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구리지역의 홍수범람해석구리지역의 홍수범람해석구리지역의 홍수범람해석구리지역의 홍수범람해석

Numerical Simulations of Flood Inundations in GuriNumerical Simulations of Flood Inundations in GuriNumerical Simulations of Flood Inundations in GuriNumerical Simulations of Flood Inundations in Guri

유재홍유재홍유재홍유재홍
****
조용식조용식조용식조용식,,,,

********

Yu, Jae Hong, Cho, Yong-SikYu, Jae Hong, Cho, Yong-SikYu, Jae Hong, Cho, Yong-SikYu, Jae Hong, Cho, Yong-Sik

.........................................................................................................................................................................

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In this study, flood inundations have been simulated by using the numerical model FLUMEN solving

the shallow-water equations with a finite volume method. Before applying to a real problem, the

numerical model is first applied to simplified problems. Obtained numerical results are verified by

comparing to available analytical solutions and laboratory measurements. Reasonable agreements are

observed. The model is then applied to a simulation of flood events with real geometrie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provide basic informations for a flood inundation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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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우리나라는 최근 년동안 매년 홍수로 인하여 연평균 여명의 인명피해와 억원의 재산피해를 입10 100 6,800

고 있다 김양수 매년 반복되는 홍수를 대비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대책으로서 하천제( , 2002).

방 댐 및 저류지 계획 등 각종 홍수방어대책들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 구조적 홍수피해 저감 대책의 한, ,

계를 극복하기 위한 비구조적인 대책의 일환으로서 수치해석을 통한 홍수범람구역 산정 및 홍수범람지도 제

작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홍수범람구역 산정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수치모형을 이용하여

실제지형에서의 홍수범람모의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수치모형은 스위스의 에 의해 개발된. Beffa

으로 상류 및 사류와 도수와 같은 불연속 흐름의 수치해석에 있어서FLUMEN(FLUvial Modeling ENgine)

안정적으로 해를 제공하며 홍수범람 시 중요하게 고되는 습윤 및 건조 및 이동경계 모의가 가능하, (wet dry)

다(Beffa, 2003).

본 연구에 앞서 모형의 적용을 판단하기 위해 홍수범람시 중요하게 고려되야 하는 불연속 흐FLUMEN

름과 이동경계조건에 관한 이상적인 문제에 적용하여 모형의 정확성을 검증한 후 실제지형에서의 홍수범람,

모의를 수행하였다.

지배방정식과 수치모형지배방정식과 수치모형지배방정식과 수치모형지배방정식과 수치모형2.2.2.2.

모형은 수심 적분된 비선형 천수방정식에 불규칙 삼각망을 이용한 유한체적법FLUMEN (finite volume

이 적용된 수치모형으로 하천의 합류점이나 만곡부분과 같이 수리학적으로 복잡한 문제의 해석에 적method)

합한 상용 모형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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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방정식인 비선형 천수방정식은 보존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UUUU
∂t
+
∂ EEEE
∂x
+
∂ GGGG
∂y
+ SSSS = 0 (1)

보존형 변수 벡터 UUUU와 x축 및 y축 방향의 벡터flux EEEE, GGGG와 생성항 벡터 SSSS는 각각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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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에서(2) q와 r은 각각 x축 및 y축 방향의 비유량, h는 수심, g는 중력가속도, ρ는 유체의 밀도, z b는

하상고도 및 τ b는 하상전단력이다.

모형은 전체 계산영역에서 불규칙 삼각망을 적용한다 지배방정식 을 임의의FLUMEN . (1) i번째 삼각망

에 대하여 식 과 같이 적분하면 유한체적법을 이용할 수 있다(3) .

∂
∂t
⌠
⌡A i

dU
dt
dΩ= -⌠⌡A i

(E x+G y)dΩ+
⌠
⌡A i
S (U )dΩ (3)

식 에서(3) A i는 삼각형의 면적이며, Ω는 각 삼각형의 경계를 나타낸다.

모형에서는 홍수범람과 같은 충격파를 모의하기에 적합한 의FLUMEN Roe(1981) FDS(flux difference

가 사용되어 수치해의 진동을 크게 완화시키며 특히 충격파나 점성흐름의 계산에 있어서 기존의 방scheme) ,

법들에 비해 보다 뛰어난 모의를 수행한다 등(van Leer , 1987).

수치모형의 검증수치모형의 검증수치모형의 검증수치모형의 검증3.3.3.3.

모형을 이용한 실제지형에서의 홍수범람모의에 앞서 본 모형의 적합을 검증하고자 이동경계조FLUMEN ,

건 을 포함하고 있는 원형섬에서의 고립파의 최대 처오름높이를 계산하여(moving boundary condition) 미국

육군 공병단 산하의 해안공학연구소 에서 수행된 등(CERC, Coastal Engineering Research Center) (Liu , 1995)

수리모형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수리모형실험에서 입사파는 파봉선 이 인 고립파. (wave crest length) 27.432m

이며 수심에 대한 입사파와 파고의 비율은 이다, 0.1 .

그림 수리모형실험 모형장치 평면도 원형섬의 단면도그림 수리모형실험 모형장치 평면도 원형섬의 단면도그림 수리모형실험 모형장치 평면도 원형섬의 단면도그림 수리모형실험 모형장치 평면도 원형섬의 단면도1. . (a), (b)1. . (a), (b)1. . (a), (b)1. . (a), (b)

본 수치모형에서 계산한 최대 처오름높이를 수리모형실험에서 관측한 자료와 비교하여 그림 에 도시하2

였다 그림에서 수평축은 섬의 앞면 중앙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간격마다 측정한 각도로써. /4π x=0은

섬의 전면 중앙부를, x=π는 섬의 후면 중앙부를 의미한다 또한. , R은 섬에서의 실제 처오름높이이며 A는

입사파의 파고로 이다 수치해석결과 모형에 의한 최대 처오름높이가 수리모형실험의 관측0.032m . FLUMEN

치보다 전반적으로 다소 크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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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원형섬 주변에서의 최대 처오름높이 비교그림 원형섬 주변에서의 최대 처오름높이 비교그림 원형섬 주변에서의 최대 처오름높이 비교그림 원형섬 주변에서의 최대 처오름높이 비교2.2.2.2.

수치모형을 이용한 홍수범람 모의수치모형을 이용한 홍수범람 모의수치모형을 이용한 홍수범람 모의수치모형을 이용한 홍수범람 모의4.4.4.4.

본 장에서는 모형을 이용하여 실제지형에서의 홍수범람을 모의하였다 유역면적FLUMEN . 23,751.50 ,㎢

유로연장 인 구리시 유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년 년 빈도의 홍수에 대해서 범람모365.20 , 100 , 200㎞

의를 실시하였다.

경계조건 및 홍수시나리오경계조건 및 홍수시나리오경계조건 및 홍수시나리오경계조건 및 홍수시나리오4.14.14.14.1

하천의 상류경계조건으로는 년 년 빈도의 홍수량 수문곡선을 사용하였다 건설교통부100 , 200 ( , 2002). FLUMEN

모형에서 상류단에서 유량으로 경계조건이 주어질 경우 하류경계조건으로는 수위 유량곡선 또는 수위수문곡-

선이 주어져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림 과 같은 수위수문곡선을 사용하여 범람모의를 수행하였으며 지3 ,

류인 왕숙천의 경계조건은 로 일정하게 부여하였다 건설교통부3.9cms (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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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상류 및 하류경계조건그림 상류 및 하류경계조건그림 상류 및 하류경계조건그림 상류 및 하류경계조건3.3.3.3.

본 연구에서는 홍수 시나리오 작성 시 홍수사상의 빈도규모 홍수방어구조물의 붕괴조건 등의 가지를 고, 2

려하였다 빈도규모별 시나리오는 대상지역에 적용되는 홍수사상의 빈도로서 표현할 수 있으며 홍수방어시. ,

설의 붕괴 시나리오는 홍수방어시설의 붕괴를 가정하여 극한 상황에서의 범람위험도를 평가한다 강우의 빈.

도는 한강의 계획빈도가 년이고 지류인 왕숙천의 계획빈도가 년이므로 년 년 빈도에 대해 홍200 , 100 100 , 200

수 범람시나리오를 작성하였으며 가상 파제지점은 최대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을 예상하여 곳을 선정, 4

하였다 그림 는 가상 파제지점을 나타낸 것이다 파제길이는 하천수리 수문 분석시스템 건설교통부. 4 . ( , 2001ㆍ

년 에서 제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합류점의 경우 식 와 합류점 이외의 경우 식 와 같이 결정하였다) (4) (5) .

B b=4.5( logB)
3.8+50 (4)

B b=1.9( logB)
4.8+20 (5)

여기서, B b는 파제길이이고 B는 하천의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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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상 파제지점의 위치그림 가상 파제지점의 위치그림 가상 파제지점의 위치그림 가상 파제지점의 위치4.4.4.4.

홍수범람모의 결과홍수범람모의 결과홍수범람모의 결과홍수범람모의 결과4.34.34.34.3

모형을 이용한 구리시유역 홍수범람모의 침수심 결과를 홍수빈도별로 그림 와 그림 에 각각FLUMEN 5 6

도시하였다 홍수범람모의시간은 파제 후 시간으로 부여하였다. 30 .

파제(a) 1 파제(b) 4

그림 범람모의결과 년 빈도그림 범람모의결과 년 빈도그림 범람모의결과 년 빈도그림 범람모의결과 년 빈도5. (100 )5. (100 )5. (100 )5. (100 )

파제(a) 1 파제(b) 4

그림 범람모의결과 년 빈도그림 범람모의결과 년 빈도그림 범람모의결과 년 빈도그림 범람모의결과 년 빈도6. (200 )6. (200 )6. (200 )6.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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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람모의를 실시한 결과 년 빈도의 경우 왕숙천 유입경계 부근 제방에서의 월류로 인해 구리 시내까200 ,

지 침수를 일으킨다 이는 왕숙천이 년 빈도 홍수에 대해 설계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다른 범. 100 . ,

람 시나리오의 경우에도 왕숙천 유입경계 부근 제방에서의 월류가 다른 범람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리시내 뿐만 아니라 구제방도로까지 월류하여 가장 큰 침수를 일으킨다.

그림 와 그림 에서 가장 큰 홍수범람면적이 모의된 파제 의 범람모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년5 6 4 , 100

빈도의 홍수에 의한 범람면적은 약 이고 년 빈도의 홍수에 의한 범람면적은 약 으로3.422 , 200 4.756㎢ ㎢

년 빈도의 홍수범람시 년 빈도의 홍수범람보다 범람면적이 약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모의되었200 100 39%

다.

결 론결 론결 론결 론5.5.5.5.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천수방정식에 불규칙 삼각망을 이용한 유한체적법이 적용된 FLUMEN 모형을 이용

하여 홍수범람모의를 수행하였다 범람모의에 앞서 모형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동경계조건을 포함.

하는 원형섬 주위에서 고립파의 처오름높이 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계산된 결과는 수리모형실험 관측결과와.

양호하게 일치하였다.

홍수범람모의는 구리시 유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년 년 빈도의 홍수시나리오에 대해, 100 , 200

범람모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최대의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곳의 가상 파제지점을 선정하여 모의하였다 홍. , 4 .

수범람모의 결과 한강 본류에서의 월류보다는 지류인 왕숙천 유입부에서의 월류가 가장 큰 피해를 초래하,

였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아직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지형의 정밀한 측량을 통한 세밀한 격자체계구성과 정,

확한 하천자료수집 그리고 내외수 연계모의기법의 개발 등을 통해 연구를 발전시킨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서 수행되는 홍수지도제작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홍수예경보는. ,

물론 홍수방재계획의 수립 토지이용의 규제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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