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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우리나라는 기상이변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호우의 빈도 및 강우량이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함에 따라 이

로 인한 피해지역의 범위 및 피해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 및 각 연구기관들은 전국의.

자연유역 및 도시유역에 대해 홍수범람의 예상지역 및 대피지도 작성 등을 통해 재해에 대한 사전 피해예방

및 보험제도 등으로 그 피해를 경감하고자 각종 사업 및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 주로.

이용되는 것이 지리정보시스템 으로서 기존 수작업 과정 등을 통해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비용적 투자(GIS) ,

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보다 정밀도 있는 홍수범람지도를 작성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하지만 강.

력하고 광범위적인 기능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및 원시자료의 부족과 이 자료들을 이용한 실제 지형GIS

구축 및 편집 등의 어려움으로 를 이용한 홍수범람해석은 여전히 실무에서 널리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GIS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무적 적용성 및 범용성을 고려하여 자연유역이 대부분 포함되는 지방 급. , 2

고부천 유역을 대상으로 최근 토목 전반의 평면적 설계 개념에서 입체적 설계로 변화하는데 중요한 역2D 3D

할을 하고 있는 사의 를 이용하여 수치지형도 및 측량데이터 등 다양한 원시자료로부터 실Autodesk Civil 3D

제 지형과 매우 유사한 지형을 구축하고 의 프로그램인 사의3D , Civil 3D 3rd Party Engineered Efficiency

을 이용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등 실무에서 홍수위 계산에 가EE HEC-RAS Tool

장 많이 이용되는 차원 수치모형인 와 전 후처리를 연계함으로서 빈도별 홍수위에 따른 홍수범람1 HEC-RAS ·

수심 및 범람지역 등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는 실무 설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기존 개념 및 프로Autodesk GIS

그램의 이해부족과 편집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실무적 홍수범람해석에 시간적 비용적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수작업의 오류를 보완함으로서 보다 정밀한 홍수범람해석 및 치수경제성 분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홍수범람핵심용어 홍수범람핵심용어 홍수범람핵심용어 홍수범람: , Autodesk Civil 3D, EE HEC-RAS Tool, HEC-RAS: , Autodesk Civil 3D, EE HEC-RAS Tool, HEC-RAS: , Autodesk Civil 3D, EE HEC-RAS Tool, HEC-RAS: , Autodesk Civil 3D, EE HEC-RAS Tool, HEC-RAS

............................................................................................................................................................................................................................................................................................................................................................................................................................................

1.1.1.1. 서 론서 론서 론서 론

우리나라는 기상이변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호우의 빈도 및 강우량이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함에 따라 이

로 인한 피해지역의 범위 및 피해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 및 각 연구기관들은 사전 피.

해 경감을 위해 지리정보시스템 을 이용한 홍수범람의 예상지역 및 대피지도 작성 등에 각종 사업 및(GIS)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및 원시자료의 부족과 실제 지형 구축 및. GIS

편집 등의 어려움으로 를 이용한 홍수범람해석은 여전히 실무에서 널리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G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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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실무적 적용성 및 범용성을 고려하여 자연유역이 대부분 포함되는 지방 급 고부천 유역을2

대상으로 최근 토목 전반의 평면적 설계 개념에서 입체적 설계로 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2D 3D

사의 를 이용하여 수치지형도 및 측량데이터 등 다양한 원시자료로부터 실제 지형과 매우Autodesk Civil 3D

유사한 지형을 구축하고 의 프로그램인 사의3D , Civil 3D 3rd Party Engineered Efficiency EE HEC-RAS

와 차원 수치모형인 를 이용하여 전 후처리를 연계함으로서 빈도별 홍수위에 따른 홍수범TOOLS 1 HEC-RAS ·

람 수심 및 범람지역 등을 분석하였다.

2.2.2.2. 모형의 개요모형의 개요모형의 개요모형의 개요

2.12.12.12.1 AUTODESK CIVIL 3DAUTODESK CIVIL 3DAUTODESK CIVIL 3DAUTODESK CIVIL 3D

는 이전 을 계승하여 진화Civil3D Land Desktop

된 프로그램으로서 플랫폼 위에 탑재AutoCAD2008

된 강력한 차원 토목전용 이다 따라서3 CAD . , Civil

는 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3D AutoCAD2008

며 즉 지형공간정보 데이터를 불러 들이고 가, GIS

공할 수 있는 의 의 기능을 모두 포Autodesk Map3D

함하고 있어 토목프로젝트의 기획에서부터 시공 유,

지관리까지 전체적인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을 관

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의 강력한. Civil3D

은 하나의 설계요소 변Dynamic Engineering Model

경 시 관련된 다른 요소 즉 평면 종단 횡단 등에, ,

자동 반영되어 프로젝트가 자동업데이트 되도록 지

원한다 관련설계요소 평면도 등이 연. , Visualization,

결되어 있어 설계의 정밀도를 높이면서 개념설계의

시작에서부터 설계완료까지 작업을 기존 방법에 비

해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한 최근에는 와 상호 연계성을 높여Google Earth

의 위성영상 뿐만 아니라 의Google Earth 30m×30m

지표면을 할 수 있어 수치지도 및 현황DEM import

측량 없이도 도로 등의 토목시설물에 대한 선형 및

종단 결정시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림그림그림그림 1111 기본구성요소기본구성요소기본구성요소기본구성요소. Civil 3D. Civil 3D. Civil 3D. Civil 3D

2.22.22.22.2 EE HEC-RAS TOOL FOR CIVIL 3DEE HEC-RAS TOOL FOR CIVIL 3DEE HEC-RAS TOOL FOR CIVIL 3DEE HEC-RAS TOOL FOR CIVIL 3D

은 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서 사EE HEC-RAS Tool Engineered Efficiency Autodesk Civil 3D 3rd party

용자가 입력한 횡단 및 제방 폴리선에 대해 지표면과 선형 정보를 이용하여CIVIL 3D HEC-RAS Geometry

을 생성한다 이는 기존 입력방식에 비해 시간적으로 매우 획기적인 툴이라 할 수 있다 의 분Input file . . HEC-RAS

석과정이 완료된 후 모든 빈도의 홍수위를 포함한 을 횡단자료를 추출했던 기존 지형에output file HEC-RAS 3D

직접 불러들여 빈도별 홍수위면 을 생성시킴으로서 홍수범람도 작성 및 예비연구 등 기타 분석 등에 대해3D (TIN)

이용할 수 있다.

2.32.32.32.3 모형모형모형모형HEC-RASHEC-RASHEC-RASHEC-RAS

모형은 미육군공병단이 개발한 하천 해석 모형으로 수면곡선을 분석하는 모형의 확장된HEC-RAS , HEC-2

시스템이다 모형이 자연하천이나 인공하천에서의 정상류 상태의 점변류 수면곡선을 계산하기 위해 개. HEC-2

발되었다면 모형은 정상류뿐만 아니라 부정류 유사현상 해석 수온해석 기능까지 포함하는 종합 하HEC-RAS , ,

천 시스템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하천 수리해석 모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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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

3.13.13.13.1 대상유역의 개황대상유역의 개황대상유역의 개황대상유역의 개황

본 연구의 대상하천인 고부천은 동경 북위 범위에 위치하고 있으며126°41 ~ 126°45 , 35°28 ~ 35°33 ,′ ′ ′ ′

행정구역상 고창군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등 개면에 걸쳐 있다, , 3 .

고부천은 동진강의 제 지류인 지방 급 하천으로 고창군 신림면 도림리 무명산 에서 발원하여2 2 (EL.150.0m)

남서쪽으로 약 를 유하하다가 신림면 송용리를 지나 북쪽으로 급회하여 흐르며 약 유하하여 좌안3km , 6km

으로 동사소하천이 합류한 후 동림저수지로 유입된다 유역 면적 유로 연장 평균 고도. 17.51 , 10.56 , EL㎢ ㎞

평균 경사 인 지방 급 하천이다37.36m, 6.51% 2 .

그림그림그림그림 2222 고부천 유역도고부천 유역도고부천 유역도고부천 유역도....

하천명하천명하천명하천명 고 부 천고 부 천고 부 천고 부 천

시 점시 점시 점시 점
전북 고창군 신림면 도림리

산 번지선35-2

종 점종 점종 점종 점 전북 고창군 흥덕면
동사리 번지 동림저수지245 ( )

유역면적유역면적유역면적유역면적
( )( )( )( )㎢㎢㎢㎢

17.50

하천연장하천연장하천연장하천연장
( )( )( )( )㎞㎞㎞㎞

9.58

유로연장유로연장유로연장유로연장
( )( )( )( )㎞㎞㎞㎞

10.56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지방 급2

표표표표 1111 유역현황유역현황유역현황유역현황....

3.23.23.23.2 를 이용한 홍수범람해석를 이용한 홍수범람해석를 이용한 홍수범람해석를 이용한 홍수범람해석Autodesk Civil 3DAutodesk Civil 3DAutodesk Civil 3DAutodesk Civil 3D

본 연구에서 및 을 이용한 홍수범람해석의 모의절차는 다음과 같다Autodesk Civil 3D EE HEC-RAS Tool .

그림그림그림그림 3333 를 이용한 홍수범람해석 모의절차를 이용한 홍수범람해석 모의절차를 이용한 홍수범람해석 모의절차를 이용한 홍수범람해석 모의절차. Autodesk Civil 3D. Autodesk Civil 3D. Autodesk Civil 3D. Autodesk Civil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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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수치지도 및 하도 단면 를 이용한 지형구축DATA 3D

제내지 지형을 위한 수치지도와 제외지 지형을 위한 측량시 하도 횡단 를 이용하여1:5,000 Data Autodesk

의 강력한 지표면 생성 기능을 통해 각각의 를 생성하였고 각각의 에 대해Civil 3D 3D Surface , 3D Surface

지표면 붙이기 기능을 이용하여 홍수범람해석을 위한 제내 외지 를 생성하였다· 3D Surface .

완성된 제내 외지 과 선형 및 횡단 의 정보를 이용하여· 3D Surface Civil 3D Polyline EE HEC-RAS Tool

의 기능을 이용하여 를 생성하였다HEC-RAS Export HEC-RAS Geometry data(*.geo) .

3.2.2 및 을 이용한 홍수범람 모의HEC-RAS EE HEC-RAS Tool

전술한 과정에 따라 생성된 와 고부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을 통해HEC-RAS Geometry data(*.geo) (2007)

고시된 각 지점별 재현기간 년 년 년의 계획홍수량을 적용하여 의 부등류해석을 통하여50 , 100 , 200 HEC-RAS

고부천에 대한 빈도별 홍수범람해석을 모의하였으며 해석결과는 그림 및 표 와 같다, .5 .2 .

1111

2222

3333

1111

2222

3333

년빈도년빈도년빈도년빈도50505050

년빈도년빈도년빈도년빈도100100100100

년빈도년빈도년빈도년빈도200200200200

그림 및 를 이용한 빈도별 홍수범람해석 결과그림 및 를 이용한 빈도별 홍수범람해석 결과그림 및 를 이용한 빈도별 홍수범람해석 결과그림 및 를 이용한 빈도별 홍수범람해석 결과5. Autodesk Civil 3D HEC-RAS5. Autodesk Civil 3D HEC-RAS5. Autodesk Civil 3D HEC-RAS5. Autodesk Civil 3D HEC-RAS

수치지도를 이용한 생성수치지도를 이용한 생성수치지도를 이용한 생성수치지도를 이용한 생성1. 3D Surface1. 3D Surface1. 3D Surface1. 3D Surface 측량횡단 를이용한 생성측량횡단 를이용한 생성측량횡단 를이용한 생성측량횡단 를이용한 생성2. ( ) Data 3D Surface2. ( ) Data 3D Surface2. ( ) Data 3D Surface2. ( ) Data 3D Surface

각각의 합성 결과 생성각각의 합성 결과 생성각각의 합성 결과 생성각각의 합성 결과 생성3. 3D Surface3. 3D Surface3. 3D Surface3. 3D Surface 을 이용한을이용한을이용한을이용한4. EE HEC-RAS TOOL RAS INPUT4. EE HEC-RAS TOOL RAS INPUT4. EE HEC-RAS TOOL RAS INPUT4. EE HEC-RAS TOOL RAS INPUT

그림그림그림그림4444 을이용한 생성과및 을이용한 생성을이용한 생성과및 을이용한 생성을이용한 생성과및 을이용한 생성을이용한 생성과및 을이용한 생성. Autodesk Civil 3D 3D Surface EE HEC-RAS TOOL HEC-RAS Input File. Autodesk Civil 3D 3D Surface EE HEC-RAS TOOL HEC-RAS Input File. Autodesk Civil 3D 3D Surface EE HEC-RAS TOOL HEC-RAS Input File. Autodesk Civil 3D 3D Surface EE HEC-RAS TOOL HEC-RAS Input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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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빈도빈도빈도 년년년년50505050 년년년년100100100100 년년년년200200200200 비고비고비고비고

면적면적면적면적( )( )( )( )㎢㎢㎢㎢ 0.878477 1.020035 1.165162

표표표표 2222 빈도별 홍수범람 면적빈도별 홍수범람 면적빈도별 홍수범람 면적빈도별 홍수범람 면적....

상기 모의 결과에서 고부천의 만곡부가 큰 구간과 구조물 교량 보 낙차고 이 위치한 구간에서 주로 큰( , , )

범람면적이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4.4.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에서는 를 이용한 홍수범람지역을 산정하기 위해 와Autodesk Civil 3D HEC-RAS EE HEC-RAS

을 이용하여 고창군에 위치한 고부천천 유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내지의 는 수치지Tool . 3D Surface 1:5,000

도 을 이용하였으며 제외지 와 하천 중심선형 및 제방선 자료는 고부천 하천정비기본계획DEM , 3D Surface

의 측량 및 단면자료와 평면도 사색도 의 자료를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기 고시된 빈도별(2007) HEC-RAS ( ) .

홍수량을 모형과 연계하여 각 지점에 적용함으로써 빈도별 홍수량에 따른 홍수범람위험지역을 모HEC-RAS

의하였으며 모의된 빈도별 홍수범람지역은 기존 제내 외지를 합성한 지형과 빈도별 홍수위 지형의 높, · 3D 3D

이차에 따른 비교 분석을 통해 파악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수행으로 인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

같다.

빈도별 홍수범람지역의 면적은 재현기간 별로 년의 경우 년의 경우 년의(1) 50 0.878477 , 100 1.020035 , 200㎢ ㎢

경우 으로 산정되었으며 고부천의 만곡부와 구조물이 위치한 구간에서 주로 큰 범람구역이 발1.165162 ,㎢

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홍수범람해석을 위한 자료의 구축 편집 및 이해의 어려움에 대해 실무에서 많이(2) GIS ,

사용하고 익숙한 인터페이스 환경의 를 적용함으로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 실무적 홍Autodesk Civil 3D

수범람해석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원 수치모형에 따른 홍수범람해석에는 한계성이 존재하지만 기본설계 등과 같은 경우 홍수범람에 따(3) 1 ,

른 치수경제성 및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자 할 때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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