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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도시홍수는 전인류가 처해있는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다. IPCC 5차 보고서에의거, 기상청에서는한반도를
대상으로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시나리
오를규정하고있다. RCP 시나리오는총네단계로이루어지며,
RCP 시나리오 8.5 단계에서는 CO2가 940ppm 까지상승할것으
로 예측한다. 이로 인한 기온 상승 및 강수량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서울특별시등대규모도시는불투수성포장면으로인

한극심한피해가예상된다. 피해를줄일수있는방안으로제시
되는것이조경학적물순환체계의개선이다. 도심지내에 물순
환체계를개선하는요소로는 ‘생태수로’, ‘빗물 저류조’, ‘투수성
포장’ 등의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이중빗물저류조는하수관망시설을정비하는방법으로, 물

탱크 형식의 시설물이 설치된다. 철근콘크리트, 파형강 저류조
설치법등이사용된다. 저류조의경우, 규모설계기준이법령으
로규정되어있는데, 집수면적에 0.05m를곱하거나, 대지면적에
0.02를 곱하는 것을 규정으로 한다.
이에, 본연구에서는서울내에홍수영향면적을산정하고, 설

치가능한저류조의체적을계산하였다. 또한, 2100년까지의기
후변화시나리오강수량변화에근거, 저류조의저감효율을살
펴보았다. 효율변화 파악을위해저류조내부에비점원오염물
의 퇴적량 변화․관리 시기를 추정하였다.

Ⅱ. 본론

1.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ESRI에서

제공하는서울특별시내 DEM파일을이용하여, 홍수영향면적

(watershed)와저류조설치가능체적을산정한다. 두번째는과

거자료를이용하여현재상태에서수용가능한시간당강수량을

및저류조설치시의효율을산정한다. 마지막으로 RCP 시나리

오에의거 2100년까지비점원오염물의퇴적량및내부관리시기

를 산정한다.

1) 영향면적(Watershed) 및 저류조 부피 산정

Figure 1. 수문학 분석 방법

영향면적의산정을위해서ARC GIS의Arc Hydro Plug-in을

사용하였다. 기본 DEM을활용하여 Prfill DEM→ Fill Sink →

FillAll → Flow Direction→ Flow Accumulation→ Catchment

→ Drainage Line→Watershed 순서로구축하였다. Watershed

는한지점(watershed point)으로물이흘러들어갈때어느지

역에내린강우가영향을미치는지를뜻한다. 저류조의부피산

정을위해서아래와같은식을사용하였다(최영훈 et al., 2018).

     
  ×  (1)

여기서  는저류조의빗물수용가능체적을뜻하며,  는

영향면적 내 빌딩의 면적을 뜻한다.

2) 시간당 수용 가능 강수량 및 저류조 설치 효율 산정
현재시간당수용가능강수량산정을위해방재기상관측자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기후변화대응환경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2018001310002).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빗물 저류조의
유지관리 시기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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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이용하여, 강수량정보를추출하였다. 이를활용한강우용

량의 산정식은 아래와 같다.

    (2)

여기서  는시간당수용강우량을뜻하며,  는침수피해

발생시최소시간당강우량,  는침수피해가없을때최대

시간당 강우량을 뜻한다.

최종적으로식 (1), (2) 두산정식을이용하여, 유출(run-off)

량을 계산식이 아래와 같이 도출되었다.

    (3)

여기에서 은지표위로유출되는양을뜻하며,  은시간

당 강우량을 뜻한다.

3) 비점원오염물 퇴적량 산정 및 저류조 내부 관리시기
저류조용량에대비해강수량의홍수여부를파악하기위해

서, 일단위의기후변화시나리오를시간단위의강수량으로변

경하는절차가필요했다. 이를위해서Huff 방법의무차원누가

곡선회귀식을사용하였다. 강우지속시간은 6시간으로, 3분위

에 해당하는 회귀식을 사용하였다.

(4)

여기서 는무차원강우지속시간(%)를뜻하며, 는무차원

누가 강우량(%)를 뜻한다.

한 강우당 퇴적되는 비점원오염물의 체적을 산정하기 위해

MOUSE 공식을이용하였다(이재수, 박무종.2006). 체적산정을

위해서 비점원 오염물의 밀도는 0.235t/m³으로 가정하였다.

     (5)

여기서  는강우별퇴적량의체적(m³),  는시간당강

우량 (mm/hr), 는 지속시간이다.

2. 연구결과

본연구에서는 2100년까지축적될비점원오염물의양이저류

조총용량의 50%이상을차지했을때를유지관리시기로가정

하고있다. 이에 따른 종로구의 유지관리 시기 및저류조 내부

퇴적량은 Figure 3과 같다.

Figure 3. 비점원오염물 퇴적 추정량 - 종로구

종로구의경우, 영향면적내저류조의총용량은 38,288,07m³

으로, 비점원오염물이 19,144m3이상되는년도를유지관리시점

으로산출됐다. RCP 8.5 단계에서는 2037년, RCP 4.5 단계에서

는 2039년으로 추정된다.

Ⅲ. 결론

본연구를통해향후 2100년까지의비점원오염물의퇴적량과

이를이용한저류조유지관리시기를도출할수있었다. 그결과,

RCP 8.5 단계에서는 2037년, RCP 4.5 단계에서는 2039년이 유

지관리시점으로도출되었다. 또한, 본연구에입각했을때, 2100

년까지약 3번의추가적인유지관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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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저류조 설치 시 침수 감소 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