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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C-RAS를 이용한 하천변 농경지의 1, 2차원 연계 침수 모의
Combined 1D/2D Inundation Simulation of Riverside Farmland using HEC-RAS

전상민a⋅송정헌b⋅최순군c⋅이경도d⋅강문성e,✝
Jun, Sang Min⋅Song, Jung-Hun⋅Choi, Soon-Kun⋅Lee, Kyung-Do⋅Kang, Moon Seong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ombined 1D/2D inundation simulation of riverside farmland using the Hydrologic 
Engineering Center – River Analysis System (HEC-RAS). We compared and analyzed inundation simulation results between 1D and combined 1D/2D 
hydraulic simulation using HEC-RAS. Calibration and validation of stream stage were performed using three rainfall events.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and root mean square error (RMSE) between simulated and observed stream stage were 0.935 - 0.957 and 0.250 m - 0.283 m in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pectively. The inundation area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1D and combined 1D/2D simulation (8.48 km2 in 1D 
simulation, 8.75 km2 in combined 1D/2D simulation). The average inundation depth by 1D simulation was 1.4 m deeper than combined 1D/2D 
simulation. In the lower inundation depth, the inundation area by combined 1D/2D simulation was larger than inundation area by 1D simulation. As 
the inundation depth increased, the inundation area by 1D simulation became wider. In the case of the 1D/2D combined simulation, low elevation areas 
along the river bank were inundated widely. Compared to 1D/2D combined simulation, the flood radius in some sections was longer in 1D simulation. 
In the 1D analysis, because the low altitude riverside farmlands are also assumed to stream, it is calculated that riverside farmlands have the same stage 
as the mainstream when the stream is overflowed. Therefore, the inundation area seems to be overestimated in those sections. In other regions, the 
inundation areas tend to be broken depending on overflow by each stream cross-section. In the case of river flooding, the overflow is expected to flow 
to the lower area depending on the terrain, such as the results of the combined 1D/2D simulation. It is concluded that the results of combined 1D/2D 
inundation simulation reflected the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low-lying farm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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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 등 이상기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호우 및 태풍에 의한 피해액이 재

해에 의한 전체 피해액의 약 90%를 차지하는 등 (MOIS, 
2017), 홍수는 매년 자연재해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촌 유역은 도시 유역에 비해 홍수방지대책이 적절하게 수

립되지 못하여 매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Jun et al., 2013). 
특히 극한강우에 의해 하천이 범람할 경우 인근의 농경지는 

침수에 의해 큰 피해를 입게 되며,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

해서는 모델링에 의한 정확한 피해 예측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홍수에 의한 하천 범람 등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치수 능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MOLIT, 2015),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

의 홍수위 모의는 HEC-RAS (Hydrologic Engineering Center 
– River Analysis System)를 사용하고 있다. HEC-RAS는 미 

육군 공병단에서 개발한 하천 해석 시스템으로, 국내⋅외에

서 홍수범람 해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HEC-RAS는 1차원 

모형으로 개발되었으나, 최근 HEC-RAS 5.0 버전이 공개되면

서 1차원 수위 해석 결과와 연계하여 2차원 유동흐름 해석이 

가능하도록 알고리즘이 추가되었다 (USACE HEC, 2016a). 
HEC-RAS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HEC-RAS
의 2차원 모의 기능은 향후 침수 해석에 전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Patel et al., 2017).
HEC-RAS의 2차원 침수 모의 기법을 적용한 연구는 5.0 

버전이 공개된 후 일부 수행된 바 있다. Patel et al. (2017)은 

인도의 Surat city를 대상으로 HEC-RAS의 1차원 및 2차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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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을 연계하여 저지대 침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Afshari et al. (2018)은 HEC-RAS의 2차원 모의 기능과 낮은 

복잡도를 가지는 침수모의 모형인 HAND (Height Above the 
Nearest Drainage) 및 AutoRoute의 모의 성능을 비교한 바 있

다. Vozinaki et al. (2017)은 HEC-RAS를 이용하여 지형자료

의 해상도가 침수 모의의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으며, 1 m 해상도의 지형자료가 5 m 해상도의 지형자료에 

비해 높은 정확도의 침수 모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HEC-RAS의 1차원 및 1차/2차원 연

계 침수 모의를 실시하였으며, 1차/2차원 분석을 연계한 침수 

모의 결과가 1차원 침수 해석 결과에 비해 정확도가 높은 것

으로 보고하였다. Lee et al. (2016)은 2차원 홍수범람해석을 

위한 HEC-RAS의 적용성 평가를 위해 곡교천을 대상으로 

HEC-RAS와 국내 홍수위험지도 작성 시 사용되는 FLUMEN 
모형의 모의 결과를 비교하여 모형의 특징, 사용성, 적용성, 
결과의 정확성 등을 평가하였고, 향후 HEC-RAS가 외수침수

범람해석과 관련된 사업과 연구 등 다방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이 농경지 침수 해석에 HEC-RAS를 적용하

였다. Ryu et al. (2017)은 과거 실측 강우자료 및 RCP 4.5 시나

리오에 의한 미래기상자료를 토대로 비정상성 빈도해석을 수

행하고 HEC-RAS를 이용한 하천 수위 및 침수모의를 수행하

였으며, 미래 기간으로 갈수록 침수피해의 범위 및 정도가 증

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Shin et al. (2016)은 하천단면 측량

자료가 부족한 지방소하천 인근 농경지의 침수 분석을 위해 

하천 폭을 이용하여 하천 단면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하고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Kim et al. (2012)은 남양주시에 

위치한 일패천과 안곡천을 대상으로 HEC-HMS (Hydrologic 
Engineering Center – Hydrologic Modeling System)와 

HEC-RAS을 이용하여 저지대 농경지 침수지구의 면적 및 침

수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침수지구의 침

수량 기여율 및 안곡천 석축 유무에 따른 기여율을 분석/평가

하였다.
농경지 침수 해석을 위한 HEC-RAS의 적용은 주로 1차원

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모델링 수행 시 하천의 좌/
우안에 위치한 농경지를 하도로 간주하여 범람한 하천의 수

위와 농경지의 침수위가 같아지도록 모델링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하천이 범람할 경우 범람류는 범람유역의 지형

적 특성에 따라 2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범람류의 거동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2차원 해석기법을 적용

할 필요가 있다 (Lee et al., 2010). HEC-RAS는 미육군공병단

에서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발 및 개선하고 

있으며, 하천기본계획에 사용되는 등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국내 여러 하천에 대한 자료가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최근 

개발된 HEC-RAS의 2차원 침수 해석 기법은 기존 1차원 홍수

위 해석 결과와 연계하여 향후 하천변 농경지의 침수 해석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서는 HEC-RAS의 2차원 침수 해석 방법의 적용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변 농경지를 대상으로 HEC-RAS를 이

용하여 1차/2차원을 연계한 침수 모의를 실시하고, 1차원 단

독 침수 모의 결과와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해 1차/2차원 연계 

침수 모의의 특성 및 적용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재료 및 방법

Fig. 1은 본 연구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HEC-RAS를 이용한 1차/2차원 연계 침수 모의를 위해 먼저 

강우자료를 수집하고, 빈도분석을 통해 확률강우량을 산정하

였다. 확률강우량은 Huff 분포를 이용해 시간별 강우량으로 

상세화하였으며, Clark 단위도 방법을 이용해 설계홍수량을 

산정하였다. 설계홍수량과 하천기본계획의 지형자료를 

HEC-RAS에 입력하여 1차원 부정류 해석을 수행하여, 하천 

수위를 산정하였다. 하천 수위 모의 결과를 바탕으로 월류가 

발생하는 하천 구간을 분류하였으며, 하천의 좌/우안에 대해 

월류에 의한 2차원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2차
원 유동 해석 결과를 분석하여 해당 지역의 침수 특성을 분석

하고, HEC-RAS를 이용한 1, 2차원 연계 농경지 침수 모의의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1. 대상유역 및 자료 구축

가. 대상유역 선정

본 연구의 대상유역으로 한강 수계의 청미천 유역을 선정

하였다. 청미천 유역은 국제수문학프로그램 (International 
Hydrological Programme; IHP) 대표 시험유역으로 다양한 연

구의 대상유역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하천단면자료 등 

HEC-RAS 모의를 위한 자료의 구축이 용이한 장점이 있고, 
하천 인근에 농경지가 산재해 있어 본 연구의 대상유역으로 

선정하였다.
청미천 유역은 경기도 여주군, 이천시, 안성시 및 용인시와 

충청북도 음성군이 포함되어 있고, 한강 유역내 중앙부인 동

경 127  ̊ 20′ - 127˚ 4′, 북위 36  ̊ 56′ - 37  ̊ 13′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청미천은 한강의 제 1지류이며, 유역면적은 595.13 km2, 
유로연장은 60.69 km이다. 청미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

로 나눠진다. 유역내 토지이용현황은 농경지 187.24 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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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his study

(a) Location

(b) Stream map

(c) Digital elevation model

Fig. 2 Location, stream map and digital elevation model of the study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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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임야 29.46 km2 (50.3%), 대지 14.49 km2 (2.4%), 하천 

및 제방 21.95 km2 (3.7%), 기타 71.90 km2 (12.1%)로, 임야의 

구성비율이 가장 크고 농경지의 비중이 두 번째로 크다 

(MOLIT, 2011). Fig. 2는 청미천 유역의 위치, 하천도 및 DEM 
(Digital elevation model)을 나타내고 있으며, Fig.3은 청미천 

전체구간 중 하천수위 모의구간 및 홍수량 산정 지점을 나타

내고 있다.

나. 입력자료 구축

HEC-RAS의 입력자료는 크게 수문자료와 지형자료로 구

분할 수 있다. 1차원 부정류 해석을 위한 수문자료는 시간별 

하천 유량 (홍수량), 시간별 수위, 초기유량 등이 있고, 지형자

료는 하천단면형상, 단면사이의 거리, 조도계수 등이 있다. 
수문입력자료 구축을 위해 강우자료를 수집하고 홍수량을 

산정하였다. 강우자료는 청미천 인근에 위치한 이천 기상관

측소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자료기간은 1973년–2016년이

다. 확률강우량은 Ryu et al. (2017; 2015)의 비정상성 빈도해

석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설계홍수량은 국토교통부

에서 (2012)에서 제시한 ‘설계홍수량 산정 요령’을 바탕으로 

HEC-HMS의 Clark 단위도법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청미천 

하천기본계획과 같이 5개 지점 (응천 합류점, 오갑천 합류점, 
설성천 합류점, 금곡천 합류점 및 청미천 하구)에서 홍수량을 

산정하였다.

HEC-RAS의 수위 해석을 위해서는 하류단 경계수위를 입

력해야 한다. 하류단 경계수위는 정상류 해석에서는 하나의 

수위를, 부정류 해석에서는 수위-수문곡선을 입력자료로 사

용한다. 하천기본계획에서는 기점홍수위를 하류단 경계수위

로 입력하고 있으며, 청미천 하천기본계획에서는 남한강 하

천기본계획의 청미천 합류점 수위를 경계수위로 입력하였다. 
하지만 하천기본계획에서는 정상류 해석을 위한 하나의 기점

홍수위만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미천 말단

에 위치한 수위관측소의 수위자료를 하류단 경계수위로 이용

하였으며, 빈도 홍수량에 대한 경계수위는 수위-유량 곡선을 

이용해 수위를 역추적하여 입력자료로 이용하였다.
지형자료 구축을 위해 청미천 하천기본계획의 하천단면자

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미천 국가하천 구간을 대

상으로 침수 모의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남한강 합류점

에서부터 약 200 m 간격으로 총 124개 횡단면을 입력하였다. 
조도계수는 하천기본계획에서 사용한 0.030을 초기값으로 적

용하였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수치지도와 청미

천 하천기본계획의 측량자료를 병합하여 GIS를 이용해 DEM
을 생성하였으며, 2차원 유동 해석을 위해 유역의 DEM자료

를 Tiff 형식으로 변환하여 HEC-RAS에 입력하였다. Fig. 4는 

하천단면자료 구축결과를, Fig. 5는 지형자료 구축 결과를 나

타내고 있다.

Fig. 3 Stream section of HEC-RAS simulation and discharge calculation points using HEC-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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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EC-RAS cross section data of Cheongmi stream

Fig. 5 HEC-RAS geometric data of Cheongmi stream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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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원 하천 수위 모의

가. 기본 이론

HEC-RAS의 1차원 부정류 해석을 위한 지배방정식은 연속

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이다. 연속방정식은 시스템 내에서의 

질량보존 개념을 나타낸 식이며 아래 식 (1)과 같다.

         







   (1)

여기서, 는 하도길이, 는 시간, 는 유량, 는 단면적, 
 는 저류량, 은 단위길이당 측방유입량을 의미한다.

운동량방정식은 운동량의 변화가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력

과 같다는 것에 기초하며, 단일수로에 대해서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여기서, 는 하도길이, 는 시간, 는 유량, 는 단면적, 
 는 저류량, 는 중력가속도, 는 마찰경사,  는 유속이

다. 자세한 이론적 배경은 USACE HEC (2016b)에서 발간한 

‘Hydraulic Reference Manual’에 수록되어 있다.

나. 모형의 보정 및 검정

HEC-RAS의 1차원 수위 모의 결과에 대한 보정 및 검정을 

수행하였다. 보정 지점은 청미천 본류의 설성천 합류점 인근

으로, 압력식수위계를 설치하여 하천 수위를 측정하였다. 수
위 측정은 2017년 7월부터 수행하였으며, 보정을 위해 2개의 

강우사상을 선정하였다. 검정은 국토교통부의 수위 측정 지

점인 원부 수위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해 실시하였다. 검정 지

점은 보정 지점에서부터 약 1.5 km 하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검정을 위해 1개의 강우사상을 선정하였다. Fig. 6은 보정 및 

검정 지점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1과 같이 보정에 활용한 강우사상은 2017년 7월 10일

과 2017년 7월 16일에 발생하였으며, 총 강우량은 각각 91.3 
mm 및 64.9 mm이다. 검정에 활용한 강우사상은 2015년 7월 

23일에 발생하였으며, 총 강수량은 83.1 mm이다. 이천 기상

관측소에서 해당 기간의 시간별 강우자료를 수집하고, 
HEC-HMS 모형을 이용하여 직접유출량을 산정하였다. 산정

된 유출량은 HEC-RAS의 입력자료로 활용되었으며, 하천 수

Fig. 6 Location of calibration and validation points on Cheongmi stream

Event Period Total precipitation (mm)

20170710 (calibration) 10-12 July, 2017 91.3

20170716 (calibration) 16-17 July, 2017 64.9

20150723 (validation) 23-24 July, 2015 83.1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studied precipitation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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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모의하여 실측 수위와의 보정 및 검정을 실시하였다. 보
정 및 검정을 위한 통계적 변량은 결정계수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Nash-Sutcliffe efficiency coefficient (NSE) 
및 평균제곱근오차 (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사용

하였으며, 각각의 식은 Table 2와 같다.

Statistic Equation

  















  
 







  



  



    






  


 



  



  



 


  






  



  


*  and   are observed and simulated values, respectively

Table 2 Equations for statistical performance measures

 

다. 하천 수위 모의

200년 빈도 설계홍수량을 입력하여 HEC-RAS의 1차원 부

정류 해석을 통해 하천 수위를 모의하였다. 앞서 산정한 4개 

지점 (응천 합류점, 오갑천 합류점, 설성천 합류점 및 금곡천 

합류점)의 200년 빈도 홍수량을 수문곡선 형태로 입력하였으

며, 청미천 하구의 경우 수위-유량 곡선을 통해 수위를 산정하

여 입력하였다. 부정류 계산간격은 30초로 설정하였으며, 계
산결과는 1시간 간격으로 출력하였다.

수위 모의 결과를 바탕으로 월류구간을 분류하였다. 최고

수위가 하천의 제방의 표고를 초과하는 지점을 구분하고, 해
당 단면 구간을 월류구간으로 분류하였다. 2차원 침수 모의시 

월류구간의 하천 제방 이상으로 상승하는 유량이 월류하여 

하천변의 농경지로 흘러가도록 설정하였다.

3. 1차/2차원 연계 침수 모의

가. 기본 이론

HEC-RAS 5.0에서 2차원 침수 모의의 지배 방정식은 2차원 

Saint-Venant 방정식과 확산파 방정식 (Diffusion Wave eq.) 중 

선택할 수 있다. 아래 식 (6)은 2차원 Saint-Venant 방정식의 

연속방정식, (7)과 (8)은 각각 x, y 방향의 모멘트 방정식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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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여기서, 는 수심, 는 방향의 유속, 는 방향의 유속, 
는 바닥표고, 는 중력가속도를 나타낸다.

Diffusion Wave 방정식은 아래 식 (9)와 같다.

         


 




    (9)

여기서, 는 방향의 유속, 는 방향의 유속,  이

며 장파속도를 나타낸다. 보다 자세한 이론적 배경은 1차원 

수위 모의와 마찬가지로 USACE HEC (2016b)에서 발간한 

‘Hydraulic Reference Manual’에 수록되어 있다.

나. 침수 모의 및 침수 특성 분석

1차원 수위 모의 결과와 연계한 2차원 유동 해석을 통해 

제방 월류에 의한 하천변 농경지의 침수 모의를 수행하였다. 
1차원 수위 모의 결과를 분석하여 월류 지역을 구분하고, 
HEC-RAS에서 월류 지역의 하천 제방에 가상의 위어를 만들

어 월류 유량이 제방을 범람하여 제내지로 유입되도록 설정

하였다. HEC-RAS에서는 횡월류 구조물 (Lateral structure)를 

통해 1차원 수위 모의 결과를 2차원 해석구역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으며, 횡월류 구조물에는 위어, 수문, Culvert 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제방 월류 및 파제에 의한 제내지의 침

수 분석에 위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Vozinaki et al., 2017; Lee 
et al., 2016; Brunner, 2014) 본 연구에서도 같은 방법을 적용하

였다.
월류량의 확산 양상 해석을 위해 청미천의 좌/우안에 각각 

침수해석구역을 설정하였다. 침수해석구역은 청미천 국가하

천 구간을 따라 지형의 높낮이를 고려해 하천 제방으로부터 

약 3 km - 6 km까지의 구역을 설정하였다. 침수해석구역의 

토지이용은 대부분 논으로 나타났으며, 논은 대부분 한 필지

가 30m x 100m의 크기로 이루어져 있어 수치해석을 위한 격

자 크기를 30m x 30m로 설정하였다. 침수해석구역은 앞서 

구축한 위어와 연결하여 하천 월류수가 침수해석구역으로 유

입되도록 설정하였다. Fig. 7은 청미천 좌/우안에 침수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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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격자망을 구성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차원 유동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침수지구의 침수 특성을 

분석하였다. 침수면적, 평균침수심, 최대침수심, 평균유속, 
최대유속, 침수시간 등 침수 특성 자료를 분석하고, 1차원 

수위 모의를 단독으로 사용하였을 때의 침수 특성과 비교하

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모형의 보정 및 검정

Table 3은 HEC-RAS의 1차원 수위 모의 보정 및 검정 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2017년 07월 10일에 발생한 강우사상에 

대한 보정 결과, R222, NSE 및 RMSE는 각각 0.935, 0.986 및 

0.250 m로 모의 수위와 실측 수위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첨두수위는 55.29 el.m로 실측 첨두수

위 55.03 el.m보다 약 0.26 m 높은 값을 기록했으며, 실측수위

와 모의수위의 첨두시간은 각각 7월 11일 오전 5시 및 7월 

11일 오전 6시로 1시간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7월 11일 오전 

5시에서 오전 6시까지 실측수위와 모의수위의 변화량은 각각 

1 cm (하강) 및 3 cm (상승)로 2시간동안 수위 변화량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측 및 모의 첨두시간 차이가 

대상지역의 침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

된다. 2017년 07월 16일에 발생한 강우사상에 대한 보정 결과, 
R222, NSE 및 RMSE는 각각 0.957, 0.982 및 0.272 m로 통계적 

변량은 2017년 07월 10일 강우사상의 보정 결과와 유사하게 

Fig. 7 Floodplain computational grids for 2-D inundation analysis in HEC-RAS

Event Period R2 NSE RMSE (m)

20170710 (calibration) 10-12 July 2017 0.935 0.986 0.250

20170716 (calibration) 16-17 July 2017 0.957 0.982 0.272

20150723 (validation) 23-24 July 2015 0.940 0.952 0.283

Table 3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Nash-Sutcliffe efficiency coefficient (NSE) and root mean square error (RMSE) values between

observed and simulated river stage for the studied precipitation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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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모의 첨두수위는 54.92 el.m로 실측 첨두수위 55.10 
el.m와는 약 0.18 m 차이를 보였으며, 첨두시간은 2017년 7월 

16일 12시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8은 보정 강우사상

에 대한 실측 및 모의 수위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 07월 23일에 발생한 강우사상에 대한 검정 결과, 

R222, NSE 및 RMSE는 각각 0.940, 0.952 및 0.283 m로 통계적 

변량은 보정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모의 첨두수위는 

54.14 el.m로 실측 첨두수위 53.85 el.m와는 약 0.29 m 차이를 

보였으며, 첨두시간은 2015년 7월 24일 17시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9는 검정 강우사상에 대한 실측 및 모의 수위를 

나타내고 있다.

(a) July 10, 2017

(b) July 16, 2017

Fig. 8 Observed and simulated river stage for the calibration events

Fig. 9 Observed and simulated river stage for the validation event (July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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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원 하천 수위 모의

200년 빈도 설계홍수량을 입력하여 HEC-RAS의 1차원 부

정류 해석을 수행하고, 청미천의 수위 변화를 모의하였다. 
Fig. 10은 최고수위 모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총 124개 

단면 중 좌안 30개, 우안 31개 단면에서 하천 수위가 제방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차원 모

의에서는 하천의 좌/우안에 위치한 침수지역을 하도로 간주

하여 범람한 하천의 수위와 침수지역의 침수위가 같아지도록 

모델링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월류가 발생하는 구간에서 

하천의 수위보다 낮은 지대는 모두 침수가 되는 것으로 모의

되었으며, 하천의 우안에 비해 좌안에서 침수면적이 넓은 것

으로 나타났다.
HEC-GeoRAS를 이용해 1차원 모의에 의한 침수해석 결과

를 분석하였다. HEC-GeoRAS는 미육군공병단에서 개발하였

으며, HEC-RAS의 입력자료 구축, 모의결과 분석 등에 활용되

는 GIS 확장 모형이다 (Kim et al., 2013). 일반적으로 

HEC-RAS를 이용한 하천 수위 해석은 HEC-RAS의 지형 입력

자료 구축을 위한 전처리 과정인 PreRAS 과정, 수위를 산정하

는 RAS 과정, 모의 결과를 분석하여 침수특성을 추출하고 침

수지도 등을 작성하는 후처리 과정인 PostRAS 과정으로 이루

어진다. PreRAS 및 PostRAS 과정은 HEC-GeoRAS를 이용해 

수행할 수 있으며, GIS와 HEC-RAS의 입⋅출력 자료는 서로 

호환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HEC-GeoRAS
를 이용해 1차원 모의에 의한 침수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자세

한 내용은 아래 2차원 모의 결과와 함께 기술하였다.

3. 1차/2차원 연계 침수 모의

HEC-RAS의 1차/2차원 연계 유동 해석을 통해 청미천 인근 

농경지의 침수 모의를 수행하였다. Table 4는 1차원 및 1차/2
차원 연계 침수 모의 결과를 요약하여 나타내고 있다. 침수면

적은 1차원 모의에서 8.48 km2, 1차/2차원 연계 모의에서 

8.75 km2로, 1차/2차원을 연계하여 모의하였을 때 0.27 km2 
큰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차/2차원 연계 

모의의 경우 Fig. 12과 같이 하천 제방을 따라 비교적 표고가 

낮은 지역이 넓게 침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차원 단독 

모의의 경우 Fig. 11과 같이 1차/2차원 연계 모의에 비해 일부 

구간에서 하천의 좌/우안으로 침수반경이 길게 침수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원 부정류 해석의 경우 하천 좌/우안

의 저지대를 하도로 가정하여 주하천이 범람하는 경우 주하

천과 같은 수위를 가지도록 계산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11 및 Fig. 12에 표시한 A, B 지역에서 침수면적이 큰 

차이를 보였다. A 지역의 경우 1차원 모의에서는 하천 좌안의 

낮은 지대가 주하천의 수위 상승에 따라 같은 수위를 기록하

면서 넓은 지역에 걸쳐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
당 구간에 위치한 4개 단면의 평균 월류수심 (하천 수위와 

제방 높이의 차이)은 0.27 m으로 깊지 않은 편이고, 하천에서 

멀어질수록 표고가 높아지는 좌안의 지형을 고려했을 때 1차
원 모의에 의한 침수면적은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

다. 1차/2차원 연계모의 결과, 월류된 물이 하천 인근의 저지

대까지만 흘러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차원 단독 모의

에 비해 해당 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잘 반영한 결과로 사료된

다. B 지역에서는 1차원 단독 모의의 경우 하천 단면별 월류 

Fig. 10 Maximum river stage calculated by 1-D unsteady flow 
analysis of HEC-RAS

Model
Inundation area 

(km2)

Average 

inundation depth (m)

Maximum 

inundation depth (m)

Average 

velocity (m/s)

Maximum 

velocity (m/s)

1D 8.48 3.1±1.9 10.3 0.19±0.28 2.52

Combined 1D/2D 8.75 1.7±1.4 7.4 0.15±0.19 3.69

Table 4 Comparison of inundation characteristics by 1D and combined 1D/2D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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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에 따라 침수지역이 끊어져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1차/2차원 연계 모의의 경우 월류수가 지형의 높낮이에 따라 

저지대 농경지에 넓게 퍼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이 

범람할 경우 월류수는 1차/2차원 모의 결과와 같이 지형에 따

라 낮은 지역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1차원 단

독모의에 비해 1차/2차원 연계 모의결과가 현장상황을 잘 반

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평균 침수심의 경우 1차원 단독 모의와 1차/2차원 연계 모

의에서 각각 3.1 m 및 1.7 m로 나타나 1차원 단독 모의에서 

약 1.4 m 높은 값을 나타냈다. 최대 침수심 또한 1차원 단독 

모의에서 약 2.9 m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1차원 모의에서는 하천 수위와 침수지역의 

수위가 같은 것으로 모의되어 하천변 침수지역의 침수심이 

과도하게 모의되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침수심별 

침수면적을 비교하여 Table 5에 나타냈다. 1.5 m 이하의 낮은 

침수심에서는 1차/2차원 연계모의에 의한 침수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침수심이 깊어질수록 1차원 단독 모의에 

의한 침수면적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0.5 m 
이하 침수심 구간에서 모의 방법에 따른 침수면적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침수심이 깊어질수록 침수면적

Fig. 11 Flood depths simulated by 1D HEC-RAS

Inundation 

depth (m)

1D

(A1)

Combined 
1D/2D

(A2)

Difference

(A2–A1)

0.0 - 0.5 0.64 1.86 1.22

0.5 – 1.0 0.70 1.41 0.71

1.0 – 1.5 1.09 1.85 0.76

1.5 – 2.0 1.22 0.88 -0.34

2.0 – 2.5 1.13 0.79 -0.34

2.5 – 3.0 1.00 0.43 -0.57

3.0 – 3.5 0.66 0.46 -0.2

3.5 – 4.0 0.57 0.31 -0.26

4.0 – 4.5 0.36 0.32 -0.04

4.5 – 5.0 0.24 0.17 -0.07

5.0 – 5.5 0.16 0.17 0.01

5.5 – 6.0 0.18 0.04 -0.14

6.0 – 6.5 0.25 0.04 -0.21

6.5 – 7.0 0.16 0.01 -0.15

7.0 – 7.5 0.08 0.01 -0.07

7.5 - 0.04 - -0.04

Sum 8.48 8.75 0.27

Table 5 Comparison of inundation areas by inundation depth  (km2)

Fig. 12 Flood depths simulated by combined 1D/2D HEC-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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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는 비교적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1 및 Fig. 
12의 침수지도에서도 1차원 단독모의에 의해 계산된 침수심

이 1차/2차원 연계 모의에 의해 계산된 침수심에 비해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침수면적과 마찬가지로 지

형적 요인에 의해 A, B 지역에서 특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유속의 경우 1차원 단독 및 1차/2차원 연계 모의 결과 

각각 0.19 m/s 및 0.15 m/s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각각 

0.28 m/s 및 0.19 m/s로 나타나 1차원 모의에 의한 평균유속이 

1차/2차원 연계 모의에 의한 평균유속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

타났다. 최대유속은 1차원 및 1차/2차원 연계　모의에서 각각 

2.52 m/s 및 3.69 m/s로 1차/2차원 연계 모의에서 약 1.17 m/s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시간의 경우 1차원 모의에서는 모든 침수지역에서 10
시간 이하로 침수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차/2차원 

연계모의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24시간 이상 침수가 지속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원 모의에서는 하천 좌/우안의 농

경지를 하도로 가정하기 때문에 하천수위가 제방 아래로 내

려가는 순간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되었으며, 1차/2차
원 연계 모의에서는 농경지로 월류된 물이 단기간에 빠져나

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농경지에서는 배수지연

에 의한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농경지 배수개선사업에

서는 20년 빈도 혹은 30년 빈도 48시간 강우를 배제시킬 수 

있도록 배수체계를 설계하고 있다. 따라서 1차원 모의와 같이 

하천의 수위가 내려간 직후 침수가 해소되는 것은 농경지의 

배수체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농경지 배수시

설의 수리특성을 정확히 입력하여 1차/2차원 연계 모의를 수

행한다면 보다 정확한 침수시간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된다.
모의 결과를 종합하면 1차원 단독 모의에 비해 1/2차원을 

연계한 침수 모의에서 비교적 하천변 저지대 농경지의 지형

적 특성을 잘 반영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

구에서도 DEM의 정밀도에 따라 1차원 단독 모의의 경우 침

수면적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할 수 있고, 1/2차원을 연계한 

모의가 1차원 단독 모의에 비해 정확한 침수해석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Vozinaki et al., 2017). 따라서 하천 

범람에 의한 천변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 모의는 1차원 해석을 

통해 하천의 수위를 모의하고, 1차원 모의 결과와 연계한 2차
원 유동 해석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1차원 단독 침수 모의에 

비해 타당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입력자료를 대부분 2011년에 수립된 하천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자료를 사용하여 입력자료의 불확실성에 따

른 모의 결과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1

차/2차원 연계 모의의 경우, 대상지역의 지형특성, 배수체계 

등 정밀한 입력자료가 구축된다면 보다 정확한 침수특성을 

모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획단위 농경지 등을 대상으

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미천에 인접한 농경지를 대상으로 

HEC-RAS 1차원 단독 및 1차/2차원 연계 침수모의를 수행하

고, 모의 결과를 비교 및 분석하여 HEC-RAS의 1차/2차원 연

계 침수 모의의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1차원 단독 모의의 경

우 하천의 좌/우안을 하도로 가정하여 수위 및 침수 모의를 

수행하였으며, 1차/2차원 연계 모의의 경우 1차원 모의를 통

해 하천 수위를 산정하고 2차원 모의를 통해 하천변 월류수의 

유동을 해석하였다.
모의 결과, 침수면적은 1차원 모의에서 8.48 km2, 1차/2차

원 연계 모의에서 8.75 km2로, 1차/2차원을 연계하여 모의하

였을 때 0.27 km2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차/2차원 연계 모의의 

경우 하천의 상하류 방향으로 표고가 낮은 지역이 넓게 침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차원 단독 모의의 경우 일부 구간

에서 하천의 좌/우안으로 길게 침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
수심의 경우 1차원 단독 모의와 1차/2차원 연계 모의에서 평

균값이 각각 3.1 m 및 1.7 m로 나타나 1차원 단독 모의에서 

약 1.4 m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침수심에서는 1차/2차원 

연계모의에 의한 침수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침수

심이 깊어질수록 1차원 단독 모의에 의한 침수면적이 넓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시간의 경우 1차원 모의에서는 모든 

침수지역에서 10시간 이하로 침수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1차/2차원 연계모의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24시간 

이상 침수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 1차/2차원 연계 침수 모의에서 

1차원 단독 모의에 비해 하천변 저지대 농경지의 지형적 특성

을 잘 반영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따라서 하천 범람에 의한 

천변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 모의는 1차원 하천 수위 모의 결

과와 연계한 2차원 유동 해석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1차원 

단독 침수 모의에 비해 타당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HEC-RAS의 2차원 침수 모의 기능은 기존 1차원 

하천 수위 모의와의 연계하여 하천 범람에 의한 농경지 침수 

해석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침수 해석 등에 널리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농경지 침수의 경우 모델

링 결과의 검증을 위한 침수특성 관측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

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원 단독 및 1차/2차원 연계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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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의 상대적인 비교만을 통해 HEC-RAS의 2차원 침수 모의 

기능의 하천변 농경지 침수 모의 적용성을 분석하였다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모니터링 자료와 비교 및 분석을 통

해 농경지 침수 모의 정확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연구사업 (세부과제번호: PJ0134 
142018)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REFERENCES

1. Afshari, S., A. A. Tavakoly, M. A. Rajib, X. Zheng, M. 
L. Follum, E. Omrainian, and B. M. Feteke, 2018. 
Comparison of new generation low-complexity flood 
inundation mapping tools with a hydrodynamic model. 
Journal of Hydrology 556: 539-556. doi:10.1016/j.jhydrol. 
2017.11.036.

2. Brunner, G. W., 2014. Combined 1D and 2D Modeling 
with HEC-RAS. USACE-HEC.

3. Jun, S. M., M. S. Kang, I. Song, S. H. Hwang, K. U. Kim, 
and J. Park, 2013. Effects of agricultural reservoir 
rehabilitation on their flood control capaci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55(6): 57-68 
(in Korean).

4. Kim, H. K, M. S. Kang, I. Song, S. H. Hwang, J. Park, 
J. H. Song, and J. H. Kim, 2012. Flood inundation analysis 
in a low-lying rural area using HEC-HMS and HEC-RA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54(2): 1-6 (in Korean).

5. Kim, S. J., G. T. Kim, J. H. Jeong, and S. O. Han, 2013. 
Flood inundation scenario development and analysis using 
HEC-HMS/RAS and HEC-GeoRAS mode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13(4): 199-205 (in 
Korean).

6. Lee, C. H., and T. G. Lee, 2016. Evaluation of an 
applicability of HEC-RAS 5.0 for 2-D flood inundation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4): 726-733 (in Korean).
7. Lee, G. H., S. S. Lee, and K. S. Jung, 2010. Development 

of a raster-based two-dimensional flood inundation mode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10(6): 
155-163 (in Korean).

8.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2011. Master plan reports of Cheongmi stream (in Korean).

9.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2015. Guidelines for establishing the master plan of the 
stream (in Korean).

10.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OIS), 2017. Annual 
report of disaster 2016 (in Korean).

11. Patel, D. P., J. A. Ramirez, P. K. Srivastava, M. Bray, and 
D. Han, 2017. Assessment of flood inundation mapping of 
Surat city by coupled 1D/2D hydrodynamic modeling: a 
case application of the new HEC-RAS 5. Natural Harzards 
89(1): 93-130. doi:10.1007/s11069-017-2956-6.

12. Ryu, J. H., M. S. Kang, J. Park, S. M. Jun, J. H. Song, 
K. Kim, and K. D. Lee, 2015. Estimation of future design 
flood under non-stationarity for Wonpyeongcheon 
watershe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57(5): 139-152 (in Korean).
13. Ryu, J. H., M. S. Kang, S. M. Jun, J. Park, and K. D. 

Lee, 2017. Future inundation characteristics analysis for 
the Cheongmi stream watershed considering non-stationarity 
of precipit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59(1): 81-96 (in Korean).
14. Shin, S. B., M. S. Kang, S. M. Jun, J. H. Song, K. U. 

Kim, J. H. Ryu, J. Park, D. G. Lee, and K. D. Lee, 2016. 
Estimating ungauged river section for flood stage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58(5): 11-18 (in Korean).
15. US Army Corps of Engineers Hydrologic Engineering 

Center, 2016a. HEC-RAS 2D modeling user’s Manual.
16. US Army Corps of Engineers Hydrologic Engineering 

Center, 2016b. HEC-RAS hydraulic reference manual 
version 5.0.

17. Vozinaki, A. K., G. G. Morianou, D. D. Alexakis, and I. 
K. Tsanis, 2017. Comparing 1D and combined 1D/2D 
hydraulic simulations using high-resolution topographic 
data: a case study of the Koiliaris basin, Greece. 
Hydrological Sciences Journal 62(4): 642-656. doi: 
10.1080/02626667. 2016.12557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