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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하천의 흐름해석 분야에서 모형이 요구하는 입력자료 중 하천단면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수

치모형을 이용해서 자연하천의 2차원 흐름을 모의하고자 할 때 정확한 계산치를 얻기 위해서는 실

제 하천단면의 하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하천단면의 하상을 실제 상태의 모습 그

대로 반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실무에서 사용하는 하천측량 자료인

HEC단면과 ArcView를 연계하여 등간격 하도단면을 생성하고 유한요소망을 구축하는 방법을 제

안하였다. 연구 대상지역은 한강 본류 구간과 낙동강 본류 구간을 선정하였고 등간격 하도단면 구

축결과 실측 단면자료와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등간격 하도단

면을 이용하면 2차원 흐름해석 및 수질해석을 위한 양질의 유한요소망을 구축하여 유한요소해석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하천단면, HEC단면, ArcView, 등간격 하도단면

ABSTRACT
The river cross section in the input/output data which are needed in the area of river flow

analysis is very important factor. The bottom elevation of actual river cross section has to be

correctly reflected to obtain correct results when two dimensional flow analysis is conducted

for natural river. But to reflect virtually the bottom elevation of river cross sect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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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ssibl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method for creating equi-distance river

cross section by using both HEC section and ArcView and constructing the finite element

mesh. The main channels of Han and Nakdong river were selected and equi-distance river

cross sections constructed in this study have shown good agreement with the observed river

cross sections. In addition, high quality finite element meshes can be applied to many areas of

study such as finite element analysis for water quality and two dimensional flow analysis

using the suggested method for equi-distance river cross sections in this study.

KEYWORDS : River Cross Section, HEC Section, ArcView, Equi-distance River Cross Section
서  론

이상적인 하천 유지관리 시스템의 구축은

하천의 흐름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수치모

형의 개발과 수치모형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

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때로는

하천의 흐름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우수한

모형이 개발되어도 모형이 요구하는 입력자료

가 없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

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하천의

흐름해석 분야에서는 입․출력 자료의 구성이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흐름의 공간적 분포

특성 도시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체계적인 자료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었다(최철관 등, 2000).

각종 다양한 정보를 수집․저장․분석․제공

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료, 인력, 조

직 및 제도적인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지형정보

시스템은 컴퓨터의 발달로 2000년대 들어 응용

분야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형, 지

질, 지리, 토지 등과 관련된 분야에 필요한 정보

를 그들 특성에 알맞게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

은 지형정보시스템의 장점은 자료가 데이터베이

스 내에서 수치형태로 처리되므로 많은 양의 자

료를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각종 자료들을 다양한 방법과 관점에서 통합

하여 모델링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만들 수 있

다는 것이다(심순보와 김주훈, 1998).

GIS와 하천 수자원 분야와의 연계는 동수역

학 모델링을 통한 수치모의시 입력자료의 작성

및 요소망의 구성에 용이하고 특히, GIS 데이

터 구조 중 격자구조는 대상지역을 일정 크기

의 격자망으로 나누어 모델링하는 유한요소법

방식의 모델링과 매우 유사한 자료구조를 가진

다. 그러나 현재 제공되는 수치지도의 경우 하

천 내 지형에 대한 표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GIS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하천

내 요소망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차원 수치모형을 이용한 자연하천의 흐름

등을 모의하고자 할 때 정확한 계산치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 하천단면의 하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측정자료의 부족

과 수치모형의 한계로 인해 하천단면의 하상

을 현 상태의 모습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거

의 불가능하다. 2차원 수치해석을 위해서는 정

확한 계수를 선정하고, 실제지형과 거의 일치

하는 지형자료 구축을 통하여 모의를 수행하

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그러나 2차원

해석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유한요소망의 적정성이며 대부분의

2차원모형은 정방형에 가까울수록 안정적인

모의를 수행한다(황재홍 등, 2009; 김병현 등,

2009). 따라서 불규칙간격으로 측정된 HEC단

면자료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유한요소망을

구성하는 방법보다는 적정한 형태의 유한요소

망을 구축할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

겨진다. 현재 실무에선 수치모의를 위한 하도

단면 입력자료로 하천정비기본 계획을 통해

구축된 HEC단면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

한 HEC단면 자료는 기본적으로 1차원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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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ndex Map과 대상유역 수치지도

자료로써 HEC-RAS와 같은 1차원 수치모형

을 위한 입력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HEC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2차원 모의를 위한

유한요소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2차원

단면자료로의 변환이 필요하고 또한 2차원 단

면자료로 변환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처리 없

이 그대로 유한요소기법 등의 수치모의에 이

HEC단면 자료를 사용한다면 복잡하고 매우

불규칙한 요소망이 생성될 것이고 이는 수치

해의 정확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다

루는 것은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작업

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고

실제 하상도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표단면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rcView를 이용하여

국가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수치지도와

현재 실무에서 사용하는 하천측량 하도단면인

HEC단면을 연계하여 등간격 하도단면의 산출

하고 2차원 흐름해석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유한요소망을 구축된 등간격 하도단면을

이용하여 생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등간격 대표단면의 구축방안
1. 수치지도의 처리

하천에 대한 지형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림 1과 같이 국토지리정보원 Indexmap과

대상유역의 basin shpae파일을 이용하여 대상

대상유역에 대한 1:25,000 또는 1:5,000 의 수

치지도를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

하고 있는 횡단측량성과는 1:1,000∼1:5,000 수

준의 성과 수준으로 1:25,000 수치지형도는 하

천횡단측량 성과와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2차원 모의를 위해 구성

한 유한요소망은 대부분 하천횡단자료의 측정

성과만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지형도와 부합되지 않는 문제는 모형 전

체에 중대한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수치지형도와 하천횡단측량 성과

의 부합문제는 향후 논문을 통하여 검토할 예

정이다.

선정된 수치지도 파일(*.dxf)은 ArcView상

에서 작업이 불가능하므로 ArcView상에서 작

업이 가능한 coverage 형태로 변환하여야 한

다. coverage로 바꾼 각각의 수치지도는 유역

의 일부분만을 나타내는데 하나의 coverage에

서 전체유역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각각의

coverage를 하나의 coverage로 통합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layer를 제거하고 표 1과 같이 대표단면 생성

에 필요한 layer만 추출하는 작업도 함께 수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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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레이어 코드 비고

등고 Coverage 7111, 7114, 7121, 7124 등고 속성 중 볼록지, 오목지를 나타내는 레이어명 

표고 Coverage 7217 등고 속성 중 표고를 나타내는 레이어명

하천 Coverage 2111, 2112, 2113, 2114 하천의 좌안과 우안의 경계를 나타내는 레이어명

경계 Coverage 7334, 9999 도곽의 경계를 나타내는 레이어명

표 1. 주제별 레이어와 레이어 코드

각각의 coverage를 통합하고 불필요한 layer

를 제거한 coverage를 추출하면 그림 2와 같

이 출력된다.

그림 2. 필요한 layer만을 추출한 통합 coverage

2. 수치지도와 HEC단면 연계
그림 2와 같이 수치지도를 변환하여 하천의

지형자료를 구축하는 경우 수치지도상에 하천

내부 측점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본 논

문에서는 하천의 지형자료 추출을 위하여 현

재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1차원으

로 측량되어있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의 HEC단

면을 사용하였다. 필요한 layer만을 추출한

coverage에 HEC단면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각

HEC단면의 위치를 알아야 하는데 HEC단면의

위치는 그림 3과 같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알 수 있다.

그림 3. 하천정비기본계획의 HEC단면 위치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나오는 HEC단면에

위치 양 끝단에 해당하는 지점에 좌안부터 우

안까지 그림 4와 같이 점을 찍는다.

그림 4. HEC단면의 좌·우 끝점 입력

대상구간에 HEC단면에 위치한 양 끝단에

점을 모두 찍은 후에 ESRI 홈페이지에서 생성

된 point들의 좌표값을 입력해 주는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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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Coordinate Utility를 Extension에 추가하고

Coordinate Utility를 그림 5와 같이 실행한다.

그림 5. Coordinate Utility의 실행

그림 6과같이창이 나타나면 OK하고 Coordinate

Transfer Utility 창이 pop up되면 좌표값을 추

가할 Theme으로 앞서 작업한 파일을 선택하고

x,y좌표를 MapUnit으로 설정한다.

  

그림 6. Coordinate Transfer Utility의 실행

좌표 삽입이 끝나고 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뜬다. 이후 Hec_point.shp의 table을 열면 x,y

좌표가 삽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삽입된 HEC단면 

Wamis 홈페이지에서 하천/하천현황/하천형

상/하천횡단자료를 클릭하여 대상 구간에 대

한 단면 형상자료를 확인하고 작업할 단면을

HEC-RAS의 Cross Section Data 자료로 그

림 8과 같이 변환한다. 이때 각 단면의

Station과 elevation을 excel이나 ultraedit로 저

장한다. 생성된 단면과 wamis 홈페이지의 하

천정비 기본계획의 단면과 비교 확인한다.

ArcView에서 생성한 단면의 양 끝단 점의

정보를 기준으로 앞선 작업에서 생성한 단면

을 위치시키기 위해 Geometric Data / Edit /

XS Schematic Lines를 클릭하면 Edit Cross

Section lines for plan view on schematic

plot 창이 뜨는데 이는 ArcView에서 생성한

Hec단면 양 끝단의 좌표를 입력하는 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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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좌표입력   (b) HEC단면과의 연계

그림 9. 수치지도와 HEC단면의 연계

그림 8. 하천정비기본계획의 HEC단면

각 단면에 해당하는 양 끝점을 그림 9(a)와 같

이 입력한 후 마지막으로 Hec단면을 ArcView

상에 표현하기 위해 rasgeoconverter.ave를 실

행한다. 실행 결과 그림 9(b)와 같이 ArcView

상에 HEC단면 포인트와 라인이 생성된다.

3. 등간격 대표단면 생성
앞선 작업을 통해 구축된 HEC단면 파일을

CAD에서 불러온 후 그림 10(a)와 같이 각

HEC 단면의 양 끝점인 point 1과 point 2만을

남겨두고 내부의 점들을 선택하여 삭제한다.

하단의 command line에 ‘line'이라는 명령어를

친 후 point 1과 point 2를 선택한다. 혹은 왼

쪽의 Draw menu에 있는 을 누르고 point

1과 point 2를 선택하여 각 HEC단면마다의

line을 긋는다. command line에 ‘divide’를 친

후 나누고자 하는 line을 선택하고 나눌 간격

의 수를 입력한다. 9개의 등간격 단면을 생성

시키기 위해서 9를 입력하였다. 따라서 한 단

면에는 총 10개의 HEC point가 나타난다. 그

러나 생성된 등간격 Point는 단지 x, y방향에

해당하는 값만을 나타내고 Elevation에 해당하

는 z값을 가지고 있지 않다. 모의하고자 하는

모든 단면에 대해서 위와 같은 작업과정을 반

복적으로 수행한다. 모든 단면에 대해서 작업

을 수행한 결과는 그림 10(b)과 같다.

앞서 생성한 등간격 HEC data가 Elevation

값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 data를 TIN위

에 올려서 그 위치에 해당하는 Elevation을 값



ArcView와 실측단면을 이용한 등간격 하도단면 및 유한요소망 구축 / 최승용⋅한건연
―――――――――――――――――――――――――――――――――――――――――――――――――――――――――――――――――

101

(a) 내부점 삭제         (b) 등간격 절점 생성

그림 10. AutoCAD에서의 등간격 절점의 생성과정

을 가져오는 과정이다. 먼저 이 작업에 필요한

TIN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ArcView를 실행한다.

TIN의 형태와 Elevation값을 정의하기 위해서

coverage로 변환시킨 ‘boundary’와 ‘hecpoint’를

이용한다. 두 coverage를 함께 선택한 후 그림

과 같이 TIN을 생성한다. 그림 11은 ArcView

상에서 생성된 TIN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1. ArcView에서 생성된 TIN 

AutoCAD에서 작업한 등간격 단면 HEC data

는 Elevation 값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등간격

으로 만들어진 각 point에 TIN의 elevation값을

부여하기 위하여 ArcView의 elv_tin.ave 스크

립트를 사용하여 TIN으로부터 각 포인트의 표

고값을 추출한다. 이때 Relative Number(RN)을

동일한 table column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그

냥 하여도 순서대로 작성되므로 무방하다고 판

단된다. 그림 12(a)는 이러한 작업을 거쳐 완성

된 각 포인트 좌표를 텍스트로 나타낸 것이고

그림 12(b)는 생성된 하도 단면을 HEC단면과

함께 도시한 것이다.

대상 유역에 대한 등간격 하도단면 
및 요소망 구축

실제하천에 대한 본 연구의 적용성을 검토

하기 위해 한강유역과 낙동강 유역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등간격 하도단면을

구축하였고 이를 실제 하천 측량성과와 비교

하여 검증하였다.

1. 한강에 대한 적용
1.1. 대상지역 및 하천측량자료

연구 대상구간은 한강 본류의 중랑천 합류

부 직하류부터 안양천 합류전까지로 선정하였

다. 대상 구간의 하도 단면자료는 횡단측량 성

과가 모두 존재하며 크게 서울시 구간과 경기

도 구간으로 나누어 하도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한강의 서울시 관내구간의 하폭은 800m∼

1,600m사이로 비교적 안정된 폭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2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 하도

정비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대상구간 내 하천측

량을 위해서 한강 하류부 국가하천 91.636㎞ 중

접적지역 특성상 76.725㎞에 대하여 하천 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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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대상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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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생성된 등간격 단면과 HEC 단면의 비교

구역의 지형, 지물의 위치 및 그 현황과 하천

횡단의 형상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종․

횡단 측량을 실시하였다.

하천의 종단 측량을 위해서 수준측량성과를

이용하여 하천양안을 따라 500m를 기준으로

하되 기존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서 설정된

간격으로 선정한 측점을 따라 왕복측량을 실시

하였으며, 매 측점마다 좌․우안에 교호하여 매

설한 표석의 표고를 측정하였다. 또한 취수보

및 낙차공, 교량, 수중보, 취․배수문 등 주요하

천시설물 지점은 추가하여 측정하였고 상․하

단 및 유․출입구 표고를 측정하여 유지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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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측정

된 각 구조물 표고는 종횡단에 표기하였으며

각 하천의 측점마다 매설된 표석은 기본수준점

(1등) 성과를 기준으로하여 측정하였다. 종단측

량에서 실시한 기준점을 이용하여 유로의 직각

방향으로 횡단측량을 실시하였고 측점간 거리

는 500m를 기준으로 기존 상위계획 및 관련계

획상의 측점과 일치시켰으나 기존 하천정비

및 한강개발에 의한 유로변동으로 인하여 횡단

측선이 지나치게 틀어진 경우는 일부 조정하였

으며 교량, 보, 낙차공 등 하천 횡단구조물 지

점은 추가하여 지형상황을 고려한 요철이 잘

판단되도록 하였다. 무제부에서는 계획홍수위선

이상까지, 유제부에서는 제외지측 전부, 제내지

는 100m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지형을 고

려하여 가감 실시하였으며 1개 횡단형에서의

점간 거리는 20m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이 급

변하는 지점은 보측하였다. 그림 13은 대상지역

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상 구간 내 하천 횡단

측량성과 자료는 총 32개가 있다.

그림 14. 측량단면과 GIS와의 연계 

그림 15. 대상구간 TIN 생성

1.2. GIS를 이용한 등간격 하도단면 구축
본 연구 대상구간의 하천 GIS 시스템을 구

축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자료는 국가지리정보

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가지리정보시스

템은 인간의 활동이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정

확하고 체계적인 각종정보의 활용과 국가 경

쟁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이

1980년대 중반부터 지도 자동제작을 추진하였

으며, 이러한 경험을 축적하여 기본계획에 의

해 지리적 상관성이 있는 각종 지도 및 도형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수

치지도 제작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1,000, 1:5,000, 1:25,000 축척의

지형도 수치지도를 제작하였다.

연구 대상구간의 사용된 자료는 1:5,000 축

적의 지형도로 AutoCad 파일 형식인 dxf 형

태로 되어 있다. 지형자료로 사용된 1,5000 수

치지형도는 수많은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데

자료구축에 필요한 등고, 표고, 하천, 경계 레

이어들만 남기고 다른 레이어들은 삭제하여

효율적인 공간데이터 구축이 되도록 하였다.

주제별로 분류된 dxf파일 형식의 각 레이어를

ArcView에서 사용이 가능한 공간데이터 형식

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위상관계를 구축하였

다.(ESRI, 1995). 하천의 종․횡단을 측량한 지

형자료를 TM좌표에 입력하기 위해서 대상유

역에 해당하는 1:5,000의 축적을 가진 수치지

도를 ArcView를 이용하여 coverage 형태로

변환하고 그림 14와 같이 건설교통부(2002)의

한강하천정비기본계획의 하천 횡단측량성과의

좌․우측 제방지점을 수치지도상에 입력하였

다. 입력한 제방좌표를 기준으로 하천의 1차원

하천 횡단측량 단면을 ArcView를 이용하여

수치지도와 연계하였으며 생성된 표고에 대해

그림 15와 같이 불규칙삼각망(TIN)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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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본 연구대상 구역의 자료점이 비교적 많

은 것으로 판단하여 선형보간 방법을 선택하

였고 또한 polygon이외의 지역은 보간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Milne와 Sear, 1997).

등간격 대표 단면 구축을 위하여 각 단면에

대하여 등간격 혹은 모형을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형을 반영할 수 있는 간격으로

그림 16과 같이 필요한 절점을 생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5개의 노드를 사용하였다. 그림

16에서 생성된 절점들은 지형의 표고를 가지

지 않고 TM좌표의 값만 입력된 자료이므로

불규칙삼각망(TIN)의 위에 생성된 절점에 올

려 지형표고정보를 추출하였다. TM좌표가 입

력된 절점들은 SMS의 전처리 기능을 이용하

여 유한 요소망을 구축하였고 구축된 유한 요

소망은 그림 17과 같다.

그림 16. 등간격 노드 

그림 17. 유한 요소망 



ArcView와 실측단면을 이용한 등간격 하도단면 및 유한요소망 구축 / 최승용⋅한건연
―――――――――――――――――――――――――――――――――――――――――――――――――――――――――――――――――

105

0 400 800 1200
Distance (m)

-10

0

10

20

El
ev

at
io

n 
(m

)

Section 5
Calculated section
Observed section

0 400 800 1200 1600
Distance (m)

-10

0

10

20

El
ev

at
io

n 
(m

)

Section 6
Calculated section
Observed section

0 400 800 1200
Distance (m)

-10

0

10

20

El
ev

at
io

n 
(m

)

Section 7
Calculated section
Observed section

0 400 800 1200
Distance (m)

-20

-10

0

10

20

El
ev

at
io

n 
(m

)

Section 8
Calculated section
Observed section

0 400 800 1200 1600
Distance (m)

-10

0

10

20

El
ev

at
io

n 
(m

)

Section 9
Calculated section
Observed section

0 400 800 1200 1600
Distance (m)

-10

0

10

20

El
ev

at
io

n 
(m

)

Section 10
Calculated section
Observed section

0 400 800 1200 1600 2000
Distance (m)

-10

0

10

20

El
ev

at
io

n 
(m

)

Section 11
Calculated section
Observed section

0 400 800 1200 1600
Distance (m)

-10

0

10

20

El
ev

at
io

n 
(m

)

Section 12
Calculated section
Observed section



Establishment of Equi-Distance River Cross Section and Finite Element Mesh Using ArcView and Observed Cross Section
―――――――――――――――――――――――――――――――――――――――――――――――――――――――――――――――――
106

0 400 800 1200 1600
Distance (m)

-10

0

10

20

El
ev

at
io

n 
(m

)

Section 13
Calculated section
Observed section

0 400 800 1200
Distance (m)

-10

0

10

20

El
ev

at
io

n 
(m

)

Section 14
Calculated section
Observed section

0 400 800 1200 1600
Distance (m)

-10

0

10

20

El
ev

at
io

n 
(m

)

Section 15
Calculated section
Observed section

0 400 800 1200 1600
Distance (m)

-10

0

10

20

El
ev

at
io

n 
(m

)

Section 16
Calculated section
Observed section

그림 18. 측량단면과 등간격 하도단면의 비교

(a) 측량점을 이용 (b) 등간격 하도단면 이용

그림 19. 각 요소에 대한 요소 질(mesh quality) 

1.3 등간격 하도단면 구축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강 본류의 중랑천 합

류부 직하류부터 안양천 합류전까지의 총 단

면수는32개로 그림 18은 불규칙한 단면을 갖

는 실측치와 등간격 대표단면의 기하학적 특

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선정한 단면별 실측치

와 등간격 대표단면을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선정된 단면별 횡단측량

성과단면과 등간격 대표단면은 정성적인 면에

서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규칙한 단면을 갖는 실측치와 등

간격 대표단면의 기하학적 특성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단면 특성을 나타내는 단면적과 윤변에

대해 표 2와 같이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

는 바와 같이 GIS상에서 계산된 등간격

대표단면과 실측단면의 단면적 및 윤변

산정결과의 차이는 각각 -0.0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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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번호
단면적() 윤변()

측량자료 등간격 오차(%) 측량자료 등간격 오차(%)

107 21051.87 21021.74 -0.09 1094.72 1087.07 -0.70

105 18005.73 18196.50 1.06 960.40 952.29 -0.84

103 16922.10 16977.07 0.32 1050.69 1043.92 -0.64

101 17889.59 18074.87 1.04 1130.06 1118.23 -1.04

99 17486.09 17515.93 0.17 1134.63 1127.30 -0.64

97 20839.77 20607.61 -1.11 1315.92 1305.93 -0.75

95 17989.91 17773.56 -1.20 1171.16 1158.40 -1.08

93 20655.13 20639.94 -0.07 1068.48 1060.22 -0.77

91 21849.13 22164.67 1.44 1271.93 1267.02 -0.38

89 22738.62 22758.95 0.09 1534.32 1525.97 -0.54

87 24942.91 25094.97 0.61 1619.07 1609.11 -0.61

85 22866.00 22528.13 -1.48 1421.82 1412.59 -0.64

83 21201.43 21094.79 -0.51 1314.50 1304.09 -0.79

81 19255.84 18982.62 -1.42 1196.03 1183.08 -1.08

79 19360.02 18904.26 -2.35 1269.51 1259.82 -0.76

77 20400.40 20259.07 -0.69 1291.54 1279.74 -0.91

표 2. 실측치와 등간격 대표단면 자료의 비교

-0.38%∼-1.08%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

량적인 측면에서도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소망을 이용한 계산 시 지금까지는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2차원 격자구성 방법은 불규

칙 간격인 하천의 측량점을 이용하여 격자를

구성하는 방법이며, 이 방법으로 격자를 구성

할 경우 복잡하고 왜곡된 격자, 혼합격자 및

비구조적 격자가 생성될 수 있어 모형의 안정

성 및 계산의 정확성을 떨어뜨릴수 있으며, 모

의시간도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등간격 대표단면을 이용한 요소망을 구

성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

다. 그림 19(a)는 하천의 측량점을 이용하여 격

자를 구성한 후 각 요소의 질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19(b)는 등간격 하도단면을 이용한 요소

망 구성 후 각 요소의 질(mesh quality)을 나

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간격

하도단면을 이용하여 요소를 구성한 경우가 하 그림 20. 대상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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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측량단면과 등간격 하도단면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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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번호
단면적() 윤변()

측량자료 등간격 오차(%) 측량자료 등간격 오차(%)

438 7927.76 7882.30 -0.57 834.70 825.08 -1.15 
435 6879.17 6950.65 1.04 621.05 610.47 -1.70 
432 9022.75 9064.89 0.47 904.79 896.69 -0.90 
429 9833.78 9847.27 0.14 965.26 962.54 -0.28 
426 13613.05 13737.81 0.92 876.89 869.38 -0.86 
423 8778.77 8613.43 -1.88 880.57 869.99 -1.20 
420 9316.33 9586.43 2.90 933.08 920.73 -1.32 
417 10081.51 9991.45 -0.89 1067.53 1060.70 -0.64 
414 15157.76 15148.34 -0.06 697.51 686.84 -1.53 
411 6224.28 6282.90 0.94 606.80 605.21 -0.26 
408 6763.35 6790.96 0.41 688.65 683.27 -0.78 
405 16418.88 16130.85 -1.75 721.48 708.67 -1.78 
402 12060.13 11969.95 -0.75 973.25 966.19 -0.73 
399 16882.42 16740.74 -0.84 1047.45 1031.17 -1.55 
396 10056.52 9889.72 -1.66 951.47 934.80 -1.75 
393 13589.55 13456.74 -0.98 1199.44 1188.52 -0.91 
390 29393.58 29191.68 -0.69 1038.91 1027.05 -1.14 
387 21020.24 20953.68 -0.32 808.30 796.57 -1.45 
384 12458.07 12456.37 -0.01 1172.42 1162.25 -0.87 

표 3. 실측치와 등간격 하도단면의 하도특성 비교

천의 측량점을 이용하여 요소를 구성한 경우에

비해 양질의 요소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다.

2. 낙동강에 대한 적용
2.1. 대상지역 및 하천측량자료

연구 대상구간은 낙동강 본류의 구미대교에

서 성주대교까지로 20km를 대상구간으로 선정

하였으며 국토해양부(2006)의 낙동강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ArcView와

연계하여 등간격 하도단면을 구축하였다. 그림

20은 본 연구의 대상구간을 나타내고 있다.

2.2. 등간격 하도단면 구축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낙동강 본류구간의 총

하천측량단면수는 54개로 그림 21은 불규칙한

단면을 갖는 실측치와 등간격 대표단면의 기

하학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선정한 단면

별 실측치와 등간격 대표단면을 도시한 것이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정된 단면별

횡단측량 성과단면과 등간격 대표단면은 정성

적인 면에서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규칙한 단면을

갖는 실측치와 등간격 대표단면의 기하학적

특성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하기 위하여 대

표적인 단면 특성을 나타내는 단면적과 윤변

에 대해 표 3과 같이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GIS상에서 계산된 등간격 대표단면

과 실측단면의 단면적 및 윤변 산정결과의 차

이는 각각 -0.06%∼2.90%, -0.26%∼-1.78%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량적인 측면에서도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측량점을 이용하여 격자를 구성한 경우와

등간격 하도단면을 이용하여 격자를 구성한

경우의 요소의 질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22

와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간격 하도단면을 이용하여 요소를 구성한

경우가 하천의 측량점을 이용하여 요소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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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측량점을 이용 (b) 등간격 하도단면 이용

그림 22. 각 요소에 대한 요소 질(mesh quality) 

성한 경우에 비해 양질의 요소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rcView를 이용하여 국가지

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수치지도와 현재

실무에서 사용하는 하천측량 하도단면인 HEC

단면을 연계하여 등간격 하도 단면의 산출하

고 이를 이용하여 유한요소망을 구축하는 방

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는 ArcView와 하천의 횡단면

측량자료를 연계하여 등간격 하도단면을 산

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하천의 종․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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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측량한 지형자료를 TM좌표에 입력

하기 위해 수치지도를 coverage 형태로

변환하고 하천 횡단측량성과의 좌․우

측 제방지점을 수치지도상에 입력하였

다. 입력한 제방좌표를 기준으로 하천

횡단측량 단면을 ArcView를 이용하여

수치지도와 연계하였으며 생성된 표고에

대해 불규칙삼각망(TIN)을 구성하였다.

(2) 등간격 하도단면 구축을 위하여 각 단

면에 대하여 등간격 혹은 모형을 안정

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형을 반영

할 수 있는 간격으로 절점을 생성하고

불규칙삼각망(TIN)의 위에 생성된 절점

에 올려 지형표고정보를 추출하였다.

(3)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한강 및

낙동강 유역에 대해 등간격 하도단면을

추출한 결과 한강의 경우 GIS상에서 계

산된 등간격 하도단면과 실측단면의 단

면적 및 윤변 산정결과의 차이는 각각

-0.07%∼-2.35%, -0.38%∼-1.08% 차이

를 보이고 있어 정량적인 측면에서도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낙동강

의 경우에도 등간격 하도단면과 실측단

면의 단면적 및 윤변의 산정결과의 차

이는 각각 -0.06%∼2.90%, -0.26%∼

-1.78% 차이를 보이고 있어 두 경우 모

두 실측치와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본 연구에서 제안한 등간격 하도단면의

구축은 사용자가 임의로 하도단면의 측

점수와 측점간격을 조정할 수 있고 또

한 임의 조정을 통하여 2차원 흐름해석

및 수질해석을 위한 양질의 유한요소망

을 구축하여 유한요소해석 등에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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