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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2018년 기준으로 국내 17,240개의 저수지 중 81.2%가 축조 후 

50년이 지난 노후화 시설물이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재해가 

증가하면서 저수지의 붕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저수지의 붕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해 일부 큰 규모의 저수지에 한해 홍수위험지도가 구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실제 지형특성과 유체의 난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홍수파 해석 시 지형조건에 따른 유체의 

동역학적 변화는 홍수파 도달 범위 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이를 고려한 홍수위험지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의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하류부의 홍수파 도달 

범위를 정밀하게 예측하도록 UAV-SfM 기법과 3차원 수치해석을 

연계한 홍수파 해석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결과와 실제 

홍수파 도달 범위를 대조하여 예측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2차원 연속 이미지에서 3차원 구조를 추정하는 SfM 기법과 

지형의 근접 이미지 획득에 효과적인 UAV 항공촬영 방법을 연계한 

지형자료 구축방법을 제시하였다. UAV 촬영 조건에 따른 점군 모델의 

지형 재현율이 분석되었으며, 촬영면적과 수치모델의 수렴성을 

고려하였을 때, 2.5 cm/pixel 공간해상도 및 종중복도 80%, 횡중복도 

72% 조건에서 55° 촬영 각 조건일 때 최적 촬영 조건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통해 구축된 지형자료는 각 홍수파 해석 모델의 

지형자료로 입력되었다. 둘째, 붕괴 직전의 저수지 수위와 하천의 

기저수위를 고려하기 위해 하도 구간별 유입량을 산정하고 이를 

지점별 경계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저수지 붕괴 원인, 붕괴 

지속시간 및 형상 등의 붕괴 특성을 검토하여, 붕괴에 따른 방류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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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였고, 저수지 붕괴 직전 수위에 따른 모델별 홍수파 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1차원 모델은 홍수파 도달 범위가 

과도하게 산정되었으며, 이는 유체의 수위 상승이 횡단면도별 

단방향으로만 해석되는 한계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1차원 모델은 시간에 따른 재내지의 홍수파 도달 흔적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2차원 모델의 경우 2차원 픽셀에 최상단 

고도값이 입력된 수치표면모델을 지형자료로 사용하고 있어, 유체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수로의 보정작업이 반드시 필요하였으며, 위어 

계수의 경우는 경험적인 입력값이 요구되어 정확한 모의를 위해서는 

수차례 반복해석이 요구되었다. 최종 산정된 홍수파 해석 결과는 실제 

대비 57%의 유사도를 보였으며, 이는 2차원 난류 근사 모델의 

동역학적 해석 한계로 분석되었다. 3차원 모델의 경우 지형의 

보정작업이 최소화되고, 2차원 모델과 달리 계수 결정을 위한 

반복해석도 불필요 하였으며, 실제 홍수파 도달 범위 대비 95%의 

유사도를 보여 모델의 해석 정확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추가로 제체의 

파이핑 붕괴 시나리오 수행 결과는 즉시 붕괴 시와 비교하여 홍수파 

해석 정확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연구대상 저수지의 제체는 

즉시 붕괴를 일으켰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추후 더 큰 규모의 

저수지에 대한 붕괴 홍수파 해석 시 기존 모델과 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존 수치모델의 한계점을 

구명하였고, 새로운 해석 방법을 제시하여 저수지 관리 우선순위를 

위한 정확한 홍수위험지도 구축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저수지 붕괴, 홍수파, 수치해석, UAV-SfM, 홍수위험지도

학  번 : 2018-2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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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저수지는 인류사에 있어 안정적인 농업생산 실현을 위해 오랜 기간 

전 세계적으로 축조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약 696,000 ha의 총 수리답 

면적 중 약 61.3%에 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2018). 그러나 대다수 국내·외 축조된 농업용 저수지는 

필댐 형식의 흙댐이 대부분으로, 축조 당시 기술의 한계로 인하여 

오늘날 재료 및 토질 역학적 관점에서 불안전성이 존재하고, 국지성 

호우 등에 매우 취약하다 (Wahl, 1998; Shin and Lee, 2012). 또한 

농어촌공사 통계연보 (2018)에 따르면 전체 저수지의 17,240개 

중에서 1945년 이전 준공된 저수지가 8,795개소로 전체 저수지의 

51.0%, 1968년 이전 준공된 저수지는 5,210개소로 30.2%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전체 저수지의 약 81.2%가 축조 후 

50년이 지난 노후화 시설물로 드러나 꾸준한 유지보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약 3,411여 개의 저수지만이 공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약 80%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중소규모 

저수지는 한정된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모든 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어촌공사 통계연보, 2018).  

  또한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여름철의 강우 환경이 

민감하게 작용하여 과거보다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 등의 발생 빈도가 

빈번해지고 있다 (Go et al., 2015). 이로 인해, 매해 여름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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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및 댐 붕괴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어 20세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약 200여 건의 댐이 붕괴되고, 약 11,000여 명의 인명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여전히 여름철 

이상기후로 인한 붕괴 위험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International 

Commission of Large Dams (ICOLD) 1998; Wahl, 1998). 

  이러한 이유로 일부 큰 규모의 저수지는 홍수위험지도를 사전에 

작성하여 붕괴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사전에 수립 및 관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2018a). 이때, 홍수위험지도는 복잡한 홍수파 해석을 

위한 수치해석모델이 이용되는데, 현행 홍수파 해석 방법은 지형특성 

반영이 어려운 저해상도 수치지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형에 따른 

동역학적인 에너지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정확한 홍수위험지도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Jeon et al., 2020). 그러나 

저수지의 파괴는 심각한 인적 및 물적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홍수위험지도 구축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홍수파 해석 방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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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저수지 붕괴로 인한 하류부 홍수파 도달 범위를 

정밀하게 예측하기 위한 3차원 정밀 수치해석 방법을 개발하여, 

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 (Emergency Action Plan, EAP) 수립에 

활용되는 홍수위험지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드론을 이용한 범람지역 최적 지형자료를 

구축한다. 갈수기 상태 지역을 무인 항공기 (Unmanned Aerial 

Vehicle, UAV)로 촬영하고 Structure-from-Motion (SfM) 기법을 

이용해 포인트 데이터를 재구성한 3차원 지형자료를 생성한다. 둘째, 

정밀 홍수 예측 해석 모델을 구축한다. 자유수면을 묘사할 수 있는 

Renormalized group (RNG) 동적 난류 모델을 기반으로 3D 

수치해석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복잡한 기하학적 토폴로지와 흐르는 

물의 유체 역학적 에너지를 모두 고려한다. 셋째, 구축된 모델을 실제 

홍수파 도달 흔적도와 비교하여 예측 정확성을 평가한다. 무인 

항공기가 촬영한 RGB 영상의 시각적 판독 값으로 추정된 홍수파 

도달 흔적지역을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 한다. 넷째, 

기존 홍수파 모의에 사용되던 모델의 저수지 붕괴 모의 결과와 

비교하여 기존 모델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새롭게 구축된 본 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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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Flow diagram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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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사

2.1. 저수지 붕괴 원인 및 피해

  필댐의 주요 붕괴 원인 중 하나인 내부 침식은 월류와 함께 발생 

빈도가 높으며, 저수지의 노후화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현상이다 (Foster et al., 2000; Gosden, 2004; Kim et al., 2017). 

내부 침식은 누수 방향, 위치, 재료 조건 등에 따라 다른 파괴 양상을 

보이며, 월류에 비해 시각적인 관측이 쉽지 않다 (Kim et al., 2017). 

내부 침식으로 인한 필댐 붕괴 사례를 몇 가지 들자면, 1961년 전북 

남원시에서 규모 18만 톤의 효기저수지가 붕괴되어, 110명이 

사망하고, 가옥 190여 채가 파손되었으며 (Lee, 2018), 1972년에는 

222.5 mm의 폭우로 부산 서구 소재의 구덕저수지가 붕괴되면서 

7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Shin and Lee, 2012). 2013년 

4월 1945년 축조된 산대저수지 복통이 누수 되면서 토사가 유출되고 

제방의 일부가 붕괴되었다. 이로 인해 주택 5동, 상가 6동, 차량 

13대, 농경지 1.2 ha가 침수되고, 약 6,200만 원의 피해가 

보고되었다 (Go et al., 2015). 2014년 8월에는 경상북도 영천군 

소재 괴연저수지가 내부 침식에 의해 붕괴되어 주변 주택과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바 있다. 

  한편, 2000년 대 이후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의 양이나 패턴의 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이상홍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Park et al., 2010).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등으로 국지적으로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강릉시의 동막저수지, 장현저수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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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되기도 하였다. 2018년에는 태풍 쁘라삐룬이 북상하면서 

전라남도 보성군에 5일간 340 mm의 국지성 호우를 야기시켰으며, 

이로 인해 모원저수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모원저수지는 

2018년 4월 국가안전대진단 시 B등급으로 조사되었으며, 같은 해 

6월 실시된 안전점검 결과도 B등급으로 조사된 바 있어 비교적 

안전한 시설이라고 조사된 바 있다 (뉴스1, 2018). Lee (2018)는 

모원저수지 붕괴 원인을 제체의 파이핑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으며, 구조물 자체의 안정성 측면보다는 외부 인자로 인한 

붕괴가 원인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저수지 상류 쪽 하도 공사로 인한 

유속과 유향의 변화 및 저수지 바닥 확장공사로 제체에 가해지는 

외력의 중심 위치 변화가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였다. Lee 

(2018)는 2004년 모원저수지 상류 하도 직선화 공사가 수행되었고, 

2014년 저수면적 확장 공사로 제체에 가해지는 최대수압의 크기와 

위치의 변화가 있었다고 추정하였다. 또한 하도 직선화 공사 및 

저수면적 확장 공사로 인한 제체 안전성 검토의 수행 기록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상류 하도 연장선이 제체 붕괴지점과 

일직선으로 교차하고, 제체에 석조사면으로 일부 보강된 부분이 

존재하는데, 붕괴지점은 보강되어 있지 않다고 분석하였다.

  Park (2018)은 모원저수지 축조 이례로 붕괴 직전 관측된 

강우량은 과거 기록 강우량에 비하면 크지 않은 기록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저수면적 확장 공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14년 이후 기록에서는 금회 강수량이 최고 수치를 보였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모원저수지 붕괴 원인을 제체의 견고성보다 

저수면적 확장 공사로 인해 제체에 가해지는 외력의 변화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번 제체 붕괴 지점은 석조사면 보강 없이 흙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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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시공되어 안전 대비도 부족했다고 지적하였다. 보성군청은 

붕괴 원인에 대해 상류에서 갑작스런 큰 돌발 홍수로 산지 바로 

아래에 있는 저수지가 크게 영향을 받아 제체가 한 번에 무너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 자료는 존재하지 

않다고 설문조사 시 통보하였다.

  현재 국내 ｢농업기반시설 관리법령｣에 따르면, 저수용량이 30만 

m³ 미만인 저수지는 2종 시설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1종 

시설에 한하여 시설물의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방법인 

정밀안전진단이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2종 이하의 시설은 

자본과 시간 및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시설물 관리자의 

육안조사를 통해 평상시 시설물의 기능 상태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안전점검 결과에 의존하며,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에 한해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7; Lee et al., 

2018). 즉, 2종 시설 이하의 경우 담당 시설물 관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어, 적절한 시설물 유지보수 시기를 

놓칠 위험이 존재한다 (Lee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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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저수지 관리를 위한 홍수위험지도 작성

  국내에서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에 근거해 태풍, 지진, 이상홍수 등의 재해로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에 대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저수지 

및 댐에 대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2018a). 

저수지 및 댐의 비상대처계획 수립은 홍수위험지도 구축을 통해 

저수지 및 댐의 붕괴에 따른 피해 예상 지역을 파악하고 비상 연락 

체계, 비상경보의 발령절차 등에 관한 사항,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주민 대피 계획 등을 수립한다. 따라서 비상대처계획 수립에 있어 

정확한 홍수위험지도 구축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농어촌공사, 2019). 현재 홍수위험지도 구축 지침은 1/5,000 또는 

1/1,000 수치지도를 이용해 지형자료를 구축하고, 붕괴 유출수문곡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된 저수지 및 댐의 붕괴에 따른 방류량 

자료와 HEC-RAS (Hydrologic Engineering Center-River Analysis 

System) 등의 모델을 이용해 하도홍수추적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2018b). 하도홍수추적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1, 2차원 홍수예측모델인 HEC-RAS가 꾸준히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 성과나 실무에 활용된 수가 매우 많다. Balogun and 

Ganiyu (2017)은 Asa Dam을 대상으로 하류부 12 km에 이르는 

범위를 HEC-RAS 1D 및 HEC-GeoRAS를 사용하여 댐 붕괴 모의를 

수행하였으며, 횡단면도 구성 시 대상 지역 내 교량 등의 구조물을 

반영한 수치해석으로 홍수파를 분석하였으며, Duressa and Jub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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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는 Fincha'a Dam을 대상으로 Storage area를 경계조건으로 

사용하고, 댐의 붕괴 특성을 추정하는 경험공식을 이용해 월류 붕괴 

시나리오를 설계하여 HEC-RAS 1D 붕괴 모의 후 HEC-GeoRAS를 

이용하여 홍수파 해석을 수행하였다. 한편, 2016년 HEC-RAS 2D 

모델이 개발됨에 따라 기존에 사용되던 홍수파 해석 모델과 비교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 Lee et al. (2016)은 곡교천을 대상으로 2차원 

홍수파 해석 모델인 FLUMEN 모델과 HEC-RAS 2D의 모의 결과를 

비교 시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모델의 특징과 사용성을 검토하여 

HEC-RAS 2D가 홍수파 해석과 관련된 연구와 실무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Hydrologic Engineering Center (2016c)는 

HEC-RAS 2D와 다른 2차원 수치해석 모델인 InfoWorks, MIKE 

FLOOD, TUFLOW 간의 모델의 정확성, 사용성 등을 비교하였으며, 

HEC-RAS 2D는 타 모델과 비교하여 동일한 메쉬 공간에서 해석될 

때 시간이 더 소요되었지만, 같은 해석 지역에서 메쉬 사이즈가 

커지더라도 다른 2차원 해석모델의 경우보다 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였음을 구명하였다. Jeon et al. 등 (2018)은 HEC-RAS 1D와 

비교하여 HEC-RAS 1D-2D 연계 해석 결과가 하천변 저지대 

농경지의 지형적 특성을 더 잘 반영하였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HEC-RAS 2D를 이용하여 실제 저수지 붕괴에 따른 홍수파 비교 

연구가 수행되었다. Lee et al. (2016)은 산대저수지 하류부의 

건물과 도로를 포함한 1:1,000의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DAMBRK와 

HEC-RAS 2D를 연계한 2차원 수치해석을 실시하였으며, HEC-RAS 

2D의 홍수파 해석과 실제 흔적도 비교 결과 75.7%의 일치율을 

보였다고 보고하였으며, 그 이유로 하류부의 도로를 통과할 때 

홍수파가 실제 피해양상과 다르게 전파된 것을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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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t al. (2016)은 추가로 격자 크기와 조도계수를 달리해 홍수파 

모의를 수행하였으며, 격자 크기가 커질수록 지형지물의 반영이 

어려워 해석 정확도가 저하되는 것이 관찰되었고, 조도계수의 변화는 

해석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Lee et al. 

(2017)은 2014년 붕괴된 괴연저수지에 대해 DAMBRK와 HEC-RAS 

2D를 연계한 파이핑 붕괴 지속시간별 2차원 수치해석을 실시하여 

홍수파 도달 면적을 파악하고, 실제 피해면적과 대조하여 

괴연저수지의 붕괴 지속시간과 붕괴유출량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붕괴 직전 저수지의 수위와 제체 붕괴 원인이 단순 가정되어 

해석되었으며, 피해지역의 하천에서의 기저수위가 고려되지 않아 

정확히 해석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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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형자료 구축

  기존 지형자료 구축 방법은 위성영상을 이용하는 방법과 LiDAR를 

이용한 지형 측량 방법을 이용해 지형의 연속성을 반영한 자료 구축 

방법이 있다. 위성영상은 위성에서 발사한 전파를 수신하여 

관측점까지 소요 시간을 계산하여 지형을 읽는다. 국내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06년부터 접근 불가 지역인 북한에 대해 

NAVSTAR / KOMPSAT의 위성영상을 이용해 수치지형도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위성영상을 이용한 

아프리카의 공간정보 구축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위성영상은 

최대 1 ~ 2 m 급의 해상도로 소규모 지역의 세세한 지형지물을 

반영하는 데는 부적합하며, 일반적으로 대규모 지역의 수치표고모델 

(Digital Elevation Model, DEM) 구축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00년대부터 LiDAR가 개발되어 세밀한 지형 모델링이 

가능해졌다. 지상라이더 (Terrestrial LiDAR)는 고정된 상태에서 

출력되어 나간 레이저가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데이터를 구축한다. 해당 방법은 점단위 스케일, 1 ~ 2 mm의 

초고해상도 모델링이 가능하나, 넓은 범위의 지형을 모델링하기엔 

효율적이지 않으며, 지형 제약에 따른 작업의 어려움, 그리고 장비의 

비싼 가격 등으로 넓은 지역의 지형자료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2005년부터 항공라이더 (Aerial LiDAR)를 

이용해 일부 지역에 한해 픽셀당 1 m급 해상도의 수치표고모형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2019).

  최근 UAV의 개발 및 산업화로 UAV와 SfM 기법을 연계하여 cm 

단위의 공간 해상도를 가지는 고해상도의 지형 모델링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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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M 기법은 기존에 컴퓨터 비전 및 시각적 인식 분야에서 연구되던 

방법으로, 모션 시차 (Motion parallax)를 이용하여 주변 세계의 깊이 

정보를 파악하고, 정확한 3D 표현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Shapiro and 

Stockman, 2001). 이를 위해서는 고사양의 컴퓨터, 항공기의 정확한 

제어를 위한 GPS 수신기 기술의 발전이 요구되었으며, 또한 높은 

해상도의 항공촬영 이미지를 수집하기 위해 기체의 무게 및 

비행시간과 직결된 배터리 기술의 발전이 수반되어야 했으나, 2010년 

이후 컴퓨터 성능의 향상, GPS 및 모바일 기능의 향상, 특유의 

경제성, 범용성, 접근성을 이용해 항공에서 지형을 근접 촬영하며 

높은 해상도의 연속된 이미지의 획득이 가능한 UAV의 발달로, 

이미지 간 특징점을 기준으로 SfM 기법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Park and Lee 

(2018)는 실제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Web of Science에서 

SfM을 주제로 한 742개의 논문의 인용이 8,427회에 이를 정도로 

게재논문의 수와 인용이 가파르게 증가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Nieminski and Graham (2017)은 UAV-SfM 기법을 이용해 

Miocene East Coast 유역에서 cm 단위의 고해상도 지형 모델링 

획득에 성공하였으며, Fabra et al. (2018)은 해당 기법이 수직 

절벽과 같은 극한지형의 측면 지형의 매핑에도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Nesbit and Hugenholtz (2019)는 UAV-SfM 기법의 

정확도 분석을 위해 ‘Badland’의 복잡한 지형특징을 다양한 촬영조건 

하에서 3차원 지형모델을 구축하고, Terrestrial Laser Scaner 

(TLS)의 결과와 비교를 통하여 UAV의 촬영조건에 따라 지형의 

재현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구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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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차원 수치유동해석

  한편, 3차원 수치유동해석을 이용해 유체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는 연구는 과거부터 수행되었다. Lee et al. (2007)은 

FLOW-3D 모델을 이용하여 군남 홍수조절지 접근수로의 안정성과 

웨어의 월류능력을 검토하였으며, Kocaman and Ozmen-Cagatay 

(2015)는 실험으로 생성된 유체 파동과 비교하여 FLOW-3D 

수치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Choi et al. (2015)은 상류부 

저수지의 붕괴에 따른 하류부 저수지 여수로의 신뢰성을 

FLOW-3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Yang et al. (2018)은 댐 붕괴 

홍수파의 전파 특성 분석을 위해, 선행 연구 사례에서 수행된 유동 

실험을 기초로 하류 수심이 홍수파의 유동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FLOW-3D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길이 약 8.9 m의 수로 

실험 세트를 FLOW-3D 수치모델로 구축하여 면밀히 관찰하였다. 

3차원 수치유동해석은 유체의 파동 및 벽과의 마찰 등으로 인한 난류 

흐름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기대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3차원 

수치유동해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파워의 한계로 해석 

규모와 계산 시간의 제약을 크게 받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행된 선행 

연구 사례에서는 해석 규모가 크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 

단순화가 반드시 요구되었으며, 실무에서는 댐 및 저수지의 여수로 

검토 등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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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의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하류부의 

홍수파 도달 흔적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홍수파 해석 

기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UAV-SfM 기법의 최적 

지형자료 구축방법을 선정하기 위해 촬영면적과 수치모델의 수렴성을 

고려하여 UAV 촬영 조건에 따른 점군 모델의 지형 재현율을 

분석하였다. 이후, 연구 대상지의 지형특성을 반영하는 지형자료를 

구축하였다. 둘째, 붕괴 직전의 저수지 수위와 하천의 기저수위를 

고려하기 위해 HEC-HMS를 이용하여 하도 구간별 유입량을 

산정하고 이를 지점별 경계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저수지 붕괴 

원인, 붕괴 지속시간 및 형상 등의 붕괴 특성과 저수지 붕괴 직전 

수위를 검토하고, 이를 이용하여 붕괴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넷째, 

구축된 지형자료, 경계조건, 붕괴 시나리오를 3차원 자유수면 

유동해석 모델인 FLOW-3D와 기존 수치모델인 HEC-RAS 1차원 

모델 및 2차원 모델에 입력하고 저수지 붕괴 모의를 수행하였다. 

이후, 수치모델별 홍수파 해석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제 

홍수파 도달 흔적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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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은 충청남도 보성군 회천면 회령리에 위치한 

모원저수지 하류부 일대이며, 저수지 위치는 Fig. 3.1, Rural 

Agricultural Water Resource Information System (RAWRIS)에 

기록된 저수지 제원은 Table 3.1과 같다. 모원저수지는 2018년 7월 

1일 붕괴되어 2020년 기준 가장 최근 붕괴된 사례이며, 공식적으로 

집계된 피해는 저수지 제당 약 10 m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18). 

또한 관련된 방송 보도 자료에 의하면 하천 제방 1 km, 농경지 약 3 

ha가 유실 및 매몰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일등방송, 2018). 본 

연구에서는 모원저수지 붕괴 직후 하류부 일대 피해 현장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지형자료 획득을 위해 UAV를 이용해 항공 촬영도 

수행하였다. 조사된 모원저수지는 수문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여수로만을 이용해 물을 조절하고 있었기에, 홍수기 제한 수위와 

상시만수위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Built year

Embankment
Watershed

(ha)

Effective storage

(10³m³)

Beneficial area

(ha)Length

(m)

Height

(m)

1945 127.0 6.0 79.0 9.3 6.1

Table 3.1 Status of Mowon reservoir (RAWRI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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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Location of Mowon reservoir

Embankment breach (m) Damaged stream (km) Damaged farmland (ha)

12.0 1.0 3.0

Table 3.2 Statistics of damage due to the failure of Mowon

reservoir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8;

IBNnew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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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제 홍수파 현장 조사

  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물백과사전’에서는 홍수 또는 

만조시 또는 홍수가 지나간 후에 최고수위의 실트나 부유물 또는 

다른 흔적이 수목이나 교량 등 기 구조물에 표 또는 선상으로 

남아있는 흔적을 홍수흔적 (Floodmark) 라고 정의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2020). 또한 산림분야에서는 계류의 홍수 흔적을 

조사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홍수흔적법 (Floodmark 

method)으로 정의하고 있다 (산림청, 2020). 행정안전부의 

비상대처계획 (Emergency Action Plan, EAP) 작성 지침 (2018b)에 

따라 저수지 비상상황에 따른 주민대피로 작성 시 지점별로 홍수파 

도달 (Flood wave travels) 시간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홍수파 수치해석 모의 결과를 바탕으로 침수심에 관계없이 지점별로 

홍수파가 처음 도달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실제 홍수파 도달 흔적지도 (Flood wave travel map) 

구축 시 현장에서 확인한 실트질 흔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수치해석에 따른 홍수파 도달 흔적도 구축 시 본 

청구논문에서는 토양의 구성 성분 중 실트질 입자의 최소 한계 

소류력인 0.15 m/s를 홍수파 도달 흔적의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이는 

현장조사 시 홍수파에 의해 제내지에 형성된 실트질 토사 흔적을 

관찰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논 지역에도 해당 흔적이 명확히 

발견되었는데, 이는 저수지의 붕괴 시기가 논의 비담수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국립방재연구소의 소하천설계기준 

(1999)에 따르면 하천 설계 유속이 제방 축조 재료에 의해 결정된 

한계소류력을 넘는 경우 인공적인 호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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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된 호안의 한계소류력이 허용소류력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천 

축조 재료와 입경에 따라 Table 3.3과 같이 허용유속을 제시한 바 

있으며 (국립방재연구원, 2011), 허용 유속을 넘는 흐름이 나타날 시 

하천 유실이 발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Material Particle size (mm) Average velocity (m/s)

Silt 0.005 0.15

Silt 0.050 0.20

Fine sand 0.250 0.30

Medium sand 1.000 0.55

Rough sand 2.500 0.65

Small gravel 5.000 0.80

Medium gravel 10.000 1.00

Rough gravel 15.000 1.20

Pebble 25.000 1.50

Middle cobblestone 40.000 1.80

Rough cobblestone 75.000 2.40

Amber Stone 100.000 2.70

Amber Stone 150.000 3.30

Amber Stone 200.000 3.90

Table 3.3 The allowable flow velocity of non-adhesive soil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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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파 도달 범위 산정 시 실제 대상지에서 단순 육안으로 피해 

범위를 파악할 경우 조사 시간과 조사 인원 등에 따라 현장에서 

판단하는 범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어 객관성을 보장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 당시 현장을 데이터화하여 대상 

지역 전체를 픽셀단위로 분석할 수 있도록 UAV를 이용해 

대상지역에 대해 정사영상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해 실제 홍수파 

도달 흔적도를 작성하였다. 정사영상은 지형으로 인해 생긴 

기하학적인 왜곡을 제거하고 모든 물체를 수직으로 내려다보았을 

때의 모습으로 변환된 수치자료로써 홍수파 도달 범위 산정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강원, 2016). 정사영상의 구축은 UAV를 이용한 

항공촬영을 통해 획득한 대상지역의 공간좌표와 픽셀당 RGB 정보를 

기반으로 SfM 기법을 이용한 영상정합과정을 거쳐 생성된 

점군모델로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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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형자료 구축

  홍수 수치모의는 지형자료를 기반으로 해석되므로, 현실성 있는 

지형자료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해석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지의 지형특성을 고려한 홍수 

수치모의를 위해 UAV-SfM 기법을 이용하여 3차원 고해상도 

지형자료를 구축하였으며, 구축 흐름은 Fig. 3.2와 같다. 

Fig. 3.2 Procedure for constructing point cloud models

  Step 1에서는 촬영 대상지의 항공촬영 규정과 촬영 허가를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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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다. 그 후, 날씨, 공간해상도, 중복도, 촬영각, 촬영 경로 등 

목표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 선정된 촬영 조건을 토대로 촬영 계획을 

세운다. 이후 Step 2에서는 촬영 계획에 맞게 대상지에서 UAV를 

이용해 항공촬영을 실시한다. 이때, 촬영된 이미지들은 위치정보와 

촬영정보가 입력되어야 하는데, 이는 UAV에 장착된 위치정보 

수신기와 촬영정보를 활용한다. 다음으로 UAV를 이용해 촬영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SfM 기법이 이용되는 Step 3에서는 세부적으로 

다음의 3단계가 이루어진다. 1단계는 각 이미지별 매칭점 

(Keypoint)를 식별하는 단계로, 객체나 배경 등에서 각 객체들의 

꼭짓점이나 변곡점 등 색상이나 형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지점에 

형성이 된다. 2단계는 인접 이미지 간 동일 매칭점을 서로 

매칭시키는 단계이다. 3단계는 앞서 매칭된 매칭점들의 3차원 

상하좌우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SfM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단계로, 

SfM 알고리즘 적용 후 1차적으로 밀도가 낮은 점군 모델 (Sparse 

point cloud model)이 생성된다. 이를 통해 마지막 Step 4에서는 

카메라 매개변수를 이용한 Multi-View Stereo (MVS) 알고리즘으로 

점군 모델의 밀도를 증가시켜 최종적으로 대상지역의 고밀도 점군 

모델 (Dense point cloud model)이 완성된다. SfM 알고리즘만으로도 

고밀도 점군 모델의 생성이 가능하지만 상당한 데이터 처리시간이 

소요되므로 일반적으로 MVS 알고리즘을 함께 이용함으로써 전체 

프로세스 시간을 줄인다 (Smith et al., 2015). 따라서 Computer 

vision 분야에서는 SfM과 MVS이 분명히 다르다고 규명하고 있어 

SfM-MVS라 부르기도 하지만 두 과정은 분리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과정을 통칭하여 SfM이라고 부르는 

추세이다 (Park and Lee, 2018). 모든 단계를 거쳐 최종 생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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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도 점군 모델은 수치표면모델 (Digital Surface Model, DSM)과 

3차원 메쉬 모형 (3D mesh object), 정사영상 (Orthomosaic)으로 

파생된다. SfM 기법은 촬영된 사진을 기초로 하기에 사진의 촬영 

조건, 객체의 종류가 최종 산출물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Park 

and Lee, 2018). 즉, 흐린 날씨에서 촬영된 이미지는 맑은 날씨 

아래에서 촬영된 이미지보다 덜 선명하고, 형상이 불분명하거나 

변곡점이 적은 단조로운 객체는 매칭점이 적게 생성되어 점군 모델의 

품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Park and Lee, 2018).

3.3.1. 지형자료 구축 기법

  본 연구에서 수행된 UAV-SfM 기법은 공면조건 (Coplanarity 

constraints)을 이용한 상대표정 원리를 이용한다. 먼저 UAV에 

내장된 위성 측위시스템 (GNSS)의 수신 및 기록 장치를 통해, 

사진마다 위도 (x), 경도 (y), 고도 (z)와 UAV의 Roll (ψ), Pitch 

(ω), Yaw (χ), Throttle (변수) 값 등 좌표와 촬영각 정보를 촬영 

이미지마다 EXIF (Exchangeable Image File Format) 형식으로 

기록이 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공선조건 (Colinearity condition) 

원리가 이용된다. 공선조건이란 임의의 점의 좌표 (X, Y, Z)와 투영 

중심 및 카메라의 영상면에 투영된 좌표가 한 직선상에 위치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Fig. 3.3과 같은 기하학적인 관계를 의미하며, Eq. 

3.1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Kim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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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Concept of the collinearity condition

for aerial photography (Mikhail et al., 2001)

  



   

 
(3.1)

  여기서  는 영상좌표,  는 주점의 위치,  는 

 방향으로 요소에 의해 규모화된 초점거리 (     ), 

 ⋯ 는 회전행렬,   는 대상체 좌표,   는 

투영중심,  는  방향의 렌즈 왜곡량을 나타낸다 (Kim et al., 

2015). 즉, 노출점 (카메라)의 좌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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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선조건 위치에 구속하였을 때, 2장 이상의 촬영 영상으로 

동일한 지상점을 촬영하면, 지상점 의    좌표를 산정할 수 

있다. 그 후, 이를 이용해 영상의 입체 모델 구성을 위한 상대표정 

(Relative orientation)이 수행된다. 상대표정은 두 영상에서 

기하학적인 위치를 추정하는 과정이며 (Ahn et al., 2014), 이는 Fig. 

3.4와 같이 기하학적인 관계를 갖는 공면조건으로부터 촬영된 좌·우 

사진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산출한다 (Eq. 3.2).

Fig. 3.4 Relative orientation estimated by two fixed images (Tjahjadi, 2019)

×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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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는 , 는  , 는 를 의미한다. 또한 벡터 

    ,      ,      라고 하면 다음 

Eq. 3.3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백터 과 벡터 는 Eq. 3.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3)

 



































 





























  

  

  

















(3.4)

  여기서,  ⋯ 은   로 이루어진 회전행렬요소이며, 는 

초점거리,  는 좌측 영상좌표,  는 우측 영상좌표이다. 이 때, 

좌측 영상의 투영중심 은 모델 공간 좌표계의 원점이 되며 좌측 

영상의 오른쪽 방향을 축, 위쪽 방향을 축, 객체 반대방향을 

축이라고 가정한다. 영상의 기선거리 는 스케일 관련 상수이므로 

결과적으로 미지수의 개수는 총 5개 (    )이다. 테일러 

급수를 통해 Eq. 3.3을 선형화 한 후 최소제곱추정을 수행하여 

미지수를 추정한다 (Ahn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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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홍수파 해석을 위한 최적 지형자료 구축

  UAV의 촬영 조건에 따라 SfM 기법을 이용한 결과물의 정확도 

차이가 존재한다. Pix4D (2019)는 촬영 대상에 따라 권장 

설정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Nesbit and Hugenholtz (2019)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촬영 조건별 결과물을 비교한 바 있으나, 

촬영 대상에 따라 설정값에 따른 정확도의 차이가 발생하며, 본 

연구와 같이 홍수파 해석 지형자료 구축을 위한 최적 촬영 조건을 

연구한 사례는 아직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예비 항공촬영을 

실시하여 지형자료 구축을 위한 최적 UAV 촬영 방법을 선정하였다.

가. 촬영 조건 구분

  점군 모델은 공간해상도, 중복도, 촬영 각도 등의 조건에 따라 

품질에 큰 영향을 받는다. 즉, 공간해상도, 중복도를 높힐수록, 

정확도는 반드시 상승하나, 촬영면적 대비 과도한 배터리 소모량으로 

대상지역의 넓은 촬영면적을 촬영하기 어려워지며, 과도한 점군 모델 

구축으로 수치 모의에 불리해질 수 있다. 또한 촬영각에 따라 수목 

하단부와 같은 사각지대가 생성될 수 있고, 촬영 면적이 넓어지는 

대신, 해상도가 낮아져 점군 모델의 정확도가 상이해질 수 있다. 

따라서 목표했던 정확도를 가지면서 촬영면적을 고려하고, 

수치해석의 수렴이 가능한 해상도를 가진 지형자료 구축이 가능한 

최적 촬영 조건 선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 지역 

촬영에 앞서 예비항공촬영을 수행하고, 촬영 조건별 점군 모델을 

검토하여 최적 촬영 조건을 선정한 후, 실제 대상 지역 촬영에 

활용하였다. 예비항공촬영 대상 지역은 서울대학교 75-1동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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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터이며, 모든 촬영 조건은 무 지상기준점 (Ground Control Point, 

GCP), 단일격자촬영을 기준으로 하였다. UAV는 회전익 

무인항공기인 DJI사의 Phantom 4 Advanced를 이용하였다. 기체는 

8엽의 프로펠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게는 배터리 및 프로펠러 포함 

1,368 g 이다. 촬영 카메라 센서는 1″CMOS 이며 유효 픽셀은 20 m 

이다. 촬영은 UAV의 촬영경로와 중복도, 촬영각도 등의 설정을 통한 

자동항공촬영을 지원하고, 드론의 위치파악과 촬영 예상시간, 배터리 

잔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Pix4Dcaptur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수동 항공 촬영 시 발생하는 종·횡중복도의 부정확성을 

최소화하였다.

Fig. 3.5 Definition of frontal overlap and side overlap (Pix4D, 2018)

  본 연구에서 점군 모델의 평가 기준은 촬영면적 대비 지형의 

재현율이며, 이때 하천, 교량, 수목의 수간 (樹幹; Trunk, Stem)부와 

하부 지형 등 홍수파가 전파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형의 

재현율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촬영면적은 공간해상도, 촬영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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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으며, 지형의 재현율은 공간해상도, 중복도, 각도가 모두 

관여하므로, 세 가지 촬영 조건을 구분하여 항공촬영을 실시하였다. 

공간해상도는 항공촬영 시 전체 공간해상도는 5 cm/pixel 이하의 

조건에서 교량의 교각, 주변 수목 줄기 등의 표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어 그 이하의 공간해상도를 가지는 최소 촬영높이가 

결정되었으며, 중복도는 국토지리정보원 (2018)의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에 따라 특징점이 부족한 논과 밭에 대해  

최소 중복도를 70 ~ 75% 이상으로 촬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최소 중복도를 70 % 이상부터 고려하였다. 촬영각은 

공간해상도와 중복도를 고려한 항공촬영 시, 하천, 교량, 수목 하단부 

촬영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45°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이후 

35°부터 85°까지 구분하여 촬영을 진행하였다 (Table 3.4).

Case Condition

GSD

(cm/pixel)

4

2.5

Overlap

(%)

Front 70%, Side 63%

Front 80%, Side 72%

Front 90%, Side 81%

Angle

(˚)

35

45

55

65

75

85

Table 3.4 Classification of photograph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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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촬영은 1회 촬영 시 최대 약 34분정도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는데, 안전을 위해 약 20분 내외로 촬영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실제 대상지역 항공촬영 시에는 배터리 용량과 

목표한 촬영 면적을 고려하여 비행 경로 및 분할촬영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었으며, Pix4D (2018) 권장사항에 따라 분할촬영 

시 촬영구역별로 20% 이상 중첩시켜 분할촬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상 정합의 상대오차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나. 점군 모델 구축 및 결과물 비교

  점군 모델은 Pix4Dmapper를 이용해 구축하였으며, 이용된 자원은 

Table 3.4와 같다. Pix4D는 고밀도 점군 모델 제작 시 요구 품질에 

따라 이미지 스케일을 원본의 2배 크기부터 1/8까지 줄여서 처리할 

수 있는 단계별 처리 옵션이 주어지며, 최소 매칭점의 수를 2 ~ 

6까지 설정할 수 있다. 이미지 수가 많을수록 점군 모델 구축 시 

이미지 스케일의 저하와 매칭점 수 두가지 변수를 조절하여 모델 

구축의 수렴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Table 3.4의 

처리 장치를 기반으로 점군 모델 구축 수렴성과 해상도를 고려하여 

Table 3.5를 채택하고 최종 점군 모델을 구축하였다 (Pix4D, 2018). 

이 후 CloudCompare (Ver. 2.11)을 이용하여 촬영 지역의 점군 모델 

재현율을 상대 비교하여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구축된 점군 모델의 

정확도는 절대 좌표 정확도와 상대 좌표 정확도로 나눠지며, 절대 

좌표 정확도의 경우 원본 사진에 기록된 위치 데이터와 후처리하여 

계산된 위치데이터를 비교하여 평가된다. 상대 좌표 모델 정확도는 

취득된 검사점들의 거리계산 GPS 측량 결과값과 점 데이터들의 



- 31 -

검사점 오차를 계산하여 변화된 검사점 지점들 간의 거리를 

비교한다. 검사점 좌표 거리는 유클리드 거리 (Euclidean distance) 

공식 (Eq. 3.5)으로 계산한다 (Kim et al., 2018). 여기서, , , 는 

검사점의 좌표를 의미한다.

        (3.5)

Resources Name

CPU Intel(R) Core(TM) i7-8700 CPU @ 3.20GHz

RAM SAMSUNG DDR4 PC-19200 32GB

Graphic NVIDIA GeForce GTX 1060 3GB

Storage Western Digital WD Black 3D M.2 2280

Operating system Windows 10 pro x64

Table 3.5 Computer resources for point cloud modeling using

Pix4Dmapper

Case Name

Detected template 3D Maps

Keypoint image scale Full image scale

Minimum number of matches 3

Table 3.6 Processing options for point cloud modeling using

Pix4Dma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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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홍수파 해석모델별 지형자료 연계

  UAV-SfM 기법을 활용해 구축한 대상 지역의 점군 모델은 그 

자체로는 홍수 수치모델의 지형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 각 홍수 

수치모델이 요구하는 적합한 지형자료의 형태로 가공 과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홍수 수치모델은 수치표고모델 (Digital Elevation 

Model, DEM) 형식의 2D pixel 당 고도값이 포함된 래스터 자료 

형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3차원 수치해석모델은 Stereolithography 

(STL) 자료 형식의 지형자료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점군 모델을 

래스터형식의 DSM과 STL 자료 형식의 3D mesh object로 변환하고 

이를 각 수치모델에 입력하였다 (Fig. 3.6). 이때, 3차원 수치모델에 

한해 래스터 자료 형식을 STL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입력이 

가능하므로, 점군 모델에서 변환된 래스터 형식의 자료와 3차원 형상 

자료 중, 자료의 재현율을 검토하여 입력을 결정하여야 한다. 

Fig. 3.6 Acquisition flow diagram for the terrain data and the

orthomosaic using the point clou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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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홍수파 해석조건 설정

  저수지 붕괴 모의 시 홍수파 해석은 제체의 붕괴에 따른 유출량과 

초기 저수지의 수위, 그리고 하천의 기저 수위에 지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모의를 위해 실제 붕괴시점의 해당 관측 자료가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측 자료의 부재로 제체 붕괴 

특성을 공학적으로 검토하여 모의를 설계하였다. 

3.4.1. 유역 유출량 산정

  본 연구에서는 붕괴 직전의 저수지 수위와 하천의 기저수위를 

고려하기 위해 HEC-HMS를 이용하여 하도 구간별 유입량을 

산정하고 이를 지점별 경계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저수지의 붕괴에 

따른 하류부의 피해 면적은 붕괴 직전 저수지의 수위와 아니라 

하천의 수위, 강우에 의해 유역에서 유입되는 직접유출량의 영향에 

지배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저수지의 유효저수량만을 가정해 모의할 

경우, 실제 피해면적보다 적게 산정될 수 있으며, 또한 

피해지역에서의 강우에 의한 직접유출량을 고려하지 않아 하천 

수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피해면적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저수지 붕괴 모의를 위해서는 대상 저수지와 하류부 

하천의 실시간 수위계측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지역인 모원저수지와 하류부 하천의 경우 실시간 

수위계측자료나 육안 분석을 위한 영상자료 모두 존재하지 않아 당시 

강우량 자료를 이용하여 수위를 계산하고자 하였다. 또한 계산된 

붕괴 당시의 저수지 수위 자료를 이용하여 제체의 월류 붕괴 유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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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자 하였다. 유역 유출량 산정 절차는 Fig. 3.7과 같다.

Fig 3.7 Procedure of acquiring hydrograph data of the target area

가. 유역특성인자 산정

  유역의 강우-유출 관계는 해당 유역면적에 내렸던 실제 강우량과 

지형학적 요소에 의하여 지배되므로 정확한 유역면적 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1:5,000 수치지도를 바탕으로, ArcGIS의 Arc Hydro 모듈을 이용해 

대상 지역의 유역 출구를 기준으로 전체 유역면적을 산정하였다. 

이후, 저수지 직접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유역, 하천 유입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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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유역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유역특성을 산정하였다. 

   

나. 강우자료 수집

  저수지가 속한 유역인 섬진강 남해 유역에 대해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WAMIS)의 지역빈도해석 티센 (Thiessen)망을 

분석하여 대상지역을 지배하는 장동 우량관측소와 일부 유역에 

영향을 미치는 장흥 기상관측소를 채택하였으며, 각 관측소별 제원은 

Table 3.7과 같다. 저수지 붕괴 전후로 강우량이 관측되었던 2018년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시 우량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두 

우량관측소의 영향이 겹치는 유역의 경우, 티센다각형법 (Thiessen 

polygon method)을 이용하여 관측소가 지배하는 면적에 가중치를 

적용해 해당 유역의 평균강우량을 산정하였다 (Eq. 3.6).

  

 



(3.6)

Name Code

Location Observation

period

(Year)Latitude Longitude
Elevation

(EL.m)

Observer

type

Jangdong 40074082 34-46-43 127-00-34 200 T/M 2006

Jangheung 51011260 34-41-19 126-55-10 42.6 Terrestial 1973

Table 3.7 Status of precipitation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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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효우량

  본 연구에서는 유효우량의 산정을 위해 유역의 토양특성, 

식생피복상태, 수문학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NRCS (SCS) 방법을 

이용하였다. 유효우량은 단위도를 이용해서 강우량의 시간적 

분포에서 침투에 의한 손실우량을 제외함으로써 산정한다 (환경부, 

2019). NRCS 방법은 대상유역의 토지이용상태, 식생피복처리 상태, 

수직배수능력을 나타내는 수문학적 조건 및 토양군의 종류를 이용해 

유출곡선지수 (Curve Number, CN)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유역의 

직접유출량을 산정한다 (환경부, 2019). 또한 유출곡선지수는 CNⅠ 

~ CNⅢ 3단계로 나뉘어져 최종 산정되는데, 환경부 (2019)의 

지침을 따라 선행토양함수조건을 유출률이 가장 높은 AMC-Ⅲ 

조건을 적용하여 CNⅢ를 채택하고 최종 유출곡선지수를 산정하였다.

라. 홍수도달시간

  미계측유역에 적용하는 합성단위도 방법 중 환경부 (2019)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에 따라 도달시간 ()과 저류상수 ()를 고려하는 

Clark 단위도법을 적용하였다 (환경부, 2019). 기존에는 자연하천 

유역, 저수지 상류 유역 등 실측 자료가 부족한 유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Kraven 공식 등의 다양한 경험식을 통해 도달시간과 

저류상수를 산정하였다 (이현지, 2019). 그러나 국토교통부 

(2018)에 의해 기존 경험공식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 하천유역의 

유출특성을 반영한 서경대 도달시간공식이 새로 제안되었으며, 

환경부 (2019)는 이를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 (2019) 홍수량 표준지침에 따라 제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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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 도달시간공식을 적용하여 홍수도달시간을 산정하였으며, 그 

공식은 Eq. 3.7과 같다. 는 도달시간 (hr), 은 유로연장 (km), 

는 고도차 (m, 유역 최원점 표고와 홍수량 산정지점 표고의 

고도차) 이다.

     (3.7)

마. 저류상수

  Clark 단위도법을 채택함에 따라 기존에는 대체로 유역형상을 

고려할 수 있는 Sabol 공식을 이용해 저류상수를 산정해왔다. 그러나 

홍수도달시간 산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최근 환경부 (2019)는 국내 

홍수량 표준지침을 재 발간하여 국토교통부 (2018)에 의해 기존 

경험공식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 하천유역의 유출특성을 반영한 

서경대 저류상수공식을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 (2019) 홍수량 표준지침에 따라 제안된 

서경대 저류상수공식을 적용하여 저류상수를 산정하였으며, 그 식은 

Eq. 3.8과 같다. K는 저류상수 (hr), 는 유역계수로 일반적인 

하천유역은 1.45 (기준값), 산지 등 하천경사가 급하고 저류능력이 

적은 유역면적이 지배적인 유역은 1.20, 평지 등 하천경사가 

완만하고 저류능력이 큰 유역면적이 지배적인 유역은 1.70을 

적용한다. A는 유역면적 (km²), L은 유로연장 (km), 는 도달시간 

(hr)이다.

   

 


 (3.8)



- 38 -

3.4.2. 제체 월류 유무 검토

  저수지 여수로 홍수량 설계 기준은 200년 빈도로 설계되어있어 

실제 강우자료만으로도 저수지 월류 붕괴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 바닥면을 UAV-SfM 기법을 이용해 

모델링하고 이를 모델에 활용할 수 있어, 오랜 시간 퇴적된 토사로 

인해 내용적이 줄어들면서 월류 붕괴가 일어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실제 강우량을 대입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저수지의 붕괴에 

따른 붕괴유출량을 추정하기 위해 저수지의 붕괴 특성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붕괴 지속시간 및 제체 붕괴 형상을 정의하기 위해 산정한 

유역 유출량을 이용해 붕괴 직전까지 저수지 수위 변화를 분석하고, 

제체의 월류 유무를 판단하였다. 기존 홍수수치모델의 경우 제체의 

붕괴 유출량은 월류 붕괴 시 위어 공식을 이용해 계산되며, 파이핑 

붕괴일 경우 오리피스 공식에 의해 계산되므로 붕괴 원인 검토가 

필요하다. 제체의 붕괴 시점은 관련 보도자료 (일등방송, 2018)를 

참고하여 2018년 7월 1일 오전 10시에 붕괴되었다고 가정하였다. 

3.4.3. 붕괴 지속시간 및 제체 붕괴 형상 설정

  제체의 붕괴 유출량은 붕괴 지속시간 (Breach development 

time)과 제체의 붕괴 형상 (Breach width; Side slopes)에 의해 

지배된다. 모원저수지 붕괴 당시의 수위 계측자료와 제체의 

붕괴현상을 관측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완전 붕괴까지의 붕괴 형성 

과정에 대해 추정되었다. 붕괴 지속시간동안 형성되는 붕괴 형상 중 

붕괴 시작점은 제체의 월류 유무 검토 결과 월류붕괴일 경우 완전 

붕괴 형상의 가운데 최상단지점을, 파이핑 붕괴일 경우 만수위일 때, 



- 39 -

Eq. 3.9 Casagrande 공식을 이용하여 산정된 제체 하류측의 침윤선 

높이와, 완전 붕괴 형상의 가운데 지점으로 파이핑 붕괴 시작점을 

결정하였다. 

  sin

 sin

 

 (3.9)

  여기서, 는 제체 하류측 침윤선 높이, 는 침윤선 길이로 

  로 산정되며,   ∆와 같다 (Fig. 3.8). 삼각형 는 

제체 하류측 경사각, 는 저수지 수위를 의미한다 (Al-Janabi et al.,

2020).

Fig. 3.8 Estimation of seepage line of earth dam using

Casagrande equation (Al-Janabi et al., 2020)

  붕괴 형성 과정은 기존 수치해석 모델의 방법을 공통으로 채택하여 

모델 간 홍수파 해석조건의 차이가 없도록 하였으며, 완전 붕괴 

형상은 실제 붕괴 형상을 토대로 입력되었다. 

  붕괴 지속시간은 전 세계 1,443개의 붕괴 사례를 기록한 Zhang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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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6)의 댐 붕괴 데이터베이스와 국내 과거 붕괴 사례 중 

파이핑 붕괴로 붕괴시간이 추정된 괴연저수지와 산대저수지의 사례를 

참고하였으며, 추가로 댐 붕괴 특성 추정 모델 (Parametric breach 

prediction model)을 이용하여 최종 결정되었다. 전 세계에서 기록된 

댐 붕괴 자료를 이용해 회귀 방법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구축된 댐 

붕괴 특성 추정 모델은 붕괴 폭, 측면 경사각, 붕괴시간 등의 댐 붕괴 

특성을 추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경험 방정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댐 붕괴 특성 추정 모델 붕괴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MacDonald and Langridge-Monopolis (1984), 

Froehlich (1995), Froehlich (2008), Von Thun and Gillete 

(1990), Xu and Zhang (2009)이 사용되었으며 모델별 붕괴시간 

추정 방정식을 Table 3.8에 요약하였다. 5가지 모델의 입력 매개 

변수는 댐의 표고 (m), 붕괴 높이 (m), 붕괴 시 용적량 (10³m³), 

붕괴 시 수위 (m)를 공통으로 포함하며, MacDonald et al. (1984) 

모델의 경우 붕괴 폭과 사면경사를, Von Thun and Gillette 

(1990)은 제체의 침투율 특성 (높은 침투성 또는 침투 저항성)을, 

Xu and Zhang은 제체의 침투율 특성 (높은 침투성, 중간 침투성, 

낮은 침투성)과 댐의 타입 (코어 존재 여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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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MacDonald et al.

(1984)
Froehlich
(1995)

Froehlich
(2008)

Breach

development time

(hrs)

 
  


  





Method Von Thun and Gillete (1990)
Xu and Zhang

(2009)

Breach

development time

(hrs)

- Highly erodible:

  or  


- Erosion resistant:

  or  







 









where:  










 

※  = Breach development time (hrs)

 = 1 hour (unit duration)

 = Height of final breach (m)

 = Original height of dam (m)

 = Acceleration due to gravity, approximately 9.81 m/s²

 = Height of water (m)

 = 15m (Considered to distinguish between small and large dams)

 = Volume of water contained in reservoir (m³)

 = Average width of final breach (m)

 = Highly erodible,  = Middle erodible,  = Lowery erodible

Table 3.8 States of parametric breach prediction models (West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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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붕괴 시나리오 설정

  붕괴 당시 저수지 수위 계측 장비의 부재로 수위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제 붕괴 시점의 저수위를 유역 유출량을 이용해 제체 

붕괴 직전까지 저수지 수위 변화를 분석하고, 붕괴 직전의 실제 

저수지 수위에 해당하는 실제홍수위를 결정하였다. 이때, 폭우 시작 

시점의 저수지 수위는 시설물의 유효저수량 (상시만수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HEC-HMS 모델의 Dam break 모듈에 3차원 지형자료를 

이용해 산정한 저수지의 수위-용적량곡선 (Fig. 3.9)과, 여수로의 

저수위-방류량 곡선 (Fig. 3.10)을 입력해 수위 변화를 모의하였다. 

Fig. 3.9 Storage-elevation curve of Mowon reservoir

Fig. 3.10 Elevation-discharge curve of spillway of Mowon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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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 변화 모의를 통해 산정된 붕괴 직전의 홍수위를 실제홍수위 

(Actual Water Level, A.W.L)로 정의하고 이를 1차원, 2차원, 3차원 

모델에 입력하여 저수지 붕괴 모의를 각각 수행하였다. 또한 

현장조사 시 저수지 여수로의 월류 흔적이 발견되어, 해당 흔적의 

표고를 최고수위 (Maximum Water Level, M.W.L)라 가정하고, 2D 

모델과 3D 모델의 비교를 위해 해당 수위를 적용하였다. 저수지 붕괴 

모의 시 강우에 의한 하류부의 직접유출량은 모두 인근 하천으로 

유입된다고 가정하였으며, 홍수파 해석 시 발생한 홍수의 흐름은 

지속된 폭우로 지표면의 침투에 의한 손실 없이 흐름이 보존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하천의 기저수위 형성을 위해 붕괴 전 

180초의 추가 모의 시간을 설정하였다. 

  홍수파 해석 시 농경지의 경우 논의 초기 담수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수지 붕괴 시기는 논의 무효분얼기 (낙수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벼의 무효분얼을 억제, 유해물질 제거, 도복 방지 등을 위해 

논에 물을 제거하는 기간으로, 논의 담수심은 0 mm를 일괄적으로 

가정하였다 (농촌진흥청, 2019). 또한 저수지 붕괴 시기에 해당 

지역에 이미 300 mm 이상의 강우가 관측되었으므로, 토양은 이미 

포화상태라고 가정하였으며, 충분히 포화된 지표면을 동역학적으로 

빠른 흐름을 보이는 홍수파의 경우 유체의 체류시간은 지표면의 

배수시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지표면 

배수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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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홍수파 해석

3.5.1. 1차원 모의

  본 연구에서는 댐 붕괴 모델과 HEC-RAS 1D 모델을 연계하여 

1차원 홍수 모의를 수행하였다. 유역 유출량 산정을 통해 획득한 

저수지 유입량과 저수지의 유효저수량, 여수로 수위-방류량 곡선 

자료를 입력자료로 구성하여 댐 붕괴 모델을 이용해 제체의 월류 

유무를 판단하고, 제체 붕괴 원인을 정의한 후, 제체 붕괴에 따른 

저수지 방류량을 산정하였다. 이후 댐 붕괴 모델을 이용해 산정된 

저수지 방류량을 HEC-RAS 1D 모델의 저수지 붕괴부 지점에 하천 

유입량 경계조건으로 입력하고, 하류부의 종·횡단면도로 구성된 

지형자료와 유역별 유출량 산정을 통해 획득한 하천 및 측방 

유입량을 지점별 경계조건으로 적용하여 HEC-RAS 1D의 

입력자료를 구축하였다 (Fig. 3.11). 

Fig. 3.11 Flow diagram of 1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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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댐 붕괴 모델

  저수지 붕괴에 따른 방류량 산정을 위한 댐 붕괴 모델은 

HEC-HMS의 Dam break 모듈을 이용하였다. 댐 붕괴 모델은 댐의 

월류 붕괴와 파이핑 붕괴 유형에 대해 모의할 수 있다. 방류량 

산정은 파이핑 붕괴 시 붕괴 지속시간 동안 Eq. 3.10의 오리피스 

공식을 이용하고, 완전 붕괴 이후에는 Eq. 3.11을 이용해 방류량이 

산정되며, 월류 붕괴 시에는 Eq. 3.11만을 이용해 방류량이 산정된다. 

   (3.10)

    (3.11)

  여기서, 는 방류량, 는 Piping coefficient이며 HEC (2018)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0.6을 입력하였다. 는 파이핑 면적, 는 

중력가속도, 는 파이핑 생성 위치와 저수지와의 수두 차이이다. 

는 제체의 붕괴 폭, 는 붕괴부 바닥면과 수위 차, 는 제체의 

측면 경사이다.

나. HEC-RAS 1D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수치해석 기법과 기존 모의 방법과의 비교를 

위해 HEC-RAS 1D를 이용하였다. HEC-RAS 1D는 미 육군 공병대 

수문 공학 센터에서 개발하여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문모의모델로, 하천의 1차원 정상류 해석을 위해 

개발된 HEC-2 모델에 1차원 부정류 해석 모델인 UNET (Unsteady 

flow through a full NETwork of open channels) 모델을 탑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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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기반 모델이다 (이현지, 2019). HEC-RAS 1D를 이용해 상류, 

사류, 혼합류 등의 수면 곡선 계산, 부정류 수면형 계산이 가능하며, 

국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활용되어 하천 수위를 비롯하여 각종 

수공구조물 설계검토를 위해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현지, 2019).

  HEC-RAS 1D의 부정류 해석은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사용하며, 각각 Eq. 3.12와 Eq. 3.13과 같다.

∂

∂
∂

∂
∂

∂
   (3.12)

여기서, 는 단면적, 는 시간, 는 저류량, 는 유량, 는 

하도길이, 은 단위길이당 측방유입량을 의미한다. 연속방정식은 

시스템 내에서 물이 흐를 때, 질량이 보존되며 물이 흐르는 

질량보존의 개념을 나타낸다 (Jeon et al., 2018). 운동량 방정식은 

운동량의 변화가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력과 같다는 것에 기초하며, 

단일수로에 대해 Eq. 3.13과 같이 나타낸다 (Jeon et al., 2018).

∂

∂
∂

∂
∂

∂
  (3.13)

여기서, 는 유량, 는 시간, 는 유속, 는 하도길이, 는 

중력가속도, 는 단면적, 는 수위, 는 마찰경사를 의미한다.

  수면 해석은 반복 계산과정을 가진 에너지 방정식의 해법으로 

하나의 단면으로부터 다음 단면의 수면형이 계산되는 

표준축차계산법을 사용하며, 이는 Eq. 3.14과 같이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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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는 구간 양단에서의 수심, , 는 구간 양단에서 

하상까지의 높이, 는 중력가속도를 의미한다.

  




   





(3.14)

  모델 내에 입력되는 지형자료는 DSM과 이를 이용하여 구축된 

구간별 횡단면도로 구성된다. 모델은 DSM을 이용하여 그린 

횡단면도를 토대로 지형을 인식한다. Fig. 3.12는 1차원 모의를 위해 

DSM에서 추출한 횡단면도를 나타낸다.

Fig. 3.12 1D geometry setting using D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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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2차원 모의

  2차원 모델은 HEC-RAS 2차원 모의 모듈 (HEC-RAS 2D)을 

이용하였다. HEC-RAS 2D는 2016년 HEC-RAS 버전 5.0부터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초기에는 기존 1차원 방법과 연계하여야만 

2차원 유동해석 수행이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1차원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완전 2차원 유동해석을 지원하고 있다. HEC-RAS 2D는 

HEC-RAS 1D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외로 홍수 모의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HEC-RAS 2D에 지형자료로써 기존의 지형의 

지형지물이 반영되지 않고 지형의 표고값만을 이용해 구축되는 

DEM과 달리 대상지역의 지형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2차원 픽셀에 

최상단 고도값이 입력된 DSM을 지형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때, 

하천의 교량 등이 모두 묘사되는 장점은 있지만, 내부 유체의 통로는 

구현되지 않으므로, 실제 유체 흐름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지형의 

보정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모델에 지형자료 입력 시 

대상지역의 교량 등의 구조물의 설계 형태를 파악하고, 이를 DSM에 

보정하여 입력하였다. 그 후, 산정했던 저수지 유입량과 측방 

유입량을 경계조건으로 입력하고, 제방 붕괴 특성과 시나리오별 

저수지 수위를 입력하여 모의를 수행하였다 (Fig. 3.13).

Fig. 3.13 Flow diagram of 2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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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HEC-RAS 2D

  본 연구에서 이용한 HEC-RAS 5.0.7의 2차원 홍수파 해석 모델은 

1차원 모의와 달리 모델 자체에서 댐의 월류 붕괴와 파이핑 붕괴 

유형에 대해 모의할 수 있다. 이 때, 설정된 댐의 붕괴 원인에 따라 

파이핑 붕괴 시 붕괴 지속시간 동안 Eq. 3.10의 오리피스 공식을 

이용하고, 완전 붕괴 이후에는 Eq. 3.15의 위어 공식을 이용하며, 

월류 붕괴 시에는 Eq. 3.14의 위어 공식을 이용해 방류량이 

산정된다는 차이가 있다.

  





(3.15)

  여기서, 는 방류량, 는 Weir coefficient, 은 위어 길이, 는 

붕괴부 바닥면 표고로부터 저수지와의 수두 차이이다. 이후 하류부 

홍수파 전파는 2차원 Saint-Venant 방정식과 확산파 방정식 

(Diffusion wave eq.)에 의해 지배된다. 아래 Eq. 3.16은 2차원 

Saint-Venant 방정식의 연속방정식, Eq 3.17와 Eq. 3.18은 각각 x, 

y 방향의 모멘트 방정식, 2차원 확산파 방정식은 Eq. 3.19과 같다.










  (3.16)













 









 

(3.17)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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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여기서, 는 수심, 는 방향의 유속, 는 방향의 유속, 는 

바닥표고, 는 중력가속도,    이며 장파속도를 나타낸다 

(USACE HEC, 2016b). 

  모델 내에 입력되는 지형자료는 DSM과 이를 인식하는 2차원 해석 

격자로 구성된다. 모델은 설정된 해석 격자를 토대로 DSM을 

인식하게 된다. Fig. 3.14의 D는 2차원 모의를 위해 HEC-RAS 2D에 

입력된 DSM과 2차원 해석 격자를 나타낸다. 해석 격자의 크기는 

가로, 세로 0.6 m의 크기로 입력되었다. 해석과 관계없는 바깥쪽 

경계조건은 계산된 유체가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 이후의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앞서 설정했던 붕괴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붕괴 전 180초를 먼저 모의하여 하천에 

기저수위가 형성된 후, 실제홍수위와 최대홍수위 조건에서 모의를 

수행하였다. 

나. 지형자료 보정 및 모의 설정

DSM을 이용해 지형자료 입력 시 대상지역의 수로에 교량, 암거 

등의 지형지물이 존재할 때, 최상단 표면만 표현되는 자료 특성상, 

이들은 내부 공간이 표현되지 않은 하나의 벽으로 생성되므로 유체의 

흐름을 완벽히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을 실제 지형에 맞춰 보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HEC-RAS 2D는 이러한 지형지물의 제거와 제거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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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간을 인식할 수 있는 교량 생성 기능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기능을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수로의 교량들을 모두 

제거한 후, 재구성이 필요한 교량을 다시 설계하여 실제 대상지역의 

교량들을 고려하여 해석이 수행되도록 하였다. 총 6개의 교량이 

제거되었고, 이 중 5개의 교량이 재구성되었으며, 설계 형태는 Table 

3.9를 따른다. 또한 현장에 구축되어 있던 긴급 하천은 저수지 붕괴 

직전의 지형과 유사하게 보정되었다.

Setting value

for

reconstructed

bridges

Beams Piers

Weir Culver option

Shape Material

Rectangular Concrete

Entrance loss

coefficient

Exit loss

coefficient
Manning’s n

0.5 1.0 0.010

Dam breach

coefficient

Piping coefficient Weir coefficient

0.6 1.0

Table 3.9 The setting value of reconstructed bridges and dam

breach coeffcient

  저수지 붕괴 모의를 위한 제체 붕괴 설정 시 반드시 경험적인 

계수의 입력이 요구된다. Piping coefficient는 1차원 모의와 같도록 

0.6을 입력하였으며, Weir coefficient의 경우 USACE HEC 

(2016a)는 필댐에서 SI 단위 기준으로 1.43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전형적으로 1.1 ~ 1.76의 입력 범위를 가진다고 제시한 바 있으나, 

본 모의에서 입력되어야 할 수치는 명확히 제시된 자료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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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류량으로 모델 간 홍수파 도달 흔적 산정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3차원 모델과 제체 붕괴부의 방류량이 같도록 계수를 

보정하여 최종 입력하였다.

Fig. 3.14 2D geometry setting of target area using HEC-RAS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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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3차원 모의

  이제까지의 3차원 유동해석은 해석하고자 하는 범위가 커질수록 

수렴성이 낮아지고, 해석 자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어, 국부적인 

규모에서 유동해석이 필요한 문제에서 활용되었다. 또한 실제 

지형특성이 반영된 고해상도 지형자료의 부재로 댐 붕괴 모의 시 

하류부의 3차원 유동해석의 필요성이 매우 낮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 성능의 발전으로 해석 범위가 증가하게 되었고, 

UAV-SfM 기법으로 실제 지형특성이 반영된 3차원 지형자료의 

구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3차원 유동해석을 통해 현실적인 해석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3차원 모의를 위해 사용된 모델은 

FLOW-3D이며, 해석 절차는 Fig. 3.15와 같다. 

Fig. 3.15 Flow diagram of 3D analysis

가. FLOW-3D

  3차원 자유수면 유동해석모델인 FLOW-3D는 1985년 정확한 

자유수면 추적을 기반으로 물리현상을 정확히 해석하는데 중점을 둔 

모델이며, 2020년 현재 다양한 유동현상 해석을 위해 12.0 버전까지 

발전해왔다. 실제 자연현상에서 자유수면의 흐름은 기상과 액상이 

함께 상호작용하게 되는데, FLOW-3D는 액상과 기상의 경계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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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고정된 격자계를 통해 이동하는 경계면을 정확하게 

추적하며, 그 경계면에 경계조건을 적용하는 VOF 기법을 사용해 

시간에 따라 액상과 기상 경계를 정확히 표현하는 자유수면추적 

기법을 사용하여 이상유동 문제를 정확히 모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문정은, 2007; FlowScience, 2020). FLOW-3D를 이용한 

홍수파 해석 모델은 FAVOR (Fractional Area Volume Obstacle 

Representation Method) 기법을 도입한 유한체적법 (Finite Volume 

Method, FVM) 기법을 이용한 격자망의 구성을 통해 복잡한 3차원 

지형자료를 인식하며 (Fig. 3.16), 이를 기반으로 VOF (Volume of 

Fluid) 기법을 적용하여 홍수파 해석 시 비산 및 쇄파의 복잡한 

자유표면을 해석한다 (Hirt and Nichols, 1981).

Fig. 3.16 Object recognition using FAVOR method (Flow Science, 2016)

  유동해석은 유체의 비정상 유동 상태를 기본으로 하며, Eq. 3.20의 

연속방정식과 Eq. 3.22 ~ Eq. 3.24의 3차원 RANS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s)를 지배방정식으로 

사용한다 (Flow Scienc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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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여기서, 는 자유수면 흐름의 유체 분율, 는 유체의 밀도, 

  는 각각   방향의 속도성분,   는 자유수면 

흐름의   방향 면적 비율 (Area fraction), 는 0일 때 직교 

좌표, 1일 때 원통형 좌표에 대응하며, 은 질량의 생성 또는 

소멸 (Mass source/sink) 항,  는 난류 확산 항을 나타내며, Eq. 

3.21과 같다. 



 

 

  

 

  

 

  





 (3.21)

  여기서, 는 와 같으며, 는 점성과 같은 모멘텀 확산의 

상수를 의미하며, 는 그 역수가 난류 슈미트 상수 (Turbulent 

Schmidt number)를 의미한다. 3차원 RANS 운동량 방정식은 아래 

Eq. 3.22 ~ 3.24과 같이 표현된다.






 







    





  (3.22)






 







    





  (3.23)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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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는 체적 가속도, 는 점성 가속항, 는 속도 평균, 는 

자유수면 흐름의 유체 분율, 는 유체의 밀도, 는 압력,   는 

각각   방향의 속도성분,   는   방향의 자유수면 

흐름을 위해 확보된 면적 비율 (Area fraction)이다.

  자유표면의 해석을 위한 VOF (Volume of Fluid) 함수는 다음의 

Eq. 3.25와 같다.













    (3.25)

  여기서, 는 유체가 셀에서 차지하는 영역으로 0 ~ 1 사이 값으로 

표현된다 (Hirt and Nicholas, 1981). 는 유체 분율의 확산 항, 

은 유체의 소멸 항을 나타낸다.

  유동해석 시 유체의 난류 운동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Prandtl 혼합 

길이 모델, 단일 방정식 난류 에너지 모델, 표준    모델, 

Renormalized Group 모델 (RNG),   모델, Large Eddy 

Simulation 모델 (LES) 총 6가지 난류모델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중 Prandtl 혼합 길이 모델, 단일 방정식 난류 에너지 

모델은 모델의 단순성으로 잘 사용되지 않으며, LES 모델은 격자 

내에서 난류 변동을 직접 해석하여 매우 정밀한 해석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계산 격자가 매우 치밀해져야 하여 해석 자원의 소모가 

크다 (FlowScience, 2016; Man et al., 2019). 표준    모델은 

난류 모델에 가장 표준 모델로써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여 

개발된 RNG 모델은 표준    모델보다 난류유동을 더 정확히 

표현하며, 광범위하게 적용이 가능한 특징을 지닌다 (Flow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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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모델은 분사 제트기류, 항적같은 유선방향 압력구배를 

가지는 유동 해석 시 표준   모델과 RNG 모델보다 더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되었다 (FlowScience, 2016; Kaheh et al., 

). RNG 모델은 속도 변동을 등방성 스칼라 값으로 처리하여 시간에 

따른 속도 변동을 완화하여 해석이 빠르고, LES 모델과 비교하여 

국지적 해석 규모에서 정확성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된 바 있어 

(FlowScience, 2020),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정확하면서도 광범위한 

홍수파 해석을 위해 RNG 난류 모델을 적용하였다. 지형 인식과 

유동해석을 위한 3차원 격자망은 각 셀당 가로, 세로, 높이 모두 

0.6m의 일정한 크기를 갖도록 설정하였으며, 해석과 관계없는 바깥쪽 

경계조건은 모두 Outflow로 처리하여 계산된 유체가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 이후의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Fig. 3.17). 앞서 설정했던 붕괴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붕괴 전 

180초를 먼저 모의하여 하천에 기저수위가 형성된 후, 실제홍수위와 

가상홍수위 조건에서 모의를 수행하였다. 

Fig. 3.17 3D mesh grid setting of the target area using FLOW-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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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4.1. 실제 홍수파 도달 흔적 지도 구축

  실제 홍수파 도달 흔적면적은 총 22,816.67 m²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면적은 Fig. 4.1의 붉게 강조된 부분과 같다. 

Fig. 4.1 Actual flood wave travel domain of the target area

  저수지 제체 바로 하단부에 크게 피해가 집중되었는데, 해당 

지역은 기존에 논으로 이용되던 지역이었으나 조사 당시에는 작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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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지 않았으며 토사의 휩쓸림 흔적이 관측되었다. 또한 C 지역의 

교량은 상류 쪽 (저수지 쪽) 가드레일이 하류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었으며, C 지역을 기준으로 하부 바로 우측 제내지와 D 지역에서 

토사의 휩쓸림이 관측되었다. 또한 하천의 굴곡부분인 E 지역에서는 

하천의 제방이 무너져 하천변 콘크리트 도로가 붕괴된 것으로 

관측되었다 (Fig. 4.2). 

Fig. 4.2 The trail of the actual flood wave

(A: spillway overflow trail, B & D & E: Silt trail by the

flood wave, C: damaged of the guardrail on the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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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형자료 구축 결과

4.2.1. 최적 촬영 조건 선정

  홍수파 해석 지형자료 구축을 위한 최적 촬영 조건 선정을 위해 

촬영조건별 항공촬영을 실시하고 점군 모델의 재현율을 평가하는 

예비 실험이 선행 수행되었다. 예비 실험 대상은 서울대학교 75-1동 

앞 공터 약 45 m × 45 m로 Fig. 4.3과 같으며, 모든 촬영 조건은 

동일한 촬영경로를 가졌다. 점군 모델의 재현율은 배터리 소모량과 

재현된 면적을 고려하여 Fig. 4.3에 표시된 계단 (A)과 세 그루 수목 

(B, C, D)을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Fig. 4.3 Test area for the decision of optimal aerial photograph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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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Comparison of the reproducibility with different GSD

  먼저 공간해상도 (GSD) 비교 결과 중복도 90%, 촬영각 45°를 

기준으로 4 cm/pixel일 때, 수목의 수간부는 거의 재현되지 않았으며, 

계단의 재현율은 다소 낮아졌다. 2.5 cm/pixel 촬영 조건 이상일 때 

수목, 계단 등의 특정 지형들이 모두 잘 재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중복도로 인해  배터리 소모량 (25%)은 촬영면적 (45 

× 45 m) 대비 과다하게 소모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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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공간해상도 2.5 cm/pixel의 조건에서 중복도만 변경하여 

비교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중복도 80%에서 배터리 소모량은 44% 

가량 낮아졌으며 전체적인 지형 또한 잘 재현되었다. 그러나 재현율 

평가 기준인 계단과 수목의 재현율이 다소 낮아져 촬영각의 변경을 

통해 재현율을 높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였다. 중복도 

70%에서는 촬영면적 대비 배터리 소모량은 중복도 90% 대비 68% 

가량 낮아졌으나, 수목과 계단 등 특정 지형을 거의 재현해내지 

못하였다 (Fig. 4.5). 

  이에 따라 공간해상도 2.5 cm/pixel, 중복도 80% 기준으로 

촬영각을 달리해 지형 재현율 검토를 수행하였다. 먼저 촬영각도별 

재현면적을 비교하면, 촬영각도가 35°에 가까워질수록 재현된 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촬영각 65° 이상일 때 촬영면적이 크게 

감소되어 대상 지역 촬영 시 한정된 배터리로 인해 목표 촬영면적에 

도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4.6). 이어서 재현율 평가 

기준인 계단과 수목 재현율의 경우, 촬영각 55° 일 때 계단과 수목 

하단부 지형, 그리고 수목 수간부의 재현율이 가장 높았으며, 촬영각 

35° ~ 45° 일 경우, 계단의 재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고, 수목 

하단의 지형의 재현에는 이상 없었으나, 수간부가 재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촬영각이 65° 이상일 때, 계단의 재현율과 

수목의 수관 (樹冠; Crown)부 재현율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수간부 

재현율이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4.7 ~ Fig. 4.8, Table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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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Comparison of the reproducibility with different overlap condition



- 65 -

Fig. 4.6 Comparison of the reproduced area with different photographing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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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Comparison of stairs reproduced with different photographing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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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Photographing angles

45° 55° 65° 75°

Tree B

Tree C

Tree D

Fig. 4.8 Comparison of trees reproduced with different photographing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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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Condition Images Battery Reproducibility

GSD
(cm/pixel)

4 33 16% trees △, stairs ▽

2.5 61 25% trees ○, stairs ○

Overlap
(%)

front 70%, side 63% 11 8% trees ×, stairs ×

front 80%, side 72% 18 11% trees △, stairs ▽

front 90%, side 81% 41 18% trees ○, stairs ○

Photographing
angle
(˚)

35 22 12% trees △, stairs △

45 22 12% trees △, stairs ▽

55 22 12% trees ○, stairs ○

65 22 12% trees ▽, stairs ○

75 22 11% trees ▽, stairs ○

85 22 11% trees △, stairs ○

※ No calibration required = ○

Small calibration required = ▽

Large calibration required = △

Not reproduced = ×

Table 4.1 Results of preliminary test for the selection of optimal

aerial photographing condition

  결과적으로 촬영조건별 항공촬영을 통한 지형의 점군 모델 구축 시 

공간해상도 2.5 cm/pixel, 중복도 80%, 촬영각 55°를 적용하였을 때, 

넓은 촬영면적을 가지면서 수목의 수간부 및 하단 지형, 계단 등 

특정 지형에 대해서도 높은 재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확보된 촬영조건을 본 연구 대상지역인 

모원저수지 일대의 항공촬영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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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대상지역 항공촬영 및 점군 모델 구축

  선정된 최적 촬영조건을 이용하여 대상지역의 항공촬영이 

수행되었으며, 3차원 점군 모델이 구축되었다. Fig. 4.9와 Table 4.2는 

항공촬영 개요, Fig. 4.10은 구축된 점군 모델, Table 4.3, 4.4는 점군 

모델 구축에 사용된 이미지 현황과 상대 정확도를 나타낸다. 

Fig. 4.9 Overview of aerial photographing for the target area

(Green line: UAV path, Blue dot: photographing spot)

Target area

(km²)

GSD

(cm)

Photographing time

(min)

0.698 2.51 330 min

Overlap rate

(%)

Photographing angle

(°)

Photographing

method
Images

Front : 80
Side : 72

55 Single grid 2,312

Table 4.2 Aerial photographing details for the target area



- 70 -

Fig. 4.10 Point cloud model of the target area

Total images Calibrated images Calibrated rate

2,312 2,218 95%

Table 4.3 Calibration details of the constructed point cloud

model

  생성된 점군 모델의 상대 정확도 점검 결과 1 m 간격에서 X, Y, Z 

방향 정확도가 각각 98.42%, 99.6%, 100%, 2 m, 3 m 간격에서는 

모두 100%로 나타났다. 1 m 간격에서 발생한 오차는 해석 지역과 

무관한 저수지 상류 유입부의 수목들이 집중된 곳으로 나타났으며, 



- 71 -

이는 UAV의 촬영경로 상 해당지역의 촬영이미지가 매우 적게 

포함되었고, 수목이 울창한 산악 지형으로 매칭점이 매우 적게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Scale (m) X (%) Y (%) Z (%)

1.0 98.42 99.59 100.00

2.0 100.00 100.00 100.00

3.0 100.00 100.00 100.00

Table 4.4 The relative coordinate accuracy of the point cloud

model of the target area

4.2.3. 수치모델별 지형자료 구축 및 보정

  UAV-SfM 기법을 이용해 획득한 결과물은 수치표면모델 

(DSM)과 3차원 형상 (3D mesh object)으로 구분된다. DSM은 

Pix4Dmapper를 이용해 점군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픽셀당 

공간해상도는 2.5 cm이다. 생성된 DSM은 2차원의 픽셀에 표고값이 

함께 입력된 형태로, 지형상에 존재하는 식생과 교량 등의 실제 

지형지물의 표고값이 포함되어 반영된 수치지도이다. 3D mesh 

object도 DSM과 마찬가지로 Pix4Dmapper를 이용해 점군 모델을 

재구성하여 구축되었다. 생성된 지형은 저수지로부터 하류부 약 2 

km 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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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Construction of terrain data of the target area

based on the point cloud model

  DSM은 1차원 및 2차원 홍수수치모의 모델과 3차원 모델의 

지형자료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지만, 3D mesh object는 3차원 

모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결과물 중 3차원 

수치해석에 사용할 지형 데이터를 선정하기 위해 재현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래스터 자료 형식의 DSM은 Qgis (Ver. 

3.6.2)의 ‘DEM to STL’ 확장 모듈을 이용해 3차원 모델링 데이터로 

변환하고, 3차원 모델링 분석 방법을 통해 실제 지형과 비교를 

수행하였다.

가. 구축 지형자료 평가

  DSM을 이용하여 3차원 지형 파일을 생성할 경우, 평면의 지도상에 

표고가 입력된 DSM을 이용해 3차원 지형 데이터가 생성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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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수목, 터널, 튀어나온 지형 등이 있을 경우 그 하부를 표현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수치해석을 수행하기 전 반드시 

보정되어야 올바른 해석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4.12).

Case DSM Real terrain

Fig. 4.12 Comparison of DSM and real ter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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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mesh object는 DSM으로 생성된 3D STL 파일에 비해 실제와 

유사하게 생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수지 옆면의 굴곡진 부분, 

교량 하단, 수목 수간부 및 하단 지형 등이 잘 재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Fig. 4.13).

Case 3D mesh object Real terrain

0Fig. 4.13 Comparison of 3D mesh object and real ter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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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차원 모델에 사용될 지형자료 선정

  DSM은 2차원 평면상에 표고값이 포함된 수치지도로 하늘 위에서 

대상지역을 수직으로 바라본 모습과 같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3차원으로 모델링할 경우 수목, 교량, 지형 등의 돌출형상의 하단부 

표현이 불가능한 한계점이 있었다. 반면 3D mesh object는 

좌표체계화된 점군 모델을 서로 보간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어 처리된 

점의 개수에 따라 재현성이 높은 실제 지형과 유사한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DSM과 3D mesh object 중에서는 3D 

mesh object가 재현성이 높아 수치해석 시 실제와 더 근사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Table 4.5).

DSM 3D mesh object

Cannot reproduce detailed 3D object
using Z value of 2D pixel in digital
map

3D reproducibility varies depending
on the number of points used in the
point cloud model

Table 4.5 The concept of terrain data according to the result of

3D modelin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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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차원 지형자료 보정

  선정된 3D mesh object는 해상도 조정, 긴급 하천의 제거, 저수지 

수위 생성, 그리고 솔리드 모델 변환에 관한 보정이 요구되었다. 

보정작업은 Autodesk사의 Recap photo 소트프웨어를 이용하였다. 

Autodesk Recap photo는 UAV-SfM 촬영을 통해 생성된 3D mesh 

object의 후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로 Autodesk 3Ds 

MAX보다 지형파일의 수정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수치해석에 

불필요한 지역을 삭제하고, Decimate 기능을 이용해 약 1,091만 

개의 삼각형으로 구성된 지형을 약 873만개의 (80%)의 삼각형으로 

재구성하여 수치해석 수행에 요구되는 램의 사용량을 축소시켰다. 

이는 FLOW-3D의 지형 인식에 램이 많이 요구되므로 해석의 

수렴성이 낮아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재구성한 지형은 

기존의 지형과 육안 비교 시 큰 차이가 없어 해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80% 미만의 삼각형으로 지형을 

재구성했을 경우 지표면이나 하천 등이 뭉개지면서 표면의 모양이 

어긋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수치해석을 위해 기존 대비 80%의 삼각형으로 재구성된 지형을 

사용하였다 (Fig.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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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00% mesh triangles 80% mesh triangles

Reservoir

Field

Bridge

Stream

Fig. 4.14 Comparison of 3D mesh object according to the

number of mesh triangles

  3D mesh object는 단순 단면만 3차원 지형으로 표현한 폴리곤 

(Polygon) 모델로 정의된다. 이는 표면만을 가지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솔리드 모델로 변환해야 수치해석이 가능해진다. 폴리곤 

모델은 표면 자체의 두께가 없기 때문에 수치해석 시 해석 격자가 

지형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다. 또한 경계조건 지정 시 지형 

아래로도 유체가 생성될 수 있어 시스템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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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생긴다. 따라서 표면에 솔리드 두께를 부여하여 해석 격자가 

지형을 인식하고, 지형 아래로 유체의 생성을 방지하였다 (Fig. 

4.15).

Fig. 4.15 Remodeling the terrain data to a solid model

  항공촬영의 한계점으로 교량 하단부에 일부 촬영되지 않은 

사각지대는 보정을 통해 실제 교량 형상을 갖도록 하였으며, 

저수지에 생성된 긴급 하천을 제거하고 제체를 복원하여 붕괴 직전의 

저수지 상태를 구축하였다 (Fig. 4.16).

Fig. 4.16 Calibration 3D terrain data before reservoir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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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저수지 붕괴 홍수파 해석조건 구축

4.3.1. 경계조건 설정

  제체의 월류 유무를 파악하고, 붕괴 직전 저수지 수위를 분석하기 

위해 저수지에 유입되는 홍수량이 검토되었으며, 하류부 하천 유입량

은 붕괴 홍수파 도달 범위에 큰 영향을 주므로 실제 홍수파 도달 흔

적도과 비교하기 위해 붕괴 당시 강우량 자료를 이용해 대상지역의 

유역별 홍수량 산정이 선행되었다. 먼저 하도구간의 지점별 영향을 

받는 유역의 차이를 고려하여 대상지역의 유역을 4개로 분할하고, 이

에 따른 유역별 유역면적의 산정 결과는 Fig. 4.17과 같다. 

Fig. 4.17 Watersheds of the target area

  NRCS 방법을 채택함에 따라 대상유역의 토지이용상태, 

식생피복처리 상태, 수직배수능력을 나타내는 수문학적 조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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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군의 종류를 이용해 유출곡선지수 (CN)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유역의 직접유출량을 산정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의 1:5,000 

수치표고모형 (Fig. 4.18)과 2007년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구축한 

1:25,000 수치정밀토양도 (Fig. 4.19), 2019년 환경부에서 구축한 

1:5,000의 세분류 토지이용까지 확인이 가능한 정밀수치토지피복도 

(Fig. 4.20)를 이용하여 GIS 분석을 통해 환경부 (2019)에서 제시한 

유출곡선지수 기준이 적용된 대상지역의 CNⅡ를 산정하였다 (Fig. 

4.21). 또한 환경부 (2019)의 지침을 따라 선행토양함수조건은 

유출률이 가장 높은 AMC-Ⅲ 조건을 적용함에 따라, 산정된 CNⅡ를 

CNⅢ로 환산하여 최종 유출곡선지수를 산정하였다.

Soil series name Soil phase symbol Hydrological soil series

GAGHWA

GJC, GJC2, GJD, GJD2, GaB2,
GaC2, GaD2, GbB2, GbC, GbC2,

GbD, GbD2, GbE, GbE2, GlB, GlB2,
GlC, GlC2, GlD, GlD2, GuC2, GuD2

D

SEOGTO
SJC, SJD, SbC, SbD, SbE, SsC,

SsD, SsE, StC, StD, StE
B

ASAN
ARD2, ARE2, AsC2, AsC3, AsD2,

AsD3, AsE2, AsE3
B

UGOG UoB, UoC A

IMGOG IgB, IgC D

CHEONGSAN
CaD2, CaE2, CaE3, CaF2, CaF3,

CmE2, CmE3, CmF2, CmF3, CvE2,
CvF2, CvF3

B

CHOGYE CkB, CkC, CkD D

CHILGOG CGB, CGC, CGD D

HAMPYEONG HI, HIB B

Table 4.6 Classification of hydrological soi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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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8 DEM of the target area

Fig. 4.19 Soil map of the targe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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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0 Land use map of the target area

Fig. 4.21 Curve number of the targe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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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RCS (SCS) 유출곡선지수법과 Clark 합성단위도법을 이용하여 

Table 4.7과 같이 유역별로 매개변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유역별 유출량을 Fig. 4.22와 같은 유출수문곡선 형태로 산정하였다. 

A 유역은 저수지 유입량으로, B, C, D 유역은 하천 및 측방 

유입량으로 모델별 경계조건에 입력되었다.

Data
watershed

A

watershed

B

watershed

C

watershed

D

Watershed area (ha) 79.0 92.4 18.8 11.5

Flow path (km) 1.570 2.158 1.110 0.861

Curve number (CNⅢ) 86 86 88 92

Time of concentration (, hr) 0.138 0.183 0.108 0.105

Storage coefficient (K, hr) 0.162 0.213 0.125 0.147

Peak runoff (m³/s) 12.0 13.9 2.9 1.8

Table 4.7 Hydrograph data of watersheds for the target area

Fig. 4.22 Reservoir inflow hydrograph curv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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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제체 붕괴 특성 결정

가. 제체의 월류 유무 판단 결과

  제체의 붕괴 특성을 결정하기 위해 제체의 붕괴 원인이 선행 

검토되었다. 먼저, 지속시간별 확률강우량을 계산한 결과 저수지 붕괴 

당시 강우는 10년 빈도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200년 빈도로 

설계된 모원저수지의 경우 월류 붕괴에 의한 붕괴는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운영된 저수지는 상류부에서 흘러내려온 

토사로 인해 저수지에 퇴적물이 쌓여 내용적이 크게 줄어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저수지 용적량-수위 곡선, 여수로의 

수위-방류량 곡선과 저수지 유입량을 토대로 저수지 붕괴 시점까지 

폭우 기간 수위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고 수위는 EL. 

53.580 m으로 나타나 계획홍수위 (EL. 53.950 m)에도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체의 붕괴 원인은 월류에 의한 붕괴는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4.23). 

Fig. 4.23 Result of reservoir water level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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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원저수지 붕괴 당시의 관측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한 붕괴 

원인을 정확히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과거 붕괴 사례를 기반으로 

확률적으로 붕괴 원인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Zhang et al. (2009)는 

전세계 1443개의 댐 붕괴 사례 중, 붕괴원인이 명확한 182개의 

Embankment dam에 대해, 월류에 의한 붕괴가 56.0%, 파이핑에 

의한 붕괴가 35.7%, 슬라이딩 4.9%, 불명확함 3.4%로 보고하였다 

(Fig. 4.24). 

Fig. 4.24 Statistics of embankment dam failure mode (Zhang et al., 2009)

  ICOLD (1995), Foster et al. (2000) 등 과거 선행 연구 

결과에서도 저수지 붕괴 원인 중 90%가 월류 붕괴 또는 파이핑 

붕괴가 원인인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월류 붕괴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붕괴 확률을 

보이는 파이핑에 의한 붕괴를 원인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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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붕괴 지속시간 결정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붕괴 사례 중 Embankment dam의 붕괴 

사례를 토대로 붕괴 시간과 저수지 용적량, 규모에 관해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여 붕괴 지속시간의 경험적인 추정이 가능한지 선행 

검토하였다. 분석에 쓰인 자료는 전 세계 1,443개의 붕괴 사례를 

조사해 구축된 Zhang et al. (2016)의 데이터베이스 중 붕괴 시간이 

누락되지 않은 Embankment dam의 Quality problem (파이핑 붕괴 

등)에 의한 붕괴 사례와 국내 농업용 저수지 중 붕괴 시간이 추정된 

산대저수지와 괴연저수지 총 스무 건의 사례를 참고하였다 (Table. 

4.8). 

  이를 이용해 Embankment dam의 파이핑 붕괴 사례에 제방 

높이-붕괴 시간, 저수 용량-붕괴 시간 간의 피어슨 상관성 분석이 

수행되었다. 먼저 제방 높이와 붕괴 시간과의 상관성 분석 결과 

상관계수는 0.31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05에서 검정통계량 t는 

1.04로 비기각역에 포함되므로, 귀무가설이 채택됨에 따라 제방 

높이와 붕괴 시간 간 선형성이 있다고 할만한 유의한 근거가 없다고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저수 용량과 붕괴 시간 간 상관성 분석 결과 

상관계수는 0.32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05에서 검정통계량 t는 

1.31로 비기각역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귀무가설이 채택됨에 따라 

저수 용량과 붕괴 시간 또한 선형성이 있다고 할 만한 유의한 근거가 

없다고 분석되었다 (Fig.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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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Country Type
Height

(m)

Reservoir capacity

(10⁶m³)

Failure time

(hr)

Apishapa USA HD 34.1 22.50 2.50

Frankfurt Germany HD 9.8 0.35 2.50

French Landing USA HD 12.2 - 0.58

Frenchman Dam USA HD 12.5 21.00 3.00

Gouhou China FD 71.0 3.30 2.33

Horse Creek I USA FD 12.2 21.00 3.00

Huqitang China HD 9.9 0.73 4.00

Lake Francis I USA HD 15.2 0.87 1.00

Lake Latonka USA HD 13.0 4.59 3.00

Little Deer Creek USA HD 26.2 1.73 0.33

Niujiaoyu China DC 10.0 0.16 3.00

Teton USA CF 93.0 356.00 4.00

Baldwin Hills USA HD 71.0 11.00 1.30

Bradfield GB CF 29.0 3.20 0.50

Hatchtown USA CF 18.9 15.00 3.00

Hebron I USA HD 17.1 - 2.25

Lake Avalon USA HD 14.5 7.75 2.00

Walter Bouldin USA DC 51.8 - 14.00

Sandae KOR HD 12.2 2.46 5.00

Geoyeon KOR HD 5.5 0.06 0.10

※ HD: homogeneous dams
DC: dams with corewalls
FD: concrete faced dams
CF: composite-fill embankment dam

Table 4.8 Summary of earthfill dams failures by internal erosion

cases (Zhang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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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5 Correlation analysis of failure time with reservoir scale factor

  즉, 조사된 Embankment dam의 파이핑 붕괴 사례를 통해 붕괴 

시간의 통계적인 추정은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원저수지와 가장 유사한 붕괴 사례를 선정하고, 해당 사례의 

붕괴시간을 참고하여 임의 가정하였다. 저수지의 축조년도, 붕괴 

원인뿐만 아니라 모원저수지는 유효저수용량이 9,300 ton으로 매우 

규모가 작은 저수지임을 고려하였을 때, 괴연저수지의 붕괴 사례를 

이번 모원저수지의 붕괴 사고와 가장 유사한 사례로 판단하였다. 

괴연저수지는 1945년에 축조된 소규모 저수지로, 유효저수량은 15.7 

ton이며, 기타 제원은 Table 4.9와 같다. 2014년 국지성 호우로 인해 

제체와 여수로 사이 침투에 의한 누수로 붕괴되었으며, Lee et al. 

(2017)에 의해 붕괴 지속시간은 0.1 hr로 추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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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t year
Embankment

Watershed

(ha)

Effective storage

(10³m³)

Spillway

(m)Length

(m)

Height

(m)

1945 180.0 8.8 366.0 15.7 38.0

Table 4.9 Status of Geoyeon reservoir (RAWRIS, 2020)

  이어서 Table 4.10과 같이 댐 붕괴 지속시관과 제체 붕괴 폭을 

예측하는 댐 붕괴 특성 추정 모델을 활용하여 모원저수지의 

붕괴시간을 추정해본 결과, 최소 0.05, 최대 0.18 (코어 고려 시 

0.21), 평균 0.1 hr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괴연저수지 

붕괴 사례, 보성군청의 추정 붕괴 시간, 댐 붕괴 특성 추정 모델을 

바탕으로 즉시 붕괴와 0.1 hr의 붕괴시간을 갖는 파이핑 붕괴에 대해 

모의를 수행하고 두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Method
Breach development time

(hrs)

Lee et al. (2017) 0.10

MacDonald et al (1984) 0.09

Froehlich (1995) 0.07

Froehlich (2008) 0.10

Von Thun and Gillete (1990) 0.05

Xu and Zhang
(2009)

Homorgeneous 0.18

Dam with corewall 0.21

Table 4.10 Estimation of breach development time using breach

predict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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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붕괴 형상 결정

  붕괴 형상은 시간에 따른 붕괴 형태를 고려하기 위해 붕괴 시작점, 

붕괴 진행 간 형성 모양, 완전 붕괴 형태가 결정되어야 한다. 제체의 

파이핑 붕괴를 원인으로 결정함에 따라 붕괴 시작점은 상시만수위시 

제체 코어의 하류측 침윤선 생성 높이에서 시작되었다고 가정하였다. 

Fig. 4.26은 Casagrande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침윤선 생성높이를 

나타내며, 그 값은 EL. 51.31 m로 산정되었다.

Fig. 4.26 Estimation of seepage at full water level

  다음으로 붕괴 형상은 기존 수치모델 (HEC-HMS: Dam break, 

HEC-RAS 2D)의 경우 붕괴 형성 시 설정된 붕괴 시작점을 

기준으로 시간에 따라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며 붕괴부가 형성된다. 이때, 1D 모델은 원형으로 (USACE, 

2018), 2D 모델은 사각형 형태로 확대된다 (USACE, 2016). 붕괴가 

지속되어 상단부가 사라진 개수로 형태가 되면 설정된 측면 경사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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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시간에 따라 사다리꼴 모양으로 최종적으로 형성되며 (USACE, 

2016), 최종 붕괴 형태는 실제로 붕괴된 형상을 참고하여 바닥 붕괴 

폭 12 m, 측면 경사는 1로 설정되었다 (Fig. 4.27). 

Fig. 4.27 Process of reservoir breach development in 1D, 2D, and

3D numerical models

  3D 모델 (FLOW-3D)의 경우 기존 수치모델과 비교될 수 있도록 

2D 모델을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제체의 파이핑 붕괴 형상을 

시간대별로 3차원 모델링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간에 따른 파이핑 

붕괴 형상이 모의될 수 있게 하였다 (Fig. 4.28). 또한 3D 

모델에서는 실제 붕괴 형상이 포함된 지형자료가 이용되었기 때문에 

최종 붕괴 형태에 대해서는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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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tep Breach development form B : H (m)

0 0 : 0

5 2 : 1

17 6.8 : 3.4

30 12 : 6

31
(Completely breach)

12 : 6

Fig. 4.28 Process of reservoir breach development in FLOW-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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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홍수파 해석 시나리오

  실제 홍수 피해면적과 모델별 해석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붕괴 

시나리오 설계 시 저수지 수위의 초기값이 검토되었다. 모든 

시나리오는 모의 초기 하천의 기저수위 형성을 고려하여 붕괴 전 

180초의 수위로 설정되었다. 구축된 저수지의 수위-용적량곡선, 

여수로의 저수위-방류량 곡선, 유역 유출량 자료를 기반으로 댐 붕괴 

모델 (HEC-HMS: Dam break)을 이용해 앞서 정의한 실제홍수위 

(A.W.L)를 산정한 결과 수위는 EL. 53.308 m, 용적량은 11.460 

ton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조사 시 관측된 여수로의 월류 흔적 

표고를 ‘최고수위 (M.W.L)’로 정의하였을 때, 해당 수위는 EL. 

55.460 m로 산정되었으며, 해당 수위의 용적량은 28.248 ton으로 

나타났다 (Fig. 4.29, Table 4.11). 

Fig. 4.29 Diagram of the reservoir failure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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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Description
Water level

(EL.m)

Volume

(m³)

Actual water level
(A.W.L)

Maximum spillway overflow
elevation

53.308 11,460

Maximum water level
(M.W.L)

Estimated spillway overflow
elevation

55.460 28,248

Table 4.11 Definition of reservoir failure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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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저수지 붕괴 홍수파 해석 결과

  UAV-SfM 기법으로 구축된 지형자료와 구축된 저수지 붕괴 

홍수파 해석조건을 기존 수치해석 모델 및 3차원 수치해석 모델에 

입력하고, 저수지 붕괴 홍수파 해석에 따른 홍수파 도달 흔적지도를 

산정하여 실제 피해면적과 비교하였다. 

4.4.1. 1차원 해석 결과

  1차원 수치해석은 먼저 댐 붕괴 모델을 이용해 저수지 붕괴에 따른 

방류량이 산정되었다. 1차원 모델은 실제 홍수파 흔적과 비교하여 

해석 정확성의 유의미함만을 검정하고자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최대 

수위에 대해서는 모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제 홍수위를 이용한 

즉시 붕괴 시나리오와 파이핑 붕괴 시나리오 적용 시 각각 산정된 

붕괴 방류량은 Fig. 4.30과 같다.

Fig. 4.30 Estimation of reservoir discharge using the dam brea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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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 방류량은 즉시 붕괴 시 붕괴 후 1분 경과 시점에서 첨두 유량 

(81.40 m³/s)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3분 만에 모두 방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파이핑 붕괴 시 붕괴 후 6분 경과 시점에서 첨두 

유량 (60.77 m³/s)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2분 만에 모두 방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정된 붕괴 방류량 곡선은 지형자료가 입력된 

HEC-RAS 1D 모델의 저수지 붕괴부에 해당하는 하천 유입 

경계조건으로 연계하여 홍수파 해석을 수행하고, 저수지 붕괴에 따른 

하류부 홍수파 도달 흔적을 산정하였다 (Fig. 4.31). 

Fig. 4.31 Result of 1D flood wave analysis for breach scenarios

  해석 결과 1차원 모델의 경우 제내지에서 홍수파의 도달 흔적 

범위가 매우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위가 관측되었다. 이때 각 횡단면도의 수위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시간에 따른 수위 변화가 횡단면도 상의 

어느 지점이든 위치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수위값이 적용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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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Fig. 4.32). 이는 1차원 해석 특성에 따른 한계점으로, 

횡단면도 단면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해석 정확도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1차원 모델은 시간에 따른 제내지의 

홍수파 전파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Fig. 4.32 Variation graph of flood wave depth

4.4.2 2차원 해석 결과

  저수지 붕괴 모의를 위한 제체 붕괴 설정 시 경험적인 계수의 

입력이 요구되었다. Goodell (2016)은 Table 4.12와 같이 

측방구조물에 대해 입력 범위를 제시한 바 있으나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였으며, 저수지 붕괴 시 입력되어야 할 수치는 명확히 제시된 

자료가 없었다. 또한 USACE HEC (2016a)에서 제시한 수치 범위는 

기준이 매우 모호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모델과 제체 

붕괴부의 방류량이 같도록 계수를 보정하여 입력하였다. 반복 해석을 

수행하여 보정된 계수를 찾았으며, 그 과정에서 입력값에 따라 

방류량의 차이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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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cases Description

Range of weir

coefficients

(SI units)

Levee/Roadway
(3 ft or higher above

natural ground)

� Broad crested weir shape,

flow over levee/road acts like

weir flow.

0.83 to 1.43

Levee/Roadway
(1 to 3 ft elevated
above ground)

� Broad crested weir shape,

flow over levee/road acts like

weir flow, but becomes

submerged easily.

0.55 to 1.1

Natural high ground
barrier

(1 to 3 ft high)

� Does not really act like a

weir, but water must flow

over high ground to get into

2D flow area.

0.28 to 0.55

Non elevated overbank
terrain. Lateral structure

not elevated above
ground.

� Overland flow escaping the

main river.
0.11 to 0.28

Table 4.12 Weir coefficient input guideline for flood simulation of

HEC-RAS (Goodel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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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3 The difference in reservoir breach discharge according to the weir coefficient of 2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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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ir coefficient가 0.2에서 1.0으로 증가할수록 시간당 방류량이 

많아지고 홍수파의 전파 범위는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본값 1.44일 때 단시간에 매우 많은 방류량이 

관찰되었으며, 붕괴 후 4분이 채 안되어 저수지가 모두 방류되고, 

오히려 상류 (저수지) 쪽으로 일정하게 미량의 유량을 역으로 

내보내는 현상이 나타났다 (Fig. 4.34).

Fig. 4.34 Comparison of flood wave characteristics for weir

coefficient in 2D model

  다양한 Weir coefficient 조건에서 모의를 수행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Weir coefficient가 1.0 일 때, FLOW-3D의 홍수파 

해석 결과와 가장 근접하게 관측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값을 최종 홍수파 해석을 위한 입력값으로 결정하고, 붕괴 

시나리오별 홍수파 해석를 수행한 결과 Fig 4.35와 같이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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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5 Result of 2D flood wave analysis for breach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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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3차원 해석 결과

  3차원 모델은 RNG 난류 모델이 적용되어, Weir coefficient와 같은 

경험적인 입력값이 요구되지 않아 반복 해석을 수행하여 입력값을 

보정하는 작업이 불필요하였다. 3차원 모델의 붕괴 시나리오별 최종 

산정된 홍수파 해석 결과 Fig. 4.36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모든 

시나리오에서 홍수파는 Fig. 4.1의 C 지점 교량의 가드레일을 직접 

통과하여 하류부 제내지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실제 홍수위 시나리오 해석에서도 홍수파가 Fig. 4.1의 C 지점 근처 

도로와 그 아래의 하류부에 영향을 주었으며, 가드레일이 홍수파의 

물리적인 영향에 따라 하류부 쪽으로 기울어졌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대 수위 시나리오 해석 시 홍수파의 하이드롤릭 점프 

(Hydraulic jump)가 선명하게 관찰되었으며, 이에 따라 홍수파가 

실제 홍수위 시나리오를 모의했을 때보다 더 역동적인 전파 현상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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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6 Result of 3D flood wave analysis for breach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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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모델별 해석 정확도 평가

가. 1차원 및 2차원 홍수파 해석 결과 비교

  기존 홍수파 해석모델인 1차원 모델과 2차원 모델은 실제홍수위와 

제체의 즉시 붕괴 또는 실제홍수위와 파이핑 붕괴를 가정하고 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첫째, 제체의 붕괴 특성에 따른 

방류량의 차이를 검토하였을 때, 모델별로 방류되는 유량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1차원 모델은 Breach weir 

coefficient의 변경이 불가하며, 모델 내에서 일괄적으로 SI 단위 

기준 1.44로 설정하여 계산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HEC-HMS, 

2014). 이에 따라 파이핑 붕괴가 종료되고, Weir 흐름의 지배를 받는 

완전 붕괴 시점부터 해석 결과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모델별로 최소 계산단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1차원 모델의 최소 

계산단위는 분 단위이며 2차원 모델은 초 단위로 계산되고 있어, 

붕괴에 따른 총 방류량이 같다고 볼 때, 1차원 모델은 초 단위로 

해석이 고려되지 않아 그래프의 개형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13). 둘째, 모델의 해석 방법의 차이로 하류부 

피해 면적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1차원 모델의 경우 

피해 면적과 그에 따른 수심이 2차원 모델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며, 이는 1차원 모델이 각 횡단면도 상에서 단방향으로만 

수위를 해석하여 전파하는 한계점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2차원 

모델은 격자마다 x 와 y 방향으로 홍수파가 해석되어 시간에 따른 

홍수파의 확산이 1차원 모델에 비해 매우 자연스럽게 해석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1차원 수치모델의 경우, 저수지 붕괴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산정에 부적합한 모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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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ch scenario Model Breach outflow

Actual water level

(immediate breach)

1D

2D

Actual water level

(piping breach)

1D

2D

Table 4.13 Comparison of breach outflow of 1D and 2D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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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원 및 3차원 홍수파 해석 결과 비교

  2차원 모델과 3차원 모델의 주요 차이는 2차원 모델의 경우 해석 

격자에 따른 평균 깊이 계산방식을 취하고 있어, 3차원 모델에 비해 

해석 격자 크기에 따라 지형 인식률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해석 격자가 조밀하지 않을수록 지형 인식 

오차로 인한 해석 차이가 발생하였다. 또한, 두 모델 모두 붕괴에 

따른 홍수파의 흐름은 초기에 서로 유사한 분포를 띄었으나, 이후 

Fig. 4.1의 C 지점 하류부부터 피해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첫째, 

저수지 수위를 실제홍수위로, 제체 붕괴를 즉시 붕괴로 가정하여 

모의한 경우 Fig. 4.37과 같이 큰 해석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차원 모델의 경우 Fig. 4.1의 C 지점 하류부 

제내지에서의 피해가 전혀 산정되지 않은 반면, 3차원 모델의 경우 

Fig. 4.1의 C 지점 하류부 제내지에서 피해가 약 6,010 m²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저수지 수위를 실제홍수위로, 제체 붕괴를 

파이핑 붕괴로 가정하여 모의한 경우 전체적으로 피해면적이 

감소하였으며, 3차원 모델의 경우 여전히 Fig. 4.1의 C 지점 하류부 

제내지 피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저수지 수위를 

최대홍수위로, 제체 붕괴를 즉시 붕괴로 가정하여 모의한 경우 두 

모델 모두 Fig. 4.1의 C 지점 하류부 재내지에서 홍수파의 도달 

흔적이 관측되었다. 하지만 2차원 모델이 3차원 모델보다 홍수파가 

현저히 적게 전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차원 모델에서 난류 

근사 해석을 수행하였을 때, 교량에 의한 홍수파의 진행을 좌, 우로 

분산시키는 반면, 3차원 모델에서는 홍수파가 동역학적 해석에 의해 

교량 상부로도 전파되어 흐르는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107 -

※ ‘A.W.L: immediate breach’ scenario

(a) HEC-RAS 2D (b) FLOW-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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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L: piping breach (0.1 hr)’ scenario

(c) HEC-RAS 2D (d) FLOW-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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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W.L: immediate breach’ scenario

(e) HEC-RAS 2D (f) FLOW-3D

Fig. 4.37 Comparison of 2D and 3D models of flood wave travel map of breach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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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홍수파 도달 범위와 대조 시 실제홍수위와 즉시 붕괴를 

가정하여 모의한 2차원 모델의 피해 면적은 약 13,041 m²로 실제 

홍수파 도달 범위 대비 약 57%에 해당하는 수치로 실제보다 매우 

과소 추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3차원 해석 모델의 경우 약 

21,728 m²의 피해면적이 산정되었으며, 실제 피해면적 대비 약 

95%에 해당하는 수치로, 실제 홍수파 도달 범위와 매우 유사하게 

산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체의 파이핑 붕괴 시나리오 수행 결과는 

실제 홍수파 도달 범위와 비교 시 2차원 모델은 52%, 3차원 모델은 

81%로 산정되어 제체의 즉시 붕괴 시보다 홍수파 해석 정확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연구대상 저수지의 제체는 즉시 붕괴를 

일으켰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저수지의 극한의 상황을 가정한 모의 

상황으로 저수지 용적량의 변화에 따라 모델별 피해면적의 해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된 최고수위를 모의한 경우, 실제 

홍수파 도달 범위와 비교 시 2차원 모델의 경우 165%, 3차원 모델의 

경우 218%가 산정되어 실제홍수위 상황보다 각각 108%, 123%가 

Breach scenario Model Max flood depth

Actual water level
(immediate breach)

2D 1.64

3D 1.79

Actual water level
(piping breach)

2D 1.10

3D 1.14

Maximum water level
(immediate breach)

2D 2.74

3D 2.81

Table 4.14 Estimation of max flood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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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여, 3차원 모델에서 실제홍수위 대비 더 넓은 홍수파 도달 

흔적을 해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지인 

모원저수지는 총 저수용량이 1만 ton 내외로 그 규모가 매우 작아, 

본 저수지의 붕괴로 인한 하류부의 실제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홍수파의 크기나 도달 범위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치해석모델별 분석결과 차이가 명백히 나타나는 만큼, 저수지 

규모가 커질수록 해석 결과의 차이가 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추후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검증과 다른 

모형들과의 비교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Case

Flood wave travel

domain

(A, m²)

Model

Simulation

results

(B,m²)

Comparison of

A and B

(B / A)

Actual water level:
immediate breach

22,816.67

2D 13,041.96 57%

3D 21,728.01 95%

Actual water level:
piping breach
(hr = 0.1)

2D 11,871.34 52%

3D 18,516.73 81%

Maximum water level:
immediate breach

-

2D 37,836.05 165%

3D 49,942.01 218%

Table 4.15 Comparison of estimated flood wave travel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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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모델별 사용성 비교 시, 2D 모델의 경우 해석시간은 3D 

모델보다 짧았으나 지형의 보정작업과 솔버의 불안정성으로 수차례 

반복해석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최종 결과 확인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더 

요구된 반면, 3D 모델의 경우 지형과 모델 설정에 있어 수차례 

반복해석이 불필요한 대신, 최종 결과물 획득까지 솔버의 해석 시간에 

크게 의존되었다. 결과적으로 두 모델 모두 최종 해석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하나, 3D 모델은 한 번에 정확한 해석 결과를 획득할 기회가 높아 

기존모델을 대체하여 사용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Case HEC-RAS 2D FLOW-3D

Calculation time � About 21 hours � About 90 hours

Model Settings

� Calibration of the

terrain data must be

required.

� Empirical coefficient

values must be required

for turbulent

approximation.

� Calibration of the

terrain data no

required.

� No required empirical

coefficient value due

to automatic 3D

turbulence analysis.

Solver stability
� Minimum Computation

interval = 0.1s

� Automatic time-step

control

Required
resources

(RAM : 32GB)

� CPU usage : 100%

� RAM : 50%

� CPU usage : 100%

� RAM : 86%

Acquisition &
modification

� Access impossible

during solver.

� Simulation modification

and acquisition are

possible during solver.

Time required to
get to the final

result

� More required than 3D

model due to calibration

and low solver stability.

� Highly dependent on

solver analysis time.

Table 4.16 Comparison of flood wave analysis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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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 수립에 활용되는 

홍수위험지도 구축에 필요한 수치해석 방법론을 새롭게 개발하여, 

정밀한 홍수위험지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UAV-SfM 기법을 이용해 고해상도 지형자료를 구축하고, 

하도구간의 지점별 유입량을 산정하여 저수지 및 하천의 지점별 

경계조건으로 입력하였으며, 저수지의 붕괴 특성과 수위에 따른 붕괴 

시나리오를 설계하여 저수지 붕괴 홍수파 해석조건을 구축하고 실제 

홍수파 도달 범위와 수치모델별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홍수파 예측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홍수파 수치해석을 위한 UAV 최적 촬영조건 선정] 지형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UAV-SfM 기법의 최적 촬영조건을 결정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3차원 점군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공간해상도, 중복도, 각도에 따른 촬영조건을 달리하여 홍수파 

흐름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지형인자 재현율을 

비교하고, 촬영면적과 3차원 수치해석 수렴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해상도와 촬영면적을 갖는 최적 촬영조건을 선정하였다.

2. [UAV-SfM 기법을 이용한 대상지역 지형자료 구축] 구축된 

대상지역의 점군 모델을 기존수치모델에서 요구되는 DSM과 

3차원 모델에서 사용 가능한 3D mesh object로 각각 변환하고, 

실제 지형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저수지 제체, 교량, 수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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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간부 및 하단 지형 등 대상지역의 지형을 모두 잘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DSM은 최상단 표고값만을 이용해 

생성된 2차원 래스터 형식의 자료로써, 교량 등이 실제 수로 

특성이 반영되기 위한 보정작업이 반드시 요구되었다. 또한 

현장조사와 항공촬영, UAV-SfM 기법을 이용해 생성한 

정사영상을 통해 실제 홍수파 도달 흔적지도를 구축하여 모델별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되도록 하였다.

3. [저수지 붕괴 홍수파 해석조건 설정] 붕괴 직전의 저수지 수위와 

하천의 기저수위를 고려하기 위해 하도 구간별 유입량을 산정하여 

지점별 경계조건과 저수지의 붕괴 직전 수위를 설계하였으며, 

저수지의 붕괴에 따른 방류량을 추정하기 위해 저수지 붕괴 

특성을 검토하였다. 모델별 홍수파 해석 결과를 붕괴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저수지 수위별 해석 결과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4. [1차원 홍수파 해석 (기존모델)] 지형자료 인식의 한계로 구축된 

지형자료를 이용해 구축된 종·횡단면도를 입력하여 홍수파 해석을 

수행하였다. 제체의 즉시 붕괴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1차원 홍수파 

해석 결과 횡단면도별로 1차원 단방향 수위상승만을 묘사할 수 

있어, 시간에 따른 재내지의 홍수파 전파 범위 산정이 어려워 

홍수파 해석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2차원 홍수파 해석 (기존모델)] 2차원 해석 모델의 경우 

지형자료 인식의 한계로 유체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교량 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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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거와 같은 수로에 대한 보정작업 없이는 정확한 홍수파 모의가 

불가능하였다. 또한 모델의 난류 근사의 한계로 경험적인 

입력값이 반드시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형자료의 보정과 

수차례의 반복 해석이 요구되었다. 홍수파 해석 결과 실제 홍수파 

도달 흔적과 비교 시 57%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차원 모델의 

경우 난류 근사의 한계로 홍수파가 교량을 지나면서 해석 

정확성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6. [3차원 홍수파 해석 (제안모델)] 3차원 해석 모델의 경우, 

UAV-SfM 기법을 이용해 구축된 지형자료를 큰 보정 없이 

이용이 가능했으며, 이를 이용한 홍수파 해석 시 실제 홍수파 

도달 범위와 95% 근접한 결과를 도출했다. 이는 구축된 

지형자료를 인식하는 VOF 방법과 RNG 난류 모델이 결합된 

유동해석으로 교량 등의 특정 지형을 통과하는 홍수파의 해석 

오차가 최소화 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7. [연구 의의 및 향후 연구 계획] 또한, 추후 본 연구의 홍수파 

해석 방법을 토대로, 대상 저수지보다 더 큰 규모의 저수지에 

대해 붕괴 홍수파를 해석할 경우 기존 1, 2차원 해석모델과 3차원 

해석모델의 결과 차이가 더 확연히 나타날 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UAV-SfM 기법을 이용한 지형자료를 연계한 

홍수파 모의 시 기존 홍수수치모의모델의 한계점을 구명하고, 

새로운 홍수파 해석 방법론을 제시하여 정확한 홍수위험지도 구축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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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3D Numerical Analysis Algorithm 

for Dam Break Flood Wave

Lee, Jonghy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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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of 2018, 81.2% of the 17,240 reservoirs in Korea are aging 

facilities which are 50 years after construction. Reservoir failure 

often occurs since climate change and meteorological disasters 

recently have increased. For that reason, the flood hazard maps 

were developed for some enormous dams to rank maintenance 

priority, but they reflect few geological characteristics and fluid 

dynamic attributes. When the flood is numerically analyzed, 

dynamic changes of fluids by geological characteristics have 

enormous impacts on estimating wave travels. Therefore, new 

reservoir failure model was conducted in this study to precisely 

predict downstream flood damage due to the failure of 

agricultural reservoirs. The prediction accuracy of the model 

was assessed by comparing the actual wave travel domain with 

the result. Limits of the previous model and novel flood wave 

analysis prediction method were presented by compar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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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model with the previous model. First, Structure from 

Motion (SfM) method, getting the 3D structure from 2D 

continuous images, and Unmanned Aerial Vehicle (UAV) method 

effective to gain close-up images were combined to develop 

topological data. The topological reproducibility rate of point 

cloud model according to photographing condition was examined. 

The optimum photography was gained when the resolution was 

2.5 cm/pixel, the frontal overlap was 80%, side overlap was 

72%, and the photography angle was 55°. Second, the inflow 

hydrograph of each stream section was estimated and set as 

boundary conditions of each point, to compare reservoir water 

level about to failure with the baseflow of the stream. Third, 

reservoir failure cause, failure duration, and breach shape were 

examined to analyze breach discharge hydrograph. Flood wave 

travels of each model according to reservoir water level about 

to failure were compared. The 1D model estimated the 

overrated flood wave travel domain calculated because the flood 

wave was interpreted only 1D propagation. Therefore, the 1D 

model could not calculate the flood wave travel domain in 

receptors. The 2D model used the digital surface model as 

topological data, combined 2D pixels and the highest elevation 

of each points, so streamline calibration was required. Several 

calculations were required to precisely make model, due to weir 

coefficient was empirical value. The 2D model result was 57% 

similar to the actual flood wave travel domain, which repres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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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ynamic analysis limit of the 2D model. 3D model required 

a few calibration tasks for some area and no repetitive 

calculation to set coefficients. The 3D model result was 95% 

similar to the actual flood wave travel domain, which represents 

the great accuracy of the model. Piping breach scenario result 

of the dam was less similar to the actual flood wave travel 

domain, so it could be assumed that the dam was breached 

immediately.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that the analysis of 

the dam break flood wave for a large reservoir will show a 

greater difference from the existing model. Limits of the 

previous numerical models were determined to base on this 

study, and a new methodology was presented to make precise 

flood risk maps to rank reservoir maintenance priority.

Keywords : Dam break; Flood wave; Numerical analysis; 

UAV-SfM; Flood hazard map

Student number : 2018-2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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