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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측 유역을 포함한 임진강 유역에서의 홍수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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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임진강 유역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군남홍수조절지 하류의 홍수피해 최소화

를 위해, 군남홍수조절지 상류에 위치한 임진강 유역의 미계측 유역과 군남홍수조절지 하류에 대해 1차원 수

리학적 모형을 구축하고 최적 홍수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임진강유역의 대상구간을 황강댐~군남홍수조절지

와 군남홍수조절지~한강합류부의 2구간으로 나누고, FLDWAV 모형을 이용하여 1차원 하천수리해석을 수행

하였다. 구축된 1차원 FLDWAV 모형을 2012, 2013 및 2015년 홍수사상에 적용하여 계산된 수위 및 유량을

횡산, 군남, 적성, 통일대교에서의 실측치와 비교함으로써 모형의 보정과 검증을 수행하였다.

핵심용어 : FLDWAV, 군남홍수조절지, 운영기법 개선, 홍수추적

1. 서 론

임진강유역은 유역면적의 약 63%가 북한지역에 위치하는 특성으로 인해 수해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에 많

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다. 군남홍수조절지는 2003년 북한이 황강댐을 건설 중인 것을 확인하여 홍수조절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추진하여 2011년 10월에 완공,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지성 집중호우, 강우의 지역적

편차, 북한의 임진강 유역 내에 위치한 황강댐, 4월5일댐 등의 예고 없는 방류와 같은 임진강 유역의 홍수

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였고, 임진강 유역내 북한지역 댐들의 운영상황을 알지 못하여 홍수와 같은 긴

급 상황 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K-water.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임진강 유역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군남홍수조절지 하류의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군남홍수조절지 상류에 위

치한 임진강 유역의 미계측 유역과 군남홍수조절지 하류에 대해 1차원 수리학적 모형을 구축하고 최적 홍수

추정하여 군남홍수조절지의 효율적 운영기법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 최적 홍수추정

2.1 1차원 모형 구축

본 연구의 대상 구간 중에서 황강댐~군남홍수조절지 구간은 북한 지역 및 군사분계선과 접하고 있는 접경

지역으로 실측된 하도단면을 얻기는 사실상 어려운 지역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구간에 대해서는 군사지형도

와 위성지도를 이용하여 FLDWAV 모형의 지형단면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군남홍수조저지~한강합류부 구간

은 임진강 하천기본계획(2011)을 통해 실측이 이루어진 하도단면을 이용하였다. 임진강 하천기본계획(2011)에

서는 HEC-RAS 모형을 적용하여 임진강의 계획홍수량을 산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HEC-RAS 모형의

지형단면을 FLDWAV 모형 (Fread, 1998)의 적용 단면으로 변환하여 FLDWAV 모형을 적용하였다.

FLDWAV 모형의 지류유입량과 모형의 검보정을 위한 계산치과 관측치와의 비교를 위해 황강댐~군남홍수

조절지 구간에서는 횡산수위표(필승교)를 군남홍수조절지~ 한강합류부 구간에서는 군남수위표(임진교), 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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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표(비룡대교)에서 관측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통일대교 수위표와 한탄강에서의 임진강으로의 유

입량를 적용하기 위해 전곡수위표(사랑교)를 사용하여 대상구간에서의 FLDWAV 모형의 검보정을 수행하였

다. 대상구간의 조도계수는 임진강 하천기본계획(2011)에서 4개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도계수의 범위

내에서 가장 적합한 조도계수를 산정하였으며, 하류부에서 상류부까지 0.021~0.040의 범위로 적용하였다.

2.2 모형의 검보정

대상구간에 대해 구축된 FLDWAV 모형의 지형 및 매개변수 보정 및 검증을 수행하였다. FLDWAV 모형

의 보정과 검증은 대상구간을 2구간으로 나누어 수행하였으며, 첫 번째 구간은 황강댐~군남홍수조절지 구간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은 군남홍수조절지~한강합류부 구간으로 선정하였다. 대상구간에 대한 매개변수 보정을

위해 적용 홍수 사상은 2013년 7월 11일 23시~7월 16일 22시까지 120시간의 홍수사상을 적용하였다. 황강댐~

군남홍수조절지 구간에서는 상류단 경계조건으로 황강댐 방류량이 사용되어야 하나 황강댐이 북한 지역에

위치하여 방류량 자료의 취득이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황강댐 방류량 대신 군남홍수조절지 유입량 및 홍수

파 도달시간을 이용하여 황강댐의 방류량을 역추적한 후, 이 값을 상류단 경계조건으로 적용하고, 하류단 경

계조건은 군남홍수조절지의 관측수위를 적용하였다. 군남홍수조절지~한강합류부 구간에서의 상류단 경계조건

으로는 군남홍수조절지의 방류량을 하류단경계조건은 강화대교 관측조위가 적용하였다. 그리고 지류 유입량

은 COSFIM 모형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모형의 검증은 2015년 8월 2일 24시~8월 6일 23:00(120시간) 홍수사

상을 적용하였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군남홍수조절지의 효율적 운영기법 개선을 위해 황강댐~군남홍수조절지, 군남홍수조절지~

한강합류부의 2구간으로 나누어 수리학적 홍수추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모형의 검보정을 위해 황강

댐~군남홍수조절지 구간에서는 2013 및 2015년 홍수사상을 적용하였고, 군남홍수조절지~한강합류부 구간에서

는 2012, 2013, 2015년 홍수사상을 적용하였다. 모형의 검보정은 횡산(신필승교), 군남(임진교), 적성(비룡대

교), 통일대교에서의 실측치와 계산 수위 및 유량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비교가 이루어진 모든 지점

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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