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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For urban watershed models, the ILLUDAS and SWMM are the popular rainfall-runoff models used

in Korea. However, combined sewage systems in urban areas produced problems when a flood occured

because of the surcharged precipitation amount which drained to the streams directly. Also, the lack of

pipe line data and the difficulties of modeling yield inappropriate modeling results in urban runoff

analysis. In addition, rainfall-runoff models in urban areas which use channel routing could have

inaccurate and complicated processes. In this paper, the MIKE SWMM model has been applied for the

stable runoff analysis of urban areas. Watershed and pipe line data were established by using past

inundated records, DEM data, and the numerical pipe line data. For runoff modelings, the runoff block

was adapted to a basin and the Extran block using dynamic equations was applied to the sewage

system. After comparing to models that exist, it is concluded that the MIKE SWMM model produces

reliable and consistence results without distorting the parameters of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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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도시유역의 유출분석을 위하여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형들로는 이 대표적ILLUDAS, SWMM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대부분의 도시하천의 경우 합류식의 배수계통을 가지고 있어 홍수시에. ,

하수관거용량을 초과하는 우수량은 하천을 통해 배수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수계통을 갖는 하천에 대하여.

대상유역의 배수관망 자료 부족과 의 어려움으로 인해 도시유출모형이 아닌 모형과 같Modeling HEC-HMS

은 유역추적법을 통해 유출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존 논문에서 제시한 도시유출모형에 하도추적.

을 결합한 강우 유출 모의는 정확성 결여 및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

해석 모형인 모형을 사용하여 과거 침수자료와 자료 및 수치 배수관망 자료를 통한MIKE SWMM DEM

유역 및 배수관망 자료를 구축하고 유역에 대해서는 을 사용하고 하수관거와 본류에 대해서Runoff Block ,

는 방정식을 이용한 을 적용하여 유출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존의 방법들과Dynamic Extran Block

비교하여 각각의 장단점 및 적용성을 밝히고 개선방향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핵심용어핵심용어핵심용어핵심용어 :::: 도시유출모형 연계모형 매개변수추정, , MIKE SWMM,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강우 유출 현상을 모의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많은 모형들이 개발되고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자- .

연현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할 뿐이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도시유역에서는 소하천 및 지천들의 범람 제방의 붕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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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외수피해와 배수로 하수도 및 펌프장의 배제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내수피해가 발생하,

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물리적 거동에 기초한 합리적인 매개변수의 산정과 모형분석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도시유출 모형들을 적용하고 비교함으로써.

유출분석을 위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유역의 유출분석을 위하여 국내에서 사용.

되고 있는 모형들로는 등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대상유역의 배수관ILLUDAS, SWMM .

망 자료 부족과 모델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지역에서 도시유출모형이 아닌 모HEC-HMS

형과 같은 유역추적법을 통한 유출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시 유역추. ,

적법을 통한 유출분석 결과가 실측유량자료에 의한 매개변수의 검정없이 반영되어 하천이 과소

또는 과대 설계되는 문제점이 있다 모형은 지표면의 양상과 배수관로의 계통을 고려하. ILLUDAS

기 때문에 기존의 합리식과 모형보다는 정확한 계산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배수관망RRL . ,

이 각종 수리구조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유출분석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관로에서의 흐름을 등류로 보고 해석함으로서 관로내 수심의 변화와 배수의 영향을 고려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도시하천은 합류식과 분류식이 혼재해 있는 형태로 홍수시에는 하.

수관거의 용량을 초과하는 우수는 하천을 통해 배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대부.

분의 도시하천의 설계에 있어서 일관된 배수관망의 구성을 통한 유출분석에 어려움이 따르며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석연 송현섭 은 도시유출모형에 하도추적모형을 결(1993), (2001)

합하여 유출량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하도추적모형을 결합한 유출해석은 도시유출모형을 통한 완.

전한 해석이라 할 수 없으며 해석시에 매우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

안정적인 해석 모형인 모형을 사용하여 중랑천의 지류인 우이천을 대상으로 과거MIKE SWMM

침수자료와 자료 및 수치 배수관망 자료를 통한 유역 및 배수관망 자료를 구축하였다 우이DEM .

천 유역에 대해서는 의 을 사용하고 하수관거와 본류에 대해서는MIKE SWMM Runoff Block ,

방정식을 이용한 을 적용하여 유출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존의 방법Dynamic Extran Block

과 비교하여 각각의 장단점 및 적용성을 밝히고 개선방향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강우 유출 모형강우 유출 모형강우 유출 모형강우 유출 모형2. -2. -2. -2. -

유역의 유출과정은 토지이용과 선행 수문사상등에 따라 달라지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며 유역,

의 강우 유출관계가 비선형을 내포하고 있어서 유역 유출의 정확한 예측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수계에서 홍수유출 예측정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국내, ,

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강우 유출모형인 순간단위도법을 적용한 모형- Clark HEC-HMS ,

지표면의 양상과 배수관로의 계통을 고려한 모형 유출모형과 하도추적 방법을 연계한 모IllUDAS ,

형 그리고 모형의 구조 및 특성을 분석하고 예측능력을 비교 검토하였다MIKE SWMM .

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3.3.3.3.

대상유역 및 모형의 입력자료대상유역 및 모형의 입력자료대상유역 및 모형의 입력자료대상유역 및 모형의 입력자료3.1.3.1.3.1.3.1.

본 연구의 대상유역은 중랑천 제 지류로서 유역면적1 27.67km
2
유로연장 인 우이천 유역, 11.75km

그림 이다 이 지역은 년과 년 홍수피해가 심했던 곳으로 재해관리상 지속적인 모니터( 1) . 1998 2001

링이 필요한 유역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문자료는 년 년도 강우자료와 수위 유량자. 1999 2004 -～

료를 이용하였고 서울특별시의 우이천등 개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 와 배수계통도 및4 (2004)「 」



서울시 자료를 이용하여 구간별 평균하폭 경사 조도계수 등을 산정하였다 그리고GIS , , . 우이천 본

류를 주 하도로 하고 유역특성을 고려하여 총 개의 배수분구를 중심으로 각각의 소유역을 구분하9

였다 다음 그림 과 그림 는 우이천 유역의 차원 모식도와 배수계통현황을 나타낸다 또. < 3> < 4> 3 .

한 그림 는 통한 유출량 산정 모식도를 그림 은 관망구성도를, < 5> RUNOFF+EXTRAN Block < 6>

나타내고 있다.

그림 우이천 유역그림 우이천 유역그림 우이천 유역그림 우이천 유역1.1.1.1. 그림 수계 모식도그림 수계 모식도그림 수계 모식도그림 수계 모식도2.2.2.2.

• 3333차원차원차원차원모식도모식도모식도모식도• 3333차원차원차원차원모식도모식도모식도모식도• 3333차원차원차원차원모식도모식도모식도모식도• 3333차원차원차원차원모식도모식도모식도모식도

그림 우이천의 차원 모식도그림 우이천의 차원 모식도그림 우이천의 차원 모식도그림 우이천의 차원 모식도3. 33. 33. 33. 3

• 배수계통배수계통배수계통배수계통현황현황현황현황• 배수계통배수계통배수계통배수계통현황현황현황현황• 배수계통배수계통배수계통배수계통현황현황현황현황• 배수계통배수계통배수계통배수계통현황현황현황현황

그림 우이천의 배수계통도그림 우이천의 배수계통도그림 우이천의 배수계통도그림 우이천의 배수계통도4.4.4.4.
그림 모형의 모식도그림 모형의 모식도그림 모형의 모식도그림 모형의 모식도5. MIKE SWMM5. MIKE SWMM5. MIKE SWMM5. MIKE SWMM 그림 관망구성도그림 관망구성도그림 관망구성도그림 관망구성도6. MIKE SWMM6. MIKE SWMM6. MIKE SWMM6. MIKE SWMM

유출분석유출분석유출분석유출분석3.2.3.2.3.2.3.2.

우이천 유역에 대하여 순간단위도법을 적용한 모형Clark HEC-HMS , 모형 유출모형과IllUDAS ,

하도추적 방법을 연계한 모형 그리고 모형을 적용하여 홍수유출을 모의하였다MIKE SWMM .

모형에서 손실계산은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지역을 반영하기 위하여 토지이용도와 토양도를HEC-HMS

가지고 각각의 소유역별로 값을 산정하여 직접 반영하고 의 합성단위도를 적용하기 위해 유역CN Clark

의 특성인자와의 복합적인 관계에서 도달시간과 저류상수를 산정하였다.

모형에서는 토양형에 따라 초기침투능과 종기침투능을 고려하여 의 방법으로 침ILLUDAS SCS Horton

투량을 산정하고 불투수지역의 직접연결 비율과 간접연결 비율을 고려하여 모의분석을 실시하였다 유.

출모형과 하도추적 방법을 연계한 모형의 적용은 동일 유출구로 배수되는 소유역별로 각각의 유출량

을 산정하고 주 하도에 대해서 하도추적을 수리학적 하도추적 방법인 및Muskingum-Cunge

방법을 이용하여 강우 유출을 모의하였다 또한 우이천 상류유역은 다른 유역에 비Kinematic Wave - . ,

해 강우에 따른 유출이 관거의 영향을 매우 적기 때문에 단일 사상 강우 유출 모형인-

단위도 로 모의하고 유출 모형과 연계하여 주 하도를 및HEC-HMS(Clack ) Muskingum-Cunge

방법을 이용하여 유출을 모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에서는 유역에Kinematic Wave . , MIKE SWMM

대해서는 의 을 사용하고 우이천 유역의 하수관거와 본류에 대해서는MIKE SWMM Runoff Block ,

방정식을 이용한 을 통해 유출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그림 그림Dynamic Extran Block . < 7> <～



은 각 방법별 유출 모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표 에서는 실측자료와 각 방법별 유출 모의13> < 1>

결과를 첨두유량과 첨두시간에 대해서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그림그림그림 7. HEC-HMS7. HEC-HMS7. HEC-HMS7. HEC-HMS 그림그림그림그림 8. ILLUDAS8. ILLUDAS8. ILLUDAS8. ILLUDAS 그림그림그림그림 9. SWMM+M.C9. SWMM+M.C9. SWMM+M.C9. SWMM+M.C

그림그림그림그림 10. SWMM+K.W10. SWMM+K.W10. SWMM+K.W10. SWMM+K.W 그림그림그림그림 11. SWMM+HEC-HMS+M.C11. SWMM+HEC-HMS+M.C11. SWMM+HEC-HMS+M.C11. SWMM+HEC-HMS+M.C 그림그림그림그림 12. SWMM+HEC-HMS+K.W12. SWMM+HEC-HMS+K.W12. SWMM+HEC-HMS+K.W12. SWMM+HEC-HMS+K.W

그림그림그림그림 13. MIKE SWMM13. MIKE SWMM13. MIKE SWMM13. MIKE SWMM

표 실측자료와 모의결과 비교표 실측자료와 모의결과 비교표 실측자료와 모의결과 비교표 실측자료와 모의결과 비교1.1.1.1. 관측치와 오차관측치와 오차관측치와 오차관측치와 오차(%)(%)(%)(%)【 】【 】【 】【 】

Observed
Discharge

선 정 모 형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모형Ⅳ 모형Ⅴ 모형Ⅵ 모형Ⅶ
첨두시간

(min)

분70

(06:30)

분90

(06:50)

분60

(06:20)

분73

(06:33)

분70

(06:30)

분73

(06:33)

분65

(06:25)

분79

(06:39)

첨두유량

(cms)
219.29

213.52
-2.63【 】

212.27
-3.20】

219.07
【-0.10】

219.97
+0.31【 】

219.89
+0.27【 】

227.59
+3.78【 】

220.07
+0.36【 】

모형 : HEC-HMS(Clark method)※ Ⅰ

모형 : ILLUDASⅡ

모형 : SWMM + Muskingum-CungeⅢ

모형 : SWMM + Kinematic WaveⅣ

모형 : SWMM + HEC-HMS + Muskingum-CungeⅤ

모형 : SWMM + HEC-HMS + Kinematic WaveⅥ

모형 : MIKE SWMMⅦ

표 에서 보는바와 같이 연계모형이 단일모형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첨두유량의 발생시간 첨< 1> ,

두유량에서 비교적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단일 모형인. HEC-HMS

의 첨두유량의 모의결과는 양호하나 첨두시간의 경우 관측치에 비해 지체가 일어난 것으로30%

나타나고 있으며 모형의 경우 첨두유량과 첨두시간에 대해서 다소 작게 추정되는 경향ILLUDAS

을 보였다 그러나 의 을 통해 모의한 결과는 그림. , MIKE SWMM RUNOFF+EXTRAN Block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문곡선의 형상적인 예측뿐만 아니라 첨두시간과 첨두유량의 모의에서13>

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유출모형과 하도추적을 결합한 방법보다 매개변수를 크. ,

게 왜곡시키지 않고 번거롭지 않으며 배수분구별 유역과 관로를 구성하는 등의 일관된 Modeling

을 통해 우수한 모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론결론결론결론4.4.4.4.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기존의 각 하천수계에 대해 홍수유출분석을 위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형들과 모형을 선정하여 예측의 정확도를 기준으로 비교 검토하였다MIKE SWMM .

강우 유출분석을 위한 모형은 그리고 등 개의 단일모형- HEC-HMS, ILLUDAS MIKE SWMM 3

과 유출모형과 하도추적 방법을 연계한 가지 모형을 적용하였다 각 방법별 모의분석결과를 관측4 .

수문곡선과 비교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연계모형이 단일모형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첨두유량의 발생시간 첨두유량의 예측에 있어서1) ,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강우에 따른 유출이 관거의 영향을 적게 주는 상류유. ,

역에 대해서는 단위도 로 모의하고 유출 모형과 연계하여 주 하도에 대해서HEC-HMS(Clack )

방법을 사용한 연계모형은 유역의 유출특성에 맞게 유출모의를 할 수 있기Muskingum-Cunge

때문에 첨두시간과 첨두유량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모형 구성의 번거로운 단점이.

있으며 그에 따른 매개변수의 보정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역추적법을 적용한 모형의 경우 첨두유량에는 큰2) HEC-HMS

차이가 없으나 첨두시간의 경우 실측유량의 첨두시간과 비교할 때 정도 지체되는 것으로30%

나타났다 이는 우수 관거를 통한 유출이 고려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또한 인위적인. . ,

매개변수을 통해 유역이 가진 물리적 특성을 크게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

확한 유출 분석을 위해서는 매개변수 보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모형에 의해 모의 산정된 수문곡선을 관측치와 비교한 결과 첨두유량과 첨두시간에3) ILLUDAS

대해서 다소 작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첨두시간에 대하여 추적시간 간격이 입력강. ,

우의 시간 간격에 의해 정해져 있으므로 비교적 소폭의 증감에 대하여 세밀한 추정이 어렵고

첨두시간 이후 수문곡선의 감쇠부를 잘 모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모형은 기존의 유출모형과 하도추적을 결합한 방법보다 매개변수를 크게 왜4) MIKE SWMM

곡시키지 않고 번거롭지 않으며 일관된 을 통해 수문곡선 형상적인 예측뿐만 아니라Modeling

첨두시간과 첨두유량의 모의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수분구별로 유역과 관로를.

구성하기 때문에 실제의 유출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의 도출과 실제 업무에의 적용을 위해서는5) , MIKE SWMM

동일 유역의 관측된 강우 유출자료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

서울특별시 우이천 등 개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1. (2004). 4 .

2. 원석연 유역및하도홍수추적방법을결합시킨도시유출해석모형 수자원학회발표회논문집(1993). . pp. 319-326.

한국수자원학회 제 회 수공학3. (1996). 4 Workshop.

4. Hoggan, Daniel H(1996). Floodplain Hydrology and Hydraulics, McGraw-Hill.

서울특별시 우이천도봉천 치수대책수립 및 실시설계보고서5. (1999). .

6. 송현섭 우이천 실험유역에 대한 유출 모형 매개변수 추정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2001). , ,

서울특별시 대학과 연계한 하천관리에 대한 연구 보고서 차7. (2003). (4 ).

김종석 도시하천의 범람해석에 관한 연구8. (2004).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9. Roesner, Larry A(1992). Storm Water Management Model User's Manual Version 4.0

EXTRAN ADDENDUM, Univ. of Flori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