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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analyzed characteristics of rainfall-runoff for the channel of Yongwon area made by a new port construction. And we 
conducted inundation analysis on the region of lower elevation near the coast. SWMM5 was calibrated with the storm 
produced by the typhoon Megi from August 19 to August 20 in 2004, and was verified with the storm from August 22 to 
August 22 in 2004. We performed hydraulic channel routing of Yongwon channel about typhoon Megi from August 19 to 
August 20 in 2004 by UNET model which is a hydraulic channel routing. The simulated runoff hydrographs were added to the 
new stream as lateral inflow hydrographs and a watershed runoff hydrograph was the upstream boundary condition. The 
downstream boundary condition data were estimated by the measured stage hydrographs. The maximum stage that was 
calculated by hydraulic channel routing was higher than the levee of inundated region in typhoon Megi. Thus we can suppose 
an inundation to have been occurred. We performed inundation analysis about typhoon Megi from August 19 to August 20 in 
2004 and flood discharge of return period 10 ~ 150 years. And we estimated each inundation area. The inundation areas by 
return periods of storms were estimated by 3.4 ~ 5.7 ha. The causes of inundation are low heights of levee crests (D.L. 2.033 ~
2.583 m), storm surges induced by typhoons and reverse flow through the coastal sewers (D.L. -0.217 ~ 0.783 m). A result of 

this study can apply to establish countermeasure of a flood disaster in Yong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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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우리나라는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가 속도로 진행

되어 왔으며, 빠른 도시화와 함께 범지구 인 이상기후마

 겹쳐 도시지역에서는 잦은 집 호우와 함께 유출이 빨

리 발생하는 등 형 인 도시유역의 유출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증가된 홍수량의 배수불량  하천 홍수  상

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능과 조수간만의 향 등은 도시지

역과 지 의 빈번한 침수를 래하고 있으며, 태풍에 의

한 해일의 피해도 해안지역 도시들을 심으로 차 늘어

나고 있다.
도시유역의 강우-유출 모형으로서, 미국 환경 보존국(En-

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개발된 SWMM (Storm 
Water Management Model) 모형은 도시유역의 유출량을 

계산하고, 외수 에 의한 내수배제 불량  배수시스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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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로 인한 월류 유량의 계산 등을 지원하여 도시 배수

로 시스템의 유량 흐름을 잘 모의할 수 있다. 그러나, 
SWMM 모형은 과부하된 맨홀에서 월류하는 홍수유량곡선

만을 제공할 수 있고, 월류유량으로 인한 지표 침수상황을 

모의할 수 없다. 그 밖의 MOUSE, PCSWMM과 같은 상용 

소 트웨어들은 개념 인 범람 유량만을 제공하고, 지표면 

범람 지역과 수심, 그리고 침수기간에 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이창희 등, 2006; Hsu et al., 2000).
이러한 침수분석을 포함한 상용 소 트웨어의 부재로 인

하여 침수해석을 한 연구가 최근 들어 확 되고 있다. 
국외의 경우, Hsu 등(2000)은 SWMM 모형을 수행하고, 2
차원 확산  지표류 해석을 통하여 만의 Taipei시의 침수

분석을 수행하 다. Mark 등(2004)은 도시유역의 1차원 모

형의 용성과 한계에 하여 서술하면서, MOUSE와 연계

한 1차원 도시침수를 방 라데시의 Dhaka시에 용하 다. 
국내의 경우, 김지성 등(2006)은 ILLUDAS 모형과 2차원 

지표류 해석모형을 연계하여 서울시 도림1 빗물펌 장 집

수유역에 용하여 침수해석을 수행하 다. 이창희 등(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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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SWMM과 DEM기반의 침수해석 모형을 활용하여 랑

천 유역에 치한 군자-어린이 공원 배수구역에 하여 

침수분석을 수행하 다.
SWMM은 1999년 4.31 버 에서 4.4A, 4.4G, 4.4H 버 으

로 개선되어왔다. 미국 환경 보 국(EPA)에서는 30년 에 

개발되어 이미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SWMM모형을 객체지

향 로그램(object-oriented program)기법을 이용하여 새롭

게 개선 개발하 으며, 로그램의 명칭은 SWMM5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미국 환경 보존국에서 개발한 SWMM5

를 이용하여 진해시 용원동의 빈도별 홍수량을 산정하고, 
UNET 모형과 연계하여 용원수로의 홍수 를 산정하 다. 
한, 침수분석을 해 계산된 홍수 를 3차원 지형공간에 

첩시켜 침수지역의 범 와 정도를 평가하 다. SWMM5
모형의 보정  검증은 태풍메기와 2004년 8월 24일의 호

우사상을 통하여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SWMM5 모형의 국내유역에 한 

용성과 UNET모형  지형공간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제시한 일련의 침수분석과정은 도시유역의 침수분석을 수

행하는 지침으로 활용가능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SWMM의 개요

SWMM은 호우에 의한 유출 유량과 수질을 측하기 

해 강우주상도, 기상학  입력자료, 소유역이나 하수 로

와 같은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호우사상을 모의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일․연속강우에 의한 모의가 가능

하고 수문곡선의 시간간격을 임의로 조 할 수 있다. 연산

시간 간격은 강우사상에 해 임의조 이 가능하다. 그리고 

소( )배수유역에서 (大)배수유역까지 용이 가능하며 

최  200개의 소유역, 수로․ 로를 구성할 수 있다. 한, 
배수유역은 합성  분리가 가능하다. 유출은 강우와 융설

로 발생하고 지표유출은 비선형 류방정식을 사용하며, 침
투량 산정에는 Horton 는 Green-Ampt 식을 사용한다. 
류추정방법은 수표면이 평행하다고 가정한 수정 Pulse 방
법을 사용한다. 1981년에는 SWMM 모형 내의 TRANS-
PORT 블록을 확장, 보완하기 해 수공구조물의 월류, 배
수, 압력류 등의 계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EXTRAN 블록

을 모형에 포함시켜 보완시켰다. 그리고 1987년에는 지하

수 유출을 모의하기 하여 GROUND 부 로그램을 추가

하 다.
요약하면, SWMM 모형은 도시유역 내에서 우기  건기

의 지표유출과 지하수유출, 배수 망 내의 유출량 추 , 수
질모의, 오염물질에 한 처리와 비용계산 등을 모의할 수 

있는 종합 인 모형이다.
SWMM모형은 Fig. 1과 같이 RUNOFF 블록, TRANSPORT 

블록, EXTRAN 블록, STORAGE/TREATMENT 블록의 4개
의 실행블록과 RAIN 블록, TEMPERATURE 블록, COM-
BINE 블록, STATISTICS 블록 등의 6개의 보조블록들로 구

성되어 있으며, 126개의 부 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있다

Fig. 1. Relation between SWMM block (Huber and Dickinson, 
1988).

(이정민 등, 2006).
SWMM은 Fig. 2와 같이 배수유역의 구조를 네 가지 층

으로 구분하여 유출을 모의한다. 이와 같은 유출모의를 

한 SWMM의 입력자료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들

은 수문기상 자료군, 매개변수 자료군, 입/출력제어 자료군

이다.
수문기상 자료군은 강우, 강설, 증발산과 련된 자료들

이다. 매개변수 자료군은 물리  매개변수(physical para-
meters)와 수문학  매개변수(hydrological parameters)로 구

분할 수 있다. 물리  매개변수에는 소유역의 면 , 유역

의 평균경사, 불투수지역의 면  등 소유역 련 매개변수

와 하도  망의 길이, 경 는 하도의 폭, 하도의 경

사 등 배수체계 련 매개변수 등으로 구별되고, 이들의 

부분은 지도나 항공사진, 망도  하천도 등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수문학  매개변수들로서는 투수  불투

수유역의 Manning 계수와 하도  망의 Manning 계수, 
지표면 류(凹地貯溜量, depression storage), 침투 련 매

개변수, 그리고 유역 폭(characteristic width) 등이다. 입/출
력제어 자료군은 로그램의 수행과 결과의 출력형태를 

결정하는 자료들로서 사용자의 목 에 따라 결정되는 자

료들이다.

2.2. UNET의 개요

UNET 모형은 개수로의 복잡한 하도망에 한 흐름모의

를 수행하기 한 1차원 부정류 모형이다. 이러한 하도망 

체계에 한 1차원 비정상 흐름방정식을 풀기 해 사 음

해 유한차분법의 수치기법을 용하고 있으며, 지배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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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WMM concept for drainage basin.

식을 선형화하여 해석하기 때문에 발산의 가능성이 어 

안정성이 뛰어난 장 이 있다.
UNET 모형은 용하고자 하는 하천 횡단면  하도의 

제한이 없으며, 수 와 유량수문곡선, 수문과 비조  여수

로, 교량, 암거 그리고 제방 시스템과 같은 여러 가지 내․

외부 경계조건을 용할 수 있는 계산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모든 자료의 입력과 출력 그리고 계산과정은 국

단 계(BG unit)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 UNET 모
형은 홍수터와 같은 류 역에 한 모의능력으로 인해 

2차원 모형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UNET 모형은 Dr. 
Robert L. Barkau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재는 Hydrologic 
Engineering Center에서 리와 배포를 맡고 있다(김동구 

등, 2001).

2.2.1. 기본방정식

연속방정식은 식 (1)과 같이 1차원 시스템의 질량을 보존

한다.










   (1)

여기서, 는 수로에 따른 거리, 는 시간, 는 유량, 
는 단면 , 는 류, 은 단 길이당 측방유입량을 의미

하며, 이 식을 수로와 홍수터로 나 어 유한차분의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아래첨자 와 는 수로와 홍수터를 나타내며 

은 평균 측방유입량을 의미한다.
운동량 방정식은 운동량의 변화가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

력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일 수로에 한 운동량 

방정식은 식 (3)과 같이 기술된다.










   (3)

여기서, 는 력가속도, 는 마찰경사, 는 유속을 의

미하며, 운동량 방정식을 수로와 홍수터에 해 유한차분 

형태로 정리하면 식 (4)와 같다.




  

(4)
여기서, 는 동등한 흐름경로, 는  단면에 한 

마찰경사,  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구조물에 의한 흐름의 수축과 방해로 인한 

향을 나타내는 마찰경사 식 (5)와 흐름 합류 에서 축방

향 운동량 유입에 한 식 (6)을 추가하면 최종 으로 모

형에서 용될 수 있는 식 (7)을 얻을 수 있다.



  (5)

  

  (6)



  







 

  (7)

여기서, 은 측방유입량, 은 측방유입량의 평균 유속, 

는 본류로 유입되는 운동량 계수를 의미한다.

2.2.2. 경계조건

상류단 경계조건은 다른 구간이나 류 역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모든 구간의 상류단에서 필요로 한다. 상류단 

경계조건은 유량 수문곡선으로 용된다. 하류단 경계 조건

은 상류단과 마찬가지로 다른 구간이나 류 역에 연결

되어 있지 않는 모든 구간의 하류단에서 필요로 하는데 하

류경계 조건으로 사용되는 형태는 수 수문곡선, 유량수문

곡선, 단일 계의 수 -유량곡선, 운동량 방정식과 Manning 
식의 간단한 형태를 사용하여 UNET 모형에서 계산되는 

loop형 수 -유량곡선을 용할 수 있다.

2.3. 유역 황

본 연구의 상유역은 경상남도 진해시의 동남측과 용재

천 유역  부산 역시의 경계지 에 치하고 있는 송정

천 유역에 걸쳐 있다. 용재천은 소하천으로 행정구역상 유

역 체가 진해시 웅동 2동에 속한다. 수원은 노인당(El. 
286.3 m)에서 발원하여 서남류하다 녹산주거단지에 유입되

면서 남동류로 방향이 변경됨과 동시에 복개되어 용원수로

에 유입된다. 송정천은 남해로 유입되는 지방2  하천이며 

송정천의 하천유로 심을 따라 좌안측은 행정구역상 부산

역시이고, 우안측은 경남 진해시에 속하는 경계하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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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SPOT image of Yongwon area and a drainage map.

(한국토지공사, 1996).
진해시 용원동 해안변 일부 지 는 해안 매립지역으로 

도시화되어 있다. 해수면 이하의 지 를 이룬 지역은 해

수  상승 시 침수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은 물론 많은 해수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Fig. 3에 상유역 치도  

배수유역도를 나타내었다.

2.4. 상유역 입력자료 구축

2.4.1. 소유역 특성인자 구축

소유역과 련한 입력 자료들은 소유역의 면 , 유역의 

평균경사, 불투수지역의 면 , 하도  망의 길이, 경 

는 하도의 폭, 하도의 경사 등이 있다. 그리고 투수  

불투수유역의 Manning계수와 하도  망의 Manning계
수, 지표면 류, 침투 련 매개변수들, 그리고 유역 폭 등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입력자료를 구축하기 하여 상유

역의 수치지형도, 토지이용도, 토양도, 성 상자료 등을 

수집하 으며, 수집된 자료를 지형정보시스템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기본 입력자료로서 배수 유역도는 축

척 1 : 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소유역별로 구분하고 Auto-
CAD를 이용하여 수치화하 다. 구축된 배수유역에 한 

불규칙삼각망과 수치고도모델(DEM)을 구성한 후, 경사도 

분석을 수행하 다. 소유역별 유역 특성인자와 하도망 구성

은 추출된 유역특성인자와 련보고서(한국토지공사, 1992)
와 진해시 하수도 장 평면도(진해시, 1995)를 참고하 여 

구축하 다(Fig. 4). 구축된 주요 소유역과 수로 매개변수를 

Table 1과 2에 각각 나타내었다.

2.4.2. 성 상을 이용한 불투수면  추출

본 연구에서는 상유역의 불투수율을 산정하기 하여 

2003년 12월의 SPOT 상을 수집하 다. 수집된 성 상

Fig. 4. A schematic diagram of the channel and sewer system.

Table 1. Parameters of subcatchment
Subcatchment

number
Area
(km2)

Impervious area
(km2)

Average slope
(%)

Width
(m)

1 3.513 0.009 32.14 3263
2 3.060 0.000 22.08 2891
3 0.797 0.000 31.70 2172
4 0.255 0.000 41.26 1315
5 0.362 0.345 0.06 2245
6 0.113 0.113 0.05 2768
7 0.233 0.233 0.112 816
8 0.471 0.471 0.082 1721
9 0.393 0.393 0.082 1280

10 0.214 0.025 42.51 394
11 0.636 0.007 36.59 1171
12 1.773 0.501 37.43 3334
13 0.730 0.516 30.76 1943
14 0.007 0.007 0.378 807
15 0.063 0.027 6.834 239
16 0.014 0.014 0.221 173
17 0.015 0.015 0.106 435
18 0.009 0.009 0.448 134
19 0.100 0.042 14.68 675
20 0.017 0.006 13.05 182
21 0.027 0.017 14.27 212
22 0.020 0.010 15.18 177
23 0.025 0.009 14.70 146
24 0.153 0.013 13.92 350

Total 13.00 2.782

자료를 지형정보시스템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상보정을 

실시하 다. 보정된 성 상의 도시화된 구역과 용원지역

배수유역을 첩 분석하여 상유역의 불투수율을 산정하

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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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rameters of channel
Channel
number

Difference
of El. (m)

Channel
length (m) Shape Roughness

104 5.24 400 Trapezoide 0.03
105 2.5 980 Trapezoide 0.03
106 0.19 580 Trapezoide 0.03
107 0.05 500 Trapezoide 0.03
108 1.16 1124 Trapezoide 0.03

112 0.4 727 Closed 
rectangle 0.012

113 0.4 1064 Closed 
rectangle 0.012

114 0.25 466 Closed 
rectangle 0.012

115 0.9 1000 Closed 
rectangle 0.012

117 0.1 400 Trapezoide 0.012
118 0.1 400 Circle 0.01
119 0.1 400 Trapezoide 0.012
120 0.1 400 Circle 0.01
121 0.1 400 Trapezoide 0.012
122 0.1 400 Circle 0.01
123 0.1 200 Trapezoide 0.012
124 0.1 200 Circle 0.01
125 0.1 100 Trapezoide 0.012
126 0.1 400 Circle 0.01
127 0.1 100 Trapezoide 0.012
128 0.1 400 Circle 0.01
129 0.1 100 Trapezoide 0.012
130 0.1 400 Circle 0.01
131 0.1 100 Trapezoide 0.012
132 0.1 400 Circle 0.01
133 0.1 400 Circle 0.01
134 0.1 100 Trapezoide 0.012
135 0.1 100 Trapezoide 0.012
136 0.1 400 Circle 0.01
137 0.1 100 Trapezoide 0.012
138 0.1 100 Trapezoide 0.012
139 0.1 200 Trapezoide 0.012
140 0.1 400 Trapezoide 0.012
141 0.1 500 Trapezoide 0.012
142 0.1 400 Trapezoide 0.012
143 0.1 100 Trapezoide 0.012
144 0.1 100 Trapezoide 0.012

145 0.9 1200 Closed 
rectangle 0.012

147 0.4 646 Closed 
rectangle 0.012

148 0.4 495 Closed 
rectangle 0.012

152 0.1 300 Trapezoide 0.012

Fig. 5. Estimation of impervious area by SPOT image.

3. 결과  고찰

본 연구에서는 상유역의 유출모의를 해 주요지 에 

한 장답사  측량을 실시하 으며, 모형의 보정  

검증을 하여 2004년 8월 19일～20일(태풍 메기), 2004년 

8월 23일 2회에 걸쳐 유량측정을 수행하 다.

3.1. 용원지역 유출모의(용재골 소하천)

2004년 8월 19～20일의 태풍 메기에 의한 호우(101 mm)
와 2004년 8월 22～23일에 발생한 호우(198 mm)에 하

여 용재골 소하천의 유출을 모의하고, 유량측정 결과와 비

교하 다. 여기서 태풍 메기의 호우사상은 상유역의 5～
10년 빈도의 강우량에 해당된다. 두 호우사상에 한 용재

골 소하천의 유출수문곡선은 Fig. 6, 7과 같다. 2004년 8월 

19～20일(태풍 메기)에 발생한 호우사상으로 모형을 보정

하 으며, 2004년 8월 22～23일 발생한 호우사상으로 모

형을 검증하 다. 모형의 보정결과 측유량에 근사하 으

며, Table 3에 용재골 소하천 모의유량의 오차를 나타내었

다.

3.2. 상유역의 빈도별 홍수량 산정

홍수량 산정은 유역의 보정된 매개변수를 용한 SWMM 
모형을 이용하 다. 그 차는 다음과 같다. 상유역의 지

속시간별, 빈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 다(Table 4). 하나

의 재 기간에 한 확률강우주상도는 지속시간별로 입력

하여 유출모의를 수행하 고, 최 유량이 산출되는 경우를 

그 재 기간에 한 홍수량(홍수수문곡선)으로 결정하 다. 
이와 같이 10년, 30년, 50년, 100년, 150년 등 5개의 재

기간에 한 홍수량을 각 지 별로 산정하 으며, 상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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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ydrograph from model calibration in the typhoon Megi (August 19～20, 2004).

                 Fig. 7. Verified hydrograph from August 22 to August 23, 2004.

Table 3. Runoff simulation error of Yongjaegol creek

Date & Time
Runoff (m3/s) Error

(%)Measured Simulated
00 o'clock, October 19, 2004 1.01 0.99 -2.02
09 o'clock, October 19, 2004 1.72 1.73 0.57
12 o'clock, October 23, 2004 1.20 1.16 -3.45

Table 4. Probable precipitation (unit: mm)

Return period
(year)

Duration
1 hour 2 hour 3 hour 6 hour 12 hour 18 hour 24 hour

2 46.2 58.9 68.8 94.3 119.9 133.6 141.4 
5 65.8 83.5 96.5 132.5 171.0 191.9 203.3 

10 78.9 99.8 114.9 157.7 204.8 230.4 244.3 
20 91.4 115.3 132.5 182.0 237.2 267.3 283.6 
30 98.7 124.3 142.7 195.9 255.9 288.6 306.2 
50 107.7 135.6 155.3 213.4 279.3 315.2 334.6 
80 115.9 145.8 166.9 229.3 300.6 339.6 360.4 

100 119.9 150.7 172.4 236.9 310.7 351.1 372.7 
150 126.9 159.4 182.3 250.6 329.1 372.0 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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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flood flow by return period of Yongwon area

Station
Flood flow by return period (㎥/s) 

10 years 30 years 50 years 100 years 150 years
YW5 0.32 0.40 0.44 0.48 0.51
YW4 3.45 4.06 4.34 4.72 4.96
YW3 45.29 59.13 65.53 74.02 76.57
YW2 46.61 61.53 68.46 77.71 80.89
YW1 58.45 72.94 79.39 88.23 91.74

SJ 82.79 110.06 122.30 138.61 148.02
KMD 149.72 197.03 218.19 246.53 261.02

Fig. 8. Estimation points of flood flow in Yongwon.

이 지방2  하천임을 감안하여 50년 빈도의 홍수량을 선정

하 다. 홍수량 산정 지 은　Fig. 8과 같으며, 빈도별 홍

수량은 Table 5와 같다.

3.3. 상유역의 수리학  하도추

태풍 메기(2004년 8월 19～20일)와 태풍 매미(2003년 9월
11～13일) 시의 호우에 하여 UNET 모형에 의한 부정류 

모의를 수행하 다. 부정류 모의의 경계조건으로 사용된 조

 측지 은 Fig. 9와 같다.
상류단 경계조건과 각 지 별 측방유입류로 SWMM 유

출량을, 하류단 경계조건으로 T2 지 의 조 자료를 사용

하여 UNET 모형에 의한 수리학  하도추 을 수행하 다. 
하도 단면자료는 련보고서(한국토지공사, 1996)와 용원수

로 수심도를 참고하여 구축하 으며 용원수로의 수리학  

하도추  모식도는 Fig. 10과 같다.
수행된 결과  수 측 지  T1 부근의 수 은행 측

No. 27 지 의 계산결과를 Fig. 11～12에 나타내었다. 수
은행은 침수되었던 시설이다. 검은색 빈 삼각표시가 계산

수 이고, 그 아래 십자표시가 측수 이다. 계산수 와 

측수 차는 태풍 메기가 약 -0.01～0.08 m, 매미가 약 

-0.12～0.18로 근사하게 나타났다. 가장 아래 채색된 삼각 

표시선은 측방유입류가 없는 조건으로 하도추 을 수행한 

선으로 계산수 에 비해 태풍 메기가 0～0.21 m, 매미가 

약 0～0.41 m 정도 낮게 나타났다.

Fig. 9. Tide stations.

3.4. 상유역의 빈도별 홍수  산정

이미 산정한 SWMM 모형의 빈도별 홍수량을 이용하여 

용원수로의 빈도별 홍수 를 UNET 모형에 의하여 산정하

다. 빈도별로 산정한 시간별 홍수량을 상류단 경계조건과

측방유입류로 사용하 다. 하류단 경계조건은 T2 측지

의 약 최고만조  1.7833 m를 사용하 다. 하도추  계산 측

 No. 22～32의 빈도별 홍수 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3.5. 지  침수분석

용원수로의 수리학  하도추  결과로부터 산정된 태풍 

메기와 매미의 수 와 빈도별 홍수 에 따른 침수분석은 

지형정보시스템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지형정

보시스템 응용 로그램  하나인 ArcView 3.2a를 활용하

여 상유역의 벡터자료를 구축하고 인 도엽의 합  

보정을 실시하여 수치고도자료(Digital Elevation Model, 
DEM)를 생성하 다. 생성된 수지고도자료를 가지고 Arc-
View 3.2a의 확장모듈 의 하나인 Spatial analysis를 이용

하여 상구역의 등고선을 생성하 다(Fig. 13). 태풍 메기

와 매미 때 침수되었을 것으로 평가되는 지역은 Fig. 14에 

도시하 다. 빈도별 홍수 에 한 침수 상 역과 면

을 각각 Fig. 15와 Table 6에 나타내었고, 모의된 빈도별 

침수 면 은 3.4～5.7 ha로 분석되었다.



SWMM5와 UNET 모형을 이용한 신항만 지  침수분석 - 진해시 용원동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Quality, Vol. 24, No. 4, 2008

449

Fig. 10. A schematic diagram of new narrow channel and boundary conditions.

Fig. 11. Channel routing results for the new channel during the typhoon Megi.

Fig. 12. Channel routing results for the new channel during the typhoon Mae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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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lood stage and inundation areas by return periods of storms

Computational point

NO. 22
～

NO. 32 

Flood stage by return periods of storms (D.L.)
10 years 30 years 50 years 100 years 150 years

2.05 2.22 2.29 2.41 2.45
Inundation areas by return periods of storms (ha)

3.4 4.0 4.4 4.9 5.7

Fig. 13. Contours developed from point data of ground heights.

Fig. 14. The inundation area estimated from the typhoon 
Maemi and Megi.

4. 결 론

신항만 건설에 따른 용원지역 수로의 우수유출 특성을 

분석하고 해안변 지  침수분석을 수행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SWMM5를 이용하여 상유역 유출모의를 수행한 결과 

2004년 8월 19～20일(태풍 메기)과 2004년 8월 22～23
일 호우에 하여 모의값과 측값은 평균 0.0233 m3/s
의 작은 오차를 보 다.

2) 태풍 메기 시의 호우와 빈도별(10～150년) 홍수량에 

한 침수분석을 수행하 으며 각각에 한 침수면 을 

산정한 결과 3.4～5.7 ha의 면 이 침수될 것으로 평가

되었다.

Fig. 15. The inundation areas by return periods of storms.

3) 침수원인은 해안변 지 의 낮은 제방(DL. 2.033～2.583 
m)으로 인한 월류와 토구 (바닥높이 DL. -0.217～0.783 
m)을 통한 해수역류, 내수배제불량으로 사료된다.

4) 본 연구는 최근 개발된 SWMM5 모형의 국내유역에 

한 용성과 UNET모형  지형공간정보시스템과 연계

하여 해안 지  침수분석을 수행한 사례로 의의가 있

으며, 용원지역의 수재해 피해 감 책을 수립하는데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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