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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는 유역의 지형자료와 강우와 같은 기상관련 시계열 자료 등HMS(Hydrological Modelling system)

수문 유출과 관련되는 많은 매개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모형의 구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간 비공간 자,
료 및 시계열 자료가 요구된다 특히 다양한 비공간 정보의 경우 이를 모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공간.
정보에 대한 열람 선택 편집 적용 시나리오의 설정 입력변수의 적절성 평가 모형 구동결과의 검보정, , , , ,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공간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지리정보시스템과 수리 수문모델들 간의 연계를 통한 자

료 생성과 입력 및 분석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수자원지리정보시스템인 와 모형의 연계 시스템인 의 개HyGIS HMS HyGIS-HMS t
선과 적용성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 HyGIS-HMS
의 운영 프로세스를 재정립하였다.

에서 구축된 공간 를 이용하여 모형의 입력 지형인자를 계산하고 있으며 수문시계열HyGIS DB HMS ,
자료는 의 시계열 를 이용하고 있다 에서는 공간 자료와 시계열 자료 외에도 다양한 비공HyGIS DB . HMS
간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비공간 정보를 기반 시스템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관리 및 사용하기. DB
위하여 에서는 를 이용하고 있으며 에서 모형의 입력자료로 직접 이용HyGIS-HMS Static DB , Static DB
되는 자료와 모형의 수행결과는 를 이용하고 있다Dynamic DB .
또한 개발된 시스템을 경안천 유역에 적용하여 년과 년의 유출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개2006 2007 .

발환경의 적용을 통해 데이터모델과 의 운영환경이 개발에 효과적으HyGIS HyGIS-Model HyGIS-HMS
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수문유출모형 지리정보시스템 모델링핵심용어 수문유출모형 지리정보시스템 모델링핵심용어 수문유출모형 지리정보시스템 모델링핵심용어 수문유출모형 지리정보시스템 모델링: , , , HyGIS: , , , HyGIS: , , , HyGIS: , , , HyGIS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는 유역의 지형자료와 강우와 같은 시계열 자료 등 수HMS(Hydrological Modelling system)
문 유출과 관련되는 많은 매개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모형의 구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간 비공간.
자료 및 시계열 자료가 요구되며 특히 다양한 비공간 정보의 경우 이를 모형에 적용하기 위해서,
는 비공간 정보에 대한 열람 선택 편집 적용 시나리오의 설정 입력변수의 적절성 평가 모형, , , , ,
구동결과의 검보정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최근들어 공간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지리정보시스템과 수리 수문모델들 간의 연계를

통한 자료 생성과 입력 및 분석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 정회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부 책임연구원 E-mail : ktkim1@kict.re.kr

** 정회원 주 로커스솔루션 물환경연구소 연구소장( ) E-mail : idoggy@paran.com

*** 정회원 경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mail : kshan@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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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수자원지리정보시스템인 와 모형의 연계 시스템인HyGIS HMS
의 개선과 적용 가능성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데이HyGIS-HMS . HyGIS-HMS

터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의 운영 프로세스를 재정립하고 모형 구동을 위한 입력자, HMS
요의 생성 및 모의 결과의 가시화까지의 진행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GUI(Graphic User

를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의 활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경안천 유역의Interface) . HyGIS-HMS
년과 년의 유출특성 분석에 본 개발 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한다2006 2007 .

의 개요의 개요의 개요의 개요2. HyGIS-HMS2. HyGIS-HMS2. HyGIS-HMS2. HyGIS-HMS

기본 구성기본 구성기본 구성기본 구성2.12.12.12.1

HyGIS(Hydro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는 수자원의 다양한 분야에 공간분석 기능GIS

을 손쉽게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컴포넌트 형태의 시스템이다 에서는 을 이용하여 유역. HyGIS DEM

및 하천망의 추출과 지형분석이 가능하며 하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역의 다양한 정보를 운용할 수,

있다 김경탁 등 김경탁 등( , 2003; , 2004).

또한 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를 이용한 수자원 분야의 응용프로그램 개발HyGIS , GIS

시 기반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다 김경탁과 최윤석. ( , 2006).

HyGIS 공간DBHyGIS 공간DBHyGIS 공간DBHyGIS 공간DB
(Dynamic)(Dynamic)(Dynamic)(Dynamic)

HyGIS 공간DBHyGIS 공간DBHyGIS 공간DBHyGIS 공간DB
(Static)(Static)(Static)(Static)

HyGIS-ModelHyGIS-ModelHyGIS-ModelHyGIS-Model

-HyGIS-HMS
-HyGIS-RAS
-HyGIS-SWAT
-HyGIS-Qual2e
-HyGIS-TOPMODEL

HyGIS-ModelHyGIS-ModelHyGIS-ModelHyGIS-Model
시계열 DB시계열 DB시계열 DB시계열 DB
(Dynamic)(Dynamic)(Dynamic)(Dynamic)

HyGIS 시계열 DBHyGIS 시계열 DBHyGIS 시계열 DBHyGIS 시계열 DB
(Static)(Static)(Static)(Static)

DrainageDrainageDrainageDrainage ChannelChannelChannelChannelNetworkNetworkNetworkNetwork HydrographyHydrographyHydrographyHydrography

HydroToolsHydroToolsHydroToolsHydroTools

HyGIS-ModelHyGIS-ModelHyGIS-ModelHyGIS-Model
비공간 DB비공간 DB비공간 DB비공간 DB
(Static)(Static)(Static)(Static)

HyGIS-ModelHyGIS-ModelHyGIS-ModelHyGIS-Model
비공간 DB비공간 DB비공간 DB비공간 DB
(Dynamic)(Dynamic)(Dynamic)(Dynamic)

그림그림그림그림 1.1.1.1. 1111 데이터베이스 구성데이터베이스 구성데이터베이스 구성데이터베이스 구성. HyGIS-Model. HyGIS-Model. HyGIS-Model. HyGIS-Model

이란 응용프로그램 중 수자원과 관련된 분석모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개HyGIS-Model HyGIS

발된 것을 총칭하고 있다 에서는 공통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수리수문수질모형에. HyGIS-Model

필요한 입력자료를 제공하며 모형 수행결과를 다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여 를 기반으로 통합, DB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로는 이 개발된 바 있으며 김경탁. HyGIS-Model HyGIS-TOPMODEL (

등 현재 모형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004), HyGIS-RAS, HyGIS-QUAL2E, HyGIS-SWAT .

개선사항개선사항개선사항개선사항2.2 HyGIS2.2 HyGIS2.2 HyGIS2.2 HyGIS

본 연구에서는 와 모형의 연계 시스템인 의 개선과 적용성 평가를HyGIS HMS HyGIS-HMS
위하여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의 운영 프로세스를 재정립하였다HyGIS-HMS .

의 공간 데이터 모델 비공간 데이터 모델 시계열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HyGIS-HMS , , HyGIS
모델과 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개념을 따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서 사용HyGIS-Model , Hy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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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시공간 를 완전 연계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DB .
에서는 이를 위하여 로 비공간 를 구성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실행 중에HyGIS-HMS MDB DB ,

의 열람과 수정 및 입력자료의 편집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모형의 수행결과 또DB .
한 로 저장되고 있으며 사용자는 표와 그래프 및 텍스트 파일로 그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MDB ,

의 개발은 과 을 이HyGIS-HMS GDK(GEOMania Development Kits) 3.0 Visual Basic 6.0
용하였으며 형태로 환경에 되어 사용될 수 있다, DLL GEOMania 3.0 Pro/3D add-on .

에서 구축된 공간 를 이용하여 모형의 입력 지형인자를 계산하고 있으며 수문HyGIS DB HMS ,
시계열 자료는 의 시계열 를 이용하고 있다 에서는 공간 자료와 시계열 자료 외에HyGIS DB . HMS
도 다양한 비공간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비공간 정보를 기반 시스템에 맞추어 효과적. DB
으로 관리 및 사용하기 위하여 에서는 를 이용하고 있으며 에HyGIS-HMS Static DB , Static DB
서 모형의 입력자료로 직접 이용되는 자료와 모형의 수행결과는 를 이용하고 있다Dynamic DB .

의 적용의 적용의 적용의 적용3. HyGIS-HMS3. HyGIS-HMS3. HyGIS-HMS3. HyGIS-HMS

의 프로세스의 프로세스의 프로세스의 프로세스3.1 HyGIS-HMS3.1 HyGIS-HMS3.1 HyGIS-HMS3.1 HyGIS-HMS

의 구성은 크게 의 구동과 의 구동을 위한 과정으로 구분된HyGIS-HMS HEC-1 HEC-HMS
다 중 입력파일 구성 은 두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거치게 되는 메뉴이며 입력파일 생. GUI ,
성 그룹과 실행 그룹은 각각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티센레이어를 필요로 한다 도구기능을 이용하여HyGIS-HMS . HyGIS
티센 망을 생성한 후 에서 강우관측소의 데이터와 관측소 위치에 따른 티센 가중치, HyGIS-HMS
를 계산하여 티센레에어를 생성한다 에서 구현되어 적용되고 있는 티센 분석결과는. HyGIS-HMS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분석그림 분석그림 분석그림 분석2. Thiessen GUI (Graphic User Interface)2. Thiessen GUI (Graphic User Interface)2. Thiessen GUI (Graphic User Interface)2. Thiessen GUI (Graphic Us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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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적용적용적용3.2 HyGIS-HMS3.2 HyGIS-HMS3.2 HyGIS-HMS3.2 HyGIS-HMS

구동을 위한 진행과정은 입력파일의 구성 입력파일 생성 모형HyGIS-HMS , , HMS, HEC-1
실행 모형결과 가시화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 중 입력화일의 구성은 레이어지정 유역매개변수 설정 하도매개변수 설정의 과정을 거친다, , .
레이어 지정은 유역레이어 하도레이어 필드 필드 유출레이어 티센레이어, , CN , IMPERVIOUS , ,

를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는 단계이다.

[ [ [ [ 레이어레이어레이어레이어 지정지정지정지정 ]]]]

[ [ [ [ 유역유역유역유역 매개변수매개변수매개변수매개변수 지정지정지정지정 ]]]]

[ [ [ [ 결과물결과물결과물결과물 챠트챠트챠트챠트 도시화도시화도시화도시화 ]]]]

그림 의 입력파일구성과 결과물 생성화면그림 의 입력파일구성과 결과물 생성화면그림 의 입력파일구성과 결과물 생성화면그림 의 입력파일구성과 결과물 생성화면3. HEC-HMS3. HEC-HMS3. HEC-HMS3. HEC-HMS

입력화일 구성단계가 거치고 난 후 실행과정을 수행하면 결과 가시화 과정으로 넘어간다 분석된.
결과물은 결과물처럼 텍스트 형태의 출력을 지원함과 동시에 그래픽 혹은 형태의 저HEC-1 RDB
장구조로 출력할 수 있다.

결 론결 론결 론결 론4.4.4.4.

본 연구에서는 기반의 수자원 시스템인 를 모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GIS HyGIS HMS
을 개발하여 경안천 유역에 적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모델과HyGIS-HMS . HyGIS
의 원활한 정보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본 모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재정립 하였HyGIS-HMS

다 은 기존에 사용되던 에 비하여 공간자료의 처리와 입력 파라미터의. HyGIS-HMS HEC-HMS
설정이 자유롭고 입력 데이터로 사용되는 다양한 공간비공간 자료와 입력 매개변수의 자동계산,
과정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는 현재 버전으로 배포되고 있으며 향후의 연구를 통HyGIS-HMS Beta

하여 다양한 유역에 대한 적용과 모형 구동 결과의 검증을 필요로 한다 또한 다양한 사용자 편의.
기능의 개선과 시스템 안정성 향상을 통하여 실용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으로 개발하기 위한 추가
적인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는 함께 개발되고 있는HyGIS-HMS HyGIS-QUAL2E, HyGIS-RAS

등의 기능개선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어 보다 안정적인 수자원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요소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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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

본 연구는 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인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사업단의 연구비21

지원 과제 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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