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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충주댐을 중심으로 남한강 상류 및 하류구간에 대해 보다 정확한 홍수해석을 위해 2007년 하도 측량자료
를 비롯한 과거 하상자료를 이용하여 수리학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상류구간은 영월2 수위관측소에서 충주댐
직상류 구간으로 선정하였으며, 하류구간은 충주댐을 상류단으로 그리고 팔당댐을 하류단으로 선정하였다.
대상구간 내 존재하는 주요 지류의 하도자료를 반영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에 대한 보정을 위해 2006
년에 발생한 홍수사상을 중심으로 2007년, 2008년 사상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1990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하
였던 주요 홍수사상을 대상으로 모형의 검증을 실시하여 모형의 정확도를 검토하였다.
핵심용어 : 남한강, 수리학적 모형, DWOPER 모형

1. 서론
팔당댐 상류의 남한강은 유역면적이 12,407.58km2로 북한강의 약 1.6배에 해당한다. 남한강에 유일하게 건
설되어 있는 충주댐의 유역면적은 소양강댐의 2.5배지만 저수량은 소양강댐보다 오히려 적어 충주댐 상ㆍ하
류 구간에서 홍수발생의 위험은 북한강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인해 홍수발생 위험이 높아질
경우 충주댐의 상류와 하류에서는 충주댐의 홍수위와 방류량을 두고 심각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2006
년에 발생한 집중호우는 이러한 문제를 실제로 야기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강 유역의 홍수 방어능력 검토와 홍수방어대책 강구에 필요한 동수역학적 홍수추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남한강 유역을 충주댐 상류구간과 충주댐 하류구간으로 나누어 최근에 이루어진 하도 측
량자료를 이용하여 수리학적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2006년, 2007년, 2008년도의 실측 수문자료에 대해 모형의
보정을 실시하고 1990년부터 2005년도에 발생한 홍수자료들을 이용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2. DWOPER 모형
DWOPER(Dynamic Wave Operational Model) 모형은 미국 기상청(NWS)의 D.Fread에 의해서 개발된 대




표적인 범용 1차원 하천모형으로 미국내 여러 하천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하천에 적용된 바 있다.
DWOPER 모형은 하도에서의 홍수해석을 위해 동역학적 흐름 방정식을 4점 음해기법(four-point implicit
method)에 의한 유한차분해석을 실시하여 그 해를 구하게 된다. 홍수파 해석을 위한 Saint-Venant 식은 식
(1), (2)의 연속방정식과 운동방정식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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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국내에서 DWOPER 모형은 불확실도 기법을 도입한 홍수 범람해석 및 월류 위험도 해석, 제방월류 및
붕괴에 따른 홍수해석, 제내지에서의 범람해석 그리고 하도의 종횡단 측량자료인 HEC-2 또는 HEC-RAS
모형의 단면자료를 자료의 변형없이 입력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DWOPER-2K 모형(김상호
등, 2000)으로 개발되어 있으며, 이 모형에 대해 실시간 모의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듬을 구축함으로
서 실시간 모의를 수행할 수 있는 DWOPER-2K(RT:Real Time) 모형으로 개발된 바 있다.

3. 모형의 구축
3.1 유역의 개요
남한강 유역에 대한 모형을 구
축하기 위하여 충주댐을 기준으로
남한강 상류와 하류로 구분하였으
며 남한강 상류구간에서는 영월2
수위관측소를 상류경계로 하고 충
주댐을 하류경계로 하였으며, 지류
인 평창강은 영월1 지점을 상류경
계로 선정하였다. 상류경계 조건은
주로 유량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하
류경계 조건은 충주댐의 저수위를
사용하였다.
남한강 하류구간에서는 충주댐을
상류경계로 사용하고 팔당댐을 하
류경계로 하였으며 그 사이에 포함
된 지류인 달천, 문막, 청미, 복하
천, 청평댐, 경안관측소 지점을 지
류의 상류경계로 선정하였다. 충주
댐의 방류량을 상류단 경계자료로,

그림 1. 남한강 유역도

팔당댐의 수위자료를 하류단 경계자료로 사용하였다.
3.2 수리학적 모형의 구축
수리학적 모형의 구축을 위해 대상구간 내 하상단면자료와 상ㆍ하류단 경계자료를 이용하였다. 대상구간
내 존재하는 남한강의 9개 수위관측 지점에서 2006년, 2007년, 2008년에 발생한 홍수기 동안 관측된 자료를
활용하여 모형의 보정을 실시하였다.
그림 2의 (a)~(f)는 남한강 상ㆍ하류 구간의 주요 수위관측지점에 대해 관측수위와 모형의 모의결과를 비교
한 그림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구간에 대해 과거 시행된 실험결과를 토대로 수리학적 모형을 이용하여 과
거 홍수사상의 관측수위를 가장 잘 재현할 수 있도록 조도계수를 구간별 그리고 유량별로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작업과정이 매우 복잡한 단점이 있지만 실제 발생한 홍
수사상에 대해 비교 검토하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
월이나 영춘지점에서 발생한 관측기기의 이상치를 제외하면 대체로 잘 일치하고 있었다.
표 1에서는 모형의 보정에 사용된 2006년 사상에 대한 최대 수위값의 차이와 RMS 오차를 나타내었다. 모
형의 보정을 통하여 구축된 수리학적 모형에 대한 검증을 위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1개년도 14개 홍수
사상에 대한 실측 수문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그림 3의 (a)~(d)에서 보는 바와같이 관측자료와 모의결과가 비
교적 잘 일치하고 있었다.

(a) 2006년 영월

(b) 2008년 영춘

(c) 2006년 목계

(d) 2007년 목계

(e) 2006년 여주

(f) 2008년 여주
그림 2. 모형의 보정 결과

표 1. 지점별 최대 수위값 비교(2006년 사상)
지점
상
류

하
류

영월
영춘
청풍
조정지댐
목계
우만
여주
이포
양평

관측수위
최대수위
발생시간
(m)
(hr)
11.09
114
16.72
115
43.95
125
65.18
123
9.70
122
9.55
123
9.91
124
8.40
118
11.51
128

계산수위
최대수위
발생시간
(m)
(hr)
11.37
116
16.70
117
44.09
126
65.18
121
9.64
122
9.52
122
10.00
122
8.42
123
11.71
124

수위차
(m)

RMS 오차
(m)

0.28
0.02
0.14
0.00
0.06
0.03
0.09
0.02
0.20

0.929
0.379
0.963
2.953
0.267
0.315
0.178
0.427
0.191

(a) 2005년 영월

(b) 1998년 영춘

(c) 2003년 여주

(d) 2001년 양평
그림 3. 모형의 검증 결과

4. 결론
DWOPER 모형을 이용하여 충주댐 상류인 영월2 수위관측소에서 충주댐까지의 상류구간과 충주댐에서
팔당댐까지의 하류구간에 대해 실측 수문자료와 하상측량자료를 바탕으로 홍수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수리
학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구간별, 유량등급별 최적의 조도계수를 시행착오법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과거
에 발생한 홍수사상을 이용하여 모형의 보정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수리학적 모형은 남
한강 유역의 수해방지를 위한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하천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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