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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에 발생하는 강우양상은 강우일수는 감소하고, 강우강도는 증가해 홍수발생 빈도 역시 증가

하는 추세이다. 이를 반영하기 위한 기존의 방법은 수공구조물의 설계홍수량을 산정할 때 가능최

대강우량을 도입하거나, 설계빈도를 높이는 등의 확정론적 방법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렇게 설계기

준을 상향 조정한 경우, 설계빈도의 강우가 발생하지 않으면 수공구조물의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

가 될 소지가 있다. 또한 수공구조물의 규모가 클수록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커지고, 환경 문제의

발생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설계빈도의 무조건적인 상향조정에 의존하기보다 추

계학적 방법을 도입한 수문량의 확충 및 매개변수의 불확실성을 수공구조물 설계 시에 고려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우발생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제내지에서의

침수범위를 GIS상에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log-ratio 방법, Johnson 시스템, 직교변환을 활용한

다변량 Monte Carlo 기법으로 추계학적 시간에 따른 강우변동을 생성하였다. 생성된 강우변동 결

과를 토대로 수문분석, 홍수위 분석 등을 실시하고 FLUMEN 모형을 적용하여 해당유역에 대한

홍수범람시 침수범위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실제 강우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어 시․공

간적 강우특성이 반영된 유역별 주민대피지도, 홍수위험지도 등을 제작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강우변동, 다변량 Monte Carlo, GIS, 침수해석, Johnson 시스템, Log-Ratio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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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actual rainfall pattern is decreasing rainy days and increasing in rainfall intensity

and the frequency of flood occurrence is also increased. To consider recent situation, Engineers

use deterministic methods like a PMP(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If design storm

wouldn't occur, increasing of design criteria is extravagant. In addition, the biggest structure

cause trouble with residents and environmental problem. And then it is necessary to study

considering probability of rainfall parameter in each sub-basin for design of water structure. In

this study, stochastic rainfall patterns are generated by using log-ratio method, Johnson system

and multivariate Monte Carlo simulation. Using the stochastic rainfall patterns, hydrological

analysis, hydraulic analysis and 2nd flooding analysis were performed based on GIS for their

applicability. The results of simulations are similar to the actual damage area so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should be used about making a flood risk map or regidental

shunting rout map against the region.

KEYWORDS : Rainfall Variation, Multivariate Monte Carlo, GIS, Inundation Analysis, Johnson 

System, Log-Ratio Method

서  론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

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강우변동의 급격한

변화와 계속되는 산업화에 의한 도시유역팽창

에 따른 유출 양상의 변화 등으로 인해 홍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홍수규모 및 피해규모

역시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2002년 태

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등을 비롯한 태

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피해 규모의 증대

는 홍수재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피해복

구위주에서 예측 및 방어위주로 바꿔 가고 있

다. 우리나라는 기후의 계절적 변화가 뚜렷하

며 산지와 평지 및 해안지역 등 지형의 공간

적 특성이 다양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강

우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거나 특정 시기에 편

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강우의 시・공

간적 특성인자의 반영은 우리나라의 수문분석

뿐만 아니라 나아가 수공구조물의 설계·분석

등에 있어 그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강우에는

다양한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강우

분석에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유역의 실측 강우분

석을 통해 강우의 시․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시간에 따른 강우변동을 생성하였다.

강우변동의 분석에 있어 강우 특성자료는

여러 불확실성을 가진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Pilgrim과 Cordery(1975)는 특정 기간 동안의

강우량의 순위비교를 토대로 한 강우분포 방법

을 개발하였고, Troutman(1982) 등은 강우 관

측망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강우의 공간적 시간

적 분포가 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Tyrrell(1982)은 Wyoming 지역에서의 홍수예

측을 위한 설계 호우양상을 관측 자료를 활용하

여 산정하였으며, Hromadka와 McCuen(1987)은 수

문 분석이나 설계시의 불확실성의 영향을 조사

하기 위하여 추계학적 적분식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문학적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 건설교통부(2002)에서 하천시설물 설계

시 신뢰도 분석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추계학

적 홍수량을 산정한 바가 있으나 이는 주로 불

확실성 인자를 설계홍수량의 분포형에서만 찾

고 있어 실제 강우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수영과 허준행(2006)

은 확률수문량의 산정을 위한 적정 확률 분포

형의 선정 기준의 수립에 관해 언급한 바 있으

며, 정창삼 등(2004)은 강우의 장기예측에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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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GCM 모의결과를 이용해 확률론적

불확실성을 분석했다. 장수형 등(2006)은 Huff

방법의 국내유역에 대한 적용성을 검토하고 개

선방안을 연구한 바 있으나 유역의 강우특성이

고려된 방법으로 보기는 힘들다.

현재는 강우의 시간적 분포를 우량관측소들을

평균하여 사용하므로 우량관측소별 지역적 특성

이 고려되지 않는다(전병호와 오경두, 2005).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실측강우를 분석해 유역의

강우특성을 고려한 추계학적 강우변동을 생성

하였다. 국내에서는 이재준과 이정식(2002) 등

에 의해 시간강수의 발생과정에 대한 추계학

적 모의 발생에 관한 연구가 실시된 바 있으

며, 김기욱과 유철상(2008)은 시간적 군집특성

이 고려된 강우의 장기 모의를 위해 modified

NS-RPPM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강우의 발생특성을 반

영하고 GIS와 연계하여 침수범위를 산정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강우자료를 수집하여 무

차원화하였고 이때 발생하는 제약조건을 극복

하고 강우변동의 전체적 양상을 파악하여 이

를 강우변동 생성에 이용하고자 log-ratio 기

법을 도입하였다. 또한, 실제 시간에 따른 강

우변동의 형태는 비정규분포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Johnson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를

극복하고 다변량 Monte Carlo 기법을 이용해

비정규분포를 갖는 추계학적 강우변동을 생성

하였다. 생성된 시간에 따른 강우변동을 이용

하여 수문분석을 실시하여 홍수량을 분석하고

이를 FLUMEN 모형의 입력자료로 활용하여

제내지에서의 침수해석을 실시하고, 2002년의

집중호우때 발생한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과

비교․분석 하였다.

추계학적 강우양상의 생성

강우량은 유역의 지형과 강우가 발생하는

시기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강우량 자

료의 강우변동을 비교․구분하기 위해서는 실

제 강우량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장소와 시간

의 다양성을 통일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시강우량을 전체 강우량으로

나누고 시간은 전체 시간으로 나누는 무차원

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 강우

변동 형태를 구분하기 위해 Huff(1967)의 4분

위법이 국내에서 사전재해영향성평가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다른 기법들에 비해

합리적이라 보고 Huff의 4분위법을 차용해 전

체 강우변동을 4가지 형태로 구분했다.

무차원화 된 누가 강우량 곡선의 시간적 변

동을 적절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누가강우량

곡선의 형태를 대표할 수 있는 절점의 수를

결정해야 된다. 강우변동을 표현하기위한 누가

강우량곡선의 절점수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대표 강우변동의 표현이 부정확할 수 있고, 너

무 많은 절점을 선택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노

이즈를 갖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무차원 누가 강우량 곡선의 전체 시간을

10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10개의 절점을 얻었

다. 이는 대체로 강우변동의 특성을 전반적으

로 나타낼 수 있었고 계산의 편의성 또한 얻

을 수 있었다.

1. Log-Ratio 기법

누가 강우량 곡선의 절점은 비율형태의 자

료로써 각각의 값이 항상 0이상이어야 하고

총합은 1이어야 하는 제약조건을 가진다. 이는

Aitchison(1986)이 말한 구성비 자료에 부합하

는 특성으로서, Aitchison은 이 제약조건을 극

복하기 위해 log-ratio 기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Aitchison의 log-ratio 변환식

은 다음 식 (1)과 같다.

   log 

 , ≤ ≤  ≠     (1)

구성비자료의 분석에 있어 0의 성분을 갖는

구성비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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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는 0의 성분을 갖는 사상은 분석에서 제외하

였다.

2. Johnson 시스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무차원 누가

강우량 곡선의 절점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

는다. 그러나 Aitchison은 log-ratio 방법을 적

용할 때 분석대상 자료는 다변량 정규분포함

수를 따른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비정규 분포

를 따르는 무차원 누가강우량 곡선의 절점 자

료에 log-ratio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비정규분포를 갖는 다변

량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정규화

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절점 자료의 정

규화를 위해 Johnson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Johnson 시스템은 Johnson(1949)이 제안한

표준 정규화를 기반으로 하는 경험적 분포형

으로 다음의 식과 같이 3가지의 분포형을 갖

는다.

     log ,    (2)

     sinh

  (3)

     log
  ,     (4)

Johnson 시스템은 β분포, γ분포, log-normal

분포 등 기존에 사용되던 여러 가지 분포형을

포함하는 분포형 모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Hill

등(1976)이 제안한 1∼4차 통계모멘트를 이용

해 적정 Johnson 분포형을 찾는 방법을 이용

하였다.

3. 다변량 Monte Carlo 기법

제약조건이 없는 다변량 비정규 확률변수를

모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

단계를 거친다.

(ⅰ) 정규 영역으로의 변환

(ⅱ) 다변량 정규 확률변수의 생성

(ⅲ) 원 영역으로의 역 변환

비정규 분포를 갖는 확률변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정규영역으로의 변환이 선행 되어야

하고 본 연구에서는 앞선 Johnson 시스템을

사용해 비정규 분포를 갖는 절점자료를 정규

영역으로 변환시켰다(ⅰ). 그러나 정규영역으

로 변환된 각 절점자료들은 서로 상관성을 지

니기 때문에 무작위 확률변수를 생성하기 위

해서는 상관성을 제거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규영역으로 변환시킨 자료의 상

관행렬을 이용해 Cholesky decomposition 혹은

specific decomposition(Tung & Yen, 2005)을

통해 자료의 상관성을 제거하였다. 그 후 정규

분포를 따르는 다변량 확률변수를 무작위로

생성하고 이를 가지고 원래의 영역으로 역변

환을 시키면 해당유역의 실측 강우의 특성을

가지는 확률강우양상을 생성할 수 있다.

2차원 침수해석 모형

제내지의 범람양상은 시간에 따른 침수심,

유속 등의 다양한 요소로 출력되어야 하므로

범람해석의 특성상 다차원 모형의 부정류로

모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2차원 범람해석 상용 프로그램인 FLUMEN

(FLUvial Modeling ENgine) 모형을 사용하였

다. FLUMEN 모형은 리눅스(LINUX)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Window 체제가

보편화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사용되지 않으

나 GUI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하기에 편

리하다.

FLUMEN 모형은 수심에 대해 적분한 천수

방정식을 불규칙한 격자망구조에서 해석하여

하천의 합류지점이나 만곡부분과 같이 수리학

적으로 복잡한 해석에 적합한 모형이다. 특히,

Dry형태의 모의시작도 가능하며 경계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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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되는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형에서의 wet/dry 해석이 가

능하다. 또한 상류 및 사류의 부정류 해석이

가능하며 도수에 대해 수치적으로 안정하다.

파제나 유사이동과 같은 하상 변동모의 역시

가능하며, 모의완료 후 뿐만 아니라 모의 중에

도 수심, 유속벡터 등의 도시가 가능하다.

FLUMEN 모형의 지배방정식은 수심 적분

된 비선형 천수방정식으로서 보존형으로 나타

내면 다음 식 (5)와 같다.




 





    (5)

이 때, 는 보존형 변수 벡터,  , 는 

축 및 축의 flux 벡터, 는 소스벡터로서 각

각은 식 (6)과 같다.

 


























  




























 



























(6)

이 때, 와 은 각각  ,  방향의 단위폭당

비유량, 는 중력가속도, 는 유체의 밀도, 

는 하상고, 는 하상전단력이다.

실제유역에 대한 적용

1. 대상유역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의 주요지류중 하나이

고 국가하천인 남강유역의 남강댐 하류에서

낙동강 합류부까지의 유역에 대해 시간에 따

른 강우변동을 생성하였다. 남강댐 하류의 남

강은 남강댐을 기점으로 동류하면서 나불천,

영천강, 반성천, 의령천, 그리고 국가하천인 함

안천이 유입하여 낙동강 본류와 합류한다. 남

강댐 하류지역 유역면적은 약 1185㎢이고, 행

정구역상 진주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일부

를 포함한다.

하류부의 남강은 유역에 진주분지를 비롯한

유역평지가 띠 모양으로 펼쳐져 있다. 남강 유

역평지는 상습 수해지역이었으나, 남강댐이 구

축된 뒤 수해를 면하게 되었다. 남강댐 하류

지역의 유역형상은 수지상 유역으로 유수가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이 적으며 하상경사가

완만해 홍수위가 장기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

다. 남강댐 이하 상류구간은 진주시를 관류하

므로 이용위주의 적극적인 하천정비가 이루어

진 상태이고, 하류구간은 상류구간에 비해 고

수부지가 발달하였으며 제내지의 농경지가 대

규모로 분포되어 있다. 또한 하류구간은 하상

경사가 완만하고 도시지역이 없는 관계로 하

도의 만곡이 잘 발달되어 있다. 2차원 침수해석

대상 지역은 남강 하류 지역 중에서도 2002년

백산제 붕괴로 인한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으

로 그림 1은 대상유역에 대한 위성사진을 나

타내고 있다.

FIGURE 1. 대상유역의 위성사진

대상지역은 2002년 홍수발생 당시 백산제의

붕괴로 인해 농경지 350ha가 침수피해를 입고,

6개 마을 2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던 지역

이다. 남강 백산제는 100년 설계빈도의 계획홍

수량 4430cms, 계획홍수위 16.56m 로 설계되

었다. 그러나 2002년 8월 하천개보수공사 도중

4일부터 10일까지 평균강우 316mm를 기록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하천홍수량이 급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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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관측소

위    치

면적(㎢)
표고

(EL. m)

Thiessen

계수위   도 경   도

진양 35° 10′ 13″ 128° 15′ 55″ 381.37 50 0.322

함안 35° 17′ 22″ 128° 24′ 09″ 445.76 8 0.376

진주 35° 11′ 26″ 128° 05′ 12″ 357.96 26 0.302

TABLE 1. 분석대상 강우관측소

에 따라 8일 제방취약부가 발생했고, 10일 오

후부터 제방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2. 추계학적 강우양상 생성

강우변동 생성을 위해 먼저 30년 이상의 관

측년수를 가진 유역 내에 위치한 기상청 관할

의 강우관측소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는 시우

량 자료의 관측년수가 짧으면 빈도해석 결과

의 신뢰도를 보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지역 내에의 강우관측소 중에서 20년 이

상의 자료를 보유한 기상청 관할의 진양관측

소(1988∼2008), 함안관측소(1988∼2008), 진주

관측소(1969∼2008)의 3개 관측소의 실측 강우

데이터 중 최근 20년 자료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른 강우변동을 분석하였다. 3개의 강우관측

소의 위치 및 제원은 다음 표 1과 같다. 수집

된 강우자료는 시강우 자료로서 수자원관리기

법개발연구조사보고서(건설교통부, 2000)를 참

조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연구에 사용할

강우사상을 분리하였다.

(ⅰ) 무강우 최대기간 6시간 이상

(ⅱ) 최소 지속 시간 4시간 이상

(ⅲ) 최소 강우량 10mm 이상

(ⅳ) 시간강우 시간 강수 고이상치 기

각 기준 200mm 이상

강우변동 생성기법을 이용하여 감천유역에

대해 실제 장마와 태풍 발생 사례를 토대로

안기홍 등(2009)이 도입한 강우변동 생성기법

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발생가능한 강우변

동을 생성하였다. 이를 위해 각 강우사상을

Huff의 4분위법을 이용하여 강우량의 최대치

가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 4가지 형태의 무차

원 누가강우량 곡선형태로 구분하였으며 무차

원 누가강우량 곡선의 각 절점은 강우변동 특

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이용되었다. log-ratio

기법을 적용하여 무차원 누가강우량 곡선의

절점이 가지는 값이 0이상이고 합이 항상 1이

어야 하는 제약조건을 극복하였다. 또한 비정

규분포를 가지는 변수를 Johnson 시스템을 이

용해 정규영역으로 변환시키고 직교변환을 통

해 변수의 상관성을 고려하였다. 무작위로 생

성한 변수에 대해 일련의 과정을 역으로 적용

시키는 것으로 산정된 값들은 결국 각 Type별

추계학적 강우변동을 표현하는 무차원 수문곡

선의 절점이 되며 이를 이용해 다음의 수문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2는 각 분위별로 생성

된 강우변동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남강하천

정비기본계획안(2009)상의 최빈분위가 Huff의

2분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typeⅡ의 강우변

동 형태를 이해 다음의 홍수량 및 홍수위를

산정하였다. 그림 2는 표 1의 강우관측소 각각

에 대해 생성한 강우를 티쎈면적계수를 이용

해 전 유역에 대한 강우로 나타낸 타입별 강

우양상이다. 그림 2에서 x축은 강우사상에 대

한 시간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y축은 누가강

우량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결정론적 방법을 통해 산정

되는 50% 발생확률을 갖는 무차원누가곡선의

양상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 발생확률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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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생성한 강우양상 (위에서부터 좌·우 순으로 type Ⅰ,Ⅱ,Ⅲ,Ⅳ) 

90%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결과는 실

제 사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홍수량 및 홍수위 산정

대상유역에서의 홍수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산정된 무차원 누가강우량 곡선의 강우변동을

이용해 Clark 유역추적 방법 및 Muskingum

하도추적 방법을 사용하여 유출모의를 수행하

였다. 수집된 강우자료에 대한 확률분포형 검

정은 FARD2006 모형을 이용하였고 검정방법

은 χ²검정, PPCC검정을 사용하였다. 또한 산

정된 각 적정 분포형 중에서 ‘한국 확률강우량

도 작성(건교부, 2000)’에서 모든 관측소에 대

해 하나로 통일하여 채택한 바 있는 Gumbel

분포를 채택하여 이를 통해 확률강우량을 산

정하였다. 매개변수 추정방법으로는 확률가중

모멘트법을 사용하였으며, 확률강우강도식은

편차에 있어서 특정계수법보다 편차가 작게

나타나는 최소자승법을 통하여 각 재현기간별

확률강우강도식을 유도하여 이 중 편차가 제

일 적게 나타난 Talbot형을 채택하였다.

남강댐 하류 지역은 하류의 정암 수위표가

낙동강으로부터의 역류의 영향을 받는 등 실

측 홍수량 적용이 불가능하며, 수위표가 없어

측정된 수위값은 없고 흔적수위만 존재한다.

따라서 경험공식을 비교 검토하여 공식의 적

용성과 유역의 특성에 적합하게 각 소유역에

서의 매개변수를 산정하고 2006년 태풍 ‘에위

니아’ 사상에 대해 그 매개변수의 적합성을 검

토했다. 그림 3은 태풍 ‘에위니아’ 시의 홍수흔

적수위와 비교하여 매개변수를 보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모의결과는 실측치와 비교하여

평균오차는 0.209m, RMSE는 0.157, R²값은

0.998로 나타났으며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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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량
산정지점

계획
홍수량

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case6 case7 case8 case9 case10

나불천 합류전 904 914 903 895 903 894 901 907 897 909 896 

나불천 합류후 1271 1244 1201 1174 1204 1171 1197 1221 1186 1229 1182 

영천강 합류전 1461 1447 1392 1354 1395 1350 1387 1420 1373 1432 1366 

영천강 합류후 2673 2660 2509 2414 2521 2405 2508 2592 2477 2636 2450 

반성천 합류전 3238 3264 3122 3043 3136 3037 3161 3226 3162 3323 3097 

반성천 합류후 3923 3951 3761 3657 3781 3649 3810 3897 3808 4018 3726 

의령천 합류전 4049 4144 3742 3686 4043 3684 3822 4162 3850 4001 3755 

의령천 합류후 4526 4582 4163 4111 4492 4109 4260 4625 4299 4456 4188 

함안천 합류전 4648 4791 4475 4457 4766 4462 4603 4901 4651 4774 4532 

합안천 합류후 5225 5402 5024 5016 5369 5022 5179 5522 5254 5377 5105 

남강하구 5251 5360 5129 5150 5391 5173 5307 5533 5355 5453 5224 

TABLE 2. 계획홍수량 및 확률 강우양상으로부터 계산된 홍수량() 

이 전체적 발생양상도 잘 일치하고 있어 대상

유역에 대한 적용성은 충분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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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매개변수 검증

검증된 매개변수를 사용해 계산된 Huff 2분

위의 100년 빈도의 계획홍수량과 본 연구에서

생성한 type Ⅱ의 강우변동양상 중 무작위로

선정된 10개의 case를 사용해 계산된 홍수량이

표 2에 나타나 있다. 계산된 홍수량을 통계 분

석한 결과 각각의 홍수량산정 지점에서 계산된

홍수량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표 3과 같이 95%신뢰수준을 가지는 구간 내에

계획홍수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홍수량
산정지점

계획
홍수량

상한 하한

나불천 
합류전 904 911.4355 888.9171

나불천 
합류후 1271 1235.744 1153.459

영천강 
합류전 1461 1438.826 1327.3

영천강 
합류후 2673 2643.826 2344.795

반성천 
합류전 3238 3289.791 2976.437

반성천 
합류후 3923 3978.923 3570.088

의령천 
합류전 4049 4153.739 3528.315

의령천 
합류후 4526 4609.667 3945.684

함안천 
합류전 4648 4871.471 4327.68

합안천 
합류후 5225 5492.43 4865.609

남강하구 5251 5502.848 5041.528

TABLE 3. 각 지점에 대한 홍수량의 95%   

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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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IS와 연계한 2차원 침수해석 

본 연구에서는 해당유역의 제방 설계빈도인

100년 빈도의 계획홍수량 발생 시의 침수양상

과 2002년 홍수 발생 당시의 침수흔적도와 추

계학적 강우변동 생성을 통해 발생된 홍수량

을 이용한 침수양상을 GIS를 이용하여 비교하

였다. 추계학적 강우변동 생성 대상지역인 남

강댐 하류지역은 전체 유역면적이 약 1185㎢

로서 전체 유역에 대해 2차원 침수해석을 실

시하기에는 지나치게 넓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2002년 집중호우에 의한 백산제 붕괴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인 구간 길이 약 13㎞, 유

역면적 약 54.48㎢에 대해서 2차원 침수해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지역은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함안군 법안면으로, 대상지역 대부분이 하천

주변 제내지와 제외지의 대다수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앞서 산정된 강우변동양상에

따른 홍수량은 상․하류단 경계조건으로 사용

되어 1차원 부정류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활용하여 2차원 침수해석을 실시하였

다. 그림 4와 그림 5는 2차원 침수해석에 사용

된 상․하류단 경계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FIGURE 4. 상류단 경계조건

제내지의 조도계수 산정은 과거 침수실적 자

료를 사용하여 조도계수를 산정하여야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유역에 대한 과거 침수실적 자

료의 미비로 인하여 홍수지도 제작지침(2001)의

FIGURE 5. 하류단 경계조건

FIGURE 6. 대상유역에 대한 계산격자의 형상 

범람모형 매개변수 산정절차에 의거 토지이용

에 따른 점유면적을 조사해 그것을 바탕으로

조도계수를 산출하는 합성등가조도계수를 적

용하였다. 기존의 조도계수 산정방법과 달리

합성등가조도계수는 토지이용상태에 따라 농

지의 경우는 0.06, 도로의 경우는 0.047, 그 이

외의 경우는 0.05의 값을 사용하여 건물이외의

토지이용에 관한 조도계수를 설정한 후 건물

점유율과 조도계수를 합성하는 방법을 채택하

였다. 하상의 조도계수는 남강하천정비기본계

획안(2009)에 제시되어 있는 남강 본류 중 해

당 유역의 구간에서 사용된 조도계수 값 0.023

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FLUMEN 모형은 불규

칙 격자망을 이용해 모의를 실시하므로 본 연

구에서는 실제지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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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point를 산정해 그림 6과 같이 격자망을 구

성했다. 구성한 격자망은 x, y 좌표만 가지므

로, 각 point에 표고값을 얻기 위해서 대상유

역의 1:5000 수치지도를 이용해 그림 7과 같이

TIN을 작성하였고 이를 Grid 변환하여 각 격

자망에 대한 표고값을 획득하였다.

FIGURE 7. 대상유역에 대한 TIN

FIGURE 8.  2002년 홍수발생 당시 침수흔적도

그림 8은 2002년 홍수발생 당시의 침수흔적

도(건설교통부, 2004)이고, 그림 9는 100년 빈

도 계획홍수량 발생 시의 침수양상을 나타내

고 있다. 그림 8과 그림 9의 비교를 통하여 전

체 침수면적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당시 해당유역에

는 평균적으로 300mm 이상의 강우량이 발생

하여 하천홍수량이 급증해 제방 설계 빈도를

상회하는 홍수량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침수양상의 형태가 실제 침수흔적도

와 매우 유사하여 100년 빈도 계획홍수량을

이용한 모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결과

와 비교․검토를 실시하였다.

FIGURE 9. 100년 빈도 계획홍수량에 의한 
범람도

그림 10과 표 4는 본 연구에서 생성된 강우변

동을 이용하여 GIS와 연계모의한 침수범위결과

이다. 계획홍수량시의 침수면적은 총 38954.59㎡

로 나타났으며, 각 case별 침수면적을 이와 비

교할 때 크게는 약 4.62%에서 작게는 약 0.53%

까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강우변동에

따른 가능 침수범위로서 해당유역에 대한 침

수구역 선정시 의사결정 지원 및 홍수위험지

도 산정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계획홍수량과의 차이는 시간에 따른 강우

변동의 불확실성과 지형자료의 오차 등으로

인해 발생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유역

에 대한 제방고 및 제내지 표고를 제대로 반

영할 수 있는 정밀한 수치지도 확보 및 제내

지에서의 적정 조도계수 산정 등 해석상의 불

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뒷받침된다면

보다 신뢰성 높은 침수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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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case 7> <case 8>

<case 9> <case 10>

FIGURE 10. 각 case 별 확률강우양상에 의한 범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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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첨두홍수량

(cms)

범람면적

(㎡)

계획홍수량에 의한 

범람면적과의 비교 (%)

계획홍수량 3937.9 38954.59 -

case1 3664.5 37155.35 -4.62 

case2 3973.9 38294.21 -1.70 

case3 3846.8 40086.69 2.91 

case4 3779.1 39284.36 0.85 

case5 3799.0 40175.55 3.13 

case6 3661.7 39665.96 1.83 

case7 3956.7 40570.40 4.15 

case8 3656.5 40534.61 4.06 

case9 3673.9 37658.58 -3.33 

case10 3956.7 38748.23 -0.53 

TABLE 4. 계획홍수량 및 각 case 에 의한 범람면적의 비교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남강댐 하류지역의 강우의

무차원 누가곡선이 가지는 특성을 반영해 유

역에서 발생 가능한 무차원 누가강우곡선을

생성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남강유역 실제 침

수피해 지역에 대한 침수위험 범위를 산정하

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 다변량 Monte Carlo 기법

을 이용하여 무차원 누가강우량 곡선을

생성하였다. 이를 위해 log-ratio 기법,

Johnson 시스템, 직교변환 등을 이용하

였으며 생성된 무차원 누가강우량 곡선

은 실제 무차원 누가강우량 곡선의

10%와 90%범위 안에 존재하였다.

(2) 생성된 무차원 누가강우량 곡선의 검증

을 위해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와

비교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TABLE과 FIGURE를 통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

위의 신뢰수준 95%의 구간 내에 존재

하여 본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본 연구에서는 GIS와 연계하여 2차원

침수해석을 실시하기 위해 불규칙 격자

망을 이용해 대상지역의 지형을 반영하

였다. 이를 위해 임의의 point를 산정하

고 TIN을 생성하여 각 point에 대한 표

고값을 산정하였다.

(4) 무차원 누가강우량 곡선 생성결과를 GIS

와 연계하여 2차원 침수해석을 실시하

였다. 본 연구결과의 검증을 위해 2002

년 홍수 발생 시의 침수흔적도와 계획

홍수량을 이용한 침수해석결과와의 비

교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해당

유역의 제한된 자료를 사용했음에도 불

구하고 계획홍수량과 0.53～4.62%의 침

수면적 차이를 보여 실제 침수면적에

대한 높은 재현성을 보여주었으며 가능

침수범위를 나타내었다.

(5) 본 연구결과는 해당 유역에 특화된 홍

수위험지도 제작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에 활용될 수 있으며 수공구조물 위험

도분석과 연계되어 홍수보험, 침수위험

도 산정 등 그 활용성이 매우 클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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