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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최근에 홍수범람도나 재해지도를 작성하는 등 하천에 대한 범람해석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

정이다 차원 하천범람해석은 홍수위를 산정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범람구역을 작성하는 경우가. 1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를 이용하여 광양항 유역특성에 대해 조사하고 홍수범람. ArcView

을 예측하기 위해 및 를 이용하여 홍수범람지역 및 수리특성을 분석하였다 광양항HEC-GeoRAS HEC-RAS .

지역특성인 조석 및 다수의 유입지류가 존재하는 조건을 고려하기 위해 부정류 모의을 이용하여HEC-RAS

수위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수치지도와 현 상태를 재측량한 성과를 합성하여 지형자료를 추출하여 지형적.

오차를 방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차원 하천 부정류 모의 결과는 각 측점에 대해 시간대별로 수리특성을 계. 1

산하였으며 최대수위는 로 산정되었다 또한 유속과 유량이 음 의 값을 갖는 경우에 흐름 방향이EL. 3.05m . (-)

역전되므로 측점 에서 흐름이 분기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대상구간에 대한 홍수범람해석을, 4040.969 .

후처리과정을 이용하여 각 측점에 따라 시간별대로 산정하였다 일부 하천구간 및 저지대의HEC-GeoRAS .

경우에 침수되는 것으로 표시되었으며 이것은 차원 범람해석상의 한계로 판단되었다, 1 .

핵심용어 홍수범람 부정류 광양항핵심용어 홍수범람 부정류 광양항핵심용어 홍수범람 부정류 광양항핵심용어 홍수범람 부정류 광양항: HEC-GeoRAS, ArcView, , ,: HEC-GeoRAS, ArcView, , ,: HEC-GeoRAS, ArcView, , ,: HEC-GeoRAS, ArcVie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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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 서 론서 론서 론서 론

최근에 홍수범람도나 재해지도를 작성하는 등 하천에 대한 범람해석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

정이다 차원 하천범람해석은 를 이용하여 홍수위를 산정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범람구. 1 HEC-RAS

역을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금회 연구가 수행된 광양항 배후단지 유역은 지류의 유입.

이 많고 합류부가 존재하며 하류단은 조위의 영향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치지도와 를 이. ArcView

용하여 광양항 유역특성에 대해 조사하고 홍수범람을 예측하기 위해 및 부정류HEC-GeoRAS HEC-RAS

모의를 이용하여 홍수범람 위험지역 및 수리특성을 분석하였다.

2.2.2.2. 및 모형 적용및 모형 적용및 모형 적용및 모형 적용GIS HEC-GeoRASGIS HEC-GeoRASGIS HEC-GeoRASGIS HEC-GeoRAS

본 연구에서는 수치지도를 이용한 지형분석에는 를 사용하고 수리모형으로는 와 연계ArcView , ArcView

가 가능한 를 적용하였다HEC-GeoR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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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2.12.1 모형의 개요모형의 개요모형의 개요모형의 개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지리학적ArcView (GUI) ,

위치와 연계된 정보를 시각화하고 질의하며 수정 및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결과를 지

도상에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는 와 함께 사용할 목적으로 지형공간 자료를 처리하. HEC-GeoRAS HEC-RAS

기 위해서 설계된 의 이다 또한 에서 으로 등록하면ArcView Extension . ArcView Extension preRAS,

메뉴가 생성되어 전처리과정과 후처리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postRAS, GeoRAS_Util HEC-RAS .

2.22.22.22.2 를 이용한 망 형성를 이용한 망 형성를 이용한 망 형성를 이용한 망 형성ArcView TinArcView TinArcView TinArcView Tin

2.2.12.2.12.2.12.2.1 지형자료 추출지형자료 추출지형자료 추출지형자료 추출

그림 과 같이 항공측량된 광양항배후단지 평면도와 수치지도를 합성하여 정밀한 지형데이터를1 1:5000

추출하였다 그림 에서 평면도는 로 표시하고 수치지도는 등고선으로 표현한다 또한 두 개의 자료가. 1 point .

합성되어 일반적인 지형자료 보다 정확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광향 등고선 및 테마 작성그림 광향 등고선 및 테마 작성그림 광향 등고선 및 테마 작성그림 광향 등고선 및 테마 작성1. Point1. Point1. Point1. Point 그림 광양항 유역 불규칙삼각망 형성그림 광양항 유역 불규칙삼각망 형성그림 광양항 유역 불규칙삼각망 형성그림 광양항 유역 불규칙삼각망 형성2. (TIN)2. (TIN)2. (TIN)2. (TIN)

2.2.22.2.22.2.22.2.2 유역 및 하도 망 형성유역 및 하도 망 형성유역 및 하도 망 형성유역 및 하도 망 형성TINTINTINTIN

그림 에서 얻어진 망을 형성할 때 에서 이용하기 위해 하도부분의 데이터를 현 지형2 TIN HEC-GeoRAS

과 측량자료에 맞게 보간하여 하상 지형 자료를 재추출하였다 또한 하도부분의 표고값을 조밀하게 분할하여.

재검토하였으며 하천부분이 수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그림 와 같이 수리분석 및 범람해석에 적합한 망, 2 TIN

을 작성하였다.

3.3.3.3. 와 를 이용한 부정류 모의와 를 이용한 부정류 모의와 를 이용한 부정류 모의와 를 이용한 부정류 모의HEC-GeoRAS HEC-RASHEC-GeoRAS HEC-RASHEC-GeoRAS HEC-RASHEC-GeoRAS HEC-RAS

본 연구 대상인 광양항 배후단지 배수로 모의 구간이 조석의 차가 크고 지류 유입지점이 많은 특징을 나

타내므로 부등류 상태 모의 보다는 부정류 상태 모의가 보다 정확한 수리학적 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

되었다 또한 홍수위 산정을 위해 를 이용하여 으로부터 추출된 지형자료를 사용하여. HEC-GeoRAS TIN

모형에 적용하여 부정류 모의를 수행하였다HEC-RAS .

3.13.13.13.1 유역개황 및 경계조건유역개황 및 경계조건유역개황 및 경계조건유역개황 및 경계조건

3.1.13.1.13.1.13.1.1 유역개황유역개황유역개황유역개황

본 연구의 대상하천인 배수로는 광양항 동측배후단지의 조성에 따라 동서로 양분하여 흐르고 있으며 개5

의 지류 성황전 구성황천 대사천 통사천 지천 를 포함하는 총연장 의 인공적인 수로이다 다음 그림( , , , , ) 5.8km .



은 홍수량 산정지점을 나타낸 것이며 표 은 지점별 유역현황 및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3 , 1 .

표 지점별 유역현황 및 특성표 지점별 유역현황 및 특성표 지점별 유역현황 및 특성표 지점별 유역현황 및 특성1.1.1.1.

구분 소유역명
유역면적
(ha)

값CN
유로연장
(km)

유역경사
(%)

동측

SH-0 반심교 62 93 0.50 9.9

SH-1 성황천 846 79 6.26 4.4

SH-2 구성황천 121 88 1.01 3.4

서측

TS-3 대사천 79 86 1.02 7.7

TS-2 지천 82 87 0.95 8.4

TS-1 통사천 280 79 2.75 6.9

TS-0 장길나루터 52 93 0.50 2.1

배후
단지

GY-1 우수관로(1) 56 97 1.09 0.1

GY-2 우수관로(2) 16 96 0.78 0.1

GY-3 우수관로(3) 34 96 0.92 0.1

GY-4 우수관로(4) 37 96 0.92 0.1

GY-5 우수관로(5) 25 96 1.22 0.1
그림그림그림그림 3333 홍수량 산정지점도홍수량 산정지점도홍수량 산정지점도홍수량 산정지점도....

3.1.23.1.23.1.23.1.2 경계조건 및 지형자료 입력경계조건 및 지형자료 입력경계조건 및 지형자료 입력경계조건 및 지형자료 입력

본 연구에서 경계조건은 부정류 모의를 하기 위해 상하류단은 수위를 입력하였으며 본류에 유입되는

각각의 지류는 시간에 따른 유량변화 즉 수문곡선을 이용하였다 또한 금회 상하류단에 사용된 수위 및, .

각 유입지점 및 유입량은 그림 와 같다 여기서 유입량은 금회 설계빈도 년에 대해 산정된 값을 이용하4 . , 100

였다 부정류 모의는 각 시간별 유입량으로 수문곡선을 유도하여 적용하였다 상하류단의 수위수문곡선은. .

조위 곡선으로 조위해석에 의해 결정된 대조 평균고조위 최대고조위편차 값을 이용하였으며 그림 와 같다+ , 5 .

그림 은 전처리 과정에 의해 얻어진 지형 자료를 에 입력하여 작성한 그림이다6 HEC-GeoRAS HEC-RAS .

그림 지류별 유입지점그림 지류별 유입지점그림 지류별 유입지점그림 지류별 유입지점4.4.4.4. 그림 설계조위곡선그림 설계조위곡선그림 설계조위곡선그림 설계조위곡선5.5.5.5. 그림 지형추출 및 입력그림 지형추출 및 입력그림 지형추출 및 입력그림 지형추출 및 입력6.6.6.6.

3.23.23.23.2 부정류해석 이론부정류해석 이론부정류해석 이론부정류해석 이론HEC-RASHEC-RASHEC-RASHEC-RAS

부정류 모의는 연속방정식과 운동량방정식에 의해 전개되는 모형에 근거한다HEC-RAS UNET . UNET

모형은 개수로에 대한 차원 부정류 흐름을 모의할 수 있으며 유한차분법으로 편미분 흐름방정식을 이산화1

하였다 또한 이 밖에도 모형은 문제 분기 및 합류 문제 저류면적 산정 횡방향 월류 저류. UNET loop-net , , ,

면적등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위의 경계조건 및 지형자료를 이용하여 부정류 모의를 수. HEC-RAS

행하였다 또한 시간에 따른 각 지점별 수위에 수치해석시 발산이나 이상현상이 발생되지 않고 수렴될 때까.

지 각 매개변수 및 를 조정하였다tolerence .

3.33.33.33.3 에 의한 부정류 모의결과 및 분석에 의한 부정류 모의결과 및 분석에 의한 부정류 모의결과 및 분석에 의한 부정류 모의결과 및 분석HEC-RASHEC-RASHEC-RASHEC-RAS

부정류 모의 결과는 시간에 따라 분 간격으로 홍수위 및 유속 기타 수리특성을 산정하였HEC-RAS 10 ,



다 그림 과 같이 각 지점별 최대 수위를 나타내었으며 이때 최대 수위는 로 모의되었다 또한 각. 7 , EL. 3.05m .

시간별 산정결과는 자료가 방대하여 생략하였으며 시간별 홍수위는 각 지점에서 지체시간 및 조위곡선의 영,

향에 따라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산정된 최대수위를 차원 지형자료에 도시하여 그림 과 같이 나타내. 3 8

었다 표 는 각 지점별 최대 수위에 대한 흐름 특성을 정리하였다 유량과 유속에서 음수 가 발생하는 구. 2 . (-)

간은 흐름방향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곳으로 광양항 배후단지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측점 에서 흐름이 분기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측점내의 최고 수위는. 4040.969 , EL.

로 산정되었다 또한 최대 값이 발생되는 조건에서는 유속이 매우 작게 분석되었고 이것은 상하류단3.05m .

의 영향으로 경계조건 즉 조위곡선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는 흐름이 분기되는 지점을, . 9

지형 모식도에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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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간에 따른 지점별 최대 수위그림 시간에 따른 지점별 최대 수위그림 시간에 따른 지점별 최대 수위그림 시간에 따른 지점별 최대 수위7.7.7.7. 그림 시간에 따른 최대수위 차원 지형그림 시간에 따른 최대수위 차원 지형그림 시간에 따른 최대수위 차원 지형그림 시간에 따른 최대수위 차원 지형8. (3 )8. (3 )8. (3 )8. (3 )

측점
유량 홍수위 유속

측점
유량 홍수위 유속

측점
유량 홍수위 유속

( /s)㎥ (EL.m) (m/s) ( /s)㎥ (EL.m) (m/s) ( /s)㎥ (EL.m) (m/s)

82.849 203.58 2.90 0.04 1855.434 121.76 3.02 0.18 4182.883 -181.99 2.99 -0.28

156.341 204.63 2.90 0.05 1970.842 121.88 3.02 0.26 4281.469 -181.75 2.98 -0.43

260.238 206.02 2.90 0.05 2071.409 121.94 3.02 0.41 4421.655 -181.59 2.97 -0.51

350.65 207.29 2.90 0.07 2219.057 122.07 3.03 0.2 4489.007 -181.53 2.97 -0.41

413.424 208.22 2.90 0.07 2330.464 98.07 3.03 0.12 4614.537 -181.45 2.96 -0.45

534.714 209.42 2.90 0.78 2478.539 86.66 3.03 0.12 4678.872 -174.88 2.95 -0.55

564.714 209.57 2.91 0.78 2601.741 86.86 3.03 0.14 4769.721 -174.70 2.94 -0.55

689.126 200.38 2.94 0.67 2737.198 87.03 3.03 0.25 4853.632 -174.56 2.93 -0.6

853.117 208.38 2.96 0.44 2874.949 87.15 3.04 0.28 4959.862 -174.44 2.92 -0.7

1001.069 208.41 2.97 0.68 2975.773 74.55 3.04 0.21 5067.341 -195.30 2.90 -0.71

1103.222 188.93 2.99 0.55 3090.978 74.69 3.04 0.13 5207.51 -188.05 2.90 -0.51

1203.732 194.54 3.01 0.28 3218.796 66.27 3.04 0.22 5299.562 -187.44 2.9 -0.3

1319.963 189.12 3.01 0.28 3362.482 66.38 3.05 0.2 5393.269 -186.78 2.9 -0.3

1416.159 189.19 3.01 0.22 3521.478 43.74 3.05 0.1 5475.392 -186.19 2.9 -0.3

1507.714 189.29 3.01 0.16 3759.146 7.47 3.05 0.02 5581.186 -185.42 2.9 -0.28

1618.311 189.42 3.01 0.22 3887.203 7.56 3.05 0.02 5694.656 -184.56 2.9 -0.27

1727.694 121.60 3.02 0.15 4040.969 -182.36 2.99 -0.72 5798.142 -183.19 2.9 -0.14

표 지점별 최대 수위에 따른 단면수리 특성표 지점별 최대 수위에 따른 단면수리 특성표 지점별 최대 수위에 따른 단면수리 특성표 지점별 최대 수위에 따른 단면수리 특성2.2.2.2.

4.4.4.4. 에 의한 홍수범람해석에 의한 홍수범람해석에 의한 홍수범람해석에 의한 홍수범람해석HEC-GeoRASHEC-GeoRASHEC-GeoRASHEC-GeoRAS

로부터 파일을 입력하여 후처리 과정을 이용하여 범람구역을 해석HEC-RAS GIS_export HEC-GeoRAS

하였다 각 시간별 분 간격 범람구역을 분석을 수행하고 각 시간대별 범람구역도를 연결하여 에니메이션. (10 )

을 작성하였다 이 에니메이션으로 시간대별 범람구역 변화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시간별 최대. ,

범람 구역을 표시하여 그림 에 도시하였다 그림 에서 일부 하천구간이 아닌 저지대의 경우에 침수되는10 . 10

것으로 표시되었으며 이것은 차원 범람해석상의 한계로 판단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시간대별로 범람, 1 .



구역을 산정된 홍수위와 후처리 과정으로 표시할 수 있었으며 차원 범람해석의 한계성을 포HEC-GeoRAS 1

함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흐름 분기지점

그림 광양항 흐름분기 지점그림 광양항 흐름분기 지점그림 광양항 흐름분기 지점그림 광양항 흐름분기 지점9.9.9.9. 그림 시간별 최대 범람구역 에니메이션그림 시간별 최대 범람구역 에니메이션그림 시간별 최대 범람구역 에니메이션그림 시간별 최대 범람구역 에니메이션10. ( )10. ( )10. ( )10. ( )

5.5.5.5.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에서 수행된 와 를 이용한 차원 하천 부정류 모의 및 범람구역 해석에HEC-GeoRAS HEC-RAS 1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기 작성된 지형자료나 수치지도는 현 상태를 재측량 것과 차이를 나타내므로1. Arc View

를 이용하여 수치지도와 금회 항공측량한 자료를 합성하여 오차 발생을 방지하였다 또한 전. HEC-GeoRAS

처리과정을 이용하여 에 입력되는 지형자료를 추출하여 망을 작성하였다HEC-RAS TIN .

광양항 배후단지 유역 및 수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정류 모의를 실시하였으며 수위는 각 분석2.

시간별대로 경계조건의 영향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부정류 모의 결과 최대 수위는 로 산정. , EL. 3.05m

되었다 또한 각 지점별 유속 및 유량 기타 수리특성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유속과 유량이 음 의 값을 같는. , (-)

경우에 흐름 방향이 역전되므로 측점 에서 흐름이 분기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040.969 .

대상구간에 대한 홍수범람해석을 후처리과정을 이용하여 각 측점에 따라 시간별대로3. HEC-GeoRAS

산정하였으며 시간대별 최대범람 구역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일부 하천구간이 아닌 저지대의 경우에 침수되, .

는 것으로 표시되었으며 이것은 차원 범람해석상의 한계로 판단되었다, 1 .

부정류 모의 따른 분석은 수위와 유속은 산정할 수 있었으나 지형자료에 따른 정확한 유속 분포와 방4.

향 와류의 발생 등 수리특성은 차원 모형의 한계를 내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및, 1 . , HEC-RAS

에 의한 부정류 범람해석 모의 결과 향후 보다 정확한 유황 및 수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HEC-GeoRas ,

차원이나 차원 모형에 의한 보완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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