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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본 연구에서는 또한 지역별로 평균적인 강우사상의 강우량과 해당 지역의 유역수문상황을 대

변할 수 있는 두 가지 매개변수 지면 저류고 및 값 을 이용하여 유출포착곡선을 직접 합성할( CN )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방법은 강우 유출 관계를 국내에서 가장. -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유출곡선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복잡한 토지이용특성을 가진 우리SCS

나라의 도시배수분구에의 적용 시 보다 객관적인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핵심용어 강우유출수 비점오염원 저류형 비점저감시설 유출포착곡선핵심용어 강우유출수 비점오염원 저류형 비점저감시설 유출포착곡선핵심용어 강우유출수 비점오염원 저류형 비점저감시설 유출포착곡선핵심용어 강우유출수 비점오염원 저류형 비점저감시설 유출포착곡선: , , ,: , , ,: , , ,: , ,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등 을 비롯한 선행 연구들은 모두 수학적 유도과정의 복잡성을 경감시킬 목적으로Guo (2002)

강우 유출 관계를 단순 선형화하여 합리식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여 강우 유출 과정에 포함된- -

비선형성이 적절하게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합리식에 기초한 강우 유출. , -

관계를 적용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복잡한 토지이용특성을 보이는 도시배수분구에 이러한

방법을 도입하여 저류형 비점저감시설을 설계하려 할 경우 합리식의 유출계수를 산정하는데 많은

주관성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등 의 연구를 기본적인 바. Guo (2002)

탕으로 하되 합리식을 기반으로 한 강우 유출 관계를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유출곡선법으로 대체하여 강우 유출 관계의 비선형을 고려함과 동시에 복잡한 토지이용특성SCS , -

을 가진 우리나라의 도시배수분구에 적용 시 보다 합리적인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유출포착곡선의 유도유출포착곡선의 유도유출포착곡선의 유도유출포착곡선의 유도2.2.2.2.

본 연구에서는 강우량의 확률분포형으로 매개변수가 하나이고 적용이 간단한 지수 확률밀도함

수를 적용하였다 지수분포에 적용을 위한 매개변수는 평균 강우량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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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는 강우량 의 확률밀도, 은 평균 강우량이다 누가확률분포는 비 초과확률로서.

다음과 같다.

  ≤  ≤     
  (2)

추후 저류형 비점저감시설의 크기를 결정하고자 할 때 식 는 비점저감시설에 의해 포착된, (2)

강우량의 비율을 정량화시키는 기본적인 도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연속강우사상으로부터 저류형 비점저감시설의 적정크기를 설정하기 위한 유출포착곡선을 작성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도식화한 도시배수시스템을 에 도시하였다 강우 유출 손실관계에Fig. 1 . - -

유출곡선법을 적용하면 유역에서의 유출고 단위 는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SCS ( : mm) (Soil

Conservation Service, 1972).

   , for    

  

 


, for ≥   (3)

여기서  유출고= (mm),  강우량= (mm),  지면 저류고 로서 본 연구에서 지면 저류고는= (mm)

등 및 등 의 연구를 참고하여 를 적용하였다 식 에서 토양Driscoll (1989) Guo (1996) 2.5 mm . (3)

함수비 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4)

여기서 는 의 유출 곡선번호 로서 개략토양도 및 토지이용도를 통하여 비, CN SCS (Curve Number) ,

교적 손쉽게 산정가능하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urban drainage system.Fig. 1. Schematic diagram of urban drainage system.Fig. 1. Schematic diagram of urban drainage system.Fig. 1. Schematic diagram of urban drainage system.

유도된 확률밀도함수 이론을 적용하면 강우 유출모형인(derived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 -

식 와 강우량에 대한 확률밀도함수인 식 로부터 유출량의 확률밀도함수를 다음과 같이 얻을(3) (1)

수 있다 참조(Fig. 2 ).

강우 유출 모형에 따르면 강우량이 지면 저류고를 넘지 못하면 그 강우사상은 유출을 발생시-

키지 않을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강우 발생 시 유출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강우량이 지면 저류

고  를 넘지 않을 확률과 같게 되며 이때의 확률은 임펄스 확률 로 나타내, (impulse probability)

어지고 그 크기는 의 음영 처리된 면적에 해당된다 강우량이 지면 저류고Fig. 2 .  를 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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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5)

유출의 발생(   은 곧 강우량이 지면 저류고보다 크게 될 때이며) (    이 때의 유출량의),

누가확률밀도함수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cumulativ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

    


 
            

  
 

(6)

여기서 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7)

식 에서(6) 를 설계된 저류형 비점저감시설의 크기로 놓으면, 는 강우량이 발생하였을 때

보다 작은 유출고를 갖는 확률이 된다 즉. , 는 비점저감시설의 크기를 로 설계하였을 경

우의 유출포착비율로서 이는 해당 배수분구의 평균 강우량 값 및 지면 저류고에 의하여 결정, , CN

됨을 살펴볼 수 있다.

Fig. 2. Derived probability density function.Fig. 2. Derived probability density function.Fig. 2. Derived probability density function.Fig. 2. Derived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결론결론결론결론3.3.3.3.

저류형 비점저감시설은 강우유출수에 의해 운반된 오염물질을 저감시킴에 의해서 강우 유출수

의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설치된다 이 때 발생된 강우유출수를 포착하여 처리할 비점저감시설. ,

을 어느 정도의 크기로 설치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다 저류형.

비점저감시설의 크기는 홍수방어목적의 전통적인 도시배수시설의 설계에 사용되는 극한 강우사상

이 아닌 수많은 군소 강우사상들에 의해 유발되는 강우유출수의 대부분을 포착할 수 있는 크기의,

비점저감시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평균적인 강우사상의 강.

우량과 해당 지역의 유역수문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두 가지 매개변수 지면 저류고 및 값 을( 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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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유출포착곡선을 직접 합성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방.

법은 등 의 방법을 토대로 강우 유출 관계를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Guo (2002) -

유출곡선법으로 대체함으로써 강우 유출 관계의 비선형을 고려함과 동시에 복잡한 토지이용SCS , -

특성을 가진 우리나라의 도시배수분구에의 적용 시 보다 객관적인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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