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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댐·저수지 붕괴가 발생하면, 엄청난 유량이 빠

른 속도로 하류로 전파하게 되고 이는 안전한 장

소로 대피하기 위한 대피시간을 짧게 함으로서, 

다른 유형의 홍수와 비교해서 큰 인명피해를 야기

하게 한다. 댐ㆍ저수지 붕괴와 같은 극한홍수 발

생시 경보의 유무의 따라 사망자 수가 평균 19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와 같은 

극한홍수에 대비해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한 비구조적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

는 댐ㆍ저수지 붕괴에 대비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을 의무화하고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단계에 있

으며, 일부 방재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홍수위험지도 및 비상대피

지도 등을 작성하고 있다. 

댐ㆍ저수지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

한 위험경보를 위해서는 비상대처계획, 홍수위험

지도 그리고 사전경보시스템의 수립 및 제작이 중

요하며, 이 3가지 요소의 수립 및 제작을 위해서는 

정확한 댐ㆍ저수지 붕괴 모델링이 선행되어야 한

다. 하지만 댐ㆍ저수지 붕괴로 인한 홍수는 다른 

홍수유형에 비해 발생빈도가 낮으며, 실제 댐ㆍ저

수지 붕괴를 토대한 한 홍수 모델링에 관한 연구

는 많지 않다. 또한, 기존 연구 대부분은 연속적인 

붕괴보다는 단일 댐ㆍ저수지 붕괴에 대해 이루어

졌으며, 국내의 경우는 실제 붕괴에 대한 모델링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본류와 지류의 동시 모의를 가

능하게 하는 Relaxation 기법(Fread and Lewis, 

1998)을 DAMBRK 모형에 추가하여, 2002년 태

풍 루사로 인해 동시에 붕괴된 남대천 유역의 장

현저수지와 동막저수지의 붕괴상황을 재현하였

다. 또한, ASDSO(2005)에서 제안한 흙댐 붕괴지

속시간과 첨두붕괴유량 산정을 위해 경험공식을 

활용한 저수지의 붕괴지속시간 추정 방법을 제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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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배방정식 및 수치기법

DAMBRK 모형은 Eq. (1) and (2)의 연속방정

식과 운동방정식으로 구성된 Saint-Venant 식을 

지배방정식으로 한다. 

(1)

(2)

여기서, = 하천의 흐름방향거리, = 시간, 

= 유량, = 수위, = 유수단면적, = 저류단

면적, = 마찰경사, = 단면변화에 따른 손실

경사, = 측방유출입량, = 측방유출입량에 의한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DAMBRK 모형은 본류와 지류의 지형을 동시

에 반영하여 수리학적 하도추적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Relaxation 기법

을 DAMBRK 모형에 추가하여, 병렬저수지 동시 

붕괴에 따른 합류부에서의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Relaxation 기법의 계산흐름도

는 Fig. 1에 나타내었으며, 구체적인 적용과정은 

Kim and Han(2016)를 참고할 수 있다. 

3. 대상유역

장현저수지와 동막저수지는 2002년 태풍 루사 

Fig. 1. Flowchart of Relaxation scheme Fig. 2.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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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습시 강릉지역의 하루동안 870.5mm, 시간당 

최고 98mm라는 기록적인 강우로 인해 완전 붕괴

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유역은 장현저수지~섬석

천하류단 7.83km 하도구간, 동막저수지~금광천

하류단(섬석천 합류지점) 4.30km의 하도구간 그

리고 섬석천과 금광천을 중심으로 하는 홍수터로 

구성되어 있다(Fig. 2). 장현 및 동막저수지 붕괴

로 인한 하류부 침수흔적 및 침수위 현장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지점은 Fig. 2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된 자료와 2차원 홍수범람 모

형의 검증을 위해 대상유역에 대한 적용한 Kim 

and Sanders(2016)의 자료를 바탕으로 홍수범람 

해석모형의 구축 및 검증을 수행하였다.

4. 병렬저수지 붕괴 해석

적용모형의 지형자료 구축을 위해 측량된 붕괴 

제원 및 저수지의 기본 제원을 이용하여 저수지 

제체 붕괴 형상을 재현하였으며, 하류부 홍수 추

적을 위해 하천단면은 섬석천과 금광천 구간 그리

고 남대천 일부 구간에 대해서 100m 간격(Fig. 2)

의 종ㆍ횡단 측량 단면을 DAMBRK 모형의 입력

단면인 표고-하천폭(HS-BS)의 관계로 변환하였

다. 그리고 홍수터 지형은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DAMBRK 모형에서 저수지 붕괴유출량 산정을 

위해서는 붕괴 높이, 붕괴폭, 붕괴 평균경사, 붕

괴 지속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

서는 장현 및 동막 저수지 붕괴유출 수문곡선 산

정을 위해 필요한 저수지 기본제원 및 붕괴제원

들을 여러 문헌을 통해 수집하였다. 실측이 어려

운 매개변수인 댐붕괴 지속시간에 대해서는 실측

자료를 대신하기 위한 방안으로 ASDSO(2005)에

서 제시한 흙댐의 붕괴지속시간 범위인 0.5  

3.0hr와 기존의 여러 댐·저수지 붕괴 사례연

구를 통해 제시된 첨두 붕괴유출량 공식들을 적

용하였다. 즉, 두 저수지에 대해 각각 붕괴지속시

간(  )을 0.5, 1.0, 1.5, 2.0, 2.5 그리고 3.0hr를 

DAMBRK 모형에 적용하여 저수지 붕괴 유출수문

곡선을 계산하고, 계산된 첨두유출량을 여러 연구

자들이 제안한 첨두유출량 계산식(Table 1)과 가

장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지속시간을 각 저수지

의 붕괴지속시간으로 선정하였다. Table 1은 여

러 연구자들이 제안한 첨두붕괴 유량식으로 계산

된 첨두유량과 장현 및 동막저수지 붕괴 지속시간 

시나리오별 첨두유량과의 비교를 보여준다. 첨두 

붕괴유량이 장현저수지 경우는 =2.0hr, 동막저

수지 경우는 =0.5hr을 적용하여 계산된 값이 여

러 연구자들의 첨두 붕괴유량식으로 계산된 값과 

Table 1. Peak breach outflow ( , m3/s).

Reference This study

Investigator Formula JH DM (hr) JH DM

Kirkpatrick(1977) 874 1,019 0.5 2,603 1,040

Pierce et al.(2010) 1,038 1,208 1.0 1,719 615

MacDonald and Langridge-

Monopolis(1984)
1,389 1,057 1.5 1,309 445

Costa(1983) 1,054 798 2.0 1,090 355

Molinaro(1990) 1,069 1,021 2.5 942 299

Froehlich(1995) 1,129 985 3.0 828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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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판단되어, 본 연

구에서는 =2.0hr(장현)과 =0.50(동막)를 각각 

두 저수지의 붕괴지속시간으로 결정하고, 이 두 

붕괴유출수문곡선을 이용하여 저수지 하류부 홍수

추적을 수행하였다. 

하류부 홍수추적방법으로는 저수지 추적을 실

시하고 이 결과를 저수지 하류 하도구간으로 전파

시키는 연속계산방법을 채택하였으며, 홍수파가 

하류로 전파되는 경우 홍수터의 흐름 및 저류 효

과를 고려하기 위해 넓은 홍수터를 반영할 수 있

는 지형단면을 구축하였다. Fig. 3a and b는 각각 

장현저수지 단일붕괴 그리고 장현과 동막저수지

의 연속붕괴로 인한 장현저수지 직하류부를 포함

한 섬석천 주요 구간에서의 유량수문곡선을 보여

준다. Fig. 4는 장현저수지 단일붕괴와 장현 및 동

막저수지 연속붕괴로 인한 거리에 따른 최고수위 

종단형상 및 실제 두 저수지 붕괴 후 실측된 홍수

흔적 수위와의 비교를 보여준다. 섬석천과 금광천

의 합류 전까지는 두 경우 모두 최고수위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합류 후에는 장현저수지 단일붕괴

의 최고수위는 실측 홍수위와 비교해서 다소 낮게 

산정이 되었으며, 그 경향은 하류로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두 저수지의 

연속붕괴로 인한 최고수위는 실측수위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Relaxation 기법을 DAMBRK

모형에 추가하여 병렬로 위치한 두 저수지의 연속

붕괴 모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수정된 모형으로 

Fig. 3    Discharge along Seomseok Stream; (a) single break of JH, and (b) consecutive break of JH and DM.

Fig. 4 Maximum water surface ele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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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로 위치한 두 저수지의 붕괴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장현저수지 단일붕괴와 장현 및 동막저수지 

연속붕괴를 고려하였다. 연속붕괴의 경우 본류와 

지류의 합류부에서 역류현상을 잘 모의하였고, 실

측 홍수흔적수위와 약 46cm 정도의 오차를 보여

주었다. 또한, 붕괴지속시간은 ASDSO(2005)에서 

제안한 붕괴지속시간을 DAMBRK 모형에 적용하

여 계산된 첨두유출량과 경험공식으로 구한 첨두

유출량을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값을 보여주는 붕

괴 지속시간을 선정하는 방법의 합리성도 보여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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