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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침수해석을 위한 수리학적 건물 일반화 기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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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Hydro-Cartographic Generalization on 
Buildings for 2-Dimensional Inund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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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류의 문명의 시작된 이래 도시유역의 침수는 거주민과 해당지역의 시설에 화학적이고 물리적

인 피해를 입혀왔다. 최근의 연구는 도시홍수와 침수를 해석을 위한 모델과 지형자료의 통합에 관

한 연구가 주를 이뤄왔다. 그러나 2차원 모델의 구축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높은 데이터 처

리기술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건물의 격자화 과정에서 의도치 않는 격자가 발생하게 되

어 해석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고해상도의 데이터 구득과 모형을 구축하더라도 건물

의 처리기법에 따라 해석결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2차원 침수해석모형의 건물의 자료를 입력 시에

는 이러한 왜곡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물의 일반화 처리 혹은 건물의 직교성 확보 등의 전

처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2차원 침수해석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건물

의 일반화 기법을 개발하고 건물의 일반화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도시지역의 

2차원 침수해석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수치지도로부터 DBM(Digital Building 

Model)을 생성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 Aggregation-Simplification을 적용하여 건물의 일

반화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기법의 임계값은 대상지역의 건물의 공간적인 특성을 고려하

여 설정하되 건물의 평균 간격과 건물 간격의 표준편차를 더한 값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침수, 건물 일반화, Cartographic, XP-SWMM 2D, DBM

ABSTRACT

Urban flooding threatens human beings and facilities with chemical and physical hazards 

since the beginning of human civilization. Recent studies have emphasized the integration 

of data and models for effective urban flood inundation modeling. However, the model 

set-up process is tend to be time consuming and to require a high level o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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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ing skill. Furthermore, in spite of the use of high resolution grid data, inundation 

depth and velocity are varied with building treatment methods in 2-D inundation model, 

because undesirable grids are generated and resulted in the reliability decline of the 

simulation results. Thus, it requires building generalization process or enhancing building 

orthogonality to minimize the distortion of building before converting building footprint 

into grid data. This study aims to develop building generalization method for 

2-dimensional inundation analysis to enhance the model reliability,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building generalization method on urban inundation in terms of geographical 

engineering and hydraulic engineering. As a result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2-dimensional inundation analysis, the building generalization method developed in this 

study should be adapted using Digital Building Model(DBM) before model implementation 

in urban area. The proposed building generalization sequence was aggregation- 

simplification, and the threshold of the each method should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spatial characteristics, which should not exceed the summation of building gap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KEYWORDS : Inundation, Building Generalization, Cartographic, XP-SWMM 2D, DBM

서  론

기후변화에 의한 극한 수문사상의 잦은 발현

과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인간의 주요 정주공

간인 도시는 다양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의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인 하수도의 경우 과거의 수문사상을 기준

으로 설계되어 극한 수문사상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하여 이로 인한 침수피해가 빈번히 발생하

고 있다(Park et al., 2014). 

최근 이러한 침수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다

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안 

수립을 위한 2차원 모델링 기반의 침수해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신뢰도 높은 2차원 침

수해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중배추체계

기반의 모형을 활용하고(Djordjevie et al., 
1999), 정밀도 높은 지형자료를 활용(Mark et 
al., 2004)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Jo et al. 
(2010)은 지표수의 하수관거로 재유입을 고려

하지 않고 2차원 침수해석에서 건물의 영향만

을 분석하였다. Ha et al.(2010)은 LiDAR 자

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해상도의 표고모델을 생

산하고 지형자료의 해상도가 침수해석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2차원 수치해석모형을 위한 지형자료는 

5m이하의 격자크기로 구축해야만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으며(Mark et al., 2004) 고해상

도 지형자료 구축이 어려웠던 과거에는 2차원 

해석모형의 실용성이 낮았다(Horrit and 

Bates, 2011). 이는 지형자료의 해상도가 낮아

질 경우, 모형의 재현력과 일관성 없는 매개변

수 등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Fewtrell et al., 2008). 일관성이 없는 매개

변수의 사용은 지표면 박층류의 해석에서 구조

물 등에 의한 흐름간섭 등을 설명하기 위해 과

도한 검·보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

서 일반적인 매개변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가 빈번하게 발생하고(Mingot et al., 2006) 

각종 매개변수가 대상유역의 크기나 격자크기, 

채택모형에 따라 달라지는 기현상을 겪게 된다

(Beven, 2002). 

최근에는 고도화된 LiDAR 측량 및 자료처리

기술의 발달로 평균제곱근오차(RMSE: Root 

Mean Square Errors) 15cm 미만의 신뢰도 

높은 지형자료가 취득가능하게 되었으나(Nee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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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6; Bales and Wagner, 2009), 지

형자료에서 발생하는 작은 오차가 침수해석결

과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Sanders, 

2007). 

특히 고해상도 격자를 사용한 2차원 해석모

형에서 건물을 처리하는 기법에 따라 침수 깊

이 및 유속 등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Schubert et al., 2012), 이는 복잡한 건물형

태에 맞춰 격자를 생성할 경우 발생하는 의도

치 않는 격자로 인해 침수 재현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Tsubaki and Fujita, 2010). 또한 

소규모 건물이 밀집한 지역을 격자형태의 입력 

자료로 전환 시 해상도 및 건물의 방향, 군집화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지표수리특성을 보여 

일관성 있는 결과 도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

져 있다(Schubert et al., 2008). 

지표면 유출수의 유출경로는 주로 건물과 건

물 사이의 이면도로와 법정 도로 등을 따라 지

표면 경사 등에 영향을 받아 흐르도록 해석 알

고리즘이 구현된다. 이때 건물 등에 의해 흐름

이 간섭을 받게 되면 지표면 유출수의 정체구

간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

나는 해석결과를 도출하게 된다(Jin, 2015).

이에 2차원 수치해석모형을 이용하여 침수해

석을 수행한 선행 연구자들은 원시 지표면 자

료를 단순하게 가공하여 수치해석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Schubert and Sanders, 2012; Tsubaki and 

Kawahara, 2013). 그러나 수치해석모형의 적

용을 위한 원시자료 간략화의 필요성을 강조하

였지만 그 절차나 방법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교적 수치해석이 아닌 축척변화에 따

른 지도의 일반화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는 공통적으로 간략화 방법의 절차

나 각 방법별 임계값의 크기에 따라 결과가 다

양하게 변하기 때문으로 표준화된 간략화 절차

를 제시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히고 있다(Li et 
al., 2004; Droppova, 2011). 이처럼 표준화

된 지형자료의 간략화 부재, 특히 수치해석모형

을 위한 지형자료의 간략화는 전무한 수준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도시유역의 자연재해 저감

을 위한 수치해석모형기반의 침수예방 수립을 

위해서는 도시표면자료의 일반화에 관한 연구

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밀하고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LiDAR 데이터와 수치지도를 이용

하여 DBM(Digital Building Model)을 생성하고, 

2차원 침수해석모형의 해석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건물 일반화(Building Generalization) 기

법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대상지 개요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대상지는 서울특별

시 양천구로, 양천구는 서울의 남서부에 위치하

며 동쪽으로 안양천을 경계로 영등포구에 접하

고 서쪽으로는 경기도 부천시와 접하며, 남쪽으

로는 구로구, 북서쪽으로는 강서구와 마주하고 

있다. 양천구의 지세는 크게 한강 연안의 충적

지형과 침식 구릉지형으로 나뉘는데, 구의 중심

부로부터 남서쪽으로는 해발고도 20~60m의 

저평한 구릉지가 분포하고 구의 북동부와 남서

부에 70~80m 높이의 침식구릉이 나타나며, 안

양천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구의 동쪽에는 배

후 저습지를 중심으로 하는 충적층이 매우 낮

은 고도로 분포한다. 

연구대상지역의 북측에는 봉제산, 서측에는 

능골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경인고속도로가 대

상유역의 동서를 관통하고 있다. 주거지와 상업

지역은 EL. 10~20m 사이의 저지대에 위치하

고 있다. 

대상지역의 경사도 분석결과, 경사 10°이하

의 지역이 전체의 약 77%로, 전체적으로 완경

사형태의 낮은 구릉성 지형적 특성을 보인다. 

특히 주거지역은 평탄하고 경사가 급하지 않아 

상류로부터 지표면 유출수가 유입되면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모이게 되며 낮은 경사로 인해 

장기간 침수되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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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area(Seoul Metropolitan 

Gov., 2012)

2. DBM의 생성 및 건물의 분포 특성

통상적으로 DBM 생성에는 수치지도가 필요

하지만 수치지도는 건물 표고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수치지도 배포 전에 제작되는 도화원도에

는 모든 레이어에 대한 3차원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수치지도로 배포하는 과정에서 건물에 

대한 높이 값을 삭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

라서 건물 높이 값, 즉 3차원 정보를 구득하기 

위해서는 현지 측량에 의한 공정이 필요하며, 

이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는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물 표고를 구

득하기 위해 항공 LiDAR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LiDAR 자료는 건물의 정확한 외곽선의 

추출이 어렵기 때문에 건물의 외곽선은 수치지

도의 벡터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연

구대상지역의 수치지도를 레이어별로 분류하였

고 LiDAR 측량자료 및 항공사진과 비교하여 

수치지도를 비교하여 수치지도 상의 건물 폴리

곤을 수정하였다. 그 후, DSM과 수치지도의 좌

표계를 통일시켜 건물 외곽선과 DSM 정보를 

융합한 뒤, 건물 외곽선과 DSM의 중심위치를 

맞추고 건물의 표고를 매핑(mapping) 하였다.

전술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연구대상지역의 

상세한 DBM을 생성하였다. 그림 2는 연구대상

지역의 DBM 생성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신월

동과 신정동 일대는 단독주택 위주의 점유면적

이 작은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동과 화

곡동 일대는 점유면적이 큰 대형 아파트 위주

로 건물이 입지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2. The result of DBM creation

그림 3은 대상지역내 건물의 표고 분포를 나

타낸 것으로 연구대상지역 내 28,444개의 건물

이 입지하고 있으며, 최소 높이는 EL. 1.136m, 

최대높이는 EL.171.13m로 나타났으며 평균높

이는 30.267m로 분석되었다. 또한 10m 이하

의 건물이 전체의 1.8%(514), 10~20m의 건

물이 15.5%(4,417), 20m~30m의 건물이 

40.9%(11,642), 30m~40m의 건물이 24.7% 

(7,0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의 약 70% 가량이 30m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 

한편 건물의 점유면적 분석결과, 최소면적은 

50.03㎡이었으며, 최대면적은 23,554㎡,평균면

적은 172.29㎡로 분석되었다. 점유면적 75㎡ 

이하의 건물은 10.9%(3077), 75㎡~125㎡의 

건물이 51.94%(14,558), 125㎡~175㎡의 건

물이 19.59%(5,210)로 나타나 점유면적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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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건물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유역이 단독주택과 같은 소

형 건물의 입지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아파트

와 같은 대형 건물은 전체 건물 숫자의 10%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표 1은 대상

지역 DBM의 높이와 점유면적 분포에 따른 통

계자료를 나타낸다.

3. 데이터의 일반화 및 Gestalt 시지각 이론 

기반 건물의 일반화 기법

일반적으로 지형자료 기반의 데이터를 이용

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는 경우, 데이터 변환과

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해상도의 불일치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한 해석결과의 신뢰도 저하가 

종종 발생하며, 데이터의 일반화는 이러한 오류

를 해결하고 보다 신뢰성 해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최근에는 ESRI 

(1996) 사에서 개발한 ArcGIS에 지도의 일반

화 과정에 필요한 일련의 도구들이 탑재되어 

있어 비교적 손쉽게 일반화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레스터 데이터의 일반화는 관심 영역 내에서 

수행하는 기법(Region group, Nibble, Shrink, 

Thin, Expand), 영역의 경계에서 수행하는 기

법(Boundary clean, Majority filter), 해상도

를 조절하는 기법(Aggregate)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벡터 데이터의 일반화는 너무 작거나 혹은 중

요하지 않는 건물을 삭제하는 소거

(Elimination), 불필요하게 복잡한 건물을 단순

화 시키는 단순화(Simplification), 개별적으로 

분리된 인접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재생산하는 

통합(Aggregation), 건물의 크기 등을 조절하

여 분석 목적에 부합하도록 건물을 가공하는 이

격(Collapse), 건물의 분포특성은 보존하면서 

집적 밀도와 묘사정도를 줄이는 유형화

(Typification), 겹쳐있는 건물과 건물끼리 중첩

되어 있는 건물들을 찾아서 일정 거리만큼 이격

시키는 해상도 조절(Conflict resolution), 건물

의 직교성 및 건물군의 직교성을 위해 건물/건

물군의 방향을 수정하는 정련(Refinement) 등

으로 구성된다. 

Gestalt 시지각 이론 기반 건물의 일반화는 

지도의 축척을 변화시킴에 따라 인간의 지각능

력 범위 내에서 건물의 본질적인 형태를 변화

18015012090603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Eleva tion

F
re

q
u

e
n

c
y

Mean 30.27

StDev 12.58

N 28444

10211301319107236471

1249

2734

7034

11642

4417

514
00

Normal 
Elevation of buildings

FIGURE 3. Distribution of buildings height
  

8006004002000-200-4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Area

F
re

q
u

e
n

c
y

Mean 172.3

StDev 276.1

N 28444

109135113130152175178189300387500
791

1862

5210

14553

3077

00

Normal 
Area of buildings

FIGURE 4. Distribution of building footprint

Elevation
(m)

below 10 10~20 20~30 over 30 Min. Max AVG

514 4,417 11,642 11,871 1.14 171.13 30.26

Area
(㎡)

below 75 75~125 125~175 over 175 Min Max AVG

3,077 14,558 5,210 5,599 50.03 23,554 172.29

TABLE 1. The number of buildings categorized by their elevation an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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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지 않고 일반화를 수행할 수 있는 원칙과 

그 임계값을 설정하였다. Gestalt 시지각 이론

으로부터 도출된 건물 일반화의 구성요소는 근

접성을 평가하는 근접성(Proximity), 건물의 

유사성을 평가하는 유사성(Similarity), 일반화

를 수행함에 있어 건물의 가지는 본래의 밀도

를 고려하는 공통성(Common fate), 건물의 일

반화 후에도 같은 지역에 입지해야하는 공통지

역(Common region), 건물 그룹간의 패턴이 

일반화 후에도 변하지 않아야하는 폐쇄성

(Closure), 건물의 연속적인 배치특성이 변하

지 않아야 하는 연속성(Continuity), 건물의 구

성요소가 일정한 형태의 그룹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요소결합(Element connectedness), 일

반화를 위해 수행된 건물의 회전이 본래의 방

향과 다르지 않아야 하는 공통방향(Common 

orientation) 등으로 구성되어진다. 지도의 일

반화는 대부분 Gestalt의 시지각 이론에 입각하

여 건물의 일반화를 수행하고 있으며, Li et 
al.(2004)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은 

0.5mm(5m)로, 건물의 직교성 확보를 위한 임

계값은 0.3mm(3m)로 설정하였으며, 건물의 

일반화에 필요한 최소면적은 0.4mm×0.6mm 

(24㎡)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결과의 신뢰도 향상

을 위한 건물의 일반화 기법의 개발 및 적용이 

목적이므로, Gestalt 시지각 이론 기반 일반화 

기법 중 건물 왜곡이 최소화되는 기법을 선행

연구(Li et al., 2004; Droppova, 2011) 등을 

통해서 고찰하고, ArcGIS의 일반화 기법 중에

서 건물 왜곡도가 최소화되는 기법을 

Elimination, Simplification, Aggregation의 

세 가지로 선별하였다.

Elimination기법과 연결되는 Gestalt 인자는

common fate로, 임계값은 건물의 면적이다. 

Simplification기법과 관계있는 Gestalt 인자는 

Similarity, Closure, Common orientation을 

들 수 있으며, 이때 설정해야하는 Gestalt 임계

값은 길이, 방향, 크기, 모양을 들 수 있다. 마

지막으로 Aggregation과 연계되는 Gestalt 인

자는 Proximity, Closure, Continuity를 들 수 

있고, 이때 임계값은 간격, 면적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중배수체계기반 침수 해석모형

이중배수체계는 과거 도시침수에서 활용되던 

해석모형의 단점인 지표면 월류량 등이 없어지

거나 맨홀에 저류된다는 가정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개념으로 지표면 유출수의 관거 내 재

유입을 설명하기 위해 지표면 유출과 관거 유

출을 각각 관련 방정식과 매개변수 등을 통해 

해석하고 각 해석결과를 연동하여 모의하는 방

식이다(Park and Ha, 2013). 본 연구에서 활

용한 이중배수체계 모형은 XP-SWMM 2D 모

형으로 미국 EPA의 SWMM (Storm Water 

Management Model)모형과 호주 WBN사에서 

개발한 2차원 침수해석용 Full Dynamic 엔진

인 TUFLOW(Two dimensional Unsteady 

FLOW)를 결합한 모형이다. 본 모형은 1차원 

배수관망 해석은 물론 2차원 지표수 흐름을 해

석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표고자료 입력 

시 자체적인 DTM(Digital Terrain Model)을 

생성하여 지표수의 동적인 흐름을 모의할 수 

있다. 또한 저류지 최적 설계를 위한 별도의 모

듈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해도 작성을 위한 다

양한 위험도 평가기법을 제공한다. 본 모형의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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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수면고도, 는 X방향의 깊이에

서 평균 유속, 는 Y방향 깊이에서 평균 유속, 

는 수심, 는 시간, 는 X방향의 거리, 는 

Y방향의 거리, 는 코리올리 힘 계수, 은 조

도계수, 은 형상손실계수, 는 모멘텀 수평 

확산 계수, 는 대기압, 는 물의 밀도, 와 

는 X와 Y방향에서 외부 작용력의 합 

XP-SWMM 2D는 지표수의 하수관거로의 재

유입이 가능하도록 모형을 설정할 수도 있으며, 

특히 침수에 의한 지표수도 재유입 대상에 포

함된다. 이러한 지표수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측구 등을 통해 하수관거로 유입되는데, 국내에

는 지표수의 측구유입을 설명할 수 있는 매개

변수에 대해 신뢰할 만한 결과가 없어 본 연구

에서는 해석모형의 기본 값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건물 일반화 시나리오

건물의 일반화 기법별 임계값은 임계값 이하

의 공간적인 특성을 보이는 건물의 형태, 건물

의 간격, 도로 등은 모두 일반화 절차를 거쳐 

생략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 만일 

너무 큰 임계값을 설정하게 되면 대상유역의 

주요 침수경로인 도로가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

하게 되며, 반대로 너무 작게 설정하면 건물의 

일반화 수행효과 거의 없어져 건물의 일반화 

수행에 따라 해석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기대하

기 어렵다.   

표 2는 건물의 일반화기법별 임계값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건물의 면적변화를 산출한 결과

이다. Simplification에 따른 면적의 변화는 

Aggregation의 변화에 따른 면적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Aggregation 임계값이 가장 

큰 10m의 경우에 Simplification의 효과가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ggregation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Simplification의 건물 면

적에 대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전장에서 검토한 ArcGIS기반 건

물의 일반화 기법, Elimination, Simplification, 

Aggregation을 이용하여 적용 순서에 따라 2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표 3은 건물의 일

반화 기법 적용 순서에 따른 시나리오 구성과 

임계값을 설정한 결과이다. 건물 일반화 시나리

오를 구성함에 있어 전술한 3가지 기법의 적용

순서만을 고려한 것은 건물 왜곡도가 최소화되

는 기법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

법별 임계값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해

야 하지만, 도시 침수해석모형에서 격자의 크기

는 5m 이하로 설정되어야 함을 밝힌 선행 연

구의 결과(Mark et al., 2004)와  DBM 구축

을 통해 분석된 건물의 최소면적을 고려하여 건

물간격의 임계값은 5m, 건물 최소면적은 50㎡ 

으로 설정하여 건물의 일반화 수행 전·후를 비

교하였다. 한편, 건물과 건물이 병합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Ponding 지역이 생성되지 않도록 

Hole의 임계값을“1,000”으로 설정하였다. 

Case I 시나리오는 건물의 Simplification 없

이 Aggregation 후에 Simplification을 수행하

였고, Case II 시나리오는 건물의 Aggregation 

수행 전에 건물의 단순화를 위한 

Simplification을 수행하고 Aggregation 수행 

후에 다시 한 번 Simplification을 수행하였다. 

통상적으로 Aggregation은 건물사이의 간격에 

따라 건물군을 생성하기 때문에 임계값이 커질

수록 원시 데이터의 왜곡현상이 극명하게 나타

나는 반면, Simplification은 건물의 형태를 단

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계값이 커지더라도 

Aggregation과 같이 왜곡도가 극심하게 발생하

지 않았다. 그림 5는 각 기법별 임계값의 변화

에 따른 표본지역 건물의 일반화 정도를 분석

한 결과이다. Simplification은 임계값이 커짐에 

따라 건물의 요철 등이 사라지고 사각형에 가

까운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Aggregation은 임계값의 변화에 따라 건물군의 

생성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V. Droppova(2011)은 동일한 기법을 이용

하여 건물의 일반화를 수행하였고 이 중 Case 

II에 해당하는 건물의 일반화 절차가 적절하다

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건물 일반화의 목적이 본 연구와 다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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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shold Aggregation

Simplification

0m 3m 5m 7m 10m

0m 2.92 3.02 3.17 3.43 4.79 

3m 2.92 3.03 3.18 3.43 4.81 

5m 2.92 3.06 3.18 3.43 4.80 

7m 2.92 3.09 3.19 3.43 4.81 

10m 2.91 3.05 3.19 3.45 4.86 

TABLE 2. The variation of building areas by threshold changes for building generalization 

methods (Unit : ha)

SCN Simplification Aggregation Simplification

Case I -
Distance 5m

Min area 50㎡
Min hole 1,000㎡

Tolerance 5m
Min area 50㎡

Case II
Tolerance 5m
Min area 50㎡

Distance 5m
Min area 50㎡

Min hole 1,000㎡

Tolerance 5m
Min area 50㎡

TABLE 3. Scenarios description for building generalization

FIGURE 5. Effects of the threshold changes for building generalization on building 

  



2차원 침수해석을 위한 수리학적 건물 일반화 기법의 적용 / 박인혁 · 진기호 · 전가영 · 하성룡 9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이 수치해석 결과에 의한 

건물 일반화 기법의 적용성 평가를 통해 수치

해석모형의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일반

화 수행절차의 정립이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건물의 일반화에 대해 

Aggregation이 Simplification에 비해 민감도

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곧 침수가능면

적과 직결되고 있으므로 임계값의 설정에 신중

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한차분

기반의 수치해석모형의 경우 정사각형격자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각 기법별 서로 

다른 임계값을 설정하는 것은 계산격자의 설정

에 2개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도로의 폭과 건물 

사이의 간격을 고려하여 하나의 임계값으로 통

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Jin, 

2015).

2. 건물의 일반화 수행절차에 따른 평가

기 설정된 2가지의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일

반화를 수행한 결과는 그림 6, 그림 7과 같다.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Simplification을 한 

번 더 수행한 Case II 시나리오의 경우 Case I 

시나리오에 비해 건물의 형상이 단순화 되었으

며 건물과 건물사이의 간격 또한 비교적 단순

하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는 시나리오별 건물의 일반화 결과를 요

약한 결과이다. Case I 시나리오의 경우 건물 

수는 4,624개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최소 

면적은 50.20㎡로 일반화 수행 전과 크게 다르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면적은 

29,7771.19㎡로 건물의 일반화 수행 전과 비

교하면 다소 상승하였고, 건물의 평균 면적은 

일반화 수행 전 172.29㎡이었으나, 일반화 수

행 후, 1,249.43㎡로 나타나 큰 폭의 상승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설정한 임계값 이

내의 간격을 갖는 건물과 일정 넓이 이하의 건

물은 주변 건물과 통합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은 Case II 시나리오에서도 동일하게, 그러

나 Case I 시나리오에 비해 소폭 더 크게 나타

나고 있다. 또한 건물의 일반화 수행 후에 건물

의 수는 Case I 시나리오 4,624개, Case II 시

나리오가 4,586개로 Simplification 수행에 따

라 건물의 수가 다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건물의 일반화 시나리오에 따라 도로가 

간섭되는 구간 및 길이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FIGURE 6. The result of building 

generalization by Case I scenario

  

FIGURE 7. The result of building 

generalization by Case II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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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와 같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이 넓은, 

즉 아파트와 같은 대형 건물이 입지한 지역의 

경우 건물의 일반화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점유면적이 작은 건물이 밀

집한 1종 주거지역의 경우, 건물의 일반화 수행

절차에 따라 간섭되는 도로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ase I 시나리오의 경

우 건물 자체의 직교성은 Case II 시나리오에 

비해 다소 부족하지만 지표면 유출수의 주요 

동선이 간섭받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수치해석을 위한 일반화는 지도의 축척 변화를 

위한 일반화와 다르게 수행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표 5는 건물의 일반화 수행에 따라 간섭

되는 도로의 구간 수 및 길이를 요약한 것으로, 

Case I 시나리오에 비해 Case II 시나리오에 

의해 간섭되는 도로가 약 3배 많았으며, 간섭되

는 도로의 연장 역시 301.946㎞로 Case I 시

나리오에 비해 약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Origin Case I Case II

No. of BLDG 28,444 4,624 4,586

Min. area(㎡) 50.03 50.20 50.57

Max. area(㎡) 23,554.19 29,771.19 31,127.69

AVG(㎡)/SUM(㎡) 172.29/4,900,638.18 1,249.43/5,777,363.50 1,276.97/5,856,200.54

TABLE 4. Summary of building generalization results

FIGURE 8. The distribution of interfered roads 

segments by Case I 

FIGURE 9. The distribution of interfered 

roads segments by Case II 

Items Case I Case II

No. of interfered roads 1,296 4,586

Min. Length(km) 0.012 0.010

Max. Length(km) 0.854 1.005

AVG(km)/SUM(km) 0.086/112.007 0.091/301.946

TABLE 5. The statistics of interfered roads segments by building gene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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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원 침수해석모형의 적용

표 6은 2차원 수치해석모형 구축에 활용된 

매개변수를 나타낸다. 

Variables Values

Num. of nodes 260

Area of nodes(ha) 0.01~70.73(AVG: 6.88)

Manning’s n 0.014

Impervious ratio 0.00~0.91(AVG: 0.77)

Num. of conduits 258

Diameter(m) 1.0~3.6(AVG: 2.05)

TABLE 6. Summary of model parameters 

(Lee et al., 2014)

건물의 일반화 기법 수행절차에 따른 침수해

석결과는 그림 10, 그림 11과 같다  2차원 수

치해석모형의 건물의 일반화를 수행한 DBM을 

2차원 침수해석모형에 적용한 결과, 두 시나리

오 모두 전반적인 침수면적의 분포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Case I 시나리오를 적용한 경

우가 Case II 시나리오를 적용한 경우에 비해 

침수심이 전반적으로 얕게 나타났다. 또한 침수

흔적도와 비교 시, Case I 시나리오에서 침수

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는 지점(그림 10, 11

의 적색 원)을 Case II 시나리오에서는 모의하

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침수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그림 10, 11의 파란 원)을 Case II 시나

리오에서는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Case I 시나리오는 침수 발생하지 않음). 이

는 Case II 시나리오의 경우 건물에 의한 지표

수 유출선의 간섭현상이 Case I 시나리오에 비

해 크기 나타났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지표면 

유출선의 감소로 인한 유출체적의 감소는 침수

심의 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분

절된 유출선은 지표면 유출수의 유하방향을 실

제와 다르게 묘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2는 대상지역 내 위치하는 CCTV의 

자료를 토대로 실측 침수심을 추정하고, 동 시

간대의 침수해석 결과를 확대하여 도식화한 결

과이다. CCTV 촬영은 2010년 9월 10일 15시 

40분 경 자료이며, 건물의 침수 흔적 등을 고

Monitoring point

Case II 모의

Case I 모의

FIGURE 10. The inundation depth 

distribution by Case I adaptation (15:40)

 

Monitoring point

Case II 모의

Case I 모의

FIGURE 11. The inundation depth 

distribution by Case II adaptation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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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때 약 50~55cm의 침수깊이가 발생한 것

으로 판단된다. 건물의 일반화를 수행하기 전 

모의된 침수깊이는 동일 지점에 대해 121cm, 

Case I의 경우 57cm, Case II의 경우 92cm

로 각각 나타났다. 

건물의 일반화 수행 전 해석 결과의 경우, 상

류에서 간섭된 지표면 흐름장이 관측지점까지 

영향을 미쳐 지표면 유출수의 이상정체현상이 

발생하였고, 관측지점으로부터 지표면 경사를 

따라 하류로 유하되어야 하는 유출선이 건물 

등에 의해 간섭되어 이와 같이 높은 침수심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Case II 시나리오를 적용한 침수심 해석결과 

역시 건물의 일반화 수행전과 유사하게 흐름장

의 간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건물의 일

반화에 의해 그 정도가 다소 완화되었기 때문 

침수깊이가 건물의 일반화 수행 전에 비해 다

소 낮게 해석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Case I 

시나리오의 경우, 지표면 유출수의 흐름장이 상

류와 하류 모두 원활하게 확보되어 관측 자료

와 유사한 침수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는 항공 LiDAR 측량과 수치지도로부

터 도시유역의 정밀한 DBM을 생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건물의 일반화기법을 개발하고 2차원 

침수해석모형을 통해 적용성을 평가한 연구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거의 침수실적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건

물 점유면적과 밀집도를 갖는 대상지역 중 서

울특별시 신월동, 목동, 화곡동 일대를 연구대

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에 대해 항

공 LiDAR 측량과 수치지도 결과를 취득하였으

며, 취득한 자료로부터 정밀한 DBM 생성을 위

해 LiDAR 측량 자료와 수치지도를 통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적용하였다. 

생성된 DBM을 활용하여 수치해석결과의 신

뢰도 향상을 위한 건물의 일반화 기법 및 적용 

절차를 조사·분석하고, 각 절차별로 지형공간

(a) 2010. 09. 10 15:40 CCTV : 50~55cm (b) Origin : 121cm

(c) Case I : 57cm (d) Case II : 92cm

FIGURE 12. The assessment of inundation accuracy referred to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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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학적 측면에서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건물의 일반화 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Case 

I : Aggregation - Simplification과 Case II : 

Simplification - Aggregation - 

Simplification의 2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공간분석 분석 결과, 건물의 개수는 Case I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평균면적과 건물 

면적의 합계는 Case II시나리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물의 일반화에 따라 간섭받는 

도로의 구간 수 및 길이를 분석한 결과, Case 

II 시나리오가 Case I 시나리오에 비해 약 3배 

더 많은 도로구간에서 간섭현상이 발생하고 있

었으며, 간섭받는 도로구간의 총 길이 역시 약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침수해석모형

을 수행한 결과, Case II 시나리오는 일부 영역

에서 침수를 모의하지 못하였으며, 관측지점의 

침수심에 비해 약 30cm 가량 높은 해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반면 Case I 시나리오의 경우 관

측지점의 침수심과 유사한 57cm로 나타나 침

수흔적도와 비교할 때 유사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로부터 2차원 침수해석

모형 해석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

시유역의 경우, 건물의 일반화가 선행되어야 할 

전제조건이며, 대상유역의 면적이 클 경우 혹은 

계산격자의 크기가 커져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

시 정밀한 DBM으로부터 건물의 일반화를 수행

하고 그 결과를 모형의 지형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물의 일반화 절차는 

Aggregation – Simplification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화 기법의 임계

값은 대상지역 건물의 공간적 분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건물 일반화 기법의 임계값을 

5m로 한정하여 2가지의 시나리오로 적용성을 

평가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건물

의 일반화 기법의 임계값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수치해석결과

의 영향을 비교·분석하고, 레스터 데이터로 변

화 시에 발생하는 오차를 추가적으로 계산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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