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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이상홍수 및 국지성 호우에 의해 발생되는 제내지에서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내수 및 외수 영향을 고려한 침수해석을 실시함으로써 피해 예상지역 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하고 제내지에서의 침수범위, 침수위, 침수시간 등을 예측하여 홍수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

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천시 신음동 일대를 대상유역으로 HEC-HMS 모형과 

FLDWAV 모형을 적용한 외수범람 해석 및 SWMM 모형을 적용한 내수침수 해석에 기초하여 2

차원 침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100년 및 200년 빈도 확률강우량에 대한 예상 침수심 및 침수면

적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한 내수 및 외수영향을 고려한 제내지에서의 침수해석으

로 예상 침수심 및 침수면적이 제시된다면 홍수방어를 위한 구조적 대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침수해석 결과에 기초한 홍수위험지도가 구축된다면 고위험

지역의 인명을 우선적으로 대피시키고, 차량 및 도로를 통제하는 등의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확률강우량, 내수침수, 외수범람, 2차원 침수해석, 홍수위험지도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countermeasures for mitigation of flood 

damage with inundation analysis considering the effect of inland and river flood and 

prediction of flood inundation area, depth and time against emergencies caused by 

abnormal flood and local torrential rainfall. In this study, 2-D inundation analysi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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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filled on the basis of river flood analysis applying to HEC-HMS and FLDWAV model 

and inundation analysis applying to SWMM model for the area of Shineum-dong, 

Gimcheon-si. Also expected inundation depth and area about probable rainfall of 100 and 

200 years frequency were  suggested. If expected inundation depth and flooding area is 

presented on the basis of this inundation analysis considering the effect of inland and 

river flood, it would be an important preliminary data to establish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countermeasures for flood prevention. Also if flood risk map is prepared 

based on the result of inundation analysis, it would be useful to evacuate residents in 

high-risk area and regulate road and vehicle.

KEYWORDS : Probable Rainfall, Inland Flood, River Flood, 2-D Inundation Analysis, Flood 

Risk Map

서  론

기후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둘러싼 기후

패턴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장마기간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반면, 장마 후 국지성 집중

호우가 증가하고 태풍이 내습하는 현상이 빈번

해짐으로써 홍수피해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배수시스템

의 통수능력 부족, 제방의 붕괴 및 월류 등의 

발생 확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내

지에서의 침수는 많은 인명손실과 극심한 재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

기도 한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태풍 및 국지

성 호우등 기상이변은 유역에서의 유출량을 급

격히 변화시켜 짧은 시간의 호우사상에도 불구

하고 큰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

라 하천의 중류나 상류는 대부분 산지로 되어 

있어 경사가 급하여 집중호우 발생 시 매우 짧

은 시간 유출의 발생으로 빈번한 홍수범람 피

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유출억제기

능을 가지고 있던 삼림, 초지 등이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라 주택, 도로 등의 콘크리트와 아

스팔트의 불투수면으로 바뀌게 되어 홍수유출

량이 증가하고 도달시간도 단축되어 대규모 홍

수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게 된 반면 배수

시설, 저류시설, 지하침투시설 등의 홍수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부족에 따라 내수침수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하천에서의 홍수위 상승에 따른 외수범람과 배

수불량에서 기인하는 내수침수가 겹치는 경우 

제내지에서의 침수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홍수범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는 내수배제 능력의 부족으로 월류가 발생하

거나 하천의 제방붕괴 및 월류 등으로 인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범람 위험지역과 상습침수지

역에 대한 침수심 및 침수면적 예측을 위한 정

교한 침수해석이 요구되는 바이다. 

외수범람에 의한 침수해석과 관련한 주요 연

구를 살펴보면, Lee and Han(1995)은 제내지

에서의 범람홍수파 해석을 위한 침수해석 모형

을 개발하여 제내지에서의 침수양상을 분석하

였으며, Kim et al.(2003)은 하천에서의 홍수

범람 모의를 위하여 불확실도 해석기법을 적용

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Kang et al.(2007)과 

Cho et al.(2010a)은 FLUMEN 모형을 이용

한 홍수해석을 통하여 침수피해 저감방안을 제

시하였으며, Cho et al.(2009)은 GIS와 연계

하여 제내지에서의 확산파 침수해석 모형의 적

용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Cho et 
al.(2010b)은 Lidar 자료를 적용한 지형자료의 

구축으로 외수범람에 따른 침수해석에서의 건

물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Ha et 
al.(2010)은 FLUMEN 모형을 적용하여 Lidar 

자료의 밀도에 따른 2차원 침수해석의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Choi et al.(2013)은 LISF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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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적용한 침수해석을 통하여 제내지 범람

류의 흐름방향과 하천 흐름방향에 따른 침수양

상의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들어 발생빈도 및 규모의 증가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내수침수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Horritt and Bates(2002)는 

제방과 연계한 도시지역에서의 2차원 침수해석 

및 예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Shige- 

eda and Akiyama(2003)은 구조물의 유·무

에 따른 2차원 침수해석 결과를 수리모형 실험 

결과와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수치모형의 

적용성을 검증하였으며, Schmitt et al. 
(2004)은 도시지역 배수시스템에서의 범람에 

관한 침수해석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Lee et al.(2006)은 GIS를 기반으로한 도시지

역의 침수해석에서 내배수시스템과 지하공간의 

침수해석을 연계하여 모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Lee and Han(2007)은 건물의 비율을 각각의 

지형격자에 적용하여 건물의 영향을 반영한 침

수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Kim et al.(2010)

은 SWMM 모형을 통하여 유출해석 및 월류량

을 계산하여 2차원 침수해석을 실시하여 지하

저류조의 설치에 따른 침수저감효과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였고, Cho et al.(2011)은 도시지

역에서의 침수해석에서 건물 및 도로영향을 고

려하여 침수해석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다양한 침수해석에 

관한 연구는 내수침수 또는 외수범람의 영향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보다는 피해사례

에 따라 내수침수 또는 외수범람 가운데 한가

지만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현재의 홍수위험지도 제작 등에 적용되는 침수

해석은 대하천 주변의 제방붕괴 및 월류로 발

생하는 외수범람에 따른 침수심 및 침수범위만

을 고려하는 방법에만 국한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수침수와 외수범람의 영향

을 동시에 고려한 침수해석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하천에서

의 내수 및 외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침수해석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과거 내수침수 및 외수범람으로 인하

여 피해가 발생했던 신음동 일대를 대상유역으

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2년 당시 실

제 침수면적에 기초하여 홍수분석 체계 및 매

개변수에 대한 검·보정을 수행하였고, 100년 

및 200년 빈도 확률강우량에 대한 예상 침수범

위 및 침수심 등을 계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내수 및 외수영향을 고

려한 제내지에서의 침수해석으로 예상 침수심 

및 침수면적이 제시되고 이를 통한 홍수위험지

도가 구축된다면, 홍수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비상대처 행동양식을 시스템화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인명대피와 차량 및 도로의 

통제 등 세분화된 대응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홍

수방어 구조물 설치 등의 구조적 대책 수립, 홍

수보험이나 건축물 관련 지침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내수침수와 외수범람의 영향

을 고려한 2차원 침수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2년 당시의 강우 관측자료와 하천기본계획

에 제시된 확률강우량에 대하여 HEC-HMS 모

형의 적용을 통한 대상유역에서의 홍수량을 계

산하였고, 소유역별 홍수량 자료 및 빈도별 계

획홍수위 자료를 바탕으로 하도에서의 1차원 

부정류 수리해석 모형인 미국 기상청의 

FLDWAV 모형을 적용한 대상유역 내 하도에

서의 홍수해석을 실시하였다. FLDWAV 모형을 

적용한 하도에서의 1차원 홍수해석 결과로부터 

제방에서의 월류량 및 SWMM 모형 적용을 위

한 외부 경계조건을 산정하였다. FLDWAV 모

형을 적용한 하도에서의 1차원 홍수해석 및 

SWMM 모형을 적용한 유출해석으로 계산된 

외수범람 및 내수침수 유량에 대하여 확산파 

기반의 2차원 침수해석 모형을 적용한 제내지

에서의 2차원 침수해석을 실시하였으며, 100년 

및 200년 빈도 홍수량에 대한 예상 침수범위, 

침수심, 수위, 그리고 유속 등을 계산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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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였다. 그림 1은 본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도를 보여준다. 

FIGURE 1. Flowchart of this study

본 연구에서 적용한 확산파 기반 2차원 침수

해석 모형의 기본방정식인 천수방정식을 , 방

향 성분으로 기술하면 연속방정식과 운동량방정

식을 식(1)∼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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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시스템 내에서 발생한 월류량과 외수범

람 유량은 생성항으로 취급되며, 운동량 방정식

을 간단히 나타내는데 있어서 운동파 근사법은 

하상경사와 마찰경사를 제외한 모든 항을 무시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특히 가파른 수로바닥

경사에 적합한 이 가정은 많은 강우-유출 모형

의 기초가 되어왔다. 그러나 운동파 근사법으로

는 홍수파에 대한 모의를 수행할 때 중요한 하

류 교란으로 발생하는 배수효과를 예측 할 수 

없다. 확산파 근사법은 배수효과를 고려할 수 

있으며, 거친 표면위의 지표류와 수로흐름에 적

용될 수 있다. 확산파 모형의 근사해는 운동파 

모형보다도 더욱 넓은 적용범위를 갖게 되며, 

동역학파 모형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정도의 

손실만이 있게 된다. 또한, 동역학파 모형에 비

하여 확산파 모형의 근사해의 경우 계산시간에 

있어서의 큰 개선이 있게 된다. 

입력자료 구축 및 검증

1. 대상유역의 현황

본 연구의 대상유역인 감천유역에서는 2002

년 태풍‘루사’에 의한 폭우로 인하여 6,223

명의 이재민과 2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도로, 하천, 농경지 유실 등 약 4,142억원의 피

해액이 발생하였다. 태풍‘루사’로 인한 집중

호우는 하천정비율이 낮은 하천에 과중한 부담

으로 작용하여 제방 붕괴, 교량 붕괴, 도로 파

손, 주택 파손, 농경지 매몰·유실 등의 많은 

피해를 유발하였다. 특히, 대상유역으로 선정된 

신음배수구역은 대부분이 하천제방보다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

역으로 2002년 태풍‘루사’시에는 기록적인 

강우로 인하여 제방이 월류하였고, 제내지 유량 

배제를 위하여 설치된 빗물펌프장이 침수되어 

펌프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못하여 침수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제방에서의 월류

가 발생하기 전부터 직지사천의 수위상승에 따

른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등 복

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대상유역의 상당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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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침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내수침수 및 외수범람에 따른 침수영향을 

분석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신음 배수

구역을 대상유역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2는 본 

연구의 대상유역인 신음 배수구역의 형상을 보

여주고 있다. 

2. 유역 유출분석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

문분석을 통한 유출량 산정을 위하여 미공병단

의 집중형 모형인 HEC-HMS 모형을 적용하였

다. 이를 위하여 1/25,000 수지지도를 사용하

여 DEM 자료를 생성하였고 Reconditioning을 

위한 하천 라인을 GIS상에서 Drawing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성된 DEM을 지형처

리에 의한 배수분석을 위해 인위적 또는 자연

적으로 생성된 sinks를 보정하였고, 유역 내 흐

름방향을 지정하였으며, 하천을 정의하여 유역 

내 하천을 생성하였다. 그리고 유역 내 작은 소

유역들을 추출하고 추출된 소유역을 감천 표준

유역과 동일한 12개의 소유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ArcGIS를 활용하여 유

역을 추출하였다. 그림 3은 유출모형 구축을 위

해 HMS Project를 활용하여 GIS체계의 속성

들을 HEC-HMS 적용을 위한 속성으로 변환시

키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HEC-HMS 모형을 적용한 유출분석에 필요

한 입력매개변수인 CN값, 불투수율, 도달시간 

등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Korea(2010)에 제시된 값

에 기초하여 구성하였으며, 유역추적을 위한 소

유역은 전체 유역에 대해 유역크기 및 하천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분할하게 되며, 주로 지

천, 본류의 시설물 등을 기준으로 분할하였다. 

각 소유역별 유역의 중심좌표와 하도 및 

Junction들이 GIS상의 속성에서 HEC-HMS 체

계의 속성들로 변환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의 홍수량을 산정하기 위

FIGURE 2. Shape of Shineum drainage basin

Fill and Sinks Flow Direction Flow Accumulation Basin

FIGURE 3. Hydrological process using Arc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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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강우관측소의 확률강우량에 관측소별 티

센가중치(추풍령 0.541, 거창 0.083, 구미 

0.376) 및 면적감소계수를 적용하여 감천유역

에서의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다. 표 1은 

FARD 2006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된 각 강우

관측소에서의 빈도해석 결과로 나타는 지속시

간 1440분에 대한 확률강우량을 보여준다. 또

한 확률강우량에 대한 강우의 시간분포는 최근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Huff 방법을 적용하

였다. 

3. 내수침수 및 외수범람 해석

그림 4는 SWMM 모형의 외수위 경계조건 

및 외수범람유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구축한 

FLDWAV 모형의 1차원 하천해석 모식도이다. 

국내의 경우 1차원 하천흐름 해석에 적용되는 

모형은 대표적으로 HEC-RAS 모형과 

FLDWAV 모형을 들 수 있다. HEC-RAS 모

형의 경우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정상류 해석을 

위해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FLDWAV 모형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홍수통제소의 홍수예보시스

템에서 부정류 해석을 위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에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확률강우량를 적용하여 계산된 홍수량의 

부정류 특성을 해석하기 위하여 홍수통제소의 

홍수예보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FLDWAV 모

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현황을 고

려한 실제양상 반영 및 홍수해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분할된 소유역별 유출량을 지류 

및 측방유입으로 고려하여 1차원 하천해석을 

수행하였다. FLDWAV 모형의 입력자료 구축시 

직지사천을 측방유입으로 고려하지 않고 지류

Return period(yr) Chupungryeong(mm) Geochang(mm) Gumi(mm)

20 199.9 215.4 182.8 

50 239.5 259.5 217.1 

80 259.6 281.8 234.5 

100 269.1 292.5 242.8 

200 298.6 325.3 268.4 

500 337.6 368.7 302.2 

TABLE 1. Design rainfall at stations

FIGURE 4. River network of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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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하여 감천과 직지사천의 하천해석을 수

행하였고, 직지사천의 상류단 경계조건은 HEC 

-HMS 모형의 계산결과를 이용하였다. 또한 

측방유입은 아천, 율곡천 등 총 4개로 구성하였

으며, 유입량은 상류단 경계조건과 마찬가지로 

HEC-HMS 모형의 계산결과를 적용하였다.

그림 5는 SWMM 모형의 입력자료 구성을 

위하여 적용된 기초자료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

서는 유수유출 해석을 위하여 대상유역을 36개

의 소유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소유역은 등고

선, 도로 등의 자료 기준으로 분리하였고, 불투

수면적을 계산하기 위하여 국가 수자원관리 종

합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30m 해상도

로 이루어진, Landsat 위성영상 자료로부터 8

개의 피복군으로 분류된 토지피복 Grid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소유역별 GIS분석을 통하여 

불투수면적 비율을 산정하였고, 소유역별 유출

해석을 위한 입력자료로 적용하였다. 

그림 6은 신음배수구역에 대한 우수관망 자

료를 구성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음 배수

구역을 총 36개의 소유역과 27개의 관로로 구

성하였으며, 직지사천으로 배수되는 3개의 

OUTLET을 갖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산지를 

포함하고 있는 소유역들은 20%에 가까운 유역 

경사, 시가지 지역은 약 1% 정도의 유역 경사

를 갖고 있으며, 관로의 형태는 대부분 원형과 

닫힌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음배수구역에 대한 배수계통

도를 구성할 때 지선부분을 제외한 주요 간선

부분만을 고려하였으며, 합류식 관거의 생활오

(a) TIN (b) DEM

(c) Sub-basin (d) Land use

FIGURE 5. Basic data of Shineum drainage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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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등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4. 침수해석의 검증

그림 7은 2차원 침수해석을 위하여 구성된 

지형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음 배수구역에 

대한 모형의 입력자료 구성에 있어서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였으며, ArcGIS를 이용하

여 수치지형도로부터 등고선을 추출한 후 TIN

으로의 변환과정을 거쳐 기초자료를 구성하였

다. 2차원 침수해석에 적용된 지형자료는 계산

속도의 증가를 위하여 범람해석에 필요 없는 격

자들은 모두 제거하여 입력자료를 구성하였다. 

2차원 침수해석에는 총 3,516개의 element와 

2,622개의 node가 적용되었고, 총 모의시간은 

20시간으로 하였다. 2차원 침수해석을 위한 제

내지의 조도계수 산정은 과거 침수실적 자료를 

사용하여 조도계수를 산정하여야 하지만, 본 대

상유역에 대한 침수실적은 존재하지만 관련자

FIGURE 7. Topographic data of Shineum drainage basin

FIGURE 6. Drainage network of Shineum 

drainage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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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 부족하여 Ministry of Construction 

Transportation, Korea(2007) 및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Korea(2008)에 제시된 값에 기초하여 =0.050

를 적용하였다.

그림 8은 대상유역에서 태풍‘루사’시 강우

사상에 대하여 HEC-HMS 및 FLDWAV 모형

을 적용한 유출량 및 1차원 하천해석 결과로 

나타난 3개 유출구 지점에서의 수위수문곡선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SWMM 모형을 적용

한 유출해석시 외수위 상승으로 인한 내수배제 

불량으로 월류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기 위

하여 OUTLET의 수위수문곡선을 SWMM 모

형의 경계조건으로 입력하였다.

0 10 20 30 40 50
Time(hr)

60

62

64

66

68

70

W
at

er
 S

ta
ge

(E
.L

.m
)

Outlet 1
Outlet 2
Outlet 3

10 20 30 40 50
Time(hr)

0

20

40

60

Di
sc

ha
rg

e(
m

3 /s
)

MH 109
MH 300
Overflow

MH300

MH109

Overf lo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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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omparison of surcharge considering river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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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DWAV 및 SWMM 모형의 적용으로 계산

된 맨홀 및 제방에서의 월류량은 확산파 기반

의 2차원 침수해석 모형을 적용한 제내지에서

의 2차원 침수해석의 입력자료로 이용되었다. 

그림 9에서 보는 것과 같이 태풍‘루사’시 신

음배수구역에서는 109번 및 300번 맨홀에서 

월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제방에

서의 월류로 인한 외수범람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0은 SWMM 모형을 적용한 

유출해석시 외수위 상승으로 인한 내수배제 불

량으로 109번 맨홀에서 월류가 발생하는 상황

을 보여주고 있다. 109번 맨홀과 연계되는 

OUTLET 3의 경계조건으로 외수위를 고려하

지 않고 자유낙하 형식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내수배제 불량에 따른 월류가 발생하지 않았으

나, 외수위를 고려한 경우에는 수위상승에 따라 

월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은 신음 배수구역에서의 2차원 침수

해석 결과와 당시의 침수실적도를 비교한 것이

다.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풍‘루사’

시 신음배수구역에서의 2차원 침수해석 결과는 

대상유역에서의 침수양상을 매우 유사하게 쫓

아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SWMM 모형

을 적용한 도시지역 유출해석의 결과는 2002

년 태풍‘루사’시 제방에서의 월류가 발생하

기 전부터 직지사천의 수위상승으로 내수침수

가 발생하였으며, 제방의 월류로 외수범람이 동

시에 발생하여 배수구역에서 침수가 발생했던 

당시의 상황을 유사하게 재현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태풍‘루사’시 신음배수구역에서의 실제 침

수면적은 285,27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2차

원 침수해석을 통한 최대 침수면적은 305,383

㎡로 계산되었다. 이는 건물 내부와 지하공간으

로의 유입량 및 맨홀 재유입량을 고려하지 않

고 침수해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실제 침수면

적에 비하여 조금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침수해석의 침수

범위에 대한 공간적 분포도를 정량적으로 분석

하기 위하여 식 (4)와 같은 적합도 공식을 적

용하여 대상유역에서의 침수해석 결과를 분석

하였다. 대상유역에서의 시간별 침수지역 및 침

수심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고 추후 작성된 

침수흔적도만 존재하기 때문에, 침수해석의 결

과로 나타난 최대 침수범위와 그림 10에 제시

된 침수흔적도의 면적비교를 통하여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FIGURE 11. Comparison with inundation analysis and trac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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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해석에 대한 적합도는 침수흔적도의 실

제침수면적인 와 침수해석 모형으로부터 계

산된 침수면적인 의 비교를 통하여 분석하

였으며, 86.09%라는 높은 수준의 적합도를 얻

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당시의 시간별 침

수양상이나 최대 침수심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

지 않기 때문에 침수해석에 대한 보다 구체적

인 검증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향후 배수계통도

를 구성함에 있어서 지선부분까지 상세하게 고

려하고, 침수해석을 위한 격자를 생성하는 경우 

Lidar 자료 등 보다 개선된 측량자료를 적용한

다면 보다 개선된 적합도를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호우기간 동안 시간별 침수

지역과 침수심에 대한 기록이 존재한다면 모형

에 적용되는 조도계수 및 격자크기 등에 대한 

변화를 통하여 대상유역에 대한 보다 적합한 

침수해석 모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빈도별 홍수량에 따른 침수위험 분석

하천해석의 상류단 경계조건으로는 100년 

및 2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을 HEC-HMS 모형

에 적용하여 산정한 감천 상류유역의 유출량 

및 직지사천 상류유역의 유출량을 적용하였고, 

하류단 경계조건은 선산수위표 지점에서 계산

된 유출량을 수위-유량 관계곡선을 활용하여 

수위수문곡선으로 변환하였다. 그리고 변환된 

수위수문곡선에 대한 무차원화 과정을 거친 후,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산정된 100년 및 200년 

빈도 홍수위 값을 무차원곡선의 첨두 값으로 

입력하여 FLDWAV 모형의 하류단 경계조건으

로 입력하였다.

1. 100년 빈도 홍수량

그림 12는 100년 빈도 홍수량에 대한 감천 

및 직지사천에서의 1차원 하천해석으로 계산된 

유출구에서의 수위수문곡선이고, 그림 13은 1

차원 하천해석 및 도시지역 유출해석을 통하여 

계산된 맨홀 및 제방에서의 월류량을 보여준다. 

맨홀 및 제방에서의 월류량은 확산파 기반의 2

차원 침수해석 모형을 적용한 제내지에서의 2

차원 침수해석의 입력자료로 이용되었다. 그림 

13에서 보는 것과 같이 100년 빈도 확률강우

량에 대하여 신음배수구역에서는 109번 맨홀에

서 월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제방

에서의 월류로 인한 외수범람의 영향이 나타나

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림 13에 제시된 109번 맨홀에서의 월류량을 

입력자료로 구성하여 대상유역에 대한 2차원 

침수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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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Hydrograph at outlets(100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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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는 100년 빈도의 홍수량으로 인한 

시간별 및 최대 침수심도를 보여준다. 100년 

빈도의 확률강우량에 대한 신음 배수구역에서

의 2차원 침수해석 결과 326033.1㎡의 면적에

서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m이상

의 최대 침수심이 나타나는 면적이 약 

200,00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200년 빈도 홍수량

그림 15는 200년 빈도 홍수량에 대한 감천 

및 직지사천에서의 1차원 하천해석으로 계산된 

유출구에서의 수위수문곡선이고, 그림 16은 1

차원 하천해석 및 도시지역 유출해석을 통하여 

계산된 맨홀 및 제방에서의 월류량을 보여준다. 

맨홀 및 제방에서의 월류량은 확산파 기반의 2

차원 침수해석 모형을 적용한 제내지에서의 2

차원 침수해석의 입력자료로 이용되었다. 그림 

16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년 빈도 확률강우

량에 대하여 신음배수구역에서는 109번 맨홀에

서 월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a) 1hr (b) 3hr

(c) 5hr (d) Max. Area

FIGURE 14. Inundation area(100yr)

Inundation depth(m) Inundation area(100yr)

0∼0.5 50622.6㎡

0.5∼1.0 61447.3㎡

1.0∼2.0 100887.0㎡

2.0∼ 113076.2㎡

Total 326033.1㎡

TABLE 2. Inundation depth and area(100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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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Hydrograph at outlets(200yr)

0 10 20 30 40 50
Time(hr)

0

20

40

60

80

100

Di
sc

ha
rg

e(
m

3 /s
)

200yr_observed
MH 109
Overflow

FIGURE 16. Surcharge and overflow(200yr)

Inundation depth(m) Inundation area(200yr)

0∼0.5 21665.6㎡

0.5∼1.0 51942.2㎡

1.0∼2.0 117538.3㎡

2.0∼ 147633.3㎡

Total 338779.4㎡

TABLE 3. Inundation depth and area(200yr)

(a) 1hr (b) 3hr

(c) 5hr (d) Max. Area

FIGURE 17. Inundation area(200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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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ET 3 근처의 제방에서 월류로 인한 외

수범람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00년 빈도 홍수량과 마찬가지로 그림 16에 

제시된 109번 맨홀에서의 월류량 및 제방에서

의 범람 유량을 입력자료로 구성하여 대상유역

에 대한 2차원 침수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17은 200년 빈도의 홍수량으로 인한 

시간별 및 최대 침수심도를 보여준다. 200년 

빈도의 확률강우량에 대한 신음 배수구역에서

의 2차원 침수해석 결과 338779.4㎡의 면적에

서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m이상

의 최대 침수심이 나타나는 면적이 약 

260,00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내수침수와 외수범람의 영향

을 고려한 2차원 침수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고, 이를 적용한 대상유역

에서의 100년 및 200년 빈도 홍수량에 대한 

예상 침수범위 및 침수심 등을 계산하는 연구

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제방붕괴 및 월류로 발

생하는 외수범람에 따른 침수심 및 침수범위만

을 고려하는 방법에만 국한하지 않고 최근들어 

많은 침수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내수침수 

영항을 동시에 고려하는 침수해석을 수행하고

자 하였으며, 과거 내수침수 및 외수범람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던 김천시 신음동 일대를 

대상유역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강우관측소의 시강우자

료를 적용한 빈도해석을 실시하여 대상유역에

서의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으며, 산정된 확률

강우량에 대하여 HEC-HMS 모형의 적용을 통

한 홍수량을 계산하였다. 소유역별 홍수량 자료 

및 빈도별 계획홍수위 자료를 바탕으로 하도에

서의 1차원 부정류 수리해석 모형인 FLDWAV 

모형을 적용한 대상유역 내 하도에서의 홍수해

석을 실시하였고, 하도에서의 1차원 홍수해석 

결과로부터 제방에서의 월류량 및 SWMM 모

형의 적용을 위한 외부 경계조건을 산정하였다. 

하도에서의 1차원 홍수해석 및 유출해석으로 

계산된 외수범람 및 내수침수 유량에 대하여 

확산파 기반의 2차원 침수해석 모형을 적용한 

제내지 및 지하공간에서의 침수해석을 수행하

고, 침수실적과의 비교를 통하여 침수해석의 적

정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대상유역에서의 내수 및 외수영향을 고

려한 2차원 침수해석 결과, 100년 빈도 확률강

우량을 적용하는 경우 326033.1㎡의 면적에서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m이상의 

최대 침수심이 나타나는 면적이 약 200,000㎡

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2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을 적용하는 경우 338779.4㎡의 면

적에서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m

이상의 최대 침수심이 나타나는 면적이 약 

260,000㎡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과 같이 

내수침수와 외수범람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

는 예상 침수심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홍수위

험지도가 구축된다면 주민들의 비상대처 행동

양식을 시스템화 할 수 있을 것이며, 침수예상

지역내 지하공간에 대한 사전 대피안내, 침수방

어시설 설치 등 침수피해 저감대책의 실행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위험영역에 따라 세분화된 

대처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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