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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홍수시 댐 방류에 따른 하류하천의 침수지역을 신속하게 가시화하는 것은 댐관리 업무에 매우

중요하다. 하천구간별로 모의된 홍수위를 기반으로 침수지역을 효과적으로 표출하기 위해서는 하

천의 만곡부에서 나타나는 중복영역을 제거해야 된다. 본 연구에서는 홍수분석모형 (COSFIM)과

FLDWAV 모델을 연계하여 하천 만곡부를 고려한 침수지역 가시화를 위해 배수강제 알고리듬을

적용하였다. 배수강제 알고리듬은 자동유역추출시 지형상의 함몰점을 제거함으로서 수문학적 처리

연구 등에 장점을 주는 보간법의 일종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강댐 하류구간을 대상으로 하천만곡

부를 고려한 침수지역 레이어 제작기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수행하기 위

해 Arcobject 컴포넌트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침수지역레이어 자동추출시스템은 시간측면에

서 대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되는 홍수범람가시화 업무를 효과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었다.

또한 침수지역 레이어는 IKONOS 위성영상과의 연계를 통해 홍수 재해관련 업무에 실감정보를 제

공할 수 있었다.

주요어 : 하천만곡부, 침수지역, 배수강제알고리듬

ABSTRACT

Rapid visualization of flood area of downstream according to the dam effluent in flood

season is very important in dam management works. Overlay zone of river bight should be

removed to represent flood area efficiently based on flood stage which was modeled in river

channels. This study applied drainage enforcement algorithm to visualize flood area considering

river bight by coupling Coordinate Operation System for Flood control In Multi-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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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FIM) and Flood Wave routing model (FLDWAV). The drainage enforcement algorithm is

a kind of interpolation which gives to advantage into hydrological process studies by removing

spurious sinks of terrain in automatic drainage algorithm. This study presented mapping

technique of flood area layer considering river bight in Namgang-Dam downstream, and

developed system based on Arcobject component to execute this process automatically.

Automatic extraction system of flood area layer could save time-consuming efficiently in flood

inundation visualization work which was propelled based on large volume data. Also, flood area

layer by coupling with IKONOS satellite image presented real information in flood disaster works.

KEYWORDS : River Bight, Flood Area, Drainage Enforcement Algorithm

서  론

홍수 및 침수위험지도는 강우로 인해 발생

하는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지도로 표시함으로

서 국민들에게 홍수재해에 대한 사전위험성을

전달하는데 효과가 높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

른 돌발홍수 등이 빈번하면서 홍수지도 제작에

대한 사업 및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재원(2007)은 해안 매립지역에 대한 침수

예상도를 제작하는데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활

용기법을 제시하였으며, 이근상 등(2004)은 수

치지형도를 활용하여 홍수지도 제작용 지형자

료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와 수

치지형도간의 지형오차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지형구축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또한 김종연

과 박창석(2008)은 홍수관리를 위한 재해지도

구축 및 활용방안을 연구하였으며, 황유정

(2006)은 홍수에 의한 침수취약지역을 분석하

기 위해 지형자료와 경사특성을 상호 연계하

였다. 그리고 신상영 등(2005)은 GIS를 이용하

여 도시지역 돌발홍수 침수예상지도 작성기법

및 대피강우기준을 개발하여 제시한 바 있으

며, 정인주 등(2003)은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GIS 기반 하천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에 연구되어 왔던 홍수지도는

크게 홍수재해지도(flood disaster map)와 홍수

위험지도(flood risk map)로 구분할 수 있다. 홍

수재해지도는 과거의 홍수재해 발생 지역에 대

한 침수규모와 피해정도를 지도상에 표시한 것

이며, 홍수위험지도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강우빈도 혹은 특정강우사상에 대해 피해를 입

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침수심, 유속, 침수도달

시간, 침수지속시간, 예상피해규모 등을 공학적

인 계산을 통해 지도로 표현한 것이다(이근상,

2004). 이와 같은 홍수위험지도는 주로 침수에

취약한 도심지를 대상으로 제작되며, FLUMEN

과 같은 2차원 홍수분석모델을 구동하기 위해서

는 비교적 면적이 작은 지역이 선정된다.

이와는 별도로, 홍수기에 댐 방류에 따른 하류

하천의 침수상황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HEC-RAS

나 FLUMEN과 같은 1차원 수리모델을 통해 예

측된 일정 하천구간별 홍수위자료를 이용하여

제내지쪽의 지형정보와 연계한 침수가능지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1

차원 수리모델을 통해 계산된 홍수위정보는 제

방을 월류하여 제내지쪽에 전파되는 홍수의 영

향을 모의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EAP와

같은 극한상황에서 제방이 파괴되거나 월류되

어 급속히 제내지쪽에 침수가 발생되는 시점에

서는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한국수

자원공사는 하천의 홍수피해 최소화 및 갈수기

때 물의 효율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댐군홍수

조절연계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

다. 「댐군홍수조절연계운영시스템」은 홍수분

석모델 (Coordinate Operation System for

Flood control In Multi-reservoir; COSFI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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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원 수리해석모델인 FLDWAV (Flood

Wave routing model)를 통해 하천구간별로 홍

수위를 예측하여 홍수기때 하류하천에 대한 최

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낙동강을 대상으로 「댐군

홍수조절연계운영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특

히 낙동강의 남강댐 하류지역에 대한 실시간

홍수위자료와 연계한 홍수범람가시화시스템을

GIS와 위성영상자료를 기반으로 구축하였다(건

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 2007).

본 연구는 효과적인 홍수범람가시화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댐하류 지역의 정

밀지형자료와 하천구간별 횡단측선 영역을 공

간중첩하여 침수지역을 효과적으로 생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하천만곡부에서는 횡단측점

을 연결한 연장선이 서로 중복되어 나타나며,

이러한 중복영역에 대해 어떠한 수위값을 할당

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하

천 만곡부를 고려한 횡단측선 영역을 효과적으

로 추출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며, 본 연구

에서는 낙동강유역중 남강댐 하류구간 약 82㎞

를 대상으로 배수강제 알고리듬을 적용한 효과

적인 침수지역 레이어 생성기법을 제시하였다.

침수지역 생성기법의 문제점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웹기반 침수범람가시

화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침수지역 레이어를

제작하는 것으로서, 침수지역 레이어는 크게

래스터(Raster)와 벡터(Vector) 방식으로 구분

되어진다. 래스터 기반의 침수지역 레이어 제

작은 DEM에서 간단한 공간처리 프로세스를

통해 추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침수경계

면이 불규칙하게 표현되어 사용자에게 양질의

GIS 레이어를 제공하기 어렵고 가시화시스템

에서 횡단측점별 침수지역 추출을 위한 실시

간 연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인터넷을 통

해 서비스되는 시스템의 성능(Performance)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반면, 벡터 기반의 침

수지역 레이어 제작은 각 횡단측점별로 별도

의 정밀등고선 레이어를 추출하는데 많은 시

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나, 침수경계면이

매끄럽고 범람가시화시스템에서 횡단측점별

침수지역 등고값이 호출될 경우 빠른 시간내

에 해당되는 레이어를 사용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웹 기반 홍수범람가시화

시스템의 핵심은 3차원 GIS 엔진을 통해 대용

량의 침수지역 레이어를 빠른 시간내에 서비

스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으며, 이러한 점을 볼

때 벡터기반의 침수지역 레이어 제작이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래스터 기반 침수지역 레이어

(b) 벡터 기반 침수지역 레이어

그림 1. 래스터 및 벡터기반 침수지역 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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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기반 침수지역 레이어 제작 프로세스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침수지역 레이어 제작 프로세스

 

정밀지형자료는 1:5,000 수치지형도를 기반

으로 구축되며 횡단측선 폴리곤은 수리학적

모형인 FLDWAV 모델에서 모의된 하천수위

정보를 표현하는 기준 레이어가 된다. 횡단측

선 폴리곤을 구축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하천횡단측점을 RIMGIS (River Management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자료에서

추출한 후 각 횡단측점을 Line으로 연결하게

된다. 그리고 각 하천횡단구역별로 모의한 침

수등고값을 호출하기 위한 공간질의를 위해

그림 3과 같이 하천횡단측점을 연결한 Line을

상류쪽으로 10m 평행이동 시키게 된다.

그림 3. 횡단측점 Line의 이동

횡단측선 폴리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천의 만곡부에서의 처리 문제

이다. 그림 4에서 1번 측점의 침수 등고값이

130m이고 2번 측점의 침수 등고값이 129m라고

할 때, 그림 4(a)와 같이 침수지역이 각 횡단측

선의 중첩지역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침수

지역 가시화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그

림 4(b)와 같이 침수지역이 중첩지역을 포함하

는 경우에는 어떠한 영역을 가시화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Venkatesh Merwade 등,

2008). 이와 같은 하천 만곡부에서의 효과적인

침수가시화를 위해서는 하천횡단측선에 대한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수문학적 배수강제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래스

터자료를 처리하였다(Frank Kenny 등, 2008;

John Nikolaus Callow 등, 2007).

(a)

(b)

그림 4. 하천 만곡부에서의 침수지역 표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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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강제 알고리듬의 활용

하천의 만곡부에서 발생하는 중복영역을 제

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완경사지역에서

물의 흐름을 생성하는 배수강제 알고리듬을

도입하였다(Hutchinson, 1989; Frank Kenny

등, 2008). 배수강제 알고리듬은 경사가 매우

완만한 지역에서 지형자료에 포함된 Sink와

같은 지형오차로 인하여 물의 흐름이 단절되

는 것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서 인접

셀을 확장하면서 강제적으로 물의 흐름을 생

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배수강제 알고리

듬은 입력과정 중 공간자료를 Sink로 지정하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력 래스터 자료에

서 생성되는 Sink를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각각의 Sink를 둘러싸고 있는 배수지

역내에서 가장 낮은 안부점을 경유하는 하천

을 추론하여 래스터 자료를 수정함으로서 불

필요한 함몰을 제거하게 된다.

래스터 자료의 보간과정 중 Sink와 안부점

의 특징을 살펴보면, Sink란 처리하고자 하는

셀이 인접한 8개의 셀에 비해 매우 낮은 표고

값을 갖는 반면, 안부점은 인접한 8개의 셀중

최소한 2개 이상의 셀이 처리하고자 하는 셀

보다 높은 표고값을 갖는다. 배수강제 알고리

듬의 핵심은 자료보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각의 Sink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안부점을 포

함하고 있는 유역 분수계로 둘러싸여져 있다

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만약 Sink가 표고와

관련이 있고 가장 낮은 안부점이 표고와 관련

이 없다면, 가장 낮은 안부점은 Sink를 제거하

기 위하여 수정되는 래스터 영역을 확인하게

된다. 반면, 가장 낮은 안부점이 표고와 관련

이 있지만 Sink와는 관련이 없다면 Sink와 직

접 인접하고 있는 격자는 안부점의 표고만큼

높아지게 된다. 만약 Sink와 가장 낮은 안부점

모두가 표고점과 관련이 없다면, Sink와 가장

낮은 안부점 주위에 있는 격자점들은 유역을

나타내도록 수정되어진다. 안부점은 Sink나 래

스터의 경계가 확인될 때까지 각 안부점으로

부터 최대경사 방향을 추적함으로서 Sink 지

점들과 관련되어 진다. 그림 5는 안부점 A, B,

C, D, E가 점선으로 표시된 유하선을 경유하

여 Sink S1과 관련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그림

이다. 배수강제 알고리듬을 통해 그림 5의

Sink S1은 주위의 안부점 중 가장 낮은 표고

값을 갖는 안부점 D와 연결되어지며 D는 다

시 그림 6과 같이 Sink S2로 연결된다. 이때

Sink와 안부점간의 구간은 최대경사방향으로

선형 보간되어 Sink를 제거하게 된다

(Hutchinson, 1989). 이러한 배수강제 알고리

듬은 보간하고자 하는 값들간의 중복부분을 효

과적으로 개선해 주기 때문에 하천구간의 측점

ID를 활용할 경우 하천만곡부에서의 사행성을

고려한 구간 영역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a) Sink와 안부점과의 관계

(b) 선형보간

그림 5. 배수강제 알고리듬을 이용한 선형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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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및 분석결과

침수지역 레이어 제작을 위해 본 연구에서

는 낙동강유역중 남강댐 직하류지역을 연구대

상지로 선정하였다.

그림 6. 대상 대상지역 

침수구역 레이어 제작을 위해 필요한 정밀지

형자료 구축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의 1:5,000

수치지형도 124도엽을 이용하였다. 수치지형도

에서 추출한 등고선은 등고선누락(그림 7(a))

및 도엽간의 부정합(그림 7(b)), 그리고 등고선

은 존재하나 속성값이 잘못 입력된 사례(그림

7(c))들이 발견되었다.

(a)

(b)

(c)
그림 7. 등고선 오류 사례

이러한 등고선 오류는 정밀지형자료 구축을

위한 DEM 생성시 실제 지형과 다른 형태의

지형을 생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등고선

오류를 도엽별로 확인하여 등고선 추가 및 도

엽간 등고선 연결, 그리고 잘못된 등고선 속성

값을 수정하였다. 수정 편집한 등고선 레이어

로부터 Quintic 보간을 이용하여 TIN을 구축

한 후 5m 해상도의 DEM을 생성하였다.

1:5,000 수치지형도로부터 생성한 DEM으로

부터 20㎝ 간격의 조밀한 등고선을 추출하는

것은 1:5,000 수치지형도가 포함하고 있는 수

직정확도 허용오차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측량성과물을 이용한 세부등고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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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근상 등, 2004).

그러나, 남강댐 하류 82㎞ 구간에 대한

LiDAR 측량성과물이 없는 관계로 본 연구에

서는 하천만곡부를 고려한 침수구역 레이어를

제작하는 기법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세부 등고선을 추출하

였다. 대상지역 전체에 대한 세부등고선 추출

시 시스템의 처리능력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덱스를 구성하여 DEM으로부터 인덱

스 폴리곤을 이용하여 Clip함으로서 구획별로

20㎝ 간격의 등고선 레이어를 추출하였다. 추

출된 등고선을 인덱스 경계를 중심으로 확인

한 결과, 인덱스 경계부분에서 등고선이 서로

떨어져 있는 곳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노드

(Node) 간격을 조정하기 위한 위상(Topology)

을 수행하였으나 노드 간격의 불확실한 차이

로 인해 최종 결과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10m 간격의 인덱스 중첩구

간을 설정하고 노드의 tolerance를 0.3m로 지

정하여 등고선의 연결성을 확보하였다.

횡단측선 폴리곤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남

강댐 직하류의 156개 횡단측점을 연결하여 횡

단측선을 생성하였으며, 공간질의를 위해 횡단

측선을 상류방향으로 10m 이동시켰다. 하천횡

단측선은 FLDWAV 모델에서 모의된 하천수

위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수위 레이어가 호출

되므로, 이를 위해 남강댐 직하류부터 남강댐

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지점까지 고유식별 코

드를 부여하였다. 하천만곡부에서의 횡단측선

폴리곤 영역 설정을 위해 각 하천횡단측선에

부여된 고유식별 코드값을 입력값으로 하여

배수강제 알고리듬을 적용하였다. 그림 8은 남

강댐 하류중 일부지역에 대해 횡단측선 폴리

곤을 확대한 화면으로서, 횡단측점을 기준으로

하천의 만곡부를 효과적으로 반영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횡단측점 ‘89번’과 ‘90번’의 간격

이 너무 조밀하여 횡단측선 폴리곤 ‘89번’의

경계영역이 횡단측점 ‘89번’ 과 ‘90번’과 비교

하여 약간 이격되어 나타났다. 배수강제 알고

리듬은 자료처리에 이용되는 격자노드점의 제

약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남강댐 하류구간

과 같은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서는 격자점간

의 간격을 너무 넓게 할 경우 시스템이 정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테스트 결과 남강댐

하류구간 82㎞에 대한 배수강제 알고리듬이

수행되는 최소격자간격은 40m로 확인되었으

며, 이러한 격자간격 특성상 횡단측점 ‘89번’과

‘90번’ 지역과 같이 하천시설물이 위치하고 있

어 측점간격 약 20m로 횡단측량이 수행된 곳

에서는 횡단측점과 약간 이격된 지점을 기준

으로 횡단측선 폴리곤 영역이 설정되었다. 그

러나, 일반적인 하천측량 간격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배수강제 알고리듬에

기초한 하천횡단측선 폴리곤 설정부분은 양호

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 횡단측선 레이어 화면

그림 9는 남강댐 직하류의 156개 횡단측점

으로부터 횡단측선 레이어를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20㎝ 간격으로 구축한 정밀지

형자료와 하천횡단측선 폴리곤에 대해

INTERSECT 공간중첩을 수행하여 침수지역

레이어를 구축하였다(김계현, 2004). 최종 결과

물은 선형 자료로 생성되므로 폴리곤 형태의

침수지역 레이어를 생성하기 위하여 위상을

확립하였으며, 이 과정중 등고값이 삭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 간격의 등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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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횡단측점

 

(b) 횡단측선 연결

 

(c) 횡단측선의 이동

 

d. 횡단측선 영역

그림 9. 횡단측선 레이어 추출 과정

그림 10. 침수지역 레이어 코드부여

레이어와의 Spatial Join을 통해 등고값을 부

여한 후 각 횡단측선별로 침수지역 레이어를

각각 분리하였다. 그림 10은 횡단측선 레이어

와 등고선의 공간중첩을 통해 생성된 침수지

역 레이어로서, 각 횡단측선별 번호와 등고값

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고유코드를 부여하였

다. 예를 들어 그림 10에서 A1001300은 하천

구역 코드 ‘A200’과 등고선 ‘130.0m’ 를 합성한

코드가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0㎝ 간격의 남강댐 하

류지역 등고선 자료와 하천횡단측점 자료를

이용하여 침수지역 레이어를 구축하는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해 ArcObject 컴포넌트 기반의

침수지역 레이어 자동추출시스템을 개발하였

다. 침수지역 레이어 자동추출시스템은

「Export DBF」, 「Point To Polyline」,

「Create Zone By TopoGRID」, 「C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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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제방측점을 연결하여 상류로 이동하는 기능

그림 12. Spatial Join을 이용한 침수지역 레이어 생성 기능

Contour By Zone」, 「Merge Zone And

Contour」, 그리고 「Spatial Zone」으로 구성

되어 있다.

먼저, 「Export DBF」 메뉴는 제방 쉐이프

파일로부터 횡단측점의 수평좌표와 고유 ID를

DBF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이며, 「Point To

Polyline」은 그림 11과 같이 횡단측점을 연결

한 후 상류방향으로 10m 이동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Create Zone By TopoGRID」

는 횡단측선의 고유 ID값을 기반으로 배수강

제알고리듬에 기초한 횡단측선 폴리곤을 생성

하는 기능이며, 「Clip Contour By Zone」은

20㎝ 간격의 등고선 레이어와 횡단측선 폴리

곤을 이용하여 각 횡단측선별 등고선을 분리

해낸다. 또한 「Merge Zone And Contour」은

횡단측선 폴리곤과 Clip된 등고값을 병합하는

과정이며, 마지막으로 「Spatial Zone」은 그

림 12와 같이 침수지역에 포함된 등고값을 공

간적으로 선택하여 속성값을 연결한 후 별도

의 침수지역 레이어로 분리해내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생성된 침수지역 레이

어는 하천횡단측선 폴리곤별로 고유 ID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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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되며, FLDWAV 모델에서 모의된 하천

횡단별 수위값을 이용하여 하천주변지역에 대

한 침수지역을 효과적으로 가시화하는데 이용

된다. 그림 10은 본 연구에서 추출한 침수지역

레이어와 IKONOS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남강

댐 직하류 일부구간에 대한 침수지역을 나타

낸 것으로서, 이러한 횡단측선별 침수지역 레

이어는 FLDWAV 모델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

의한 하천수위자료와 연동시 하천 재해관리를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13. 횡단측선별 침수지역 화면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남강댐 하류하천을 대상으로 GIS

기반 하천만곡부를 고려한 침수지역 레이어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먼저 1:5,000 수치지형

도 124도엽으로부터 AML (Arc Macro Language)

을 이용하여 등고선과 표고점을 추출하였다. 수

치지형도는 상이한 시기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하천부근에서의 등

고선 부재를 비롯하여 도엽간 등고선 부정합,

그리고 특히 등고선의 속성오류에 따른 지형생

성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지형오류를 수정

한 후 DEM을 구축하였으며, DEM으로부터 20

㎝ 간격의 세부등고선을 구축하였다.

FLDWAV 모델을 통해 예측되는 남강댐 하

류하천의 홍수위정보를 이용하여 침수지역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모델에서 고려한 일정 하

천구간 영역을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하천만

곡부에서는 하천수위값에 따라 침수지역이 중

복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효과

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하천의 만곡부를 고려한

공간추정 기법인 배수강제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새로운 횡단측선 폴리곤을 구축할 수 있었다.

배수강제알고리듬은 완경사지역의 유역추출에

활용되도록 개발된 지형보간법으로서, 지형상의

Sink 지점에서 발생하는 물의 정체현상을 해결

하기 위해 강제로 DEM을 보정하는 수문학적

DEM 생성기법의 일종이다. 배수강제 알고리듬

을 적용하여 생성한 횡단측선폴리곤과 단순히

횡단측선을 연결하여 구축한 횡단측선폴리곤을

비교한 결과, 배수강제 알고리듬을 적용한 경우

가 하천의 만곡부에서 발생하는 중복영역 제거

에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20㎝ 간격의 세부등고선과 횡단측선

폴리곤과의 공간중첩을 통해 침수구역도를 생

성하였으며, 각각의 침수구역도는 횡단측점 번

호와 등고값을 조합하여 고유코드를 부여하였

다. 침수구역도 제작 프로세스는 대용량 자료

가 활용되는 특성상 각 단계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부등고선과 횡단측

점으로부터 침수지역 레이어를 자동으로 추출

하기 위해, ArcObject 컴포넌트 기반의 침수지

역 레이어 자동추출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침수

지역 레이어 자동추출시스템은 「Export DB

F」, 「Point To Polyline」, 「Create Zone

By TopoGRID」, 「Clip Contour By Zone」,

「Merge Zone And Contour」, 그리고

「Spatial Zone」으로 구성되어 있다. 침수지역

레이어 자동추출시스템을 통해 댐하류 하천의

침수가시화에 필요한 침수구역 레이어를 구축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

며, 특히 IKONOS 위성영상과의 연계를 통해

FLDWAV 모델을 통해 예측된 홍수위별 침수

지역을 가시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실감정보

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하천만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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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고려한 침수지역 레이어 정보는 홍수기

하천 재해관리 업무를 추진하는데 매우 유용한

의사결정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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