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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현재 우리나라는 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산업화 및 도시화 현상이 심화되1970

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불투수층의 증가로 인하여 첨두유출량의 증가 자연유역에서, ,

도시유역으로 변하면서 유역내 도달시간의 감소 등의 수문학적 특성이 변화로 예기치 못한 홍수

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첨두유출량이 관망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관에 발생하. ,

는 부하의 증가로 인하여 내수침수 피해를 입게 되는데 도시 유역에서의 인구 증가 및 산업활동,

에 따른 도시 개발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가로 우수유출량이 커지고 있으며 저지대의 활용이 증,

대됨에 따라 내수 피해는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도시 유역의 재해 저감 대책 수립.

을 위해서는 먼저 실측자료와 도시유출 모형에서 산정된 첨두유출량과의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모형을 채택하여야 한다 또한 채택된 모형으로 적절한 설계 강우량이 선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 ,

른 유출량을 정확히 산정하여야 하나 설계 강우량 산정을 위한 강우의 지속시간의 결정에 대해서,

일반적인 기준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재해 저감 대책 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측 강우량 첨두유출량 및 유출총량과 도시지역의 유출량 산정에 사용되어,

지는 모형에 모의치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최적의 도시유출모형을 제시하고ILLUDAS, SWMM

자 한다 따라서 실측자료가 있는 서울시 장안뚝섬배수구역의 실측 강우와 펌프장에서 조사된.

실측 유량과 모형에 의해 산정된 유량과의 비교 분석 결과 모형에ILLUD AS, SWMM SWMM

의한 첨두유량이 실측 첨두유출량과의 오차율에서 장안배수구역은 뚝섬배수구역은21.1 %, 4.3 %

로 가장 근접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총 유출량에서도 각각 의 오차율을 가지는 것, 7.8 %, 13.2 %

으로 분석되어 타 모형에 비해 실유량과의 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모의되었다.

향후 도시유출을 모의하는 데 가장 근사한 유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며 도시재해,

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핵심용어 도시유출모형핵심용어 도시유출모형핵심용어 도시유출모형핵심용어 도시유출모형: , ILLUDAS, SWMM: , ILLUDAS, SWMM: , ILLUDAS, SWMM: , ILLUDAS, SWMM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년대 이후 산업화와 인구 집중으로 인한 시가지의 확산과 개발등으로 인해 강우 유출등의 수문학적1970 -

특성의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붕 도로와 주차장등의 건설로 불투수 지표면의 구성비가 증가하고. , , ,

홍수유출용적을 증가시키며 유역 출구점까지의 도달시간을 단축시켜 첨두 유출량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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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도시화에 따른 유역의 수문학적 특성 변화에 비해 도시화 유역에서는 기

본적인 지형자료 및 변화된 우수관거등의 자료가 미비한 곳이 많아 정확한 수문해석을 통한 도시방재 계획

의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변화된 유역의 방재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변화된 유역의 기본적인.

자료의 수집을 통한 신속하고도 정확한 유출해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유출 해석의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년대 이후 도시화가 되어가는 유역의 특성 변화에 발1970

맞추어 도시유출해석을 위한 모형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 기원은 년대에 에 의해 제안된 합. 1850 Mulvaney

리식 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등 은 도시유역 유출모형을 개발하였고 과(rational method) , Harley (1970) MIT , Stall

에 의해 모형의 단점을 보완한Terstriep RRL(Road Research Laboratory Method) ILLUDAS(Illinois Urban

모형 가 개발되어 미포장 및 포장지역에서의 유출을 고려하도록 설계되어Drainage Area Simulation) (1974)

현재까지 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년대에는 기존 모형내 블록을 확장 보up-grade . 1980 SWMM Transport

완하기 위해 수공구조물의 수리학적 계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블록을 추가시켰으며 계속 모형의EXTRAN ,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에도 등에 의해 유출해석을 위한. Dunne(1983), USDA-SCS(1986), Todini(1988)

모형의 연구는 계속되었으며 는 이들 모형을 집대성하여 소개하는 책자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Singh(1995) .

한편 국내에서는 년에 발생한 서울지역의 대규모 수해의 원인분석을 목적으로 수해백서에서1987 ’87

모형을 처음으로 소개하였으며 이종태 윤용남 원석연 등의 연구를 통해 도시ILLUDAS , (1991), (1992), (1993)

홍수유출해석 모형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 서규우 안상진 등은 도시유출모형의 매개변수 결정. , (1998), (1998)

및 수문특성에 대한 해석에 관한 연구에서 모형을 적용하였다SWMM, ILLUDAS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유역의 유출량 산정을 위해 기존의 모형중 투수지역 및 불투수지역의 유출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도시유출모형인 모형과 모형을 선정하였다 모형의 기본 이론에 따라 유출ILLDAS SWMM .

모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측된 강우와 유출 자료가 있는 대상유역의 수문 분석을 실시하여 첨두유량 총유출, ,

량을 각 모형별로 비교분석하여 도시재해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시 적용 가능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유출모형도시유출모형도시유출모형도시유출모형2.2.2.2.

모형모형모형모형2.1 ILLUDAS2.1 ILLUDAS2.1 ILLUDAS2.1 ILLUDAS

모형은 먼저 배수관을 설계하고자 하는 지점 혹은 주요 간선관거의 합류지점을 기준으로 하여ILLUDAS

전체 유역을 몇 개의 소유역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 소유역별로 불투수 지역 및 투수 지역의 유출량을 계산.

한다 두 유입지점에서의 유량과 두 지점의 배수로 구간에서의 저류량과의 연관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먼저 검토 대상 수로 단면에서의 수위 유량관계를 공식에 의하여 구하고 배수로 구간의 길이와 형- Manning

상이 결정되면 등류 흐름으로 가정하여 수위 유량 관계가 구해진다- .

모형모형모형모형2.2 SWWM2.2 SWWM2.2 SWWM2.2 SWWM

은 도시유출과 합류관거계통에 관련된 유출량과 수질과정을SWMM(Storm Water Management Model)

모의하여 유량 수위 및 오염물 농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유량과 수질을 모의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

본 모형은 지표면 유출에 대한 기본방정식이 마찰경사를 유역경사와 같다고 가정하는 근Kinematic Wave

사법인 비선형 저류방정식으로 는 각 소유역에서의 수심과 유량을 결정하기 위해 연속방정식과, Runoff

방정식을 사용한다Manning .

2.2.1 RUNOFF Block

은 모형내에서 초기 연산이 수행되는 부분으로 강우사상에 대해 배수유역에서의 유Runoff Block SWMM

출현상과 수면 변화를 모의하여 모형내 다른 부 블록들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수문 곡선과 오SWMM ( )

염도 곡선을 제공한다.

2.2.2 TRANSPORT Block

은 개의 보조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서 연산된 결과를 기본 자료로Transport Block 24 , Runoff Block

사용하며 강우 및 건기시 하수 시스템내에서 유량과 오염물질을 추적하고 하수 시스템으로의 침투를 계산한,

다.



2.2.3 EXTRAN Block

다른 블록들이 개발된 후에 을 보완하기 위하여 미국 환경청에서 년 삽입시킨 모형Transport Block 1981

으로 기존에 도시유출모형들이 계산할 수 없었던 형 관망 형태의 흐름 배수 역류 압력류LOOP , , , (surcharge)

계산과 위어 오리피스 저류지 펌프장등에서 흐름의 추적계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수리모형이다, , , .

유역의 현황 및 기초 자료유역의 현황 및 기초 자료유역의 현황 및 기초 자료유역의 현황 및 기초 자료3.3.3.3.

유역의 현황유역의 현황유역의 현황유역의 현황3.13.13.13.1

뚝섬배수유역은 광진구 자양동 일부와 성동구 성수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남측에는 한강과 서측에는.

중랑천을 접하고 있으며 배수면적은 이다 본 배수구역은 동에서 서로 한강을 따라 길게 형성되어507.5 ha .

있으며 최종방류구는 중랑천이다.

장안배수유역은 동대문구 장안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중랑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장안배수문1, 2, 3, 4 .

및 장안펌프장을 통하여 중랑천의 우안으로 배수되는 지역이며 배수면적은 이다283.7 ha .

수문 자료수문 자료수문 자료수문 자료3.23.23.23.2

본 연구에서는 년 월 일 서울시에 발생된 집중호우를 적용하였으며 실측 강우자료와 장안 및 뚝2001 7 15 ,

섬유수지 배수펌프장의 시간별 유수지 수위변화 펌프가동실적 등을 분석하여 실유량을 산정하였다, , .

적용강우3.2.1

년 월 일 새벽에 수도 서울 일원에 시간당 에 육박하는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월 일 낮부2001 7 15 100 . 7 14㎜

터 중서부지방에 비교적 약한 비가 시작되어 그날 자정까지는 불과 이내의 강우밖에 내리지 않았으나10.0 ㎜

자정이 지난 후 강우는 급작스럽게 집중호우로 바꾸어 월 일 새벽 시경 약 정도의 강우가 발7 15 4 5 240.0～ ㎜

생하였다.

기상청 자료에 의한 월 일 새벽 시까지 매시간별 강우발생 현황은 표 과 같다7 15 0 5 3.1 .～

표 서울지역 월 일 시간대별 강우량표 서울지역 월 일 시간대별 강우량표 서울지역 월 일 시간대별 강우량표 서울지역 월 일 시간대별 강우량3.1 7 153.1 7 153.1 7 153.1 7 15

시간(h) 0 1～ 1 2～ 2 3～ 3 4～ 4 5～

강우량( )㎜ 58.9 52.5 90.0 33.0 10.5

누적강우량( )㎜ 58.9 111.4 201.4 234.4 244.9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까지 총 의 강우가 내려 시간당 평균 이나 가장 집0 4 234.4 58.6～ ㎜ ㎜

중적으로 강우가 내린 시간은 시 사이로 시간에 의 기록적인 강우가 내렸음을 알 수 있다2 3 1 90.0 .～ ㎜

표 대상유역의 강우특성표 대상유역의 강우특성표 대상유역의 강우특성표 대상유역의 강우특성3.23.23.23.2

지속시간구분 시간1 시간2 시간3 시간6

동대문구

장안펌프장( )

강우량( )㎜ 76.0 146.0 209.0 242.0

재현기간 년( ) 11 52 139 114

성동구

뚝섬펌프장( )

강우량( )㎜ 84.0 147.0 200.0 233.0

재현기간 년( ) 18 54 100 84



동대문구동대문구동대문구동대문구 성동구성동구성동구성동구

그림 대상유역의 강우특성그림 대상유역의 강우특성그림 대상유역의 강우특성그림 대상유역의 강우특성3.13.13.13.1

유출 모형의 적용 및 분석유출 모형의 적용 및 분석유출 모형의 적용 및 분석유출 모형의 적용 및 분석4.4.4.4.

본 연구에서는 모형 모형을 분석하여 년 월 일의 실제 발생강우와 그때 조사ILLUDAS , SWMM 2001 7 15

된 실제 유량과의 오차율을 분석하여 최적 유출모형을 선정하였다 배수구역은 년 월 집중호우시의 실. 2001 7

측 강우자료와 장안 및 뚝섬유수지 배수펌프장의 시간별 유수지 수위변화 펌프가동실적 등을 분석하여 장, ,

안배수유역과 뚝섬배수유역의 실유입량을 산정하였다 각 유출모형의 비교는 표 에 나타내었으며 그림. 4.1 ,

과 는 각 배수유역에서의 실측 유량과 모형의 산정 유량과의 비교 수문곡선이다4.1 4.2 .

표 실측유량과 유출모형별 유량의 비교표 실측유량과 유출모형별 유량의 비교표 실측유량과 유출모형별 유량의 비교표 실측유량과 유출모형별 유량의 비교4.14.14.14.1

배수
유역

구 분 관측치
ILLUDAS SWMM

모의치 오차율 (%) 모의치 오차율 (%)

뚝섬
첨두유량 ( /s)㎥ 56.6 53.6 5.3 59.03 4.3

유출총량 ( )㎥ 966,960 1,199,885 24.1 1,094,200 13.2

장안
첨두유량 ( /s)㎥ 27.0 36.9 33.3 32.71 21.1

유출총량 ( )㎥ 454,000 552,000 21.5 489,620 7.8

그림 뚝섬배수유역의 모형의 적용결과그림 뚝섬배수유역의 모형의 적용결과그림 뚝섬배수유역의 모형의 적용결과그림 뚝섬배수유역의 모형의 적용결과4.14.14.14.1 그림 장안배수유역의 모형의 적용결과그림 장안배수유역의 모형의 적용결과그림 장안배수유역의 모형의 적용결과그림 장안배수유역의 모형의 적용결과4.24.24.24.2



결론결론결론결론5.5.5.5.

본 연구에서는 년 월 일 서울시에 발생한 집중호우사상을 가지고 모형 모형을2001 7 15 SWMM , ILLDAS

적용하고 실측 강우량 첨두유출량 및 유출총량을 모의치와 비교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 ,

었다.

모형에 의한 첨두유량이 실발생 첨두유량과의 오차율면에서 뚝섬 배수구역에서는 장안배SWMM 4.3 %,①

수구역에서는 로 가장 근접한 양상을 나타났다21.1 % .

유출총량 측면에서는 역시 모형이 뚝섬 장안 배수구역 각각에서 의 오차율을 보여SWMM , 13.2 %, 7.8 %②

비교 분석한 결과 도시유역에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유출모형인 모형은 관거설계의 주요인자인 첨두유량과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설계의 주요인SWMM③

자인 유출총량을 산정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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