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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a variety of GIS-based tools enabling to generate topographic parameters for hydrologic and hydraulic 

researches have been developed. However, most of GIS-based tools are usually insufficient to estimate and visualize river 
channel slopes especially along the river network, which can be possibly utilized for many hydraulic equations such as 
Manning's formula. Many existing GIS-based tools have simply averaged cell-based slopes for the other advanced level of 
hydrologic units as likely as the mean watershed slope, thus that the river channel slope from the simple approach resulted in 
the inaccurate channel slope particularly for the mountain region where the slope varies significantly along the downstream 
direction. The paper aims to provide several more advanced GIS-based methodologies to assess the river channel slopes 
along the given river network. The developed algorithms were integrated with a newly developed tool named RiverSlope, 
which adapted theoretical formulas of river hydraulics to calculate channel slopes. For the study area, Han stream in the Jeju 
island was selected, where the channel slopes have a tendency to rapidly change the upstream near the Halla mountain and 
sustain the mild slope adjacent to watershed outlet heading for the ocean. The paper compared the simple slope method from 
the Arc Hydro, with other more complicated methods. The results are discussed to decide better approaches based on the 
give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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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가 개발된 이

후 많은 분야에서 GIS를 이용한 지리적으로 참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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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정보들을 수집, 저장할 뿐만 아니라 수집되고 저

장된 정보들을 이용한 분석방법들이 개발되었다. 미
국에서는 토지정보나 시가지정보를 취급하는 시스템

을 개발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국가지리정보

체계(NGIS) 사업을 추진했으며, 2000년 국가지리정

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대한 법률이 제정 되었다. 
GIS는 이용목적에 따라 발전방향이 다양하며 수집되

고 저장된 정보들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수자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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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인자를 계산할 수 있어 수자원분야에서도 GIS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하지만 수리학분야에 있어서 

수문학분야에 비해 적용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상

대적인 연구성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Arc Hydro는 ESRI(The Environmental Systems 

Research Institute)에서 개발된 GIS프로그램 중에 가

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ArcGIS 환경에

서 구동되는 Extension 모듈이다. ArcGIS를 이용하여 

격자형 고도자료인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을 통해 수자원에서 필요로 하는 유로연장, 유
역경사 등의 지형인자를 산정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해 주고 있다. 또한 하천망을 분석해 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천망을 통한 다양한 수자원적인 분석을 가능

하게 해준다. 하천망은 하천의 흐름방향 뿐만 아니라 

유역의 형태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GIS를 이용한 분석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김 등(2010)에서는 보청천, 위천, 평창강 등의 대상

유역에 Arc Hydro, WMS(Watershed Modeling 
System) 그리고 HyGIS(Hydro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적용하여 유역의 지형인자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유역의 지형인자의 종류로는 유역 면적, 유역 

경사, 유역 평균고도 등이며, 상대오차 등이 있다. 그 

중 하천경사는 Arc Hydro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

목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천

경사는 Manning의 평균유속 공식 등 하천수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지형인자이다. 기존의 하천경사를 구하

는 방식은 유역 경사와 동일하게 주변 격자에 대한 상

대적인 경사를 산정한다. 이 방식은 유역 면적에 대한 

유역의 평균 경사를 구하기에는 적합하나 하천경사를 

산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하

천경사를 이용하는 다양한 하천 분석방법 등을 제시

하였지만 정작 하천경사에 대한 산정법 또는 표출 방

식을 제안해 주고 있지 않다. 또한 산정된 하천경사에 

대한 신뢰성이나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천경사를 수치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총 4가지 방법을 이용하

여 하천경사를 산정하였다. 기존의 방식인 산술평균

을 포함하여 단순평균방법, 등면적경사방법 그리고 

등가경사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하천경사를 산정하는 프로그램을 작

성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을 자동화하여 향후 다른 유

역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정된 하천경사를 

효율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하천망에 따른 표출방식

을 개발하였다. 하천망을 따라 흐름방향의 하천길이

를 수집하고, 해당 하천길이의 표고 또는 경사를 수집

하여 그래프로 출력이 가능하도록 작성 하였다. 출력

된 그래프는 하천의 흐름방향 형상과 하천망의 세그

먼트 별 경사를 표시하도록 작성하였다. 따라서 출력

된 그래프를 이용하여 산정된 하천경사의 상대비교를 

용이하게 하였다.

2. 연구배경

제주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화산섬으로 화산암을 

구성된 독특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양 등 (2011)에서 

제주도 하천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방사형 형태를 이

루고 있으며, 하천의 상류인 한라산을 중심으로 경사

가 급하며 하천의 하류로 갈수록 경사가 완만하다. 특
히 남북부의 하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동서부 지

역보다 경사가 급하고 하천의 발달이 두드러진다(양, 
2007). 우리나라 내륙과는 달리 투수성이 매우 높은 

화산암이라는 지질학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6개의 상시하천을 제외하고 평상시에는 대부분 

건천을 이루고 있으며 강우에 의한 유출의 경우 급한 

경사로 인하여 유출이 1∼2일 정도만 지속되어 유출 

측정 자체가 난해한 지역이다(정 등, 2009; 한 등, 
2009). 이러한 제주도의 특성은 측정 자체를 어렵게 

할 뿐 만아니라 예측도 난해하여 하천경사의 수치적

인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문학분야에

서도 유출량 산정에 필요한 매개변수를 GIS를 이용하

여 구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이 등, 2008)

3. 입력자료 구축

Arc Hydro는 ESRI에서 개발된 GIS프로그램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ArcGIS 환경

에서 구동되는 Extension 모듈이다. 유역의 공간데이

터를 생성할 수 있으며, Arc Hydro를 이용하여 입력

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은 Fig. 1과 같다. 특히, 수치표

고모델의 전처리 과정과 오류보정 방법에 따라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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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cess of input data construction.

Fig. 2. Accuracy of the numerical grid size.

각 다른 흐름정보가 생성되며, 수리수문학적 지형인

자의 계산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입력

자료는 수치표고모델에 의존하여 구축되기 때문에 수

치표고모델이 지형정보 생성 시 가장 핵심적인 자료

라 할 수 있다.

3.1. 수치표고모델의 격자크기 결정

한 등(2003)에서는 수문 모의 시 강우강도의 상대

적인 크기보다는 수치표고의 격자크기는 상당한 영향

을 미치며 적정해상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또한 표

고모델의 격자크기는 계산 소요시간이나 계산의 효율

성면에서 수치 30～50 m가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하지만 수치표고모델의 격자크기가 중요한 요소

임에도 아직까지 유역의 지형인자인 형상계수, 유역

경사, 유로연장, 유역면적 등을 고려한 최적의 수치표

고모델 격자크기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따라서 시범적으로 대상유역(제주도)의 수치표고

모델을 여러 격자크기로 제작하여 같은 위치에서의 

표고값 비교를 통해서 최적 해상도를 결정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격자크기 10 m부터 150 m까지 다양한 

격자크기로 수치표고모델을 제작하였고, 그중 격자크

기 10m와 30m를 비교해 본 결과 임의의 지점에서 거

의 비슷한 표고를 얻을 수 있었다. Fig. 2는 격자크기

에 따른 수치표고모델의 종단면도로 격자크기가 작아

질수록 실제 지형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격자크기 결정의 근거가 되었다. 따라서 계산 

소요시간이나 계산의 효율성면에서 격자크기 30 m가 

유리하므로 최적 격자크기로 사용하였다. 

3.2. 하천 임계값(Threshold)

하천 임계값은 흐름 축적도에서 산정된 축적값이 

일정 값보다 크면 하천으로 가정하게 되는데 이때 하

천으로 인정하는 최소의 축적값을 하천 임계값이라 

한다. 하천 임계값을 산정하는 과정은 하천망을 산정

하기 전 하천의 정확한 형태를 유추해 내기 위한 과정

이며 하천 임계값에 따라 하천의 길이와 하천 차수가 

변화하기 때문에 하천 임계값 또한 수리수문학적으로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본 논문에서는 하천 임계

값을 변화를 주고 실제 측량자료와 비교를 하여 하천 

길이의 정확도 위주로 하천 임계값을 설정하였다.
흐름 축적도(Flow accumulation)를 작성하기 위해

서 수치표고모델의 흐름 방향을 계산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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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GIS에서 흐름 방향을 계산해주는 알고리즘은 최

경사방법(Steepest Slope Method)과 최저표고방법

(Lowest Height Method)이 있다. 최경사방법은 임의

의 격자와 주변 8개의 격자와의 표고차를 각 격자와의 

거리로 나누어주어 가장 큰 값이 나오는 방향을 알아

내는 방법이다. Lowest Height 방법은 임의의 격자와 

주변 8개의 격자와의 표고차가 가장 큰 값으로 물이 

흐른다는 가정으로 흐름 방향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계산된 결과는 우측(1), 우하측(2), 하측(4), 좌하측(8), 
좌측(16), 좌상측(32), 상측(64), 우상측(128)로 저장

되며, 일반적으로 최경사방법이 사용된다.
흐름 축적도는 임의의 격자에 중에 몇 개의 격자가 

임의의 격자를 향하고 있는지 추적하는 분석 방법이

다. 흐름 축적도를 통해 임의의 출구점의 유역면적, 하
천형태를 산정할 수 있다. 특히 흐름 축적도에서 값이 

0인 곳은 산등성이로 가정할 수 있으며, 흐름 축적도의 

값이 하천 임계값보다 크면 하천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하천의 형태와 길이는 하천 임계값으로 영향을 받

는다. 특히 하천의 길이는 하천경사 산정에서 직접적

으로 쓰이는 변수로 하천길이가 변화가 하천경사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하천 임계값을 추정할 때

에는 실제 하천과의 비교가 불가피하다. 본 논문에서

는 하천 임계값을 3000에서 6000으로 500씩 증가시

키고, 하천 임계값에 대한 하천길이를 수집하였다. 수
집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천 임계값에 대한 하천 길이 

1차 추세선을 유도하였고, 실측자료에 대한 하천 임계

값은 4935.53이었다. 이를 통해 하천 임계값은 4500
∼5000사이의 값을 가진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하천 임계값으로 5000을 사용하였다.

Fig. 3. Relationship curve with threshold and length.

Threshold Length(m)

3,000 630,727

3,500 584,964

4,000 413,013

4,500 397,214

5,000 353,190

5,500 329,580

6,000 320,577

Table 1. Threshold about length

3.3. 하천망(River Network)

Arc Hydro에서는 하천의 하천 임계값을 결정한 뒤, 
하천의 형태가 결정되면 하천 시작점과 하천 출구점

에 절점을 만들어 하천을 하나의 선으로 표현하지 않

고 네트워크화 시켜 절점과 절점 사이의 세그먼트

(Segment)로 나누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각 세그먼

트에 ID를 부여하고 흐름에 따라 세그먼트를 구성하

는 절점의 정보와 흐름방향의 다음 세그먼트 ID를 계

산하여 준다. 하천망이 구축되면 하천망에 흐름정보

가 계산되어져 있기 때문에 선택된 하천을 흐름 방향

으로 정보를 수집하기에 용이하게 된다.

Fig. 4. River Network.

3.4. 대상하천

본 논문에서는 대상하천을 선정하기 위해 위성사

진(Google Earth)과 비교를 실시하였다. ArcGIS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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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ocess of program.

Image Data에 좌표정보를 입력하여 주는 지리점참조

(Georeferencing)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지에 좌

표정보를 입력 하여 Arc Hydro상에서 분석된 하천의 

형태와 실제 하천의 형태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위성

사진과 비교하는 것의 장점은 육안으로도 쉽게 분석

된 자료의 정밀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위성사진이 충분히 고해상도가 되지 않는다면 위성사

진의 좌표정보 또한 오차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해상도 자료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 본 논문에서

는 4개의 참조점을 기준으로 제주도 전역의 고해상도

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지리점참조 기능을 실시하

였으며, 제주도 북부지역의 하천이 가장 근접하게 분

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된 하천과 위성사진에

서 나타난 하천은 약간의 오차를 포함하게 된다. 위성

사진의 경우 위경도를 기준으로 자료가 생성되며, 위
경도를 평면좌표계로 바꾸면서 오차가 발생하게 된

다. 또한 저해상도의 자료를 지리점참조를 하게 될 경

우에도 지리점이 가지는 면적이 실제보다 커지게 되

므로 정확한 지리점참조를 못하게 되는 오차가 발생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부지역의 

하천중에서 길이와 형태가 비슷한 하천중에 북부지역

의 대표적인 하천인 한천을 포함하여 토천(한천 지

류), 산지천, 방천(화북천 지류), 조천(화북천 지류), 
삼수천을 대상하천으로 선정하였다.

Fig. 5. Georeferencing.

4. 하천경사

하천종단도(Longitudinal profile of stream)는 하천

의 시작점으로부터 하천 출구점까지 하천의 수평거리

에 대한 하상의 표고를 나타낸 것이다. 하천종단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통해 직접적인 자료를 수집

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와 필요

성이 크게 두각되지 않아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
라서 수치표고모델을 이용하여 분석을 통해 얻어진 하

천망을 기준으로 수치표고모델의 표고를 수집하여 기

록한다면 간접적으로 하천종단도를 획득 할 수 있다.
하천경사는 하천종단도상에서 임의의 두 지점의 

표고차이와 수평거리의 비를 나타낸다. 하천경사는 

상류부에서 경사가 급하고 하류로 갈수록 경사가 완

만해지며 유속 및 유출과 같은 흐름특성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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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nterface of program.

향이 크다. 일반적인 하천종단도의 모습을 보면 위로 

오목한 형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치표고모

델을 통해 계산된 경사값을 하천망을 따라 산술평균

하는 법과 수치표고모델을 통해 수집된 표고값으로 

하천종단도를 획득하고 단순경사방법, 등면적경사방

법 등가경사방법을 적용해 보았다.
Jenson 등(1988)은 GIS자료에서 자료를 추출하는 

기술을 제안하고 실용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한편, 
Tribe(1992)는 수치표고모델과 하천의 Image Date를 

이용하여 자료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러한 GIS자료 추출기술들을 이용하여 수치표고모

델로부터 고도를 수집하는 알고리즘을 프로그램화 시

켰으며, 하천종단도를 이용하여 하천길이방향에 따른 

고도를 이용하여 기울기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기울

기는 선택된 하천의 데이터에 저장이 가능하도록 자

동화 하도록 하였다. 또한 산정된 고도와 기울기를 표

출하기 위하여 시각적으로 표시해주는 기능을 첨부하

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ArcGIS에서 구동되며, Fig. 
7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4.1. 기존의방법(Conventional method)

수치표고모델에서 경사는 임의의 한 격자와 주위

의 8개의 격자의 표고와의 최대변화율로 정의한다. 
ArcGIS에서는 각 격자의 경사는 Gradient 방법으로 

계산한다. Gradient방법은 임의의 한 격자와 주위의 8

개의 격자에 대해 표고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각 격자

간의 거리를 이용하여 x 방향과 y 방향의 경사를 계산

한 후 제곱의 합을 제곱근하여 최종적으로 가운데 셀

의 경사를 계산한다. 특히 ArcGIS에서는 이러한 일련

의 과정을 수치표고모델로부터 규칙적인 격자행렬 형

태의 경사값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Gradient 방법에 의해 계산된 자료는 위치(x, y좌

표)와 경사값(z 값)을 지닌 규칙적인 격자형태의 자료

이다. 대상하천의 세그먼트로부터 위치정보를 획득하

여 해당 세그먼트의 경로상의 격자를 선택하고 선택

된 격자의 경사 합을 선택된 격자의 개수를 나누는 방

식으로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Arc Hydro를 이용하여 

산정된 하천망도 수치표고모델로부터 산정된 자료이

며, 격자중심을 지나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가능

한 방법이다. 

 
  (1)

여기서,   : 하천경사,  : 선택된 격자 중 한 격

자의 경사 ,   : 선택된 격자의 개수

4.2. 단순경사방법(Simple slope method)

하천종단도에서 단순하게 상하류의 표고차를 상하

류의 수평거리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단순경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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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경사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방법이므로 비교

적 짧은 거리에 적용할 수 있으며 거리가 길수록 오차

가 커지는 단점이 있다.

 
∆

(2)

여기서, ∆  : 상하류 표고차(상류 하류 ),   

: 상하류 수평거리

4.3. 등면적경사방법(Area slope method)

하천종단도에서 Fig 8과 같이 등면적경사와 하천

종단도가 이루는 면적 중 상류부의 면적(A1)과 하류

부의 면적(A2)가 동일하도록 등면적경사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min (3)

여기서,   : 등면적경사와 최저표고가 형성하는 삼

각형의 높이, min  : 최저표고,   : 상하류 수평거리)

Fig. 8. Method of calculating average slope.

4.4. 등가경사방법(Equivalence slope method)

등가경사방법은 1962년 Laurenson이 제시한 방법

으로 하천을 경사가 유사한 몇 개의 소구간으로 나눈 

후 Manning의 공식에 따라 각 소구간의 유하시간은 

경사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같은 

방법으로 전 하천구간을 유하하는 시간은 등가경사에 

반비례한다고 가정했다.

  
 




 




 (4)

여기서,   : 등가경사,  : i구간 하천의 길이,  : 

i구간 하천의 경사

5. 결과 및 고찰

본 논문에서는 대상 하천으로 한천, 토천(한천지

류), 산지천, 방천(화북천 지류), 조천(화북천 지류), 
삼수천을 선정하였다. 대상 하천은 실제 하천의 길이

와 형태가 유사하여 하천종단도를 비롯한 하천경사의 

분석결과가 정확성과 신뢰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 하천에 대한 하천 경사의 비교는 하천의 시작점, 
출구점, 분기점(Junction)로부터 각 절점이 이루는 곡

선을 세그먼트로 정의하고 해당 세그먼트 별 비교와 

해당 세그먼트의 하천 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Arc 
Hydro에서 각 세그먼트 별로 ID를 부여하는 기능이 

있기에 가능한 방법이다. 또한 세그먼트와 하천 별로 

나누어서 비교하는 이유는 하천경사는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구간 길이의 변화에 따라서 각 방법이 변화

하는 과정을 비교해 보기 위함이다. 따라서 구간 길이

와 변화가 적은 방법이 해당 하천을 대표하는 하천경

사로 추정할 수 있다. Fig. 9∼14는 각 대상하천의 하

천종단도와 이동평균에 대한 그래프이다. 한천, 방천, 
조천, 조천에서는 매끄러운 형태의 하천종단도를 보

여주며 토천, 산지천은 비교적 직선 구간이 많고 굴곡

이 심한 형태이다. 이러한 원인은 수치표고모델의 입

력자료인 수치지도에 건물 등의 지형적 요소가 표고

로 입력되는 원인이 있으며, 실제 산지천의 경우 하천 

하류에 건물 아래로 하천이 흐르는 형태가 있음을 알

아 내었다. 따라서 한천, 방천, 조천, 삼수천의 경우에 

하천경사를 산정하기에 적합한 입력자료가 될 수 있

는 반면에 토천, 산지천의 경우에는 입력자료로 사용

되기 위해서는 흐름방향 자료수가 부족하다. 
하천종단도를 이동평균을 산정하여 그래프를 그려

보면 Fig. 9∼14와 같다. 이동평균에서 구간 수를 2로 

하였을 경우에 구간 별 평균표고가 산정되며, 각 평균

표고가 실제 하천종단도와 어느 정도 유사한지 비교

해 보았을 때, 입력자료로의 사용 유무를 결정 지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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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Longitudinal profile of stream and Moving Average(Hancheon).

Fig. 10. Longitudinal profile of stream and Moving Average(Tocheon).

Fig. 11. Longitudinal profile of stream and Moving Average(Sanji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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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Longitudinal profile of stream and Moving Average(Bangcheon).

Fig. 13. Longitudinal profile of stream and Moving Average(Jocheon).

Fig. 14. Longitudinal profile of stream and Moving Average(Samsu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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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평균의 이동이 심하다는 것은 자료가 정상성을 

지니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지며 표본 자료의 수가 적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료의 사용 유무 선정에 있어 

중요한 과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천, 방천, 조천, 삼
수천의 표고자료는 충분한 표본자료를 가지고 있음으

로 가정하고 보정을 거치지 않고 입력자료로 사용 하

였다. 반면에 토천, 산지천의 경우에는 표본자료가 부

족하게 보이므로 보정의 과정을 거쳤다. Fig. 10, Fig. 
11는 토천과 산지천의 하천종단도 이며 확대 된 부분

은 보정 후의 자료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료의 사용유무와 더불어 사용에 있어서 부적합

한 자료의 보정 역시 중요한 과정이다. 보정방법은 이

동 평균값이 실제 값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는 범위 

안에서 특히 범위를 많이 벗어난 구간에 대해서 보정

을 적용하였다. 토천은 하천 중류와 하류부분에 보정

이 필요 했으며, 산지천은 하천 하류에 집중적인 보정

이 필요 하였다. 보정이 필요한 구간을 최대한 많은 간

격으로 나누고 해당 간격 중에서 실제 자료가 존재하

는 경우 자료를 해당 구간에 직접 입력하고, 선형보간

을 통하여 이동평균과 실제값의 차이를 적게 하도록 

하였다. 각 구간의 자료 수를 늘림으로서 이동 평균의 

값과 실제 값이 비슷한 추세를 보이도록 하였다.

5.1. 세그먼트별 비교

Arc Hydro를 통해 하천 분석과 하천망을 구성하게 

되면 하천별로 절점(시작점, 출구점, 분기점 등)을 기

준으로 세그먼트가 나뉜다. 생성된 세그먼트에 별도

의 ID를 부여하여 네트워크형태의 분석을 가능케 해

준다. 대상 유역의 대표적인 하천인 한천은 총 3개의 

세그먼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대

상 하천의 세그먼트의 개수는 Table 2와 같다. 또한 각 

세그먼트별 하천경사 결과와 일부구간에서 지나치게 

과다산정된 기존방법을 제외한 하천경사 산정법 상대

비교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등면적경

사방법과 비교한 상대오차의 평균은 단순경사방법과 

37.33%, 등가경사방법과 47.24%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경사방법과 등가경사방법의 상대오차는 61.09%
로 나타났다. 이는 등면적경사방법의 값이 단순경사

방법과 등가경사방법의 사이값을 지님을 나타내며, 
또한 등가경사방법과 등가경사방법의 상대오차가 비

슷한점으로 볼 때, 등면적경사법이 해당 세그먼트의 

대표 하천경사로 추정해도 무방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단순평균방법은 하류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표고의 

변화가 심할 때, 하천경사의 변동 역시 심하였으며 등

면적경사방법과 등가경사방법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었다. 토천과 산지천의 경우 하천 종단면도

가 이동평균으로 분석하였을 때 변동성이 심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정을 실시하고 해당 종단면

도를 통한 하천경사의 결과는 Table 3에 포함되어 있

다. 전체 평균에서 등면적경사방법과 비교한 상대오

차의 평균은 단순경사방법과 35.17%, 등가경사방법

과 34.77%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경사방법과 등가

경사방법의 상대오차는 51.69%로 나타났다. 이 결과

는 보정 결과 더 좋아진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려준

다. 보정된 토천과 산지천의 자료만으로 결과를 비교

를 실시한 결과, 등면적경사방법과 단순경사방법과 

비교한 상대오차의 평균은 보정 전 44.97%에서 

42.24%로 2.72%만큼 오차가 줄어들었으며 등가경사

방법과 비교한 상대오차의 평균은 보정 전 90.86%에

서 15.80%로  75.06%만큼 오차가 줄어들었다. 단순

경사방법과 등가경사방법을 비교한 결과 보정 전 

99.71%에서 보정 후 49.44%로 50.27%만큼 오차가 

줄어든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 결과는 평균 42.69%
만큼 오차를 줄여준 것으로 이동평균을 통한 구간의 

자료수 증가라는 보정밥법이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Fig. 16은 세그먼트별 하천경사를 산

정한 것으로 일부 구간에서 기존의 하천경사 산정이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River name Number of 
segment Note

Hancheon 3

Tocheon 3 branch of 
Hancheon

Sanjicheon 2

Bangcheon 4 branch of 
Whabukcheon

Jocheon 4 branch of 
Whabukcheon

Samsucheon 1

Table 2. Number of segment(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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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Before and after relative error of segments.

Fig. 16. Result of calculating slope per segment.

Segment Name Conventional
Method

Simple 
Slope 

Method

Area
Slope

Method

Equivalence
Slope

Method

Relative Error (%)
A/S A/E S/E

Hancheon 1 0.30006 0.07640 0.10857 0.09000 29.63 20.64 17.80 
Hancheon 2 0.11830 0.03718 0.04518 0.03670 17.70 23.10 1.29 
Hancheon 3 0.04939 0.01522 0.01640 0.03590 7.18 54.32 100.00 
Tocheon 1 0.06355 0.03624 0.04760 0.00040 23.87 100.00 98.91 
Tocheon 2 0.04939 0.01522 0.01640 0.03590 7.18 54.32 100.00 
Tocheon 3 0.00614  0.00000 0.01215 0.00000 100.00 100.00 100.00 

Sanjicheon 1 0.03219 0.02180 0.02406 0.00008 9.37 100.00 99.65 
Sanjicheon 2 0.00568 0.00327 0.02097 0.00000 84.41 100.00 100.00 
Bangcheon 1 0.12113 0.06745 0.09273 0.07601 27.26 22.00 12.68 
Bangcheon 2 0.08389 0.04130 0.10240 0.06657 59.67 53.81 61.20 
Bangcheon 3 0.04728 0.01877 0.04989 0.05001 62.38 0.24 100.00 
Bangcheon 4 0.03920 0.01964 0.01843 0.02000 6.53 7.83 1.85 

Jocheon 1 0.11213 0.06500 0.10530 0.06036 38.27 74.45 7.14 
Jocheon 2 0.08389 0.04130 0.10240 0.06657 59.67 53.81 61.20 
Jocheon 3 0.04728 0.01877 0.04989 0.05001 62.38 0.24 100.00 
Jocheon 4 0.03920 0.01964 0.01843 0.02000 6.53 7.83 1.85 

Samsucheon 1 0.05896 0.04139 0.03120 0.04493 32.66 30.56 8.55 
Average 37.33 47.24 57.18 

Table 3. Stream slope of each river se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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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Name Conventional
Method

Simple 
Slope 

Method

Area
Slope

Method

Equivalence
Slope

Method

Relative Error (%)

A/S A/E S/E

Tocheon 1 0.06355 0.03624 0.03382 0.02586 7.15 30.78 28.64 
Tocheon 2 0.04939 0.01522 0.01782 0.01428 14.58 24.79 6.19 
Tocheon 3 0.00614  0.00000 0.01155 0.01197 100.00 3.51 100.00 

Sanjicheon 1 0.03219 0.02180 0.02390 0.02450 8.77 2.45 12.37 
Sanjicheon 2 0.00568 0.00327 0.01695 0.01443 80.71 17.46 100.00 

Average 42.24 15.80 49.44

Table 4. Modified Stream slope of each river segments

Fig. 17. Before and after relative error of river.

Fig. 18. Result of calculating slope per river.

5.2. 하천별

하천별 하천경사에 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하천별 하천경사의 경우 세그먼트별 비교와 조금 다

른 결과를 보여 주었다. 기존의 방법에서도 하천경사

가 과도산정되거나 과소산정되는 결과를 보여주어 비

교에서 제외하였다. 하천별 비교결과에서는 단순경사

방법과 비교한 상대오차의 평균은 등면적경사방법과 

30.25%, 등가경사방법과 60.37%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면적경사방법과 등가경사방법의 상대오차는 38.08%
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그먼트별 비교와 다르게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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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Name

Conventional
Method

Simple
Slope

Method

Area
Slope

Method

Equivalence
Slope

Method

Relative Error (%)

A/S A/E S/E

Hancheon 0.15592 0.02720 0.01973 0.01365 37.86 44.59 49.83 

Tocheon
0.03970 

0.02621 0.02237 0.01871 17.17 19.56 28.62 
(Modified)
Tocheon 0.02621 0.02237 0.01934 17.17 15.65 26.21 

Sanjicheon
0.01893 

0.02153 0.02177 0.01365 1.12 59.54 36.61
(Modified)
Sanjicheon 0.02153 0.02177 0.01411 1.12 54.33 34.47 

Bangcheon 0.07288 0.04434 0.03064 0.02898 44.72 5.71 34.63 

Jocheon 0.07063 0.03911 0.02644 0.02456 47.94 7.67 37.22 

Samsucheon 0.05896 0.04139 0.03120 0.02918 32.66 6.91 29.49 

Average 30.25 24.00 36.07 

(Modified)Average 30.25 22.48 35.31 

Table 5. Stream Slope(Segment)

대상인 토천과 산지천에 대해서 보정을 실시한 후에 

전체적인 평균 오차에 대해선 변함이 거의 없었다. 다
만 면적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등면적경사방법의 경우

와 자료의 수에 영향을 받는 등가경사방법의 경우와 

비교하여 나아진 결과를 보여주었다. 전체적인 분포

를 보면 단순경사법이 가장 과도하며, 등가경사방법 

과소추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등면적경사방법이 단순

경사방법과 등가경사방법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

아 등면적경사방법이 해당 하천의 대표 하천경사라고 

추정하여도 무방 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볼 때, 
단순경사방법, 등면적경사방법, 등가경사방법은 어느

정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6. 결 론

본 논문을 통해 제주도 북부지역의 하천에 산술평

균방법, 단순경사방법, 등면적경사방법, 등가경사방

법를 동시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상대 비교해 보았다. 
산술평균방법의 경우 임의의 한 격자와 주변 8개의 격

자를 Gradient방법으로 경사값을 산정하고, 하천망에

서 선택된 하천 세그먼트로부터 위치정보를 부여받아 

세그먼트의 위치가 겹치는 격자의 경사값을 산술평균

하여 값을 산정하였다. 일반적으로 Gradient방법은 주

변 표고의 변화율에 의해서 산정되는데 상대적으로 

변화율이 작아 적은 오차를 가지는 넓은 면적을 지닌 

유역의 평균경사를 구하는데 사용된다. 하천 격자의 

경우 주변 표고보다 낮은 표고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주변 표고의 변화율이 높게 된다. 그에 따라 오차가 높

게 나타난다. 실제로 분석된 결과에서 산술평균방법

은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과다 산정된 결과를 보였다. 
단순경사방법, 등면적경사방법 그리고 등가경사방법 

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방법은 등면적경사방법이

다. 등면적경사방법은 비교적 하천 종단도에서 수집

된 표고의 변화가 커도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었다. 반
면에 단순경사방법과 등가경사방법에 경우는 표고의 

변화가 클 경우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보였다. 단순경

사방법은 하천길이가 길어질수록 오차량이 커지게 되

고 등가경사방법의 경우는 식의 특성상 구간이 일정

하게 나뉘지 않을 경우 과소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하
지만 단순경사방법은 하류로 진행 될수록 안정적인 

변화를 보였고, 등면적경사방법 그리고 등가경사방법

은 표고의 변화가 클 경우 하천경사가 적은 변화를 보

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표고의 변화가 심한 제주도의 경우는 하천의 평

균경사는 등면적경사방법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이

며, 표고의 변화가 적은 내륙 또는 하천의 하류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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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사방법과 등가경사방법을 적용해도 무방 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단순경사방법과 등가경사방법을 

비교하여 지형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추측하여 지형을 

보정하는 기법도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을 통해 다양한 방법의 하천경사 산정식을 

적용해 보았으며, 이를 프로그램화 하여 결과를 표출 

할 수 있는 기술적 바탕이 되었다. 하천경사를 산정할 

시에 등가경사방법의 경우 등간격으로 결과를 산정해

야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 

꼭 필요한 과정이며, 본 연구에서 산정된 하천경사를 

이용한 하천 분석과 더불어 정확한 하천경사를 산출 

할 수 있도록 최적 수치표고모델 격자크기 산정, 최적 

하천 임계값 산정 등의 선행연구의 필요성이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는 특별히 제주도 지형과 같은 

미계측 관측지점이 많은 곳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관측지점이 많은 곳으로 

선정하여 위성사진과의 비교가 아닌 정확성 높은 실

측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신뢰성 높은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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