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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crease of delivery effect of pollutant loads and surface runoff due to urbanization of catchment area results in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in receiving urban streams. This study aims to develop integrated stormwater management system to assist 
efficient urban stream flow and water quality control using information from the Storm Water Management Model (SWMM), real 
time water level and quality monitoring system and remote or automatic treatment facility control system. Based on field observa-
tions in the study site, most of the pollutant loads are flushed within 4 hours of the rainfall event. SWMM simulation results indicates 
that the treatment system can store up to 6 mm of cumulative rainfall in the study catchment area, and this means any type of 
normal rainfall situation can be treated using the system. Relationship between rainfall amount and fill time were developed for 
various rainfall duration for operation of stormwater treatment system in this study. This study can further provide inputs of river 
water quality model and thus can effectively assist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 urban catchment and streams.
Key Words : Nonpoint Source Pollution, Stormwater Treatment, Automatic Monitoring, Storm Water Management Model (SWMM),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요약 : 도시지역의 소하천은 불투수 면적의 증가 및 우수관거의 발달로 인해 유역의 오염물질 및 강우 유출수의 유달률이 증

가한 반면 비강우시에 현저하게 유량이 감소되어 하천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하천의 유
량과 수질 문제를 저감하기 위해 개발된 초기강우 저류 및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SWMM 도시유역모델 적용 
결과와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관평천 유역의 대부분의 강
우사상에서 오염물질은 초기 4시간의 강우 유출수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는 처리시설의 용량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본 시험 유역에서 유역모델인 SWMM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처리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초기우수 유출량은 약 6 mm의 누적강우량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대상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소규모 강우에 대해 처
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강우-유출 모델과 연계한 초기우수 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고 있으며, 하천 수질 모델과 연결할 경우 유입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며, 유역의 조건과 연계하여 
도시하천의 유역연계 종합 수질관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비점오염부하, 초기우수 처리, 자동모니터링, SWMM, 유역연계 하천관리

1. 서 론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은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지역 인구비율을 91.6%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나라 전역이 도시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 대부분의 소하천 유역 또한 지속적인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지역 면적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우에 의

해 공급된 수분이 지하수로 유입되는 양이 작아질 뿐만 아

니라 도시표면의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이동하기가 더욱 

용이해짐에 따라 대부분의 도시 하천은 강우 종료 후 급격

한 유량 감소 현상을 보이거나 녹조현상에 의한 수질 문제

를 나타내고 있다.1,2) 환경부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

하면서 하수처리장에 의한 점오염부하를 제어할 뿐 아니라 

강우 유출수에 포함되어 있는 비점오염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한 각종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비점오염원관리에 대해

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3,4)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강우 유출수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

질의 제어를 위해서 장치형 초기우수 처리시설 또는 자연형 

저류시설 등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유역특성 및 수

문특성에 필요한 용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설치 또는 유

지관리 비용의 문제점과 유지관리의 기술적인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5~8)

본 연구에서는 도시 소하천의 합리적인 수질 및 유량 관

리를 지원하기 위해 본 연구진이 개발하고 있는 초기강우 유

출수 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

운영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보고하고자 한다.9) 통합

운영관리시스템에서는 초기강우 유출수 제어를 위해 SWMM 
(Storm Water Management Model)을 이용하여 일기 예보에 

따라 사전에 수문 및 오염부하 유입 상황을 예측하고,10) 측
정된 수위 및 수질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간 유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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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area; Gwanpyung-stream catchment, Daejeon, Korea.

Fig. 2. Automatic monitoring system installed at the inlet of detention pond at study site.13~15)

저류 현황을 분석하고,11) 하천 수위 모니터링 자료에 따라 처

리수를 방류하도록 설계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지역

관평천은 대전광역시의 금병산과 적오산 및 대덕 연구단

지 북측 사면 등의 유역에서 발원하여 대덕테크노밸리 지역

을 통과하는 지방2급 하천이다. 관평천은 금강의 제 1지류

이며 국가하천인 갑천으로 유입되는 유역면적 10.85 km2, 
유로연장 5.45 km의 소규모 하천이다. Fig. 1에 나타낸 바

와 같이 관평천 상류는 기존의 주거지와 상업시설이 존재

하나 2015년 현재까지는 개발이 제한된 그린 벨트 지역으로

서 대부분의 토지는 농경지, 산지 등으로 구성된 비도시 지

역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관평천 하류 지역은 2000년 이

후 조성된 대덕테크노밸리에 의해 산업, 주거, 상업 및 문

화시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전형적인 도시형 유역의 특

성을 나타내고 있다.
대덕테크노밸리 내 관평천 일대에는 산책로, 분수, 공연시

설 및 수변공원 등 다양한 친수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수

변공원 내에는 유역에서 발생한 강우유출수를 저장할 수 있

는 유수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강우시 우수관거를 통

해 비점오염물질이 직접 관평천으로 유출되어 하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첨두 유량을 감

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2009년부터 서 등11,12)은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수

지로 유입되는 분류식 관거 위에 강우량계, 초음파 수위계, 
자동 채수장치, 자동 수질측정 센서, 데이터로거 등으로 구

성된 실시간 자동모니터링장치를 설치하여 강우유출수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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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ainfall frequency distribution for Daejeon, Korea.

Fig. 4. Conceptual diagram of stormwater treatment system (in development).

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

다. 실시간 자동모니터링장치를 이용하여 확보된 유량 및 

수질 자료는 본 연구 대상지역의 강우 유출량 분석 및 수

질 특성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으며, 본 연구를 

위해 구축된 SWMM의 보정 및 검증 자료로 사용되었다. 

2.2. 대상지역 강우현황 

연구대상지역에 대한 초기우수 처리시설의 설계를 위해서

는 강우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

전지방기상청 자료를 이용하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
년 동안의 강우를 분석하였으며 일 단위의 강우량 분포를 

Fig. 3에 나타내었다. 강우분포(rainfall frequency spectrum)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전지역의 10년간 최대강우량

은 231.5 mm/day이며, 80%의 강우는 18 mm 이하로 발생

하였으며, 전체 강우의 60%는 6 mm 이하의 강우량을 나타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2.3. 초기우수 처리시설 

본 연구진은 유역으로부터의 초기강우 유출수에 포함되

어 있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Fig. 4에 나타낸 바

와 같이 1차 침전조, 침강 저류조 및 필터의 교체가 가능한 

카트리지형 여과조 등 3개의 구간으로 구성된 초기강우 처

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9) 1차 침전조에서는 조대형의 

고형성 폐기물을 스크린 필터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고, 저
류조에서는 초기우수를 일정시간 머물게 하여 침강을 유도

하여 입자성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교체가 가능

한 필터가 장착된 여과장치를 통과하면서 미세 입자성 오

염물질이 제거된 후 하천의 수위 및 수질여건에 따라 방류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초기우수 처리시설 내에는 자동 수

위 측정 장치, 자동 수질측정 센서, 빗물 유입 및 유출 제어 

밸브, 카트리지 막힘 경보센서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

이며, 강우 유출수의 유입 및 배출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운영 시나리오에 따라 밸브를 제어함으로써 자동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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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tegrated stream water quality management system.

전이 가능한 초기우수 처리시설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유역연계 초기강우 처리시설 및 운영관리시스템은 Fig. 5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초기우수 처리시설, 수질 및 유량 모

니터링시스템, 수질모델링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초기우

수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해서는 제어시스템이 필요하며, 이
는 수동제어와 자동제어로 구분될 수 있다. 수동제어는 관

리자가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처리시설의 유입, 유출부의 밸

브를 인위적으로 제어하여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을 의

미하며, 원격제어를 통해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자동제어는 실시간 측정자

료, 기상자료 및 유역모델링 자료를 활용하여 운영관리시스

템 내에서 미리 설정된 운영기법에 따라 기상상황과 연동

하여 자동으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자동제

어는 다시 3가지 관리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관리자가 운영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유입수․유출수 밸브 

작동시간을 미리 설정한 후 운영하는 방법, 둘째는 저류시

설 내 설치된 수위센서 측정값을 이용하여 위험수위, 만수

위, 안전수위, 저수위 등으로 설정한 후 수위 상태에 따라 

밸브의 개폐상태를 제어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대상지역

에 대해 SWMM을 구축하고 기상청 강우량 자료와 연동하

여 강우유출량 및 수질 모델링을 수행한 후 모델링 결과에 

따라 유입수․유출수 밸브제어를 하는 유역모델 연계 제어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기한 세가지 자동제어 기법은 연구대상지역의 특성에 

따라 한가지 관리기법만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혹은 복합적

으로 적용할 수 있다. 유입수․유출수 밸브 작동시간 제어

나 수위센서를 이용한 제어는 국내․외 빗물관리시설에 일

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16)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SWMM을 활용한 자동 제어방법은 국내 적용사례가 없으

며, 유역의 강우 유출 특성과 연계한 효과적인 제어방법으

로 판단된다. 

2.4. SWMM 적용

2.4.1. 모델의 구성

SWMM은 1971년 미국 환경국(USEPA, United States En-
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지원으로 최초로 개발되어 

버전 5.2까지 발전하였으며, 국내에서도 SWMM을 적용하여 

유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 또는 강우유출량 산정에 관

한 다수의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2,11,14,18~20) 

SWMM은 강우시 발생하는 유출량과 오염물질에 대한 지

표, 지하 흐름, 배수관망 유량추적, 저류량 산정, 오염물질 처

리 등의 모의가 가능하며, 도시 및 비도시 지역에서의 강우

사상별 모의 및 연속모의가 가능한 모델이다.20,21) SWMM
에서는 오염물질이 비강우시에 토지 표면에 축적(buildup)
되고, 강우시에 씻겨나가는(washoff) 현상을 모의할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오염물질이 하천에 전달되는 양을 산정할 

수 있다.21) 본 연구에서는 오염물질의 축적량과 씻김량을 정

량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모델에서 제공된 방법 중에서 각

각 거듭제곱식(power equation)과 지수식(exponential equation)
을 선택하여 사용하였으며(Table 1), 침투량 산정을 위해서는 

Green-Ampt식을 사용하였다.

Table 1. Equations and variables for buildup and washoff10)

Type Equation Variable

Buildup Power
B=Min

(b1,b2t
b3)

B: Buildup load (mass/area or curb 

length)

b1: Maximum buildup possible (mass/ 

area or curb length)

b2: Buildup rate constant

b3: Time exponent

Washoff
Expo-

nential
W=w1q

w2 B

W: Washoff load (mass/time)

W1: Washoff coefficient 

W2: Washoff exponent 

q: Runoff rate per unit area

B`: Pollutant buildup in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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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unoff calibration results

(b) TSS calibration results

Fig. 7. Runoff and water TSS calibration results (2012.04.27).

Fig. 6. Configuration of network for SWMM application for the study site.

SWMM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

업 당시의 지형자료, 토지이용도, 우수관망도 및 우수계획평

면도 등을 대전광역시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으며, 이를 

SWMM의 유역 및 관망자료로 입력하여 Fig. 6과 같이 SW-
MM 관망도를 구성하였다. 토지이용 지형도와 CAD (Computer 
Aided Design) 파일을 이용하여 각각의 토지 이용현황을 파

악하고 투수 지역과 불투수 지역을 구분하여 11개의 소유역

으로 구성하였다. 우수 관망도 및 매설 심도가 포함된 CAD 
자료를 바탕으로 유역 내의 주요 맨홀의 인버트 표고(Invert 

Elevation)와 최대수심 및 관거길이 자료를 입력하였으며 주 

경사도에 따라 소유역에서 주요 맨홀로의 배출 경로를 설

정하였다. 

2.4.2. 모델의 보정 및 검증

SWMM의 유량 및 수질 농도 보정과 검증을 위해 각각 

2012년 4월 27일의 자료와 2012년 6월 8일에 발생한 강우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유출유량에 대한 보정은 유수지 내

에 설치된 자동모니터링장치에서 측정된 강우량, 유출량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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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unoff verification results

(b) TSS verification results

Fig. 8. Runoff and TSS verification results (2012.06.08).

Table 2. Parameters calibration for SWMM

Class Variable Parameters Lower bound Upper bound Value

Infiltration
Suction head Soil capillary suction head 49.022 320.04 88.9

Conductivity Soil saturated hydraulic conductivity 0.254 120.396 3.3

Basin

N-Imperv Manning’s n of impervious area 0.01 0.016 0.015

N-Perv Manning’s n of pervious area 0.15 0.4 0.4

S-Imperv Depth of depression storage on impervious area 0.25 3.8 0.5

S-Perv Depth of depression storage on pervious area 3.8 6.4 2.0

Conduit Roughness Manning’s roughness coefficient 0.011 0.015 0.015

Buildup (TSS)
Max. buildup Maximum possible buildup - - 1.8

Rate constant Rate constant of buildup function - - 0.1

Washoff (TSS)
Coefficient Washoff coefficient - - 0.05

Exponent Runoff exponent in washoff function - - 8.1

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수질농도 보정을 위해서는 자동채수

장치를 이용하여 강우 발생 후 24시간 동안 채수된 시료의 

총부유성고형물(Total Suspended Solids, TSS) 농도값을 이

용하였다. 모의 결과와 실측값과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선형

회귀 관계를 나타내는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를 이용하여 오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7과 8은 각각 

SWMM의 보정 및 검증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유량에 대

한 보정 및 검증 결과 R2값은 각각 0.977, 0.953을 나타내었

다. TSS에 대한 보정 및 검증 결과 R2값은 각각 0.936, 0.842
로 나타났다. 따라서 SWMM 보정 및 검증 결과는 관평천 

유역에 대한 실제 자연현상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으며, 
유출량 및 TSS 해석은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Table 2
는 모델에 적용된 매개변수 값을 보여주고 있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초기 우수 수질 분석

관평천 유역에서 유수지로 유입되는 초기우수 유출수의 특

성을 분석하고자 유수지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실시간 모

니터링시스템에서 측정된 2014년 7월부터 11월의 기간 동

안에 발생한 강우들에 대한 연속측정자료를 분석하였다. 강
우 발생 후 시간별 초기우수 유출수의 수질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자동채수기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수하고 실험실에서 

TSS 및 CODMn (Chemical Oxygen Demand) 등의 수질항목

에 대한 수질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9는 본 연구 대상지

역에서 발생한 강우에 대해 측정된 유량 및 수질 측정자료

를 나타내고 있으며, 강우 유출수의 유입으로 인해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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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nalysis of initial rainfall water quality.

는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유입되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질

농도는 회복되는 전형적인 도시지역 비점오염원 유출 특성

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TSS와 CODMn는 초기 4시간의 유

출수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4시간 후에는 큰 변

화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관평천 유수지 유역은 대부

분 불투수 지역으로서 비점오염원의 대부분은 초기강우 유

출수에 집중되며 따라서 초기우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강우 발생 후 4시간 이내의 유출수에 집중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SWMM을 활용한 저류시설 자동운영관리기법

3.2.1. 시나리오 구성

본 연구 대상지역에 대한 초기우수 처리시설의 면적은 약 

1,050 m2, 수심은 2 m로 설계할 예정이며 처리용량은 처리

시설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전체 처리가능 용량의 80% 정도

인 1,600 m3로 설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초기우수 처리시설의 운영 방안 도출을 위해 누적강우량 

1 mm부터 15 mm까지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강우의 시간 

분포는 Huff 3분위 법을 이용하였고, 강우 입력 자료 및 모

의 간격은 1분으로 하였다. SWMM의 Storage Tool을 이용

하여 처리시설을 재현하였으며 유출량 산정 결과 약 6 mm
의 누적강우량 발생시 처리시설의 용량이 채워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 mm의 누적강우량은 앞서 대상지역의 강우

현황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년중 강우량의 60% 이내

의 강우량으로서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계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우수 수질 분석결과에서 나

타난 바와 같이 비점오염물질의 대부분은 강우 발생 후 4

시간 이내의 유출수에 집중되므로 6 mm를 초과하는 누

적강우량이 발생하여 처리시설이 만수위까지 채워지거나, 
강우 발생 후 4시간 이후에 유출 수질이 양호한 상태가 되

면 처리용량 및 처리효율을 고려하여 더 이상 처리시설로 

유입시키지 않고 우회 방류로를 통하여 하천으로 직접 방류

하도록 설계하였다. 초기우수 처리시설 자동 제어를 위해서

는 누적강우량이 중요한 제어인자로 작용하므로 SWMM 적
용 시 기본적으로는 4시간 이내의 강우 유출수 처리에 초점

을 두고 4시간 이내에 6 mm이하의 누적강우량이 발생하는 

조건(시나리오1)과 6 mm를 초과하는 누적강우량이 발생하

는 조건(시나리오2)으로 구분하여 모의 시나리오를 구성하

였다. 

3.2.2. 시나리오 분석

시나리오1은 6 mm 이하의 강우가 발생하는 조건으로서 

비교적 강우량이 적은 조건이므로 유출량보다는 유출 수질

변화가 초기우수 처리시설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제어인자가 

된다. 유역으로부터 유출되는 오염물질은 대부분 초기강우

에 포함되어 유출되므로 시스템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에서 초기에는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고 오염물질의 농도가 

설정된 농도 이하로 유입되는 시점부터는 처리시설로 유입

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이후에는 관평천으로 직접 유출시키는 

조건을 가정하였다. 시나리오1에서는 각각의 강우지속시간

별 각기 다른 누적강우량이 발생하는 조건에 대해 SWMM
을 모의하고 강우유출수의 수질 농도가 최대 농도의 60% 이
하로 감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산정하였으며, 산정된 시

간은 강우 조건에 대해 유입구 밸브를 열어 강우 유출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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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imulated hydrograph and pollutograph using SWMM in rainfall storage system for hypothetical rainfall.

Fig. 11. Time computation equation for scenario 1.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후에는 유입구 

밸브를 닫아 유출수를 우회시킨다.
Fig. 10은 1시간 동안 5 mm의 누적 강우가 발생할 때 저류

시설로 유입되는 유출유량과 TSS 농도 변화에 대한 SWMM
의 모의결과를 예로 나타내고 있으며, 이 강우조건에 대해

서는 강우 발생 후 약 1시간 7분까지 강우 유출수를 처리시

설로 유입시키고, TSS농도가 최대 농도 대비 60% 저감된 

유출수는 우회시키는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Table 3은 1시간에서 4시간 사이의 강우 지속시간별 각각 

2 mm, 3 mm, 4 mm, 5 mm, 6 mm의 누적 강우가 발생하는 

경우 유입수질 농도가 최대 농도 기준 60% 이하로 감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고 있으며, Fig. 11은 다양한 

Table 3. System operation with changes in water quality 

Rainfall

Duration

Time to 60% reduction in water quality (hh:mm) 

2 mm 3 mm 4 mm 5 mm 6 mm

1 hr 2:04 1:40 1:19 1:07 1:00

2 hr 2:52 2:34 2:10 1:52 1:43

3 hr 3:39 3:25 3:05 2:42 2:28

4 hr 4:26 4:14 3:58 3:36 3:17

조건에 대한 누적강우량과 처리시설 유입밸브 제어시간과

의 상관관계식을 나타내고 있다. 모델링 결과 도출된 유입

시간 계산식을 토대로 초기우수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운영 조건을 얻을 수 있다. 즉, 예상강우량과 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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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ime computation equation for scenario 2.

Table 4. The maximum allowable time for the system to rainfall

Rainfall

Duration

Time the maximum volumes in the treatment facility (hh:mm)

7 mm 8 mm 9 mm 10 mm 11 mm 12 mm

1 hr 1:35 1:13 1:04 1:00 0:56 0:54

2 hr 2:30 2:00 1:49 1:42 1:38 1:34

3 hr 3:29 2:48 2:34 2:25 2:18 2:13

4 hr 4:33 3:36 3:18 3:07 2:59 2:52

지속시간 데이터가 입력되면 각각의 직선식에 의해 유입 

밸브제어시간이 산정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초

기우수 처리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나리오2는 7 mm 이상의 강우가 발생하는 조건으로서 

다량의 강우가 발생하는 조건이므로 이때에는 유출수 내 

오염물질 농도보다는 유출 유량이 초기우수 처리시설 운영

의 주요 제어인자가 된다. 7 mm 이상의 누적강우로 인해 

초기우수 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는 유출수에 대해서는 

처리시설로의 유입을 차단하고 관평천으로 우회방류 하도

록 제어되어야 한다. Table 4는 1시간부터 4시간까지의 시

간대별 강우지속 시간에 대해 7 mm부터 12 mm까지의 누

적강우 발생시 처리시설 용량이 채워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고 있으며, Fig. 12는 각 조건에 대한 누적강우량과 

초기우수 처리시설로의 유입이 가능한 시간에 대한 상관관

계식을 나타내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전형적인 도시지역인 대

덕테크노밸리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유수지를 대상으로 초

기우수저감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역모델과 연계한 초기강우 처리시설 운영관리시

스템의 구축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초기우수 처리시설의 

제어는 수동제어와 자동제어로 구분될 수 있으며, 관리자가 

모니터링시스템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원격에서 제

어할 수 있으며, 유역모델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또한 처리시설 내에 설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센서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들을 통해 유

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처리시설 자동제어를 위한 기법 중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

는 연구대상 지역에 대해 SWMM을 구축하고 기상청의 강

우량 자료와 연동하여 강우유출량 및 유출수질을 예측하고, 
모의 결과에 따라 초기우수 처리시설로의 유입 및 유출량을 

제어할 수 있는 유역모델 연계 처리시설 자동제어 기법을 

개발하였다. 
SWMM 적용결과 연구대상지역인 대덕테크노밸리 유역

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의 대부분은 강우발생 후 초기 

4시간 이내의 유출수에 집중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처
리시설의 용량을 고려했을 때 약 6 mm의 누적강우에 대한 

초기 유출수를 저류할 수 있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WMM을 활용하여 1시간에서 4시간까지의 

강우지속시간 별 누적강우량에 따른 오염물질 유출 시나리

오를 구성하였으며, 이와 연동하여 초기우수 처리시설의 효

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어 기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유출 모델과 연계한 초기우수 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으며, 도시지역 하

천에 설치되는 초기우수 처리시설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

인 운영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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