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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GIS와 연계한 2차원 확산파 침수해석 모형을 개발하여 200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낙동강의 지류인 화포천유역에 대하여 하천제방의 월류 및 붕괴에 따

른 침수해석을 실시하였다. 당시의 침수흔적도 및 FLUMEN 모형의 침수해석 결과와 시간별 침수

심 및 최대 침수면적의 비교를 통해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해 보았다. 침수흔적도와의 비교를 통해

침수면적에 대한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88.61%의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FLUMEN

모형과의 비교를 통하여 최대 침수면적 및 침수지역의 공간적 분포가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2차원 확산파 침수해석 모형의 적용으로 계산된 시간별 침수구역 및 최대 침

수면적 등은 홍수에 대비한 위험지역의 파악 및 재난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화포천, 제방붕괴, 월류, GIS, 확산파 침수해석

ABSTRACT

An inundat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Hwapocheon, one of the tributaries of Nakdong

River, which was inundated by heavy rain in August, 2002 with overtopping and levee break.

The results of the developed model, 2D diffusion wave inundation analysis model, was

compared with inundation trace map as well as inundation depth in terms of time and

maximum inundated area calculated from FLUMEN model for the assessment of model

applicability. The results from the developed model showed high fitness of 88.61%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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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with observed data. Also maximum inundated area and spatial distribution of

inundation zone were also found to be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FLUMEN model.

Therefore, inundation zone and maximum inundation area calculated over a period of time by

adopting 2D diffusion wave inundation analysis model can be used as a database for

identifying high risk areas of inundation and establishing flood damage reduction measures.

KEYWORDS : Hwapocheon, Levee Break, Overflow, GIS, Diffusion Wave Inundation Analysis 

서 론

발생빈도 및 규모가 증가하고, 집중적이고

돌발적인 대규모 호우로 발생되는 침수는 기

존 시설물 및 재산 피해 뿐 아니라 장래 생산

성에 있어서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다. 이러한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

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홍수범람에 대한

올바른 예측이 반드시 필요하다. 배수시스템에

서의 내수배제 능력의 부족으로 월류가 발생

하거나 하천의 제방붕괴, 통수능의 부족 등으

로 인하여 범람이 발생하는 경우, 재해 예방차

원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침수의 양상을 파

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어느 지역까지 침수

지역이 확장될 것인가, 얼마나 빠르게 범람된

흐름이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언제 홍수위가

감소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며, 이러한 침수해석의 결과로 나타난 침수예

상 구역에 대한 적절한 홍수 예 경보 및 피난

대책의 수립이 요구되는 바이다.

우리나라의 침수에 관련한 연구는 주로 댐

및 제방의 월류와 붕괴를 중심으로 한 하천과

관련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종태와 한건연

(1989)은 하천제방의 붕괴로 인한 제내지의 침

수예측모형을 통한 침수해석을 실시하였고, 이

종태 등(1995)은 일산제의 제방붕괴에 관한 수

치모의를 실시하였다. 한건연 등(1997a, 1997b)

은 댐 및 하천 제방에 대한 위험도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이를 실제 유역 적용하여 해석한 바

있으며, 이홍래 등(1998a; 1998b)은 DWOPER

모형을 제방 월류 및 붕괴에 따른 홍수해석,

제내지에서의 범람해석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한 후 이를 ARC/Info와 연계

하여 처리할 수 있는 홍수범람 해석시스템인

FIAS를 구축하여 남한강의 제방 월류 및 붕괴

에 적용한 바 있다. 신영호 등(2003)은 홍수지

도 제작 연구에서 유한체적법을 이용한 2차원

수리모형인 FLUMEN 모형을 적용하였고, 이

렇게 작성된 홍수지도는 방재 세부집행 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

한 바 있다. 최경록(2005)은 우이천 유역을 중

심으로 MIKE FLOOD 모형을 이용하여

MIKE11 모형과 MIKE21 모형의 결합을 통한

하천의 홍수범람해석을 연구한 바 있으며, 최

규현과 한건연(2005a, 2005b)은 댐 및 제방붕

괴 해석을 위한 2차원 홍수범람 모형을 개발하

여 제내지에서의 범람 홍수류의 특성을 규명하

고자 하였다. 장수형 등(2006)은 유역 홍수추적

모형인 HEC-HMS 모형과 하도추적 모형인

HEC-RAS 모형을 연계하여 홍수량 산정과 하

도 홍수추적이 가능하도록 모형을 구축하여 모

의하였고, 강수만 등(2007) 진위천 구간을 대상

으로 FLUMEN 모형을 적용한 모의를 통하여

200년 빈도의 홍수량에 대한 경감대책과 관련

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하천을 포함한 유역을

중심으로 제방의 월류와 붕괴에 따른 제내지

침수해석을 위한 1차원과 2차원 모형의 연계를

통한 외수범람에 따른 침수해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배수시스템의 배제능력을 초

과하거나 외수위의 상승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관거로부터의 범람으로 인한 내수침수와 관련

된 적용 및 연구는 미흡한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창희 등(2006a, 20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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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c)에 의하여 SWMM 모형과 연계한 2차

원 침수해석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최계

운 등(2007) MOUSE 및 MIKE21 모형을 연계

한 도시유역의 침수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종

형 등(2008)은 XP-SWMM 모형을 적용하여

시간별 침수위 및 범위를 계산하는 연구를 수

행하는 등 외수범람에 따른 침수해석 연구와

더불어 배수시스템의 배제불량이나 외수위의

상승에 따른 내수침수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기상청(NWS)의 1차원

하천해석 모형인 FLDWAV 모형과 2차원 확산

파 침수해석 모형과의 연계를 통하여 2002년 8

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낙

동강의 지류인 화포천유역에 대하여 하천제방의

월류 및 붕괴에 따른 침수해석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국내 홍수지도 작성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FLUMEN 모형의 침수해석 결과 및 당시의 침

수흔적도와 시간별 침수심 및 최대 침수면적의

비교를 통해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해 보았다.

다양한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경계조건과 GIS

를 활용한 실제지형이 최대한 반영된 지형자료

를 구축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2차원 확산파

침수해석 모형을 적용한 침수해석을 실시하여

침수흔적도 및 다른 침수해석 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모형의 적용성 및 안정성을 보다 향상 시

킨다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GIS와 연계한 2차

원 확산파 침수해석 모형으로 계산된 시간별 침

수구역 및 최대 침수면적 등은 홍수와 관련된

재난에 대비한 위험지역의 파악 및 홍수피해 경

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효율적인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형의 기본 방정식

본 연구에서 개발된 2차원 확산파 침수해석

모형은 하도에서의 1차원 수리해석 모형인 미

국 기상청에서 개발된 FLDWAV 모형과 연계

를 통하여 하천제방의 월류 및 붕괴에 따른

외수범람을 해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

한 제내지에서의 2차원 침수해석을 위한 입력

자료는 GIS Tool(Arc-View, Arc-GIS 등)을

이용하여 대상유역에 대한 TIN 및 Grid를 생

성하고, 이를 ASCII 파일로 변환하여 직접 입

력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입력자

료 구성에 대한 복잡한 문제들을 쉽고 편리하

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확산파 방정식을 적용하여 지표류 흐름을

계산하는 2차원 침수해석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Lai(1986)는 부등류 흐름을 계산하는

다양한 수치기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Tayfur 등(1993)은 동역학파 방정식의 사용은

홍수터와 상반되는 경사와 지형조건이 복잡한

지표면 범람 해석에 대해서 수렴성 보장이 어

렵고 그로 인해 큰 오차가 발생될 수 있음을

연구하였다. Fennema등(1994)은 확산파 흐름

이 국부적인 흐름 상태를 모의하기에 적합하

다는 것을 밝혔으며, Akan과 Yen(1981),

Hromadka와 Lai(1985)는 확산파 방정식이 많

은 흐름 과정들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범람된 유량이 지표면에 전달되는 경우에

지표면의 저류, 홍수의 감쇠, 건물 및 시설물

주위에서의 흐름, 가로에서의 흐름 등에 따라

그 물리적인 양상을 수식으로 표시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2차원 확산파 침수해석

은 범람예상구역의 물리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수리학적 방정식을 기본식으로 하여 해석

될 수 있다. 침수해석 지점의 적정범위를 지형

도 등을 이용해서 설정하고, 격자망을 구성하

여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에 의해 흐름을

해석할 수 있으며, 2차원 천수방정식을  , 방

향 성분으로 기술하면 연속방정식과 운동방정

식을 식 (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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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지표면 수심

  =   방향에 대한 단위폭당 유량

  =   방향의 평균 속도

  =   방향의 하상경사

  =   방향의 마찰경사

 = 단위면적당 생성항 혹은 소멸항

하천제방의 월류 및 붕괴로 발생한 범람유

량은 생성항으로 취급하고, 범람유량의 지표면

으로 전파되는 유량이 다시 하천으로 유입되

는 경우 소멸항으로 취급한다. 범람유량이 지

표면에 전파되는 경우에는 관성력의 항이 압

력, 마찰력, 중력의 항과 비교하여 그 중요도

가 작게 나타나게 되는 물리적인 특성을 고려

하여 2차원 천수방정식을 기본식으로 하여 이

를 확산형 방정식으로 근사화시킨 수치해석

기법이 적용될 수 있다.

운동량 방정식을 간단히 나타내는데 있어서,

운동파 근사법은 하상경사와 마찰경사를 제외

한 모든 항을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특

히 가파른 수로바닥경사에 적합한 이 가정은

많은 강우-유출 모델의 기초가 되어왔다. 그러

나 운동파는 홍수를 시뮬레이션 할 때 중요한

하류 교란 때문에 발생하는 배수효과를 예측

할 수 없다.

확산파는 배수효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

으며, 거친 표면위의 지표류와 수로흐름에 적

용될 수 있다. 확산형 모형의 근사해는 이론

운동파 모형보다도 더욱 넓은 적용범위를 갖

게 되며, 동역학적 모형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정도의 손실만이 있게 된다. 또한, 동역학적

모형에 비하여 확산형 모형의 근사해의 경우

계산시간에 있어서의 큰 개선이 있게 된다. 확

산파 근사법에 기초한 운동량 방정식은 다음

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4)

연속 및 운동방정식과 함께 마찰과 관련된

유량과 수심 및 다른 매개변수들을 관계 짓기

위한 방정식을 통해 수리학적 매개변수가 이

용된다. 방향 수심-유량 관계의 일반화된 식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여기서,  와  는 층류 혹은 난류와

같은 흐름형에 의해 결정되는 매개변수들이다.

즉, 방향 층류에서 다음과 같이 된다.

 


 ;    (6)

여기서,  = 저항계수

 = 동점성계수

이와 마찬가지로 거친 영역의 난류에서는

Manning의 경험적 저항 방정식이 사용된다.

 




;    (7)

비압축성 유체의 연속 방정식에서 단위시간

당 해당격자로 들어오고, 나가는 유효유량은

격자 내부의 유량변화에 비례한다. 격자 

에 연속방정식의 1차 근사법의 적용결과는 다

음과 같다.

   









 →

 → 












 →

 → 




(8)

여기서,

 = 시간  에서 격자

의 흐름 수심

 = 시간  에서 격자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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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 계산시간간격

 = 시간  에서 단위 시간단계의 생성․

소멸항


 → =와 사이의 방

향 단위유량


 → =과 사이의 방

향 단위유량


 → =와  방향 단위

유량


 → =과 사이의 방

향 단위유량

 = 격자 크기

특정 시간 및 위치의 단위유량은 오직 마찰

경사의 부호에 의해 결정되는 흐름방향에 의

해 결정된다. 예를 들면, 방향의 1차원 마찰

경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9)

여기서, 수로 바닥 경사는 다음과 같이 주어

져 있다.

 → 


(10)

여기서, 는 사각형 격자의 중앙 표면고도

를 나타내며, 화살표는 방향을 의미한다. 계산

된 마찰 경사에 기초하여, 유량은 다음과 같이

근사적으로 표현된다.

① 
 → ≥  인 경우

       


 → 


  

 
 → 



(11)

② 
 →   인 경우


 → 


  

 
 →  



(12)

마찬가지로, 유량 
 →은 

 →

의 부호에 근거하여 계산되며, 방향의 유량은

방향의 마찰경사의 부호에 근거하여 계산된

다. 표면수심의 초기조건은 0으로 가정하지만

이는 필요한 경우 특정 값이 입력된다. 경계조

건은 유역 외부의 요소로의 유입이 없다고 가

정하며, 해석은 지정된 종료시간이 끝날 때까

지 진행된다.

2차원 확산파 침수해석 모형의 적용

1. 대상유역의 선정

낙동강 유역의 하류부에 위치한 화포천 유

역은 2002년에 대규모의 침수피해가 발생된

지역으로 비교적 근래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획득이 가능하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 채택한 2차원 침수해석 모형

의 적용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화포천은 낙동강의 제 1지류로서 총 유역면

적 134.42㎢, 유로연장 21.20㎞인 지방2급 하천

이며 본류 외에 8개의 법정하천인 제 1지류하

주 및 2개의 제 2지류하천이 유입되고 있으며,

남북 길이 약 19.2㎞, 동서 길이 약 16.0㎞로

비교적 남북으로 횡도형의 형태를 이루며, 남

고북저의 지형으로 인해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해 흐르고 있다. 화포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보고서(1999)에 의한 하천개수현황을 보면 상

류 산지 일부분을 제외한 요개수구간 하천연

장 18.06㎞에 대해 34.06㎞가 개수되어 94.03%

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다. 상류쪽으로 진례면

과 진영 등 2개읍 3개면이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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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대상유역의 위치

2002년 8월 9일 03시경 한림면 일대에 시간

당 강우량이 50㎜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발생

하고 이후 계속된 집중호우로 낙동강 수위상

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능으로 화포천 하류의

한림배수장에서의 초당 31.6ton씩 계속된 강제

배수에도 불구하고 유입수량이 급격히 늘어나

면서 배수펌프시설의 전기공급이 중단되면서

강제배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화포천의 외수위

(위험수위 8.3m)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결국 9

일 04시경에 한림정역 하행 지점인 경전선과

지방도로 69호선의 교차지점에 설치된 철도횡

FIGURE 2. 대상유역의 침수흔적도 

단 암거도로와 인도로부터 화포천의 하천수

유입이 시작되었고, 8월 10일 02시에 낙동강

홍수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철도횡단 암거

우측 철도노반이 15m 정도 유실되고 철길제방

이 일부 범람을 하면서 10일 04시경에 시산리/

장방리 일대 대규모 침수가 완전히 발생하였

다. 이로 인해 유역내의 한림면 시산리, 가동

리, 장방리 및 가산리의 가옥 930세대와 공장

200동, 도로 16개소, 5,852m가 침수되고 하천

제방 l17개소, 2,650m가 유실되는 등 큰 피해

가 발생하였으며, 화포천 유역의 총 침수면적

은 10.24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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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김해관측소의 강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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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수산관측소의 강우량

홍수범람모형의 비교에 적용할 홍수사상은

2002년 8월 6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10일간

의 집중호우를 대상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유

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김해관측소와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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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관측소에서의 누가강우량은 각각 611㎜와

503㎜의 많은 양을 나타내었고,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김해관측소가 33mm, 수산관측소가

41㎜를 기록하였다. 그림 3과 그림 4는 2002년

8월 당시 김해관측소와 수산관측소에서의 강

우량을 보여주고 있다.

2. 하천에서의 1차원 수리해석

2002년 집중호우기간 동안 화포천 유역에서

발생한 홍수량을 산정하기 위한 수문학적 매개

변수들은 화포천 유역종합치수계획(안)(2006)에

서 분석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화

포지역에서의 홍수량을 산정하였다.

화포천 구간에서의 1차원 수리해석을 위하

여 화포천 구간을 낙동강으로 유입하는 하구

(No.0)∼No.8+703 구간을 대상구간으로 구축

한 후 2002년 8월 6일 00시∼2002년 8월 16일

00시까지 실제 발생한 강우에 의해 재현한 이

기간 동안의 홍수량을 입력하여 1차원 부정류

해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차원 수리

해석을 위하여 화포천과 지류인 사촌천을 고

려하였으며, 그림 5는 대상유역에 위치하는 낙

동강과 화포천, 사촌천에 대한 하천모식도이

다. 다음의 그림 6∼그림 8은 1차원 하천 수리

해석의 입력자료인 상류단 경계조건 및 사촌

천의 측방 유입유량 그리고 하류단 경계조건

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5. 대상유역의 하천모식도 

대상유역 내 하천구간의 조도계수는 화포천

유역종합치수계획(안)(2006)에서 분석한 값을

사용하여 화포천에서의 1차원 수리해석을 실

시하였다. 2002년 8월 호우로 인하여 화포천

유역에서 실제로 제방이 붕괴되었던 1개의 지

점을 1차원 수리해석에 반영하였으며, 파제시

점은 2002년 8월 10일 4:00, 파제폭은 198m로

하여 모의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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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상류단 경계조건(화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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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측방 유입유량(사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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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하류단 경계조건(화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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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월류 및 파제 발생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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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제방월류를 통한 제내지 유입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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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제방붕괴를 통한 제내지 유입유량

화포천에서의 1차원 수리해석을 통하여 제

방이 붕괴되는 1개 지점 외에도, 9개 지점에서

월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의 그림 9는 대상유역에서 월류 및 파제가 발

생하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는 월류

가 발생하는 9개 지점에서 제내지로 유입되는

유량수문곡선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11은

제방의 붕괴로 인하여 제내지로 유입되는 유

량수문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FIGURE 12. 대상유역의 TIN 형상 

FIGURE 13. 대상유역에 대한 계산격자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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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시간후 (b) 3시간후

(c) 10시간후 (d) 20시간후

FIGURE 14. 시간별 침수심도

3. 제내지에서의 2차원 침수해석

제내지의 조도계수 산정은 과거 침수실적

자료를 사용하여 조도계수를 산정하여야 하지

만, 대상지역에 대하여 침수실적은 존재하지만

관련자료 조사 결과가 미비하여 홍수위험지도

제작에 관한 지침(2008)의 범람모형 매개변수

산정절차에 의거 토지이용에 따른 점유면적을

조사해 그것을 바탕으로 조도계수를 산출하는

합성등가조도계수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홍수지도 제작(낙동강 하류부) 보고서

(2006)에서 제시한 0.084 ∼ 0.098 사이의 값인

0.090을 적용하여 침수해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홍수지도 제작(낙동강 하류부) 보

고서(2006)에서 제시되어 있는 대상유역의

Boundary와 1:5000 수치지형도의 표고점 자료

등을 활용하여 대상유역에 대한 TIN을 형성

하였다. 또한 2차원 확산파 침수해석 모형의

입력자료로 적용되는 지표면 고도자료는 정형

화된 GRID를 사용하도록 구성하였기 때문에,

앞에서 만들어진 TIN을 25m×25m의 GRID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음의 그림 12

와 그림 13은 1:5000의 수치지형도에 대한

GIS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대상유역의 TIN 및

계산격자의 형상을 보여준다.

침수해석에는 총 73,201개의 25m×25m 계산

격자가 적용되었으며, 하천으로부터 처음으로

월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침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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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LUMEN (b) 본 연구 개발모형

 FIGURE 16. FLUMEN 모형과의 침수해석 결과 비교

석을 실시하였다. GIS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

축된 지표면 고도자료에 앞에서 계산된 월류

및 파제를 통한 제내지 유입유량을 생성항으

로 입력하여 제내지에 대한 2차원 침수해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4는 대상유역에서의 시간별

침수심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15는 대상

유역에서의 최대 침수심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URE 15. 최대 침수심도

본 연구에서는 2차원 홍수범람 모형의 검증

을 위해 대상유역인 화포천 유역에서의 실제

침수흔적도에 나타난 침수면적인 와 홍수

범람 모형을 적용하여 계산되 침수면적인 

를 이용하여 적합도를 계산하였다. 2차원 홍수

범람 모형의 적합도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였다.

 ∪

∩
× (13)

2002년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해 화포천 유역

에서는 10.248㎢에 달하는 지역이 침수된 것으

로 기록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에

의한 2차원 해석결과 10.701㎢의 지역에 침수

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매우 근사한 결

과를 보이고 있으며, 침수지역의 공간적 분포

또한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위에 제시한 적합도 공식에 적

용하여 88.61%의 적합도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외 홍수지

도 작성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FLUMEN 모

형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에 의한 침수해

석 결과의 비교를 통해 모형의 안정성 및 적

용성을 평가해 보았다. 그림 16은 대상유역에

서의 FLUMEN 모형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의 침수해석으로 나타난 최대 침수면적을

비교한 것이다. 표 1은 FLUMEN 모형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의 침수해석 결과를 수

심에 따라 비교한 것이고, 표 2는 FLUMEN

모형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의 침수해석



Study on Application of Diffusion Wave Inundation Analysis Model Linked with GIS
―――――――――――――――――――――――――――――――――――――――――――――――――――――――――――――――――
98

결과를 시간에 따라 비교한 것이다.

침수심(m) 실제침수면적 FLUMEN FFC-5

0∼1 - 1.238 1.288

1∼2 - 2.203 1.342

2∼3 - 3.351 3.169

3∼4 - 2.099 2.472

4∼5 - 1.285 2.089

5∼6 - 0.286 0.209

6∼7 - 0.221 0.132

전체침수면적 10.248 10.683 10.701

TABLE 1. 수심에 따른 침수해석 결과 비교

 

침수시간
실제침수

면적
FLUMEN FFC-5

1 - 0.742 0.994

2 - 1.233 1.866

3 - 1.540 2.212

6 - 4.447 2.519

10 - 6.396 2.804

20 - 8.008 4.643

전체침수
면적

10.248 10.683 10.701

TABLE 2. 시간에 따른 침수해석 결과 비교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과 FLUMEN 모형

의 침수해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수심에 따른

침수해석 결과는 침수지역의 공간적 분포가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시간

에 따른 침수해석의 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

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제내지에서의

2차원 침수해석 보다는 하천에서의 수리해석

에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FLDWAV 모형에서

는 제방에서의 시간적인 파제양상을 고려하여

하천해석을 실시하는 반면에 하천과 제내지를

동시에 2차원적으로 해석하는 FLUMEN의 경

우 하천에서 일정수위에 도달할 때까지는 하

도부에서 2차원 홍수해석만을 실시하며, 제방

붕괴 모의는 일정수위 조건에서 붕괴부를 형

성시킨후, Hot Start 파일을 이용하여 이전 모

의에서 계산된 수위와 유량을 적용함으로써

제방붕괴부의 시간적 발달양상을 근사적으로

만 처리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하천제방의 월류 및 붕괴에

따른 범람 홍수파 전달특성, 침수범위 및 침수

위의 추정 등을 예측할 수 있는 GIS와 연계한

2차원 확산파 침수해석 모형을 개발하여 2002

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했

던 낙동강의 지류인 화포천유역에 대한 침수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국내 홍수지도 작

성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FLUMEN 모형의

침수해석 결과 및 당시의 침수흔적도와 시간

별 침수심 및 최대 침수면적의 비교를 통해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해 보았다.

   

(1) 2002년 8월 호우로 인하여 화포천 유역

에서 실제로 제방이 붕괴되었던 1개의

지점(파제폭 198m)를 반영하여 화포천

에서의 1차원 하천 수리해석을 실시하

였고, FLDWAV 모형을 적용한 화포천

에서의 1차원 수리해석을 통하여 제방

이 붕괴된 1개 지점 외에도, 9개 지점에

서 월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제방붕괴 및 월류로 인하여 제내지로

유입되는 유량을 2차원 확산파 침수해

석 모형에 적용하여 대상유역에 대한

침수해석을 실시하였다.

(2) 2002년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해 화포천

유역에서는 10.248㎢에 달하는 지역이

침수된 것으로 기록되었는데, 본 연구에

서 개발한 모형에 의한 2차원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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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1㎢의 지역에 침수가 발생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침수지역의 공간적

분포 또한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적합

도 공식에 적용하여 88.61%의 적합도를

얻을 수 있었다.

(3) 현재 국내․외 홍수지도 작성에 널리 이

용되고 있는 FLUMEN 모형과 본 연구

에서 개발한 모형에 의한 시간별 침수심

의 비교를 통해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해

보았다. 화포지역에서의 FLUMEN 모형

에 의한 최대 침수면적은 10.683㎢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의 침수해석 결과

인 10.701㎢와 비교한 결과 최대 침수면

적 및 침수지역의 공간적 분포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FLUMEN 모형과의 침수해석 결과 비교

를 통해 수심에 따른 침수해석 결과는

침수지역의 공간적 분포가 상당부분 일

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시간에 따

른 침수해석의 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하천

에서의 1차원 수리해석과 제내지에서의

2차원 수리해석을 분리하여 실시하는

본 모형과는 달리 하천과 제내지를 동

시에 2차원적으로 해석하는 FLUMEN

모형의 경우 제방붕괴부의 시간적 발달

양상을 근사적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다양한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경계조건

과 실제 지형이 최대한 반영된 지형자

료를 구축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2차

원 확산파 침수해석 모형을 적용한 침

수해석을 실시하여 침수흔적도 및 다른

침수해석 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모형의

적용성 및 안정성을 보다 향상 시킨다

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GIS와 연계한

2차원 확산파 침수해석 모형으로 계산

된 시간별 침수구역 및 최대 침수면적

등은 홍수에 대비한 위험지역의 파악 및

홍수피해 경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판

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또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이나

재난보험제도 도입 등에 기초자료로 반

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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