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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eveloping a coupled model for the flood analysis. Firstly, the

model(river model) describing the inundation in a river solves the two-dimensional Saint Venant

equations with a finite difference method and it is possible moving boundary treatment. The other

model(inland model) in developed based on the ILLUDAS model to describe the conveyance capacity of a

stormwater sewer system. Finally, a coupled model is applied to a real situation. The newly developed

coupled model simulates reasonably the flood event occurred in a river and a inland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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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현상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의 집. ,

중호우로 인한 홍수로 인해 매년 약 여명의 인명피해와 여억원의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 인명 및 재100 6,000 .

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비책으로 수공구조물의 설계빈도를 높이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으나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인 제약 때문에 그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홍수범람에 대한 예측을 선행하여 정보를 구축하고 피해대.

처방안을 수립함으로써 홍수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홍수범람은 하천의 범람과 내수 배제 불량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의 홍.

수범람에 관한 연구 대부분이 홍수범람을 외수범람과 내수침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

우리나라의 경우 큰 하천을 끼고 많은 도시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 빈번히 홍수가 발생하

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확한 홍수범람구역 예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홍수범람 발생 시, .

하천의 수위와 내수배제능력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실제 현상과 가깝게 모의할 수 있는 내외수연계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현상을 모의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모형을 연계하여 홍수범람.

을 모의하고자 한다.

수치모형의 개발수치모형의 개발수치모형의 개발수치모형의 개발2.2.2.2.

외수범람 및 내수침수에 위한 홍수범람을 동시에 모의하기 위하여 각각의 현상을 모의할 수 있는 정확한,

모형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내수침수 모의는 모형을 사용하고 외수범람의 모의는 차원. ILLUDAS , 2

방정식을 유한차분기법을 이용하여 개발한 수치모형을 사용한다 최종적으로 각각의 모형을 연Saint Venant .

계하여 하나의 모형으로 구축함으로써 복잡한 홍수현상을 동시에 모의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한다.

하천에서의 유체의 거동은 차원 방정식을 수심적분하여 얻어지는 보존형의 차원3 Navier-Stokes 2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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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을 이용하여 해석한다Ven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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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에서(1)-(3) P와 Q는 각각 x축 및 y축 방향의 단위폭당 유량으로 수심과 유속을 사용하여 P=uh와

Q=vh로 나타낼 수 있다. g는 중력가속도, S 0와 S f는 각각 x축, y축 방향의 하상경사 및 마찰경사를 나

타낸다.

차원 방정식을 해석하기 위해 양해법의 기법과 풍상차분기법 을2 Saint Venant leap frog (upwind scheme)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운동량방정식의 비선형항을 차 정확도의 풍상차분기법. 2 (2nd-order accurate upwind

을 사용함으로써 그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인태훈 등 또한 경계조건의 설정 및 계difference scheme) ( , 2003). ,

산상의 편의를 위하여 변수 h, P, Q의 계산점을 겹치지 않도록 배치한 엇갈림격자(staggered mesh in time

를 사용하였다and space) .

운동량방정식의 비선형 이송항을 차분화하기 위해 사용된 차 정확도의 풍상차분기법은 의 연2 Shyy(1985)

구결과에 의하면 식 과 같다(4) .

∂(uφ)
∂x i,j=

3u i,jφ i,j-4u i-1,jφ i-1,j+u i-2,jφ i-2, j
Δx

+T c (u≥0)

=
-3u i, jφ i,j+4u i+1,jφ i+1,j-u i+2,jφ i+2, j

Δx
+T c (u＜0)

(4)

여기서, T c는 차분식의 절삭오차 를 나타내며 그 크기는(truncation error) , O(Δx 2)으로 차 정확도의 풍상, 1

차분기법보다 더 정확하다.

또한 홍수범람구역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하안선의 결정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

동경계기법을 수치모형에 도입하였다 이동경계조건을 고려한 모형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Thacker

의 포물형 수조에서 유체의 반복적인 거동을 수치해석하여 해석해와 비교하였다 는 포물형수(1981) . Thacker

조에서 바닥 마찰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차원 천수방정식을 풀이하여 식 와 같은 해석해를 제시하였2 (5)

다.

의 포물선 수조에서 유체거동에 대한 해석해 는 다음과 같다Thacker (analytical solutions) .

ζ = h o[ (1-A
2 ) 1/2

1-A cosωt
-1 -

r 2

a 2 {
1-A 2

(1-A cosωt) 2
-1 }] (5)

여기서, t는 시간, h 0는 수조 중앙에서의 기준수심, r은 초기수면의 반경이며, ω=
1
a
(8gh o)

1/2,

A=
a 4-r 4o
a 4+r4o

로 주어진다.



- 3 -

0 1 2 3 4

0

1

2

3

x(km)

analytical

present

h
+
z
(m
)

t = 0

t = T/8

t = 2T/8

t = 3T/8

t = 4T/8

그림 자유수면변위 모의결과그림 자유수면변위 모의결과그림 자유수면변위 모의결과그림 자유수면변위 모의결과1.1.1.1.

그림 의 모의결과는 의 해석해가 기준수심인1 Thacker h o를 기준으로 한 해임을 반영하여 하천의 하상

표고( z 와 하천의 수심) ( h 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변형하여 해석해와 수치해를 비교한 것이다 모의 결과에서) .

도 알 수 있듯이 수치해석에 의한 수위변화는 해석해와 잘 일치하고 있다.

내외수 연계모형내외수 연계모형내외수 연계모형내외수 연계모형3.3.3.3.

내외수 연계모형을 구축하기에 앞서 유체의 거동을 모의할 수 있는 차원 수치모형을 개발 및 검증하였, 2

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많은 연구에 의해 검증된 우수관망모의 모형인 모형과 차원 수치모. ILLUDAS 2

형을 결합하여 내외수 연계모형을 구축한다.

우선 모형을 이용하여 강우에 의한 내수 침수량을 산정한다 우수는 도시유역내에서 지표를 통ILLUDAS .

해 하수 및 우수관거로 유입되어 하류의 처리시설을 거친 후 하천에 방류된다 만약 관거의 통수능보다 큰.

유량이 유입될 경우에는 우수는 지표에 저류하게 되며 이를 배제불량에 의한 내수침수라 한다 그러므로 임, . ,

의의 지점에서 저류되는 침수량을 산정하여야 제내지에 저류된 우수의 거동을 모의할 수 있다.

우수의 거동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각 지점별 우수의 유입량과 관거의 통수능을 비교하여 지표에 저류되

는 우수의 양을 수문곡선으로 도시하여야 한다 통수가능한 유량만이 관거를 통하여 하류로 전달되며 나머. ,

지는 지표에 저류된다고 판단한다.

관거의 통수능을 계산하기 위하여 유량계수 C(0.0∼1.0)를 도입하였다 관거는 평상시에 퇴적물 또는 우.

수관거의 균열로 유입된 토사등의 영향으로 설계 당시의 통수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같.

은 영향으로 우수가 하류로 원활하게 방류되지 않아 내수침수가 발생한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 ILLUDAS

형이 유량계수와 관거의 단면형상을 고려하여 통수능을 계산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Q c=
C
n
AR 2/3S 1/2o (6)

여기서, Q c는 우수관거의 유량이며, C는 유량계수, n은 의 조도계수Manning , A는 우수관거의 단면적, R

은 동수반경, S o는 우수관거의 경사를 나타낸다.

위의 과정을 통하여 계산된 저류량 수문곡선을 차원 외수모형에 적용하여 제내지에서의 흐름을 모의한2

다 제내지에 저류된 우량은 연속방정식에서 생성항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차원 방정식에 포함. . 2 Saint Venant

된 연속방정식의 우변에 생성항 을 추가하였다 모형에서 계산된 저류량을 단위 면적(source term) . ILLUDAS

당 유량으로 환산하여 차원 외수모형에 적용한다2 .

q L=
Q *

ΔxΔy
(7)



- 4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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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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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Q *는 모형에 의해 계산된 우수의 저류량을 나타내며ILLUDAS , q L은 식 에 의해 계산된 단위면(7)

적당 유량으로 연속방정식에서의 생성항이다.

홍수범람모의홍수범람모의홍수범람모의홍수범람모의4.4.4.4.

내외수 연계모형을 임의의 지역에 적용하였다 대상지역은 면적이. 25.67km 2이고 서로 설계빈도가 다른

하천이 대상지역주위에 흐른다고 가정하였다 그림에서 대상지역 남쪽으로는 주하천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

르고 있으며 대상지역의 동쪽에 지천이 흐르고 있다 두 하천은 대상지역의 남동부에서 합류하여 서쪽으로, .

흘러나간다 또한 각 하천변에 각 개소의 우수관리시설이 있어서 도시내의 우수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총. 1 , .

개의 우수관리시설이 있으므로 도시배수 구역을 크게 개로 구분하고 다시 소규모의 배수구역으로 다시2 2 ,

분할한다 가상의 파제지점을 대상지역의 동쪽과 남쪽에 각각 개소 총 개소를 선정하였다 제방붕괴 길이. 1 , 2 .

는 하천수리 수문분석시스템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에서 제시한 식을 사용하였다· ( , 2001) .

B b=1.9( log 10B)
4.8+20 (9)

식 의(9) B b는 붕괴된 제방의 길이이며, B는 하천의 폭을 나타낸다.

대상지역에 내린 총 강우량은 250mm 강우지속 시간은 시간이며 분포를 이용하여 강우를, 3 , Huff(1967)

분포시켜 모형에 적용하였다 우수관거는 직경이. 1.5m인 원형관이 매설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유량계수,

C는 를 적용하였다 의 조도계수는 제내지에서는 제외지 에서는 으로 각각 구분하0.5 . Manning 0.025, 0.030

여 적용하였다.

본 류

지
류

도 로

도 로

그림 범람모의 대상지역그림 범람모의 대상지역그림 범람모의 대상지역그림 범람모의 대상지역2.2.2.2.

제방이 붕괴되지 않은 경우와 제방이 붕괴된 가지의 경우에 대해 모의한 후 모의 결과를 도시하였다 그2 .

림 는 각 경우의 최대수심도이다 제방이 붕괴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방이 하천의 수위상승을 적절히 방3 5 .∼

어하여 도시지역에 월류에 의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도시지역에서는 관망이 우수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여 부분적으로 침수가 발생하였다 남쪽 제방이 붕괴한 경우를 살펴보면 하천의 수위가 상승하여 붕괴. ,

된 제방으로부터 침수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로의 성토층에 의해 도시지역 내부로는 많은 피해를.

입히지 못하고 도시지역에서는 저류된 우수에 의한 침수만이 확인되었다 또한 동쪽 제방의 붕괴에서도 도, .

시 내부로의 홍수범람은 차단되었으나 우수관거를 통하여 우수가 원활히 배수되지 못하여 생기는 침수현상.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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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최대수심도 단순월류그림 최대수심도 단순월류그림 최대수심도 단순월류그림 최대수심도 단순월류9. ( )9. ( )9. ( )9. ( )

그림 최대수심도 파제그림 최대수심도 파제그림 최대수심도 파제그림 최대수심도 파제10. ( 1)10. ( 1)10. ( 1)10. ( 1) 그림 최대수심도 파제그림 최대수심도 파제그림 최대수심도 파제그림 최대수심도 파제11. ( 2)11. ( 2)11. ( 2)11. ( 2)

결 론결 론결 론결 론5.5.5.5.

본 연구에서는 내수 및 외수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홍수를 모의하기 위하여 차원 수치모2

형과 모형을 결합하여 내외수 연계모형을 구축하였다 임의의 지형에 적용하여 모의한 결과 제내지ILLUDAS .

및 제외지에서의 홍수의 거동을 동시에 모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현상이 동시에 모의가능하여.

일련의 결과로 도시되므로 홍수시 주민대피 및 치수대책에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

실제의 지형에 적용하여 주민들에게 제공가능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형자료 및 우수관망 시스템

의 자료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 위와 같은 자료가 널리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아직 신뢰성이 낮.

으므로 지형정보에 대한 조사 후 전산자료를 구축하여 과거의 홍수사상과 비교하는 연구가 추후 수행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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