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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영향을 고려한 금강유역에서의 2차원 수리해석

2-D Hydraulic Analysis Considering Weir Effects

in Geum River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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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사업 이후 다기능보 건설에 의해 하천환경의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향후 하도의 안정성 확보

는 물론 효율적 유지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의 하도현황에 대한 수위-유량 측정성과가 부족한

상황으로 수위-유량 관계는 수위 및 유량측정 성과로부터 도출되나 내재적인 불확실성, 측정에 따른 오차 등

으로 개발된 관계식마다 차이가 크게 나는 등 불확실성이 크다. 따라서 체계적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장기간

하천상황 분석과 함께 실시간 수리학적 체류시간 분석 등을 통한 하천 및 하도내 수자원 관리 기초자료 필요

성이 요구되며, 하도 및 홍수터 등 하천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

에서는 4대강 보의 영향을 고려한 EFDC 수리모델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2차원 수리해석을 실시하였다.

핵심용어 : 보 운영조건, 2차원 수리해석, 하천관리

1. 서 론

국내에서 4대강 전체 유역에서 모든 보의 영향을 고려하여 구축되어 적용된 사례는 제한적이며, 사회·문

화적으로 요구되는 하천의 이수 및 치수 기능은 물론 생태환경적, 사회문화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하천시

스템의 근간이 되는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의 영향을 고려한 EFDC 수리모델

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류 유입에 따른 영향을 포함한 다양한 흐름 조건하에서 모형의 검보정을 실시하였

다.

2. 하천 수위·유량분석

EFDC(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는 연안, 하구, 하천, 저수지 등의 유동 및 물질수송을 모의할

수 있는 수치모형으로, 현재 미국 환경청(EPA) 공인 모형으로 지정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4대강 사업 후 수

질예측, Pulse 방류 등의 효과 검증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K-water, 대학, 연구소 등에서 적용되고 있다.

2.1 대상유역 및 입력자료 구축

대상 유역의 입력자료 구축을 위해 하천측량자료를 바탕으로 수치지형도 및 보 상·하류 정밀 측량자료를

바탕으로 격자망을 구성하고, 금강 내 주요 수위관측소를 기준으로 상·하류단 경계조건 및 지류 유입량을 경

계조건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보의 영향을 고려하여 연속형 부정류 해석에 의한 하천 수위 및 유량을 분석

하기 위해 내부 경계조건을 사용하여 세종보, 공주보 및 백제보의 방류량을 입력하여 모의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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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원 연속형 부정류 해석

단일 모형으로 보에서의 물리적인 현상을 반영한 연속형 부정류 해석을 실시하여, 변화된 하천을 반영한

2차원 수리해석을 실시한 결과 세종보와 백제보 사이에 위치한 마어구 관측소의 실측 수위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그림 1).

그림 4. 모형의 검증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변화된 하천을 정확히 반영하고, 보의 운영조건을 고려한 2차원 수리해석을 통해 하천관리

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 하천지형자료, 보의 형태 및 방류패턴 등의 분석을 통한 수리해석으로 다양한 유량조건에 대한 연속형

부정류 해석체계를 구축하였다.

2. 본 연구를 통해 금강유역에서 평수기 및 홍수기 등 다양한 조건의 보 운영에 대한 하천관리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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