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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IKE FLOOD 하천 모델링 시작하기
1.1. MIKE FLOOD의 간략한 소개
MIKE FLOOD 는 MIKE 11, MOUSE, MIKE 21의 모델들을 역학적으로 커플링(결합)하여
단일 모델링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도구입니다. 커플링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컴포넌트를
별개로 사용하는 경우에 접할 수 있는 몇몇 제한 사항들을 피하는 동시에 세 가지 모델들의
가장 좋은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 본 문서의 목적
본 문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MIKE FLOOD 하천 모델 시뮬레이션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는 모델 파일
및 연결 유형 간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도움



기존의 MIKE 11과 MIKE 21 모델 데이터 파일을 사용하여 기본 MIKE FLOOD
범람원 모델 설정 방법의 단계별 예제를 제공

2차원 지표 모델 및 1차원 하수 모델의 설정은 '도시 홍수 모델링하기 (Modelling of Urban
Flooding)'에서 별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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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KE FLOOD 예제 설정
2.1 예제 모델 소개
본 문서에 소개하는 예제 모델은 MIKE FLOOD 사용자 가이드에서 간략하게 논의한 '범람원
데모'입니다. MIKE FLOOD 사용자 가이드는 시작 메뉴에서 MIKE Zero Documentation
Index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의 목적은 MIKE FLOOD 모델의 MIKE 11 및 MIKE 21 컴포넌트 설정에 대한
종합적인 단계별 튜토리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MIKE 11, MOUSE 및 MIKE
21 모델의 데이터세트 생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각의 소프트웨어 설치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사용자 및 참고 매뉴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MIKE 11 1차원 하천
모델, MOUSE 하수 모델을 MIKE 21 2차원 범람원 모델과 연결하여 MIKE FLOOD와 연결한
1D/2D 범람원 모델을 생성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MIKE 예제 설정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는 응용 가능한 수리 공학적 원리들 및 수리 모델링에 대한 일반적인 실무적 이해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2 예제 모델 설정을 위해 MIKE FLOOD 파일 생성하기
아래 과정은 기존 MIKE 11 및 MIKE 21모델 설정을 연결하여 단계들을 안내하여 사용자가
하천 및 주변 범람원을 망라하는 MIKE FLOOD 모델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MIKE FLOOD 시뮬레이션 파일을 만들고 측면, 구조, zero 흐름, 도시 연결 도로
(MIKE FLOOD 사용자 매뉴얼에서 자세히 기술)를 추가할 것입니다. 완전히 링크한 MIKE
FLOOD 시뮬레이션 연결 파일을 불러오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경로와 같이 설치 파일의
예제 폴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C:\Program Files(x86)\DHI\2017\MIKEZero\Examples\MIKE_FLOOD\FloodplainDemonstration

MIKE Zero 시작 페이지의 예제 기능 설치 통해 예제들을 복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 2.1

MIKE FLOOD 예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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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1D 및 2D 모델에서 MIKE FLOOD 예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실행합니다.
1. 컴퓨터 시작 메뉴에서 MIKE Zero를 시작하여 MIKE FLOOD를 활성화합니다.
Programs  MIKE Zero 2017  MIKE Zero
2. File  New  MIKE FLOOD  MIKE FLOOD를 선택하여 MIKE FLOOD 시뮬레이션
파일을 생성합니다. 예제 폴더에 사용자가 지정한 이름으로 MIKE FLOOD 설정 파일을
저장합니다.
\Examples\MIKE_FLOOD\FloodplainDemonstration
3. 이 때, 예제 파일 폴더의 기존 MIKE FLOOD 설정 파일에 덮어 쓰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림 2.2

MIKE 21 파일 선택

4. MIKE FLOOD 인터페이스 좌측에 위치한 Linkage Files 메뉴 아이템을 활성화합니다.
5. 2D Surface Model 표시 상자를 활성화합니다.
6. ('floodplain' 폴더 안에 있는) MIKE FLOOD 편집기의 Linkage Files에서 해당하는
MIKE 21 시뮬레이션 파일을 선택합니다.
7. 표시 상자를 활성화하여 MIKE 11 모델 선택을 활성화합니다. (그림 2.3 참고)
8. Definition Dialog의 'Edit MIKE 11 Input' 버튼을 클릭하여 MIKE 11 모델 관망을
탐색합니다. 하천 관망을 보기 위해서는 결과 대화 상자의 입력 탭을 클릭한 후 '관망'
파일 (그림 2.3) 아이템 옆에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천 관망 파일, 횡단 파일 및
기타 MIKE 11 시뮬레이션 파일의 기능 및 데이터 형식 열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MIKE 11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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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설정 선택. Browse 버튼을 활성화하기 전에 표시 상자를
선택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표시 상자를 선택할 때까지 버튼들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림 2.3

9. 'Edit M21 Input' 버튼을 클릭하여 MIKE 21 모델 설정을 탐색합니다. MIKE 21 모델
계수 및 지정 사항들에 대해서는 MIKE 21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범람원 지형을 설명하는 MIKE 21 모델 격자를 보기 위해서는 그림 2.5에서와 같이
메뉴 아이템에서 ‘Basic Parametersbathymetry' 및 보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래픽
보기에서 결과 지형의 보다 나은 시각화를 위해서 새로운 팔레트 생성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메인 도구바의 ‘View Palettenew’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 후에는
팔레트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들을 거칩니다.
보는 바와 같이 지형 격자에서 하천 지류를 자세하게 정의하지는 못합니다. 하천의 위치는
대부분 MIKE FLOOD 인터페이스를 통해 선명하게 시각화됩니다 (그림 2.4 참고)

그림 2.4

하천 및 범람원 결합 모델의 클로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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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MIKE 21 인터페이스를 통해 생성한 범람원 설명에 사용하는

격자 파일에의 접근
현재 두 개의 주요 모델 컴포넌트가 MIKE FLOOD 인터페이스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목표는 MIKE FLOOD 편집기 내의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하천과 범람원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2.3 하천을 각 범람원으로 측면 커플링하기
설정에서 'River' 및 'Trib' 지류는 하천 제방을 따라 2차원 도메인으로 연결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들을 거쳐야 합니다.
1

그래픽 보기를 오른쪽 클릭하여 도구들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그림 2.6
2

9

그래픽 보기 오른쪽 클릭

'Link river branch to MIKE 21...' 옵션을 선택하여 연결 메뉴가 나타나도록 합니다.

그림 2.7
3

측면 연결 도구

첫 번 째는 지류 시스템과 'TRIB'라고 하는 MIKE 11 강 지류의 좌안 범람원 영역
간의 연결입니다. 이 연결은 체인 1350.00m에서 체인 1885.00m 범위로 지류를
따라 확장하며, MIKE 11에 합류하여 MIKE 21 모델의 수많은 격자 셀들에
도달해야 합니다. 연결 유형으로 '측면 연결'을 선택합니다.

4

콤보 상자에서 '왼쪽'을 선택합니다.

5

연결할 범위의 측쇄와 함께 강 이름 및 topo ID를 지정합니다.

6

이제 해당 셀들이 격자 안에 선택되었습니다.

7

첫 번 째 연결 항목는 비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여야 합니다.

그림 2.8
8

MIKE FLOOD 편집기에서 무효한 첫 번째 열 삭제하기

연결할 특정 셀들을 ‘Cell Indices’라고 하는 왼쪽 테이블의 탭에서 지정합니다.
MIKE 21 격자 셀들은 북방위와 동방위 대신 J와 K좌표 시스템으로 설정하여 회전
격자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경우에 J 방향은 격자의 행 (보통의 지도 좌표
시스템에서 X 또는 동방위)을, K 방향은 격자의 열(비회전 격자에서 Y 또는
북방위)을 나타냅니다. MIKE 21격자 회전은 초기 모델 설정에서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동쪽을 향하도록 하여 주요 흐름 방향이 J나 K방향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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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 11의 홍수가 왼쪽 범람원의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지정한 후에는 MIKE 11과
MIKE 21 사이에서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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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 FLOOD 편집기에서는 측면 링크 옵션을 클릭합니다. 그림 2.9에서와 같이
측면 링크 옵션을 설정합니다. 측면 링크 및 기타 링크 유형과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옵션의 의미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MIKE FLOOD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2.9

'Trib' 지류의 왼쪽 링크에 대한 측면 잉크 옵션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서 MIKE 11과 MIKE 21을 연결하여 처음으로 MIKE FLOOD 모델을
설정하셨습니다. 상단 메뉴의 Run → Start Simulation을 선택하여 모델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고, 모델 결과를 분석하여 이 기본 모델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교체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나머지 지류를 각각의 범람원으로 연결하여 측면 연결 과정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2.4 구조 링크 설정하기
이 장에서는 주요 도로 강둑 아래의 암거를 2차원 도메인과 연결하는 데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해당 암거는 하천 길이가 짧은 두 개 횡단면의 MIKE 11 지류에서 이미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목표는 이 지류의 종점(end point)을 2차원 도메인 안의 셀들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

그래픽 보기를 오른쪽 클릭하여 (그림 2.6 참고) 'Link River Branch to MIKE 21...'을
선택합니다.

2

링크 형식으로 Implicit Structure를 선택합니다.

그림 2.10

11

암거 연결을 지류 말단 선택

3

하천 이름에서 ‘culv1’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4

지류 culv1의 양쪽 말단에 각각 하나씩 두 개의 새로운 구조 연결이 테이블에
추가되었습니다.

5

수작업으로 추가하여 다수의 셀들을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왼쪽의
테이블은 링크 당 (j,k)좌표 한 세트만을 가진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암거가 상류 끝과 하류 끝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7

따라서, 다시 한 번 해당 암거에 대해 MIKE 11과 MIKE 21 사이에서 흐름이
어떻게 교체될 것인지를 지정해야 합니다. MIKE FLOOD 편집기에서
표준/구조 링크 옵션을 클릭합니다. 그림 2.11의 열 2와 3에서와 같이 링크
옵션을 설정합니다.

그림 2.11

암거의 양쪽 말단에 대한 측면 링크 옵션

구조 및 링크의 기타 유형과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옵션의 의미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MIKE FLOOD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암거 링크들은 구조
유형 링크이기 때문에 MIKE FLOOD 편집기의 측면 링크 옵션 상에 채워야 할 정보는
없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다시 실행하고 Run → Start Simulation을 선택하여 암거를 추가했을
때의 영향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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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정 완성
이제 여러분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 링크 유형을 가지고 기본적인 MIKE FLOOD
모델을 스스로 만들어보았기 때문에 원래 예제를 열어 동일한 모델 영역의 확장 버전을
분석하고 싶으실지도 모릅니다. 보다 큰 모델들은 지류인 'Trib' 및 주요 하천인 'River'의
좌우안, 그리고 ‘CULV2’라고 하는 두 번째 암거에 대한 측면 링크를 포함하는 몇 개 더 많은
링크들을 포함합니다. 본 예제 파일은 또한 두 개의 zero-flow 연결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MIKE 21에서 흐름이 MIKE 11하천 수로 관망을 먼저 통하지 않고 하천의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MIKE FLOOD 사용자 매뉴얼을 통해 zero-flow 링크 및 표준 링크 유형에 대한 정보 및
MIKE FLOOD에서 이용 가능한 링크 옵션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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