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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WATER 모델을 이용한 제방침투 수치모델링
Riverbank Infiltration Modeling using FEMWAT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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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3차원 유한요소 지하수 모형인 FEMWATER를 이용하여 실험실내에 축조된 모형 제방의 정상상태 침투흐름을 분석하였다. 수치 모

형의 비교와 검증을 위해 실험실내에 모형 제방을 축조하였다. 홍수위 증가에 따른 비정상 상태의 침투수위 변화를 모의하였으며, 

제외지 수위는 0.15 m, 0.20 m, 0.25 m, 0.30 m의 4가지 수심(각각 Case1~4) 조건으로 하였다. FEMWATER 모형의 매개변수는 

투수계수, 수리전도도가 있으며, 각 매개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치모델링은 수리모형실험과 실험조건을 동일하

게 하였으며, 수리모형실험에서 사용한 제방재료의 투수계수를 사용하였으며 제방의 투수계수는 1.35 m/day이다. 수치모형에 사용

한 3차원 젹자의 층별 최대 높이는 0.05 m로 제한하였으며 3차원 유한요소망은 삼각형 요소를 사용하였다. 수치해석 결과는 수리

모형실험 결과와 비교적 같은 양상을 보였으며, 침윤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I. 서론

1. 제방 침투 실험

  제방 침투는 하천 제방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 특성상 제방 침투는 실제 현장 측
정이 어려우며, 실험이나 수치 모형을 이용한 모의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 침투를 위한 수치 모형인 
FEMWATER 모형을 이용하여 제체내 침투를 모의하고자 
한다. 또한, 수치 모형의 비교와 검증을 위해 실험실내에 
모형 제방을 축조하였다. 이를 통하여, 수치 모형에 의한 
제체내 침투 모의 결과를 검증고자 하였다.

2. FEMWATER 모형

  FEMWATER는 3차원 유한요소 지하수 모형[1]이다. 이 
모형은 지하수 흐름과 오염물 이송 모형의 두 코드를 하나
로 합친 형태이다. 따라서, 포화 및 불포화 지역의 흐름 및 
오염물이송, 염도침투와 같은 밀도종속 문제를 모의할 수 
있다. FEMWATER는 초기조건과 경계조건의 지배연립방
정식을 풀기 위해 설계되었고 포화·비포화 다공성 매질
에서의 흐름과 이송을 계산할 수 있다. 흐름의 지배방정식
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정 Richards 방정식을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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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는 유체의 밀도, 는  = 0에서의 물의 밀도, 

는 저류계수, 는 매질의 투수계수(또는 수리전도도), 

는 위치수두, 는 주입수 또는 양수의 밀도, 는 내부 유
입/유출, 는 시간, 는 압력수두이다. 
투수계수 는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는 점성계수, 는  = 0에서의 점성계수, 

는 투수성 텐서, 는 중력가속도, 는 포화 투수성 텐서, 

은 상대수리전도도, 는 포화 수리 전도도 텐서이다.

3. 모형 실험

  수치 모형의 비교와 검증을 위해 실험실내에 모형 제방
을 축조하였다. 모형 제방의 축조 재료는 부산광역시 강서
구 명지동에 위치한 낙동강 하류의 4대강 사업 낙동강 제2
하구둑 건설 현장에서 구한 것이며, 입도분석과 들밀도시
험을 통해 제방재료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해석 대상은 그
림 1과 같이 하부투수층과 상부의 제방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제방 사면의 경사는 1:3, 투수층 제방 저면의 길이는 
2.50 m, 제방 상부의 길이는 0.40 m, 제체의 높이는 0.35 
m이며 하부 투수층의 길이는 6.00 m, 높이는 0.30 m로 
제작하였다. 모형 제방은 실물 제방의 축조 방법과 유사하
게 다짐을 하기 위해 흙을 쌓으면서 0.10 m 높이마다 층
다짐을 실시하였다. 들밀도실험에 의한 제방모형의 건조
단위중량과 다짐도는 각각 1.372 g/cm3와 93%로 측정되
었다. 홍수위 증가에 따른 비정상 상태의 침투수위 변화를 
모의하였으며, 제외지 수심은 0.15 m, 0.20 m, 0.25 m, 
0.30 m의 4가지 (각각 Case1～Case4) 조건으로 하였다. 
제외지 지반이 0.30 m이므로 각 경우의 제외지 수위는 이 
값에 0.30 m를 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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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제체 침투 실험 제방 

  그림 2는 Case1(제내지 수위 0.45 m)의 시간에 따른 침
윤선 변화를 보인 것이다. 제체내 침윤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제내지 방향으로 이동하여 약 70 시간이 경과하
였을 때 정상 상태에 이르렀다. 그 뒤 110시간에 이를 때
까지 일부 침윤선의 변화가 있었으나, 그 변화는 매우 작
기 때문에 대략 70시간에 정상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그림 2. 시간에 따른 수위(침윤선) 변화(Case1)

4. 수치 모의

  실험에서 수행한 Case1~Case4에 대해 수치 모의를 하
였다. FEMWATER 모형의 매개변수는 투수계수, 수리전
도도가 있으며, 각 매개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였다. 수치모델링은 수리모형실험과 실험조건을 동일하게 
하였으며, 이 때 제방의 투수계수는 1.35 m/day이다. 수
치모형 3차원 격자의 층별 최대 높이는 0.05 m로 제한하
였으며 3차원 유한요소망은 삼각형 요소를 사용하였다. 다
만, FEMWATER 모형을 이용한 부정류 해석은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실험과의 결과 비교는 정상 상태 해석을 
수행하여 비교하였다. 
  그림 3은 Case1~Case4의 정상 상태 해석 결과이다. 그
림에서 등고선은 압력 수두이며, 검정색 실선은 침윤선을 
보인 것이다. 
  또한, 수치해석과 모형실험 결과를 비교하면 그림 4와 
같다. 이 결과에서 보면 모든 경우에 대해 수치 모형에 의
한 침윤선이 실험 결과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제외지 사면에 인접한 부분에서 두드러지며, Case4의 경
우를 예로 들면 제외 사면에서 약 0.5 m 떨어진 지점(거리 
3.0 m)에서는 약 5 cm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수치 해석과 수리 실험의 결과는 비교적 같은 양상을 보였
으며, 침윤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a) Case1 (제외지 수위 0.45 m)

(b) Case2 (제외지 수위 0.50 m)

(c) Case3 (제외지 수위 0.55 m)

(d) Case4 (제외지 수위 0.60 m)

▶▶ 그림 3. FEMWATER에 의한 제체내 침투 

상황(정상 상태)

▶▶ 그림 4. 수치모의와 실험의 비교(정상상태 

수두 및 침윤선)

5. 결론

  3차원 유한요소 지하수 모형인 FEMWATER를 이용하여 
실험실내에 축조된 모형 제방의 정상상태 침투흐름을 분
석하였다. 그 결과 부분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
체적으로 침윤선 변화를 잘 모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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