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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ast few years, various damages have occurred in the vicinity of rivers due to flooding. In order to alleviate such flood damage,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measures are being established, and one of the important non-structural measures is to establish a flood 

warning system. In general, in order to establish a flood warning system, the water level of the flood alarm reference point is set, the 

critical flow corresponding thereto is calculated, and the warning precipitation amount corresponding to the critical flow is calculated 

through the Geomorphological Instantaneous Unit Hydrograph (GIUH) rainfall-runoff model. In particular, when calculating the critical 

flow, various studies have calculated the critical flow through the Manning formula. To compare the adequacy of this, in this study, the 

critical flow was calculated through the HEC-RAS model and compared with the value obtained from Manning’s equation.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it was confirmed that the critical flow calculated by the Manning equation adopted excessive alarm precipitation 

values   and lead a very high flow compared to the existing design precipitation. In contrast, the critical flow of HEC-RAS presented an 

appropriate alarm precipitation value and was found to be appropriate to the annual average alarm standar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seems more appropriate to calculate the critical flow through HEC-RAS, rather than through the existing Manning equation, 

in a situation where various river projects have been conducted resulting that most of the rivers have been surve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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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지난 수년간 하천 인근에서 홍수로 인하여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홍수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들을 세워 홍수 

경감에 노력하고 있으며, 중요한 비구조적 대책 중의 하나가 홍수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홍수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홍수경보 기준지점의 수위를 먼저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계유량을 산출한다. 그리고, 강우-유출모형(특히, GIUH)을 통하여 한계유량에 대응하

는 경보강수량을 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특히 한계유량을 산출하는 경우, 다양한 연구에서 하천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때문에 Manning 

공식을 변수로 사용하여 한계유량을 산출하여왔다. 이에 대한 적정성을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HEC-RAS 모형을 통하여 한계유량을 계산하

였고 Manning 공식에서 나온 값과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한계유량 산정공식(Manning 공식을 변수로 사용)에서 산출된 한계유량은 과다한 경보

강수량값을 채택하고 기존 설계강수량에 비해서도 매우 큰 값이 계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HEC-RAS의 한계유량값은 적정한 경보강

수량 값을 제시하였고 연평균 알람 기준에도 적정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현재 다양한 하천사업이 이루어져 대부분의 하천의 측량

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기존의 Manning식에 의한 한계유량 산출보다는 강우-유출모형(GIUH)으로부터 산정된 유량 자료를 입력조건으로 하여 

HEC-RAS를 통한 한계유량 및 경계 수위를 산정 해야 하는 것이 보다 적정해 보인다.

핵심용어: GIUH, 예측, 홍수예경보시스템, 강우유출모형, 반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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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천 인근 지역에서는 홍수로 인하여 지난 수년간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홍수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구조적 및 비구조적 대책들을 세우고 있다. 

중요한 비구조적 대책 중의 하나가 홍수경보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홍수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홍수경보 기준지점의 수위를 설정하며 이에 대응하는 한계유

량을 산출하고 강우-유출모형을 통하여 한계유량에 대응하

는 경보강수량을 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홍수경보시

스템을 위한 강우-유출모형을 지형학적 순간단위유량도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Kim et al., 2018; Sahoo and 

Jain, 2018; Mohammadi et al., 2019; Bamufleh et al., 2020).

특히, 한계유량을 산출하는 경우, 측량성과의 부재 영향으

로 다양한 과업 및 연구에서 Manning 공식을 통하여 한계유

량을 산출하고 있다(Kim et al., 2003; Ahn et al., 2005; Oh 

et al., 2006; Kim et al., 2018). 하지만 Manning식은 하천 상류

에서의 흐름에 대한 정보 없이 단순히 하천 특정지점의 정보

만을 활용하여 유량의 정확한 산출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anning식에 의해서 산출되는 한

계유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산출 방식을 제시

하기 위해 HEC-RAS 모형을 통하여 한계유량을 계산하였고 

Manning식에서 나온 값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홍수경

보를 위한 홍수위 및 강수량 산정절차를 2장에서 설명하고 본 

연구에서 적용되는 모형의 이론을 3장에서 설명하며 대상 유

역 및 특성을 4장에서, 결과 및 결론을 5장과 6장에 나타내었다.

 

2. 홍수경보를 위한 홍수위 및 강수량 산정절차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홍수경보를 위한 강수량 및 경보 

수위를 산정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강우-유출모형을 구축한다. 일반적으로 홍수경보를 위

한 강우-유출모형은 지형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

게 다루어져 지형학적 순간단위유량도(Geomorphological 

Instantaneous Unit Hydrograph, GIUH)를 적용한다. 또한, 

유효강우량 산정을 위해서 Curve Number (CN)를 이용하

게 된다.

2) 구축된 강우-유출모형을 바탕으로 다양한 설계강우량(P, 

mm)별 첨두홍수량(Qp, m
3/s)을 산정한다. 이때 사용되는 

강우량은 CN값을 통하여 유효강우량을 산정하며 선행강

우를 가정하여 CN (III) 상태의 값을 적용한다. 또한, 홍수

에 취약한 상태를 고려하기 위해 초기손실을 무시한 상태 

(i.e. Ia=0)로도 홍수량을 산정한다.

3) 다음으로, 홍수경보를 실시하는 수위관측지점에서 경보

발령 수위를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경보 발령 수위는 제방

의 범람 및 붕괴 상황에 대비하거나, 또는 인명의 안전 확보

를 위해 하천의 수심이 50 cm이상으로 증가할 때를 기준으

로 하고 있다. 

4) 설정된 경보발령 수위에 대응되는 한계유량(Qd, 
)을 

산출한다. 한계유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수위관측지점

의 경사 및 단면을 반영한 Manning 공식을 사용하거나 유

량에서 수위를 구할 수 있는 수문모형(e.g. HEC-RAS)을 

사용하여 경보발령 수위에 대응하는 유량을 구할 수 있다.

5) 마지막으로, 산정한 한계유량(Qd, m
3/s)과 대응되는 첨두

홍수량(Qp, m
3/s)를 가지는 경보발령 강수량(P, mm)값을 

구하게 된다.

Fig. 1. Estimation procedure of rainfall and water level for flood 

w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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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의 기본이론

3.1 지형학적 순간단위유량도(GIUH)

지형학적 순간단위유량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하천망을 

Horton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유역의 최대 

하천차수(Ω)를 가지는 하천망 구분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

수하여 분류하게 된다(Strahler, 1952). 

1) 유역 표면상의 흐름을 통해 하천을 시작하는 하도는 일차하

천망으로 정의된다.

2) 차수가 동일한 w인 두 하천이 합류하게 되면 합류된 하류의 

하천차수는 w+1이 된다. 

3) 다른 차수의 두 하천이 합류하게 되면 하류의 하천차수는 

합류된 두 개의 하천차수 중 큰 차수를 가진다.

GIUH에는 하천특성을 반영한 Horton의 법칙에서 기인한 

변수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하천의 분기비(RB), 길이비

(RL), 면적비(RA)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2)




  (3)

여기서 ,  , 는 w 차수에서의 하도 개수, 평균 길이 및 

평균면적을 의미한다. 여기서 분기비, 길이비, 면적비의 값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로그스케일로 치환된 값을 차수별로 도

시하여 경사값을 구하고, 경사값들로부터 RB, RL, RA를 구할 

수 있다.

산정되어진 Horton의 계수 값을 바탕으로 홍수경보에 사

용되는 첨두홍수량(, 
) 및 첨두도달시간(, )을 아

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Rodríguez-Iturbe and Valdés, 1979; 

Valdés et al., 1979; Rodríguez-Iturbe et al., 1982). 

 


 


  


   (4) 

  
  (5)

여기서,  은 Eq. (6)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는 Eq. (7)에 

의해 구할 수 있다.

 








 (6) 

 







 (7) 

여기서, 은 Manning의 조도계수를 나타내며 , 는 최대

차수(Ω)의 경사 및 하천 폭()을 의미한다.   및 은 유효강

우강도() 및 지속시간(min)을 의미한다. 유효강우강

도()는 설정된 강우량을 바탕으로 CN (III)방법을 가지고 유

효강우량을 구하고 이를 지속시간( , min)으로 나누어 유효

강우강도( , )를 구하게 된다. 

Eqs. (4) and (5)에 나타난 첨두홍수량 및 첨두도달시간은 

균등한 유효강우강도()를 가지는 강우에 대해서 삼각형 형

태의 GIUH를 가정하고 Convolution 곱을 취하여 유도한 것

이며, 이는 기존의 특성속도를 이용한 GIUH 식에서 특성속도

를 제외시켜 유도된 것이다(Rodríguez-Iturbe et al., 1982). 

3.2 한계유량 산정방법

홍수경보를 발령하기 위해서는 하천 수위관측지점의 경보

발령 수위를 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계홍수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아래의 Manning 공식을 이용

하게 된다.

 









 (8) 

여기서 는 한계유량(), Y는 수심(m), B는 하폭(m), m

은 형상계수(구형일 경우 0), 는 경사로 표현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유역에 하천의 횡단면도 관측이 이루

어진 상황에서 유출분석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에서는 일반적으로 미공병단에서 개발한 HEC-RAS를 사용

하고 있다. HEC-RAS 모형은 HEC-2 모형의 후속 프로그램

으로 1995년 7월에 미공병단 수리연구소에 의해 보급된 윈도

우용 프로그램으로서 입출력 기능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자료

저장 및 관리, 계산 결과의 그래픽처리 기능 등이 추가되었다.

계산과정은 마찰손실을 고려한 일차원 에너지방정식의 해

에 근거하며 마찰손실은 Manning의 공식을 이용하여 구하게 

되며, 부등류를 표준축차계산법(Standard Step Metho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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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계산되는 방식이다.

이는 아래의 식을 풀어 해당 수위를 계산하게 된다. 




⋅


 


⋅


  (9)

 ∙∙


∙





∙


 (10) 

여기서 H는 기준면에서 수면까지의 높이(EL.m)를 의미하

며, V는 평균유속(), he는 에너지 손실수두(m)를 나타낸

다. 그리고 L은 1번 2번 단면 간의 거리, C는 단면의 확대축소

계수, 는 에너지 보정계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Eq. (8)의 Manning 공식과 HEC-RAS를 이

용한 한계유량을 산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첨두홍수량을 구하

고 이를 발생시킨 강우량 및 강우지속시간을 산정하여 그 적

정성을 판별하였다. 

4. 대상 유역 및 특성

본 연구에서는 진주시의 반성천에 두 개의 지점에 대해서 

홍수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에 대해 실시하였다. 대상 유

역의 위치, 하천차수와 DEM 자료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진주

시 반성천의 경우 지난 2019년 10월 태풍 미탁이 경남을 관통

하면서 평균강수량 201 mm를 기록하며, 다양한 피해를 주었

는데 특히, 반성천에는 하천이 범람하며 일가족이 고립된 후 

구조된 바 있다. 특히, 사봉면 무촌리 지사로 440 m가량은 수심

이 0.5 m ~ 1.5 m로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수난구조보트를 이용해 주택에 접근해 주민을 구조하였다.

반성천은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에 위치하며, 낙동강 

합류점으로부터 약 48 km 상류에서 남강 우안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이다. 유역면적은 125.28 km2, 유로연장 20.60 km, 

하천연장 17.0 km의 중소하천이다. 평균 표고는 EL.98.29 m, 

평균 경사는 약 15.91도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인 분석은 남강 합류부를 기준으로 반성천(Ban-

seong) 전체와 수위관측소 및 홍수경보시설이 설치되는 방촌

교(Bangchon) 및 백야교(Bakya)를 중심으로 산정되었다.

5. 결  과

5.1 GIUH 매개변수 및 첨두홍수량 산정

GIUH모형의 매개변수를 계산하기 위해 유역을 차수별로 

구분하고 Table 1과 같이 차수별 하도개수(Nw), 하도거리(Lw), 

유역면적(Aw)을 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Fig. 3의 그래프

에 도식하고  Eqs. (1) ~ (3)에 있는 하천의 분기비(RB), 길이비

(a) Location of Bangchon and Bakya (b) Stream order of Banseong (c) DEM of Banseong

Fig. 2. Information of location and GIS output

Table 1. Calculated geomorphologic characteristics

Order Nw Lw (km) Aw (km2) S

Banseong

1 85 0.923 0.835

0.009
2 19 1.274 4.504

3 5 5.448 21.626

4 1 13.249 128.107 

Bangchon

1 70 0.9032 0.82

0.009
2 16 1.322 3.035

3 4 5.644 21.398

4 1 7.817 103.284 

Bakya

1 32 0.943 0.759

0.01
2 9 1.422 3.15

3 2 4.514 19.967

4 1 5.346 5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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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 면적비(RA)를 산정하였다(Fig. 3(a)). 특히 RB는  




형태로 나타나므로 log (Nw)를 (Ω‒w) 형태로 도시하여 

기울기를 구하면 그 기울기 값의 역로그(antilog)값이 기울기

가 되어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산정된 지형학적 특성 인자

들이 Table 2에 나타나 있다.

산정된 매개변수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속시간 및 강우

량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첨두홍수량 및 첨두도달시간 값을 

Eqs. (4) and (5)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구해진 강우지속시간

별 첨두홍수량이 Fig. 3(b)에 표시되어 있다. 사용된 강우지속

시간(min)은 [5, 10, 15, 20, 25, 30, 35, 40, 45, 50]이며 표현된 

강우(mm)는 [10, 12, 14, 16, 18, 20, 22, 24, 26]이다. Fig. 3(b) 

and 3(c)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 강우에서 지속시간이 짧을

수록 첨두홍수량은 증가하며 동일 지속시간에서 강우량이 클

수록 첨두홍수량은 증가하게 되는 경향을 볼 수가 있다. 

5.2 경보수위 설정

홍수경보지점에서 하천수위 설정은 하천 내와 하천범람 

시 인명피해를 막고 대피시간을 주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

항이다. 일반적으로 친수활동(물놀이 및 낚시)이 발생하는 지

역의 경우에는 하천 내(제외지) 활동하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

한 경보설정을 포함하여야 하며, 주로 하천범람시를 기준으

로 할 경우에는 홍수위를 기준으로 경보 수위를 설정하는 것

이 적정하다. 본 연구대상지인 반성천의 경우 하천 내의 친수

활동이 발생하고 있어 제외지에서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경보 수위를 산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주의(Yellow) 0.6 m, 경계(Or-

ange) 0.75 m, 심각(Red) 1.0 m로 설정하였다. 이는 주위의 기

존 영천강 하천경보시스템 구축 시 사용한 0.5 m, 0.7 m, 1.0 m

와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강우의 대표 지속시간 또한 기

존에 10분으로 할 경우 과도한 경보가 발령되어 20분으로 조

정한 것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20분 지속시간을 기준으

로 강우량을 산정하였다. 

5.3 산정방법별 한계유량 비교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인 한계유량 산정방법별 한계유량의 

비교를 위해 한계유량 산정공식인(Manning 공식을 변수로 

사용) Eq. (8)과 HEC-RAS (Eq. (9))을 이용하였다. 사용 단면

은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GPS 측량을 통해 얻었으며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보다 정확한 HEC-RAS 모형을 위해 반성

천 하천기본계획(GyeongNam, 2016)에 나온 보고서를 통해 

얻은 설계도를 통해 상류부 하천 단면도를 포함하여 HEC- 

RAS 모형을 구축하였다. 

(a) Horton’s values (b) Peak flow with rainfall duration (c) Peak flow with rainfall amount

Fig. 3. Estimated Horton’s values and estimated flood from GIUH

Table 2. Calculated geomorphologic characteristics for study area

RB RL RA LΩ (km) AΩ (km2) n CN (III)

Banseong 4.333 2.572 5.296 13.249 128.107

0.03 85Bangchon 4.1086 2.209 5.187 7.817 103.284

Bakya 3.288 1.889 4.277 5.346 5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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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는 Table 3에 나온 바와 같다. 나온 결과에서는 

Manning 식이 방촌에서 134 ~ 312 m3/s로 HEC-RAS를 통해 

산정된 값(22 ~ 55 m3/s)에 비해 약 6배 가까이 크게 나타났다. 

백야에서는 Manning 공식을 통해 나온 값이 HEC-RAS에서 

계산된 값보다 약 4배 이상의 한계유량으로 계산되었다. 만일 

Manning 식을 통해 산출된 값을 통해 경보강수량을 산정하게 

될 경우,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분 강수량이 28 ~ 40 

mm로 반성천 하천기본계획에 나타난 80년 빈도 1시간 강우

량인 78 mm에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강우량으로 명백히 과도

하게 산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한계유량 산정공식(Manning 식을 변수로 사

용)에서의 과도한 한계유량을 피하기 위해 최상위 차수의 평

균 하천폭을 사용하거나 조도계수를 증가시키는 방법 등을 

확인하였으나 대부분의 결과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과도

한 강수량 산정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에 비해 HEC-RAS를 통해 산정된 한계유량을 통하여 계

산된 경보강우량은 방촌교에서 13, 15, 18 mm로 확인되었으

며 백야교의 경우에는 15, 17, 19 mm로 확인되었다. 

Fig. 4. HEC-RAS data and its setup water level for Bangchon (left) and Bakya (right)

Fig. 5. Number of average annual alarms exceeding the rainfall 

amount (20 min duration)

Table 3. Estimated critical flow ( , m3/s)

　

Manning HEC-RAS

Bangchon Bakya Bangchon Bakya

Yellow (0.6 m) 134   73 22 18

Orange (0.75 m) 194 105 35 30

Red (1.0 m) 312 169 55 45

Table 4. Estimated peak flow ( , m3/s) from GIUH

Rainfall (mm) (20 min) Bangchon Bakya

10 13 9

12 20 14

14 30 21

16 41 29

18 55 38

20 70 49

22 88 61

24 107 75

26 128 90

28 152 106

30 177 123

32 204 142

34 233 161

36 263 182

38 295 205

40 329 228

42 364 252

44 401 278

46 440 304

48 480 332

50 521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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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진주관측소의 강우량 자료를 바탕으로 연평균 알람 

횟수를 확인하였다(Fig. 5). 확인결과, 13 ~ 17 mm는 연 3 ~ 

4회의 알람 횟수를 가지며, 18 ~ 20 mm의 경우는 연 1 ~ 2회의 

알람 횟수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영천강 유역에서 자동경보시스템의 경우 자주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여 민원 문제 및 실제 위험 상황에서 대처능

력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CNU, 2004)에서도 경보발령은 연 3, 4회 정도 발

령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국립재난연구원(NDMRI, 

2016)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보횟수는 연 2회 정도로 보

고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 1회 정도 경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Manning 식을 바탕으로 산정된 경보강우량을 보면 

연 0.1회 이하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거의 경보발령이 발생

하지 않을 것(10년/1회 이하)으로 판단된다.

6.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반성천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보발령의 기준이 되는 수위 및 강수량 설정 시 한계유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측량성과가 없는 

지역에 사용되는 한계유량 산정공식(Manning 식을 변수로 

사용)과 측량이 되어있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HEC-RAS

를 통한 한계유량 값을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반성천의 경우 Manning 식을 통해 산정된 한계

유량 값에 대응하는 경보발령 강우량 자체가 지나치게 과도하

게 산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를 HEC-RAS로 대체

할 경우 산정된 강우량은 경보발령기준(연 3 ~ 4회 발령)에 적

절하게 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자동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계유량 산

정 시, HEC-RAS를 통하여 산정하는 값이 Manning 식에 의해 

산정된 값보다 더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HEC-RAS 모

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측량값이 필수적으로 존재하

여야 한다. 

지난 십여년 동안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하천사업

을 통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천측량이 이루어져 있으며, 자

료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go.kr)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Manning 식에 의한 한계유량 

산정보다는 HEC-RAS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한계유량 산정

을 통해 홍수경보발령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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