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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도시침수 해석을 위한 2차원 모형의 개발

Development of 2D Numerical Model for Real-time Urban Inund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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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서의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지하저류조, 배수펌프장 등 구조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침수로 인한 피해저감 대

책으로 구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실제 침수 발생시 침수구역 예측 및 침수구역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재해지도 작성 등의 비구조적 대책의 마련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침수면적 및 실시간

침수여부 판단을 위한 2차원 침수해석 모형을 개발하여 비구조적 대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개발된 모형

은 입력자료의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간단한 입력자료의 구성으로 침수해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실제 서울시 침수사상에 대한 검증을 통해 높은 정확도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빈

번히 발생하는 집중호우에 대한 실시간 침수여부 판단 및 대피계획 수립을 위한 침수구역 예측에 개발된 모

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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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양한 유형의 수재해가 발생하면서 최근 실시간 홍수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시간

홍수예보 관련기술은 아직 개발 중이며 많은 국가에서의 홍수경보 서비스는 제한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그로인해 정확한 침수해석 결과를 단시간에 도출할 수 있는 침수해석 모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

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모형들의 단점인 모형의 실행에 필요한 입력자료 구축 및 계산시간에 필요한 노력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LiDAR 측량 자료 등의 정확한 지형자료의 반영이 가능하고

다른 모형과의 연계나 확장을 통한 효율적인 계산 시간이 도출 가능한 2차원 침수해석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실시간 2차원 침수해석 모형의 개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DEM 기반 침수해석 모형에서 계산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보완한 실시간 2

차원 침수해석 모형을 개발하였다. 실시간 침수해석은 정확한 침수범위 및 침수심과 더불어 대상 지역의 침

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정확한 침수해석 결과를 위해서는 정확한 지형자료

의 구축 및 조밀한 계산 격자를 통한 침수해석을 동반하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인 실시간 침수해석에 도달하

기가 힘들다. 또한, 넓은 범위의 대상지역의 경우 계산 격자 수의 증가로 인해 계산 시간의 증가나 침수해석

결과에 오류를 발생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은 정밀한 지형자료를 저해상도의 입력

자료로 구축하여 침수해석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고해상도의 입력자료를 활용하여 계

산 시간의 단축과 함께 정확한 침수해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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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도시침수 사상에 대한 적용

정밀한 지형자료인 LiDAR 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 9월말의 집중호우로 인한 서초 배수분구의 내수침수

를 분석하여 개발된 모형의 도시침수 적용성에 대해 검증해보았다. 서초 배수구역에 대해 총 28개의 소유역

과 40개의 관로로 구성하였으며, 강우 입력자료는 당시에 관측된 서초관측소의 10분 단위 강우량을 사용하였

다. 하류단 경계조건은 서울시 하수관망 데이터에서 서초 배수구역만을 추출하여 고려하였으므로 연결된 강

남 배수구역의 관로와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개방단 조건을 적용하였다. 1차원 내수침수 해석 결과 2개

의 맨홀에서 월류가 발생하였으며, 산정된 월류량은 2차원 침수해석을 위한 입력자료로 활용되었다.

3.1 2차원 침수해석을 통한 개발 모형의 적용성 검증

산정된 맨홀 월류량을 개발된 모형에 적용하여 2차원 침수해석을 실시하고 당시 관측된 실제 침수흔적과

비교하였다. 2m 해상도의 지형자료(Case 1)와 5m 해상도의 지형자료(Case 2)를 적용하여 격자 크기에 대한

침수해석 결과와 건물 등 지형자료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의 DEM 기반 2차원 침수해석 모형

과의 비교를 통해 개발된 모형의 실시간 적용성도 확인해보았다. 실제 침수흔적과 비교 결과 높은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건물 및 도로 등의 지형자료를 잘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기존 모형에 비해

계산시간이 2배 이상 단축됨을 확인하여 실시간 적용성도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에서의 실시간 침수여부 판단 및 정확한 침수면적을 산정하기 위하여 실시간 2차

원 침수해석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LiDAR 등의 정확한 입력자료의 반영과 간단한 입력자료의 구축을 통해 정확한 침수해석 결과를 단시

간에 도출할 수 있는 2차원 침수해석 모형을 개발하였다.

2. 실제 침수사상에 대한 검증을 통해 개발된 모형의 정확성과 건물 및 도로 등의 지형자료의 반영여부,

계산시간의 단축을 통한 실시간 적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물관리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17AWMP-B079625-04)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1. Yu, D. and Lane, S. N. (2006). “Urban fluvial flood modeling using a two-dimensional diffusion-wave

treatment, part 1: mesh resolution effects.” Journal of Hydrological Processes, Vol. 20, pp. 1541-1565.

2. Horritt, M .S. and Bates, P. D. (2001). “Predicting floodplain inundation:raster-based modellling versus

the finite-element approach.” Journal of Hydrological Processes, Vol. 15, pp. 825-842.

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