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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2014년 8월 25일 시간당 130mm 이상의 폭우로 인하여 부산시 중구를 제외한 부산 전역에 걸

쳐 인명 및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는 부산광역시의 지형특성상 고지대에 주택 등이 조

밀하게 개발되어 불투수층의 증가 및 배수처리의 한계로 침수지역이 다량 발생하였고, 절개지 및

옹벽 등이 많은 지역, 소하천 및 산업단지 조성 후 지반이 약화된 지역 등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

하였다. 따라서 부산지역에서 도시홍수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기장군과 부산광역시 일부 유

역에 대하여 홍수 예보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해관리 방안을 마련

하고자 하였다.

재난취약지역으로 선정된 기장군 일대와 부산광역시 일대의 총 10개 지점(14개소)에 대하여 현

장 조사를 실시하여 수위관측시스템 설치를 위한 적절 지점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

점에 대하여 수리모형(HEC-RAS)을 구축하였다. 수리모형에서 산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 하

천의 현실에 맞는 홍수 예·경보 발령을 위한 각 각의 4단계 기준수위(둔치위험 수위, 주의보 수위,

경보 수위, 하천범람 위험 수위)를 산정하였다.

그리고 각 지점별로 산정된 단계별 기준 수위를 이용하여 재난취약지역으로 선정된 기장군 6개

지점과 부산광역시 4개 지점에 대하여 “홍수 예·경보 발령을 위한 기준 수위 산정 결과”를 도출하

였고, 위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에 홍수 예·경보 발령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심 재난

예방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 지점에 대하여 지속적인 하천 정비 등의 사후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부산광

역시의 다른 재난취약지역에 대하여 보다 개선된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국가하천

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는 홍수 예보와 같은 재난 예방 시설의 구축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핵심용어 : 도시홍수, 재난취약지역, 홍수 예·경보, 단계별 기준수위

* 정회원⋅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E-mail : y07171@lycos.co.kr

** 정회원⋅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E-mail : rasmania@daum.net

*** 정회원⋅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E-mail : kgking@korea.kr

**** 정회원⋅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E-mail : hsshin@pusa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