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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에 대한 LiDAR 자료를 적용하여 각각의 해상도에 따른 다양한 DEM

을 생성하기 위해 격자내의 LiDAR 포인트의 수를 조절하였다. 기본적인 LiDAR 자료는 1 간격

의 포인트를 가지므로, 등간격으로 포인트를 제거해 1, 5, 10, 30, 50, 100의 크기로 해상도에 따

른 포인트의 수를 조절하여 침수해석의 지형자료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 태화강과 그

지류인 동천유역을 대상으로 200년 빈도의 확률강우량을 적용하여 유출해석을 실시하였으며, 국내

의 홍수위험지도 사업에 적용되었던 2차원 침수해석 모형인 FLUMEN 모형을 적용한 침수해석 결

과를 이용하여 LiDAR 자료의 밀도에 따른 2차원 침수해석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는 LiDAR 측량으로 얻어진 DEM자료를 사용할 때, 침수양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홍수

위험지도 제작을 비롯한 홍수방어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정확성을 유지하는

최적의 격자공간밀도를 결정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LiDAR, GIS, 침수해석, 홍수위험지도, FLUMEN

ABSTRACT

In this study, the points of LiDAR were modified in order to generate various DEM

resolutions by applying LiDAR data in Ulsan. Since the LiDAR data have points with 1

intervals, the number of points for each resolution was modified to the size of 1, 5, 10, 30, 50,

100 by uniformly eliminating the points. A runoff analysis was performed on Taehwa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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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ts tributary, Dongcheon, with 200 year rainfall exceedance probability. 2-dimensional

inundation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the density of LiDAR data using FLUMEN, which

was used to establish domestic flood risk map. Once DEM data obtained from LiDAR survey

are used, it is expected that the study results can be used as data in determining optimal grid

spacing, which is economical, effective and accurate in establishing flood defence plans

including the creation of flood risk map.

KEYWORDS : LiDAR, GIS, Inundation Analysis, Flood Risk Map, FLUMEN

서  론

최근의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따라 홍

수의 발생빈도가 커지고 그 피해의 규모도 증

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홍

수는 과거와 달리 좁은 공간에 집중되고, 강우

강도 역시 매우 커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한, 산업이 발전하면서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

한 불투수지역의 증가와 하천변 토지의 고도

이용 및 경제규모의 증가에 따라 홍수발생으

로 인한 피해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현재까지

는 제방, 댐 및 저류지 등을 통한 구조적 대책

이 홍수를 대비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주로 적용되고 있으나, 대규모 홍수의 발

생으로 구조물의 설계빈도를 넘는 경우나 제

방이 붕괴되는 경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

물의 설계빈도를 키우는 것 역시 경제적인 측

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공구조물을 건설하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

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환경적인 문제의 발생

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비구조적 대책의 일환

으로 홍수위험지도의 효용성이 인식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법으로 홍수위험지도 제작을 규정

하고 있다.

홍수위험지도는 홍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에 대하여 홍수빈도별 하천범람구역을 지도상

에 나타낸 지도로서 재해 시는 피난안내용, 평

상시에는 홍수방재계획, 침수가능성,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위한 방재정보용, 학교에서는

방재교육용 교재로서 재해학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홍수의 사전대비가 가능

하고 홍수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홍수범람구역의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대상지역의 수문, 지형, 토지이용현황 등이 중

요한 요소이나 외수범람의 경우 실제로 피해

를 일으키는 요인은 홍수파이기 때문에 제방

의 월류 및 붕괴에 따른 홍수파의 흐름을 파

악하여야 하며 내수범람에 있어서는 도시 내

배수 시스템의 과부하로 인해 야기되는 범람

유량에 의한 제내지 침수해석이 필요하다. 특

히 외수범람의 경우 하천과 제내지, 내수범람

의 경우 배수체계와 제내지간의 연계 해석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역자체의 범

람은 강우-유출해석과 함께 홍수범람에 대한

침수해석이 동반되어야 한다.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선행 되어

야하는 것이 침수해석 모형의 자료구축 및 홍

수사상에 대한 해석이다. 대상유역에 대한 정

확한 침수해석을 위해서는 고정밀ㆍ고밀도 지

형공간정보가 필요하므로 LiDAR 자료의 적용

이 필요하다. 고해상도의 정확한 LiDAR 자료

는 좀 더 신뢰성있는 기본적인 경계조건을 제

공함으로써 홍수 범람모의 수행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하다(Bates et. al., 1999). 또한 다중

반사파를 가지는 LiDAR 자료는 3차원 차폐

구조물의 생성과 이해를 높일 수 있고, 범람지

역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마찰계수를 산출할

수 있다(Cobby et. al., 1999). LiDAR 자료는 또

한 홍수위험지역을 선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Hill et. al., 2000), 미국의 재난관리 주무관청인

연방재난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은 LiDAR 자료를 디지

털 홍수보험율지도의 제작에 필수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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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 동안의 연구를 통하여 LiDAR 측량

의 자료는 다양한 자연적, 인공적 재해를 관리

하는데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원본 LiDAR 자료를 적용하는 것은 너

무 많은 시간과 작업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확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원본 LiDAR 자

료를 가공하고 지형자료 구축하는 것이 요구

되는 실정이다. LiDAR 자료의 정확도와 관련

하여 이전에 수행된 연구로는 LiDAR 자료로

부터 얻은 DTM(Digital Terrain Models)의

정확도의 증명에 대한 연구(Hodgson et. al.,

2003)와 수리학적 모델링에서 DTM의 정확도

의 효과를 조사(Kenward et. al., 2002)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국내의 관련 연구로는

이근상 등(2003)이 항공레이저측량 자료의 해

상도에 따른 DEM 오차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근상 등(2004)이 수치지형도를

활용한 홍수지도 제작용 지형자료의 효과적인

구축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LiDAR

자료의 밀도에 대한 2차원 침수해석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의 2차원 침수해석에 적용된

FLUMEN 모형과 연구를 살펴보면, 신영호 등

(2003)은 홍수지도 제작 연구에서 유한체적법을

이용한 2차원 수리모형인 FLUMEN 모형을

적용하였고, 이렇게 작성된 홍수지도는 방재

세부집행 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으며, 배용훈 등(2005)

은 하상경사의 급변화 및 복합적인 하도변화

에 따른 급변류 해석, 원형섬에서의 고립파 처

오름 해석 등을 통해 FLUMEN 모형의 정확

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유재홍과 조용식(2005)

은 FLUMEN 모형의 적용을 판단하기 위해

홍수범람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불연속

흐름과 이동경계조건에 관한 이상적인 문제에

적용하여 모형의 정확성을 검증한 후, 실제지

형에서의 홍수범람 해석을 수행하였고, 강수만

등(2007)은 진위천 구간에서 FLUMEN 모형의

적용성을 검증한 후 200년 빈도의 홍수량에

대한 홍수피해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등 모형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적용

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에 대한 LiDAR

자료를 적용하여 각각의 해상도에 따른 다양

한 DEM을 생성하기 위해 격자내의 LiDAR

포인트의 수를 조절하였다. 기본적인 LiDAR

자료는 1 간격의 포인트를 가지므로, 등간격

으로 포인트를 제거해 1, 5, 10, 30, 50, 100

의 크기로 해상도에 따른 포인트의 수를 조절

하여 침수해석의 지형자료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 태화강과 그 지류인 동천유

역을 대상으로 200년 빈도의 확률강우량을 적

용하여 유출해석을 실시하였으며, 국내의 홍수

위험지도 사업에 적용되었던 2차원 침수해석

모형인 FLUMEN 모형을 적용한 침수해석 결

과를 이용하여 LiDAR 자료의 밀도에 따른 2

차원 침수해석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2차원 침수해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스위스의 Beffa에 의해 개발되

어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홍수범람해석

에 사용되고 있는 FLUMEN(FLUvial Modeling

ENgine) 모형을 적용하여 침수해석을 실시하

였다. FLUMEN 모형은 수심적분한 천수방정

식을 불규칙한 격자구조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하천의 합류지점이나 만곡부분과 같이 수리학

적으로 복잡한 해석에 적합한 모형이다. 특히,

다양한 지형에서의 wet/dry 해석이 가능하고,

상류 및 사류의 해석이 가능하며 도수에 대해

수치적으로 안정하다. 또한, 하천과 제내지를

구분하여 계산하지 않고 하나의 계산격자로

구성하여 일체화된 침수해석을 실시하기 때문

에, 제방의 월류나 파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

수침수와 관련된 모의가 가능한 수치해석 모

형이다.

FLUMEN 모형의 지배방정식은 수심 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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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비선형 천수방정식으로서 보존형으로 나타

내면 식 (1)과 같으며, 보존형 변수 벡터 

는 수심  와 비유량  와  의 항으로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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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편, 축 및 축의 플럭스 벡터 ,  와

생성항 벡터  는 각각 다음과 같다.



























 



























 



























(3)

여기서,  : 중력가속도

 : 유체의 밀도

 : 하상고도

 : 하상전단력

이 방정식은 레이놀즈 방정식에 정수압분포

를 가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지배방정식이

보존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수현상과

같이 흐름이 불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흐름에도

적용가능하며 하상전단력을 평균흐름속도로

나타내면 식 (4)와 같다.






 

 




 

(4)

마찰계수 는 Manning-Strickler의 경험적

인 마찰공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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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여기서,  : Manning 조도계수

 : k-Strickler 계수

 : 등가유사조도(equivalent sand

roughness)

FLUMEN 모형은 전체 계산영역에서 불규

칙 삼각망을 적용하며 지배방정식인 임의의 

번째 삼각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분하여

유한체적법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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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삼각형의 면적

중앙차분기법에서는 셀표면에서의 플럭스는 셀

중앙값에 의해 산정되는데, 주변지점의 산술평균

값을 사용하게 되면 수치진동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수치진동을 감쇠시키기 위해 FLUMEN

모형에서는 상향가중법을 사용한 플럭스차분분할

기법(FDS)을 사용하였으며, FDS 기법을 사용하여

셀표면의 플럭스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8)

여기서, 과  : 셀표면에서의 변수

 : 플럭스 벡터의 Jacobian

행렬

FLUMEN 모형에서는 시간차분을 위해 다

음과 같은 양해적 Euler 기법을 사용한다.

     (9)

여기서,   :  시간준위에서의 변수

  :  시간준위에서의 변수

 : 차분에 앞선 미분공간연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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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대상유역의 위치도

Euler 기법은 양해적 기법이기 때문에 수치

모의의 안정성을 위해 시간간격()의 크기를

제한하는 CFL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  방

향의 CFL 수는 다음 식과 같다.

   


(10)

   


(11)


 

 


(12)

대상유역에 대한 모형의 적용

1. 대상유역

본 연구의 대상유역인 울산광역시를 가로지

르는 태화강은 경상남도 울주군 상북면 덕현

리 가지산(E.L. 1,240)에서 수원을 발하여

동남류하다 언양면 소재지를 지나 동류하면서

우안 측에서 유역면적 72.13인 공업용수

댐 대암제가 위치한 둔기천이 유입하고 북류

및 동류하면서 좌안 측에서 유역 면적 124.5

인 공업용수댐 서연제가 위치한 대곡천이

유입한 후 동류하다 울산시 태화동 태화교 이

르러 하폭은 급증하고 울산시 명촌동에서 본

유역의 최대지류인 동천(유역면적 168.0)

이 유입하고 동남류하면서 울산만을 지나 동

해로 유입한다. 유역의 북측은 고헌산(E.L.

1,032.8), 치슬령(E.L. 765)등에 의해 회야

강과 유역계를 이루며 서측은 가지산(E.L.

1,240), 신불산(E.L. 1,208.7), 경루산(E.L.

1,058.9)에 의해 낙동강과 유역계를 이루고

남측은 정족산(E.L. 700.1), 남암산(542.9)

에 의해 회야강과 유역계를 이루고 있다. 태화

강 하구부는 울산항내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

고 개구 방향이 5방향으로 열려있어 외해에서

발생한 파랑은 굴절현상을 일으켜 에너지가

감쇠되고 발생빈도도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천산항 파랑관측소의 관측 자료에 의하면 월

별 파고의 발생빈도는 0.5미만의 파고발생률

이 년간 88.4%를 점하고 있으며 2.0∼4.0인

경우가 0.2%로 파랑의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울산항의 최고조위는 EL. 0.302

 , 대조평균고 조위는 EL. 0.161로서 소조

차는 0.168 , 대조차는 0.544이다.

외수범람에 따른 2차원 침수해석이 수행된

대상유역은 태화강을 중심으로 좌, 우안에 위

치한 중구 및 남구는 주거지 및 도시지역이며,

동천 우안과 태화강 좌안을 경계로 하는 북구

지역과, 태화강 하류 우안에 위치한 효문동,

양정동, 장생포동 일대가 울산․미포 국가산업

단지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림 1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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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2는 모

형의 적용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다.

LiDAR 자료의 수집

대상유역의 선정

LiDAR 자료의 해상도별
포인트 추출 및 수정

LiDAR 해상도별
TIN 자료의 구축

확률강우 사상 선정 및
붕괴 시나리오 생성

상하류단 경계 조건 설정

SMS를 이용한 지형 격자
자료의 TM(x,y)좌표

ArcView를 활용한 해상도별
표고값의 추출

해상도별 X, Y, Z 지형 생성

FLUMEN 지형 및
제어 자료 입력

CASE 1~6에 대한 모의 실시

각 해상도별 최대 침수심과
침수 면적 추출

통계자료를 활용한 LIDAR 
자료의 영향 분석

LiDAR 자료의 밀도에 따른 홍수해석의 영향 분석

FIGURE 2. 모형의 적용흐름도

2. 경계조건 및 조도계수

경계 조건은 태화강 본류 상류단의 유입유

량, 지류인 동천의 유입유량과 태화강 하류단

의 유출부 수위 조건이 필요하다. 특히, 태화

강의 경우 울산만과 접해있어 홍수위의 산정

시 조석 수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다. 확률

강우 200년에 대한 유입유량 및 수위 조건은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따라 입력하였다. 본류와

지류의 최대 유입 유량은 각각 3271.7와

1621.4였으며, 하류단 최대 수위는 0.87

로 입력되었다. 그림 3∼그림 5는 상류단 유

입유량 및 하류단 수위를 나타내었다. 또한,

하도내 흐름의 안정화를 위하여 Dry Start 방

법으로 실시 후, Hot Start 방법으로 제방 붕

괴에 대한 모의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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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태화강 상류단 경계조건(200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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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동천 상류단 경계조건(200년 빈도) 

0.0

0.2

0.4

0.6

0.8

1.0

Di
sc

ha
rg

e 
(m

3 /s
)

10 20 30
Time (hr)

FIGURE 5. 태화강 하류단 경계조건(200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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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대상유역의 조도계수

조도계수는 그림 6과 같이 기 홍수위험지도

사업에서 산정된 해석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

여 FLUMEN 모형을 통한 2차원 침수해석을

실시하였다.

3. 예상 파제구간 선정

파제로 인한 외수범람 모의를 위해서는 현

재 범람대상지역을 보호하고 있는 제방에 대

해 예상 파제구간을 선정하여야 한다. 예상 파

제구간 선정을 위해서는 제방의 안전도에 대

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수적이다. 홍수지도의

목적은 제방 파제 및 월류, 내수침수 시나리오

를 기초로 한 범람모의결과를 토대로 침수심

이나 홍수 위험강도를 종이지도나 수치지도의

형태로 제공하므로 홍수지도 작성을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사상과 경우를 고려하여 최대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야 한다. 따라서 홍수지도 작성에 있어 기본적

으로 확률의 개념으로 나타나는 안전도만을

바탕으로 낮은 안전도의 제방에만 파제구간을

선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적으로 파제의 위험이 높은 곳은 제방을 관통

하는 구조물 접합부나 제방축조구간의 변경부

가 있으며 홍수지도 제작을 위해서는 이러한

지점만을 파제대상으로 하는 것은 최대의 피

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에는 무리가 있다.

일본의 경우 최대의 침수상황을 재현하기 위

해 다수의 파제장소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좌

우안에서 각각 5 간격으로 파제시키며, 범

람해석의 결과를 피난계획 등에 응용하는 구

간에서는 1 간격 정도의 좁은 간격으로 파

제를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제방의 파제는 여

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

에 예상 파제구간의 선정과정은 파제를 유발

하는 개별 요소들에 대한 검토 및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홍수위험지도 기본계획 보완 보고서(국토해

양부, 2008)에서는 예상 파제구간 선정을 위해

제방 구간의 측점별 초기침수빈도, 제방 소류

력, 주변에 위치한 구조물 현황에 대해 가중치

를 이용하여 파제위험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하

고, 흐름양상을 나타내는 하천 내 속도벡터 값

과 과거 홍수피해 실적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동일한 범람구역에서 파제구간의 선정에

따라 범람양상의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복수의 파제구간을

선정하였고, 범람구역 중 산지로 형성되어 파제

에 대한 범람위험이 고려되지 않는 구역에 대

해서는 예상 파제구간의 선정을 배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지역에 제시된 7개의 파제구간

가운데 파제 1지점에 대하여 외수범람에 의한

침수해석을 실시하여 LiDAR 자료의 밀도가 홍

수 범람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FLUMEN 모형을 적용한 2차원 침수해석에 포

함되는 하도는 태화강 본류 No.0-330∼56+70

구간과, 지류인 동천 No.0∼24 구간이 있다.

상․하류단 경계는 각각 태화강 본류 No.56+70,

No.0-330 지점이고, 동천 No.24 지점에 지류유

입경계를 설정하였다. 파제지점으로는 태화강

본류 No.36 우안지점을 선정하였으며 예상 파

제폭은 약 170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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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형자료의 구성

그림 7은 LiDAR 자료를 바탕으로 형성된 1

×1 DEM 자료이다. 지형 자료의 구축에 있어

서 그림의 표시된 부분과 같이 각 LiDAR 자료의

중첩으로 인해 잘못된 표고 값이 입력될 수 있다.

FIGURE 7. LiDAR 자료의 1m×1m DEM 

지형 자료의 구축에 앞서 이에 대한 수정 및

제거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며 확인 작업이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지형자료

구축을 위하여 중첩부분에 대한 수정 작업을 실

시하였으며, LiDAR 자료의 밀도가 다른 6가지

지형을 구축하였으며 표 1에 나타내었다.

CASE

밀도

(points/

10000
)

밀도

(points/


)

포인트 

간격

()

비고

1 10000 1.0000 1×1
범람해석의 
기준으로 

고려

2 400 0.0400 5×5

3 100 0.0100 10×10

4 11 0.0011 30×30

5 4 0.0004 50×50

6 1 0.0001 100×100

TABLE 1. LiDAR 자료의 밀도에 따른 분류

고밀도부터 저밀도(1.0000∼0.0001 points/

)까지 6가지 경우를 설정하였다. 예로 10

×10 간격의 밀도란 좌우·상하로 10 간격

당 1개의 LiDAR 측량점이 존재함을 의미한

다. 각 CASE에 대하여 추출된 포인트를 바탕

으로 TIN을 형성하였고, 형성된 TIN자료를

FIGURE 8에 제시된 해상도 조정 격자 구역

에 적용하였다. SMS 모형을 이용하여 형성된

삼각격자의 TM(x,y)좌표는 고정이나 각 좌표

에 대한 표고 값(z)만이 각 CASE에 대하여

새로 부여된다. 즉, 밀도에 따른 표고값만을

변수로 두었으며 이외의 변수 구성 격자수, 조

도계수, 하천지형 및 경계조건은 6가지 경우에

대하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위와 같은

작업을 위하여 ESRI사의 GIS Tool인 ArcView

가 활용되었고, FLUMEN 모형을 적용한 2차

원 침수해석에는 96,168개의 계산 격자가 적용

되었으며, 그림 8은 2차원 침수해석에 적용된

계산격자의 형상을 보여준다.

해상도 조정 구역

파제지점

FIGURE 8. 2차원 침수해석에 적용된 계산격자 

고밀도(CASE 1)에서 저밀도(CASE 6)로 변

화 시 지형에 평탄화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LiDAR자료의 저밀도에 따른

중간점들의 보간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도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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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e) CASE 5 (f) CASE 6

FIGURE 9. 각 CASE별 침수해석 결과

역에서 홍수 해석 시 침수심과 침수 면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제 지형의 잘못된

반영으로 인하여 잘못된 지형 자료를 구축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침수해석 결과의 분석

2차원 침수해석 결과를 CASE 1부터 CASE

6의 순서로 그림 9에 나타내었다. 최대 침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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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b) CASE 2 & CASE 1

(c) CASE 3 & CASE 1 (d) CASE 4 & CASE 1

(e) CASE 5 & CASE 1 (f) CASE 6 & CASE 1

FIGURE 10. 최대 침수면적의 범위 비교 

CASE
밀도

(points/
)

침수 면적(
) 교집합 면적(

) 합집합 면적(
)

1 1.00000 6158735.44 6158735.44 6158735.44 

2 0.04000  6175663.55 6152003.90 6182951.45 

3 0.01000  6083207.92 6053439.53 6189625.73 

4 0.00111 6019669.62 5925655.13 6196871.66 

5 0.00040 6084273.02 5963861.26 6284984.44 

6 0.00010  6208222.11 5907531.73 6482179.47 

TABLE 2. 밀도에 따른 침수 면적과 교집합 및 합집합 면적



2-D Inundation Analysis According to Post-Spacing Density of DEMs from LiDAR Using GIS
―――――――――――――――――――――――――――――――――――――――――――――――――――――――――――――――――
84

CASE 오차율(%)
CASE 1과 침수 교집합의

면적 비교(%)
적합도(%)

1 0.00 100.00 100.00

2 0.49 99.89 99.50

3 2.19 98.29 97.80

4 5.31 96.22 95.62

5 5.12 96.84 94.90

6 8.96 95.92 91.14

TABLE 3. 밀도에 따른 적합도 및 오차율

적은 6.1±0.1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침수

심은 6.0±1.0으로 나타났다. 침수면적은 산

정 4동과 삼산동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

데 이는 해당구역의 지형고가 최대 침수위와

비슷한 높이를 가지고 있어서 작은 표고 값

변화에도 침수 면적이 차이나는 변화를 보이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LiDAR 자료의 밀도에 따른 침수 면적 비교

유역 또는 홍수터에 대한 침수 면적 비교는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하여 비교가 되어 진다.

비교 대상의 기준으로 CASE 1(고밀도)을 선

정하였는데, 가장 정확한 지형을 반영하기 때

문에 가장 정확한 침수해석으로 간주되어진다.

범람 범위는 폴리곤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

에 폴리곤 자료는 가장 높은 밀도 LiDAR 자

료의 지형으로부터 계산된 폴리곤과 침수 면

적을 비교하였다. 각 해상도에 대한 최대 침수

면적을 비교하기 위하여 침수심이 0.001 인

곳을 기준으로 범람 구역을 구분하여 폴리곤

을 형성하였다. 그림 10(a)는 CASE 1에 대한

침수 범위 폴리곤을 형성하여 나타낸 것으로

CASE 1은 다른 경우와 비교를 하기 위한 기

준이 된다. CASE 1을 기준으로 CASE 2에 대

한 침수 면적 비교를 그림 10(b)에 나타내었

다. CASE 1과 CASE 2를 비교할 때 침수 면

적이 그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CASE 5와

CASE 6과의 비교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

다. 각 자료의 밀도에 대한 최대 침수면적의

비교를 그림 10(b)∼그림 10(f)에 제시하였다.

6가지 경우에 대한 최대 침수 면적을 표 2

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밀도에 대한 침수 면

적을 보면 6가지 모두 6백만 정도로 대동

소이하나 저밀도의 지형이 될수록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CASE1

과의 교집합 침수 면적을 살펴보면 저밀도의

지형이 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

다. 이것은 저밀도가 될수록 실제 지형의 반영

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합집

합 침수 면적 역시 일정한 증가를 보이다가

CASE 4∼CASE6에서 확연한 증가를 나타내

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3은 각 CASE별 침수면적이 아닌 최대

침수심 및 지형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CASE 2∼CASE 3는 침수심 6 에서 ±0.2

이내의 차이를 나타낸 반면, CASE 4∼CASE

6은 CASE 1에 비해 ±1.0 이내의 오차가 나

타났다. 대상 유역에 대한 밀도 변화 결과, 전

체적으로 고밀도에서 저밀도로 갈수록 최고

지표고는 낮아지며 최저 지표고는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LiDAR 자료 포인트

의 부족으로 인해 LiDAR 포인트 자료가 존재

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주위 표고 값에 의해

보간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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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  ∪

 ∩
× (13)

에대한교집합면적   

 ∩
× (14)

오차 

 ×∩
× (15)

CASE 최대 침수심 () 표준편차 () 최대 지표고 () 최저 지표고 ()

1 5.92 0.000 114.50 -6.28

2 5.81 0.157 114.30 -5.79

3 6.12 0.323 113.80 -4.78

4 5.01 0.799 112.60 -3.32

5 5.39 1.283 112.60 -1.81

6 7.02 2.373 110.50 -2.95

TABLE 4. 밀도에 따른 최대 침수심 및 지표고 변화 

2. LiDAR 자료의 밀도에 따른 적합도 비교

본 연구에서는 대상유역에 대한 각 CASE

별 침수면적의 교집합과 합집합의 관계를 이

용하여 적합도(Bates and DE Roo, 2000)를 분

석하였다. CASE 1에 대한 침수면적 폴리곤

(polygon)과 각 CASE(n=2∼6)에 대한 침수면

적 폴리곤(polygon)을 비교하게 된다. 각 CASE

에 대한 비교를 위해 침수면적의 교집합과 합

집합 면적을 계산하여 적합도 및 오차율을 계

산하였다.

오차의 경우, CASE2, CASE3과 같은 고밀

도 지형에서는 5.0%이하의 오차를 나타냈으며

CASE6은 9.0% 가까운 오차를 나타났다. 또한

CASE 1과의 침수면적에 대한 교집합에서는

CASE 2와 CASE 3은 98%이상의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저밀도(CASE 4, CASE 5,

CASE 6)에서는 96%에 가까운 적합도를 보이

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4는 LiDAR 자료의

밀도에 따른 각 CASE별 적합도 및 오차율을

보여준다. 이러한 적합도 기준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CASE 5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선형

적인 경향이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한 CASE5가 선형적인 경향에서 벗어나는 것

은 CASE 5의 침수 교집합이 CASE 4보다 크

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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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LiDAR 자료의 밀도에 따른 오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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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LiDAR 자료의 밀도에 따른 
CASE1과 교집합의 면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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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LiDAR 자료의 밀도에 따른 적합도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에 대한 LiDAR

자료의 밀도에 따른 다양한 DEM을 생성하기

위해 격자내의 LiDAR 포인트의 수를 조절하

여 지형자료를 구축하고, 울산 태화강과 그 지

류인 동천유역을 대상으로 200년 빈도의 확률

강우량을 적용하여 유출해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국내의 홍수위험지도 사업에 적용되었던

2차원 침수해석 모형인 FLUMEN 모형을 적

용한 침수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LiDAR 자료

의 밀도에 따른 2차원 침수해석의 영향을 분

석하였다. 본 연구내용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홍수방어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가장 우선

시되는 것이 홍수위험구역에 대한 파악이

며, 이를 위한 대책이 홍수위험지도의 작

성이다. 정확한 홍수위험지도제작을 위해

서는 고정밀ㆍ고밀도 지형공간정보가 필

요하며, 정확도와 경제성을 고려할 때

LiDAR 자료의 적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원본 LiDAR 자료를 활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작업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

에 원본 LiDAR 자료를 가공하여 지형자

료를 구축함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2) LiDAR 자료의 처리시간 및 작업량을 비

교하여 보면 1.0000points/의 고정밀

자료를 활용하여 지형자료 구축 시 불규

칙삼각망(TIN), 중첩 부분의 처리 등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된다. 그러나

0.0100 points/의 자료를 구축하였을

때 1.0000points/의 자료보다 약 1/10

의 시간과 작업량이 소요된다. 저밀도

0.0001 points/ 자료 활용 시 지형자료

의 구축은 시간과 작업량의 측면에서

0.0100points/ 보다 경제적일 수 있다.

그러나 홍수위험지도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정보지도,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관리지도 등과 같은 다양한 비

구조물적 대책을 지원하는 기초정보로써

활용되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 측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홍수위험지도의 정확함의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한다.

(3) 본 연구에서 총 6가지에 대하여 밀도를

조정하여 지형 자료를 구축하였다. CASE

1의 고밀도(원본 : 1.0000points/)자

료에서부터 CASE 6의 저밀도(0.0001points/

)까지 변화시켜 지형 자료를 구축하

였다. 해상도 변화에 따른 지형 변화는

CASE 3의 0.01 points/ 밀도부터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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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변화를 나타내었다. 적합도와 오차율

의 측면에서도 CASE 3∼CASE6의 저

밀도에서 적합도 97% 이하 및 오차율

3% 이상의 범람 범위 차이를 나타내었다.

(4) 홍수위험지도 제작에 있어서 LiDAR자

료의 밀도는 2차원 범람해석에 많은 영

향을 끼친다. 울산과 같은 도시 유역에

서 2차원 침수 해석을 위한 작업의 효

율성, 모형의 계산시간, 홍수위험지도의

정확성 등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고정

밀·고정확의 1.0000points/ 밀도보다

저밀도의 0.01points/ 해상도가 효율

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2차원 침수해석

결과의 범위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CASE 1을 기준으로 CASE

2는 99.5%, CASE 3은 97.8%으로 계산

되었는데, 정확성과 경제성 측면의 일반

홍수위험지도 작성 시 CASE 3을 활용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서, 지형의 표고 변화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1.0000points/

 밀도를 활용하여 지형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5) 본 연구의 결과를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

및 홍수사상에 대한 LiDAR 자료의 밀도

에 따른 2차원 침수해석을 실시하고 이

에 대한 DB가 구축된다면, 침수양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홍수위험지

도 제작을 비롯한 홍수방어계획의 수립

에 필요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정확

성을 유지하는 최적의 격자공간밀도를

결정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와 같이 LiDAR

자료의 밀도를 일괄적으로 조절하지 않

고, 지형의 변화특성을 고려하여 정확도

를 확보하면서도 LiDAR 자료의 밀도에

대한 부분적인 조절을 통하여 계산격자

를 구성한 침수해석 결과와 원시자료와

의 침수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대상유역

에 대한 효율적인 침수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계산격자를 구축하는 연구

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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