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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영향예보를 위한 한계강우량 산정 방법 연구
A Study on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Threshold Rainfall
for Rainfall Impact Forecasting
이석호* · 강동호** · 김병식***
Lee, Suk Ho*, Kang, Dong Ho**, and Kim, Byung Sik***
Abstract
Changes in weather due to climate change cause changes in atmospheric phenomena such as heavy rains and typhoons, resulting
in various disasters. It is necessary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damage caused by these events. In this study, the effect of rainfall
in a specific area was analyzed and the secondary damage caused by flooding due to actual rainfall was predicted. The target
area was divided into a 1 km × 1 km grid around Sadang Station, which suffered flooding damage due to heavy rainfall in 2011.
Analysis of the secondary disaster was limited to urban flooding in the vicinity of Sadang Station, and a model coupling the distributed
rainfall-runoff (S-RAT) and inundation (FLO-2D) models was used to analyze urban flooding. In addition, the minimum amount
of rainfall (critical rainfall) needed to cause damage to each object was calculated by dividing the analyzed objects into categories
of people, vehicles, and facilities. The damage stage was classified into four rainfall impact levels using the critical rainfall and
damage stage as a function of time classified based on the heavy rain that occurred around the 2011 Sadang-dong and Seocho-dong
stations in Seoul.
Key words : S-RAT, FLO-2D, Coupling Method, Critical Rainfall, Rainfall Impact Level

요

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의 변화는 호우, 태풍 등 기상현상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로 인한 다양한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그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지역에서 강우량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실제 강우로 인한 2차 피해 중 침수로 인한 피해를 예보하고자 하였다. 침수심을 산정하기 위하여 10~200 mm의
강우를 10 mm간격으로 증가시켜 강우량에 따른 침수심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강우량-침수심관계곡선식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곡선식을 이용하여 특정 침수심(10, 20, 50 cm)을 유발시키는 강우량(한계강우량)을 산정, 산정된 한계강우량을 기준으로
대상지역에 호우침수피해 예보를 실시하였다. 대상지역은 2011년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받은 사당역 주변을 대상으로
각 지역을 1 km × 1 km의 격자로 구분하였다. 2차 재해의 분석 대상은 사당역 주변에서 발생한 도시침수로 한정하였으며,
도시침수를 분석하기 위하여 강우-유출모형(S-RAT)과 홍수범람모형(FLO-2D)의 모델 커플링 기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재해의
대상을 사람, 차량, 시설물로 구분하여 각 대상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강우량(한계강우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한계강우량을
이용하여 피해 단계를 4단계로 구분(호우영향레벨)하였으며, 실제 2011년 7월 사당동과 서초동 일대에 발생했던 집중호우를
기준으로 시간에 따른 피해 단계를 구분, 침수심과 호우영향레벨에 의한 예보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핵심용어 : S-RAT, FLO-2D, 커플링 기법, 한계강우량, 호우영향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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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의 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재해가 발생하고 또한 그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다.
기상 현상과 사회경제적 영향 성관성 분석 결과 가장 많은
횟수와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일으키는 재해는 기상재해이며,
이 기상재해를 발생시키는 기상현상은 호우와 태풍이다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2016). 또한 호우와 태풍의
공통 기상요소는 강우(강수)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자연
재해는 강우로 인한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강우를 미리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함으로써
재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현재 기상청에서는
미래 강우정보를 예측하기 위하여 앙상블 예측 기법을 이용
하고 있다. 앙상블 예측이란 단일 수치예보가 가지는 결정론
적인 예측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초기조건, 물리과정,
경계조건 등이 다른 여러 개의 모델을 수행하여, 확률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시스템이다(KMA, 2012). 이를 이용하여
현재 기상청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예보, 동네예보, 전국예
보, 특보 등 다양한 형태로 강우에 대한 예보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예보의 가장 큰 단점은 강우량의 절대값
만을 예보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호우예
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시설물을 보호하고,
하천범람에 유의하고, 침수에 대비하라는 부가적인 예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하여 WMO는 이미 재해 영향을 파악하여 예보서
비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였으며, 각국 기상청에
영향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을 비롯
한 기상 선진국에서는 이미 ‘영향예보’를 부분적으로 실시하
고 있다(Kim, 2016; Yeh, 2017). 영국의 홍수예측센터(Flood
Forecasting Centre, FFC)에서는 홍수 영향예보를 위한 사용
자 매뉴얼을 만들었으며 홍수위험매트릭스를 만들어 홍수
위험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였다(FFC, 2017). 또한 영국에서
는 격자단위의 홍수영향예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홍수 모의
를 위해 분포형 모형인 Grid to Grid (G2G) 모형을 이용하여
격자단위의 영향예보를 실시하고 있다(Cranston, M. et al.,
2012; Price et al., 2012; Cole, 2018).
국내에서도 최근 영향예보를 위한 연구가 추진중에 있다.
Kim et al. (2017)은 영향예보의 특징에 관하여 설명하고,
기상선진국의 영향예보 도입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MOLIT (2016)에서는 국민의 홍수에 대한 안전도 강화 및
국가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홍수예보 기술에 영국의
영향예보의 홍수위험매트리스 방법을 도입하였다. Lee
(2017)는 강남지역의 홍수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침수피해를
일으키는 한계강우량을 추정하였다.
영향예보를 위한 강우량 산정시, 실제 내리는 강우도
물론 중요하지만, 강우는 지형 즉 그 지역의 특성(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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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도심지)과, 토지이용, 토양에 따라 그 유출량의 차이
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지역의 배수관리체계에 따라
도시침수, 산사태, 홍수범람과 같은 다양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같은 유출량이라도 그 유출량이 미치는
영향은 지역 및 시기에 다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듯
같은 강수량이라도 그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의
형태와 규모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강수로 인한
2차 3차적인 재해의 특성을 파악한다면 강우량에 국한된
예보가 아닌 실제 피해에 대한 영향예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지역에서 강우량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실제 강우로 인한 2차 피해 중 침수로 인한
피해를 예보하고자 하였다. 대상지역은 2011년 집중호우
로 인해 침수피해를 받은 사당동 및 서초동 지역 중 침수
피해가 발생한 3곳을 대상으로 각 지역을 1 km × 1 km의
격자로 구분하여 각 지역의 특정 침수심을 유발시키는
한계강우량을 산정하였다. 한계강우량을 산정하기 위하
여 강우-유출모형(S-RAT)과 홍수범람모형(FLO-2D)의
모델 커플링 기법을 이용하였다. 산정된 한계강우량을
이용하여 강우량에 따른 예보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였
으며, 실제 2011년 사당동 및 서초동 주변에 발생했던
집중호우시나리오를 적용, 시간에 따른 한계강우량과
침수심을 기준으로 침수영향예보와 실제 침수사례를 비
교 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지역별로 일정 침수를 유발시키는 강우량을
산정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위험 영향을 시간에 따라 등급화
하여 제시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대상지역 중 호우피
해가 발생했던 격자에서 최저표고를 침수의 시작지점으로
정의하고 최저표고에서의 유출량을 산정하여 유출량을 홍
수범람모형의 입력자료로 사용하여 침수분석을 실시하여
침수심-강우량관계곡선식을 개발한다. 개발된 강우량-침수
심 곡선을 이용하여 특정 침수심을 유발시키는 한계강우량
을 생산한다. 한계강우량 대상격자는 1 km × 1 km의 격자이
나 유출분석은 1 km × 1 km 격자내 최저표고점을 기준으로
유역을 분할하여 유출량을 산정, 산정된 유출량을 침수모형
에 적용하여 침수심을 산정하였다. 모의 결과를 이용하여
1 km × 1 km 격자내의 최대침수심을 적용 강우량-침수심
곡선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한계강우량의 대상격자는 1 km
× 1 km이며 강우-유출 및 침수 모의에 적용되는 범위는
대상격자를 포함하는 전체 홍수유역이 된다. 또한 개발된
곡선식을 이용하여 각 격자의 한계강우량을 산정하고 산정
된 결과를 강우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한다. 연구절
차는 Fig. 1과 같다.

Fig. 1. Study Flow Chart

3. 이론적 배경

  
       


3.1 분포형 강우-유출 모형(S-RAT)
S-RAT (Spatial Runoff Assessment Tool)모형은 Kim et
al. (2010)이 개발한 분포형 강우-유출모형으로 GIS자료를
이용하여 대상유역을 일정한 크기의 격자로 구성하고 각각
의 격자마다 시간간격별 개념적 물수지를 계산함으로서
유역의 시⋅공간적 유출량 변화를 모의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분포형 수문모형들은 모형에 입력될 지형학
적 매개변수들을 추출하기 위해 Arc 관련 소프트웨어 또는
IDRISH 등과 같은 GIS 관련 상용패키지에 의존하나 S-RAT
은 자체적으로 매개변수를 추출하여 입력자료가 간소화
되어 있다. S-RAT 모형은 각 격자별 침투 및 직접 유출을
산정하기 위해 SCS Curve Number (이하 CN) 방법을 사용하
였다. 이를 위해 토양도 및 토지이용도를 입력 받아 CN
값 격자자료를 생성하여 계산하게 된다.

     


(5)

여기서,  은 지표하 유출;   (mm)는 직접
유출;  는 무차원 상수로서 개념적 매개변수이다. Eqs.
(3)-(6)을 이용하여 침투저류조의 질량보존 지배방정식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Eq. (7)은 4차 Runge-Kutta 방법을
이용하여 해석 할 수 있다.






        







(6)

Fig. 2는 본 모형의 격자 물수지 계산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1)

여기서,  는 잠재보유수량;  는 격자별 CN 값
  





(2)

여기서,  는 침투저류조의 침투능(water content)
(mm);  는 침투 저류조의 용량
     

(3)


  


(4)

Fig. 2. Conceptual Diagram of Grid Water Balance
(Kim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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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charge Flux Across Grid Element Boundaries (FLO-2D Software Inc., 2009)

3.2 분포형 홍수 범람 모형(FLO-2D)
FLO-2D 모형은 1988년에 미국 콜로라도 주의 보험용 도시침
수 가능지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처음 개발되었다. FLO-2D
모형은 체적을 보존시키면서 홍수의 추적을 재현해내는 모형
이다. 기본적으로 지표면 홍수 모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지형적
요건, 도시지역의 건물, 교량, 제방등의 유동 장애물, 유동경로
에서 손실 등에 대한 구성 요소를 시뮬레이션에 추가할 수
있다. FLO-2D모형은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공인된 모형이므로 신뢰성이
높으며, GDS, MAPPER++ 등이 있어 자동적으로 침수 구간을
구별해낼 수 있다. 또한 그 결과를 그래프로 처리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시⋅공간적인 확인이 용이하다. FLO-2D의 흐름방정식
은 Eq. (7)과 같으며, 연속방적식과, 운동량방정식을 기본으로
한다. Fig. 3은 FLO-2D 기본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일대로 2011년 7월 27일 01시부터 23시까지 약 300 mm의
집중호우가 내렸으며, 사당동 사당역 부근과, 서초동 주민센
터 및 서울고등학교 일대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
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상지역을 1 km × 1 km의 격자망으로
구분하였으며 피해가 발생했던 13, 23, 26번 격자를 대상지
역으로 선정하여 침수분석을 실시하였다.

(7)

Fig. 4. Study Area

여기서  는 유량의 깊이,  는 시작격자에서 8방향 흐름(x
방향) 중 하나의 평균유속이며,  는 초과강우강도이다.  는
마찰경사로 Manning 방정식을 기반으로 한다.

4. 적용 및 결과
4.1 대상지역
본 논문대상지역은 대한민국 서울의 사당, 방배,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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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입력자료 구축
강우-유출모형에 서 필요로 하는 자료는 강우량과, 지형자
료(DEM, Landuse, Soil map)이다. 서울강우관측소의 지속
시간 3시간의 500년 확률강우량은 243 mm이다(MLTM,
2011). 따라서 강우자료는 20~300 mm를 20 mm 단위로
나누어 총 15종의 강우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총강
우량을 시계열로 분포시키기 위하여 Huff 강우분포방법

(Huff, 1967)을 이용하여 시계열 강우자료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첨두강우량의 발생에 따라 나누
어진 Huff의 4분위 중 우리나라의 강우형태를 잘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2분위와, 극한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4분위의 중간
값인 3분위의 강우분포를 이용하였다. 지속시간 3시간에
대한 3분위 강우시나리오 결과는 Fig. 5와 같다.

Fig. 5. Rainfall Scenarios with Third Quantile in the Duration
of 180 min

대상격자의 지표흐름방향과 지표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하
여 대상격자를 포함하는 소유역을 분할하였으며 분할된 소유
ID

DEM

역에서 해상도 30 m × 30 m의 DEM, Landuse, Soil map의
공간정보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공간정보는 Fig. 6과 같다.
FLO-2D를 이용한 침수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홍수범람유
량과, DEM이다. 홍수범람유량의 강우-유출모형을 이용하
여 산정된 유출량을 이용하며, DEM은 강우-유출모형에서
사용된 DEM과 같은 형태의 공간자료를 이용한다.

4.3 강우-유출모형(S-RAT) 적용
설정된 시나리오별 강우량을 이용, S-RAT 모형을 이용하
여 Fig. 4의 13, 23, 26번 격자를 포함하는 소유역의 강우-유출
분석을 실시하였다. 소유역의 해상도는 30 m × 30 m로 각
격자별로 유출량을 확인할 수 있다. 영향예보를 위한 기본
단위는 1 km × 1 km 이며 격자내에서 침수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점(범람시작점)을 기준 격자(1 km × 1 km)에서의
최저표고점으로 정의하였다. S-RAT 모형의 경우 유역의
강우-유출 모의가 완료되면 어느 격자에서든 그 격자의 유량
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Fig. 7은 13, 23, 26번 격자에서
최저표고를 출구점으로 하여 소유역을 분할한 결과이다.
여기서 산정된 유출량은 홍수범람모형에서의 제내지유입량
이 되어 침수분석의 입력값으로 활용된다. 분석대상인 13,
23, 26번 격자의 최저표고점에서의 산정된 시나리오별 유출
량은 Fig. 8과 같다.

Landuse

Soil

13

23

26

Fig. 6. Topograph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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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Basin for Runoff Model

Grid 13

Grid 23

Grid 26

Fig. 8. Result of Runoff in Study Area

4.4 홍수범람모형(FLO-2D) 적용
침수심을 모의하기 위하여 앞서 산정된 분석대상지점에
서의 유출량 값을 시간에 따라 각 격자별 최저표고점에
분포시켰다. 도심지에서 좀 더 정확한 침수모의를 위해서는
강우-유출모형을 통해 산정된 지표유출량에서 하수관망을
통해 배출되는 지하유출량을 제외한 유량을 홍수범람모형
의 입력값으로 사용한다. 영국의 영향예보를 위한 침수분석
의 경우를 보면 5년 빈도의 홍수량을 홍수방어능력으로
잡아 유출량에서 5년빈도의 홍수방어능력을 제외한 유량을
이용하여 침수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하수관망의
빈도를 보면 현재 행정안전부의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의 관망은 주로 5~15
년 빈도로 설계⋅시공되었다. 또한 연구 대상지역인 사당역
주변의 침수는 관망의 통수능도 부족하였지만 토사, 낙엽
등 맨홀 잔류물 등으로 인하여 관망의 원활한 통수능을
방해한 것도 한 요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수관망을
통한 지하유출을 제외하고 지표유출만을 고려하여 침수분
석을 실시하였다. Fig. 9는 분석대상지역인 16, 23, 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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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의 강우량-침수심 곡선으로 각 시나리오별 강우량과
최종 침수분석을 통한 침수심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생산된 rating curve를 이용하여 각 요소에 따른
한계강우량을 산정하게 된다.

4.5 한계강우량 산정
강우에 따른 침수로 인한 영향예보를 위해서는 침수로
인해 피해를 받는 대상 및 대상이 피해를 받는 침수심을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를 받는 대상을 인명,
차량, 건물의 3가지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명, 차량, 건물 등의 한계침수심에 대한 자료
를 보면, 인구의 경우 보행곤란수심(초등학생 20 cm, 여성
50 cm, 성인 70 cm), 행동한계수심(30 cm)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지하공간 침수방지를위한 수방기준 실무매뉴얼,
2017), 차량의 경우 승용차는 약 20 cm, 트럭의 경우 타이어
높이의 1/2로 정의하고 있다(Lee, 2017). 건물의 경우 예산침
수 높이에 따라 방수문 또는 방수판(50 cm)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MPSS, 2017).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Grid 13

Grid 23

Grid 26

Fig. 9. Rainfall-Depth Curve
Table 1. Calculation of Critical Rainfall and Impact Level
Grid

Rainfall-Depth Curve

13

y = 39.092x + 19.09

23

y = 615.25x - 54.33

26

y = 554.51x - 32.89

Critical Rainfall/Impact Level
<

10 cm
23.0 mm

∼

20 cm
26.9 mm

∼

50 cm
38.6 mm

<

Level1

17.2 mm

Leve12

52.4 mm

Level3

253.3 mm

Level4

22.6 mm

78.0 mm

244.4 mm

01시부터 27일 23시에 발생했던 집중호우는 약 300 mm로
이 비로 인하여 대상지역인 사당동과 서초동 일대에 큰
침수피해를 일으켰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강우자료를
예측강우시나리오로 가정하여 24시간의 호우영향예보를
실시하였다. 예보시간은 매 1시간 간격으로 하였으며 기준
시간부터 3시간 후의 강우를 기준으로 인명, 차량, 건물에
해당하는 한계강우량과 비교하여 호우영향레벨을 산정하였
고 산정된 결과와 실제 침수사례를 비교하였다.
서초4동 주민센터 일대(16번 격자; Table 2)의 경우 오전
2시부터 10 cm 이상의 침수심으로 호우영향레벨 2단계에
들어왔으며 9시에 113 cm의 최대침수심이 발생하였으며(호
우영향레벨 4단계) 19시 이후에 호우영향예보권에서 벗어
났다. Fig.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용차의 상단부까지
침수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 호우영향레벨을 4단계로 설정하였다. 1단계는 보행에
불편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0~10 cm로, 2단계는 승용차의
통행불편 높이인 10~20 cm로, 3단계는 시설물 방수판 높이
를 고려하여 20~50 cm로 4단계는 시설물 침수를 유발시키는
50 cm이상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Fig. 9의 강우-침수심곡
선을 이용하여 각 호우영향레벨의 경계를 나타내는 침수심
을 유발하는 한계강우량을 산정하였다(Table 1).

4.6 시범지역 적용
임계 강우량을 이용하여 분석 대상지역에 실제 발생했던
강우량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11년 7월 26~29일 동안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 22명, 부상
39명 등 총 이재민 34,152명이 발생하였으며 건물, 공공시설
등 약 300억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다. 이 기간 중 7월 27일
Table 2. Result of Rainfall Impact Level (GRID 16)
Time

01:00

02:00

03:00

04:00

05:00

06:00

07:00

08:00

09:00

10:00

11:00

12:00

Rainfall
(mm)

0.57

18.55

27.60

31.70

63.73

55.35

70.05

115.1

160.3

120

78.17

13.69

Depth
(cm)

0

13

22

26

58

50

64

109

153

113

72

8

Impact
level

-

2

3

3

4

4

4

4

4

4

4

1

Time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

Rainfall
(mm)

8.61

31.58

24.56

15.28

23.85

17.49

5.84

5.45

5.59

13.39

0.57

-

Depth
(cm)

3

26

19

10

18

12

0

0

0

8

0

-

Impact
level

1

3

2

2

2

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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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arget Area and Real Case (GRID 16)

으며 23시까지 침수가 유지되었다. Fig.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량이동에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당동 사당역 일대(23번 격자; Table 3)의 경우 새벽
3시부터 호우영향레벨 2단계로 시작하여 최대 30 cm의 침수
심(호우영향레벨 3단계)이 발생하였으며 19시 이후에 호우
영향예보권에서 벗어났다. Fig.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당
역 주변으로 보행 및 차량이동에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초동 서울고 주변(26번 격자; Table 4)의 경우 오전
1시에 침수심 6 cm로 호우영향예보 1단계로 시작하여 오전
9시 최대 36 cm(호우영향레벨 3단계)의 침수심이 발생하였

5. 결 론
같은 강우가 발생하더라고 지역의 지형조건과 홍수방어능
력에 따라 각 지역의 침수심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침수심을 유발하는 강우를 미리 알고 있다
면 예측된 강우량을 이용하여 선제적인 피해예보가 가능하다.

Table 3. Result of Rainfall Impact Level (GRID 23)
Time

01:00

02:00

03:00

04:00

05:00

06:00

07:00

08:00

09:00

10:00

11:00

12:00

Rainfall
(mm)

0.98

14.71

42.14

77.42

60.16

62.90

59.88

115.6

159.3

140.4

85.75

29.15

Depth
(cm)

0

9

18

24

21

22

21

27

30

29

24

15

Impact
level

-

1

2

3

3

3

3

3

3

3

3

2

Time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

Rainfall
(mm)

19.70

10.48

14.49

6.35

7.85

7.55

0.00

2.82

1.11

0.00

0.98

-

Depth
(cm)

11

6

8

1

3

3

0

0

0

0

0

-

Impact
level

2

1

1

1

1

1

-

-

-

-

-

-

Fig. 11. Target Area and Real Case (GRID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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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 of Rainfall Impact Level (GRID 26)
Time

01:00

02:00

03:00

04:00

05:00

06:00

07:00

08:00

09:00

10:00

11:00

12:00

Rainfall
(mm)

0.70

19.62

31.54

46.55

50.76

59.08

67.00

117.5

166.0

145.1

83.47

18.40

Depth
(cm)

6

9

12

14

15

17

18

27

36

32

21

9

Impact
level

1

1

2

2

2

2

2

3

3

3

3

1

Time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

Rainfall
(mm)

16.66

23.95

18.99

10.45

17.90

10.54

0.00

2.34

4.96

9.09

0.70

-

Depth
(cm)

9

10

9

8

9

8

6

6

7

8

6

-

Impact
level

1

2

1

1

1

1

1

1

1

1

1

Fig. 12. Target Area and Real Case (GRID 26)

본 연구에서는 호우영향예보를 위하여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하는 도심지에서의 침수심을 이용하여 피해영향예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침수로 인한 피해대상을
인구, 교통, 시설물로 구분하여 각 대상에 따른 침수로 인한
피해기준을 조사 분석하여 피해 현황에 따른 4단계의 Impact
Level을 만들었으며, 각 단계의 한계침수심을 유발하는 한계
강우량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사당동 서초동의 피해지역의
실제 강우를 이용하여 실제강우를 예측강우로 가정하여
호우영향예보를 실시하였다. 각 시간에 따른 침수심을 기준
으로 한계강우량과 비교하여 호우영향레벨 단계를 부여하
였으며 호우영향레벨과 실제 침수피해사례와 비교 분석하
였다. 비교 결과 보행불편, 차량침수, 건물침수 등의 결과가
Impact Level 단계에 따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하였다. 분석대상지역인 서초동 주민센터(13), 사당역(23),
서울고(26) 주변 격자에서의 Impact Level 4단계의 한계강우
량은 각각 38.6, 256.3, 244.4 mm로 서초동 주민센터 일대가
침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서초동 주민센터
일대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초동 주민센터의
경우 새벽 5시부터 11시까지 4단계의 호우영향레벨 4단계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2).

재해에 대한 많은 연구를 보면 대부분, 위험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해, 노출, 취약성의 3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된
다. 호우영향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하여 그 영향을 예보하려
면, 호우에 의한 재해(침수심)를 분석하고, 각 지역에서의
인구, 교통, 시설물의 시⋅공간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노출
및 취약성을 산정하여 최종적인 Impact Level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침수심만을 기준으로 호우영향임계
값을 산정하여 호우영향레벨을 부여하였다. 때문에 각 레벨
별 호우영향한계침수심인 10, 20, 50 cm의 값에 대한 추가적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침수심을 유발하
는 곳이라도 그곳에 사람, 차량, 시설물 등의 인프라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또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 대상지역인 도시중심지가 아닌 산지, 농지,
하천 등 비도시 지역에서는 인구, 교통, 시설물에 대한 분포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들 지역의 영향예보
를 위해서는 그 지역의 관련 자료의 DB구축 및 분석을 통한
노출 및 취약성을 고려하여 영향예보의 위험도를 산정한다면
보다 정확성 있는 영향예보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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