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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owering our customers with integrated, fit-for-purpose software to solve their core challenges

• Avoiding failures

• Meeting regulatory 
mandates

• Increasing efficiency 
– both energy and 
people

• Reducing water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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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reasing 
efficiency –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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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oiding failures

• Meeting 
regulatory 
guidelines

• Increasing 
efficiency – both 
energy and 
people

• Reducing water 
loss

• Increasing efficiency 
on projects

• Avoiding costly 
mistakes

• Continually offering 
value-added services 
to clients

• Staying on cutting-
edge of technology

• Mitigating flood 
damage

• Meeting regulatory 
mandates

• Enhance water 
quality

• Expanding public 
outreach

• Minimizing 
overflows

• Maintaining levels 
of service

• Meeting regulatory 
requirements

• Decreasing Inflow 
& Infiltration

• Minimizing energy 
usage and cost

• Optimizing 
processes

• Maximizing 
production

• Minimizing process 
variability



Solutions designed to analyze, predict, and optimize 
operations and processes across the entire water sector.



Solutions designed to analyze, predict, and optimize 
operations and processes across the entire water sector.

Risk & incident analysis

Water loss and non-revenue water

Energy management

System & process optimization

Emergency response planning



Solutions designed to analyze, predict, and optimize 
operations and processes across the entire water sector.

p

Planning for tomorrow’s growth & change

Minimize sanitary and combined sewer overflows

Limit preventable flooding

Study flood behavior to mitigate risk

Achieving regulatory compliance



Solutions designed to analyze, predict, and optimize 
operations and processes across the entire water sector.

p

Single accessible version of the 
truth for all of your teams

Achieving regulatory compliance

Capture, manage & maintain 
your assets

Field workforce management



Solutions designed to analyze, predict, and optimize 
operations and processes across the entire water sector.

p

Sustainable, cost effective drainage design

Improve the profitability of each design project 

Seamless CAD / BIM integration faster, 
uncompromised design

Gain quicker regulatory approvals

Maximize developable land



Solutions designed to analyze, predict, and optimize 
operations and processes across the entire water sector.

p

Minimizing water loss

Accessibility of SCADA data for adhoc analyses

Reducing energy & maintenance costs

Improve confidence in your models

Use AI to optimize plant & network operations









Proactive Network Management, 
Contingency Planning, Energy Reduction & 
Maintaining Compliance

DMA and Water Loss Management, Operations and 
Energy Optimisation, Incident & Forensic Analysis

Incident Reporting, 24/7 Monitoring, Compliance 
Reporting, Pump performance, Maintenance 
Programs, Asset Condition &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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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360 Insight leverages your data investments to empower operators and engineers 
to quickly monitor, analyze, respond to, and optimize their water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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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win -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는
스마트 침수예측 시스템 구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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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기후변화 -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Part2
Digital Twin – 위기에 대처하는 스마트한 선택



▪ Offline 모델링에서 Online 모델로

▪ 기존 모델링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

▪ 분석과 예측보다 설계에 집중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 재해영향평가

▪ DT를 통한 실시간 분석과 침수 예측

▪ 정확한 보정으로 현장 상황 반영

▪ 사고 대응 시간 확보

▪ 미래 예측 및 경보 발령 시스템

▪ AI, ML,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 접목 가능



?

?



Part3 
실시간 침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사례



도시침수실시간모의(자동) 도시침수시나리오모의

운영자경보알림재난안전통합플랫폼





















▪ 강남 테헤란로 일대

▪ 2020~2021년 사이 4차례의 강남역 침수

▪ 삼성 사옥 인근 지하통로 문제로 관거 복원 공사

▪ 선릉-삼성역 인근의 유사 상황 발생 방지를 위한 모델링

▪ 30yr_60min기준(시간당 최대 204mm)

▪ 삼성역 주변의 침수 양상 파악 후 관거 증설, 개보수

탄천 저류지 최적화 사업 진행



▪ 영국 글래스고

▪ 스마트 운하 프로젝트

▪ Scottish Water, Glasgow 시의회 주도

▪ 1700만 파운드 투자(한화 약 260억원)

▪ 운하의 저장 용량 조절

▪ 운하의 수위를 실시간으로 제어

▪ 맞춤형 실시간 예경보 시스템 개발

▪ 2019년 공식 운영 개시



▪ 일본 Fukui

▪ 인구수: 약 25만명

▪ 1차원 관거 개수: 1,500개

▪ 2차원 메쉬: 10만개 이하

▪ 레이더 공간 해상도: 250m2

▪ 레이더 시간 해상도: 5분

▪ 후측과 예측: 각 30분씩

▪ Runtime: 우기시 5분 이내 소요



▪ 벨기에 플라망 주

▪ 인구수: 약 650만명

▪ 분석 도시수: 3곳

▪ 1차원 관거 개수: 최대 10,000개

▪ 2차원 메쉬: 최대 60만개

▪ 예측: 단기 2일, 장기 10일

▪ Runtime: 건기시 40분 소요

우기시 최대 1시간 소요



▪ 영국 런던

▪ 인구수: 약 900만명

▪ 우수 및 하수 관거 개수: 60,000개

▪ 관거 노후화 이슈로 1차원 해석에 집중

▪ 후측과 예측: 각 6시간씩

▪ Runtime: 건기시 20분 소요

우기시 35분 이내 소요



Part4 정리



DT의 탁월한 적용 분야, 스마트 침수예측 시스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재난안전 선도사업 완성 (청주시)

✓ 2021년 그린 뉴딜 정책 중 스마트 침수재해 방지 분야에

본 시스템 반영

✓ 2022년 5개 지자체에서 동 시스템 도입 예정

이제 우리도 LA, 뉴욕, 런던에서 활용중인

첨단 침수 예보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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