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PURPOSES: This research aims to estimate the occurrence of hydroplaning on roads based on the road alignment types and rainfall intensity
in Seoul.

METHODS : Three types of data were used for estimation of hydroplaning in this study. The Inner Circulation Road (12.5 km) to the Bukbu
Expressway (7.4 km) in Seoul was selected as the test road and data was collected for road information using a probe-vehicle. Precipitation was
observed from Automatic Weather System in Seoul. These data were interpolated by applying Inverse Distance Weighted Methodology for
hydroplaning estimation. Finally, the water depth information of the roads was observed using an RCM411 device.  

RESULTS :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he cross slope with small-angle-tilt or vertical section with large-angle-tilt are the primary factors
causing hydroplaning on the roads. The flow velocity on steep slope is high; however, large drainage lengths result in hydroplaning on the roads.

CONCLUSIONS : This result can contribute towards the reduction of car accidents on rainy days. Furthermore, information regarding
hydroplaning can be delivered to drivers more rapidly and precisel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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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

호우 및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기상이변은 도로에 빗물을 고이게 하고

주행하는 차량은 수막현상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성

에 쉽게 노출된다. 

미국(2015)의 DOT는 10년(2005∼2014)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날씨가 교통사고에 얼마만큼 향을 주는지를

조사하 다. 그 결과 전체 평균교통사고 건수에서 약

22%(1,259,000건)가 날씨와 관련된 사고 으며,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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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약 73%는 노면상태가 습윤일 때 사고가 발생한 것

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

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노면상태가 습윤일 때 교통사

고의 심각도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KTSA,

2016). 특히 서울시 도로의 경우 지난 5년간(2010~

2014)의 교통사고 자료를 바탕으로 노면상태에 따른 교

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습윤일 때의 교통사고 치사율(습

윤 1.48, 결빙 1.0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노면상태가 습윤일 때 발생하는 교통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연구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는 선

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 수막현상에 대한 연구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우 및 도로기하

구조 조건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도로에서의 물

두께를 추정하 다. 물 두께 추정은 서울시 내부순환도

로와 북부간선도로의 도로기하구조 자료와 기상청

AWS에서 관측되는 강우자료를 토대로 도로에서 물이

많이 고이는 구간을 추정하 다. 모델에서 추정된 값은

이동형 차량에서 관측되는 물두께 자료와 비교₩검증하

다. 검증된 모델을 바탕으로 2017년 장마기간 동안에

내부순환도로의 수막두께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생되는

지를 분석하 다.

2. 이론적 고찰
2.1. 수막현상의 이해

수막현상(Hydroplaning)이란 물에 젖은 노면을 자동

차가 고속으로 달릴 때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이 발

생하여 타이어가 노면 접지력을 상실하는 현상을 말한다

(Sillem, 2008; Cerezo, 2010). Fig. 1에서보는것과같

이 수막현상은 수막의 두께와 자동차의 주행속도에 따라

발생속도가 다르지만 보통 시속 80km 정도에서 발생한

다(Yager, 1970). 미국의 지방부 고속도로에서 수막현상

은 노면에 물의 높이가 0.1in(2.5mm), 차량의 속도는

(80km/h) 이상인 조건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John C., 2006). 수막현상이 발생하면 자동차가 물 위

에 뜬 상태가 되어 조향 및 제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차량

이젖은노면에서급제동을할경우, 마른노면에비해제

동거리가 평균 4.2m가 길어진다. 차종에 따라서는 최대

8.8m까지차이가나며화물차와승합차, SUV, 승용자동

차순으로제동거리가길게나타났다(KTSA, 2010).

2.2. 수막현상에 관한 국내·외 연구

2.2.1. 국내 연구자료

한국도로공사(2001)는 수막현상이 발생하는 최저 수

막두께는 타이어의 속도, 마모정도, 노면의 거칠기 등에

따라 다르지만 2.5mm~10.0mm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하 다.

속도에 따른 수막현상은 시속 60km/h로 주행할 경우

수막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물이

배수되어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시속

80km/h로주행시타이어옆면으로물이파고들기시작

하여 부분적으로 수막현상이 발생한다. 시속 100km/h

로 주행할 경우에는 노면과 타이어가 분리되어 수막현상

이 크게 일어난다. 따라서 수막현상은 타이어의 상태 및

수막두께 등에 따라 그 발생속도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60km/h의 속도에서는 수막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반면, 그 이상의 속도에서는 수막

현상이발생될수있는것으로판단하고있다.

2.2.2. 해외 연구

독일의 Birgit Hartz(2009)는 강수량 10mm/h 이상

Fig. 1 Hydroplaning Changes by Speed

Fig. 2 Speed Changes by Rainfall Intensity

Reference : http://www.consumerreport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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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폭우 시 승합차의 속도는 맑음 시의 속도 대비 73%

감소(146~162km/h`→`104~122km/h)한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집중호우 시 승합차의 평균 주행속도는 감소

하지만 여전히 수막현상으로 인하여 사고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John C. Glenn(2006)는 지방부 고속도로에

서 수막현상은 노면에 물의 높이가 0.1in(2.5mm), 길이

는 30feet(9.1m) 이상, 차량의 속도는 45mph(72km/h)

이상인 조건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수막현상의 요인을 도로 요인, 환경 요인, 운전자 요

인, 차량 요인으로 규정하 다. 그리고 종단경사와 횡단

경사가 수막현상에 많은 향을 미치는 유로 길이 산정

식을 개발하 다. 수막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표

준구간의 횡단경사를 2.0~2.5%로 권장하고 있다.

where,  ̀:̀  ̀유로 길이

 ̀:̀  ̀포장폭

 ̀:̀  ̀횡단경사

 ̀:̀  ̀종단경사

2.3. 수막현상 산정 방법론

도로 구간에서의 수막산정 방법론에서 Gallaway

(1979)는 가 선두적인 역할을 하 고 경험식을 바탕으

로 도로에서의 물두께 방정식을 제시하 다. 본 방법은

TXD를 반 하여 각 나라별 콘크리트포장의 시방기준

을 적용하고 있다. 물두께(WD)는 강우강도, 도로기하

구조, 포장의 표면상태(TXD, 타이닝 깊이)에 따라 민감

하게 반응한다.

where,  ̀:̀  ̀water depth(mm)

 ̀:̀  ̀coefficient(0.1029)

 ̀:̀  ̀surface depth of pavement(mm)

 ̀:̀  ̀̀drainage lengths(m)

 ̀:̀  ̀̀rainfall intensity(mm/hr)

 ̀:̀  ̀drainage slope(m/m)

국 British Road Research Laboratory(RLL)에서

는 앞서 Gallaway가 제시한 포장부 타이닝 깊이(TXD)

를고려하지않고강우강도및복합경사를활용한다.

where,  ̀:̀  ̀water depth(mm)

 ̀:̀  ̀rainfall intensity(mm/h)

`̀ :̀  ̀drainage slope(m/m) and

 ̀:̀  ̀cross slope(m/m) and;

 ̀:̀  ̀ vertical gradee(m/m)

 ̀:̀  ̀drainage lengths (m)

 ̀:̀  ̀pavement width(m)

본 연구에서는 RLL 방법론을 적용하 다. 첫 번째 이

유는 Gallaway가 제시한 경험식은 비가 많이 오는 지

역에 해당하는 경험치(가중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

다. 본 연구에서 Gallaway 방법론을 적용해서 물의 두

께를 추정한 결과, 강우의 양이 많은 경우에만 도로에서

의 물 두께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상조건 및 도

로상황과는 맞지 않았다. 또한 대상도로의 TXD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없었다.

3. 자료 및 분석
3.1. 도로기하구조 자료

본 연구에서 도로기하구조 수집대상은 서울시의 내부

순환도로(터널제외 17.5km)와 북부간선도로(7.4km)로

서 총 길이는 24.9km이다. 이 구간을 선정한 이유는

서울시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 다양한 범위의 도로 기

(1)

Fig. 3 Drainage Lengths on the Road

(3)

(2)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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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조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물의 두께를 검증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했다. 도로기하구조 자료는 2016

년 4개월(4월~8월)동안 이동형 관측차량의 도로기하구

조수집app을활용하여수집하 다(Fig. 4 참조).

수집항목으로는 좌표(경₩위도), 고도, 차로폭(m), 길어

깨 및 중앙분리대 유무, 길어깨 폭(m), 종단 및 횡단경사

(%) 등으로써 수막두께의 향을 미치는 도로의 기하구

조 정보를 수집하 다. 대상도로는 편도 2∼3차로로 구

성되어있으며차로의폭은3.5m로이루어져있다. 횡단

경사는 -3.7~5.5%이며, 종단경사는 -4.7~5.4%이다.

앞서 설명한 Eq. (3)을 토대로 물의 두께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복합경사(S)와 유로길이(Lf)가 얼마나 다

양하게 존재하는지를 검토하 다. 그 결과 복합경사(S)

는 0.01~0.72(m/m) 으며 유로길이(Lf)는 7.9~83(m)

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대상도로는 복합경사와 유로길이

의 값의 범위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강우 시 도로

기하구조에따른물의두께가민감하게나타날수있다.

수집된 도로기하구조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내

부순환로 성산대교북단~홍은사거리 약 5.1km에 대해

서 내부순환로 준공도 자료와 관측자료를 비교₩분석하

다. 

RMSE((Root Mean Square Error) 결과, 횡단경사

의 경우 신내 IC방향 0.013%, 성산방향 0.009%으로 나

타났으며, 종단경사의 경우 0.89%로써 정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경사(%)는 h(높이)/l(길이)×

100이다. 예를 들어, 경사 1%의 값은 도로길이가 10m일

때 높이가 10cm인 경우를 나타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의오차율은적다고말할수있다.

3.2. 강우자료

본 대상지에는 도로에 관측소가 없기 때문에 도로에

서 인접한 관측소의 자료를 토대로 강우량을 추정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내부순환도로 및 북부간선

도로에 IDW(Inverse distance weighted method)

기법을 활용하여 도로에서의 강우량을 추정하 다. 강

우자료는 AWS(6개소)에서 관측한 자료로서 2016년

7~8월 중에 비가 온 날인 7일의 자료를 활용하 다. 

3.3. 도로 수막자료

대상구간의 물 두께 정보는 2016년 7~8월 중에서 비

가 온 7일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하 다. 수집방법은

이동형 관측차량에 노면수집센서인 RCM411 장비를 탑

재하여 도로구간별 물 두께 자료를 1초 단위로 수집하

Fig. 4 Methodology of Road Information Collection

Table 1. Information of Drainage Slope (S) and 

Drainage Length (Lf)

Number Variables Value

1 Drainage slope (S) Range of 0.01 to 0.72 (̀m/m)

2 Drainage length (Lf) Range of 7.9 to 83 (̀m)

Fig. 5 Verification of Road Data Collection

Fig. 6 Rain Estimation on the Road Using 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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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집된 3가지(도로기하구조, 강우자료, 노면의 물

두께 자료)는 모델 검증자료에 활용하 다. 

4. 수막구간 산정 및 검증
4.1. 도로 수막구간 산정절차

도로의 물 두께 산정은 도로정보 및 강우정보에 대한

입력변수를 입력하여 drainage length를 산정하여

water depth를 선정하 다. 앞서 문헌검토에서 언급

한대로 2.5mm 이상을 수막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으로

정하 다. 도로의 해상도는 10m 간격이다.

4.2. 검증

모형에 대한 검증은 앞서 설명하 듯이 노면수집센서

인 RCM411에서 관측된 자료와 모형에서 산정된 결과

를 비교₩검증하 다. 분석방법은 평균 제곱근 오차

(Root Mean Square Error)방법을 활용하 다. 모형

의 분석결과, RMSE는 0.45mm로 나타났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은 도로조건별 강우강도에 따른

물이 많이 고인 구간을 판별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그러

나 본 모델의 검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강

우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도로환경에 적합한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4.3. 실황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장마기간 동안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온 날짜를 선정하여 내부순환도로의 수막두께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분석하 다. 강우강도는 기상

청 내부순환로에 인접한 관측소(KMA_AWS) 중에서 6

개의 관측소에서 기록된 강우량(mm/h)을 사용하 다.

Fig. 9는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6개소의 관측

소를 나타낸 것이다.

Fig. 7 Methodology of Road Surface Information 

Collection

Fig. 8 RMSE Results of Hydroplaning Estimation

Table 2. Process of Road Hydroplaning Estimation

Fig. 9 Six KMA_AWS Weather Observations

Segment Input

Process of
calculation

Output

I II I II

Road
info

Tangent
section

Vertical
grade(%) Drainage

slope
(m/m)

Water
depth
(mm)

Hydrop
laning

≥2.5mm

Cross
slope(%)

Drainage
length
(m)

Lane
width(m)

Road
width
(m)

Total lane
(n)

Shoulder
width(m)

Curve
section

Vertical
grade(%) Drainage

slope
(m/m)Super

elevation(%)

Drainage
length
(m)

Total lane
(%)

Road
width
(m)

Lane
width(m)

Shoulder
width(m)

Weather
info

AWS
Rainfall
intensity
(mm/h)

Rain on
road(mm/h)

*Interpolation(IDW)



Table 3은 내부순환로 인근에서 비가 많이 온 날짜와

시간대를 나타낸 것이다. 관측된 날짜 중에서 가장 많은

강수량을 보인 날은 7월 10일(07:00~08:0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6개 관측소 모두에서 시간당 20mm 이상의

많은 비가 관측된 것으로 나타났다.

Fig. 10은 Table 3에서 제시한 강우량을 토대로 실제

내부순환로에서 물인 고인 정도를 표출한 것이다. 내부

순환도로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간은 물의 깊이가

2.5mm 이상인 곳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7월 10일

(07:00~08:00)의 경우 모든 구간에서 시간당 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모든 도로의 구간에서

2.5mm이상의 물이 고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결론 및 향후연구

본 연구는 강우 및 도로기하구조 조건에 따른 물의 두

께를 추정하고자 하 다. 분석결과, 도로기하구조 조건

별 물의 두께가 가장 깊은 구간은 횡단경사의 기울기가

적고 종단경사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큰 구간이다. 특

히 도로가 급경사일 경우에는 유속은 빠르나 노면수가

길어깨로 배수되지 않고 노면을 따라 흐르게 되어 긴 유

로길이가 물이 고이는 원인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은 서울시 내부순환도로에

유사한 환경을 가진 도로에 물이 많이 고인 구간을 판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도로 이용자 측면에서는 수막현

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구간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러운 노면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도로관리자

측면에서는 상습적으로 물이 많이 고이는 도로구간을

수시로 확인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의 파손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의사결정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은 기존의 국외 모

형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로기상에 적합

한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적으

로는 우리나라의 강우패턴이 시간적₩지역적으로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하여 모델에 반

해야 한다. 또한 교통량에 따른 물 두께의 민감도와 포

장상태에 따른 유출계수(runoff)를 도출하여 모델의 정

확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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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formation of Rainfall Intensity

Date Time
ID Number of
KMA_AWS

Rainfall intensity
(mm/h)

July
7th

20:00∼
21:00

411
412
419
414
408
4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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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4
6.5

July
9th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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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419
414
408
421

0
0
0.5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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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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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13.5
11
4
5
0.5
0.5

July
10th

07:00∼
08:00

411
412
419
414
408
421

20
21.5
21.5
24
21
20

Fig. 10 Example of Real Time Service for Water Film 

Thickness Estimation



한국도로학회 논문집·제19권 제6호 153

John C. Glenn, Hydroplaning (2006). The Trouble with Highway

Cross Slope.

John McLean, Graham Foley (1998). Road surface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 : effects on road users.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KEC) (2001). A Study of Skid

Resistance on Geometric Design for Highway Pavements.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KTSA) (2010). Braking Distance

Comparison Test in 2006~2009 year, http://www.ts2020.kr/main.do.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KTSA) (2016). Traffic

Accident of Weather Condition, http://www.ts2020.kr/main.do.

Sillem, A. (2008). Feasibility study of a tire hydroplaning

simulation in a monolithic finite element code using a coupled

Eulerian-Lagrangian method, in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U.S.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015). Ten-year averages from

2005 to 2014 analyzed by Booz Allen Hamilton, based on

NHTSA data.

V. Cerezo (2013). Hydroplaning speed and infrastructure

characteristics.

Yager, T., W. P. Phillips, and W. Hore (1970). A Comparison of

Aircraft and Ground Vehicle Stopping Performance on Dry,

Wet, Flooded, Slush, Snow, and Ice Covered Runways, NASA

Technical No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