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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홍수 시나리오를 이용한 평창강 유역의 홍수모의

Flood Simulation using Mega Flood scenarios in Pyeongchang river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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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연속적인 호우 사상으로 인한 심각한 홍수를 거대홍수라고 정의하고, 일정 시간 간격으로

극한 호우 사상이 연속적으로 발생 될 수 있음을 가정하여 가상의 거대홍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최소

무강우 시간 결정(Inter Event Time Definition, IETD)방법을 사용하여 연속적인 강우의 시간 간격을 결정

하였으며, IETD에 의해 산정된 시간 간격 안에서 호우 사상을 연속적으로 발생시켜 평창강 유역을 대상으

로 거대홍수를 모의하였다. 즉, (1) 기록된 극한 호우 사상의 연속적인 발생 (2) 기왕 자료를 기반으로 빈

도해석에 의해 산정된 설계 호우 사상의 연속적인 발생을 가정하여 거대홍수를 모의하였다. 연속 호우 사

상으로 인한 거대홍수는 단일 호우 사상으로 인한 일반 홍수에 비해 6∼17%의 홍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호우 사상으로 인한 홍수량에 비해 뒤에 오는 호우로 인한 홍수량의 증가는 많지 않지만,

연속적인 호우는 두 번의 홍수피해를 가져오므로 가상의 거대홍수로 인한 홍수 피해는 매우 클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가상의 강우 시나리오를 통해 예상하지 못한 연속적인 홍수 재해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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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와 그 피해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태풍 ‘판퐁’과 ‘봉퐁’이 2014

년 일본에서, 태풍 ‘피토’와 ‘다나스’가 2013년 중국에서,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가 2012년 한국에서 연속

적으로 발생 하였다. 이와 같은 연속적인 태풍에 의해 일련의 극한 강우 사상들이 발생하였고, 생명 손실과

재산 파괴를 포함한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가 시급하지만, 연속

적인 호우사상으로 인한 대규모 홍수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 강우

사상이 증가하고,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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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거대홍수의 정의 

기존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 연속적인 호우 사상으로 인한 홍수에 관한 정의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거대홍수란 단기간에 호우 사상이 연속적으로 나타나 엄청나게 큰 홍수가 발생하는 시나리오 상황이라

정의하였다. 즉, 거대홍수란 연속 호우 사상으로 인해 발생한 극한홍수이다. 특히, 집중호우, 이상홍수, 극한

홍수, 돌발홍수, 슈퍼태풍 등으로 인한 홍수피해의 여파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강우사상으로 인하여 피해

가 중첩되어 거대한 홍수가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2.2 거대홍수 시나리오 산정방법

거대홍수 시나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최소 무강우 시간 결정(Inter Event Time Definition, IETD) 방법을

사용하여 연속적인 강우의 시간 간격을 결정 하였다. IETD에 의해 산정된 시간 간격 안에서 호우 사상을 연

속적으로 발생시켜서 거대홍수 시나리오별 홍수 모의를 실시하였다. 태풍 RUSA 발생 시의 강우 자료를 이

용하여 시나리오 1을 구성하였고,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과 2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을 이용하여 시나리오 2,

3을 구성하였다.

3. 결론

평창강을 시범 유역으로 선정하였고, 평창강 유역 인근의 기상 관측소의 강우 자료와 대표적인 강우-유출

모형인 HEC-HMS를 이용하여 거대홍수 모의를 하였다. 총 3가지의 거대홍수 발생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는

데 태풍 RUSA 발생 시의 강우 자료를 이용하여 홍수 시나리오 1을 구성하였고, 확률강우량을 이용하여 홍

수 시나리오 2, 3을 구성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연속 호우 사상으로 인한 거대홍수는 단일 호우 사상으로

인한 일반 홍수에 비해 6∼17%의 홍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일 호우 사상으로 인한 홍

수 피해 보다 거대홍수로 인한 홍수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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