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pISSN: 1225-4517  eISSN: 2287-3503

22(5); 571~580; May 2013 http://dx.doi.org/10.5322/JESI.2013.22.5.571

ORIGINAL ARTICLE

도서지역 건천의 홍수유출 시 흐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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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compared with the result of water surface elevation and water velocity on the establishment of river 

maintenance basic plan and result of HEC-GeoRAS based GIS, and after use the result of water surface elevation and velocity 

were observed in the Han stream on Jeju island, analysis 2 dimensional stream flow. the lateral hydraulic characteristics and 

curved channel of the stream were analyzed by applying SMS-RMA2 a 2 dimensional mode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using 

HEC-RAS model and HEC-GeoRAS model indicated that the distribution ranges of water surface elevation and water velocity 

were similar, but the water surface elevation by section showed a difference of 0.7～2.18 EL.m and 0.63～1.16 EL.m 

respectively, and water velocity also showed differences of maximum 1.58m/sec and 2.67m/sec. SMS-RMA2 analysis was 

done with the sphere of Muifa the typhoon as a boundary condition, and as a result, water velocity distribution was found to be 

1.19 through 3.91 m/sec, and the difference of lateral water velocity in No. 97 through 99 the curved channel of the stream was 

analyzed to be 1.59 through 2.36 m/sec. In conclusion it is anticipated that the flow analysis of 2 dimension model of stream 

can reflect the hydraulic characteristics of the stream curved channel or width and shape, and can be applied effectively in the 

establishment of river maintenance basic plan or management and designing of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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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의 이상기상 현상은 국지적 집중형의 호우나 

초대형 태풍을 발생시켜 하천 범람과 침수 등으로 인

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러한 재해를 방지하

기 위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하천의 통수단면과 유

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 홍수량 및 홍수위를 설

정하여 홍수로 인한 피해를 저감시키며, 교량 및 배수

로 등의 수공 구조물의 설계나 하천관리 계획을 위해 

홍수위와 유속의 흐름해석을 수행하고 있다.

자연하천 및 인공수로의 흐름해석은 1차원 해석모

형인 HEC-RAS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측량자료에 

의한 단면해석에 국한되고 있다. 하천흐름의 1차원 해

석은 하천 단면에 따른 횡적인 유속분포를 해석할 수 

없으며, 하천의 만곡부나 합류부에서의 흐름을 해석

하기 어렵다. 또한 홍수유출 시 흐름은 부정류이므로 

하상 및 홍수터의 변화로 인한 흐름해석에 오차가 발

생할 수도 있어, 2차원 또는 3차원 해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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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ory of computation method of water surface profiles.

(Ahn 등, 2008; 2012).

홍수유출에 대한 2차원 흐름 해석에서는 지형자료

를 쉽게 적용하여 실제 지형에 적합한 유한요소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각 절점에 대한 수위와 2차원 유속

벡터를 계산하여 하천 횡방향의 흐름 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시간에 따른 모의뿐 아니라 조도계수, 

난류교환계수, 격자크기, Coriolis 힘, 등 1차원 모형

보다 많은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다양한 수리학적 검

토와 분석이 가능하다(Hwang 등, 2009). Yong 등

(2003)은 하천에서의 1차원 및 2차원 모형의 결과를 

비교하고 격자 크기와 조도계수, 난류확산계수에 대

한 매개변수 변화를 검토하였으며 Hwang 등(2009)은 

지형학적인 단면 변화에 따른 흐름의 변화를 고려하

여 계획홍수량을 검증하였다. Ahn 등(2011)은 SMS 

RMA2 모형을 이용하여 만곡부에 대한 적용성을 검

토하고 각 만곡부의 유속․편수위를 포함한 수리학적 

분석과 유량사상별 만곡부의 특성에 대한 검토를 실

시하였다. 또한 Seo 등(2011)은 RAM2 와 RMA2 수

치모형을 사용하여 홍수 시 흐름특성을 분석하고 모

의결과를 항공사진을 이용한 영상분석을 통해 모형을 

검증하였다.

하천의 흐름해석에 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같은 도서지역의 건천에서는 이 같은 연구

가 거의 없으며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수행된 1차원 

해석이 유일한 실정이다. 또한 하천의 경사가 급하고 

만곡이 심한 산지형 하천으로, 평상시는 건천의 형태

를 보이지만 집중호우 시는 돌발성 홍수유출이 발생

하고 있어 하천 유출특성에 적합한 현장관측의 실시

와 데이터의 구축 및 이를 활용한 흐름의 해석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건천인 한천을 대상으로 

하여 홍수유출 시 수위 및 유속을 관측실시하고, 1차

원 수치해석모형인 HEC-RAS와 GIS 기반의 HEC- 

GeoRAS를 이용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사

용된 단면과 실제 지형 단면의 수위와 유속을 비교하

였으며, 2차원 모형인 SMS-RMA2에 적용하여 하천

의 횡적인 수리특성 및 만곡부의 흐름 해석을 수행하

였다.

2. 자료 및 방법

2.1. 기본이론

자연하도 또는 인공하도에서 정류상태의 점변류에 

대한 상류, 사류, 혼합류의 1차원 수면형을 계산하기 

위해 개발된 HEC-RAS 모형의 수면형은 표준축차계

산법이라 불리는 에너지 방정식의 반복 과정을 통해 

하나의 단면으로부터 다음 단면의 수면형을 계산할 

수 있으며, 에너지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Ministry of 

Construction Transportation, 2009).



573도서지역 건천의 홍수유출 시 흐름 해석

Y
 Z

 
 g

V


Y
 Z

 
 g

V


 h
e

(1)

여기서,  Y
 Y  : 구간 양단에서의 수심, Z

 Z  : 구

간 양단에서의 하상까지의 높이, V
 V  : 구간 양단에

서의 평균 유속, 
   : 구간 양단에서 흐름의 유속계

수, g : 중력가속도, h
e
 : 에너지 손실수두이다.

2차원 흐름 영역에서 자유표면, 상류흐름의 수평방

향 유속성분과 수위를 계산하는 SMS-RMA2 모형은 

Navier-Stokes 방정식에 난류의 흐름을 고려한 Reynolds 

방정식으로 유한요소의 해를 구한다. 마찰력은 Manning 

방정식이나 Chezy 방정식의 평균유속계수로 산정되

며 난류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와점성계수(Eddy 

viscosity coefficient)를 사용하여 정상류뿐 아니라 부

정류에서도 모의가 가능하다(SMS, RMA-2 WES 

User's Manual, 2000).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하는 

2차원 천수방정식을 Galerkin의 가중잔차법(Weighted 

residual method)에 의하여 해석하는 RMA2 모형은 

유한요소모형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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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방향의 유속성분,  : 수심,   : 시

간,  : 중력가속도,  : 하상표고,  : 확산계수,    : 

 방향으로 작용하는 마찰응력항이다.

2.2. 연구방법

한천의 수리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형자료

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의 1:1,000 측량자료를 활용하였

으며, GIS 기반의 HEC-GeoRAS를 이용하여 TIN 

(Triangular Lrregular Network)과 DTM(Digital Terrain 

Models)을 구축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계획단면과 

동일지점의 측량단면을 구축하였다. 

제주도의 하천은 평상시 건천을 형성하고 있지만 

홍수 시에는 돌발성 하천유출이 발생하는 특성을 가

지고 있어 수위에 따른 하천의 침수면적을 산정하기

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분석된 HEC-RAS의 수위를 

HEC-GeoRAS로 Export하여 침수심과 침수선을 생

성한 후 SMS-RMA2  모의를 위한 하천경계선을 작성

하였다. 

흐름해석 모형의 적용에서 유입부에는 유량이나 

유속이 경계조건으로 지정이 되며, 유출부에는 수위가 

유출 경계조건으로서 필요하다. 1차원 흐름해석의 경

계조건은 ｢한천 외 3개 하천기본계획(MCT, 2009)｣의 

200년 빈도에 해당하는 계획홍수량과 기점홍수위를 

상․하류단의 경계조건으로 사용하였고, 2차원 흐름

해석에서는 유입부의 경계조건으로 이동식 전자파 표

면유속계로 관측한 현장 수위-유속 자료를 실제 적용

하였으며, 유출부의 경계조건은 제주도 수자원본부의 

고정식 레이더 수위-유속계(Kalesto) 자료를 사용하

였다(Yang 등, 2012).

상기의 입력자료를 적용하여 ｢한천 외 3개 하천기

본계획(MCT, 2009)｣에서 분석한 계획단면의 수위, 

유속 결과와 GIS 기반의 HEC-GeoRAS 후처리 모듈

을 이용한 측량단면의 1차원 해석 결과를 비교하였으

며, 동일한 입력자료를 사용하여 SMS-RMA2 모형을 

이용한 2차원 해석을 수행하고 1차원 흐름해석과 2차

원 흐름해석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2011

년 8월 7일 발생한 태풍 무이파 시 현장관측 결과를 

SMS-RMA2 모형에 적용하여 제주도 건천에서 발생

한 실제 호우사상의 하천흐름을 해석하였다.

2.3. 연구대상지역

연구대상 지역은 제주도 북부지역 제주시 도심지

를 유과하는 한천의 하류부에 위치한 구간이며, 현장

관측이 시행되고 있어 수문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제2

동산교와 한천교 구간을 대상으로 하였다(Fig. 2). 대

상하천의 총연장은 11.5 ㎞이며, 연구대상 구간은 ｢한

천 외 3개 하천기본계획(MCT, 2009)｣의 NO. 43(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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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rea of the study.

Fig. 3. Analysis of flood inundation area.

교)∼120(제2동산교) 구간인 1.6 ㎞이다. 

2.4. 입력자료 구축

2.4.1. 하천단면과 하천경계선

HEC-GeoRAS 지형자료는 ｢한천 외 3개 하천기본

계획(MCT, 2009)｣의 1:1,000 측량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SMS-RMA2 유한요소망은 상기 1:1,000 

측량자료와 1:5,000 지형도를 혼합하여 누락된 측점

자료를 보완하였으며, 각 측점자료의 수치고도 자료

를 비교하여 큰 오차를 보이는 곳은 제외하여 하천의 

횡단면을 구축하였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의 하상경사

는 평균 2.28%이고 최대경사는 10.95%이며, 1:1,000 

지형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한 하천단면의 평균경사는 

2.03%, 최대 9.00%로 나타났다.

하천경계선은 HEC-RAS로 모의한 하천의 수위를 

HEC-GeoRAS로 Export하여 침수심과 침수선을 생

성하였으며, 200년 빈도와 태풍 무이파 사상의 침수

면적을 하천경계선으로 설정하였다(Fig. 3).

2.4.2. 매개변수와 경계조건

HEC-RAS와 SMS-RMA2 모형에 사용되는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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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Frequency-Year
Runoff

(CMS)

Water elevation

(EL.m)

Coefficient of 

roughness(-)

Hanchun Bridge

～
DongSan 2nd Bridge

30 362.0 23.93 0.03

50 420.0 24.30 0.03

80 474.0 24.65 0.03

100 499.0 24.82 0.03

200 580.0 25.33 0.03

Table 1. Boundary conditions and parameter on study

Fig. 4. Velocity and runoff observed by Electromagnetic Surface Current Meter(DongSan 2nd Bridge).

Fig. 5. Weter depth and runoff observed by Kalesto(HanChun Bridge).

인 매개변수는 하상의 조도계수를 나타내는 Manning

의 n과 유체의 밀도, 속도구배 등, 유체조건에 따라 변

하는 성질인 와점성계수가 있다. Manning의 n은 ｢한

천 외 3개 하천기본계획(MCT, 2009)｣에서 사용한 

0.03을 이용하였으며 와점성계수는 적합한 흐름 분포

를 결정하기 위해 깊은 하천 조건의 14,400  ‧ sec㎡

에서 흐름이 안정될 때까지 감소시켜 3,600  ‧ sec㎡

의 값을 사용하였다.

흐름해석의 경계조건은 계획빈도 200년의 홍수량

과 홍수위(Table 1).를 사용하여 상류부 제2동산교와 

하류부 한천교의 경계조건으로 설정하였으며, 모형의 

검증을 위해 태풍 무이파(2011.8.7) 통과 시 한천 하류

부의 제2동산교에서 현장관측한 이동식 전자파표면

유속계의 시간별 수위-유속자료와 하류단인 한천교에

서 관측한 제주도수자원본부의 고정식 레이더 수위-

유속계(Kalesto) 자료를 이용하였다. 입력자료는 홍수

유출이 발생한 2011년 8월 7일 15:00경의 최고수위와 

최대유량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SMS의 경계조건을 

입력하기 위한 유량과 기점수위로 결정하였다(Fig. 4, 

Fig. 5).

3. 결과 및 고찰

3.1. 1차원해석 모형의 결과 비교

｢한천 외 3개 하천기본계획(MCT, 2009)｣에서는 

HEC-RAS 모형을 사용하여 계획단면의 수위와 유속

을 계산하였으며, Geometric Date 구축은 직선형의 

하천을 가정하여 해석하였다. 대상구간의 NO. 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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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nalysis of water surface elevation by section. Fig. 8. Analysis of water velocity by section.

지점(동산교) 상류부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대상 구

간이 아니므로 본 연구의 1차원 흐름해석에서도 이를 

제외하였다. 하상고의 범위는 20.08～44.21 EL.m이

며, 유속은 2.67～5.99 m/sec, 수위는 25～50.1 EL.m

의 분포를 보였다. 

HEC-GeoRAS를 이용한 후처리 모듈에서는 하천

정비기본계획의 횡단측량 자료와 수치지형도를 입력

자료로하여 Arcview GIS 프로그램을 이용한 TIN과 

DTM을 구축하였으며, 하천의 굴곡을 고려한 Geometric 

Date를 구축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 횡단과 동일 위치

의 단면에서 수위와 유속을 해석하여 하천정비기본계

획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모델링 결과 하상고의 범위는 21～44.51 EL.m이

며, 유속은 2.96～5.95 m/sec, 수위는 25.32～50.15 

EL.m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Table 2). 하지만 구간별 하천의 

흐름에서는 상류부 NO. 92～95와 중류부 NO. 63～66

에서 수위의 차이가 각각 0.7～2.18 EL.m, 0.88～1.16 

EL.m로 크게 나타났으며, 상․하류부에서 최대 1.58 

m/sec, 2.67 m/sec의 유속 차이를 보였다(Fig. 7, 8).

HEC-GeoRAS를 이용하여 하천의 횡단면을 재구

성한 경우 수치지형도의 특성을 포함하므로 하상고의 

변화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수위의 차이가 근소하게 

나타나지만 대상구간의 교량지점에서는 수위 및 유속

의 차이가 큰 폭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천정비기본계

획의 횡단면 입력자료와 재구성한 단면과는 통수단면

적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교량을 중심으로 

구축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상이한 단면적용으로 인

한 것이다. 

Table 2. Distinction of flow area at section-bridge

Station

(NO.)

Flow Area

(Basic plan for 

river 

maintenance)

(㎡)

Flow Area

(Using 

HEC-GeoRAS)

(㎡)

Difference 

flow area

(㎡)

NO.95

(DongSan 

Bridge)

214.8 108.05 106.75

NO.79

(HanChun 

3rd Bridge)

186.95 128.24 58.71

NO.70

(HanChun 

4rd Bridge)

107.54 106.47 1.07

3.2. SMS-RMA2 적용

3.2.1. 1차원해석 모형과 SMS-RMA2 모형의 비교

1차원 흐름해석 모형의 경계조건 및 입력자료를 

SMS-RMA2 모형에 적용하였다. 유한요소 격자망의 

vertices는 5m 간격으로 설정하였으며, 1차원 흐름해

석과 비교를 위해 각 횡단면과 동일 지점의 vertices를 

추가하였다. 대상 구간은 1차원해석 구간 상류부인 제

2동산교까지 확장하였으며, 확장구간은 지류의 유입

이 없고 우수관거에 의한 유입은 미비하여 동일한 홍

수량을 유입부의 경계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생성된 

격자망의 노드 수는 1101개이고, 312개의 유한요소망

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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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nalysis of SMS-RMA2 water velocity.

Fig. 10. Analysis of water surface elevation by section(between

HEC-GeoRAS and SMS-RMA2).

Fig. 11. Analysis of water velocity by section(between HEC- 

GeoRAS and SMS-RMA2).

해석결과, Fig. 9와 같이 최대유속은 NO. 58에서 

6.638 m/sec이며, 최저유속은 NO. 101의 2.623 m/sec

로 분석되었고, 기본적으로 하천의 직선부에서 횡단

면의 편수위는 하천 중심부가 높고 양안이 낮은 결과

를 보였으며, 만곡부에서는 만곡내측이 낮고 외측으

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대 유속이 발

생하는 구간은 연속적인 만곡부의 만곡 내측이며 대

상 구간의 하상경사는 약 2%로 평균 경사인 2.8%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수면경사는 약 6%로 급한 흐름을 

보였다. 또한 횡단간의 수위차와 편수위차는 상류부

에서 하류부로 갈수록 작아지는 결과를 보였으며(Fig. 

10), 유속은 만곡부인 상류부의 NO. 95+18～112 구

간과 하류부의 NO. 46～53 구간에서 최대 1.53 m/sec

의 차이를 보였다(Fig. 11). NO. 95+18～112 구간은 

대상구간의 최대 만곡부이며, NO. 46～53 구간은 

NO. 60 지점에서 시작한 연속적인 만곡이 끝나는 부

분이다. 이와 같은 만곡부에서는 1차원 해석과 2차원

해석의 결과가 상이하게 분석되었으며, SMS-RMA2 

모형을 이용한 2차원 분석에서는 하천의 만곡형태를 

고려한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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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nalysis of SMS-RMA2 water velocity using observations.

Fig. 13. Analysis of SMS-RMA2 water surface elevation using 

observations.

   
Fig. 14. Analysis of SMS-RMA2 water surface velocity using 

observations.

3.2.2. 현장관측 자료의 SMS-RMA2 적용

모형의 실제 적용을 위해 2011년 8월 7일 제주도를 

통과한 태풍 무이파의 사상을 경계조건으로 2차원 흐름

해석을 수행하였다. 유한요소망의 격자크기와 vertices 

지점은 계획홍수량 및 홍수위를 입력자료로 한 2차원 

흐름해석과 동일하며, 1, 3, 5 vertices를 각각 좌안, 중

안, 우안으로 설정하여 하천의 횡분포별 수위 및 유속

을 해석하였다(Fig. 12).

해석결과, 최대유속은 NO. 58의 3.626 m/sec, 최저

유속은 NO. 101의 1.440 m/sec로 나타났으며, 수위는 

24.88～57.08 EL.m의 범위를 보였다. 또한 node별 유

속과 수위를 해석한 결과, 하천의 만곡 및 지형적 특성

에 따라 횡적인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직선형의 흐름에

서는 횡단면 중안의 유속이 빠르고 수위가 높으며, 하

천의 만곡부에서는 만곡내측의 유속이 느리고 수위가 

낮은 결과를 보이지만, 외측으로 갈수록 반대의 결과

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하천의 흐름은 만곡부나 하

천폭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최

대 하폭 구간에서는 완만한 흐름을 갖으며, 해석 결과 

이러한 현상을 확인하였다. NO. 53과 NO. 61 구간은 

한천의 연속적인 만곡형태로 인한 횡단간의 유속차가 

각각 1.222 m/sec, 1.181 m/sec로 나타났고(Fig. 13), 

양안간의 편수위가 큰 폭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대

상구간의 상류단은 교량 직후 암반의 낙차가 생기는 

곳으로, NO. 119 단면에서는 3.36 m/sec의 빠른 유속

분포를 보였다(Fig.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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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하천 특성을 지

닌 한천을 대상으로 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위, 

유속 결과와 GIS를 기반의 HEC-GeoRAS를 활용하

여 해석한 1차원 하천흐름의 결과를 비교하고, SMS- 

RMA2의 2차원 해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결과와 HEC-GeoRAS 모

형을 이용한 해석결과 수위 및 유속의 분포범위는 비

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구간별 수위는 상류부와 중류

부에서 각각 0.7～2.18 EL.m, 0.63～1.16 EL.m의 차

이가 나타났으며, 유속은 상․하류부에서 각각 최대 

1.58 m/sec, 2.67m/sec의 차이를 보였다. HEC- 

GeoRAS는 수치지형도의 특성을 포함하므로 횡단면

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한 수위차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상구간의 교량지점에서 수위 

및 유속의 차이가 큰 폭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하천정

비 기본계획의 횡단면 입력자료 구축 시 발생한 통수

단면적의 차이로 보인다.

2) SMS-RMA2 모형을 이용하여 1차원 흐름해석

과 동일한 경계조건 및 입력자료를 적용한 결과, 최대

유속은 NO. 58에서 6.638 m/sec이며, 최저유속은 

NO. 101의 2.623 m/sec로 분석되었다. 기본적으로 횡

단면의 편수위는 하천 중심부가 높고 양안이 낮은 결

과를 보였으며, 하천의 만곡부에서는 만곡내측이 낮

고 외측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횡단간의 수위차와 편수위차는 상류부에서 하류부로 

갈수록 작아지는 결과를 보였으며, 만곡부인 상류부

의 NO. 95+1～112 구간과 하류부의 NO.4 6～53 구

간에서 최대 1.53 m/sec의 차이를 보였다.

3) 모형의 실제 적용을 위해 태풍 무이파의 사상을 

경계조건으로 입력하여 SMS-RMA2 해석을 수행한 

결과 최대유속은 NO. 58의 3.626 m/sec, 최저유속은 

NO. 101의 1.440 m/sec로 나타났으며, 수위는 24.88～

57.08 EL.m의 범위를 보였다. 또한 node별 유속과 수

위를 해석한 결과, 하천의 만곡 및 지형적 특성에 따라 

횡적인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직선형의 흐름에서는 횡

단면 중안의 유속이 빠르고 수위가 높으며, 하천의 만

곡부에서는 만곡내측의 유속이 느리고 수위가 낮은 

결과를 보이지만, 외측으로 갈수록 반대의 결과가 나

타났다. NO. 53과 NO. 61 구간은 한천의 연속적인 만

곡형태로 인한 횡단간의 유속차가 각각 1. 222m/sec, 

1. 181m/sec로 나타났고, 양안간의 편수위가 큰 폭으

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NO. 119 단면은 교량 직후 암

반의 낙차가 생기는 곳으로, 3.36 m/sec의 빠른 유속

분포를 보였다.

이와 같이 하천의 2차원 모형 흐름해석은 하도의 

만곡부나 하폭의 형태에 따른 수리특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하천정비기본계획이나 하천관리 설계에서 유

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하천기본계획의 조건 하에 하천의 1차원 흐름해석과 

2차원 흐름해석의 결과를 비교하였으나, 실제 흐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와점성 계수 및 실측자료와의 검‧

보정, 실측 조도계수의 적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석 

구간 내에서 검․보정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으로 수

행되지 못하였으며, 추후 구간 내 실측 자료를 이용하

여 입력 매개변수의 검‧보정이 시행된다면 보다 적합

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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