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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요즈음 실용적으로나 학문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수자원에 대한 기본적인 자

료가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으나 이들 자료가 전반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추는 

데는 미흡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강수의 분포로부터 출발하여 지하수위수문곡

선과 하천유출수문곡선의 변화 특성을 국토 전반에 걸쳐 일목요연하게 나타내고자 

한다.』

강수량은 지형에 많은 영향을 받는 바 DTM자료를 통하여 사상별로 그 공

간분포를 파악하며 수문곡선의 변화 특성은 상승경사와 하강경사를 사상별 통계에 

의하여 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과업은 자료수집 및 분석, 통합프로그램작성, 해석 및 적용 체계별

로 동시에 진행되며 또한 4개년 동안 3단계에 걸쳐 수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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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영문요약문)

Although these days the fundamental data on the water resources 

are actively provided, they would be somewhat lack of overall integrity. So 

the object of this study aims at representing clearly the varying 

characteristics of hydrographs on the national scale via the distribution of 

the precipitatio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precipitation, being closely affected by 

topography, would be calculated through DTM data event by event and the 

varying characteristics of hydrographs depicted statistically through 

up-events and down-event.

This study program will be executed simultaneously by three 

categories and three steps, i.e., data acquisition and analysis, integrating 

programming and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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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필요성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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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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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 목표

3.1 준비단계 (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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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내용 및 범위

그림4-1. 한반도 기상의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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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 국가지하수 관측망과 기상관측망의 Thiessen Poly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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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B

post A

Thiessen boundary Topographic boundary

그림 4-3. 강수량관측소 A와 B의 영향범위: 티센다각형의 경계와 개념상 지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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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 

자료수집 및 분석 통합프로그램 작성 해석 및 적용

사업수행

그림 5-1. 연구개발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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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계별 연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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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일반인/전문가가 특정지역의 수문곡선 특성을 추정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나 네트워크 상에

서 확인이 가능한 수문곡선통합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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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요 예산

예산 총액은 4개년 12억 정도이며 매년 소요액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  목 금 액 (천원) 비 율(%)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경비

위탁연구비

140,000

20,000

160,000

80,000

35

5

40

20

합 계 4,000,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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