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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 붕괴에 따른 2차원 홍수범람해석

-계측자료가 부족한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이재영*ㆍ김병현**ㆍ박준형***ㆍ한건연****

Lee, Jae Young*, Kim, Byunghyun**, Park, Jun Hyung***, Han, Kun Yeun****

Two-Dimensional Flood Inundation Analysis Resulting from 

Irrigation Reservoir Failure 

- Focused on the Real Case with the Minimal Data Set -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the applicability of two-dimensional (2D) flood inundation model by applying to real irrigation reservoir failure 

with limited available data. The study area is Sandae Reservoir placed in Gyeongju and downstream area of it and the reservoir was 

failured by piping in 2013. The breach hydrograph was estimated from one-dimensional (1D) hydrodynamic model and the discharge 

was employed for upstream boundary of 2D flood inundation model. Topography of study area was generated by integrating digital 

contour map and satellite data, and Cartesian grids with 3m resolution to consider geometry of building, road and public stadium were 

used for 2D flood inundation analysis. The model validation was carried out by comparing predictions with field survey data including 

reservoir breach outflow, flood extent, flood height and arrival time, and identifying rational ranges with allowed error. In addition, 

the applicability of 2D model is examined using different simulation conditions involving grid size, building and roughness coefficient.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d to analysis of irrigation reservoirs were at risk of a failure and setting up Emergency Action Plan 

(EAP) against irrigation reservoir failure.

Key words : Irrigation reservoir failure, Two-dimensional inundation analysis, FDM, Grid size, Manning’s coefficient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이용 가능한 자료가 제약이 있는 실제 농업용 저수지 붕괴에 대한 2차원 홍수범람해석의 적용성을 보여주었다. 연구 대상 유역은 

2013년 파이핑 현상에 의해 붕괴가 발생한 경주 산대저수지 및 하류부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원 모형으로 파이핑 붕괴에 따른 유출수문곡

선을 도출하고, 이를 2차원 수치모형의 상류단 경계조건으로 사용하여 모의를 수행하였다. 2차원 홍수파 해석을 위해서 수치지도와 위성자료를 

합성하여 지형자료를 구성하였고, 건물, 도로, 운동장 등의 형상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3m×3m 크기의 정형격자를 사용하여 모의를 수행하

였다. 현장조사된 저수지 붕괴유출량, 범람범위, 홍수심 그리고 홍수 전파시간과 계산치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범위의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모

형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또한, 격자크기, 건물 및 조도계수가 홍수범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농업용 저수지의 붕괴해석 

및 하류부의 비상대처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색어 : 농업용 저수지 붕괴, 2차원 홍수파 해석, 유한차분기법, 격자크기, 조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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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lassification of Reservoir Safety Grade in Kyungbuk 
Province

1. 서 론

우리나라의 농업용 저수지는 17,000여개소가 축조되어 있으며 

대부분 중소규모 Fill댐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농업용 

저수지 중에 노후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크고 작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저수지 붕괴로 인한 홍수 피해는 하류부 주민들에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 중 하나로서 최근 도시화에 

따라 저수지 직하류부까지 주택과 각종 시설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저수지 붕괴 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의 농업용 저수지는 대부분 수위가 상승되면 방수로나 여수

토를 통한 자연 방류에 의존하도록 설계되고 있어 수문 등을 통한 

홍수 조절능력이 없고, 예산 확보 등 어려움으로 저수지 준설 사업과 

방수로 개선 사업 등이 지연되고 있어 집중호우에 대해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최근 국내에서 1996년 이후 이상홍수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90년대 말까지 50여개소의 소규모 저수지가 붕괴되었다. 특히 

2002년 태풍 루사 때 강릉의 남대천 유역 장현저수지와 동막저수지

가 붕괴되어 하류부 섬석천과 금광천 유역에 큰 피해를 입혔다. 

또한 강릉시 오봉저수지와 고령군 성주댐의 경우 붕괴 직전까지 

도달하여 하류부에 큰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2003년에는 태풍 

매미로 인해 추가적으로 4개소의 저수지 붕괴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2002년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저수지 피해는 

8건(2013년 경주 산대저수지, 2013년 청송 구천저수지, 2014년 

영천 괴연저수지 등)이상으로 나타나있는데 향후 기후변화에 따라 

과거의 기록을 넘는 집중호우로 인해 저수지 붕괴 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농업용 저수지는 A부터 E까지 안전등급을 5개로 분류

하여 관리하며, 각 등급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Fig. 1에 

경북지역의 농업용 저수지를 안전등급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해 

도표로 나타내었다.

∙ A 등급 : 문제가 없는 최상의 상태

∙ B 등급 : 경미한 결함. 기능에 지장이 없으며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등급 : 경미한 결함. 시설물 안전에 지장이 없으며, 보수·보강

이 필요한 상태

∙ D 등급 : 주요 결함 발생.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

∙ E 등급 : 심각한 결함.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붕괴된 저수지의 대부분이 시설노후로 인한 누수가 발생한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의 대상저수지인 경주 산대저수지는 붕괴

되기 한 달 전인 2013년 3월 D등급을 받아 정밀진단준비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산대저수지는 50년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시설로 코어

가 없는 균일형 흙댐임에도 불구하고 제체 단면이 부족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4월말에 저수율 100%를 유지하도

록 관리하여 왔지만, 3월에 큰 봄비로 인해 예년보다 한 달 일찍 

만수위를 기록했으며, 이상기온으로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어 제체

의 취약을 가중시켰다. 이런 상태에서 복통과 토사제방 접속부에서 

오랫동안 누수가 진행되어왔고 점토 코어부를 시공하지 않아 파이

핑 현상을 방지하지 못한 것이 붕괴 원인이었다. 또한 유지관리 

예산부족으로 장기간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발생된 측면도 

있다.

댐 붕괴 홍수파 해석에 관한 연구의 시작으로 Ritter (1892)가 

댐 붕괴 시 직사각형 수로에 대해 부정류식을 이용한 간략식을 

제안하여, 가장 단순화된 이론적 해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Cristofano (1965)는 최초로 Fill 댐의 붕괴부 발달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Fread (1977)에 의해 Fill 댐 붕괴 양상을 나타내는 

DAMBRK 모형이 개발되어 하류부 홍수추적이 가능해졌다. Ponce 

(1981)는 Fread의 이론에 토사이동과 붕괴형상 개념을 도입하였

고, Macdonald and Jennifer (1984)는 흙댐 붕괴 실측 자료를 

바탕으로 첨두유출량 계산방법을 제시하였다. Wahl (1998)은 댐 

붕괴 홍수파 해석에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정리하였다.

최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인해 복잡한 수식의 계산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수많은 모형과 기법들의 개발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그 중 기본이 되는 2차원 천수방정식은 주로 수심에 

비해 큰 지역적 범위를 지니는 유동들에 적용되고, 여기의 속도분포

는 평면상에서 변화하게 되어 이를 유한차분법, 유한요소법, 유한체

적법 등에 적용하여 그 해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2차원 천수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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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 Chart of This Study

은 복단면 수로, 조류, 쓰나미, 댐 붕괴 등에서 제방을 월류하는 

범람 유동이나 도시지역 침수해석 등에 있어서 적합하다(Hervouet 

and Van Haren, 1996). 2차원 모형이 복단면 수로의 가까운 수로 

지역에서의 복잡한 유동 과정들을 완전하게 나타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들의 특정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모의할 수 있다. 

이러한 2차원 모델링은 이동경계조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범람 규모가 시간에 따라 급격하

게 변화하는 문제 상황을 모의하기에 더욱 유용할 수 있다(Hunter 

et al., 2005). 대부분의 2차원 모형들은 2차원 St. Venant 또는 

천수방정식의 완전해(Gee et al., 1990; Feldhaus et al., 1992; 

Bates et al., 1998; Nicholas and Mitchell, 2003), 그리고 관성같

은 특정항이 제어방정식으로부터 생략된 단순화된 천수모형들을 

포함한다(Molinaro et al., 1994). 특히 다양한 모형과 기법을 

활용한 댐 붕괴 해석에 관한 연구는 지속되어 왔는데, Singh et 

al. (2011)은 댐 붕괴 모의에서 천수방정식의 해석을 위한 2차원 

수치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1959년 Malpasset 댐 붕괴사례에 적용

하였다. Peng (2012)은 댐 붕괴로 인한 홍수파의 계산을 위해 

천수방정식을 기반으로 Roe 및 HLL 해법을 사용한 유한체적기법

으로 1차원 및 2차원 수치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모형들

이 개발되면서 이들의 차이점과 계산결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한 

연구 또한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Lencina (2007)는 댐 붕괴 

해석에 있어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1차원 모형과 2차원 모형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Altinakar et al. (2010)은 미국의 

Big Bay Dam의 붕괴에 대해 정형격자를 사용한 2차원 유한체적모

형의 결과와 1차원 수치모형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Kim and 

Sanders (2016)는 댐 붕괴 홍수파 해석시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

을 가진 인자들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2차원 

모형을 이용하여 실제 붕괴사례인 장현·동막 저수지 붕괴에 적용함

으로써 2차원 수치모형을 이용한 댐 붕괴 홍수파 해석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국내에서의 연구는 댐, 저수지 붕괴에 대한 해석에 있어 Han 

et al. (1985), Lee et al. (1986), Han (1986)이 실측자료를 중심으

로 댐의 파괴형태를 다양하게 고려하여 유출수문곡선을 유도하고 

홍수파를 Preissmann 기법에 의하여 차분화한 후 double-sweep, 

force-sweep 알고리즘으로 해석하였다. Oh and Sonu (1989)는 

흙댐의 점진적인 파괴에 대해 연구한 바 있으며, Han (1990)이 

급격한 댐 붕괴로부터의 홍수파가 마른 하도상에 전파되는 양상을 

Hartree의 이동기법에 의하여 해석하였다. Han et al. (1992)은 

SMPDBK 모형을 사류해석까지 확장시켰다. Kim (2002)은 유한

체적기법을 사용하여 흐름의 전파양상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상류이송 기법인 Godunov 기법과 가중평균 흐름률 기법을 사용하

여 유한체적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2차원 댐 붕괴파 해석에 적용하

였다. Han et al. (2008)은 사각격자망의 구성을 통해 자연하도에 

적용할 수 있는 2차원 유한체적모형을 개발하여 직사각형 수로, 

만곡수로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Park et al. (2012)는 연속댐 

붕괴 홍수파 해석을 위한 연속댐 붕괴모의기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하류부 홍수파 전파상황을 예측하였고, Kim (2016)은 

병렬댐의 붕괴모의기법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서 2차원 홍수해석을 

실시하고 건물, 도로, 운동장 등의 시설물을 지형에 반영하여 연구한 

내용은 매우 부족하며 이를 추정된 홍수범람범위와 비교분석한 

사례도 부족하다. 또한 실제로 농업용 저수지의 붕괴에 따른 하류부 

홍수파의 전달양샹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국지적인 강우자료, 저수

지의 수위-수표 및 체적자료, 붕괴부의 형성과정, 저수지 하류의 

지형자료, 실측된 흔적수위 및 침수범위 등을 필요로 하나, 소규모의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정확하고 다양한 자료를 모두 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붕괴사고 직후에 현장답

사 및 세부측량은 매우 중요한 업무이나 이 경우도 시간차로 인해서 

저수지 붕괴 및 하류부 침수해석시 중요한 매개변수인 붕괴의 

발달과정이나 홍수흔적 등 상당부분이 당시주민의 증언이나 신문, 

방송 등의 발표내용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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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업용 저수지 붕괴 

사고에 대해 이용 가능한 자료가 제약이 있는 실제 사례의 재현 

및 가상 붕괴에 따른 하류부 침수피해의 예측을 위해 2차원 수리해

석을 실시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함에 있다. 특히 

저수지 하류부의 지형이 하도가 구성되지 않고 평활한 지역으로 

구성된 경우 붕괴 홍수파는 지형조건을 따라 확산하는 특성을 

가지는 바 1차원 수치모형은 한계점을 가지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차원 수치모형을 이용하여 실제 저수지 붕괴 사례의 적용을 

통해 저수지 붕괴 홍수파 해석에 있어 2차원 수치모형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 붕괴에 따른 유출수문곡선의 

도출은 저수지 홍수추적과정을 통해 산정하였고, 이를 2차원 수치

모형의 상류단 경계조건으로 사용하여 실제 농업용 저수지 붕괴 

사례인 경주 산대저수지에 적용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지형자료

의 격자크기, 건물의 영향, 적정 조도계수 등 홍수범람해서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의 적용성도 확인해 보았다. Fig. 2는 본 연구의 

분석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위험등급이 높은 

국내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 하류부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구조적 대책 중 하나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 정교한 침수범위와 침수심, 도달시간 등을 산정하여 

향후 이를 기초로 보다 체계적인 대피장소 및 경로선정을 제공하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저수지 붕괴 홍수해석

2.1 붕괴 유출수문곡선 도출

저수지로부터의 유출수문곡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저수지 내

로의 유입량과 유출량에 따른 저수용량의 변화가 고려된 저류방정

식이 사용되어야 한다. 임의의 시간 에서의 총 유출량 는 붕괴부

를 통한 유출량 와 여수로와 방수로 등의 비붕괴부를 통한 유출량 

의 합으로 표시된다. 월류에 의한 붕괴의 경우에는 넓은 마루웨

어의 공식, 파이핑의 경우에는 오리피스의 유량공식이 사용되었는

데, 이들은 저수지내의 수위, 붕괴부의 형상 및 하류부 수위 등의 

함수로서 Eqs. (1a, b) and (2)에 의하여 결정된다.

 




(월류 붕괴)  (1a)

 


(파이핑 붕괴)  (1b)

 





(2)

여기서,  = 수문의 유출 단면

 = 넓은 마루 직사각형 웨어의 유량계수

 = 넓은 마루 삼각형 웨어의 유량계수

 = 오리피스 흐름에 대한 유량계수

 = 여수로에 대한 유량계수

 = 수문에 대한 유량계수

 = 댐 마루부에서의 유량계수

 = 시간 에서의 저수지의 수위

 = 시간 에서의 붕괴부의 표고

 = 파이핑 시작 시의 중심부 수두

 = 수문의 표고

 = 여수로의 표고

 = 저수지의 수위와 무관한 기타 유출량()

 = 잠수보정계수

붕괴부를 통한 유출이 수중에서 이루어지면 유출량은 보정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잠수흐름은 와류영역에서 발생되고 도수

현상으로 인하여 불안정 상태를 일으키게 되는데 잠수보정계수는 

Eq. (3)로 표시된다.

 
′


≤  (3)

여기서,  = 잠수상태에서 유출량,  ′  = 자유유출상태에서 유출량






∗
∗








 (4)




∗


∗
∗ 

Eq. (4)에서 는 수위 의 함수이고 이외의 다른 값들은 

기지이기 때문에 미지의 에 대하여 Newton-Raphson의 반복 

계산법을 이용하여 그 해를 구할 수 있다. 보통 5~6회 정도의 

반복계산으로 구해진 값을 Eqs. (3) and (4)에 대입하여 임의의 

시간 에서 댐 지점에서의 총유출량 를 구하면 댐 유출수문곡선이 

유도된다.

댐 지점에서의 유출수문곡선의 유도를 위해서는 저수지에서의 

초기수위, 저수위-수표면적 또는 저수위-저수량관계, 붕괴부의 최

종폭 및 표고, 붕괴 지속시간, 붕괴부의 측벽면 경사, 여수로와 

방수로의 표고 등 각종 제원 및 댐 직하류부의 기하학적 형상 

등의 자료를 필요로 한다. 이상의 특성치들은 모두 댐 유출수문곡선

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해당지역에 대한 각종 자료와 현지조사

를 통하여 정확한 자료가 수집되어야 정확한 붕괴 유출수문곡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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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ae reservoir

Fig. 3. Areal View of Sandae Reservoir

산정할 수 있다. 특히 농업용 저수지에 있어서 파이핑 붕괴는 일반적

인 붕괴양상의 하나인데, 이 경우에 파이핑 붕괴가 발달되다가 

파이핑 부분 상류의 전단파괴에 의해서 월류 붕괴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Eq. (1)은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2.2 하류부 홍수파 해석

홍수파가 지표면에 전달되는 경우 지표면의 저류, 홍수파의 

감쇠, 건물 주위에서의 흐름, 도로에서의 흐름 등에 따라 그 물리적

인 양상을 수식으로 표시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유한차분

기법에 의한 침수해석은 범람예상구역의 물리적인 특성을 정확하

게 반영할 수 있는 수리학적 방정식을 기본식으로 하여 해석될 

수 있다.

침수해석 지점의 적정범위를 지형도 등을 이용해서 설정하고, 

격자망을 구성하여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에 의해 흐름을 

해석할 수 있다. 천수방정식을 ,  방향 성분으로 기술하면 연속방

정식과 운동방정식을 Eqs. (5), (6) and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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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여기서,  = 지표면 수심

 , = ,  방향에 대한 단위폭당 유량

, = ,  방향의 평균 속도

 = ,  방향의 하상경사

 = ,  방향의 마찰경사

 = 시간 

 = 중력에 의한 가속

 = 단위면적당 생성항 혹은 소멸항

Eqs. (5), (6) and (7)은 확산파형태의 유한차분법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마찰 경사항의 부호에 따라 Eqs. (8) and 

(9)와 같이 기술된다.

저수지 붕괴에 대한 유량은 생성항으로 취급되고, 지표면으로 

전파되는 홍수파의 유량이 배수시스템이나 별도로 지정한 유출구

로 빠져나갈 경우 소멸항으로 취급된다.

① 
 → ≥ 인 경우


 → 


  
 

 →  


(8)

② 
 →  인 경우


 → 


  

 
 → 



(9)

마찬가지로, 유량
 →은

 →의 부호에 근

거하여 계산되며,  방향의 유량은  방향의 마찰경사의 부호에 

근거하여 계산된다. 표면수심의 초기조건은 0으로 가정하지만 이는 

필요한 경우 특정 값이 입력된다. 경계조건은 유역 외부의 요소로의 

유입이 없다고 가정하며, 해석은 지정된 종료시간이 끝날 때까지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Eqs. (8) and (9)의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고, FLO-2D모형을 이용하여 모의를 실시하였다.

3. 실제 저수지에 대한 적용

3.1 대상유역 및 기본자료

본 연구 대상지역인 산대저수지는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

리 안강종합운동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당길이 210m, 높이 

12.2m, 총 저수량 246,000m
3
 규모의 필댐 형식의 농업용 저수지이

다. 1964년 12월에 준공하여 내구연한 5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붕괴발생 한 달 전 2013년 3월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안전등급 D등급을 받고 정밀안전진단 

대상지구로 선정된 바 있다. 2013년 4월 12일 14시 10분경 복통에

서의 누수가 시작되어 붕괴가 점차 진행되어 상부 폭 15m,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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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IN of Study Area

Fig. 5. Computational Mesh of Study Area

Table 1. Specification of Sandae Reservoir

Type Earthfill

Reservoir Length 210.0 m

Reservoir Height  12.2 m

Elev. of Reservoir Crest  58.0 EL.m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Water Surface Elevation and 
Surface Area

Elevation 

(EL.m)

Surface Area 

(103 m
2
)

Elevation 

(EL.m)

Surface Area

(103 m
2
)

47.0 0.0 52.5 32.6

47.5 0.6 53.0 34.9

48.0 1.4 53.5 37.2

48.5 2.6 54.0 39.9

49.0 8.3 54.5 42.6

49.5 14.0 55.0 45.1

50.0 19.3 55.5 47.9

50.5 22.8 56.0 50.7

51.0 25.5 56.3 52.8

51.5 28.1 57.0 55.0

52.0 30.4 58.0 60.0

11m의 사다리꼴 형태로 붕괴되었다. 이 사고로 건물 11동(주택5동, 

상가6동)이 10~60cm 정도 침수되고 농경지 1.2ha 매몰, 차량 

13대 침수, 종합운동장 토사유입 등 2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붕괴당시 산대저수지는 저수율 100%를 유지하고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되었지만 파이핑 현상에 의한 붕괴가 발생하였고, 초기에 발견

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1차원 수치모형에서 반영하기 힘든 건물 및 도로를 포함한 정확

한 지형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국토지리원에서 제공하는 1:1,000 

축척의 수치지형도에 위성자료에서 추출한 건물 레이어를 추가하

였다. GIS 도구를 사용하여 Fig. 4에서와 같이 수치지형도의 등고 

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및 도로를 반영한 TIN을 구축하였다.

2차원 유한차분모형에 적용할 격자망은 종합운동장을 포함한 

건물과 도로 등의 지형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3m×3m크기의 

정형격자로 구성하였다. 격자망은 Fig.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총 218,091개의 격자와 219,654개의 절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격자망은 저수지, 종합운동장, 건물 

배치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어, 2차원 모형의 적용성을 

검증하기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였다.

3.2 붕괴 유출량 산정

저수지 붕괴에 따른 붕괴 유출수문곡선을 산정하기 위해 당시 

붕괴상황을 주민증언과 TV 방송시의 동영상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붕괴초기에는 파이핑으로 시작되었고 일정시간 경과 후에는 

월류붕괴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통상적인 파이핑 붕괴의 양상을 

따르고 있었다. 이에 대한 분석과정은 2.1절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DAMBRK의 파이핑 붕괴 옵션을 사용하여 모의를 실시하였다. 

산대저수지의 주요 제원을 Tables 1 and 2에 나타내었고, 붕괴 

진행과정과 붕괴부 형상을 Fig. 6에 나타내었다. 또한 산대저수지의 

붕괴 당시에 강우가 없는 맑은 날씨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유입 

유량이 없다는 전제와 당시 저수율은 100%를 나타내고 있어 상시

만수위 상태 등의 실제 붕괴당시의 조건을 고려하여 모의를 실시하

였다(KARICO, 2014). Fig. 7은 저수지 홍수추적을 통해 산정된 

유출수문곡선과 저수지의 수위변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최대 

붕괴유출량은 84m
3
/s이며, 붕괴부를 통한 유출은 1.3시간동안 발생

됨을 알 수 있었다. 총 유출수문곡선의 체적은 244,368m
3
으로서 

당시 조사된 총 유출량 243,500m
3
과 잘 일치하고 있었다

(KARICO, 2014). 

3.3 2차원 저수지 붕괴 홍수파 해석 결과의 검증

저수지 붕괴에 따른 2차원 저수지 붕괴 홍수파 해석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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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itial Stage (b) Intermediate Stage

(c) Final Stage (d) After Failure

Fig. 6. Photographs of Reservoir Failure Process (KARICO, 2014)

Fig. 7. Breach Outflow Hydrograph

1

2 3

4
5 6

7

8

Fig. 8. Estimated Flood Inundation Area실제 침수 범위와 검증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침수흔적도가 필요하

지만 관련기관으로부터 침수흔적도 자료는 작성되지 않아 붕괴직

후 저자들이 실시한 현장조사결과, 농어촌공사의 추정범위자료 

및 매스컴 보도자료, 지형/건물의 배치조건 등을 통해 추정되는 

침수범위를 바탕으로 작성된 침수흔적도를 Fig. 8에 도시하였다.

침수심에 대한 자료도 직접 실시한 조사과정에서의 주민들의 

증언과 더불어 사고당시의 사진에서 침수 흔적을 확인하였고, 해당 

위치까지의 침수심을 측정하여 모의결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

다. 즉, Fig. 8의 2번 지점인 종합운동장은 축구장 시설물 및 출입구 

등에서 0~40cm의 수심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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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2hr (b) 0.3hr

(c) 0.4hr (d) 0.5hr

(e) 0.8hr (f) 1.0hr

Fig. 9. Inundation Map at Selected Time Level

지점에서 7번 지점 사이 도로의 연석은 10~20cm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붕괴 홍수파는 연석을 월류하여 1층 상가의 20~35cm 

턱을 넘어 건물 안으로 침투되었다. 이로써 30~55cm의 침수심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4번 지점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및 승합차량에서 차체아래 또는 타이어가 전부 잠기는 

것으로 보아 최대수심이 30~70cm의 범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의는 총 4시간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Fig. 9에 각 시간대별 

홍수파 전파양상을, Fig. 10에는 최대 홍수심과 실제 침수범위를 

비교하였다. 시간대별 결과에서 저수지 붕괴로 인한 홍수파가 하류

부의 주거지역으로 전파되는데 20~30분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당시에 보도된 뉴스 및 신문자료(YTN News, 

Chosunilbo, Maeil Shinmun, 2013.04.12~13)등과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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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aximum Flood Area (with Buildings)

Table 3. Comparisons of Inundation Area

Inundation Area (Estimated) (m
2
) 394,513

Inundation Area (Simulated) (m
2
) 355,005

Goodness of Fit (%) 75.7

Computation Time (min)* 203

* Using Intel i7-4900 CPU

Table 4. Comparison of Estimated and Simulated Depth at 
Selected Locations

Location Estimated Depth (m) Simulated Depth (m)

No. 2 0~0.40 0.10~0.80

No. 4 0.30~0.55 0.40~0.80

No. 7 0.20~0.40 0.10~0.40

No. 8 0.40~0.60 0.20~0.80

Fig. 11. Comparison of Simulated Depth at Selected Locations

모의결과의 검증을 위해서 실제 침수면적과 모의결과의 침수면

적간의 적합도를 산정하였다. 실제 침수범위의 침수면적과 계산된 

침수면적을 비교하기 위해 GIS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두 침수면적

의 교집합과 합집합의 면적을 계산하고, 다음 식에 따라 적합도를 

산정하였다.

Goodness of Fit 
∪

∩
×  (10)

여기서, Case1 : 기준이 되는 침수면적, Casen : 비교 대상 면적

실제 침수범위와 계산된 침수면적을 바탕으로 적합도 공식을 

적용하여 정리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으며, 실제 침수심과 

모의결과에 의한 침수심에 대한 비교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또한 Fig. 11을 통해 저수지 붕괴로 인한 홍수파가 하류부 주거지역

으로 전파되는데 20~30분 소요됨을 알 수 있었다.

대상 지역의 침수면적 및 침수심은 당시 현지조사, 매스컴의 

발표자료, 신문기사 및 현지주민과의 면담 등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침수흔적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일단 추정된 

침수면적과 모의된 침수면적은 일치율이 75.7% 정도로 나타났으

며, 침수심 또한 비슷한 범위를 보여 침수해석 결과가 실제 침수흔적

과 비교적 잘 일치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와 같은 검증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2차원 유한차분모형을 이용한 저수지 

붕괴 홍수파 해석이 실제 홍수파 전달양상을 잘 반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 홍수범람해석시 영향인자 분석

3.4.1 격자크기 분석

일반적으로 2차원 홍수범람해석시 지형자료의 격자크기가 홍수

범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10m, 5m, 3m 격자에 대한 모의를 실시하였다. 모의결과 침수면적

은 각각 347,900m
2
, 357,200m

2
, 355,005m

2
로 나타났으며 이를 

실제 침수면적과의 적합도를 산정한 결과 73.9~75.7%로 나타났고,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은 각각 2.5분, 29분, 203분이었다.

세 가지 Case에 대한 계산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Case 3에서 

침수면적에 대한 적합도가 가장 높고, Case 1에서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 가지 Case 모두 도로 통과 지점 등에서는 

침수범위가 실제 침수범위와 크게 차이가 나는 지점이 나타났다

(Fig. 12). 이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도로 부근에 형성된 정형격자

의 경우 격자에 인접한 지형자료의 고도가 보간되어 대표값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고도의 반영이 어려워 위와 같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주요지점 별로 살펴보면, 2번 

지점에서 Case 3를 제외한 나머지 결과에서는 종합운동장 남측 

출구로 배수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형격자로 

2차원 침수해석을 실시할 경우 좁은 통로를 반영하기에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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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Flood Area for Various Grid Sizes

Estimated Flooded Area Case 1 (10m×10m) Case 2 (5m×5m) Case 3 (3m×3m)

Inundation Area (m
2
) 394,513 347,900 357,200 355,005

Goodness of Fit (%) - 73.9 74.0 75.7

Computational Time (min) - 2.5 29.0 203.0

(a) Case 1 (10m×10m) (b) Case 2 (5m×5m) (c) Case 3 (3m×3m)

Fig. 12. Maximum Flood Depth (Compare with Grid Size)

(a) Case 4 (w/o Building) (b) Case 5 (w/ Building)

Fig. 13. Comparison of Flood Depth Considering Building Effect

작은 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Fig. 12).

3.4.2 건물 영향 분석

대상유역과 같이 지형자료 외의 건물이 존재할 경우 건물을 

고려하지 않은 지형과 건물을 고려한 지형은 해석결과에 있어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형자료의 구성에 있어 건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건물을 지형에 반영하였을 경우 건물이 차지하는 

부피만큼 수위도 상승하여 최대 침수면적에도 영향이 나타나게 

되며, 건물을 지형에 반영하여 침수해석을 실시함으로써 침수해석

의 예측 정확도가 향상된다(Kim, 2009).

2차원 홍수범람해석시 건물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건물내로 

홍수파가 유입되는 점을 가정하고 모의를 실시하여, Fig. 13에 

건물의 유무에 따른 최대 홍수심과 실제 침수범위를 비교하였다.

건물을 영향을 고려한 계산결과를 비교했을 때, 시각적으로는 

Case 5의 침수범위가 넓게 산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GIS 도구를 

이용하여 계산해보면 Case 4의 침수면적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건물이 존재 할 경우 건물이 차지하는 부피만큼 

홍수파가 지면을 따라 더 멀리 전파되어 침수범위가 넓게 보이는 

것이며, 침수면적에서 건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적합도를 산정해보

면 건물을 포함한 계산결과가 적합도가 더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형자료에 건물의 형상을 포함시킨 경우 건물 사이의 

유속분포를 구할 수 있는데 2, 5번 지점에서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유속분포를 Figs. 14 and 15에서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Case 5가 Case 4에 비해 건물 사이의 

도로에서 빠른 유속을 보이는데, 이는 홍수파의 전파가 건물의 

영향을 받아 유속이 빨라지는 물리적인 현상을 잘 반영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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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Flood Area Considering Building Effect

Estimated Flooded Area Case 4 (w/o Building) Case 5 (w/ Building)

Inundation area (m
2
) 394,513 412,785 355,005

Goodness of Fit (%) - 70.9 75.9

Computational time (min) - 200 203

(a) Case 4 (w/o Building) (b) Case 5 (w/ Building)

Fig. 14. Comparison of Velocity Distributions (#2 Station) 

(a) Case 4 (w/o Building) (b) Case 5 (w/ Building)

Fig. 15. Comparisons of Velocity Distributions (#5 Station) 

Table 7. Comparison of Flood Area Considering Manning's n

Estimated Flooded Area Manning's n = 0.035 Manning's n = 0.04 Manning's n = 0.046

Inundation Area (m
2
) 394,513 371,988 355,005 366,669

Goodness of Fit (%) - 73.8 75.7 74.4

보인다. 2번 지점의 종합운동장에서도 출구를 통한 유속의 전파가 

Case 5에서 명확히 나타나, 정확한 홍수파의 전파 양상 및 침수심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고려한 지형자료의 구축 

및 침수해석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4.3 조도계수 영향 분석 

모의를 위한 대상지역의 조도계수는 대상지역의 토지이용자료

를 이용하였는데, NLCD에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대상

지역에서의 가중평균치를 산정한 결과 0.04로 나타났다(Moore, 

2011). 홍수범람해석시 조도계수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산정한 

조도계수 이외에 기존의 연구(Moore, 2011)에서 적용한 조도계수 

및 일본지역에서 침수해석시 적용되는 합성조도계수를 적용해 보

았다. Eq. (11)과 같은 합성조도계수 산정방식을 적용한 결과 0.046

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홍수해석시 주로 적용한 조도계

수인 0.035를 적용하여 범람해석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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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여기서,  = 합성조도계수

= 저면조도계수

 = 건폐율(%)

 = 수심(m)

본 연구에서는 건물의 영향을 격자에서 이미 고려하였기 때문에 

Eq. (11)에 따라 건폐율을 이용하여 산정된 조도계수가 적용될 

경우 적합도가 일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도계수의 

변화에 따른 실제 침수면적과의 적합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상황에 맞는 조도계수 산정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농업용 저수지의 붕괴에 있어 붕괴부 형성 진행자료, 

하도자료, 하류부 홍수흔적자료 등 활용가능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

에서의 침수해석 과정을 연구하고, 이를 실제사례인 경주 산대저수

지에 적용하여 2차원 모형을 활용한 저수지 붕괴 홍수파 해석에 

대한 적용성을 확인한 내용으로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

(1) 산대저수지의 붕괴 원인은 파이핑으로서 저수지 기본 자료를 

참고하여 DAMBRK 모형을 통해 붕괴 유출수문곡선을 산정

하였으며 최대 붕괴유출량은 84m
3
/s이며 붕괴부를 통한 유출

은 1.3시간동안 발생됨을 알 수 있었다. 총 유출수문곡선의 

체적은 244,368m
3
으로서 당시 조사된 총 유출량 243,500m

3
과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었다. 

(2) 2차원 침수해석을 위해 저수지 하류부 지형에 대한 상세자료를 

1:1,000 수지지형도와 위성지도 등을 합성하여 구축하였다. 

특히 건물, 도로, 운동장 등의 형상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3m×3m 크기의 정형격자를 사용하여 모의를 실시하였다. 모의

결과 실제침수 추정 범위와의 적합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지

점에서의 계산 침수심은 10~80cm의 범위로 나타나 이는 당시

의 현장조사결과치의 범위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정형격자를 사용한 저수지 붕괴 모의시 10m×10m 격자에서는 

73.9%, 5m×5m 격자에는 74.0%, 3m×3m 격자에는 75.7%로 

각각 나타나 지형자료의 격자크기가 작을수록 침수심과 홍수파

의 전파양상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계산시간과 

대비하여 침수범위에 대한 적합도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건물의 영향으로 침수범위 및 침수심이 달라지며 저수지 하류

부에 거주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저수지 홍수파 해석에 

건물의 영향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임을 확인하였다. 

지형자료 구축과정에서 건물을 고려한 격자를 구성하였을 경우 

침수범위에 대한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2차원 홍수범

람해석시 조도계수의 추정은 실측자료와의 비교검증이 매우 

중요한바 토지이용별 조도계수를 산정한 후 가중평균한 조도계

수 및 합성조도계수 등을 적용하여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실측자료와의 적합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상황에 

맞는 조도계수 산정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 붕괴 홍수파 해석시 1차원 수치모형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활용 가능한 계측자료가 불충분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2차원 저수지 범람해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2차원 수치모형의 저수지 붕괴 홍수파 해석의 적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정보를 비상대처계획 수립시에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하고 활용성 높은 비상대

처계획도 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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