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서  론

우리나라의 최근 10년 연도별 구조출동 통계에 의하면, 

수난 사고는 2010년 6,690건에서 2019년도 8,825건으로 증

가하는 추세이다(1).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대표적 사고로

는, 2011년 6월 급류에 빠진 구조대상자를 수중구조 활동 

중 구조대원이 수로관에 휩쓸린 사고, 2020년 7월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나 급류지역 내 물놀이 중 익수자 구조 중 

수로관에 구조대원이 휩쓸린 순직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러한 수난 사고는 특히 여름철에 흔히 발생하는 국지성 호

우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 계곡이나 강 등 급류지

역에서 종종 발생된다. 본 연구에서는 급류지역의 수로관 

주변의 위험성을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해석

프로그램인 ANSYS R1를 활용하였다. 실제 수난사고가 일

어난 현장 조사를 하고, 측정 값을 토대로 급류지역 내 수로

관이 있는 교량을 월류하는 것을 가정하여 유속별 수로관 

내부의 유속 분포 분석을 통해 수난 구조 시 어느 부분에서 

유속이 변화하고, 위험한지 CFD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2).

2. 본  론

2.1 CFD 모델 설계

Figure 1은 전산유체역학(CFD) 수치화의 정확성을 위하

여 수난 사고가 일어난 전남 구례 피아골 계곡을 찾아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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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최근 소방공무원의 순직사고와 관련하여 급류지역 수로관 주변의 위험성에 대해 CFD 모델을 적용하여 

해석하고, 수로관 내·외부 유속 예측을 위한 기존 이론식의 결과와 비교를 통해 이론 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CFD 해석은 상용 해석프로그램인 ANSYS R1를 이용하였으며, 실제 사고현장을 실측하고 단순화하여 해석을 수행하

였다. 유속은 수로관 내부에서 외부보다 유속이 최대 4배 빠르게 측정되었고, 이 결과를 활용하여 현장 대원의 수난 

구조 활동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validity of the theoretical model was examined by applying a CFD model and comparing the results 

of the existing theoretical equations for predicting the flow velocity inside and outside water pipes, and the dangers around 

the water pipes in the torrent area in relation to the recent fatal accidents of firefighters was analyzed. The CFD simulation 

was performed using the commercial analysis program ANSYS R1; the actual accident site was measured and simplified. 

The flow velocity was measured four times faster inside the canal pipe than the outside, and the results were used to 

suggest a plan to prevent disaster relief activities and safety accidents.

Keywords : Rapid flow area, Flood rescue, CFD simulaton, Risk, Fir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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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조사를 하여 교량의 높이와 유속을 측정하여 Figure 2와 같

이 도식적으로 나타낸다. 높이는 3.1 m (교량 높이 2.1 m, 월

류 높이 1.0 m), 세로 길이는 30.0 m, 가로길이는 4.0 m로 

수로관의 길이와 같다. 수로관의 지름은 1.0 m이다. 현장조

사 시 교량(수로관) 주변의 유속을 측정한 결과는 Figure 1

에 도시하였다.

계곡은 공기와 압력의 영향을 받는 자유표면을 가지지

만, 이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최대한 단순화하여 수로관의 

유속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체와 액체 사이

의 계면은 고려하지 않고 모델링을 하였다. 














 















 


(1)

여기서 V 2/2은 운동에너지(V1은 교량 통과 전 물의 속력, 

V2는 교량 통과 후 물의 속력), 그리고 gz는 위치에너지(g는 

중력가속도, z1은 교량통과 전의 물의 높이, z2는 교량 통과 

후의 물의 높이), P/ρ는 유동에너지(P1은 교량 통과 전 에너

지이고, P2는 교량 통과 후 에너지, ρ는 유체의 밀도)이며 

모두 단위 질량당의 에너지이다. 따라서 베르누이 방정식

은 유체가 흐름선을 그리며 흐를 때, 두 점 A와 B의 높이 

그리고 두 점에서의 압력과 흐르는 속도 사이의 관계를 두 

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됨을 바탕으로 수식으로 나타

낸 것을 가리킨다(3).

2.2 CFD 모델 설계

CFD 모델 설계는 교량 및 수로관을 측정한 것을 수치화

하였다. 총 메시는 278,506개로 형성되어있으며, Figure 3은 

교량 높이 2.1 m, 간격은 8.0 m, 3.1 m, 7.4 m, 11.5 m이고, 

수로관 직경은 실제 크기인 ϕ 1.0 m, 두께는 3 mm로 설정

한 해석모델의 전처리 작업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수로

관 입구 유속은 현장조사 시 측정한 유속 값의 평균으로 

산정하였다(4).

2.3 속도 분포 

전반적인 유속 분포도를 관찰한 결과, 계곡 상류의 유속

이 1.0 m/s 값이라고 가정한다면, Figure 4에서 볼 수 있듯

이 수로관을 흐르는 최대 유속은 3.0 m/s 이상인 값을 보이

고, 교량의 월류높이(0.2 m)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4).

Figure 5를 보면 하천 급류시 유속이 2.0 m/s라고 가정했

을 때 수로관 입구로부터 약 0.4 m 지점부터 속도가 빨라

지는 것이 보였고, 내부 유속은 8.0 m/s 이상인 값을 보였

다. 상류의 속도를 달리하여도 전체적인 분포는 유지가 되

며 절대값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 

 (b)  

Figure 1. (a) Photos of incident site (b) Water flow velocity 
measurement near the bridge.

(a) 

 (b)  

Figure 2. Modeling size of the waterway pipe inside the bridge; 
(a) 3-dimensional, (b) side view. 

Figure 3. Meshes of the CFD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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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로관 입구 모형추가 속도 분포 양상 

지금까지 하천 주변 및 수로관 내부 속도분포는 수로관 

주변에 물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를 살펴보았다. 수로관 

근처에 모형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경우 수로관 주변의 유

동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아보기 위해 Figure 6에서 보이는 

것처럼 CFD 모델 설계를 위하여 모형은 사람 형상을 정교

하게 하기 위하여 메시의 노드 수는 95,155개, 집단은 

495,542개로 형성하였다.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continuity, 

x,y,z velocity에 따라 iterations를 여러 번 하였다. 여기에서

도 교량 및 수로관 크기와 두께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고, 중력가속도 9.8 m/s2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수로관 입구 주변에 모형이 있는 경우 이 모형이 수로관 

입구에서 0.8 m 떨어진 경우와 0.4 m 떨어진 경우를 비교

해본 결과 수로관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수로관 내 유속이 

빨라지고, 난류에너지 밀도가 상승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

으며, 이는 난류에너지 밀도가 클수록 난류에 의한 흔들림

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수로관 내부에 모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해본다면 모형이 없을 때 비해 

최대 유속이 8.59 m/s로 유속이 더 빨라지는 것을 Figure 7에

서 확인할 수 있었다.

2.5 속도장 및 압력장

수로관 입구 쪽에 모형을 추가했을 때 속도분포를 관찰

하면 수로관 근처에 가까워질수록 유속이 빨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이 모형이 받는 압력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알아보았다. 우선, Figure 8에서 보이는 속도장이 수로관 주

변의 유체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유체가 흘러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 x 방향으로 압력은 9,597 N 정도이고, 이때 

점성(viscous)은 유체의 흐름의 저항의 정도로 6 N을 계산

을 해보면 모형에게 미치는 힘은 9,603 N 정도로 중력가속

도 9.8 m/s2를 대입해보면 960.292 N 정도의 힘을 받는 것

(a) (b)

Figure 4. (a) Velocity distribution at the center of the water pipe 
(b) overflow velocity distribution. 

(a) (b)

Figure 5. (a) Velocity distribution around the water pipe (b) 
magnification view of the water pipe. 

(a)  (b) 

Figure 6. Model meshes for the CFD analysis. 

(a) (b)

Figure 7. Flow velocity distribution in case of a person placed 
(a) at 0.8 m, (b) 0.4 m from the entrance to the water
pipe. 

(a) 

 (b)

Figure 8. Velocity distribution of (a) a vertical, and (b) a 
horizontal section around the water pi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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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모형 주변에서는 유속의 속도가 낮아지는 

것을 보이고 모형을 지나자마자 유속이 8.372 m/s까지 빨

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Figure 9의 압력장에서 

볼 수 있듯이 압력구배(gradient)를 모형 쪽으로 이동하여 

힘을 가하는 것을 측정한 것이고, 모형이 받는 압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속은 모형이 받는 힘이 커서 그 

주변부만 유속이 느려지고 모형을 지나자마자 유속이 빨라

지는 것을 알 수 있다(5).

 

2.6 난류운동에너지(turbulence kinetic energy)

수로관 입구 쪽에 모형이 있는 경우 모형이 받는 힘이 

커서 그 주변부만 유속이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이는 난류운동에너지(turbulence kinetic energy)와도 관

계가 있어 측정해보았다. 난류운동에너지는 수로관 주변 

모형의 각 위치에서의 평균속도에서 벗어나는 정도의 평균

값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값이 크면 난류에 의한 유동의 

흔들림(drag)이 크다고 볼 수 있다. 

Figures 10, 11을 보면, 모형이 수로관 입구에서 0.8 m 떨

어진 난류운동에너지보다 0.4 m 떨어진 난류운동에너지의 

값이 1.306에서 1.467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모형이 수로관

에 가까워질수록 모형 주변 난류운동에너지 밀도가 상승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6,7).

3. 결  론

본 연구는 급류지역의 수로관 주변 위험성을 분석하였

다. 전산유체역학(CFD)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급류지역의 

주변 유속이 1 m/s인 경우 수로관 내부 유속은 4 m/s이고 

주변 유속이 2 m/s (급류 시 유속과 유사)인 경우 수로관 

내부 유속이 8.9 m/s로 주변 유속보다 수로관 내부 유속이 

약 4배 정도 빠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로관 주변부에 

모형이 있는 경우 모형 주변의 유속은 줄어드는 값을 보이

지만 속도장 및 압력장의 영향은 크고 수로관에 가까워질

수록 난류운동에너지도 밀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급류지역 내 구조활동은 장비, 유속, 구조대상자

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활동하되, 

빠른 유속을 대비하여 저항을 줄이기 위해 모든 장비가 검

토되어야 하며, 특히 확보 장비는 비상상황에서 잠수대원 

스스로 신속하게 해제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일정 강도

(구조로프 180~250 N) 이상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

한, 흡입구 주변의 유속을 저하시킬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

거나 유속히 완전히 느려진 후에 수행하는 것을 권고하며, 

수로관의 유속이 급격하게 빨라지는 지점을 파악하고 현장

지휘 및 구조활동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CFD로 분석하여 수로관이 있는 급류지역의 

위험성에 대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난구조활동 

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급류지역 

주변 지형물의 형태, 바닥면, 환경 및 구조대원 활동 조건 

등을 반영하여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후  기

본 연구는 소방청 소방대응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지

원 사업(1761002000)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a)  (b)

Figure 9. Fluid direction (x) around the water pipes; (a) pressure 
(b) force x.

(a) (b)

Figure 10. Turbulence kinetic energy in the fluid (x) direction of 
the model around the canal pipe; (a) 0.8 m (b) 0.4 m.

Figure 11. Turbulence kinetic energy of fluid direction (x) around
the water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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