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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도시시설 정보모델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 데이터 스키마인 CityGML을 이용하여

하수관망, 맨홀, 지형을 대상으로 3차원 정보모델을 생성하고, 정보모델을 통해 강우우수 유출해석을 수행하였다. 기존 GIS

기반의 2차원 구축 정보를 3차원 정보모델로 변환함으로써 도시시설물 정보를 의미정보와 형상정보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고, 강

우해석 시 도시 강우해석을 위한 입력 값들을 정보모델을 통해 자동 생성하여 과거 수작업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부분적으로 자

동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강우 해석 결과와 정보모델을 연동시켜 침수 지역과 위치 및 침수수준을 자동으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3차원 정보모델, CityGML, 표준 데이터 스키마, 배수시설, 유출해석

ABSTRACT In this study, we have created CityGML based 3D information model for drainage facility, manhole and terrain. It

conducted analysis of the rainfall-runoff leak through the information model for obtaining interoperability for information

integration between city models. The models have advantages to manage the infrastructure information in point of seman-

tic meaning and geometric information by converting the original 2D GIS construction information into the 3D information

model. The input values can be automatically generated through the 3D information model of this study, while the values should be

entered manually in the conventional method. Also, it can be useful to check the flooding level and related locations by

connecting the result of rainfall interpretation and information model.

KEYWORDS 3D Information Model, CityGML, Standard Data Schema, Drainage Facilities, Runoff Analysis

1. 서 론

최근 기후변화와 급속한 도시화 등의 여러 환경적인 요

인의 변화로 인해 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기반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서 극한강우현

상의 발생빈도 및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 건물 등의

유지관리 및 보수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하수위 감소

로 인한 싱크홀 발생으로 지하 시설물의 관리 필요성 증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가 시설물의 보강 필요성 증가

등이 대두되고 기후 관련 재해로 인해 도시 주요 기반시설

물들의 상태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특

히 한번의 재난발생 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설물이 동

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며, 발생된 피해는 상호종속적으

로 영향을 미치므로 시설물의 통합관리를 통해 그 관리효

율의 극대화를 꾀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 기반시설물들은

용도 및 목적에 따라 관계 부처가 상이하며, 부처별 관리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여 시설별 정보들의 호환성이

좋지 못하다. 또한 개별 항목에 대한 정보를 상세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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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뤄야 하는 건물 등의 지상시설물과 행정구역 단위로 계

획 수립 및 관리가 필요한 지하시설물은 표현의 상세수준

정도(Level of Detail, LoD)가 다르고 그에 따른 정보포맷이

달라 통합된 정보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데이터 호환 문제는 출발선상을 달리하여 발전

해온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과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차이 때문이며, 각자의 기준에 따라

개발된 표준화되지 않은 모델로 다른 영역에서 응용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도시 요소들 중 지형, 지적도, 상수관망,

하수관망에 대한 연구는 국가 기반사업으로 관련 사업이

추진되어 많은 정보들이 GIS 기반으로 축적 되어 왔다. 그

리고 도시요소 중 건물은 최근 BIM의 발전으로 인해 BIM

기반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GIS는 2D geometry

정보를 구축하는데 빠르게 발전해왔지만 3D로 표현하여

정보관리를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느리며(Izizarry

& Karan, 2012) BIM 모델은 3D로 표현하여 정보 관리하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으나, 발달 수준이 GIS에 미치지 못해

구축되어온 데이터가 GIS에 비해 매우 적은편이다(Azhar,

2011). 이에 따라 GIS, BIM을 어느 한 분야로 혹은 새로운

모듈로 통합시키려는 두 분야의 장점을 합치기 위한 연구가

최근에 이르러 증가하는 추세이며(Hijazi et al., 2009; Saygi

et al., 2013) 특히 CityGML을 활용한 통합방안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CityGML은 도로의 구성요소를 여러

개의 모듈로 구분하고. 도시 요소 간 정보호환을 지원하는

개방형 표준 데이터스키마(Kolbe et al., 2005)이다. van Berlo

& de Laat(2011)은 GIS 데이터와 IFC 데이터를 BIM 서버를

통해 CityGML로 변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고 El-Mekawy et al.(2011)은 BIM 표준 데이터 스

키마인 IFC와 CityGML 간의 양방향간 정보 변환 프레임

워크를 제시하여 호환가능성을 검증하였다. CityGML은 GIS

데이터와 BIM 데이터 등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도시 요

소들을 하나의 데이터 스키마로 관리하기 때문에 도시객

체 호환을 통한 응용에 유리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CityGML 기반으로 정보모델을 생성하여 그 응용에 활용

하였다.

본 연구는 과거 박상일 등(2014)이 연구한 방재업무 지

원을 위한 개방형 도시정보모델 생성 방법론에 대한 후속

연구로, GIS로 구축된 지하시설물에 대한 2차원 정보를 개

방형 표준 데이터스키마이자 도시 시설물 단위의 정보모

델 구축을 지원하고 있는 CityGML을 이용하여 3차원 정보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도시우수 유출해석 방법론을 정보

모델과 결합하여 도시지역 침수판단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 강우우수 유출해석을 위한 데이터 스키마 및 

해석 방법론 선정

CityGML은 Open Geospatial Consortium(OGC)에서 표준

으로 제시하는 도시정보의 표현, 저장 및 교환을 위한 개방

형 데이터 스키마 및 데이터 포맷이다(Groger et al., 2012).

CityGML은 지형 및 시설물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데이

터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여러 응용분야에서 복잡한 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표준 데이터스키마인 CityGML의 주 사용 목적은

도시 모델의 3차원 형상 표현만이 아닌 도시 구성요소의

의미정보를 포함하는데 있다. CityGML은 공간 객체의 기

하학적, 위상학적 특징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위한 기하

(Geometry) 모델과 주제에 맞게 도시 구성요소들을 표현하

기 위한 의미정보를 담는 주제(Thematic) 모델로 구성된다.

최신버전인 CityGML 2.0에서는 Appearance, Bridge, Building,

LandUse, Relief, Transportation, CityFurniture, CityObjectGroup,

Tunnel, Vegetation, WaterBody 등의 12개의 Module로 다른

주제 분야를 설정하여 표현할 수 있다. 

한편 도시강우 유출해석 시에는 실제 요소들을 그대로

반영하여 해석하기 힘들기 때문에 해석에 필요한 도시의

요소를 반영한 모델에 실제와 가깝게 모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는 수문 모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며, Open source로

제공되고 있는 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의 Storm Water Management Model(SWMM) 수문 모형을

해석에 사용하였다. 도시유역을 기준으로 수문 모형 중 도

심지 배수관망 모형으로 분류되는 SWMM 모형은 1971년

EPA의 지원 하에 Metcalf & Eddy 사가 Florida 대학 및

W.R.E와의 공동연구로 도시유역 하수시스템 내의 유량과

수질, 월류, 배수, 압력류 등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개

발되었다. SWMM 모형의 구성은 4개의 Computational block

과 6개의 Service 블록 들로 구성되며, 126개의 부프로그램

들을 포함하고 있다. Service 블록의 경우 Computational

block에서 계산된 유출체적, 평균유랑, 첨두유량, 지속기간

등의 인자에서 다른 결과값을 얻기 위해 추가적인 기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배제한다. Runoff 블록 에

서는 지표면에 대한 유출량에 대해 해석을 한다. 지표면에

대한 유출량 해석 시에 유역에 대한 가정사항(Huber et al.,

1988)에 따라 강우의 조건, 우수의 흐름, 지표면의 특성 등에

대한 가정을 한다. Runoff 블록은 SWMM 모형의 초기연산이

수행되는 부분으로 강우사상에 대해 배수유역에서의 유출

현상과 수질변화를 모의한다. Extran 블럭은 배수관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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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내에서 유량과 수심을 계산하기 위해 개수로/관수로

등에서 Dynamic 방정식에 의하여 흐름을 추적하는 기능을

한다. 각각의 Computational 블록은 각기 다른 용도로 사용

된다. 실제 대상유역에 강우량을 모의할 시에 적용하는 블

록은 Runoff, Runoff+Transport, Runoff+Extran의 조합으로

사용된다. Runoff 블록만 사용할 경우 지표면 유출해석으로

지표면에 대한 유출량만을 계산할 수 있고, Runoff+Transport

조합의 경우 Runoff 블록 에서 계산된 지표면 유출해석값을

근거로 하수시스템으로 오염물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계

산하며, Runoff+Extran 블록의 조합은 Runoff 블록에서 계

산된 지표면 유출해석 값을 근거로 하수관망 내 월류, 배수,

압력류 등의 수리현상을 계산한다. 본 논문에서는 강우에

대한 유출량만을 고려하고자 하여 Runoff 블록과 Extran

블록을 사용하였다. 

3. 강우우수 유출해석을 위한 정보 모델 생성

본 장에서는 도시 우수 배수량의 산정을 할 수 있도록 정

보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선정된 도시구성

요소와 도시구성 요소별 속성정보를 토대로 CityGML 기

반 데이터 스키마를 생성하였고, 데이터 스키마를 적용하

여 정보 모델을 생성하였다. 

3.1 강우우수 유출해석을 위한 도시 요소들의 속성정보 도출

도시우수 유출해석을 위해 정보모델의 도시 구성요소를

선정하고, 선정된 도시 구성요소별 도시 유출 해석을 위한

속성정보를 도출하였다. 도시의 경우 강우상황에서 우수

는 투수가 가능한 지표면 등에서 일정량 흡수가 되고, 도로

면, 건물 등의 불투수층으로 인해 흡수되지 않는 우수는 맨

홀을 통해 하수관거로 합류되어 직접 배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수의 배수과정에 포함되는 도시 구성요소로 SWMM의

Runoff 블록과 Extran 블록을 사용한 해석에 필요한 도시

구성요소인 지형, 맨홀, 하수관망을 선정하였다.

하수관망은 기존에 구축되어있던 GIS 기반의 2차원 정

보를 활용하였다. 기존 2D 하수관망 GIS 정보를 CityGML

기반 3D 하수관망 정보모델로 생성하고, 생성된 정보모델

을 바탕으로 도시우수 유출 해석을 하여 강우량에 따른 월

류되는 하수관거, 맨홀의 위치와 월류량을 계산한다. 계산

된 월류된 하수관거, 맨홀의 위치는 해석값의 관거, 맨홀의

ID와 정보모델 간 매칭을 통해 정보모델에 표기하게 된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 하수관망 정보모델은

표 1과 같이 표고값 표기, 도시우수 유출해석, 하수관의 기

본 단위별 정보제어를 하기 위한 속성정보로 구성된다. 표

고값은 기존 GIS 데이터에서 속성정보로 있는 값을 이용해

서 구할 수 있다. 도시 우수 유출해석을 위한 정보인 시종점

지반고, 관저고, 심도, 그리고 관경주기 정보는 정해진 속

성항목에 맞게 정보모델에 포함시킨다. 도시우수 유출해

석은 Runoff 블록과 Extran 블록을 사용하여 해석한다. 이

때 하수관망에서 고려해야 할 속성정보는 표 1의 필요 정

보항목이며, 이를 위해 기존 GIS 데이터에서 SWMM에서

필요정보로 요구하는 항목을 계산할 수 있게 하는 정보항

목을 추출한다. 수로/관의 초기 수심과 매닝 조도계수의 경

우 자동으로 지정해줄 수 있는 항목이 아닌 지형요소와 관

망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후에 SWMM 프로그램에 값을

입력해 줄 때 사용자가 직접 지정해야 하는 값으로 남겨 두

었다. 하수관별 제어를 위한 정보로는 하수관간 구분과 정

보제어를 위해 하수관 ID를 포함한다.

맨홀은 하수관이 접하는 부분에서 설치가 되므로 하수

관 정보모델에서 맨홀의 대략적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 1과 같이 맨홀의 중앙점과 하수관거의 접합점이 서로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맨홀

GIS 데이터를 이용하여 맨홀의 2차원 좌표값을 가져와 사

용한다. 맨홀의 기존 GIS 데이터에서는 하수관망과 달리

표고값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속성정보가 없으므로 3D 정보

모델로 나타내기 위해 지형값을 참조하고, 유출해석 후 유

출된 맨홀의 위치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맨홀의 위치식별

및 제어를 위해 맨홀의 ID를 포함한다.

표 1. 하수관망 정보모델에 포함된 기능별 속성정보 목록

분류 기능 필요 정보항목 필요 속성정보

하수

관망

표고
하수관의 시점 종점 

표고값

시종점 지반고, 시종점 관저

고, 시종점 심도, 관경주기

도시우수 

유출해석

관의 이름 하수관 ID

관의 형태 하수관거 단면 정보

관의 직경 하수관거 단면 정보

관의 길이 시종점 좌표

경사 시종점 좌표

만수시 수로 깊이 하수관거 단면 정보

시종점 접합부 시종점 맨홀 ID

수로/관의 초기 수심(*) 사용자 정의

매닝 조도계수(*) 사용자 정의

하수관별 

제어
하수관 ID 하수관 ID

맨홀

표고 시점 종점 표고 지형의 표고값

하수관별 

제어
맨홀 ID 맨홀 ID

지형과의 

연계
TIN ID TIN ID

※(*) -사용자 직접 입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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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강우우수 유출해석을 위한 CityGML 기반 정보모델 생성

CityGML 데이터 스키마에서 도시구성요소를 정의하고

있는 13개의 모듈이 있으나 지하시설물, 그 중에서도 하수

관망을 직접 표현하기에 적합한 모듈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스키마 자체의 변형을 요구하는

Application Domain Extensions(ADE)를 사용하거나, generics

모듈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ADE를 사용하려면 OGC에

검토가 필요하며 국제적 협의를 도출하는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generics 모듈을 사용하였

다. generics 모듈은 다른 도시시설물을 표현하는데 또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다른 generics 모듈과 구분하기 위해 Underground

pipeline, Sewer pipeline 이라는 속성정보를 generics 모듈단

위에서 갖고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생성하는 하수관망 정보 모델은 하수관망

해석이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며 3D 표현으로 관망 고유의

형상적인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D

로 표현된 Solid 형상으로는 기준점 및 기준선을 명확하게

잡기 힘들며, 데이터가 커질수록 Solid로 표현되는 모델의

용량 또한 line으로 표현하는 것에 비교해 볼 때 과대하게

커진다. 이에 따라, line으로 이루어진 하수관망 정보모델

로 생성하였고, 간섭체크 등의 관거의 형상을 참고해야 할

경우를 위해 정보모델의 속성정보를 이용하여 Solid를 표

현할 수 있도록 관거를 표현하는 기본단위인 Linestring에

서 Solid 형상표현 관련 속성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

다. 표 2는 하수관망과 맨홀 정보모델의 속성정보와 매핑

한 CityGML 구조 및 요소를 정리한 표이며, 관망해석을 위

한 필요 속성정보 및 이후 필요하게 될 추가 정보항목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 GIS에서 구축되어있던 Shape 파일형식으로 제공

되는 하수관망 자료는 2D 기반의 Line으로 표현하고 있다.

3차원 하수관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Shape에 있

는 2차원 geometry 정보에 z 좌표를 추가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2D Line에서의 속성정보로 갖고 있는 시점, 종점에

대한 지반고, 관저고, 심도, 관경주기를 토대로 각 관거별

중앙점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앙점을 구하는데 필요

한 정보들 중 심도는 정보모델에 저장을 할 필요가 없으므

로, 중앙점을 구할 때 기존파일에서 임시적으로 읽어와 계

산 시에만 해당 정보를 사용한다. 변환은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 Shape 파일에서 중앙점을 구할때 사용하는

속성정보와 해석에 필요한 속성정보를 포함하는 generics

형태의 CityGML 파일로 변환하였고, 스키마가 적용 안된

generics 형태의 CityGML 파일을 프로그래밍을 통해 제시

그림 1. 실제 맨홀 위치와 하수관 접합부의 차이

표 2. 하수관망과 맨홀 정보모델의 기본 속성정보 생성

CityGML 구조 CityGML 요소 의  미

하수

관망

 Generics
 ⊃function “Underground pipeline”

 ⊃usage “Sewer pipeline”

⊃ GenericCityObject 

⊃ lod0geometry

⊃ MultiCurve

⊃ curveMember(0...∞)

⊃ LineString

⊃ GenericCityObject 

⊃ lod0geometry

⊃ MultiCurve

⊃ curveMember(0...∞)

⊃ LineString

 ⊃name 관망 ID

 ⊃description

분류코드, 교차지점 정보, 

시점과 종점의 맨홀 ID, 시점과 종점의 지반고, 

시점과 종점의 해수기 표면의 높이

맨홀

 CityFurniture  ⊃usage “Manhole”

⊃ lod1Geometry

⊃ Surface

⊃ PolygonPatches(0...)

⊃ exterior

⊃ LineRing

 ⊃name

 ⊃description

맨홀 ID

맨홀 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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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하수관망 스키마에 맞게 적용하였다. CityGML 형식의

정보모델로 변환 결과 형상적인 부분으로 그림 2의 (a)와

같이 line으로 표현된 3D Sewer Network Information Model이

생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b)와 같이 line을 기반으로

Solid 형식으로 하수관망을 표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 하

였다. 속성정보는 (c)와 같이 제시된 스키마에 맞게 속성정

보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ityGML의 모듈 중 CityFurniture 모듈은 도시의 가로수,

버스 정류장 등과 같은 부동 객체를 나타내는 모듈이다. 따

라서 도시 외관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부동 객체 중 하나인

그림 2. 3D Sewer Network Information Model(김종명, 2016)

그림 3. 3D Manhole Information Model(김종명,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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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은 그림 3과 같이 CityFurniture 모듈로 표현하였다. 기

존의 GIS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맨홀 정보는 하수관망 속

성정보와 매칭되는 맨홀 ID가 있으나, 자체적으로 맨홀의 표

고값을 나타내 주는 속성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

로 맨홀의 GIS 자료를 통해서 x,y 좌표와 맨홀의 반경을 참

조하고, 맨홀의 표고값은 지형의 표고값, 즉 지반고와 같다

고 가정하여 하수관망 정보모델에서 같은 맨홀 ID을 갖고 있

는 하수관거의 해당 맨홀의 지반고 값을 참조한다. 그러므

로 표 2와 같이 맨홀의 데이터 스키마는 CityFurniture의 사

용용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속성정보를 넣어주고, 하위 맨

홀 단위를 나타낼 수 있는 LinearRing에서는 맨홀의 ID를

넣어주었다. 맨홀은 강우 시 하수관의 하수가 월류 되었을

때 월류 위치를 나타내며 월류의 분출점이 되는 중요 위치

에 존재한다. 따라서 월류 분출점을 표시 할 수 있도록 점

그림 4. 모델 기반 Rainfall-Runoff 분석 프로세스 맵(김종명,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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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모델을 만들고, 맨홀에 유입되는 지표면 저류수 유

입량을 관망해석 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각적으로 맨홀

의 위치파악을 할 때 사용 할 수 있도록 diameter 값을 속성

정보로 갖도록 하였다. 지형의 경우 김민수(2015)가 제안

한 지형 정보모델 생성 방법을 참고하여 생성하였다. 표 2

와 같이 지형모델에 주소정보나 TIN ID, 토지용도 등이 속

성으로 들어가며, 이후 침수지역 파악 등에 활용 가능하다.

4. CityGML 기반 도시정보모델을 통한 강우우수 

유출해석 활용성 검토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생성한 CityGML 기반 도시 정보

모델을 이용하여 유출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해석에 필요한

SWMM 프로그램 Input값을 생성하였다. 도시 우수 유출

해석을 위해 SWMM 4.4H를 사용하였고, 프로세스 모델링

방법을 통해 프로세스 맵을 생성하였다. 생성된 Input값을

이용하여 SWMM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유출량 해석을 하

였으며, 월류된 맨홀의 ID, 하수관거의 ID, 월류량 등을 확

인하였다. 

4.1 도시모델을 활용한 도시우수 유출해석 프로세스 결정

정보모델 생성을 위한 과정에서부터 해석값 도출까지의

프로세스 맵은 그림 4와 같다. 프로세스 맵은 유출해석 부

분, 모델 생성 부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하수관망의 속

성정보 및 형상관련 정보를 알기 위해 하수관망 시설자료

를 Shape 형식으로 취득하였고, 도시 우수 유출 해석을 위

한 속성정보 선정과 해석에 필요한 도시 구성요소를 선정

하기 위해 SWMM 수문모형 해석을 위한 정보목록을 분석

하였다. 선정된 도시구성요소와 필요 속성정보를 통해 도

시 구성요소 별 CityGML기반 데이터 스키마를 선정하고

FME Desktop을 통해 Shape 파일에서 2D CityGML파일로

변형된 하수관망 CityGML 자료를 도시 구성요소별 정의

된 데이터 스키마에 따라 변형하여 3D 하수관망 시설 정보

모델을 생성하여 DB에 저장한다. SWMM 수문모형 해석을

위한 Input 값을 생성하기 위해 3D 하수관망 정보모델에서

해석을 위한 배수시설 정보를 참조해오고, 사용자 정의 정

보를 사용자가 작성하여 INPUT값을 완성한다. SWMM

4.4H 프로그램으로 Input data를 해석한 결과값인 월류된

맨홀 및 월류량을 사용자 정의정보와 함께 DB에 추가적으

로 저장한다.

4.2 SWMM 프로그램의 Input 정보의 정보모델기반 자동

생성 방안

SWMM 모형은 하수관망 GIS 데이터를 직접입력 할 수

있는 모듈이 없어 하수관망을 수작업으로 입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효율성을 위해 CityGML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SWMM input file로 자동

입력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SWMM 프로그램에서

Runoff 블록, Extran 블록을 이용하여 관망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 3과 같은 속성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유역

에서 주관거로 하수가 흘러와 배출되는 매커니즘을 기본

으로 Extran 블록 이 해석을 진행하므로, 사용자가 해석을

위해 기본이 되는 주관거를 지정해주어야 한다. 주관거를

중심으로 해석이 진행되고, 연결정도의 수준을 달리하게

되면 해석의 정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관거를 중심으

로 몇차까지의 연결관을 고려할 것인지도 사용자가 지정

해주어야 할 정보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속성정보는 정

보모델에 있는 값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 관망해석 시 필

요한 Input 속성정보 항목은 사용자 정의가 필요한 사용자

정의 속성정보, 자동생성 속성정보 두 가지로 분류 한다.

사용자 정의 정보 항목 중 표 3에서 (*) 표시된 항목은 사용

자 정의 속성정보로 직접 입력이 필요한 정보이며, 자동 구

축되는 속성정보와 쉽게 연동시키기 위해 Input값을 생성

하기 전 GUI를 통해 해당 값을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

표 3. SWMM을 이용한 관망해석 시 필요 속성정보

블록 input attribute

Runoff 블록

일반 & 제어 정보  System control variable(*)

강우 정보 강우 진행시간(*), 강우량(*)

관망 정보
관망 ID, 관망 형상정보, 관망 폭, 관망 길이, 경사, 매닝 조도계수(*), 만수시 수로깊이, 수로의 초기

수심(*)

유역 정보
유역 ID, 유입구 ID, 소유역의 폭(*), 소유역 면적(*), 불투수면적 퍼센트, 지면경사, 투수, 불투수지

역의 매닝 조도계수 및 표면 저류(*)

Extran 블록

일반 & 제어 정보  System control variable(*)

관망 정보
관거 ID, 시종점 교차점 ID, 초기유량(*), 관거 형상, 길이, 접합부 저고에서 상류에 접합된 관로까지

의 수직거리, 매닝 조도계수(*), 

교차점 정보 교차점 ID, 표고값, 인버트 높이, 관로 내 일정유량(*), 관표고 접합점 위의 초기수심(*)

※(*) -사용자 직접 입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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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관거 정보는 사용자가 정보모델 내의 주관거 요소에

입력되어 있는 속성정보로 유입부의 시점부 맨홀 ID에서

부터 유출부의 종점부 맨홀 ID까지 차례로 입력하여 관거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망해석 시 주관거에 연결된 보조관거를 몇 차까지 고

려할 것인지에 관한 것은 사용자가 관망해석의 상세수준

을 결정하는 것이다. GUI 상에서 관거의 차수를 입력할 수

있고 주관거 맨홀 ID를 입력하여 시종점의 맨홀 ID를 통해

1차 관거를 정해주고, 1차관거의 중간지점 맨홀 ID와 이와

연결된 2차 관거를 찾을 수 있어어 자동으로 2차 관거라는

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림 5와 같이 GUI에 입력하는

정보에 따라 생성되는 차수별 관망 형상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거를 더 많이 고려할수록 해석의 결과는

현실의 상황을 더 잘 모사할 수 있게 된다.

4.3 도시정보모델을 통한 SWMM 해석 및 DB로의 정보

연계 방안

도시정보모델은 도시를 구성하는 지형, 도로, 철도, 교량

등의 구조물에 대한 형상정보와 다양한 응용분야에서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속성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도시정

보모델 구축 시 요구되는 데이터는 3차원 형상정보, 속성

정보, 공간정보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된다. 방대한 데이

터를 하나의 정보모델에 전부를 포함하는 것은 데이터 처

리 시 시간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데이터

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Database Management

System (DBMS)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정보, 지형

정보 등의 공간정보를 포함하는 도시정보모델의 객체 간

그림 5. 분석 수준에 따른 관망 차수 변화

그림 6. SWMM 유출해석 결과와 DB, CityGML 정보모델간의 정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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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활용하여 침수 판단 및 위치 판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위치나 형상이 객체들과 상호관계로 정의되는 공간

자료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문자나 숫자로 표현되는 비 공

간자료도 포함한다. 도시정보모델의 정보관리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RDBMS를 선정하여 정보모델의 관리에 적

용하였다. 

그림 6은 SWMM 해석 결과와 DB, 정보모델간의 정보연

계에 대한 그림이다. SWMM에서 해석의 결과로 나오는

맨홀 ID, 각 맨홀에서의 총 월류량, 월류속도, 월류시간 등의

정보들은 DB에 저장된다. SWMM에서 해석결과로 얻을 수

있는 월류 맨홀 ID는 맨홀과 지형정보모델과 연계를 통해

해당 지역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순 SWMM 해석결과에서는

월류가 발생하는 맨홀의 ID 정보만을 취득할 수 있으나 맨홀

정보모델에는 맨홀의 ID와 맨홀이 속해있는 지형의 TIN ID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지형의 TIN에서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

정보 등을 속성정보로 가지고 있으므로, 월류 맨홀의 ID를

안다면 월류가 발생하는 행정구역 등의 정보를 함께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월류 맨홀의 ID를

통해 해당지역의 행정구역 정보, 해당지역의 지형 형상 등

도 확인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과거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해석에

비해서 구축한 3차원 정보모델과 GUI에 입력하는 속성정

보항목을 통해 일부 프로세스를 자동화 하여 강우우수 유

출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추후 연구를 통해 연계될 건물,

교량, 도로 등의 정보모델들을 통합하여 관리한다면 3차원

정보를 활용한 침수피해가능성 파악, 대피로 산정, 피해지역

의 피해액 예측 등의 추가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결 론

침수 피해 발생 시 여러 가지 도시 요소가 복잡하게 관계를

이루고 있어 피해 파악 및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효율성이 극대화되지만 현재 각 도시 요소들에 대한 정

보의 호환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각각의 운영주체별 시스

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각 도시 요소별로 정보 호환이 원

활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요소 간

정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 데이터 스키마

인 CityGML을 이용하여 하수관망, 맨홀, 지형에 대한 정보

모델을 생성방법을 제시하였다. 정보모델들을 활용하여 유출

해석 프로그램인 SWMM의 해석결과를 효율적으로 도출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해석 결과로 맨홀의 월류

량을 구해 이를 지형 정보모델에 연동하여 침수된 지역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 배수에 관련된 도시 요소들을 분석하였

고, SWMM 해석을 위한 입력 값들을 기준으로 도시 요소

가 포함해야 할 속성정보를 분석하였다. 위의 분석된 정보

를 바탕으로 도시 요소간 위치정보의 연동을 통한 정보호

환을 위해 3차원 정보모델로 생성하였다. SWMM 해석을

위한 입력 값을 작성할 때 주관거의 연결 관계를 수작업으

로 정리해주는 것을 모델 기반으로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

에 따라 주관거에서 연결되는 부관거의 범위를 자동 조절

할 수 있게 하였다. 모델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보인 관

망정보, 지형관련 정보는 각각의 정보모델에서 속성정보

를 참조하여 자동으로 Input값을 작성할 수 있게 하였다.

SWMM 해석 결과 값 중 월류된 맨홀 ID, 월류량을 확인하

여 월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월류 맨홀 ID를 지형 정보모

델과 연동시켜 주소정보와 함께 나타나도록 하였으며 월

류시 침수되는 지형면을 TIN ID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거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해석에 비해서, 본 연구의

방법론을 사용한다면 구축한 3차원 정보모델과 GUI에 입

력하는 속성정보항목을 통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해석

이 가능하다. 또한 추후 연구를 통해 연계될 건물, 교량, 도

로 등의 정보모델들을 통합하여 관리한다면 3차원 정보를

활용한 침수피해가능성 파악, 대피로 산정, 피해지역의 피

해액 예측 등의 추가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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