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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fter large-scale flooding damage occurred along the Imjin river in 1996, 1998, and 1999, the Hantan river flood control 
dam was planned, and it has since been under construction. Unlike existing dams in Korea, the Hantan river flood control dam 
will remain fully open except during high floods, when the dam will store flood water temporarily to reduce flood peaks and 
flood water volume downstream.

During past flooding seasons, floating debris has caused difficulties in the management of large-scale dams. Most of the 
existing multipurpose dams in Korea have installed nets to collect floating debris based on many years of experience with and 
data about inflow and distribution of floating debris in the dams. For the Hantan river flood control dam, however, collection 
of data about inflow and distribution of floating debris is not possible as the dam is located near the border area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order to devise a preliminary plan to collect floating debris in the Hantan river flood control dam, an EFDC 
hydrodynamic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behavior of floating debris during high floods. The Lagrangian particle tracking 
method was utilized to simulate the behavior of floating debris in the dam. Based on the analysis of paths and final 
destinations of the particles, seven collection points were selected where it seemed to be effective to collect floating debris, as 
debris is likely to accumulate there in high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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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본 연구의 대상인 한탄강 유역은 북한과의 접경지

역에 속하는 유역으로서 과거 1996년, 1998년, 1999
년 등 태풍 발생에 따른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큰 홍수 

피해 이력이 있으며(K-water, 2014), 이를 극복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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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area.

홍수 조절을 주목적으로 한탄강 홍수조절댐(이하 한

탄강댐)을 건설 중에 있다. 한탄강댐은 홍수조절만을 

위한 홍수전용 댐으로 평상시는 수문 운영과 관계없

이 모두 개방하여 일반적인 자연하천과 같기 때문에 

하천의 연속성을 일부 만족하며 일정 빈도 이상의 홍

수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물을 저장하여 홍수량

을 지체시키는 역할을 한다(Jang, 2014). 이와 같은 홍

수전용 댐을 미국에서는 “Dry dam”이라고 칭하고, 유
럽에서는 “Flood Retention Basin”, 일본에서는 

“Instream Flood Control Dam”, 이 외 다른 나라에서

는 “Flood Mitigation Dam” 이라고 칭한다(Sumi, 
2008). 댐은 하도 직강화, 하상재료 조립화, 댐 하류부 

하천의 자연적인 유사 패턴과 흐름을 바꿔 침식과 퇴

적을 야기하고, 하천생태계를 방해하는 작용 등 단점

이 존재하나 홍수 완화에만 전념하는 목적인 홍수조

절 댐은 평상시 자연하도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미
래 댐은 홍수 완화에 전념하는 댐이 환경적으로 매우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제시된 바 있다(Lempérière, 
2006). 댐의 유지관리 및 운영 측면에서 유역에서 발

생하여 유입되는 부유쓰레기의 적절한 수거와 차단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기존 일반적인 다목적댐은 유

입되는 부유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댐 상류부에 

차단망을 설치하여 선 차단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Park et al., 2005), 홍수기 이후 선박으로 이를 수거하

여 재활용,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연간 부

유쓰레기의 분포와 양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관

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 유역의 상류는 접

경지역으로 접근이 불가하고, 댐의 역할 상 평저수시

와 홍수기시의 수위 변화 폭이 매우 크고, 비 홍수기시

는 대규모 홍수터가 드러나며, 지형 특성상 구릉지대

와 협곡으로 대부분 접근이 불가하여 정량적인 부유

쓰레기의 분포와 양 등을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

이다.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퇴적물, 부유쓰레기, 부유

사 확산 등의 관한 연구는 Jung and Hwang(2003)은 

퇴적물 수송과정을 모의할 수 있는 2차원 모형을 수립

하여 유입되는 입자성 오염물질의 이동경로를 파악하

기 위한 모델링을 실시하였고, Heo(2008)는 EFDC 모
형을 이용하여 시화호의 현상태와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 후의 퇴적률 변화를 검토하여 저수지로 유입되

는 퇴사 거동 분포를 예측하였고, Lee(2011)는 영종도 

인근 해역의 해수거동과 공사 시 유출되는 부유사의 

확산정도를 모의하기 위하여 토사유출형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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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조건에 따라 EFDC 모형을 적용하여 수치모의

를 실시하였다. Choi(2012)는 EFDC 모형을 이용하여 

목포해역의 점착성 퇴적물 이동 모의를 실시하였고, 
Bang(2013)은 연산강 하구를 대상으로 하구둑 운영

에 의한 하구 퇴적물 이동양상과 수치를 파악하기 위

한 EFDC 모형의 퇴적물 이동 모의를 실시하였다. 
Kim(2014)은 금강하구역의 부유사 변동과 퇴적물의 

상호연관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퇴적물 분포 및 

이동 패턴 특성을 제시하고자 하여 EFDC 모형을 적

용한 퇴적물 이동 수치모의를 실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탄강댐 유

역의 부유쓰레기의 유입과 무작위적 분포와 더불어 

홍수가 발생 할 경우 하도의 특성에 따른 이동 경로와 

궤적, 유수 흐름의 정체구역 등 부유쓰레기의 고착될 

가능성이 높은 지점 등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부유

쓰레기의 효과적인 처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HEC-HMS 모형으로 한탄강 본류의 홍수

량 분석을 실시하고, 각 지류의 홍수량은 Vflo  분포

형 모형을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또한 한탄강 댐의 수

위, 홍수량 조건을 고려한 3차원 동수역학적 모형인 

EFDC 모델을 구축하여 비교적 홍수빈도가 잦을 것으

로 예상되는 소·중규모 빈도를 중심으로 부유물 유동 

모의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효

과적인 부유쓰레기 처리방안을 위한 최적의 적치장 

위치를 선정하였다. 다음 Fig. 1은 연구 대상 지역 및 

한탄강댐의 전경을 보여주고 있다.

2. 모형의 개요

EFDC (the 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는 

미국 버지니아 해양연구소(VIMS)에서 Hamrick에 의

해 1988년 처음 개발된 소스코드가 공개된 지표수 모

델링 시스템이다. EFDC 모형은 연안, 하구, 호소, 습
지, 저수지 등의 유동 및 물질 수송, 냉·온수 배출해석

을 모의하는 3차원 수치모형으로 동수역학을 포함하

여 다양한 수체에 환경 평가와 관리를 위해 개발되었

다(Hamrick, 1992). EFDC 모델은 연속방정식(1)과 

수평방향 운동량 보존 방정식(2)~(3), 정역학 방정식

(4), 수심적분 연속방정식(5) 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와 는 각각 곡선-직교 좌표계의 x, y방향

에서 수평속도성분이다. 와 는 매트릭 텐서의 

대각선분의 제곱근이며  은 매트릭 텐서의 

자코비안(Jacobian)이다. 전체수심은 수직 좌표계의 

원점   에 대한 수심과 자유수면의 변위의 합으로 

으로 표현된다. 운동량 보존 방정식에서 압

력 는 기준 밀도에 의한 정수압 의 초과

압력을 기준밀도 로 나눈 값이다. 는 기준밀도이

고 는 실제 물의 밀도이다. 는 Coriolis 매개변수이

고 는 수직방향 난류에 의한 와점성계수이며, 
와 는 운동량의 생성-소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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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Subbasin Reach

01 02 03 Reach-1

Area ( ) 403.8 414.4 467.5 -

Time of concentration  (hr) 6.46 4.20 6.32 -

Storage coefficient  (hr) 9.69 6.30 9.48 6.95

 Curve number (CN) 82 79 82 -

Table 1. Hydrologic parameters of HEC-HMS model

Fig. 2. Schematic of HEC-HMS basin model.

EFDC 모형은 유체의 이동과 염분, 수온 및 오염물

질의 이송은 물론 본 연구와 같은 유류 누출, 쓰레기와 

같은 부유물질이나 독성 용존물질에 대한 Eulerian 및 

Lagrangian 이송방정식의 해석도 가능하다. 수질모델

은 조류를 포함한 부영양화 과정을 모의할 수 있으며 

점착성 및 비점착성 유사의 이동과 하상 및 해저의 세

굴-퇴적량을 계산하여 세굴-퇴적고의 변화에 따른 하

상변동을 모의할 수 있다. 퇴적물을 포함한 물질보존 

방정식(6), 부유물질의 재부유와 퇴적에 관한 관계식

(7)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C는 물질의 농도, 는 침강속도, , 

는 수평/수직 난류확산계수를 나타내며  는 단위시

간, 단위면적당 저면으로부터의 재부유량, 는 단위

시간, 단위면적당 저면으로의 퇴적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3. 홍수량 분석

3.1. 본류 홍수량 분석

한탄강 본류의 홍수량 분석에 적용한 모형은 

HEC-HMS으로 모형 내 Clark 합성단위도법을 활용

하였다. Fig. 2는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소유역과 1개
의 하도, 1개의 저수지 및 1개의 싱크(sink)로 유역 모

형을 구성한 모식도를 보여주고 있다. K-Water(2008)
의 빈도별 48시간 강우량, 저수지의 수위-수면적 곡선

과, 수위-방류량 곡선을 포함한 유역면적, 도달시간, 

유출곡선지수(CN) 자료를 참고하여 분석하였으며, 
저류상수를 결정하기 위한 Peters 공식에서 하천경사

가 완만하며 저류능력이 큰 유역의 하한값인 M=0.6
을 적용하여 로 가정하였다. 하도추적은 

Muskingmum 기법에 의해 수행했으며 가중인자 는 

0.2로 가정하였다. 유역과 유출에 대한 매개변수는 다

음 Table 1과 같다.
다음 Table 2는 모형의 구축과 각 빈도에 따른 홍

수량에 대해 한탄강댐의 홍수조절을 모의하여 홍수 

추적한 결과를 나타낸다. 25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해서는 댐의 조절방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결과를 부유쓰레기 거동 모의를 위한 

본류의 홍수량으로 채택하여 상류 경계조건으로 활

용하였다.

3.2. 지류 홍수량 분석

한탄강댐 홍수터는 본류 외에도 20여개의 지류가 

유입되어 매우 복잡한 수리·수문학적 시스템을 구성

하고 있다. 한탄강 홍수터로 유입되는 지류들은 아직

까지 홍수량을 별도로 산정된 바 없으며 본류에 비해 

양 자체는 미미하지만 지류와 본류 합류부의 유량이 

지속적으로 주어지지 않을 경우, 사수역 효과가 과도

하게 나타나 유수의 흐름과 부유쓰레기 유동에 상당

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류들은 대부

분 유역 면적이 매우 작아 본류 홍수량 산정에 적용한 

Clark 합성단위도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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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Control volume
(million m3)

Maximum water surface elevation
(EL.m)

Peak-inflow rate
(m3/s)

Peak-outflow rate
(m3/s)

2 14.2 68.0 1,549 1,401

5 28.6 77.4 2,242 1,839

25 104 98.3 3,780 1,950

50 151 104.3 4,483 1,950

100 202 109.0 5,186 1,950

200 255 113.0 5,890 1,950

Table 2. Result of flood routing in a Hantan flood control dam

Fig. 3. Locations for inflow routing in the Hantan flood control dam.

판단하였고, 기존의 개념적-경험적 모형으로 홍수량 

산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지류(미계측 소

규모 유역)들에 대하여 비교적 적용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분포형 모형 Vflo 을 활용하여 홍수량을 산정

하였다. Vflo  모형은 미국의 Vieux & Associates 
Inc.사에서 개발한 홍수량 산정 모형으로서 일반적인 

설계우량주상도는 물론 레이더 강우 시스템과 GIS 기
반 수문 모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물리적 인자 기반의 

분포형 모형(PBDM, physics-based distributed model)
이다(Oh, 2009). Fig. 3은 한탄강댐 지류의 홍수량 산

정을 위한 지점을 나타내며 기준은 유역 면적이 0.1
이상인 지점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는 한탄강댐 

우안을 따라 12개 지점, 좌안을 따라 8개 지점 등 총 

20개 지점으로서 홍수량을 산정하고 이를 지류의 경

계조건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지류는 유역 면적이 작고, 도달시간이 본류에 비해 

매우 짧아 첨두홍수량이 한탄강댐 본류 홍수의 첨두

가 발생하는 시점과 일치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지류의 임계지속기간이 지나고 나면 홍수량이 

매우 과소해져서 정작 한탄강 본류의 부유쓰레기 유

동이 중요한 시점에는 지류의 영향이 과소하게 반영

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하여 본류 유입량에 상관없이 지류의 유입

량에 대해서는 일정한 값을 적용하고자 하천의 세굴

과 퇴적, 하도의 형성 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만제유량(bankfull discharge)을 적용하였다. 



 장석환 오경두 오지환

Right site Area
(km2)

Bankfull discharge
(m3/s) Left site Area

(km2)
Bankfull discharge

(m3/s)

R01 4.70 9.11 L01 0.20 0.43

R02 0.14 0.46 L02 13.56 19.67

R03 0.14 0.46 L03 40.36 54.94

R04 0.23 0.70 L04 3.81 8.44

R05 1.34 3.23 L05 6.72 14.13

R06 1.65 5.10 L06 3.08 6.77

R07a 8.65 13.78 L07 2.31 6.46

R07b 32.15 40.31 L08 0.96 2.92

R08 12.88 21.08

R09 4.69 9.97

R10 1.56 5.02

R11 0.78 2.64

Table 3. Bankfull discharges in tributaries of Hantan river flood control dam

Fig. 4. Vflo  model for the Hantan flood control dam basin.

먼저, 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한탄강댐 유역의 수치

고도모형(DEM), 경사도, 토지피복도(land cover), 토
지이용도(land use) 등을 구축하여 매개변수를 산정하

였다(Oh, 2009). 또한 빈도별 강우는 본류 홍수량 분

석과 같은 강우량으로 채택하였다. Fig. 4는 한탄강댐 

유역에 대해 구축된 Vflo  모형으로서, 가로와 세로

가 각각 100 m인 정사각형 격자 120,375개로 구성하

였다.
다음 Table 3은 한탄강댐 지류의 경계조건의 설정

을 위한 만제유량을 모의한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

였다.

4. 수치모형의 적용 및 결과

4.1. EFDC 모형의 구축

EFDC 모형의 메쉬는 한탄강댐으로부터 상류방향

으로 유로연장 약 22.3 구간(용화천 합류점)으로 

Fig. 5(a)와 같이 곡선-직교 좌표계의 매쉬(curvili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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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sh (b) bathymetry

Fig. 5. Mesh and bathymetry of EFDC model for the Hantan river flood control dam.

Flood
frequency

(yr)

Period of 
simulation

(hr)

Number of input particle deposition

Scenario 1
Scenario 2Before to inflow 

flood
Increase to inflow 

flood
Decrease to inflow 

flood Total

2 27 200 400 100 700 660

5 36 200 400 175 775 1,010

25 55 200 600 225 825 1,660

Table 4. Simulation conditions of floating debris in the Hantan river flood control dam

mesh)로 구성하였다. 20여개에 이르는 한탄강댐의 주

요 지천들이 묘사되도록 매쉬를 구성하였으며 매쉬의 

셀 수는 총 15,485개로 구성하였고, 수치지도를 이용

하여 한탄강댐의 하상표고(bathymetry)를 Fig. 5(b)와 

같이 구성하였다.

4.2. 부유쓰레기 입력 조건

한탄강 상류부는 접경지역으로 접근이 불가하고, 
남한 내 본류 하도는 급류하천으로 협곡이 형성되어 

대부분 접근이 불가능하여 하도 내의 부유쓰레기 유

입 및 형성 조건, 부유쓰레기의 양과 분포 등 조사된 

기록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유

쓰레기의 정량적인 양보다는 부유쓰레기가 수면에 

분포 하고 있는 경우와 홍수와 함께 유입될 경우의 하

도의 수리적인 흐름 현상에 따라 높은 밀도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선정하는데 연구의 주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부유쓰레기의 유입량과 재부상 등 입력

자료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실제 부유쓰레기가 분

포할 수 있는 수역인데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

어 취약지역에서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나리오를 2개로 구분하였다. 모의 시나리

오 1은 홍수 이전, 홍수 중 수위상승기, 홍수 중 수위

하강기로 구분하여 부유쓰레기가 지류와 본류에서 

다른 조건으로 유입되고 일부는 본류에서 재부상하

는 조건을 설정하였고, 부유물의 입자 수는 참고할 만

한 자료가 전무하여 유역 면적비를 고려하였다. 모의 

시나리오 2는 홍수 기간 중 댐 수위가 최고수위에 도

달한 시점에서 댐 수위와 동일한 수면에 부유쓰레기

가 무작위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수위의 

하강과 더불어 댐에서 빠져나가거나 고착되는 과정

을 모의하고자 하였다. 모의 시나리오에 따라 구성한 

부유쓰레기 모의 가정 조건을 정리하면 Table 4와 같

으며, 모의 시나리오 2에 대한 초기 부유쓰레기 분포



 장석환 오경두 오지환

(a) 2 yr (b) 5 yr

(c) 25 yr
Fig. 6. Initial distribution of floating debris at maximum water surface elevation.

의 예는 다음 Fig. 6과 같다. 적색 삼각형 점들이 모형 

내에서 부유쓰레기를 나타내고 있다.

4.3. 부유쓰레기 유동 모의 결과

연녹색 선은 부유쓰레기가 거동한 궤적을 나타낸 

것이며, 모의 시나리오 2의 경우는 궤적을 제거하여 

부유쓰레기가 고착되는 구간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구

분하였다.

4.3.1. 모의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별 부유쓰레기 

유동 모의 결과(전체구간)

모의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별로 홍수가 종료된 후 

고착된 상태의 부유쓰레기 분포를 나타낸 그림은 Fig. 
7~Fig. 9와 같다. 시나리오 별로 비교할 경우, 부유쓰

레기의 밀도가 약간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집중적으

로 분포하는 양상과  지점은 흐름 특성에 가장 큰 영향

을 받기 때문에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한 홍수 규모가 커질수록 본류에서 부유쓰레기가 홍

수터쪽으로 넓게 확장되는 한편 지류에서도 부유쓰레

기 거동이 활발해지고 그 범위가 크게 확장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부유쓰레기가 한탄강댐 본류를 따라 

불규칙하게 분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곡부 등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집중되는 현상이 나

타났다. 다량의 부유쓰레기가 고착되는 구간을 식별

하기 위하여 분석구간을 하류부, 중류부, 상류부로 구

분하여 비교하였다.

4.3.2. 주요 구간 홍수 규모별 비교 분석 결과

다음 Fig. 10은 분석 구간에 하류부에 해당되며 홍

수 규모 별로 제시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 구간은 한탄강

댐의 배수위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며 흐름이 가장 정

체되는 구간으로 수리학적으로 부유쓰레기의 유동이 

편기되는 만곡부 등에서 다량의 부유쓰레기가 높은 

밀도로 분포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위와 정도의 차

이는 있지만 홍수별로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하류부

의 주요 지점은 4지점으로 은 재인폭포 지점, 는 

부곡리 소하천 지점, 은 신흥리 하도 좌안부, 는 

부곡리 하도 우안부로 구분할 수 있다.



라그랑지안 입자 추적기법을 이용한 홍수조절용댐 내 부유쓰레기 거동 모의에 관한 연구

(a) Result of scenario 1. (b) Result of scenario 2.

Fig. 7. Distribution and trace of floating debris (2 yr).

(a) Result of scenario 1. (b) Result of scenario 2.

Fig. 8. Distribution and trace of floating debris (5 yr).

(a) Result of scenario 1. (b) Result of scenario 2.

Fig. 9. Distribution and trace of floating debris (25 yr).



 장석환 오경두 오지환

(a) 2 yr (b) 5 yr

(c) 25 yr

Fig. 10. Distribution of floating debris near the dam site.

지점 에 해당하는 재인폭포 부근은 하구에 이르

는 광범위한 지역에 부유쓰레기가 분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다음 Fig. 11은 재인폭포 

지점의 소하천을 포함하여 확대한 결과이며, 2년 빈도 

결과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홍수 규모

가 클수록 본류의 배수위가 상승하면서 재인폭포에서 

하구에 이르는 구간에서 넓은 면적에 걸쳐 부유쓰레

기의 불규칙한 맴돌이 궤적이 형성되고 있어, 지류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고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

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5년 빈도 홍수 시에는 한

탄강댐의 배수위가 재인폭포 상류쪽으로 확장되면서 

부유쓰레기가 밀려 올라가서 일부는 소유역 상류부 

근처까지 도달하며 홍수 종반기에 수위가 하강함에 

따라 다시 하류쪽으로 쓸려 내려오면서 일부는 본류

로 빠져나가지만 대부분은 소하천 하도와 홍수터에 

넓게 분포할 것으로 모의되었다. 
지점 는 댐 직상류 신흥리 일대이며 하도 좌안부

에 부유쓰레기가 집중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5년 

빈도 홍수시 홍수파가 한탄강 본류 하도를 월류하여 

홍수터로 넓게 범람하는 지역에서는 소규모 홍수 시

에 본류 하도 양안에 분포하던 부유쓰레기가 홍수터

쪽으로 밀려가서 고착되는 경향을 보였다. 
은 부곡리쪽 소하천 일대이며 다음 Fig. 12는 홍수

규모별로 확대한 그림이다. 부유물이 지류 유입 홍수

량의 영향으로 하류쪽으로 약간씩 이동하지만 대부분 

그대로 고착되며 특히, 본류와의 합류점 부근에 도달

한 부유쓰레기는 유로 폭이 급 확대와 동시에 유속이 

거의 없는 사수역 구간으로 변함에 따라 본류 배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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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 yr (b) 25 yr

Fig. 11. Distribution of floating debris around Jaein-waterfall in Bugok-ri.

(a) 2 yr (b) 5 yr (c) 25 yr

Fig. 12. Distribution of floating debris around a small river in Bugok-ri.

의 영향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불규칙하게 맴

돌다가 부근에서 고착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또한 

홍수 규모가 커질 경우, 배수위 영향이 더욱 상류쪽으

로 이동하면서 부유쓰레기가 하구까지 도달했다가 다

시 상류쪽으로 밀려올라간 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점 는 부곡리 본류 하도 우안부로 만곡에 의한 

유수 흐름의 편기 현상으로 인하여 부유쓰레기의 분

포가 우안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홍수규

모가 증가할 경우 더 높은 지대까지 분포할 것으로 예

측되었다. 구간 중류부는 경사가 급하고, 상대적으로 

하폭이 작으며, 만곡부가 많은 특징이 있다. 이에 따른 

흐름 특성에 따라 부유쓰레기가 집중되는 곳이 거의 

일정하게 나타났다. 다음 Fig. 13은 분석 구간 중류부

에 해당되는 구간의 홍수 규모 별로 결과를 제시하였

다. 주요 지점은 한탄강 본류로 유입되는 운산리쪽 소

하천과, 건지천이 주요 지점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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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 yr (b) 5 yr (c ) 25 yr

Fig. 14. Distribution of floating debris around a small river in Unsan-ri.

(a) 2 yr (b) 5 yr (c) 25 yr

Fig. 13. Distribution of floating debris around middle area of the dam.

지점 에 대당하는 운산리쪽 소하천은 그림에 나

타난 바와 같이 배수위 영향이 커서 상류쪽으로 부유

쓰레기가 밀려 올라갔다가 홍수 종반기에 수위가 하

강함에 따라 다시 하류쪽으로 쓸려 내려오면서 부유

쓰레기가 소하천 하도와 홍수터에 넓게 분포할 것으

로 모의되었다. 적색 점으로 표시된 부유쓰레기가 5년 

빈도 홍수 시에는 유로를 따라 일직선으로 분포하지

만 25년 빈도 홍수 시에는 하도 좌우안 홍수터로 확산

된 것을 볼 수 있다. 부유쓰레기 일부가 하구부 합류점 

부근까지 도달하지만 본류로는 유입되지 않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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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 yr (b) 5 yr (c ) 25 yr

Fig. 15. Distribution of floating debris around Gunji river in Jung-ri.

모의되었다.
지점 에 해당하는 건지천의 부유쓰레기 유동을 

확대한 그림은 Fig. 15와 같다. 하구 부근의 부유쓰레

기만 지류 유입 홍수량의 영향으로 하류쪽으로 이동

하고 중상류쪽 부유쓰레기는 대부분 지류에 그대로 

고착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사수역에서 본류의 빠

른 유속의 영향으로 시계방향의 와류가 형성되어 부

유쓰레기가 원운동하다가 고착되는 궤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2년 빈도 홍수에 비해 5년 빈도 홍수 시 배수

위가 더욱 상승하면서 건지천 하구부에 미치는 영향

이 증가하여 부유쓰레기가 유하하는 거리가 짧아졌으

며 맴돌이 현상도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부유쓰레기

가 맴돌이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하구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더 위쪽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25년 빈도

시 부유쓰레기의 궤적이 마치 브라운 운동의 궤적처

럼 불규칙한 것은 유속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

는 부유쓰레기의 무작위적 확산(random dispersion)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건지천 하구에 유속이 거의 

없는 정체지역이 형성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본류와 

인접한 건지천 하구부 수역에 빠른 본류의 유속으로 

인하여 와류가 형성되면서 부유쓰레기의 맴돌이 궤적

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탄강댐의 배수위 영향

도 있지만, 건지천의 지형적인 특성에 따른 결과로 판

단된다. 

4.4. 적치장 최적 위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효과적인 부유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적치장 위치를 선정하였다. 부유쓰

레기 거동 모의 결과를 토대로 홍수조절용지 내 위치

하고 있는 기존 도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

과 쌓인 부유쓰레기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이동성을 

고려하여 총 7지점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Fig. 
16과 같다. 

지점 과 지점 는 부유쓰레기 모의 결과가 부유

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고착되는 구간은 아니지만 댐

의 배수위 영향권 내로 유속이 작은 구간이며 부유쓰

레기가 본댐 내로 유입되어 통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 할 수 있는 최종적인 지점이다. 지점 , 
지점 , 지점 , 지점 , 지점 은 본류 배수위 영

향으로 본류에 유입되지 못한 채 지류 하구부에 고착

되며, 홍수 빈도가 커질수록 배수위가 더욱 상승하면

서 넓은 면적에 걸쳐 부유쓰레기의 불규칙한 맴돌이 

궤적이 형성되고, 댐 배수위의 영향과 사수역 구간에

서의 와류 등의 영향으로 홍수터에 부유쓰레기가 고

착될 우려가 있는 지점으로 선정하였다.



 장석환 오경두 오지환

Fig. 16. Selected points for the collection of floating debris.

5. 결 론

부유쓰레기가 한탄강댐 본류를 따라 불규칙하게 

분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곡부 등을 중심으로 특

정 지역에 밀집되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지점을 선정하였고, 본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부유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적치장 위치를 선정하였

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2년 빈도 홍수 시에는 부유쓰레기가 본류에서는 

하도의 좌우안에 고착되는데 하도의 만곡 등에 영향

을 받아 부분적으로 높은 밀도로 집중되는 구역들을 

식별하였고, 한탄강의 지류 중에서도 재인폭포, 부곡

리 소하천과 건지천 사이 구간에 위치한 지류와 중상

류 구간에서 발생한 부유쓰레기는 본류 홍수량에 따

라 대부분 거동하지 못하고 고착될 것으로 모의되었

으며, 하구부에 도달할지라도 댐 배수위의 영향과 사

수역 구간에서의 와류 등의 영향으로 지류 하구부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모의되었다. 
2. 5년 빈도 홍수 시는 2년 빈도 홍수와 같은 패턴

을 보였으며, 배수위가 더욱 상승하면서 넓은 면적에 

걸쳐 부유쓰레기가 불규칙한 맴돌이 궤적을 형성하고 

하구까지 도달하였다가 상류쪽으로 밀려올라간 궤적

이 나타났다. 
3. 25년 빈도 홍수 시에는 한탄강댐 배수위 영향이 

커서 상류쪽으로 부유쓰레기가 밀려 올라갔다가 홍수 

종반기에 수위가 하강함에 따라 다시 하류쪽으로 쓸

려 내려오면서 부유쓰레기가 소하천 하도와 홍수터에 

넓게 분포할 것으로 모의되었다. 
4. 부유쓰레기 거동 모의 결과와 접근성을 바탕으

로 효과적인 부유쓰레기의 처리를 위한 적정위치 7지
점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친환경적인 홍수터 활용을 위한 효과적

인 부유쓰레기 처리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유입 부

유쓰레기 정량적인 양, 분포 등이 없어 이를 가정하였

지만 추후 중장기적으로 부유쓰레기 분포에 대한 현

장조사 등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유쓰레기 유

동해석을 체계적으로 검증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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