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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적으로 홍수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비구조물적 대책의 하나로 홍수범람지도를 작성하고 있으며, 홍수범람해석을 위한 다양한 

모형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iDAR 자료와 LISFLOOD 모형을 이용한 홍수범람해석을 

수행하여 국내 하천에서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파제 시나리오에 의한 파제 위치별 범람해석 결과

를 평가하였다. 범람해석 결과 최대 홍수범람면적에서는 HEC-RAS 모형에 의해 작성된 홍수범람

도와 차이가 약 4% 미만으로 유사하였으며, 파제 시나리오에 의한 홍수범람해석에서는 시나리오

별로 약 0.2%~6.5%의 범람면적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파제 위치에 따라서 홍수범람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제내지에서 범람류의 흐름방향과 하천 흐름방향의 관계에 따라 최대 홍수범람

면적과 최대 침수심이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국내 하천에서 홍수범람해석시 

LISFLOOD 모형의 적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범람상황을 고려한 홍수범람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주요어 : LISFLOOD, LiDAR, 홍수범람, HEC-RAS, 홍수범람지도

ABSTRACT

Great loss of life and property has been occurred by the severe flood globally. In 

Korea, a flood inundation map is used as one of the non-structural measures for 

reducing flood damage, and various inundation models have been studied for flood 

inundation analysis. This study applies LiDAR data and LISFLOOD model for flood 

inundation analysis and discusses the the modeling results from levee br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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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s for evaluating the applicability of the model to stream inundation modeling. 

In the results of LISFLOOD modeling, maximum inundation area was similar to the 

inundation map by HEC-RAS model just less than 4%. The inundation area by each 

levee breaching scenario showed the difference from 0.2% to 6.5%. Inundation 

processes were different each other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levee breach point, 

and maximum inundation area and depth were changed by the flow direction of stream 

and flood plain. This study shows that LISFLOOD model can be applied properly to 

stream inundation analysis using various inundation scenarios.

KEYWORDS : LISFLOOD Model, LiDAR, Flood Inundation, HEC-RAS, Flood Inundation Map

서  론

세계적으로 홍수에 의해 재산과 인명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Yu et al., 2005; Kim 

et al., 2011), 2013년에는 인도, 유럽, 중국, 

북한 등 전 세계 각지에서 홍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태풍과 호우로 인

한 홍수피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Lee et 
al., 2013), 국민의 재산과 인명에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05; 2011). 홍수범

람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상의 시

나리오에 의한 홍수범람 해석을 통하여 홍수위

험지도를 작성하고 홍수위험에 대한 정보를 사

전에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홍수발생시 안전한 

대피경로, 대피장소, 대피요령 등에 대한 지식

을 습득하도록 하여 홍수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Kim et al., 
2011). 국내에서는 하천법 제21조와 하천법시

행령 제 17조에 의거하여 홍수위험지도 제작·

활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MLTM, 

2008),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비구조물

적 대책의 한가지로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고 

홍수발생시 취약지구 파악, 예방 및 복구, 홍수

피해 경감 등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홍수범람해석에 대한 연구가 

1980년대부터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Kim et 
al., 2011). Lee and Han(1989)은 제내지에 

범람이 발생하였을 때, 유입량 예측 모형인 

LEVBRK 모형을 제시하고 제방 붕괴 유형에 

따른 제내지로의 유입량을 계산하였다. Park et 
al.(2011)은 FLDWAV 모형과 2차원 확산파 

모형을 연계한 침수해석모형을 개발하여 침수

흔적도와 비교를 통하여 모형을 평가하였으며, 

Kim et al.(2011)은 1차원 하천수리 모형인 

DAMBRK 모형을 이용하여 보성강댐의 붕괴에 

의한 홍수범람해석을 수행하고 GIS와 연계한 

홍수범람지도 작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홍수범람해석을 위한 1차원 모형의 적용에 

대한 연구는 주로 HEC-RAS 모형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Lee et al.(2003)은 HEC-1 및 

HEC-RAS 모형과 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저해상도 지형자료와 고해상도 지형자료의 합

성에 의해 구축된 DEM을 이용하여 홍수범람해

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Kim et 
al.(2012)은 강변저류지에 대하여 HEC-RAS 

모형을 이용한 부정류 흐름 해석과 수리실험에 

의한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완전 횡월류에 대한 

안정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복합적인 형태의 월류와 역류현상에서는 해석 

결과가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하였

다. Jung et al.(2012)은 곤지암천 유역을 대

상으로 SWAT 모형에 의한 해석 결과를 

HEC-RAS 모형의 상류단 경계조건으로 활용

하여 하류부에 대한 홍수범람해석을 수행한 바 

있다. 또한 2차원 모형인 FLUMEN 모형을 이

용한 홍수범람 해석에 대한 연구로는 Kang et 
al.(2007)은 FLUMEN 모형을 이용하여 빈도

별 홍수범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대상 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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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다양한 저감대책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범람 저감 대책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Cho et al.(2010)은 금호강 유역에 대한 

홍수위험지도 제작을 위해 FLUMEN 모형을 

이용하여 월류에 의한 홍수범람해석을 수행하

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Lee et al.(2013)

은 쿼드트리 격자기반인 Gerris 모형과 

FLUMEN 모형을 비교하여 Gerris 모형을 이

용한 홍수범람해석의 적용성을 평가한 바 있다. 

LiDAR 자료를 이용한 홍수범람에 대한 연구

로 Shim and Lee(2006)는 LiDAR 자료를 이

용하여 작성된 DEM과 1/5,000 수치지도를 이

용하여 작성된 DEM을 이용하여 HEC-RAS 

모형과 MIKE 모형을 이용하여 홍수범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LiDAR자료를 이용한 범람해석

시 보다 정밀한 홍수범람이 가능한 것으로 판

단하였다. Ha et al.(2010)은 LiDAR자료와 

FLUMEN 모형을 이용하여 범람해석을 수행할 

때, LiDAR 자료의 포인트 간격을 달리하여 범

람해석 결과를 평가하였으며, 지형 표고가 급격

히 변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10m 간격의 

LiDAR 자료가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한바 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는 홍수범람

지도 작성을 위한 1차원 및 2차원 모형의 적용

과 고해상도 범람해석을 위한 LiDAR 자료의 

적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수범람에 의한 홍수위험지

도 작성을 위해서 범람흐름을 유하형, 저류형, 

확산형으로 구분하고, 범람 유형별 해석기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해석방법은 대상지역의 

중요도, 범람원의 지형조건, 이용 가능한 자료

의 범위 및 홍수위험지도의 활용목적에 따라 

채택되어진다(MLTM, 2008). 이 중 유하형 범

람해석은 대상 지구를 제방이 없는 무제부 구

간으로 가정하여 하도와 제내지가 연결된 하나

의 단면상에서 1차원 부등류 해석을 실시하며, 

무제부 가정에 의한 해석은 좌·우안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범람수위가 높아 양안에서 동시에 월류가 발생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안을 동시에 무제부로 

가정하여 해석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

하형 범람해석은 범람원인을 월류와 파제로 구

분하지 않고, 무제부를 가정함으로서 최대 침수

심 및 침수영역을 모의하는 방법이다. 이때 

HEC-RAS 모형 등을 이용한 1차원 부등류 해

석을 이용한 홍수범람해석은 최대 홍수범람 영

역과 최대 침수심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지만, 시

간별 홍수범람 영역의 확산형태를 파악하는 것

과 범람류의 흐름이 하천의 흐름방향과 반대일 

경우에는 범람해석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차원 부정류 해석이 가능하

면서 래스터 지형고도를 활용하여 홍수범람해

석을 수행할 수 있는 LISFLOOD 모형(Bates 

et al., 2000)와 LiDAR 자료를 이용한 범람해

석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LISFLOOD 모

형은 래스터 지형자료와 시간에 따른 유량조건

이 요구되며, 비교적 간단하며 합리적인 물리적 

재현성을 가진 모형으로 평가되고 있다(KEI, 

2009). 국외에서는 LISFLOOD 모형을 이용한 

범람해석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된 바 있으며

(Horritt et al., 2002; Horritt, 2006; 

Dankers et al., 2007; Hunter et al., 2007; 

Pappenberger et al., 2007; Baldssarees et 
al., 2010), De Roo et al.(2000)은 GIS와 연

계한 LISFLOOD 모형을 유럽의 Meuse유역에 

모형을 적용한 바 있다.

국내에서의 LISFLOOD 모형을 이용한 범람

해석에 관한 연구로는 기후변화에 의한 범람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LISFLOOD 모형이 

검토된 바 있으며(KEI, 2009), Kang et 
al.(2011)은 LISFLOOD 모형을 이용하여 홍수

범람 해석을 수행하고, 범람해석 결과를 이용하

여 농경지 저류지화에 따른 홍수저감 효과를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는 LISFLOOD 

모형을 이용한 연구가 일부 수행된 바 있으나, 

홍수범람지도 작성을 위한 LISFLOOD 모형의 

적용성 평가 및 기존 범람해석 모형과의 비교 

평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LISFLOOD 모형을 이용하

여 홍수범람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대상 

구간에 대하여 HEC-RAS 모형에 의해 1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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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rid analysis of LISFLOOD model 

부등류 해석으로 구축된 바 있는 홍수범람도

(MLTM, 2011)와 비교함으로써 홍수범람도 

작성을 위한 LISFLOOD 모형의 적용성 및 활

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LISFLOOD 모형

영국의 Bristol 대학의 Paul Bates교수에 의

해 개발된 LISFLOOD 모형은 격자형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범람해석 모형으로 질량 보존과 

물리적 개념을 이용하여 홍수범람을 모의한다

(Bates et al., 2000; Dankers et al., 2007). 

LISFLOOD 모형은 고해상도의 지형자료, 모형

의 경계조건과 유량 유입지점에서의 시간에 따

른 유량조건이 있어야만 적용이 가능하며, 동역

학적 홍수의 전파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고, 

간단하면서 합리적인 물리적 재현성을 가진 모

형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도내 흐름 해석은 운

동량과 연속방정식을 나타내는 1차원 St. 

Venants 방정식을 이용하며, 식 (1)과 식 (2)

와 같다. 

Continuity Eq. : 





      (1)

Momentum Eq. :   

  








 




(2)

여기서, 는 하도내 유량, A는 하도 단면적, 

는 측방유입량, 는 하천 바닥 경사, n은 

Manning의 조도계수, 는 윤변을 나타낸다. 범

람원 해석에서는 두 셀 간의 수면고도 차이를 

이용하여 흐름이 해석되며, 식 (3)과 식 (4)와 

같다. 그림 1은 LISFLOOD 모형에서의 두 격

자간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Bates et al., 
2000; Hall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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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해당 격자점의 위치, 는 

격자점()에서의 수면높이, 
는 와 

사이에 발생되는 유량, 는 와 사이

에 발생되는 유량 수심, ∆,∆는 각 방향으

로의 격자 크기를 나타낸다. 

LISFLOOD 모형에서 하천 흐름은 1차원의 

운동파 방정식 또는 확산파 방정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유한차분법으로 해석하며, 시간항에 

대해서는 양해법을 이용한다(Bate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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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arget area

2010). 홍수범람 흐름은 2차원으로 해석하고 

연속방정식과 수심차를 고려한 Manning공식으

로 계산되며(Bates et al., 2000), 흐름은 수심

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점변류로 가정한다. 격

자간 흐름은 등류 흐름공식(Manning공식 또는 

웨어공식)으로 계산되고 SI단위계를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LISFLOOD 모형을 이용하여 

하천의 흐름을 계산하고, 하상변화를 모의할 수 

있는 LISFLOOD(CAESAR LISFLOOD 

v.1.2x) 모형을 이용하였다(Coulthard et al., 

2007). CAESAR LISFLOOD 모형은 사용자

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GUI를 가지고 있고 오

픈소스로 제공되며, 하상변화 모의를 제외한 홍

수범람만을 해석할 수 있다(Beckers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홍수범람해석을 위해 대

상 구간을 하도와 범람원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 구간에 대해 범람원 해석으로 적용하였다.

대상 구간 자료구축 및 연구방법

1. 대상 구간 입력자료 구축

본 연구에서는 LISFLOOD 모형을 이용한 홍

수범람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1차원 부등

류 해석으로 작성된 홍수범람도와 비교하고자 

한다. 따라서 2011년에 HEC-RAS 모형을 이

용하여 작성된 홍수범람도(MLTM, 2011)가 

존재하는 청미천 국가하천 구간을 검토하였으

며, 범람해석 구간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청미

천이 만나는 지점에서 하류로 5km구간을 선정

하였다. 하천의 좌안을 범람해석 대상 제내지로 

선정하였으며, 그림 2는 대상 구간을 나타낸 것

이다. 대상 구간은 대부분 농경지이며, 농경지

와 농경지 사이에는 주거지역, 축산 건물, 상가 

등이 존재하고, 농경지와 산지와 만나는 부분에

는 마을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구간 제내

지를 삼승천을 기준으로 ZONE1과 ZONE2로 

구분하였다(그림 2).

표 1은 본 연구에서 입력자료로 구축된 공간

자료와 유량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공간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내지 영역은 1m 간격의 

LiDAR자료를 이용하고, 제외지 영역은 수면아

래의 하상고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청미천 하천

정비기본계획보고서(MLTM, 2011)에서 제시

된 하천단면 측량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두 자료

를 결합하여 10m×10m 크기의 DEM(Digital 

Elevation Model)을 생성하였다(Ha et al., 
2010). 또한 대상 구간은 국가하천으로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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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Method Description

Spatial

data

10m×10m DEM

(LiDAR+River 

cross-sectional 

data)

･ LiDAR data

  - Multi-dimensional spatial-information construction project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06)

･ River cross-sectional data

  - Cheongmi-cheon(Riv.) river maintenance master plan report

    (MLTM, 2011)

Flow data 

for boundary 

condition

Design flood of 

100year return 

period

･ Cheongmi-cheon(Riv.) river maintenance master plan report

  (MLTM, 2011)

  - at the downstream of Sulsung-cheon(Riv.) confluence

TABLE 1. Input data

No.

Design flood 

stage

(EL.m)

Design levee 

height

(EL.m)

No.

Design flood 

stage

(EL.m)

Design levee 

height

(EL.m)

9+200 54.96 56.16 11+400 56.07 57.27

9+400 55.05 56.25 11+540 56.21 57.41

9+500 55.10 56.30 11+600 56.26 57.46

9+600 55.14 56.34 11+800 56.46 57.66

9+800 55.24 56.44 12+000 56.65 57.85

10+000 55.33 56.53 12+052 56.70 57.90

10+042 55.35 56.55 12+200 56.85 58.05

10+200 55.42 56.62 12+400 57.05 58.25

10+400 55.51 56.71 12+556 57.21 58.41

10+536 55.59 56.79 12+600 57.25 58.45

10+600 55.62 56.82 12+800 57.45 58.65

10+800 55.73 56.93 13+000 57.65 58.85

11+000 55.85 57.05 13+108 57.76 58.96

11+057 55.88 57.08 13+200 57.85 59.05

11+200 55.96 57.16 13+400 58.05 59.25

11+275 56.00 57.20 13+600 58.25 59.45

1) Cheongmi-cheon(Riv.) river maintenance master plan report(MLTM, 2011)

2) Design flood stage(EL.m) + Freeboard(1.2m) = Design levee height(EL.m)

TABLE 2. Calculation of design levee height

빈도 계획홍수량에 의해 제방이 구축되어 있다. 

대상 구간의 기설제방고는 1994년에 산정된 

100년 빈도 계획홍수위를 바탕으로 설계되었으

나, 본 연구에서 활용된 2011년에 재산정된 계

획홍수위는 1994년 산정된 100년 빈도 계획홍

수위보다 약 15.42%~40.25%(239~ 

821)정도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방

의 보축 및 보강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MLTM,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설제방고가 반영된 

DEM에 계획제방고를 적용하여 제방고를 재구

축하였다. 이때 계획제방고는 2011년에 산정된 

100년 빈도 계획홍수위와 하천설계기준해설

(MLTM, 2009)에서 제시된 여유고 1.2m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으며, 표 2는 각 하천단면에 

대해서 산정한 계획제방고를 나타낸 것이다. 그

림 3(a)는 LiDAR와 하천단면 측량자료를 이용

하여 구축된 10m×10m 크기의 DEM에 계획

제방고를 반영하여 구축한 최종 DEM과 표 2

의 하천단면 측량번호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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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atial data(DEM) (b) Flow data for boundary condition

FIGURE 3. LISFLOOD model input data

대상 구간에서 상류단 경계조건으로 활용되

는 유량자료는 청미천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

(MLTM, 2011)에서 제시된 100년 빈도 계획

홍수량인 2,670을 이용하였고, 부정류 해

석을 하기 위하여 청미천 하천정비기본계획보

고서에서 HEC-1에 의해 산정된 설성천 합류

후의 100년 빈도 계획홍수량을 활용하였으며, 

그림 3(b)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계획홍수량의 

수문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CAESAR LISFLOOD 모형에 의한 홍수범람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자가 정의하는 매개

변수는 흐름발생 조건인자인 최소수심, 격자에

서 수치계산의 안정성을 위한 Courant 

number, Manning의 조도계수 등이 있으며, 

50m 크기의 격자에서 최소수심은 0.5, 

Courant Number는 0.5를 제안하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10m×10m 크기의 DEM

을 이용하여 LISFLOOD 모형에 의한 범람해석

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착오법에 

의해 매개변수를 설정하였으며, 최소수심은 모

형에서 제시된 값을 비례 감소시킨 0.1m, 

Courant Number는 0.2, Manning의 조도계수

는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에 제시된 0.03을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LISFLOOD 모형을 이용하여 홍수

범람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청미천 하천정비기

본계획보고서(MLTM, 2011)에서 HEC-RAS 

모형에 의해 산정된 100년 빈도 홍수량에 대한 

홍수범람도와 비교하였으며, 그림 4는 본 연구

의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구축된 DEM과 유량 경계조건을 입력

하여 LISFLOOD 모형을 이용한 홍수범람해석

을 수행하고, 해석 결과를 통하여 DEM에 적용

된 계획제방고와 유량조건이 대상 구간에 대하

여 적절하게 반영되는지를 평가한다. 다음으로

는 LISFLOOD 모형을 이용한 무제부를 가정한 

홍수범람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청미천 하

천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된 100년 빈도 홍수범

람도와 비교한다.

또한 대상 구간에 파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각 시나리오별 LISFLOOD 모형을 이용한 홍수

범람해석을 수행하고, 파제 시나리오별 홍수범

람해석 결과와 HEC-RAS 모형에 의해 산정된 

홍수범람도를 비교하여 각 시나리오별 범람 양

상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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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Flooding analysis result(red area) 

using design levee height

FIGURE 4. Research flow chart

LISFLOOD 모형을 이용한 

홍수범람해석

1. 계획제방고를 이용한 범람해석

계획제방고(계획홍수위+여유고)가 적용된 

DEM과 100년 빈도 계획홍수량을 이용하여 

LISFLOOD 모형을 이용한 홍수범람해석을 수

행하였으며, 그림 5는 계획제방고가 적용된 

DEM에서의 LISFLOOD 모형에 의한 홍수범람

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해석결과 계획제방

고를 월류하는 홍수범람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100년 빈도 계획홍수량으로부터 구축된 계획제

방고가 LISFLOOD 모형에서 적절하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무제부를 가정한 범람해석 결과 비교

청미천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MLTM, 2011)

에 제시된 HEC-RAS 모형에 의해 구축된 홍

수범람도와 최대 침수범위를 비교하기 위하여 

LISFLOOD 모형을 이용하여 무제부를 가정한 

홍수범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표 3과 같다. 

ZONE1과 ZONE2에서의 범람면적은 HEC- 

RAS 모형을 이용하여 계산된 범람영역과 비교

하였을 때 각각 103.90%, 100.97%로 유사하

게 산정되었다. 또한 LISFLOOD 모형을 이용

하여 최대 침수심을 계산할 수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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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ZONE1 (b) ZONE2

FIGURE 6. Flood inundation analyses using LISFLOOD model (assumed non-levee)

Flood inundation analysis ZONE1 ZONE2

HEC-RAS Inundation area[㎡] 374,856 400,749

LISFLOOD
Inundation area[㎡] 389,464 404,621

Max. water depth[m] 3.17 2.73

 Areal ratio[%] 103.90 100.97

1) Cheongmi-cheon(Riv.) river maintenance master plan report(MLTM, 2011)

2) Areal ratio[%] = (Inundation area of LISFLOOD/ Inundation area of HEC-RAS) * 100

TABLE 3. Comparison of flood inundation analyses(non-levee)

ZONE1과 ZONE2에서 각각 3.17m, 2.73m로 

산정되었다. 

그림 6은 LISFLOOD 모형과 HEC-RAS 모

형에 의해 산정된 홍수범람도를 나타낸 것이며, 

A1~A6영역에 대해서 범람해석 결과를 비교하

였다. A1~A6 중 A3, A5, A6은 도로 구간으

로 주변 농경지보다 높은 고도값을 가지며, 이

에 따라 HEC-RAS와 LISFLOOD 모형에서 

모두 침수되지 않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A1, 

A2, A4는 두 모형의 계산 결과가 상이한 지역

이다. 이와 같이 두 모형에서 각기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원인으로는 두 모형의 범람해석에 적

용된 자료의 해상도와 구축연도가 서로 상이하

고, LISFLOOD 모형은 하천 구간에 연속적인 

지형자료를 이용하여 범람해석을 수행하지만, 

HEC-RAS 모형은 하천 단면에서 산정된 홍수

위를 제내지까지 연장하여 홍수범람면적을 산정

함에 따라서 하천 단면과 단면사이의 불연속성

이 해석결과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파제 시나리오에 의한 홍수범람해석

파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LISFLOOD 모형

을 이용한 홍수범람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대상 

구간에 파제 지점을 선정하였다. 파제 지점은 

대상 구간의 좌안에 대하여 총 8개 지점을 선

정하였으며, 그림 7은 각 파제 설정구간을 나타

낸 것이다. 파제 구간의 폭은 홍수위험지도 제

작에 관한 지침(MLTM, 2008)에 제시되어 있

는 파제폭 설정 공식을 이용하였으며, 식 (5)와 

같다. 파제구간의 제방 고도는 인접한 제내지 

고도값과 동일하게 구축하였다. 파제폭은 모든 

측선에서 약 90m로 산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구축된 10m의 격자크기의 DEM에 적용하기 

위하여 각 구간에 대해 9개 격자에서의 고도를 

재설정하였다. ZONE1과 ZONE2 사이에는 삼

승천이 흐르고 있으며, 파제설정 구간인 CR1 

~CR5는 ZONE1에 영향을 미치고, CR6~CR8

은 ZONE2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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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Decision point of levee breaching section

(a) CR1 (b) CR5

(c) CR6 (d) CR8

FIGURE 8. Inundation areas according to the time(CR1, CR5, CR6 and C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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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1 ZONE2

HEC-RAS


Inundation 

area[㎡]
374,856 400,749

CR 1 2 3 4 5 6 7 8

LISFLOOD

Inundation 

area[㎡]
394,043 390,893 389,647 372,574 345,455 426,711 401,662 394,524

Max. water 

depth[m]
3.59 3.52 3.44 2.89 2.48 3.16 2.88 2.68

Areal ratio[%] 105.1 104.3 103.9 99.4 92.2 106.5 100.2 98.4

1) Cheongmi-cheon(Riv.) river maintenance master plan report(MLTM, 2011)

2) Areal ratio[%] = (Inundation area of LISFLOOD/ Inundation area of HEC-RAS) × 100

TABLE 4. Comparison of the inundation analyses result about each scenario

 ×log
      (5)

여기서, 는 하폭(m), 는 파제폭(m)을 나

타낸다.

그림 8은 각 ZONE에서 범람면적이 가장 크

게 모의된 파제 시나리오(CR1, CR6)와 가장 

작게 모의된 시나리오(CR5, CR8)에 대한 시간

별 LISFLOOD 모형의 홍수범람해석 결과를 나

타낸 것이며, 표 4는 ZONE1과 ZONE2에서의 

각 파제 시나리오별 홍수범람해석 결과를 

HEC-RAS 모형에 의해 산정된 100년 빈도 

홍수범람도(MLTM, 2011)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LISFLOOD 모형을 이용하여 파제 시나리오

에 의한 범람해석 결과, ZONE1에서는 CR1, 

CR2와 CR3에서 파제되었을 때 최대 홍수범람

면적과 침수심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CR4와 

CR5는 CR1~CR3의 범람해석 결과보다 최대 

홍수범람영역은 감소되고(최대 14%) 최대 침

수심도 낮게(최대 1.11m) 모의되었다. ZONE1

과 마찬가지로 ZONE2에서도 CR6에서 CR8로 

파제 위치가 이동할수록 홍수범람영역이 감소

되었으며, 최대 침수심은 낮아지는 것으로 모의

되었다. 또한 파제 시나리오에 의한 홍수범람면

적과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MLTM, 2011)

에서 HEC-RAS 모형에 의해 작성된 홍수범람

도의 범람면적을 비교한 결과 CR1~CR3과 

CR6~CR7에서는 HEC-RAS 모형에 의해 작

성된 홍수범람도보다 면적이 크게 모의되었으

며, CR4와 CR5와 CR8은 작게 모의되었다. 이

와 같이 파제 지점별로 범람면적이 달라지는 

것은 하천의 흐름방향과 범람류의 흐름방향의 

관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그림 8에서

와 같이 CR1~CR3 및 CR6~CR7 지점에서의 

범람류는 하천의 흐름방향과 동일한 흐름 방향

을 나타냄으로써 상대적으로 큰 범람면적을 나

타내고 있으며 CR4, CR5, CR8위치에서의 파

제에 의한 범람류는 하천의 흐름방향과 반대의 

방향으로 진행함으로써 범람면적이 상대적으로 

작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LISFLOOD 모형과 HEC-RAS 모형의 범람

해석 비교 결과 HEC-RAS 모형은 하도의 흐

름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발생하는 범람류의 흐

름 해석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다양한 파제 시

나리오를 적용한 범람해석에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LISFLOOD 모형을 이용한 홍수범람해

석에서는 실제 지형자료를 쉽게 반영하여 홍수

범람해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파제 시

나리오를 이용한 홍수범람해석, 무제부를 가정

한 범람해석, 제방의 월류범람 발생 유무 등 다

양한 홍수범람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는 청미천 국가하천 구간에 대하여 

LISFLOOD 모형을 이용하여 계획제방고, 무제

부 가정, 파제 시나리오에 대한 각각의 홍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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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해석을 수행하고, HEC-RAS 모형을 이용하

여 작성된 홍수범람도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LiDAR 자료와 하천단면 측량자료를 

이용하여 계획제방고를 산정하였으며, 계획제방

고를 적용한 10m×10m 크기의 DEM과 100

년 빈도 계획홍수량을 범람해석에 적용하였다. 

계획제방고를 이용한 범람해석 결과 제방을 넘

는 월류범람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계획

제방고가 반영된 DEM 및 홍수량 경계조건이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무제부를 가정한 LISFLOOD 모형의 

홍수범람해석 결과와 HEC-RAS 모형에 의해 

산정된 홍수범람도를 비교하였다. ZONE1과 

ZONE2에서 LISFLOOD 모형을 이용한 범람면

적은 HEC-RAS 모형에 의해 구축된 홍수범람

도와 비교하여 각각 약 103.9%, 101.0%를 나

타내었다. 이를 통하여 LISFLOOD 모형을 이

용한 무제부 가정 범람해석은 HEC-RAS 모형

과 유사한 재현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파제 시나리오에 의한 LISFLOOD 모

형의 홍수범람해석 결과 각 파제 시나리오별 

범람면적이 HEC-RAS 모형을 이용한 홍수범

람도의 면적을 기준으로 약 92.2%~106.5%정

도의 차이를 나타냈다. 파제 구간의 위치에 따

라서 최대 홍수범람면적과 최대 침수심이 변화

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하천의 흐름 방향과 

범람류의 흐름방향의 관계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된다.

넷째, LISFLOOD 모형을 이용하여 동일한 

제내지에 대하여 다양한 파제 시나리오에 의한 

홍수범람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

제 시나리오별 대상 구간의 시간별 침수심의 

분포와 제내지에서의 범람 흐름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LISFLOOD 모형을 이용하여 

범람 흐름을 시나리오별로 예상하고 대상 구간

의 홍수피해 발생 예상지역을 사전에 파악함으

로써 재해대책 수립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LISFLOOD 모형의 범

람해석 결과와 비교한 HEC-RAS 모형에 의한 

홍수범람도는 시간별 범람흐름의 파악과 다양

한 범람 조건을 반영한 해석이 어렵다. 또한, 2

차원 범람해석 모형인 FLUMEN 모형은 입력

자료의 구축과 모형 구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LISFLOOD 모형은 

DEM과 상류단 경계조건인 유량 수문곡선을 이

용하여 홍수범람해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파제, 

무제부, 제방 고도의 변화와 같은 다양한 제방

조건을 DEM에 손쉽게 반영하여 모의할 수 있

다. 그러므로 홍수위험지도 작성 시 LISFLOOD 

모형을 이용한 홍수범람해석을 수행함으로써, 

모형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다양한 시나리오의 적용을 통하여 간편하게 범

람해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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