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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ST를 이용한 도시지역의 1D-2D 침수모형의 최적해석

Flood Inundation Analysis of 1D-2D Model in Urban Area Using PEST Technique 

김범진․금호준 ․하창용 ․한건연

Kim, Beom Jin․Keum, Ho Jun․Ha, Chang Yong․Han, Kun Yeun

도시지역에서는 이상강우, 돌발홍수와 더불어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침수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

다. 지자체에서는 빗물펌프장, 지하저류조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침수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저지대 침

수피해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3년 7월 서울․경기북부․강원영서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1명이 사망

하고 피해액은 94,036백만원이 발생하였다. 춘천시 효자동 저지대지역의 주택침수는 인근 하천의 수위가 높

아져 내수배제 및 하수도 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침수가 발생하였다. 2014년 8월 경남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

로 2명 사망하였고, 피해액은 134,158백만원에 이르렀으며, 도시화․토지피복변화로 인한 홍수량이 증가하여

피해가 가중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지역의 관망해석에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모형의

매개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유출해석 및 관망해석을 위하여 SWMM 모형을 선정해서 유역분할조건,

매개변수에 대한 최적 검정과정을 제시하여, 1D-2D 연계모형을 통해서 침수지역예측의 정확도를 증대시키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강남역 주변 일대의 5개 배수분구을 대상으로 도시유출해석을 위한 최적화

모의를 위하여 1D-2D모형의 연계해석하였다. 실제 강우사상을 적용하여 매개변수와 소유역 개수를 달리하여

자동최적화기법인 PEST를 이용하여 최적인자를 도출하여, 실제 배수맨홀의 수위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

보정을 하였다. 도시유출해석뿐만 아니라 내수침수시의 최적인자 도출을 위해 2차원 범람해석을 통하여

NDMS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보정을 한 뒤 다른 강우사상을 이용하여 검증을 하여 도시침수 해석의 정확도

를 개선을 위한 최적인자들을 검토하였다.

핵심용어 : SWMM, 유역분할, 매개변수, 도시유출해석, 1D-2D모형, 자동최적화기법(PEST)

1. 서 론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적응과 대응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

고 있으며, 2016년 미국 루이지애나 발생한 홍수, 중국 남부 일대지역의 집중호우로 수많은 사상자와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전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최소 20명이 사망하였고, 파리의 루브르 박

물관과 오르세 미술관이 임시 폐관하는 등 대도시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대도시의

침수는 고밀도개발, 지하공간의 인위적 공간 등으로 인하여 일반지역에 비해 단위면적당 피해액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대도시에서의 침수 발생여부가 그 도시의 사회시스

템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되어지기 한다. 또한 대도시에서 침수가 발생하면 토지이용이 고도화되어 피

해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자연재해로만 인식하기보다는 도시침수 피해특성과 도시여건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

하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도시유출해석 및 관망해석을 위하여 SWMM 모형을 선정해서 유역분할조건, 매개변수에

대한 최적 검정과정을 제시하였고, 1D-2D 연계모형을 통해서 침수지역예측의 정확도를 증대시키고자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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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망분석 최적화를 위하여 관망 해석시 관경 반영 정밀도 영향 및 자동 최적화기법을 통해 매개변수를

추정하였으며, 최적화된 1차원 하수관망해석결과를 이용하여 2차원 지표면 흐름 해석을 통해 침수분석시 기

준관로 및 매개변수의 최적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도시 관망해석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낮추고 검보정을 통한 최적 매개변수를 제시하여 추후 침수 예보시스템 및 재해보험의 활용 등에 검보정이

수행된 매개변수를 적용함으로써, 모의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1 모형의 구성

서울시 강남역 주변 일대의 5개 배수분구을 대상으로 도시유출해석을 위한 최적화 모의를 위하여 1D-2D

모형의 연계해석 하였다. 실제 강우사상을 적용하여 매개변수와 소유역 개수를 달리하여 자동최적화기법인

PEST를 이용하여 최적인자를 도출하여, 실제 배수맨홀의 수위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보정을 하였다. 도

시유출해석뿐만 아니라 내수침수시의 최적인자 도출을 위해 2차원 범람해석을 통하여 NDMS 자료를 이용하

여 비교·보정을 한 뒤 다른 강우사상을 이용하여 검증을 하여 도시침수 해석의 정확도를 개선을 위한 최적인

자들을 검토하였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EST를 이용하여 도시지역의 침수해석시 매개변수를 최적화하고 정확도 개선하여 침수해

석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1D-2D의 연계해석 모형 구축을 통하여 도시침수해석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준관로가 1,200mm 이상 사용한 Case가 매개변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오차분

석간 다른 Case보다 근소한 차이로 오차가 감소하였다.

2. 수위 실측치가 없는 경우 주간선만 고려한 Case가 다른 Case와 비슷한 정확도로 나타났으며, 계산시간

이나 입력자료 구축에서는 짧은 시간이 걸려 효율성은 높게 나타났다.

3. 향후 도시침수해석시에 적정한 기준관로를 결정하여, 최적의 시나리오를 선정할 시에는 보다 정확한

침수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강우사상 시나리오와 매개변수 최적화를 연계한다면 보다

정확한 도시유출해석 및 도시재해 예방을 대비하여 예․경보 시스템을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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