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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유역의 수문학적 특성을 고려한 관측자료 기반 홍수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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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reviewed the applicability of the existing flood discharge calculation method on Jeju Island Han Stream 

and compared this method with observation results by improving the mediating variables for the Han Stre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when the rain-discharge status of the Han Stream was analyzed using the flood discharge 
calculation method of the existing design (2012), the result was smaller than the observed flood discharge and the flood 
hydrograph differed. The result of the flood discharge calculation corrected for the curve number based on the terrain 
gradient showed an improvement of 1.47 - 6.47% from the existing flood discharge, and flood discharge was improved 
by 4.39 - 16.67% after applying the new reached time. In addition, the sub-basin was set separately to calculate the flood 
discharge, which yielded an improvement of 9.92 - 32.96% from the existing method. In particular, the steepness and 
rainfall-discharge characteristics of Han Stream were considered in the reaching time, and the sub-basin was separated 
to calculate the flood discharge, which resulted in an error rate of –8.77 to 8.71%, showing a large improvement of 7.31 
- 28.79% from the existing method. The flood hydrograph also showed a similar t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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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제주도는 연평균 강수량이 전국의 약 1.5배인 

2,061 에 달하는 우리나라 최다우지역이지만 양호

한 투수성 지질특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하천은 평상

시 건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강우에 

의해 점진적으로 하천유량이 증가하는 내륙지역과는 

달리 하천 표층이 포화된 후 갑작스럽게 하천유출이 

발생한다(Jung and Yang, 2009). 제주지역은 지구온

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의 

Received 14 October 2017; Revised 13 December, 2017; 
Accepted 15 Dec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Sung-Kee Yang, Professor,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63243, Korea 

 Phone : +82-64-754-3451
 E-mail : skyang@jejunu.ac.kr

ⓒ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322 양성기 김민철 강보성 김용석 강명수

Altitude (m) Area ( ) Ratio (%) Slope (°) Area ( ) Ratio (%)

Blow 200 5.37 14.36 Blow 5 9.22 24.66

200 ~ 600 13.39 35.81 5 10 10.91 29.18

600 ~ 1,000 8.51 22.76 10 30 14.80 39.57

Over 1,000 10.12 27.07 Over 30 2.46 6.58

Total 37.39 100.00 Total 37.39 100.00

Table 2. Altitude and slope characteristics of Han stream

Stream Area ( ) Length ( ) Shape of factor Average slope (%)

Han stream 37.39 20.18 0.09 22.88

Table 1. Characteristics of Han stream basin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어 자연재

해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Kang 
et al., 2014). 

제주도는 2007년 발생한 태풍 ‘나리’ 이후 유역종

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에서 홍수설계빈도를 50
년에서 100년으로 상향조정하여 설계홍수량을 산정

하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빈도의 증가로 수

공구조물 안전성이 문제되고 있다(Kang et al., 2015). 
제주도의 하천은 내륙지역과 매우 상이한 수문지

질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유역의 홍수 피해를 경

감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하천기본계획에서의 설계

홍수량 산정은 내륙지역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수공구조물 등 치수구조물의 규모 결

정 시 설계홍수량은 매우 중요하지만 설계홍수량 산

정요령(국토부, 2012)을 제주도 하천에 적용시킬 경

우 많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제주도 하천에 적합한 

설계홍수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수문지질학

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실제 하천 현장에서 관측

한 유량자료와 비교·검정을 실시하여 최적 매개변수

를 산정해야만 한다.
Kim and Lee(2006)는 우리나라의 설계홍수량 산

정기법에 대한 일반적인 관행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시

하였으며, An and Jeong(2014)는 국내 약 50여개 지

점의 세밀한 강우-유출자료의 검증 및 최적 매개변수 

검정을 실시한다면 국내유역의 특성이 현실적으로 반

영된 홍수량 산정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하였다. 
Kanak et al.(2015)은 제주 한천유역을 대상으로 도

달시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Clark 단위도법

을 활용한 결과 실제 관측자료와 많은 오차가 발생하

였다. Choi et al.(2015)은 상대적으로 유역면적이 작

은 지역에서는 강우-유출 해석 후 연 최대 첨두홍수량 

빈도해석방법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며 유역의 형상, 
경사 등 홍수량 산정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에 대하여 

추가연구로 보다 합리적인 홍수량 산정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현장의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홍수량을 산정하기 위해 제주도 한천유역에서 2012
년부터 2016년까지 표면영상유속 관측기법을 적용하

여 유출량을 관측하였으며 14개 사상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였다. 표면영상유속기법을 활용한 제주도 하천

의 현장관측은 많은 연구 및 논문을 통하여 검증되었

다(Kim, 2013; Kim et al., 2013).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설계홍수량 산정방법으로 한천유역의 호우사상

별 홍수량을 산정한 후 실제 유출수문곡선과 비교·검
토하여 홍수량 산정요령의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또
한 한천유역 특성에 따른 매개변수들을 수정하고 각

각 산정된 결과를 실제 관측결과와 비교·분석하여 제

주지역에 적합한 홍수량 산정 방법의 개선방안을 도

출하였다. 14개 사상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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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basin.

그 중 강우-유출사상이 가장 크게 발생된 3개 사상(볼
라벤, 산바(2012), 차바(2016))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지역

제주도는 대부분의 하천이 남북사면에 급경사지로 

형성되어 있고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이 많아 홍수

유출 시 천변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하천 

하류부인 해안지역에 도심이 위치하고 인구가 밀접되

어 더욱 큰 피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을 가로지

르는 하천 중 과거 하천범람에 의해 가장 큰 피해가 발

생했던 제주도 한천유역을 연구대상 유역으로 선정하

였다(Fig. 1).
한천의 유역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주도 수치

지형도(1/5,000)를 이용하여 유역면적 및 연장, 형상

계수 등을 GIS로 분석하였다. 한천유역은 한라산 북

쪽 정상부에서 발원하여 해안으로 유하하는 하천으로 

유역면적은 37.39 , 유로연장은 20.18 이다. 특히, 
하천유역의 폭은 1.75 로 연장에 비해 매우 작은 특

성을 보이고 있으며 형상계수는 0.09로 국내 평균인 

0.2 보다 매우 작게 나타났다(Table 1).
한천유역의 표고를 분석한 결과 표고 200 m이하의 

지역은 유역전체의 14.36%(5.37 ), 200 ~ 600 m 지
역은 35.81%(13.39 ), 600 ~ 1,000 m 지역은 22.76% 
(8.51 ), 1,000m이상 지역은 27.07%(10.12 )로 분

석되었다. 또한 한천유역의 경사 분포는 5° 이하의 평

탄 및 완경사지가 전체면적의 24.66%(9.22 ) 였으

며, 5 ~ 10° 경사지역은 29.18%(10.91 ), 10 ~ 30° 
경사지역은 39.57%(14.80 ), 30° 이상 경사지역은 

6.58%(2.46 )로 분석되었다(Table 2).

2.2. 적용 호우사상

홍수기의 하천유량 관측 자료는 홍수량 분석 시 강

우-유출모델의 검·보정에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

하나 홍수유출 발생 시 기상악화 및 빠른 유속 등 악조

건으로 인하여 실제 현장관측을 통한 자료 확보는 매

우 어렵다(Yang et al., 2012). 특히 제주도 하천은 집

중호우 발생 시 짧은 기간(1~2일) 동안 돌발유출이 발

생하고 연평균 유출횟수는 12.5회로 매우 적기 때문

에 유량관측이 매우 힘든 지역이다(Park and Moon, 
2010).

한천유역에서는 평균적으로 유효강수량 66 이

상, 유출지속시간 14.1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하천유

출이 발생한다(Seo et al., 2014). 2012년부터 2016년
까지 현장관측을 통해 확인한 유역의 유출발생 빈도

는 2012년 7회, 2013년 1회, 2014년 4회, 2015년 1회, 
2016년 1회로 총 14회였으며 풍수기인 7월 9월 경 

많이 발생되었다. 14건의 유출사상 중 첨두유출량이 

100 cms 이하인 사상은 4건, 100 ~ 400 cms 사상은 7
건, 400 cms 이상은 3건으로 분석되었다(Table 3). 그 

중 본 연구에서 홍수량 검증자료로 활용한 사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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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ime of occurrence Rainfall event Peak flow (cms)

1 2012.04.21 Severe rainfall 162.36

2 2012.04.25 Severe rainfall 54.42

3 2012.07.18 Typhoon ‘Khanun’ 167.36

4 2012.08.23 Severe rainfall 128.25

5 2012.08.28 Typhoon ‘Bolaven’ 431.82

6 2012.08.30 Typhoon ‘Tembin’ 139.70

7 2012.09.17 Typhoon ‘Sanba’ 544.69

8 2013.05.27 Severe rainfall 106.74

9 2014.07.06 Severe rainfall 58.20

10 2014.07.09 Severe rainfall 45.77

11 2014.08.02 Typhoon ‘Nakri’ 331.55

12 2014.09.24 Typhoon ‘Fungwong’ 32.84

13 2015.07.11 Typhoon ‘Chanhom’ 289.63

14 2016.10.05 Typhoon ‘Chaba’ 846.33

Table 3. Peak flow by heavy rainfall history observed in Han stream for the last 5 years

Fig. 2. Flow chart of rainfall-runoff simulation process in HEC-HMS.

첨두유출량이 400 cms 이상으로 가장 큰 홍수유출이 

발생했던 2012년 태풍 ‘볼라벤’, ‘산바’, 2016년 태풍 

‘차바’ 사상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2.3. 홍수량 산정방법

유역별 홍수량 산정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활용되

는 설계홍수량 산정요령(국토부, 2012)을 참고하였으

며 HEC-HMS 모형을 이용하여 실제 강우사상에 따

른 홍수량 검증을 수행하였다. HEC-HMS는 유역 내 

홍수유출 해석을 위해 개발된 모형으로 강우로 인한 

유역의 지표면 유출을 해석하는 단일사상(single 
event) 유출모형이다(Fig. 2). 홍수량 검증 및 본 논문

에서 제시한 사상들의 강우자료는 AWS 및 기상관측

지점(제주, 아라, 어리목, 진달래밭, 윗세오름)의 시강

우 자료를 이용하였다(Fig. 1).
설계홍수량 산정요령(국토부, 2012)에서 유역면적

이 250 이하인 경우 1개의 단일유역으로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대상 유역인 한천을 단일유역으로 

적용하여 홍수량을 산정하였다. 홍수량 산정을 위한 

매개변수 중 강우 손실은 SCS 유출곡선지수를 적용

하였으며 유효우량은 지역성을 띄지 않고 객관적 방

법인 Clark 단위도법을 적용하였다. Clark 방법은 순

간단위도의 개념을 이용하여 유역당 하나의 단위도를 

유도하며 도달시간과 저류상수가 적용된다. 도달시간

과 저류상수는 설계홍수량 산정요령에서 제시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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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asin characteristics and division of sub basin of Han stream.

같이 경험공식 중 각각 연속형 Kraven 공식과 Sabol 
공식(Sabol, 1988)을 채택하여 산정하였다.

2.4. 유역특성에 따른 매개변수 보정

2.4.1. 지형 및 경사를 통한 CN보정

홍수량 산정을 위한 유효우량 산정 시 미국에서 개

발된 SCS 방법을 채택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하도록 

개선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설계홍수량 산정요령(국토부, 2012)에서 토지이용

형태 및 토양군을 국내 토지이용분류 기준에 맞춰 유

출곡선지수를 제시하고 있으나 경사도에 따른 적용성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유효우량 산정을 위한 SCS 
방법은 미국 중서부 지역(경사도 5% 미만)을 기준으

로 개발된 방법으로 연구대상 유역인 한천유역(평균

경사가 22%, 산간지역은 40% 이상의 급경사)에 적용 

시 상당한 오차가 발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

존 SCS의 유효우량 산정방법에 지형경사를 고려할 

수 있는 CN 보정식을 적용하여 유효우량을 산정하였

다.
지형경사를 고려한 CN 보정식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대표 경험식으로 Sharpley and Williams 
(1990), Huang et al.(2006)에 의한 식이 있다. Huang 
et al.(2006)에 의한 보정식은 Sharpley and Williams 
(1990) 식에 비해 경사에 따른 CN 값의 차이가 크지 

않고 CN II와 CN III를 이용한 보정이 가능하여 국내 

및 도내 연구사례에서 활용도가 높은 Sharpley- 

Williams(1990) 방법을 적용하였다.

Ⅱ 
ⅢⅡ⦁

                 ⦁exp⦁Ⅱ  (1)

 Ⅱ


 ⅢⅡ
Ⅱ    (2)

여기서, Ⅱ는 경사를 고려한 Ⅱ이며, 
는 경사, 는 최대잠재보유수량, Ⅱ Ⅲ는 선

행토양함수조건을 띈 유출곡선을 의미한다. 

2.4.2.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한 도달시간 산정

도달시간 산정 시 경험공식 중 가장 적합한 연속형 

Kraven 공식을 활용할 경우 최대 유속은 4.5 m/s 이내

로 제한되어 있다. 반면, 제주도 하천은 홍수유출 발생 

시 최대 유속이 7 m/s를 상회하고 있어 경험공식의 적

용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Kim and Ahn(2016)은 제주도 한천을 연구대상유

역으로 선정하고 8년(2008~2015) 동안의  강우 및 유

출 자료를 활용하여 한천 특성에 맞는 도달시간 산정 

연구를 수행하였다. 관측 수문사상에 대하여 홍수수

문곡선을 유도한 후 산정된 도달시간을 유로연장, 경
사 등의 지형인자와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도달시간

( )을 산정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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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yphoon Bolaven (25-29 August, 2012) 

(B) Typhoon Sanba (13-17 September, 2012)

(C) Typhoon Chaba (02-06 October, 2016)

Fig. 4. Comparison of flood discharge calculation based on mediating variable correction.

Evnet Peak flow by observation 
(cms) Peak flow by simulation flood (cms) Error

(cms)
Error rate

(%)

Bolaven 431.82 322.86 108.96 25.23 

Sanba 544.69 466.53 78.16 14.35 

Chaba 846.33 528.46 317.87 37.56

Table 4. Comparison of flood discharge calculation and error by simulation flood discharge estimat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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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yphoon Bolaven (25-29 August, 2012) 

(B) Typhoon Sanba (13-17 September, 2012)

(C) Typhoon Chaba (02-06 October, 2016)

Fig. 5. Comparison of flood discharge calculation by simulation flood discharge estimate method.

여기서 는 유역의 출구지점까지 도달하는 시간

인 도달시간이며 은 유로연장(km), 는 하상경사를 

의미한다. 한천유역의 지형인자와 강우-유출 자료 간 

상관분석을 통하여 도달시간 공식을 유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규 개발된 도달시간 공식을 적용하

였다. 

2.4.3. 토지피복 및 토양도 특성에 의한 소유역 구분

설계홍수량 산정요령(국토부, 2012)에서는 소유역 

분할로 인한 하도추적을 포함할 경우 홍수량이 크게 

산정되므로 유역면적이 250 이하인 경우 단일유역



1328 양성기 김민철 강보성 김용석 강명수

Evnet
Peak flow by 
observation

(cms)

Peak flow by 
simulation flood 

(cms)

Error of flood discharge by parameter calibration

CN Tc Sub basin

Error
(cms)

Error rate
(%)

Error
(cms)

Error rate
(%)

Error
(cms)

Error rate
(%)

Error
(cms)

Error rate
(%)

Bolaven 431.82 108.96 25.23 91.99 21.30 89.99 20.84 64.59 14.96

Sanba 544.69 78.17 14.35 70.17 12.88 38.31 7.03 -24.16 -4.44 

Chaba 846.33 317.87 37.56 263.28 31.11 176.82 20.89 -38.89 -4.60 

Table 5. Comparison of flood discharge calculation and error based on mediating variable correction

으로 산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반면, Park(2015)은 

유역의 형상계수가 극히 작을 경우 홍수량이 과소 산

정됨에 따라 유역 형상계수가 0.2 이하인 경우 적절한 

소유역 구분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연구대상 

유역인 한천은 형상계수가 0.09로 극히 작은 값을 나

타내고 있어 단일유역으로 적용 시 홍수량이 과소 산

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역경사 및 

토지이용, 토양군 등 유역특성인자들을 분석하고 대

표 관측지점 및 소하천 합류지점 등을 고려하여 4개의 

소유역으로 구분하였다(Fig. 3). 

3. 결과 및 고찰

3.1. 기존 홍수량 산정요령에 의한 분석결과

제주도 한천을 대상으로 홍수량 산정 시 국토부에

서 제시한 홍수량 산정요령(2012)의 적용 가능성 확

인을 위하여 관측 14개의 사상 중 3개의 사상 볼라벤

(2012), 산바(2012), 차바(2016)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산정요령에 의한 홍수량 산정 결과(2012 
: Simulated flow in 2012) 태풍 볼라벤은 322.86 cms
로 현장관측 자료(Observed flow)와 108.96 cms의 오

차가 발생하였고, 태풍 산바는 466.53 cms로 78.16 
cms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또한 태풍 차바의 홍수량 

모의결과 528.46 cms로 317.87 cms의 오차가 발생하

여 실제 관측홍수량 대비 작게 모의되었다(Table 4). 
관측 홍수량 자료는 강우가 줄어듦에 따라 홍수량도 

급격하게 작아지는 반면, 본 연구에서 산정된 홍수량

은 완만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Fig. 4).

3.2. 매개변수 보정에 의한 홍수량 결과

한천유역의 CN 산정 시 소유역 구분에 따른 CN값

을 각각 산정하였으며 소유역별 경사를 고려한 CN값

(상류지역부터 Sub-1 73.07, Sub-2 72.95, Sub-3 
73.73, Sub-4 81.15)은 기존 70.15 대비 상승하였다. 
HEC-HMS를 활용한 홍수량 모의 결과 설계홍수량 

산정방법 대비 CN이 상승함에 따라 8.00 ~ 54.59 cms
의 홍수량이 상승하였으며(change-CN) 1.47 ~ 6.45% 
오차율이 개선되었다(Table 5). 그러나 CN 보정에 따

른 홍수량 모의 결과(change-CN)는 관측유량과 12.88 
~ 31.11%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어 수문곡선이 상이

한 결과를 보였다(Fig. 5).
한천유역의 도달시간 산정 시 기존 경험공식이 아

닌 신규 도달시간 공식으로 산정한 결과(change-Tc) 
0.87 시간으로 연속형 Kraven 공식 결과인 1.28 시간

보다 0.41 시간 단축되었다. 이로 인한 홍수량은 기존

방법 대비 18.97 ~ 141.05 cms 상승하였으며, 4.39 ~ 
16.67% 오차율이 개선되었다(Table 5). 그러나 신규 

도달시간 공식에 따른 홍수량 모의 결과(change-Tc)
는 관측유량과 7.03 ~ 20.89%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

어 수문곡선이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Fig. 5).
한천유역의 토지피복 및 토양도 특성에 따라 소유

역을 구분하여 홍수량을 산정한 결과(change-4basin) 
44.37 ~ 356.76 cms 상승하였으며 9.92 ~ 32.96% 오
차율이 개선되었다(Table 5). 소유역 구분에 따른 홍

수량 모의결과(change-4basin)는 관측유량과 4.60 
~ 14.96%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많은 오차율이 

개선되어 수문곡선이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Fig. 5).

3.3. 보정 매개변수 조합에 따른 홍수량 산정

설계홍수량 산정요령(국토부, 2012)은 소유역 분할 

시 유역면적이 작아짐에 따라 홍수도달시간이 짧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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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yphoon Bolaven (25-29 August, 2012) 

(B) Typhoon Sanba (13-17 September, 2012)

(C) Typhoon Chaba (02-06 October, 2016)

Fig. 6. Comparison of flood discharge calculation based on the combination of correction mediating variables.

단위도 종거의 첨두치가 증가하여 첨두홍수량이 크게 

증가될 뿐만 아니라 저류효과로 인한 홍수량 감소가 

매우 작기 때문에 250 이하의 유역은 단일유역으

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 하천유역은 대부분 가파른 경사 특성을 띄

고 있으며 내륙지역의 유역특성과는 달리 유역의 형

상계수가 매우 작고 홍수 유출 발생 시 7 m/s 이상의 

빠른 유속으로 급격한 유출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제

주도 하천을 대상으로 홍수량 산정 시 제주형 특성이 

반영된 매개변수 산정 및 조합을 통한 홍수량 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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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net
Peak flow by 
observation

(cms)

Peak flow by 
simulation flood 

(cms)

Error of flood discharge with combination by parameter calibration

CN, Tc Tc, Sub basin Tc, CN, Sub basin

Error
(cms)

Error rate
(%)

Error
(cms)

Error rate
(%)

Error
(cms)

Error rate
(%)

Error
(cms)

Error rate
(%)

Bolaven 431.82 108.96 25.23 77.48 17.94 50.49 11.69 37.62 8.71 

Sanba 544.69 78.17 14.35 31.78 5.83 -35.11 -6.45 -38.35 -7.04 

Chaba 846.33 317.87 37.56 139.91 16.53 -61.30 -7.24 -74.19 -8.77 

Table 6. Comparison of flood discharge calculation and error based on the combination of correction mediating variables

필요하다.
한천 유역의 경사를 고려한 CN과 신규 도달시간을 

적용하여 홍수량을 산정한 결과(Tc+CN) 5.83 ~ 
17.94%의 오차율을 보였으며, 기존 홍수량 대비 7.28 
~ 21.03% 개선되었다. 신규도달시간과 소유역을 구

분하여 홍수량을 산정한 결과(Tc+4basin) 7.24 ~ 
11.69%의 오차율을 보이고, 기존 대비 7.91 ~ 30.32% 
개선되었다. 수정된 3개의 매개변수를 조합하여 홍수

량을 산정한 결과(CN+Tc+4basin) 7.31 ~ 28.79% 오차

가 개선되어 8.77 ~ 8.71%의 오차율을 보였으며 수문

곡선 또한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Fig. 6, Table 6).

4. 결 론

제주도 한천유역을 대상으로 기존의 홍수량 산정

방법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한천유역의 유역특성에 

따라 매개변수를 개선하여 실제 관측결과와 비교·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계홍수량 산정요령(국토부, 2012)의 방법으로 한

천유역의 실제 강우-유출사상을 분석한 결과 관측 홍

수량 대비 전체적으로 작게 산정되었으며, 홍수수문

곡선 또한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급

격한 지형조건과 상대적으로 빠른 유출시간에 대한 

지역특성이 명확히 적용되지 못하고 유역의 형상계수 

대비 비교적 큰 유역면적에 따라 증가되는 도달시간

으로 인해 실제 관측결과와 큰 오차를 나타내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소유역별 경사를 고려한 CN값(상류지역부터 

Sub-1 73.07, Sub-2 72.95, Sub-3 73.73, Sub-4 81.15)
은 기존 대비 상승하였으며, 지형경사에 따라 CN을 

보정하여 홍수량을 산정한 결과 기존 홍수량 대비 

1.47 ~ 6.45% 개선되었다. 한천유역의 도달시간 산정 

시 기존 경험공식이 아닌 신규 도달시간 공식으로 산

정한 결과 0.87 시간으로 기존 도달시간보다 0.41 시
간 단축되었으며 신규도달시간을 적용하여 홍수량을 

산정한 결과 4.39 ~ 16.67% 개선되었다. 또한 소유역

을 구분하여 홍수량을 산정한 결과 기존방법 대비 

9.92 ~ 32.96% 개선되어 각각에 대한 보정 방법이 적

합하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한천유역의 경사

특성, 강우-유출특성을 고려한 도달시간, 소유역 구분

을 통해 홍수량을 산정한 결과 오차율은 8.77 ~ 
8.71%으로 기존대비 7.31 ~ 28.79% 대폭 개선된 결

과가 산출되었으며 홍수수문곡선 또한 유사한 경향성

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기존 설계홍수량 산정요령(국토부, 2012)을 

제주지역에 반영 시 실제 관측 자료를 통한 적용성 검

토가 필요하며, 제주도 하천유역의 홍수량을 명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지형적 특성 및 유출특성 등을 고

려할 수 있는 보정방법과 도달시간 적용, 소유역 분할 

방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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