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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기후변화 및 도시화의 영향으로 홍수와 가뭄과 같은 자연재난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습지는 유속

과 수위를 낮추는 홍수조절 효과가 있으며 가뭄시에는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여, 인공습지의 조성은 심

각해지는 홍수 및 가뭄에 해결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존의 인공습지에 관한 연구는 식생과 수질정화

기능과 종 다양성 등 생태적 기능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왔으며, 인공습지의 홍수조절 효과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안천 유역에 인공습지 조성에 따른 수문학적 홍수저감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수리모형인 HEC-RAS를 통하여 가상의 인공습지를 모형화 하여 인공습지 조성 전·후에 대한 홍수위

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홍수범람을 모의하여 대상유역의 침수심 및 침수면적을 산정하고 이를 다차원홍

수피해액산정법을 통하여 인공습지 조성 전·후에 대한 홍수피해액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습지 조성 사업 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며, 인공습지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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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공습지의 조성은 환경적인 이수기능 뿐만 아니라 유속과 수위를 낮추는 홍수조절을 위한 치수기능의 목

적으로도 활용하고 있다(환경부, 2014).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식생과 수질정화 기능과 종 다양성 등 생태적

기능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왔으며, 인공습지 조성에 따른 수문학적 홍수저감효과에 관한 연구는 미비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리모형에 가상의 인공습지를 설계·적용하여 인공습지 조성 전·후의 홍

수위 및 홍수범람 면적을 모의하였고, 다차원홍수피해액산정법을 통해 홍수피해액 검토하여 인공습지의 홍수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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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입지에 자유수면흐름형의 침강지와 식생수로로 구성된 형태의 인공습지를 설계하여

적용하였다. 인공습지의 홍수저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HEC-HMS를 이용하여 유출량을 산정하였고,

HEC-RAS모형을 이용하여 홍수위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값을 이용하여 홍수범람 모의하고, 다차원홍수피해

액산정법을 통해 인공습지 조성시의 홍수저감효과를 분석하였다.

3. 결론

3.1. 인공습지 조성 전·후의 홍수저감 효과 분석

인공습지 조성 전·후의 홍수위는 평균 0.25∼0.26m, 최대 1.4∼1.5m 감소하였고, 침수면적 역시 3.8%∼

5.7%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인공습지 조성에 따른 홍수위 저감량

빈도(yr) 50 80 100 150 200

평균(m) 0.25 0.26 0.26 0.26 0.26

최대(m) 1.43 1.41 1.40 1.45 1.50

(a) 인공습지 조성 전

(b) 인공습지 조성 후

그림 1 인공습지 조성 전·후 홍수범람 모의

3.2. 인공습지 조성 전·후의 홍수피해액 산정

인공습지 조성 전·후의 홍수피해액을 산정한 결과 인공습지 조성 후 최소 9.1%, 최대 11.5% 감소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016년 정기학술발표대회 및 특별세미나   한반도 지진 - 대비와 대응

224



구분 빈도 주거자산 피해 농업자산피해 산업자산피해 기타 피해 총 피해액

인공습지 

조성 전

50년 1,582,307 8,544 118,200,067 203,002,419 322,793,339

80년 1,639,202 9,171 123,543,976 212,158,572 337,350,923

100년 1,680,888 9,569 127,665,881 219,214,666 348,571,005

150년 1,764,276 10,205 134,833,251 231,506,188 368,113,923

200년 1,825,743 10,392 137,567,694 236,244,309 375,648,140

인공습지 

조성 후

50년 1,337,047 8,309 106,911,714 183,464,080 291,721,151

80년 1,447,577 8,925 112,295,134 192,775,707 306,527,345

100년 1,463,168 9,320 11,525,948 197,825,924 314,557,896

150년 1,502,486 9,987 119,392,931 204,901,847 325,807,252

200년 1,663,037 10,142 122,145,441 212,164,700 335,983,321

표 2 빈도별 인공습지 조성 전·후에 따른 홍수피해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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