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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본 연구에서는 홍수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에 대한 잠재위험도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하여 대상유역의 연간 홍수피해 잠재위험도의 기대치를 나타내는 홍수피해 잠재위험 기대치(Expected

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고 이 개념을 이용해 잠재위험도를 산정Potential Risks of Flood Damage, EPR)

하도록 한다 우선 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로 대상유역의 노출. EPR 성 과 취약성 을 정의하고 빈도 유량(E) (V) , -

곡선 수위 유량 곡선 수위 노출성취약성 곡선 빈도 노출성취약성 곡선, - , - , - 을 정의하도록 한다 이를 근거.

로 빈도 노출성취약성 곡선을 이용하여 각 재현기간별 잠재위험도를 산정- 하도록 한다 빈도 유량 곡선은. -

대상유역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자료와 실측자료를 이용해 산정하고 수위 유량 곡선은 모형을, - HEC-GeoRAS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대상유역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금학천 유역으로 산정결과는 최대 노출성 및 취. ,

약성 지수를 각각 으로 볼때 노출성 지수는 취약성 지수는 이고 년 빈도100 , 28, 32.25 , 50 홍수피해 잠재위험

도는 30.13로 산정되었다.

핵심용어 도시홍수 잠재위험 기대치 잠재위험도핵심용어 도시홍수 잠재위험 기대치 잠재위험도핵심용어 도시홍수 잠재위험 기대치 잠재위험도핵심용어 도시홍수 잠재위험 기대치 잠재위험도: , , , HEC-GeoRAS: , , , HEC-GeoRAS: , , , HEC-GeoRAS: , , , HEC-GeoRAS

1.1.1.1. 서 론서 론서 론서 론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가 도시지역에 살고 있으며 도시 내에 주거지역 중 상당부분이 도시개70% ,

발 이전에는 홍수시 범람이 되는 하천변의 저지대로 해마다 인명 및 재산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시지역에 대한 인구집중현상은 최근에 들어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도시,

지역의 배수능력이 감소하고 호우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저지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홍수관리에. ,

대한 투자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상 여건의 변화와 급속한 도시화로 유출량이,

증가하고 홍수도달시간이 짧아지는 등 도시유역의 하천계획과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시지역에 홍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에 대한 잠재위험도를 빈도별 홍수량에 따라

산정하여 피해 잠재위험도를 추정해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의 홍수피해

발생 잠재위험도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제 도시하천유역에서 적용하여 홍수피해발생 잠재위험도

를 산정하고자 한다.

2.2.2.2. 적용이론적용이론적용이론적용이론

홍수 피해발생 잠재위험도홍수 피해발생 잠재위험도홍수 피해발생 잠재위험도홍수 피해발생 잠재위험도2.12.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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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홍수 위험도Kron(2002) (Rp 를 위험성 노출성 그리고 취약성) (Hazard, P), (Exposure, E), (Vulnerability,

의 가지 요소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위험성을 빈도별 홍수사상 그림V) 3 . ( 1

에서 으로 정의하고 이 위험성과 노출성 및 취약성을 연계하여 홍수피해 잠재위험도를 구하고자Discharge) ,

한다 그림 참조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홍수 피해발생 잠재위험도는 아래의 식과 같이 나타내기( 1 ).

로 한다.

   

위의 홍수피해 잠재위험도 산정식에서 노출성은 위험성의 세부요소인 홍수사상에 따른 손실의 정도를 나

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취약성은 홍수방어능력의 부족성을 의미한다, .

또한 본 연구에서 홍수피해 잠재위험 기대치 라는 개념(Expected Potential Risks of Flood Damage, EPR)

을 정의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홍수피해 잠재위험 기대치는 대상지역에서 년 동안 홍수피해가 발생할 잠재위험도를 나타내는 값이다1 .

홍수피해 잠재위험도 세부요소 산정방법홍수피해 잠재위험도 세부요소 산정방법홍수피해 잠재위험도 세부요소 산정방법홍수피해 잠재위험도 세부요소 산정방법2.22.22.22.2

위험성의 세부요소는 홍수사상 확률강우량 또는 홍수량 등 으로 표현할 수 있고 노출성은 홍수사상에 의( ) ,

한 손실의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 지역별 공시지가와 인구밀도를 세부요소로 하기로 한다 또한 취약성은 홍.

수방어능력의 부족을 의미하는데 이는 지역낙후도 지수와 홍수방어능력 내수방어능력 빗물펌프장 댐 및 저( ( ),

수지 외수방어능력 제방 개수율 으로 나타내기로 한다 위험성 요소는 홍수사상으로 하였으므로 일정한 지, ( )) . ,

수형태를 가지지 않지만 노출성 요소와 취약성 요소는 까지의 지수로 산정하고 산정한 홍수피해 잠재0 100 ,～

위험도 역시 같은 범위의 지수로 표현한다.

노출성과 취약성을 산정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으며 식에서 와 는 가중치이다.

   ×공시지가  ×인구밀도

   ×지역낙후도  ×홍수방어능력

노출성과 취약성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요소의 산정방법은 먼저 전국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수준표 인,

구밀도 지역낙후도 지수 그리고 홍수방어능력 지수를 전국 시도별로 까지 배열한 후 대상지역의, , 0 100 ,～

세부요소값이 위치하는 값과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다.

공시지가 지수와 인구밀도 지수는 까지의 지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최고치를 최저치를0 100 , 100, 0,～

그리고 전국평균치를 으로 하여 회귀식을 유도한 후 다시 전국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수준표 자료와50 ,

인구밀도 자료를 대입하여 공시지가 지수와 인구밀도 지수를 산정한다.

지역낙후도 지수는 한국감정평가원 에서 전국 개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모두 산정한 값이 있(2001) 170

고 전국 순위도 산정이 되어 있으므로 전국 순위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

홍수방어능력 지수는 또 다시 가지 요소로 산정하는데 내수방어능력과 댐 및 저수지에 대한 지수는 시설3 ,

유무에 따라 대상지역내 있을 경우 없을 경우에는 으로 하고 외수방어능력 지구는 개수율이 값을 가100, 0 , %

지므로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단 내수방어능력 지수와 댐 및 저수지 지수 그리고 외수방어능력 지수값, . , ,



은 모두 값이 높을 경우 취약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취약성으로 합산하여 산정할 때 모두 에서 감100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모형을 이용하여 대상유역의 빈도별 침수면적을 산정하면 노출성 취약성 값을 하천의 설HEC-GeoRAS , ,

계빈도의 값으로 하여 나머지 빈도의 노출성 취약성 값들을 비례식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

홍수피해 잠재위험도 산정방법홍수피해 잠재위험도 산정방법홍수피해 잠재위험도 산정방법홍수피해 잠재위험도 산정방법2.32.32.32.3

그림 홍수피해 잠재위험도 산정방법그림 홍수피해 잠재위험도 산정방법그림 홍수피해 잠재위험도 산정방법그림 홍수피해 잠재위험도 산정방법1111

홍수피해 잠재위험도 산정과정은 그림 과 같이 가지 곡선을 산정하는 과정이다 산정순서는 초과확률1 4 . -

유량 곡선 수위 유량 곡선 수위 노출성취약성 곡선 초과확률 노출성 취약성 곡선이다 그림 의 우측, - , - , - . 1

하단의 초과확률 노출성취약성 곡선에서 점으로 표현 한 값이 빈도별 홍수피해 잠재위험도가 되고 면적으- ,

로 표시된 값이 홍수피해 잠재위험 기대치가 된다.

3.3.3.3. 적용 및 계산적용 및 계산적용 및 계산적용 및 계산

대상유역대상유역대상유역대상유역3.13.13.13.1

본 연구에서의 대상유역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금학천유역이다 금학천은 경안천의 상류부 좌안측에.

유입되는 지방 급 하천으로 유역의 중류 이하의 하류부는 용인시의 주요 핵심 도심지를 형성하고 있고 상류2 ,

부에는 산지 및 농경지로서 유로 경사가 급한 하천이다 유역면적은. 14.30 Km
2
이고 유로 연장은 이, 5.50Km

며 유역 내 도심지의 하수처리를 위해 차집 관로를 설치하여 용인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토록 하여 비,

교적 양호한 수질을 보이고 있어 금학천 하구에서 기준 로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유역 내, BOD 3.3 / .㎎ ℓ Ⅲ

에는 가구 명이 거주하고 있고 하상 재료는 경사가 급한 상류부에서는 자갈 및 호박돌로 구성되11,728 35,522

어 있으며 하류부에는 자갈 섞인 모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도계수는 이다, 0.033 .

산정결과산정결과산정결과산정결과3.23.23.23.2

강우량 자료와 강우분포형 결정 홍수량 산정 하천단면자료 등은 경안천 하천정비기본, , 계획 경기도( , 2001)

자료를 이용하였고 빈도별 홍수량 자료를 이용하여 수위를 계산하고 범람면적을 산정하기 위해, HEC -

모형을 적용하였다 산정과정에서 필요한 가중치는 모두 로 하였다GeoRAS . 0.5 .

용인시의 공시지가 지수는 인구밀도 지수는 로 산정되었고 따라서 노출성은 다음과 같다4, 52 .

  × ×  



댐 및 저수지는 용인시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배수펌프장도 용인시에 없기 때문에 지수값은, 0

으로 결정되었으며 하천개수율은 이므로 개수율 지수는 이다, 85% 85 .

홍수방어능력 
   

 

지역낙후도 지수 순위는 개 지방자치단체 중 위로 지역낙후도 지수는 로 재산정하였다 따라서 취170 12 , 7 .

약성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 ×  

산정된 노출성값과 취약성 값은 모형을 이용하여 산정된 빈도별 침수면적을 이용하여 빈도HEC-GeoRAS

별 노출성 취약성 값, 으로 다시 산정하였다 그림 에서 그림 까지의 곡선을 근거로 홍수피해 잠재위험도. 2 5

를 산정하는데 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즉 산정된 취약성과 노출성의 평균이 인데 이를 금학천 유역, . , 30.13

의 설계빈도 년에 해당하는 홍수 피해발생 잠재위험도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금학천 유역의 홍수 피해발50 .

생 잠재위험도는 이고 그림 를 이용하여 산정하면 홍수피해 잠재위험 기대치는 이다30.13 5 3.88 .

y = 110.79x - 9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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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년빈도 년빈도 년빈도 년( )( )( )( ) 초과확률초과확률초과확률초과확률 홍수량홍수량홍수량홍수량(cms)(cms)(cms)(cms) 수위수위수위수위(m)(m)(m)(m) 침수면적침수면적침수면적침수면적(km(km(km(km
2222)))) 노출성노출성노출성노출성 취약성취약성취약성취약성 잠재위험도잠재위험도잠재위험도잠재위험도

20 0.0500 193 85.64 0.1688 18.9096 21.7798 20.34

30 0.0333 220 85.86 0.2040 22.8560 26.3252 24.59

50505050 0.02000.02000.02000.0200 257257257257 86.2286.2286.2286.22 0.24990.24990.24990.2499 28.000028.000028.000028.0000 32.250032.250032.250032.2500 30.1330.1330.1330.13

80 0.0125 295 86.62 0.2933 32.8597 37.8474 35.35

100 0.0100 314 86.80 0.3141 35.1844 40.5249 37.85

150 0.0067 351 87.09 0.3405 38.1429 43.9324 41.04

200 0.0050 380 87.33 0.3700 41.4445 47.7352 44.59

300 0.0033 422 87.67 0.3924 43.9554 50.6272 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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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결론결론결론결론

홍수 피해발생 잠재위험도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 및 산정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진적이 없었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홍수피해 잠재위험도의 정의와 산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시된 방법론을 근거로.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금학천 유역에 대해서 홍수피해 잠재위험도를 산정하였다 설계빈도 년을 기준으. 50

로 하였을 때 홍수피해 잠재위험도 산정결과는 이었고30.13 , 앞에서 제시한 홍수피해 잠재위험 기대치(EPR)

는 그림 의 곡선을 적분하여 얻을 수 있다 노출성 취약성을 산정하는 과정이나 홍수피해 잠재위험도를6 . ,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가중계수는 모두 를 사용하였으나 이것은 이에 대한 차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0.5

로 사료되며 좀 더 신뢰성있는 값을 얻을 수 있도록 세부요소 산정방법이나 홍수범람면적 산정방법 등에, ,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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