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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차원 홍수터 구획체계를 하도와 결합한 폐합형 계산모형을 적용하여 홍수터에서의 흐름을 모의하였다2 .

사용된 모형은 홍수터 흐름에 대해서는 각 구획에서의 수량보존에 관한 연속방정식 및 인접구획간 하도형

또는 월류형 수위 유량 관계식을 하천 본류에 대해서는 차원 부정류에 대한 방정식을 각각 지- , 1 St. Venant

배방정식으로 하여 흐름을 모의하는 준 차원 계산모형으로서 폐합형 하천수계에 대한 부정류 해석 수치기법2 ,

을 홍수터 흐름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한 것이다 모형의 적용 대상 지역은 영산강의 나주 수위표에서부터 고.

막원천 합류점까지의 구간으로서 나주수위표 지점에서의 년 빈도 홍수 자료를 사용하여 침수해석을 수행200

하였다 도심지 구간의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선택적 침수유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 상태에서의 홍수. ,

범람 모의결과 및 방어조절지를 둔 경우에 범람형태에 대한 모의결과를 비교하였다.

핵심용어 홍수범람 준 차원 수치모형 방어조절지 영산강핵심용어 홍수범람 준 차원 수치모형 방어조절지 영산강핵심용어 홍수범람 준 차원 수치모형 방어조절지 영산강핵심용어 홍수범람 준 차원 수치모형 방어조절지 영산강: , 2 , ,: , 2 , ,: , 2 , ,: , 2 ,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우리나라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빈번한 홍수피해를 겪고 있다 이러한 홍수피해의 조절 및 경감을.

위하여 건설된 댐 제방 등의 수공구조물은 그 운영이 부적절하거나 또는 구조물 자체가 붕괴될 경우 더욱,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제내지로의 범람에 의한 홍수피해는 수공구조물의 파괴.

에 의한 피해에 비해 그 규모는 작으나 빈번한 발생으로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홍수피해,

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홍수피해를 평가하고 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하천 제방으로의 월류. , , ,

즉 제내지의 범람을 포함한 홍수류 계산모형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형에 관한 기존의 국내 연구로는 이종태.

등 한건연과 박재홍 전경수 및 김한준과 전경수 등이 있다(1995), (1995), (1998) (2000) .

홍수터에서의 흐름양상은 본류에 비하여 수심이 작고 흐름에 대한 저항이 커서 본류의 흐름과는 많은 차

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차원적 해석을 요한다 차원 흐름해석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천수방정식에2 . 2

의한 해석방법 등 이 있으나 홍수터 흐름의 경우에는 모형의 경계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침수지역(Sato , 1989)

의 경계 설정 및 조건의 부과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홍수터 내 내부경계 부근에서는 천수방정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따른다 전경수 는 홍수터를 지형적 동질성 및 자연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 (1998)

는 차원 구획체계를 구성하고 인접구획간 흐름을 차원적 수위 유량관계식으로 나타내어 구획간 흐름을 모2 1 -

의할 수 있는 준 차원 홍수터 계산모형을 계발하였다 폐합형 하천수계에 대한 방법 및2 . Newton-Raphson

그에 따른 알고리듬 등 등 을 확장시켜 홍수터 흐름에 대하여 적용double-sweep (Cunge , 1980; Holly , 1990)

함으로써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계산모형을 영산강 수계.

의 나주시 부근의 하천구간에 대하여 적용하여 이상 홍수시 인구와 가옥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 구간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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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불가피할 경우 도심지 침수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어조절지의 피해저감 효과를 검토하였다 즉 직, . ,

상류부 제방을 파괴시켜 침수가 되더라도 피해가 적은 농경지가 강제 침수되도록 유도하는 선택적 침수유도

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계산 모형의 지배방정식계산 모형의 지배방정식계산 모형의 지배방정식계산 모형의 지배방정식2.2.2.2.

절점 에 대한 연속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j

Asj
dy j
dt

= ∑
L( j)

k=1
Q j,k + Qext(j,t), j = 1, ,M (1)

여기서 는 시간을 은 절점의 총수를 는 절점 에 연결된 수로의 총수를 각각 나타낸다t , M , L(j) j . yj는 절점 에j

서의 수위를 나타내며 는 절점 와 인접 절점 간의 유출입 유량으로서 절점 로 유입되는 경우에 양의, Qj,k j k j

값을 갖는다. Qext 는 본류 절점에 대한 지천 유입량 상류단 경계에서의 유입량 등 기지의 외부 유출입량(j,t) , ,

으로서 유입량일 경우 양의 값을 가지며 홍수터 절점에 대해서는 영으로 된다, .

절점에서의 에너지 방정식으로는 등수위 조건식을 사용한다.

y j,k = y j , k = 1, … ,L(j), j= 1, ,M (2)

여기서 yj,k는 절점 와 의 연결수로의 절점 측 끝단 계산점에서의 수위를 나타낸다j k j .

하천수로 흐름에 대한 지배방정식은 차원 부정류에 관한 연속방정식 및 운동량방정식인 다음식 및1 (3)

를 의 점 음해법 과 등 에 의하여 차분화한 유한차분식들로(4) Preissmann 4 (Liggett Cunge, 1975; Cunge , 1980)

구성된다.

∂A
∂t
+
∂Q
∂x

= 0 (3)

∂Q
∂t
+
∂
∂x
(α
Q2

A
)+gA

∂y
∂x
+gA

Q|Q|
K2

= 0 (4)

여기서 및 는 각각 유량과 수위를 나타내며 와 는 흐름단면적과 통수능으로서 각Q = Q(x,t) y = y(x,t) , A K

각 의 함수이다 는 운동량 보정계수 는 중력가속도이며 는 흐름방향 위치를 나타낸다 는y . , g , x . K Manningα

조도계수 에 의한 통수능이다(n) .

절점 와 를 연결하는 홍수터수로 또는 범람수로에 관한 연속방정식은 다음과 같다j k .

Q1 = Q2 = Q j,k (5)

여기서 첨자 과 는 수로 양끝 단의 두 계산점을 나타내는 첨자이다 하천수로에 대한 운동량방정식에 대응1 2 .

하는 유량관계식은 하도형 수로인 경우에는 다음식 으로 주어진다(6) .

|Q j,k| =
K j,k
Δx
(yu-yd)

1/2 (6)

여기서 는 양 구획의 중심간 거리이다x . yΔ u는 양 구획의 수위(yj와 yk 중 큰 값이며) , yd는 작은 값이다. Kj,k

는 양 구획간 통수능이다.

월류형 흐름의 경우에는 수중웨어 형 또는 자유월류형 흐름으로 구분되어 각각 다음 식(submerged weir)

또는 로서 주어진다(7) (8) .

|Q j,k| = μsb 2g(yu-yd)
1/2(yd-yw) (yd-yw≥

2
3
(yu-yw)) (7)

|Q j,k| = μ fb 2g
2
3
1
3
(yu-yw)

3/2 (yd-yw<
2
3
(yu-yw)) (8)

여기서 μs와 μf는 유량계수이며 는 월류폭, b , yw는 월류부의 바닥표고이다.

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3.3.3.3.

대상구간 및 모형의 구성대상구간 및 모형의 구성대상구간 및 모형의 구성대상구간 및 모형의 구성3.13.13.13.1



영산강 유역에 위치한 나주시 부근 하천구간에 대한 홍수범람을 모의하기 위해 나주 수위표에서부터 고

막원천 합류점까지의 의 구간에 대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은 대상지역의 유역도를 나타낸다18.53 . 1 .㎞

대상 구간의 남북을 영산강이 종단하고 있으며 최하류단 동서 양쪽에 의 면적으로 나주시가 위치하, 1.41㎢

고 있다 나주시가 위치한 직상류부의 동쪽 농경지가 방어조절지에 해당하며 방어조절지는 상대적으로 나주.

시보다 저지대이다 영산강 측점 번에 해당하는 구간이며 면적 의 농경지이다 대상 구. No 121. 124 , 1.97 .～ ㎢

간의 자연경계 및 지형적 동질성을 기준으로 개의 홍수터 구간을 설정하였다 개의 홍수터 구간에 대한15 . 15

계산 모형의 모식도는 그림 에 나타내었다 모형의 최상하류단 및 각 홍수터 구간에 해당하는 하천상의2 .

각 측점에 대해 하도 절점을 위치 하였으며 개의 홍수터 구간에 대하여 각각 개씩의 홍수터 절점을 위치, 15 1

하였다 각 절점들은 인접 절점들과 한개의 수로로 연결된다 따라서 전체 모형은 개의 절점과 하도 절점. . 23 ( 8

개 홍수터 절점 개 개의 수로 하도 수로 개 범람 수로 개 홍수터 수로 개 로 구성된다 계산점은, 15 ) 36 ( 7 , 12 , 17 ) .

각 수로의 상하류단에 하나씩 위치하였다.

모형의 수행을 위한 초기조건으로 최상류단의 나주수위표에서의 초기수위 및 초기유량을 사용하였다 대.

상구간 내에 의 조도계수는 으로 동일하며 자료 영산강 수계 유역종합 치수계획 현대엔지니어Manning 0.30 ( : ,

링 바닥경사는 이다 모형의 경계조건으로 나주수위표 지점에서 년 빈도 홍수수문유입곡, 2004), 0.000389 . 200

선에 따른 한 시간 간격의 유량자료를 사용하였다 모형은 총 분 동안 수행하였으며 계산 모형의 시간. 7200 ,

증분은 분으로 사용하였다6 .

그림그림그림그림 1111 영산강 유역도영산강 유역도영산강 유역도영산강 유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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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범람 모의홍수 범람 모의홍수 범람 모의홍수 범람 모의3.23.23.23.2

모형의 최상류단인 나주수위표에서 년 빈도의 홍수량을 유입하여 모형을 수행한 결과 각 홍수터로의200

범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나주시가 위치한 하도에서의 수위는 상류단에서의 유량 유입 후.

분 경과시에 까지 상승하나 나주시의 제방고가 이보다 높은 이기 때문에 제방이 붕괴되는696 10.06m 12.70m

경우가 아니라면 하도로부터 나주시로의 범람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 구간 번 구획 의 제방이 붕괴되었을 경우에 대하여 도심지의 침수 피해를 예측하기 위해 번 구(5 ) 5



획의 제방을 인위적으로 붕괴시켜 모형을 수행하였다 나주시의 범람이 발생하였을 경우 방어조절지의 피해.

저감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번 구획의 제방이 붕괴된 상황에서 방어조절지가 위치한 번 번 구획의 제방5 9 , 12

을 같이 붕괴시켜 모형을 수행하였다 또한 나주시로의 범람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방어조절지의 제방을. ,

인위적으로 붕괴시킴으로써 하도에서의 흐름의 수위와 유량의 인위적인 조절을 통한 시가지로의 직접적인

범람을 방지하기위해 번 구획의 제방을 붕괴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번 번 구획의 제방만을 붕괴시킨 후5 9 , 12

모형을 수행하였다.

침수 피해 분석침수 피해 분석침수 피해 분석침수 피해 분석3.33.33.33.3

표 은 나주시의 제방만 붕괴된 경우 와 방어조절지의 제방만 붕괴된 경우 및 나주시와 방어조절1 ( ) ( )Ⅰ Ⅱ

지의 제방이 동시에 붕괴된 경우 에 대한 각 홍수터 절점에서의 수위 및 침수면적비를 비교한 것이다 그( ) .Ⅲ

림 은 대상구역 전체의 침수 피해 해석을 위한 지형 자료이다 그림 는 세가지 경우 중 피해가 가장 크게3 . 4

모의된 방어조절지의 제방만 붕괴되었을 경우 에 대하여 최대 침수 발생시의 하도의 유량 유입 후 분( ) ( 696 )Ⅱ

침수 현황을 나타낸다 침수위는 표 참조 표고에 의해 구분된 각 소구획의 표고별 저류용적을 계산하여.( 1 )

홍수터에서의 시간별 저류량과 비교한 뒤 이를 선형내삽 하여 각 시간에 따른 수위 및 침수지(Interpolation)

역을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침수면적비를 계산하였다.

나주시의 범람 발생시 방어조절지로의 강제적인 침수를 유도한 두가지의 경우 방어조절지로 유입( , ),Ⅱ Ⅲ

된 유량이 나주시로 유입되어 나주시에서의 침수피해 저감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특히.

나주시로의 직접적인 범람을 방지하고 방어조절지로의 범람만을 유도한 경우 에 대해서는 오히려 방어조( )Ⅱ

절지로의 강제적 침수를 유도하지 않은 경우 보다 피해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 .Ⅰ

침수위(m) 침수면적비

나주시( )Ⅰ 방어조절지( )Ⅱ 동시붕괴( )Ⅲ 나주시( )Ⅰ 방어조절지( )Ⅱ 동시붕괴( )Ⅲ

Node 5 10.15 11.01 10.08 57.41% 59.10% 57.27%

Node 6 10.15 11.01 10.08 90.46% 91.91% 90.34%

Node 9 10.44 11.01 10.08 99.77% 99.85% 99.72%

Node 12 10.49 11.10 10.08 100.00% 100.00% 100.00%

Node 13 10.49 11.10 10.08 99.45% 99.63% 99.33%

Node 16 10.49 11.10 10.08 100.00% 100.00% 100.00%

Node 17 10.49 11.10 10.08 82.20% 83.56% 81.28%

Node 20 10.49 11.10 10.08 72.40% 75.71% 70.22%

Node 23 10.49 11.10 10.08 55.64% 60.93% 52.02%

Total 64.85% 65.90% 64.26%

표 각 경우에 대한 최대 침수위 및 침수면적비 비교표 각 경우에 대한 최대 침수위 및 침수면적비 비교표 각 경우에 대한 최대 침수위 및 침수면적비 비교표 각 경우에 대한 최대 침수위 및 침수면적비 비교1.1.1.1.

그림 나주시의 지형자료그림 나주시의 지형자료그림 나주시의 지형자료그림 나주시의 지형자료3.3.3.3. 그림 침수현황그림 침수현황그림 침수현황그림 침수현황4. (case , t=696 min)4. (case , t=696 min)4. (case , t=696 min)4. (case , t=696 min)ⅡⅡⅡⅡ



결 론결 론결 론결 론4.4.4.4.

이번 연구에서는 이상 홍수시 인구와 가옥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 구간인 나주시의 침수가 불가피할 경

우 도심지의 침수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어조절지의 피해 경감효과를 검토하였다 년 빈도의 홍수에, . 200

대해서 범람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모의되었으나 제방의 붕괴를 통한 나주시의 범람을 모의하고 방어조절,

지의 제방 붕괴로 인한 범람의 피해 경감효과를 검토하였다 방어조절지의 제방이 붕괴된 경우 방어조절지뿐.

만 아니라 직하류에 위치한 도심지 까지 침수 피해가 미치는 것으로 모의 되었으며 이로 인해 현 상황에서

의 방어조절지에 의한 침수 피해 경감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나주시가 위치한 지역.

은 방어조절지와 표고의 차이가 있어 홍수 범람 발생시 피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방어조

절지와의 표고차가 없는 일부 지역을 통한 범람수량의 유입으로 인해 홍수 피해경감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으로 모의되었다 방어조절지로 인한 홍수 피해 경감의 효과를 높이고 이를 이용한 선택적 침수유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방어조절지가 위치한 농경지와 나주시 사이에 표고차가 적은 일부 지역에 제방을 위치시

켜 방어조절지로부터 나주시로의 범람을 방어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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