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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유역의 홍수량 산정을 위한 HEC-HMS 모형의 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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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eams in Jeju Island have very distinctive hydrological and geological properties and there are a lot of limits in 

applying the general flood estimation method. This study presented parameters dominant in the Hancheon stream of Jeju 
Island by analyzing the sensitivity of parameters of HEC-HMS model regarding rainfall events in the target basin, and 
extracted the optimal parameter(Time of Concentration of Clark Unit Hydrograph: KravenⅡ method, Storage Coefficient: 
Sabol method) by analyzing and comparing it with the flood runoff data observed in the site and Jeju Island's observa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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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해양성기후와 한라산에 의한 지형성 강우의 영향

을 받는 제주도는 연 평균 2,061 mm의 강우량을 나타

내는 국내 최다우 지역이지만 투수성이 좋은 다공질 

화산암류 및 화산회토로 이루어져 있어 총 강우량의 

48.5%에 이르는 강우량이 자하로 침투하여 평상시 대

부분의 하천들은 건천을 이루고 있다(Jung과 Yang, 
2009). 제주도 하천은 한라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남․

북사면으로 발달해 있어 경사가 매우 급하고, 각각의 

하천이 독립적으로 해안으로 유출되어 유로 연장이 

짧은 특성을 보인다(Yang, 2007). 
제주도는 투수성이 높은 지질학적 특성과 급한 하

상 경사, 짧은 유하거리 등의 수문학적 특성으로 인하

여 특정 강우이상에서만 하천의 유출이 발생한 후 1～
2일 정도만 지속되어 하천 유출 관측이 매우 난해한 

지역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제주도민의 생활 

및 산업 활동에 필요한 용수는 전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주도의 수자원 관련 연구

는 대부분 지하수를 중심으로만 진행되어 왔다(Yang, 
2007). 

제주도는 연 강우량의 약 60%가 홍수기인 여름철

(6월～9월)의 장마 및 태풍기간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

이며, 지역별 고도별 강우량의 편차가 매우 큰 지역이

다. 최근 들어 제주도내 연강수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

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강수량 극값이 200 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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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 2013). 

유역의 홍수 피해를 경감시키고 하천의 이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하천정비기본계획(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05)에서의 설계홍

수량은 국내 내륙지역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회사별로 홍

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상이하여 일관성 있는 하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
후 기후변화로 강우량 및 강우강도의 증가로 인해 집

중호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Park과 Moon, 2010) 
도시화 면적 확대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로 홍수유

출량의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Jung, 
2013).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제주도의 침수․재해 예

방을 위해 하천의 신뢰성 있는 홍수유출량을 해당 유

역의 강우-유출 해석 과정을 통하여 산정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이러한 홍수유출량의 산정은 정밀한 유량관측자료

에 의하여 개발된 수위-유량 관계식으로 산정하는 방

법과 강우-유출 모형에 의하여 산정하는 방법으로 구

분된다. 통상적으로 강우-유출 모형에 의해 산정되는 

홍수유출량은 적용 모형이나 사용자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에는 강우-유출 모형

으로 미국공병단 수문연구소에서 개발한 HEC-HMS 
(Hydrologic Engineering Center-Hydrologic Modeling) 
모형을 사용하여 대상유역의 강우-유출 현상을 수

리․수문학적 과정을 통하여 모의함으로써 유출분석

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Kim 등, 2006).
Moon 등(2005)은 제주도 주요 4개 하천(외도천, 

강정천, 연외천, 옹포천)을 대상으로 수위관측 및 기

저유출 성분에 대한 유속측정 자료를 기초로 기저유

출특성과 기저유출량을 산정하였다. Park과 Moon 
(2010)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OTT Hydrometric사 Kalesto 레이더식 수위-유
속계를 이용하여 한천, 화북천, 효례천을 중심으로 유

출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강우-유출 모형을 이용하여 홍수량

을 산정하기 위하여 HEC-HMS 모형의 매개변수(도
달시간 Tc, 저류상수 K)에 대하여 민감도분석을 수행

하고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달시간 및 저류

상수 경험식들의 조합을 구성하여 홍수유출량을 산정

하고자 한다. 또한 현장에서 관측한 홍수유량자료 및 

제주도 관측자료와 매개변수 조합에 따른 홍수유량을 

비교․분석하여 제주도 하천에 최적 조합의 매개변수 

경험식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2.1. 연구방법

제주도 건천유역의 홍수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제주시 도심부에 위치한 한천 유역을 연구대상유역으

로 선정하고, 유량자료가 확보된 3개의 호우사상에 대

하여 모델링을 적용하였다. 한천 유역 하류부에 위치

한 한천 제2동산교 지점에서 유출이 발생한 2개 호우

사상(2011년 8월 태풍 “무이파”, 2011년 11월 집중호

우)에 대하여 현장 유량관측을 수행하였으며, 2012년 

4월 집중호우 사상은 제주시의 고정식 수위-유속 관

측자료를 사용하였다. 
기상청 관할 AWS 5개소(제주, 아라, 어리목, 진달

래밭, 윗세오름) 강우자료를 수집하고 등우선법을 이

용하여 시간별 유역평균 강우량을 산정하였다. 침투

량은 NRCS Curve Number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Clark 단위도법을 적용하여 홍수유출량을 산정하였

다. 제주도 하천은 평상시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은 간

헐하천이며 우기라할지라도 기저유출을 구성하는 지

하수유출성분은 물론 그 크기가 매우 미약하여 하천

유출이 대부분 지표면 유출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기

저유출을 고려하지 않았다(Kim 등, 2013). 또한 유역

의 초기손실, 하도추적 매개변수, 선행강우에 따른 유

출곡선지수는 기존 연구(Jung, 2013) 결과를 이용하

였다. 
수문곡선의 대표적인 매개변수 중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판단되는 Clark 단위도법의 매개변수

에 대하여 민감도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도달시간과 

저류상수를 산정하는 경험식(Table 1)들을 이용하여 

9개의 매개변수를 조합하였다. 조합된 매개변수를 적

용하여 산정된 홍수유출량과 현장 관측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제주도 건천유역의 최적 매개변수 조합을 

도출하였다. 



535한천유역의 홍수량 산정을 위한 HEC-HMS 모형의 민감도 분석

Fig. 1. Watershed for the study.

Time of concentration(Tc) Storage coefficient(K)

Presenter Formula Presenter Formula

Kirpich   


Clark 



Rziha   


Linsley 



KravenⅠ   


Russel 

KravenⅡ  


Sabol







 : Time of concentration(hr), : Length(km), : Slope(m/m)
: Storage coefficient(hr), : Area( ), : 0.5～1.4, : 0.01～0.03, : 1.1～12.0

Table 1. Formula for initial value assessment of parameters

2.2. 연구대상 유역

연구대상유역은 제주도 제주시 도심부에 위치한 

한천 유역(Fig. 1)으로 설정하였으며, 유량관측지점은 

유역의 하류부에 위치한 한천 제2동산교로 선정하였

다. 제2동산교 지점은 한천 1지류인 토천이 합류되어 

유역의 최종 출구점으로 향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

어 유역전체 유량을 확보하기 좋은 위치이며, 관측지

점의 하상은 현무암질 암반으로 구성되고 자갈이 다

소 분포되어 있다. 
유역특성인자는 1/5000 수치지형도와 Arcview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Table 2), 한
천 유역의 면적은 한천 제2동산교 지점을 출구점으로 

선정하여 33.68 km2, 유로연장 19.01 km, 유역평균폭 

1.77, 형상계수 0.09로 각각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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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Watershed Area
(km2)

Stream length
(km)

Watershed mean 
width
(km)

Watershed mean 
elevation

(m)

Shape factor
( )

Han stream 33.68 19.01 1.77 701 0.09

Table 2. Watershed characteristic factor

Station classification Rainfall event 5-day precedent 
rainfall (mm)

Han stream

rainfall-runoff events after no 
rainfall

heavy rainfall in November 2011 0

heavy rainfall in April 2012 4.11

rainfall-runoff events after 
antecedent rainfall Typhoon "Muifa" in 2011 111.1

Table 3. Applied rainfall event

2.3. 적용 호우사상 및 유량관측 결과

2.2.1. 적용 호우사상

홍수기 유량은 홍수 해석이나 방재 등에 매우 중

요한 자료이고 다양한 강우-유출모델의 검보정에 활

발하게 활용되어 자료의 확보 및 관측 정확도의 향

상이 평수기 유량자료보다 더 중요하지만 홍수기의 

기상악화 및 빠른 유속으로 현장 관측은 매우 어렵다

(Yang 등, 2012). 또한 제주도의 경우 평상시 건천 상

태이며 집중 호우 시에 짧은 기간(1～2일) 동안만 유

출이 발생하고 한천의 연평균 유출횟수는 12.5회
(Park과 Moon, 2010)이므로 유량관측이 매우 힘든 지

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천 제2동산교 지점에서 2개 호우

사상에 대하여 현장 유량관측을 수행하였으며, 제주

시의 고정식 수위-유속 관측자료를 확보하여 최적 매

개변수를 도출하였다. 제주도 간헐천 유역에서는 선

행강우가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작을 경우 특정 강우 

이하에서는 유출이 발생하지 않으며, AMC-Ⅲ 조건 

이상의 선행강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은 강우에도 

유출이 발생된다는 Jung과 Yang(2013)의 연구결과

를 이용하여 장기간 무강우 상태에서 유출이 발생하

는 사상과 AMC-Ⅲ 조건 이상의 선행강우가 발생한 

후 유출이 발생하는 사상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Table 3). 

2.2.2. 유량관측 결과

2011년 9호 태풍 “무이파”는 8월 7일 제주도에 상

륙하였으며 480 mm의 유역평균 강우량이 발생하였

다. 태풍 “무이파” 로 인하여 유출 발생 시에는 이동식 

전자파표면유속계과 LSPIV를 활용하여 홍수 유량을 

시간 단위로 관측하여 유출수문곡선을 구축하였다

(Fig. 2(a)). 유출은 8월 7일 오전 7시 경부터 시작되었

으며 유출지속시간은 26시간, 첨두 유량까지 도달시

간은 9시간으로 분석되었다. Fig. 2(a)의 유출수문곡

선 상승기의 그래프가 하강하는 이유는 한천 상류부

에 위치한 재난방지용 저류지가 가동되고 11시의 유

역평균 강우량이 하강하고 다시 상승하였기 때문이

다. 한천 제2저류지의 유입량을 산정한 결과 제 2저류

지에 약 75만톤이 유입되었으며, 수문곡선의 첨두 유

량은 316.37 m3/sec으로 오후 4시경에 발생하였다. 
2011년 11월 18일에는 제주 산간지역(진달래밭: 

419.5 mm, 윗세오름 346.5 mm)에 많은 강우로 인하

여 유출이 발생하였으며, 5일 선행강우는 무강우 상태

였다. 호우기간동안 205.6 mm의 유역 평균 강우량이 

발생하였으며, 유출은 25시간 진행되었으며 첨두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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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 Hydrograph: (a) typhoon "Muifa"; (b) heavy rainfall in November 2011; (c) heavy rainfall in April 2012.

(50.11 m3/s)까지 도달시간은 4시간으로 분석되었다

(Fig. 2(b)). 
2012년 4월 21일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 제주시의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5일 선행강우는 무

강우 상태였으며 유출지속시간은 22시간, 첨두유량까

지 도달시간은 4시간이었으나, 강우의 영향으로 2차 

첨두유량(139.5 5 m3/s)이 발생하였다(Fig. 2(c)). 오후 

2시경에 강우가 종료되면서 유출수문곡선은 하강하

였으며 4월 22일 오전 5시에 유출은 종료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매개변수 민감도 분석

Clark 단위도법의 매개변수(도달시간 Tc, 저류상수 

K)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른 매개변

수 값을 고정한 후 도달시간 및 저류상수에 대하여 

1～10(hr) 범위 내에서 변화시키면서 첨두유량, 유출

총량, 수문곡선, 유출발생 시간 등의 값을 산정하여 이 

변수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였다. 
도달시간의 민감도 분석결과 1시간씩 증가할 때 마

다 첨두유량이 2.4 ～ 3.0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첨두유량 발생시간 및 기저시간이 30 ～ 40분씩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3(a)). 저류상수의 

민감도 분석결과 1시간씩 증가할 때 마다 첨두유량은 

12.29 ～ 2.93% 감소하였으며, 첨두유량 발생시간 10 
～ 20분씩 증가, 기저시간 230 ～ 270분씩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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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of concentration(Tc) Storage coefficient(K) Code

Kirpich

Clark A1

Russel A2

Sabol A3

Rziha

Clark B1

Russel B2

Sabol B3

KravenⅡ

Clark C1

Russel C2

Sabol C3

Table 4. Clark decision of unit hydrograph method parameters

(a)

   

(b)

Fig. 3. Result of sensitivity analysis: (a) time of concentration; (b) storage coefficient.

3.2. 매개변수 조합에 따른 홍수유출량 산정

3.2.1. 매개변수 조합

Clark 단위도법의 매개변수인 도달시간과 저류상

수에 대하여 Table 1에서 제시한 경험식을 이용하여 한

천유역의 도달시간과 저류상수를 산정하였다. Kraven
Ⅰ방법은 평균유속이 과다하게 산정되고, Linsley 방법

은 저류시간이 과소하게 산정되어 제주도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제외하였다. 매개변수 조합은 

Table 4와 같다. 
도달시간을 산정하는 경험식 중에서 유속이 과다

하게 산정되는 KravenⅠ을 제외하고 Kirpich, Rziha, 
KravenⅡ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또한 저류상수를 산

정하는 경험식 중에서는 Clark, Russel, Sabol 방법을 

채택하여 호우사상별로 총 9개의 매개변수 조합을 적

용하였다.
매개변수 조합별로 첨두유량(Peak flow) 오차, 유

출수문곡선 비교, 평균제곱근오차(RMSE, Root Mean 
Square Error), NSE(Nash-Sutcliffe efficiency) 등을 

비교하여 제주도에 최적의 조합을 선정하였다. 

3.2.2. 최적 매개변수 조합 결정

9개의 매개변수 조합별로 계산된 도달시간과 저류

상수 초기값을 모델에 적용하였다. Jung(2013)의 연

구결과를 이용하여 장기간 무강우 상태에서 유출이 

발생하는 사상은 Ⅱ를 적용하였으며, AMC-Ⅲ 
조건 이상의 선행강우가 발생한 후 유출이 발생하는 

사상은 를 적용하였다. 호우사상은 Table 3에
서 제시한 2011년 11월 집중호우, 2012년 4월 집중호

우, 2011년 태풍 “무이파”를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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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fall event Code
Peak flow

Error
(%)

RMSE
(m3/s)Simulated Q 

(m3/s)
Observed Q 

(m3/s)

heavy rainfall in 
November 2011

A1 59.00 50.11 15.07 13.61

A2 62.09 50.11 19.29 16.00

A3 60.00 50.11 16.48 14.39

B1 59.39 50.11 15.62 13.81

B2 69.80 50.11 28.21 19.84

B3 67.94 50.11 26.24 18.89

C1 57.84 50.11 13.36 12.24

C2 52.53 50.11 4.60 7.48

C3 50.16 50.11 0.10 5.54

heavy rainfall in 
April 2012

A1 144.42 139.55 3.37 15.62

A2 146.49 139.55 4.74 15.77

A3 143.41 139.55 2.69 15.63

B1 144.88 139.55 3.68 15.47

B2 146.99 139.55 5.06 15.84

B3 143.86 139.55 3.00 15.38

C1 143.66 139.55 2.86 16.13

C2 145.71 139.55 4.23 16.04

C3 142.68 139.55 2.19 14.78

Typhoon "Muifa" in 
2011

A1 301.65 316.37 -4.88 -

A2 326.56 316.37 3.12 -

A3 317.42 316.37 0.33 -

B1 305.55 316.37 -3.54 -

B2 346.80 316.37 8.77 -

B3 339.72 316.37 6.87 -

C1 302.14 316.37 -4.71 -

C2 309.01 316.37 -2.38 -

C3 320.86 316.37 1.40 -

Table 5. Optimum parameter combination

Table 5와 같다.
최적 매개변수 산정 결과 유속을 도입한 도달시간 

산정방법인 KravenⅡ, 유역형상 및 도달시간을 고려

한 저류상수 산정방법인 Sabol 방법이 가장 적합한 것

으로 판정되었다(Table 5). 2011년 11월 집중호우 사

상의 첨두유량 도달시간은 18일 13시 30분으로 관측

값과 일치하였으며, 첨두유량 오차 0.10%, RMSE 
5.54로 가장 적합한 조합으로 분석되었다. 2012년 4
월 집중호우 사상 첨두유량 도달시간은 21일 14시 50

분으로 관측치와 20분 차이로 가장 일치하고, 첨두유

량 오차 2.19%, RMSE 14.78, NSE 0.89로 가장 적합

하였다. 2011년 8월 태풍 “무이파” 사상의 첨두유량 

도달시간은 8일 15시로 관측치와 1시간 차이로 가장 

일치하고, 첨두유량 오차 1.49%, NSE 0.78로 가장 적

합한 조합으로 분석되었다(Fig. 4). 태풍 “무이파” 사
상 발생 시 저류지 효과로 인하여 관측치와 모델결과

와 RMSE 검토는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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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4. Optimum parameter combination: (a) heavy rainfall in November 2011; (b) heavy rainfall in April 2012; (c) Typhoon 
"Muifa" in 2011.

도달시간 경험식 중에서 Kirpich 공식과 Rziha 공
식은 농경지 소유역을 대상으로 유도된 공식으로 유

로연장과 경사만을 매개변수로 도출하는 방법이다. 
제주도 하천은 상류부 급경사 임야지역, 중․하류부 

경사 도심․과수원지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연하

천의 경사별 유속을 적용하는 KravenⅡ 공식이 합리

적인 값을 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역의 저류상

수는 유로연장과 경사를 매개변수로 도출하는 Clark 
공식과 도달시간과 같은 개념으로 판단하는 Russel 
공식은 제주도와 같이 유역의 형상이 직류형에 가깝

고 경사가 급한 지역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유역의 도

달시간과 형상을 동시에 고려하여 산정하는 Sabol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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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결 론

제주도 하천은 매우 특이한 수문․지질학적 특성

을 보이고 있어 국내에서 적용되는 하천유출량 산정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나 제주

도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서는 국내 산정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있어 제주도 수문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유역

의 호우사상을 대상으로 HEC-HMS 모형의 매개변수

에 대하여 민감도분석을 수행하여 제주도 하천에 지

배적인 매개변수를 제시하였으며, 현장에서 관측한 홍

수유량자료 및 제주도 관측자료와 비교․분석하여 최

적 조합 매개변수(Clark 단위도법 도달시간: KravenⅡ 
방법, 저류상수: Sabol 방법)를 도출하였다. 향후 보다 

정밀한 홍수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유량

관측자료의 구축, 강우 및 차단으로 발생하는 손실부

분에 대한 정확한 관측 및 추정이 필수적이다. 제주도 

하천 현장관측자료에 기반한 하천유출특성 해석(상승

기, 하강기, 첨두유량), 수문지질학적인 특성을 반영

한 유역추적, 도달시간, 저류상수 등 다양한 제주형 매

개변수와 유도식 개발 등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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