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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Flooding is an inevitable problem for many cities. The study has depended on a combined approach

of physically based modeling and GIS. The stream network is structured by MIKE11 for basis of a

network and extended by MIKE21 to make like 2D analysis. This method is called alternative 2D

analysis.

In this study, one of area in Korea is used to analyze overflow of stream. Flood risk of the area

looks like not so big because an elevation of this area is very high and slope is steep, but it is very

dangerous area due to the typhoons.

The tools to make flood risk map are MIKE11 and MIKE21 include GIS program. And map is

expressed 3-D animation with MIKE Animator. As a result of this work, the flood risk map is made.

And everyone who is not an expert can check dangerous area for flooding. At present, the method which

is viable and easily confirmable must be promote because one of matters of common interest, which is

of the general public, is the flood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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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세기에 들어서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자연재해는 다양화되고 대규모화되고 있는21

실정이다 게다가 도시화와 발전에 따라 도로의 포장 등에 의한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여 강우에 대한 유출량.

은 점차 증가하게 되고 또한 하천에 각종 구조물이 건설됨에 따라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여 침수에 의해 피,

해를 입는 면적은 점차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유송시설의 확장 유수지 활용 저류지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 ,

기존 차원 해석만으로 홍수 피해지역과 침수기간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않은 문제이다 또한 최근1 .

들어 각종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통합데이터 작성과 분석에 있어 보다

알기 쉽고 가시적인 부분이 추가적으로 많이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홍수 발생 가능한 위치가.

명시된 홍수 위험 지도의 경우 지도 자체의 판독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고 결과가 지가 등에 영향,

을 줄 수 있으므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공개가 되어도 용어나 표시 등이 매우 어려워 잘 알아볼,

수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을 활용하여 기존 차원 해석에 의한 유량모의 결과를 수치지MIKE FLOO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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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에 공간데이터와 속성데이터를 추가 입력하여 홍수데이터를 추출함으로서 침수피해 방지와 대안 설정에

활용가능하고 가시성을 강조하여 일반시민도 접근이 용이한 홍수지도를 작성하고 그 적용성에 대해 언급하

였다.

이론적 배경이론적 배경이론적 배경이론적 배경2.2.2.2.

는 차원 하천 해석 프로그램인MIKE FLOOD 1

의 입력자료와 해석 결과를 에 입력하여MIKE11 MIKE21

차원 해석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 하천은 차2 . MIKE11 1

원 입력자료로 각각 점과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2

차원 해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면으로 구성된 입력자료로

변경을 하게 된다 또한 이 변경된 입력자료는 에. MIKE21

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지형학적 자료인 을 기반으DEM

로 변경이 된다 아래 그림 은 의 자료를 입력한. 1 MIKE11

뒤 이를 를 이용하여 에 삽입하게MIKE FLOOD MIKE21

되는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이렇게 구성된 입력자료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면 의 하천 외부에 흐르는MIKE21

우수와 의 하천이 서로 연결이 된다MIKE11 .

홍수위험지도의 작성홍수위험지도의 작성홍수위험지도의 작성홍수위험지도의 작성3.3.3.3.

본 연구에서는 홍수위험지도 작성을 위한 예시로 시의 하천을 사용하였다 하천은 유로연장이OO A . A

이고 유역면적은 인 지방 급 하천이다 위 하천은 태풍 루사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16.40 46.30 2 . .㎞ ㎢

하천의 하류는 바다와 연결되어 있으며 홍수피해를 절감하기 위한 펌프장과 저류지가 설치되어 있다, .

본 연구는 유럽의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것으로 결과의 확인 및 이에 대한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

으로 해당 유역에 대한 추가적인 측량과 프로그램을 사용한 캘리브레이션 작업은 생략하였다.

자료 제작자료 제작자료 제작자료 제작3.1. GIS3.1. GIS3.1. GIS3.1. GIS

에서는 의 결과자료와 의 입력자료를 결합시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정밀한MIKE FLOOD MIKE11 MIKE21 ,

수치지도를 사용하여 각각의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반 자료를 제작하였다 의 기반 자료는 그림 와GIS . MIKE11 2

같이 수치지도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밀한 디지타이징을 할 수 있도록 수치지도를 이미지화 하여 기존 수GIS

치지도와 동일한 좌표를 부여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작할 때에도 의 경우와 같은 수치지도를 사, MIKE21 MIKE11

용한 그리드를 사용한 을 활용하였다10m DEM .

본 연구에서는 해석을 위해 시의 하천에 대해 해석하였으며 현재 이 지역은 태풍 매미와 루사 때에 실OO A ,

제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하천 개수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개수 전의 경우를 적용하였,

다.

그림그림그림그림 2222 의 디지타이징을 위한 기반 자료의 디지타이징을 위한 기반 자료의 디지타이징을 위한 기반 자료의 디지타이징을 위한 기반 자료MIKE11 GISMIKE11 GISMIKE11 GISMIKE11 GIS

그림그림그림그림 1111 작업 흐름도작업 흐름도작업 흐름도작업 흐름도MIKE FLOODMIKE FLOODMIKE FLOODMIKE F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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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3333 의 수치해석을 위한 기반 자료의 수치해석을 위한 기반 자료의 수치해석을 위한 기반 자료의 수치해석을 위한 기반 자료MIKE21 GISMIKE21 GISMIKE21 GISMIKE21 GIS

자료의 입력자료의 입력자료의 입력자료의 입력3.23.23.23.2

자료의 입력3.2.1 MIKE11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수치해석을 위하여 하천의 단면을 간격으로 나누어 자료를 입력하였으며200m ,

실제 측량된 단면자료를 이용하여 실제하천의 흐름과 유사하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역면적은 단면자. ,

료가 입력되는 각 지점에 대하여 제시된 유역 면적 사용하였으며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절점부 뿐 아니라,

해당 절점간의 전 구간에 를 적용하였다Distribution Source .

대상 하천에 설치된 수리구조물로는 총 개의 교량과 개의 보 조석간만으로 인한 홍수피해 경감을 위해7 2 ,

하구에 펌프장을 설치하여 수문에 의한 방류와 펌프에 의한 방류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그림그림그림 4444 해석을 위한 흐름 디지타이징해석을 위한 흐름 디지타이징해석을 위한 흐름 디지타이징해석을 위한 흐름 디지타이징MIKE11MIKE11MIKE11MIKE11

웨어 교량 유역 펌프웨어 교량 유역 펌프웨어 교량 유역 펌프웨어 교량 유역 펌프⒜ ⒝ ⒞ ⒟⒜ ⒝ ⒞ ⒟⒜ ⒝ ⒞ ⒟⒜ ⒝ ⒞ ⒟

그림그림그림그림 5555 해석을 위한 각종 경계조건해석을 위한 각종 경계조건해석을 위한 각종 경계조건해석을 위한 각종 경계조건

자료의 입력3.2.2 MIKE21

실제로 해석에 필요한 모든 매개변수에 관해서는 상에 입력이 되어 있으므로 에서의 자MIKE11 MIKE21

료 입력은 차원 해석시 필요한 와점성계수와 그리드망 등을 입력하였으며 해석 시간간격은 발산을 방지하2 ,

기 위하여 짧게 초로 적용하였다 또한 의 결과물은 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으므로5 . , MIKE FLOOD MIKE21 ,

출력에 대한 각종 매개변수로 의 사양을 고려하여 실제 홍수지도에 저장될 시간간격으로 초를 적용하였PC 30

고 저장 될 그리드 간격으로 해석과 동일한 간격으로 입력을 하였다, 1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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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입력자료의 입력자료의 입력자료의 입력3.3 MIKE FLOOD3.3 MIKE FLOOD3.3 MIKE FLOOD3.3 MIKE FLOOD

에서는 차원으로 구성된 입력자료에 대한 좌표를 바탕으로 의 차원MIKE FLOOD 1 MIKE11 XY MIKE21 2

그리드 상의 좌표와 매치시켜 두 프로그램의 입력자료를 차원화 하였다 하천 유역의 특성상 하천의 최 상2 .

류단 지점 까지는 산악지대로 홍수에 대한 위험이 없는 지역이므로 해석시간과 용량 낭비를 피하기 위1km

하여 해석에서 배제하였다 그림 의 우측 하단박스 내부의 그림은 차원 그리드 검정색 부분 상에. 6 2 ( ) MIKE11

의 입력정보가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것이며 보라색 부분은 해석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

그림그림그림그림 6666 의 입력화면의 입력화면의 입력화면의 입력화면MIKE FLOODMIKE FLOODMIKE FLOODMIKE FLOOD

결과의 확인결과의 확인결과의 확인결과의 확인4.4.4.4.

해석 결과는 그리드 형식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은 대상유역의 침수자료를 그리드로 나타내어 수치지도. 6

기반의 평면상에서 확인한 것이며 별도로 해당 화면에 대한 모든 수치는 텍스트로 정리되기 때문에 이를 활,

용하여 홍수 대책 시설의 계획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그림 은 그림 의 그리드와 입력한 기초자료를. 7 6

바탕으로 동영상화 하여 차원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시간 흐름에 따른 홍수의 발생3

과 이동에 관하여 관찰할 수 있으므로 홍수대피경로 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결과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

이 하천 주변의 평지에서 홍수가 발생하며 바다 인근의 가옥와 산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홍수가 발생,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그림그림그림 7777 수치지도상에 표시된 홍수위험지도수치지도상에 표시된 홍수위험지도수치지도상에 표시된 홍수위험지도수치지도상에 표시된 홍수위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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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8888 차원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된 홍수위험지도차원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된 홍수위험지도차원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된 홍수위험지도차원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된 홍수위험지도3333

결론결론결론결론5.5.5.5.

본 논문에서는 홍수 정보화의 진보를 위하여 선진국에서 도입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홍

수위험지도 작성 방법인 모형을 이용한 도시 홍수 모델링 기법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아래와MIKE FLOOD

같은 결론을 얻었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유역을 선정하여 모델을 활용하여 하천에 대해 차원 유량모의를 수행하였1. MIKE11 1

으며 차원 유량모의 결과를 에 삽입하여 침수구역을 그리드화 함으로서 대안 차원 해석을, 1 MIKE21 2

완료하여 차원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였다3 .

본 연구 결과 대안 차원 유량모의는 차원 해석시 표현 불가능한 차원의 가시적인 해석결과 확인이2. 2 1 2

가능함을 알 수 있었고 차원 표현으로 침수 위치와 시간까지 모의 가능함으로서 홍수대피경로 설정과, 3

홍수지도 작성 등에 활용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사업 전의 의사결정이나 사업 후의효과 분석에도 가시성을 강화함으로서 많은 도움이3.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측자료와 보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결과값을 도출하지는 못하였으나 향후 보

정과 검증의 연구를 통해 적용성을 점차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실시간 제어 및 수질모델링을,

겸하여 더욱 고차원적인 홍수위험 지도의 제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선진국에서 개발한 모델을.

도입하여 사용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국내에서도 국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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