 

5.1 소유역의 선정

연구대상유역은 그림 17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 강 일대에 위치한 명장동 일원으로 유역면

적이 0.873km2인 대표적인 소유역이다. 본 유역

의 토지이용현황은 임야 61.6%, 수계 6.1%, 도

시지역 32.3%로 이루어져 있다.

5.2 연구방법

연구대상지역은 1:1,000, 1:5,000 및 1:25,000 

수치지도에 각각 12, 2, 1장씩으로 나타낼 수 있

으며, 이들 수치지도는 CAD를 사용하여 고도

(elevation)의 결점(loss point)을 수정하 다. 벡

터데이터를 레스터형식의 DEM으로 생성하기 

위하여, ArcView 3.2를 이용하 다. 생성된 

DEM으로 유역도를 산정하 고 유역도를 다시 

소유역별로 나눠서 경사도를 추출하 다. 이를 

이용하여 축척과 격자크기에 따라 경사도를 분

석하 고, 소유역 분할 시 본래 유역전체의 경

사도와의 오차를 비교하 다.

  

FIGURE 17. 연구대상유역

5.3 축척과 격자에 따른 경사도 변화

경사도의 추출을 위하여 대상 유역에 대하여 

1:1,000, 1:5,000, 1:25,000의 수치지도와 유역경계를 

이용하여 TIN을 구축하 고 DEM을 생성시켰다. 

ArcView Hydro 모듈을 이용하여 결손부분(fill 

sinks)을 보완하여 유역도를 산출하 다. 유역도를 

바탕으로 그림 18과 같이 소유역별 나누었으며, 격

자크기와 축척에 따라 경사도를 산정하 다. 

FIGURE 18. 소유역 분할

축척이 1:1,000인 경우의 소유역별 격자 크기

에 따른 경사도의 변화는 그림 19에 나타내었

고, 1:5,000, 1:25,000의 경우는 각각 그림 20과 

21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격자별 축척에 따른 

평균경사도의 변화를 그림 22에서 나타내었다. 

각 축척별로 격자의 크기는 10m×10m부터 

100m×100m까지 증가시키면서 경사도를 산출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축척별로 격

자크기에 따른 경사도의 변화는 격자가 커질수

록 경사도가 일정하게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격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주위의 고

도값을 보정하기에 고도값이 둔화되어 경사가 

일정하게 작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산지

지역에서 두드러지며 평지지역에서는 오히려 값

이 약간 상승하거나 경사도의 변화가 크게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사도는 소축척일수

록 작아졌다. 그러나 격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축척과는 상관없이 격자에 대한 경사도 값의 차

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격자크기

에 대한 경사도 값의 보정이 어느 정도 범위에 

이르면 일정하기 때문이다. 유역의 크기에 따라 

격자의 크기를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지만 대상

유역에 따라 격자크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는 아직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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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1:1,000 축척에 따른 경사도

  

FIGURE 20. 1:5,000 축척에 따른 경사도

 

FIGURE 21. 1:25,000 축척에 따른 경사도

  

FIGURE 22. 축척에 따른 경사도 변화

5.4 소유역 분할 시 경사도의 변화

경사도 분석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역 별로 분할하여 경사도를 적용한 결과 

평균경사 값이 그림 23과 같이 차이가 나타

났다. 그 이유는 소유역으로 분할하여 그리드

(grid)의 생성 시 격자의 크기에 향을 받아 

각각의 소유역의 면적과 높이 값에 오차가 

발생하 고 이는 경사도의 오차 발생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유역을 소유역으로 분할하는 것은 타

당하나 무리한 유역의 분할은 유역전체의 경

사도 값에 향을 미치므로 인자값의 획득은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FIGURE 23. 소유역 분할에 따른 경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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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전체유역(1:1,000)의 경사도

  

FIGURE 25. 소유역 분할에 따른 경사도

결  론

연구대상유역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격자

의 크기가 수문지형인자에 미치는 향을 연구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수 강 전체 유역에서 평균경사도를 산정

할 경우에 격자의 크기가 100m×100m인 경우가 

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격자의 크기가 

100m×100m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가 분

산되는 양상을 보 으며, 산지인 경우가 평지에

서보다 분산의 폭이 크게 나타났다. 셋째, 수

강 유역과 같은 유역면적이 큰 지역에서는 격자

의 크기가 100m×100m 이하에서는 평균경사도

가 일정한 값을 나타내었으나, 소유역

(0.873km2)에서의 평균경사도는 격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따라서 평균경사도를 산정할 경우에 유역면

적의 크기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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