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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수년간 발생한 홍수피해 원인의 대부분이 하천 제방의 붕괴와 관계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제방의 월류 및 붕괴특성을 고려하여 붕괴유량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홍

수파로 인해 제내지에서의 침수위, 침수시간, 침수범위 등을 예측하고 피해예상 규모를 산정하는데

있다. 붕괴유량 산정을 위해서 DEM, 토지피복도, 토양도 등의 기본 GIS자료를 이용하여 수문매개

변수를 추출하고 유역의 유출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제내지 내의 구조물의 영향을 고려한 홍수범

람을 실시하여 제내지에서의 범람 홍수파의 전파특성을 정확히 예측하고 제내지의 시간별 침수구

역의 예측, 홍수위험강도의 산정 등을 통하여 수방 및 홍수피해 경감대책 수립의 판단 자료로 활

용하고자 한다.

주요어 : 제방붕괴, GIS자료, 구조물, 침수구역, 홍수강도

ABSTRACT
In recent years, most of flood damage is associated with the levee failu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flow depths, flood area, flooding time and flood damage through flood

inundation analysis considering the overflow of levee and the characteristics of levee failure.

The hydrological parameters were extracted from GIS data such as DEM, land cover and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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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to estimate levee failure discharge.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flood wave

propagation could be accurately predicted as flood inundation analysis was accomplished

considering the affection of structure within protected lowland and hourly prediction of flooded

areas and estimation of flood strength will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the flood defence and

establishment of measure to reduce flood damage.

KEYWORDS : Levee Failure, GIS Data, Structure, Flooded Area, Flood Strength 
서  론

최근에 들어 지구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하

천범람 등 홍수재해에 의한 인명과 재산의 피

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지역에서는

집중호우와 태풍과 같은 이상강우로 인한 홍

수피해의 발생이 매년 나타나고 있으며 홍수

피해의 빈도와 강도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다. 또한 이로 인해 거의 해마다 되풀이되는

하천 제방의 붕괴 및 월류로 인한 재해는 제

내지에서의 많은 인명손실과 극심한 재산 피

해를 줄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제방의 붕괴로 인한 범람구역의

정확한 추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홍수범

람 구역에 대한 적절한 예측과 피난대책의 수

립이 필요하다.

제방붕괴 및 월류에 따른 범람 홍수파 해석

은 주로 댐 붕괴의 문제와 연관되어 왔는데

Schoklitsch(1917)와 Stoker(1957) 등에 의하여

급격한 붕괴로부터 발생하는 부정류의 근사해

를 단순한 하도에 대하여 유도한 바 있다.

Xantopoulos와 Koutitas(1976)는 2차원 범람홍

수파 해석을 위하여 Eulerian 좌표상에서 양해

법 유한차분모형을 이용하여 그 해를 구하였

고, Strelkoff(1977) 등은 Baldwin Hill 댐의 파

괴가 Los Angeles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Manning의 식과 질량보존식에 의하여 범람홍

수도를 작성하였다. Fread(1985)는 제방범람으

로 인한 홍수파를 주수로와 연결된 네트워크

로 고려하여 제내지에서의 1차원 홍수파 해석

을 실시하였고, Hromadka와 DeVries(1985)는

Orange County 저수지의 가상적인 붕괴에 따

른 범람 홍수파를 통합유한차분 모형을 이용

하여 해석하였다. 2차원 범람홍수의 흐름에 대

한 수치모형들이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다

(Bradford와 Sanders, 2002; Brufau와 Garcia-

Navarro, 2000; Jha 등, 2000). 그러나, 모든 연

구모형들은 범람수심의 예측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언급하였으며, 하도 및 홍수터에서의 범

람유속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다. Ponce 등

(2003)은 댐 붕괴 유출수문곡선의 체적, 첨두

유량, 댐 하류 하도의 경사 등 다양한 조건에

대한 댐 붕괴 홍수파의 감쇠영향을 해석적 모

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국내에서는 한건연 등(1998a; 1998b)은 댐

및 하천제방의 수문학적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Monte Carlo 기법과 AFOSM 기법에

의한 위험도 모형을 개발하였다. 제방붕괴로

인한 홍수범람에 대한 연구로서는 김종해 등

(2003)이 홍수위 계산에 있어서 도입되는 불확

실성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량화하여 확률론적

홍수위 계산을 실시함으로서 제방월류에 대한

제내지 범람 특성을 해석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최규현과 한건연(2005a; 2005b)이

댐 및 제방붕괴 해석을 위한 2차원 모형을 개

발하였으며, 한건연 등(2003; 2004)이 제방 붕

괴로 인한 제내지 범람모의를 실시하였다. 그

러나 제내지 내 구조물 등의 영향을 고려한

범람해석은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홍수위험강

도에 대한 산정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 범람에 따른 범

람 홍수파 전달특성해석, 침수범위 및 침수위

의 추정, 예상 피해규모 등을 예측할 수 있는

하도-제내지 연결부 수치해석 모형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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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시간

재현기간
1h 2h 4h 6h 8h 12h 18h 24h 48h

50년 73.6 109.3 161.2 202.0 233.3 280.4 328.9 352.2 405.8

100년 81.4 121.2 179.1 224.5 259.6 312.7 367.3 392.8 452.2

150년 85.9 128.1 189.5 237.7 275.0 331.6 389.6 416.5 479.3

200년 89.2 133.0 196.9 247.0 285.8 345.0 405.5 433.3 498.6

300년 93.7 139.9 207.3 260.1 301.1 363.8 427.8 456.9 525.6

500년 99.5 148.6 220.3 276.6 320.4 387.5 455.9 486.7 559.7

TABLE 2. 임의 시간으로 보정한 확률강우량(mm)

여 이를 실제유역에 적용함으로서 정확한 범람

홍수파의 해석은 물론 제내지의 침수분포양상

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제내지

의 교량 및 도로와 같은 구조물의 영향을 고려

한 홍수범람 모의를 실시하여 제내지의 시간별

침수구역의 예측, 홍수위험강도의 산정 등을

통하여 수방 및 홍수피해 경감대책 수립의 판

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IS를 이용한 소유역 구분 및 
홍수량산정

1. 유역의 일반현황 및 소유역 구분
대상 유역은 형산강유역의 최상류에 위치해

있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백운산에서

발원하여 경상북도 포항시 동해로 흐른다. 유

역 대부분이 산지유역으로 하상경사가 급하고

하폭이 협소하다. 유역면적은 33.13 km 2, 유로

연장이 12.9km의 지방2급 하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역 및 하도에 대한 수

리․수문학적 해석을 실시하고 제방월류 및

붕괴에 따른 제내지에서의 홍수범람을 분석하

는데 목적이 있다. 홍수유출분석을 위해

ArcGIS를 이용하여 주요 소하천을 기준으로

5개의 소유역으로 구분하였다. 표 1은 소유역

별 유역특성치를 나타낸 것이다. 유역의 형상

계수는 유역형태를 나타내는 무차원 단위의

수치로서 형상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유역의

형상은 정방형에 근접하며, 형상계수가 0에 가

까울수록 장방형에 가까운 형태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정방형에 가까운 유역에서는 장방

형 유역에 비해 하천에서의 홍수파 도달시간

이 짧아 첨두홍수량이 크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정종호 등, 2003). 소유역 1은 형상계수가

0.62로 다른 유역에 비해 정방형에 가까운 유

역이며, 유역의 대부분이 산지로 다른 유역들

에 비해 도달시간이 짧아 첨두홍수량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유역은 형상계

수가 0.20 정도로 장방형에 가깝다.

소유역
유역면적

A(km
2
)

유로연장

L(km)

유역평균폭

A/L(km)

형상계수

A/L
2

sub1 10.390 4.091 2.540 0.62

sub2 10.500 5.500 1.909 0.35

sub3 2.850 2.365 1.205 0.51

sub4 2.830 2.419 1.170 0.48

sub5 6.560 6.370 1.030 0.16

Table 1. 소유역 특성 

FIGURE 1. 소유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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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속시간별 가능최대강수량(mm)

1hr 2hr 4hr 6hr 8hr 12hr 18hr 24hr 48hr 72hr

가능최대
강수량

159.3 254.8 398.8 490.5 574.2 697.3 954.3 1,046.3 1,072.9 1,073.5

TABLE 3. 대상 유역의 지속시간별 가능최대강수량(mm)

2. 확률강우량 및 가능최대 강수량 산정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의 시우량자료를 보유

하고 있는 유역 인근의 기상청 관할 울산기상

측후소의 자료를 이용하여 복안천유역의 강우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문자료의 빈도해석에 사

용되고 있는 다양한 분포형을 적용한 다음 최

적분포형을 선정하기 위해 매개변수 추정 및

적합도 검정을 수행하고 최종 선정된 확률밀도

함수를 이용하여 유역의 빈도별 확률강우량을

계산하였다. 표 2는 대상 지점의 임의 시간에

대한 지속시간과 재현기간별 확률강우량이다.

PMP 추정방법은 크게 실제호우 전이방법과

가능최대강수량도(PMP도) 이용방법 두 가지

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호우 전이

방법을 이용하여 가능최대강수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산정절차는 우선 주요 호

우를 선정하여 수분최대화비, 호우전이비(수평

전이비, 수직전이비, 지형영향비)를 산정한 다

음 이를 포락 및 균일화하여 가능최대강수량

을 추정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3. 홍수 유출량 산정
본 연구에서는 대상유역의 유출곡선지수를

추정하기 위해 국가수자원정보시스템(WAMIS ;

http://www.wamis.go.kr/)에서 제공하는 개략

토양도(1:50,000)와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였다.

유역의 토양군은 산악지역 토양으로 배수상태

가 양호한 msb가 47%, mvb가 23%로 구성되

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mvb는 유역

의 상류지역에 분포하고, msb는 중하류 유역

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략토양도의

토양분류 단위는 개별토양이 아닌 토양군으로

이병주 등(2003)은 개략토양도의 토양군의 수

문학적 분류에 대해 제시하였다. 토지이용은

유역의 81%가 산림지역이고, 논이 약 10%, 밭

이 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ArcGIS를 이

용하여 개략토양도를 수문학적 토양군으로 재

분류한 다음 토지피복도와 중첩시켜 각 피복

별 면적을 추출하였다. 각 소유역별로 피복별

면적에 대한 CN값을 가중평균하여 유역의 평

균유출곡선지수를 산정하였다.

 (a) 대상유역의 개략 토양도  

(b) 대상유역의 토지 이용도

FIGURE 2. 대상유역의 개략 토양도와 토지 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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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의 유출분석을 위해서는 관측된 유량자

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정종호

등). 그러나 대상유역의 경우 유역내에는 관측

지점이 없고, 유역 하류에서 가장 가까운 수위

관측소가 경주관측소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대상유역을 미계측유역으로 가정

하고, 다양한 유출모형 적용 및 객관적인 매개

변수 추정을 통해 홍수유출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홍수유출분석을 위한 강우

량의 시간분포방법으로는 Huff 방법을 검토하

였으며, 유효우량 산정방법으로 SCS 방법을

적용하였다. 홍수량 산정을 위해 대표적인 단

위도 방법인 Clark, Snyder, SCS 방법을 선정

하고 결과를 비교하여 최적 방법을 결정하였

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한 유출분석을 위

해 미공병단에서 개발한 HEC-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각 빈도별 홍수량은 세 모형이 유

사한 결과를 보였다. 홍수량 산정 방법별로 소

유역별 첨두홍수량을 비교한 결과 세 가지 방

법의 첨두홍수량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그 중에서 SCS 방법이 가장 큰 값을 보였

으며, 그 다음이 Clark 방법, Snyder 방법이

가장 작은 첨두홍수량을 모의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세 가지 방법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므로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여 SCS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대상유역 홍수량 추정

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최종적

으로 SCS 합성단위도 방법을 이용하여 홍수

량을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유역별 빈도별

홍수유출량을 산정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림 3은 본 유출분석을 통해 산정된 최대가능

홍수량 산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3. 최대가능홍수량 산정결과

하천 및 수리분석
1. 기본 방정식

하천의 수리분석을 위한 기본방정식은 부정

류의 Saint-Venant 식의 형태를 음해법 유한

차분해석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질량보존의

식과 운동량보존의 식은 각각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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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f = Cw |V r |V r , Q =유량

A = 흐름단면적, A 0 = 저류단면적, q =

측방유입량, x = 거리, t = 시간, h = 수위,

S f = 마찰경사, S e = 단면 확대․축소에 의

한 손실경사,  = 하폭, n = 조도계수, Wf

= 바람에 의한 응력, L = 지류에 의한 운동

량의 변화

2. 제방붕괴의 원인 및 특성
제방의 파괴현상은 복잡한 수리학적 또는

토질ㆍ기초 공학적 현상 등에 의하여 일어나

므로 그 원인은 크게 월류, 세굴, 누수, 침하

및 지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월류는 하도내에 제방의 방어능력 이상의

대규모 홍수가 전파될 때, 또는 하상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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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이러한 월류는 제방

을 따라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세

굴은 하천의 만곡부, 합류점, 웨어나 수문의

인접부 등에서 많이 발생하며 유수의 소류력

이 그 원인이다. 누수는 제체나 기초의 지질,

수압 등이 그 원인이고 piping 현상을 동반하

여 붕괴에 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의 봉산제에 대한 적용도 바로 이러한

piping 현상을 동반한 제방 붕괴에 해당된다.

파괴폭 및 시간에 대한 문제는 하도의 형상,

홍수전파 양상, 제체의 크기 및 토질조건, 파

괴원인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지배인자를 갖게

된다.

hp

hLp

  hr hL

  bLevee - Break Flow

Inundated
Area River

FIGURE 4. 하천 제방의 파괴 

3. 하도-제내지의 연결부 모형
하천과 제내지의 연결부 해석을 위해 연결

부 모형을 도입하여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하천에 대한 홍수해석은 FLDWAV 모형에

의한 홍수류 해석을 실시하였고, 제내지에서는

본 연구의 확산파 모형을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므로, 이들을 연결할 수 있

는 수치모형을 개발하게 되었다. 연결부 모형

에서는 잠수효과의 해석을 위한 관련방정식을

도입하여 제내지에서의 수위상승에 따른 하천

으로부터의 월류량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동역학적 모형에 의한 하천

홍수 모의와 확산파 모형에 의한 홍수터 모의

에 있어서, 두 지점의 상대적인 수위에 따라서

제방 월류유량은 그 방향을 바꾸어 홍수터에서

하천으로 되돌아 갈 수도 있다(최규현, 2005).

제방월류 및 파괴에 따른 제내지로의 범람 홍

수 유입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범람향상을 그

림 5와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크게 월류

유량과 각종 요인으로 인한 붕괴유량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을 수식화 하였다. 하천으로부터

제내지로 유입하는 범람 수문곡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수위, 제방파괴양상, 제내지

의 지형조건 등이 필요하다. 범람수의 흐름은

제방 내ㆍ외측의 수위로부터 완전 및 불완전

월류로 구분하여 불완전 월류일 경우에는 잠

수영향을 고려하였다. 또한, 연결부의 효율적

인 계산을 위하여 최적 시간간격의 설정을 위

한 계산 알고리듬도 도입하여 해석하였다.

RIVER

hr

qL

hp

hL

RIVER

hr

-qL

hp
hL

FIGURE 5. 제방 월류에 의한 범람 
홍수량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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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

hr

qL

hp

hL hLb

RIVER
hr

-qL

hp

hL hLb

FIGURE 6. 제방 붕괴에 의한 범람 홍수량의 산정 

FIGURE 8. 대상유역의 현장사진  

4. 수리분석결과
모의가 적용되는 구간에는 3개의 교량이 위

치하고 있어 내부 경계조건으로 3개의 교량을

고려하여 모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대상유역에

대한 유출 수문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상류단

경계조건 및 측방유입량을 구성하였다. 하류단

경계조건은 등류상태에 대한 Manning 식을

기초로 한 loop형 수위-유량 관계곡선을 계산

하여 사용하였다. 제방붕괴는 교량 직상류부에

서 발생한 것으로 하여 모의를 실시하였고, 제

방붕괴의 폭은 교량 직상류부에서의 제방붕괴

상황을 설정하여 모의에 적용하였다. 그림 7은

제방붕괴에 대하여 대상유역에 하천수리 및

제방붕괴 모형을 적용한 모의결과로 나타난

제내지 범람유량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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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제방붕괴로 인하여 계산된 제내지 
범람유량 

제내지 범람분석
1. 제내지 상황

대상 유역은 과거 1991년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발생한 태풍 글래디스로 인한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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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의 붕괴로 침수를 입었던 지역으로 조사

된 바 있다. 본 연구의 대상유역은 상류유역에

비해서 유역의 표고가 급격히 낮아져 집중 호

우발생시 경사가 급한 상류유역에서의 홍수가

단시간에 도달함으로서 홍수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태풍 글래디스 발생시 나타난

바와 같이 경부고속도로가 마을을 횡단함으로

서 홍수 시 고속도로가 홍수류의 흐름을 방해

할 수 있어 홍수배제 불량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림 8은 대상유역의 현장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2. 2차원 홍수범람해석 모형

2차원 부정류 흐름에 대한 St. Venant

방정식은 식 (3)∼(5)과 같다.

∂q x

∂x
＋

∂q y

∂y
＋

∂h
∂ t
＝ 0 (3)

∂ Q x

∂ t
＋

∂
∂ x ( Q 2

x

A x
)

＋
∂
∂ y ( Q x Q y

A y
)

＋ g A x [ S f x ＋
∂ H
∂ x ] ＝ 0

(4)

∂ Q y

∂ t
＋

∂
∂ y ( Q 2

y

A y
)

＋
∂
∂ x ( Q y Q x

A x
)

＋ g A y [ S f y ＋
∂ H
∂ y ] ＝ 0

(5)

여기서, Q x,Q y = x ,y 방향에 대한 유량,

q x,q y = x ,y 방향에 대한 단위폭당 유량

A x,A y = x ,y 방향에 대한 단면적,

S fx,S fy = x ,y 방향에 대한 마찰경사

x ,y , t = 시․공간 좌표, g = 중력가속

도, h = 수심, H = 수위

식 (3)∼(5)의 St. Venant 방정식은 그림 9

와 같은 격자망으로 구성된 계산영역에서 식

(6)와 (7)로 표현할 수 있다.

Gc

G1

G2

G3

G4

n1n2

n3
n4

Lc4 L4c

Lc3

L3c

Lc2

L2c

Lc1

L1c
SL1

SL2

SL3

SL4
Aca2 a4

a3

a1

FIGURE 9. 범람홍수모형에서의 격자망 구성 

∂q i

∂ i
＋

∂h
∂ t
＝ 0 (6)

∂ Q i

∂ t
＋

∂
∂ i ( Q 2

i

A i
)

＋ g A i [ S f i ＋
∂ H
∂ i ] ＝ 0

(7)

여기서, i (□) = 1， 2， 3， 4 방향,

i (△ ) = 1， 2， 3 방향, Q i = i 방향에

대한 유량

q i = i 방향에 대한 단위폭당 유량, A i =

i 방향에 대한 흐름단면적, S f i = i 방향에

대한 마찰경사, i , t = 시․공간 좌표, g =

중력가속도, h = 수심, H = 수위

i 방향에 대한 유량 Q i 는 i 방향에 대한

단위폭당 유량 q i 와 인접 계산요소 i 와의

경계면의 폭 δ i 의 곱과 같게 된다. 식 (6)의

연속방정식에서는 흐름장이 생성과 소멸항을

가지고 있지 않는 비압축성 유체로 가정하였

으며, 식 (7)의 운동량방정식은 i 방향에 대한

운동량과의 관계를 정수압분포의 가정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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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2차원 범람모의를 위한 요소망
구성도(구조물이 없는 경우)

를 두고 있다. i 방향에 대한 마찰경사항( )

은 Manning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계산되며

다음 식 (8)과 같다.

S f i＝
n i

2 |Q i |Q i

ϕ 2A 2
iR

4 / 3
i

(8)

여기서, n i = Manning의 조도계수, Q i = i

방향에 대한 유량, ϕ = 1(SI) 또는 1.49(English),

A i = i 방향에 대한 흐름단면적, R i =

( A i /P i )로서 동수반경, P i = i 방향에 대

한 윤변

식 (7)의 운동량방정식의 첫 번째 두 항인

국부 및 대류가속도 항을 gA i 로 나눈 값을

Μ i 로 치환하면 식 (7)은 식 (9)과 같이 표현

된다.

Μ i＋ {S f i＋
∂H
∂ i }＝ 0 (9)

여기서,

S f i＝ ―
∂H
∂ i

(10)

식 (8)과 식 (10)을 이용하여 i 방향에 대한

유량 Q i 로 다시 기술하면 다음 식 (11)를 얻

을 수 있다.

Q i＝
ϕ
n i

A iR
2/ 3
i

(― ∂H
∂ i )

| ∂H
∂ i |

1 /2 (11)

식 (11)의 유량 Q i 는 i 방향에 대한『＋』,

『－』유량을 모두 포함한다. i 방향에 대한

단위폭당 유량 q i 는 식 (11)로부터 다음 식

(1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q i＝
Q i

δ i

＝ ϕ
n i

h iR
2 / 3
i

(― ∂H
∂ i )

| ∂H
∂ i |

1/ 2 (12)

식 (12)을 식 (6)에 대입하면 다음 식 (13)

또는 식 (14)와 같은 2차원 범람홍수모형의 일

반식을 얻을 수 있다.

∂
∂ i { ϕ

n i
h iR

2/ 3
i

(― ∂H
∂ i )

| ∂H
∂ i |

1 /2 }＋ ∂H
∂ t
＝ 0

(13)

∂
∂ i {K i

∂H
∂ i } ＝ ∂H

∂ t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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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방붕괴로 인한 홍수범람해석
대상유역의 홍수량을 바탕으로 대상유역에

대한 제방붕괴모의를 실시하여 붕괴유량을 산

정하였으며 이를 상류단 경계조건으로 하여 2

차원 홍수범람모의를 실시하였다. 모의는 구조

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구조물이 존재하

는 경우에 대하여 모의분석을 실시하였다.

3.1 구조물이 없는 경우(Case 1)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서의 홍수범람양상을

고려하기 위해서 그림 10과 같이 2차원 요소

망을 구성하였으며 요소의 수는 삼각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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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3hr (b) 0.4hr (c) 0.6hr

(d) 1.5hr (e) 2.0hr (f) 2.5hr

FIGURE 12. 시간에 따른 유속분포도(구조물이 없는 경우) 

(a) 0.3hr (b) 0.4hr (c) 0.6hr

(d) 1.5hr (e) 2.0hr (f) 2.5hr

FIGURE 11. 시간에 따른 범람도(구조물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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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3hr (b) 0.4hr (c) 0.6hr

(d) 1.5hr (e) 2.0hr (f) 2.5hr

FIGURE 14. 시간에 따른 범람도(구조물이 있는 경우)

2,202개, 사각형 요소 2,518개로 총 4,720개의

요소와 3,830개의 노드를 갖는 비정형 격자를

구성하였다. 상류단 경계조건으로 제방붕괴로

인한 유량 수문곡선을 사용하였으며, 계산 시

간간격은 계산의 수렴성을 위하여 0.0005초로

하였고 수심의 허용오차한계를 0.001m로 하여

수치모의시 계산의 정확성을 높였다.

그림 11과 그림 12는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

대한 대상유역에서의 하천 제방붕괴로 인한 2

차원 홍수범람해석의 결과로서 모의 시작 후

0.3시간, 0.4시간, 0.6시간, 1.5시간, 2.0시간, 2.5

시간에서의 범람수심도 및 유속분포도를 나타

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의 시

작 후 0.6시간 후에 마을의 입구부에서 침수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조물이 없는 경우

유역 전체에 걸쳐 침수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유속의 방향도 대상지역 전역에

걸쳐서 균등하게 분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구조물이 있는 경우(Case 2)
그림 13은 구조물이 있는 경우 제방붕괴로

인한 제내지에서의 범람양상을 모의하기 위한

2차원 요소망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모의

는 구조물이 없는 경우와 동일한 조건하에 이

루어졌다.

FIGURE 13. 2차원 범람모의를 위한 요소망 
구성도(구조물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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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3hr (b) 0.4hr (c) 0.6hr

(d) 1.5hr (e) 2.0hr (f) 2.5hr

FIGURE 15. 시간에 따른 유속 분포도(구조물이 있는 경우)

그림 14와 그림 15는 대상유역에서의 하천

제방붕괴로 인한 2차원 홍수범람해석의 결과로

서 모의 시작 후 0.3시간, 0.4시간, 0.6시간, 1.5

시간, 2.0시간, 2.5시간에서의 범람수심도 및 유

속분포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

듯이 모의 시작 후 0.6시간 후에 마을의 입구

부에서 침수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산초기에는 구

조물의 영향으로 구조물 배면쪽은 침수가 일어

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고 구조물의 전면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수심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모의 시작 후 2.0시간까지는 침수심

과 침수면적이 증가하고 2.5시간부터는 배수의

영향으로 침수심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3.3 모의결과 비교검토
구조물이 없는 경우(Case 1)와 구조물을 고

려한 경우(Case 2)의 침수심과 유속 및 홍수

강도에 대한 모의 결과를 비교 검토하기 위하

여 그림 16과 같이 대상유역을 6개의 구역으

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2∼4개의 주요지점을

선택하였다. 홍수강도는 유속과 수심의 곱으로

표시되며 실제 홍수 발생 시 대상지역에 미치

는 홍수의 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16. 모의 결과의 비교검토를 위한 
지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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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구역

Case 1 Case 2 차이

수심 유속 강도 수심 유속 강도 수심 유속 강도

A

1 0.44 0.40 0.18 0.84 0.54 0.46 0.40 0.14 0.28

2 0.54 1.15 0.62 0.89 1.14 1.01 0.35 -0.01 0.39

3 0.86 1.91 1.64 1.41 2.41 3.41 0.55 0.50 1.77

B

4 0.76 2.96 2.25 1.40 1.82 2.56 0.64 -1.14 0.31

5 0.71 3.37 2.40 1.53 2.23 3.42 0.82 -1.14 1.02

6 0.78 3.61 2.80 1.12 2.26 2.52 0.34 -1.35 -0.28

7 0.59 2.87 1.69 1.47 0.85 1.25 0.88 -2.02 -0.44

C

8 0.70 3.21 2.26 0.16 0.29 0.05 -0.54 -2.92 -2.21

9 0.62 2.64 1.65 0.55 3.12 1.72 -0.07 0.48 0.07

10 0.78 3.21 2.50 0.48 1.56 0.74 -0.30 -1.65 -1.76

D

11 0.87 2.22 1.93 1.22 3.41 4.14 0.35 1.19 2.21

12 0.75 2.86 2.13 1.11 4.63 5.14 0.36 1.77 3.01

13 0.77 1.62 1.25 1.00 2.67 2.67 0.23 1.05 1.42

E

14 0.39 1.72 0.68 0.58 2.24 1.31 0.19 0.52 0.63

15 0.25 0.59 0.14 0.30 0.84 0.25 0.05 0.25 0.11

16 1.14 1.24 1.42 1.18 1.85 2.18 0.04 0.61 0.76

F
17 0.93 1.83 1.70 0.94 1.85 1.75 0.01 0.02 0.05

18 0.61 1.21 0.74 0.63 1.22 0.76 0.02 0.01 0.02

TABLE 4. 모의시작 후 1.0시간에서의 지점별 수심, 유속 및 홍수강도

표 4와 표 5는 모의시작 후 1.0시간, 2.0시간

에서의 각 지점별 수심 값과 유속 및 홍수강

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지점별로 범람수

심은 시간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구조

물의 전면부로서 홍수류가 제내지로 유입되는

구역 A와 구조물 전면부인 구역 B의 경우는

구조물의 영향으로 인해서 구조물을 고려한

경우가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 비해 범람수심

이 계산 시간대별로 0.16m∼0.93m 정도 차이

가 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구조물 배면부인

구역 C의 경우에는 구조물을 고려한 경우가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 비해 구조물의 영향으

로 인해 범람수심이 계산 시간대별로 0.06m∼

0.56m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을의 인근지역 및 마을을 나타내고 있는 구역

E는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 비해 구조물을 고

려한 경우의 범람수심이 계산 시간대별로

0.03m∼0.21m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유속의 경우에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역 A에서는 구조물을 고려한 경우가 현재 상

태에 비해 계산 시간대별로 ∼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홍수강도의 경우에는 구역 A의 모든 지점에서

구조물을 고려한 경우가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

비해 계산 시간대별로 ∼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조

물의 영향으로 인해 범람수심이 크게 증가한 것

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구역 B의 경

우에는 구조물을 고려한 경우가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 비해 유속이 계산 시간대별로 

∼ 정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모의

되었다. 이는 구조물의 전면에서 유속이 정체됨

을 알 수 있다. 홍수강도의 경우에는 지점 4와

지점 5의 경우에는 구조물을 고려한 경우가 구

조물이 없는 경우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나 나머

지 지점 6과 지점 7에서는 구조물을 고려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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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구역         

Case 1 Case 2 차이

수심 유속 강도 수심 유속 강도 수심 유속 강도

A

1 0.51 0.47 0.24 0.98 0.65 0.63 0.47 0.18 0.39

2 0.59 1.23 0.73 1.02 1.18 1.20 0.43 -0.05 0.47

3 0.93 2.01 1.87 1.54 2.61 4.03 0.61 0.60 2.16

B

4 0.83 3.14 2.59 1.52 1.94 2.95 0.69 -1.20 0.36

5 0.77 3.60 2.76 1.65 2.35 3.86 0.88 -1.25 1.10

6 0.85 3.90 3.32 1.24 2.35 2.91 0.39 -1.55 -0.41

7 0.66 3.13 2.08 1.59 0.91 1.45 0.93 -2.22 -0.63

C

8 0.78 3.44 2.69 0.23 0.37 0.08 -0.55 -3.07 -2.61

9 0.71 2.91 2.08 0.63 3.44 2.18 -0.08 0.53 0.10

10 0.87 3.48 3.02 0.58 1.78 1.04 -0.29 -1.70 -1.98

D

11 0.92 2.36 2.16 1.30 3.66 4.75 0.38 1.30 2.59

12 0.79 3.06 2.43 1.20 5.03 6.02 0.41 1.97 3.59

13 0.80 1.75 1.40 1.06 2.91 3.08 0.26 1.16 1.68

E

14 0.43 1.78 0.76 0.63 2.35 1.49 0.20 0.57 0.73

15 0.30 0.67 0.20 0.35 0.92 0.33 0.05 0.25 0.13

16 1.20 1.28 1.54 1.24 1.89 2.35 0.04 0.61 0.81

F
17 1.04 1.91 1.99 1.06 1.94 2.06 0.02 0.03 0.07

18 0.73 1.29 0.94 0.75 1.31 0.98 0.02 0.02 0.04

TABLE 5. 모의시작 후 2.0시간에서의 지점별 수심, 유속 및 홍수강도 

우가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구조물의 배면부인 구역 C의 지점 8과 지점 10

의 유속의 경우는 구조물을 고려한 경우가 구조

물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작게 나타났으나 지점 9

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측면 개구부를 통과한 흐

름의 영향으로 구조물을 고려한 경우가 구조물

이 없는 경우에 비해 유속이 크게 나타나는 것

으로 모의되었다. 홍수강도의 경우에도 지점 8

과 지점 10에서는 구조물을 고려한 경우가 구조

물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작게 나타났으나 지점 9

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측면 개구부를 통과한 흐

름의 영향으로 구조물을 고려한 경우가 구조물

이 없는 경우에 비해 홍수강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마을의 인근 지역 및 마을

을 나타내고 있는 구역 E의 경우에는 구조물을

고려한 경우가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 비해 유속

이 계산 시간대별로 ∼ 정도

차이가 났고, 홍수강도의 경우에도 구조물을 고

려한 경우가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 비해 계산

시간대별로 ∼ 정도 차이

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조물이 있는 경우와 구조물이 없는

경우의 범람도 및 유속분포의 변화도를 작성

하는 것이 공간으로 구조물이 어떻게 범람 및

유속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음으

로 수심 및 유속에 대한 변화를 구조물이 없

는 경우를 기준으로 변화 분포도를 작성하여

그림 17∼18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17은 모

의시작 후 1시간, 그림 18은 모의시작 후 2시

간에서의 변화 분포도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의시작 후 1시

간과 2시간 모두 구조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전면부와 측면부에서는 수심이 전반

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구조물의 배

면부에서는 수심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유속의 경우에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조물의 영향으로 인해 구조물의 측면부에서는

유속이 빨라진 것을 알 수 있고 구조물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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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심 변화 분포도 (b) 유속 변화 분포도

FIGURE 17. 모의시작 후 1.0시간에서의 수심 및 유속 변화 분포도 

(a) 수심 변화 분포도 (b) 유속 변화 분포도

FIGURE 18. 모의시작 후 2.0시간에서의 수심 및 유속 변화 분포도 

면부와 배면부에서는 유속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조물 전면부의 유속이 감소한 것은

구조물로 인해 홍수류가 정체됨에 기인한 것

으로 판단되며 배면부의 유속이 감소한 것은

구조물로 인해 홍수류가 도달하지 못했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제내지 내

구조물의 영향으로 인한 홍수파의 전파 양상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론 
제내지-하도 연결부 모형을 이용하여 제방

붕괴모의를 실시하여 붕괴유량을 산정하였으

며 이를 상류단 경계조건으로 하여 2차원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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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범람모의를 실시하였다. 모의는 구조물이 존

재하지 않는 경우와 구조물이 존재하는 경우

에 대하여 모의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대상유역에 대해 수리․수문

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유역의 표

고 범위는 69m∼860m로서 작은 유역면

적에 비해서 표고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 대상유

역인 소유역 4번은 상류 소유역들에 비

해 유역의 표고가 급격히 낮아지며, 지

대가 다른 유역에 비해 낮아 집중 호우

발생시 경사가 급한 상류유역에서의 홍

수유출량이 단시간에 도달함으로서 홍

수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

되었다.

(2) 하도-제내지 연결부 모형을 이용하여

제내지 범람유량을 산정하고 이를 통하

여 제방범람에 따른 홍수파 해석을 통

해 제내지에서의 홍수해석을 실시하여

시간대별 범람수심도 및 유속분포도를

제시하였다. 모의결과 제방붕괴 후 0.6

시간 후에 마을의 입구부에서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제방 붕괴 후 2.0시간

까지는 침수심과 침수면적이 증가하고

2.5시간부터는 배수의 영향으로 침수심

이 감소되기 시작하여 8시간 후에는 대

상구간의 상당부분이 배수가 진행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각 지점별로 범람수심은 시간대별로 차

이를 보이고 있으나 구조물의 전면부로

서 홍수류가 제내지로 유입되는 구역 A

와 구조물 전면부인 구역 B의 경우는

구조물의 영향으로 인해서 구조물을 고

려한 경우의 범람수심이 전반적으로 크

게 나타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구조물

배면부인 구역 C의 경우에는 범람수심

이 구조물이 있는 경우가 작게 나타났

고 마을의 인근지역 및 마을을 나타내

고 있는 구역 E는 구조물이 있는 경우

의 범람수심이 0.03m∼0.21m 정도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유속분포를 모의하여 비교한 결과 구역

D에 있어서 구조물을 고려한 경우 구조

물의 영향으로 인해 유속의 방향이 부

분적으로 우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구조물로 인해서 구조물 측면의 개

구부를 통한 유속 및 홍수강도는 증가

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 구조물 배

면부에서는 유속과 홍수강도가 현저히

작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마을 부근인 구역 E에서

는 유속과 홍수강도가 증가한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구조물의

영향으로 인해 마을 지역에서 홍수에

대한 위험이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 본 연구 모의 결과를 통해 제내지의 홍

수범람에 대한 구조물의 영향을 확인

할 수 있었고 향후 제내지의 구조물 설

치 시 제내지에서 구조물을 고려한 홍

수범람 해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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