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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urban areas in Korea suffer from repeated flood damage during intensive rainfall due to an increase in impervious

areas caused by rapid urbanization and deteriorating sewage systems. A centralized stormwater management system has

caused severe flood damage in an area that has proven unable to accommodate recent climate change and a rise in precipitation.

Most flooding prevention projects that have been recently implemented focus on increasing drainage system capacity by

expanding the size of sewer pipes and adding pumping stations in downstream areas. However, such measures fail to provide

sustainable solutions since they cannot solve fundamental problems to reduce surface runoff caused by urbanization across

the watershed. A decentralized stormwater management system is needed that can minimize surface runoff and maximize

localized retention capacity, while maintaining the existing drainage systems.

This study proposes a stormwater management corridor for the flood-prone watershed in the city of Dongducheon.

The corridor would connect the upstream, midstream, and downstream zones using various methods for reducing stormwater

runoff. The research analyzed surface runoff patterns generated across the watershed using the Modified Rational Method

considering the natural topography, land cover, and soil characteristics of each sub-watershed, as well as the urban fabric

and land use. The expected effects of the design were verified by the retainable volume of stormwater runoff as based

on the design applica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an open space network serve as an urban green infrastructure, potentially

expanding the functional and scenic values of the landscape. This method is more sustainable and effective than an

engineering-based one, and can be applied to sustainable planning and management in flood-prone urba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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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도시지역에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의 증가와 노후화된 하수관망으로 집중강우 시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하류지역의 하수관 크기를 확장하거나, 펌프장을 추가하는 등 배수계통의

수용량을 늘리는 기존의 중앙집중식 우수관리체계는 유역 전반에 걸쳐 일어난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의 증가

로 인한 지표유출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홍수 요인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우수관리방

식으로 기존의 배수체계를 유지하면서 지표유출수를 최소화하고 지표면의 저류효과를 극대화하는 분산식 우수관리체계

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침수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습침수지역에 분산식 우수관리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상지의 조건에 적합한 다양한 우수유출저감기법을 활용하여 상류․중류․하류에 걸쳐 조성되는 우수관

리통로(Stormwater Managemnt Corridor)를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수정합리식(Modified Rational Method)을 이용하여

대상지 유역 전반의 지표유출수의 발생패턴을 정량적으로 도출하였고, 연구대상지인 동두천시의 중앙동 및 생연동 지역

의 지형 및 토지피복, 토양의 자연적 특성과 수계를 분석하여 유역별 특성에 따라 6가지 유형의 설계전략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배치도와 단면도, 상세설계도로 제시하였고, 설계안을 통해 저류가 가능한 지표유출수량을 도출함으로써

설계의 예상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주로 토목적인 측면에서 계획되어왔던 우수관리체계를 조경적 관점에서

계획, 설계, 검증함으로써 도시의 그린 인프라스트럭쳐로서의 오픈스페이스의 기능적 가치를 제고하고, 상습침수지역의

지속가능한 계획과 관리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도시홍수, 지표유출수저감기법, 수정합리식, 그린 인프라스트럭쳐

Ⅰ. 서론

도시화의 진행에 따른 불투수면의 급증과 기후 변화로 인한

강우량의 증가로 도시의 침수피해 가능성은 매년 상승하고 있

다. 지난 40여 년 간 우리나라 도시의 불투수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임야와 수계를 제외한 전 국토의 22.4%가 불투수

면으로 나타났다1). 또한 과거의 강수량을 기준으로 설계된 기

존의 배수체계는 최근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100년 주기

홍수의 강우량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치수

시설의 우수관 및 빗물펌프장의 신설과 수용량 증가를 위해 지

하에 대형 저류조를 매설하는 방식으로 상습침수지역의 침수

피해를 저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 그러나 실제 도시

에서의 홍수발생 과정을 검토해보면, 하수관 자체의 수용량 문

제 이외에 지표유출수(surface runoff)가 지표면에서 하수관으

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에서 함께 유입되는 이물질에 의해 발생

한 막힘 현상이 저지대의 역류를 발생시키고, 그 과정에서 고

지대의 면상류가 저지대로 유입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 결과,

기존 배수계통의 기능이 마비되어 예정된 수용량에 도달하기

전에 홍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주로 암거된 배수

체계에의존하는중앙집중식우수관리시스템(Centralized stormwater

management system)에서 관찰되는 문제점이다.

기존의 중앙집중식 우수관리와대비되는 분산식 우수관리 시

스템(Decentralized stormwater management system)은 빗물

을 발생지점에서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처리하는 것을 우선

적 목표로 삼고, 기존의 배수체계를 유지하면서 지표유출수를

최소화하는 우수관리 방식이다(Lee and Han, 2003). 분산식

우수관리체계는 도시공간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홍수발생요

인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개념과 필요

성에 대한 국내외에서 다수의 선행연구가 발표되었다. 우리나

라에서는 중앙집중식 우수관리의 문제점과 강우 시 지표유출

수의 저감과 빗물의 일시적인 하수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분산

식 우수관리시스템의 필요성과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Sung et

al., 2004; Han, 2005; Moon et al., 2006)를 시점으로 하여 최

근에는 다양한 유형의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적용효과를 분석하

거나(Han et al., 2012; Jang et al., 2014), 도시지역의 단지규

모의 대상지로 분산식 우수관리체계를 제안하는 연구(Han,

2005; Moon et al., 2006; Kim, 2012)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아직도 많은 지역이 노후화된 합류식 하수관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산식 우수유출저감시설을 활용한 설계형 연구

의 필요성이 제고된다. 특히유역차원에서 그린 인프라스트럭

쳐로서의 기능적 가치를 제공하는 오픈스페이스 조성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시공간의 수문학적 설계 연구에서는 도시구조와 경관을

다루는 설계적탐구와 유량산출을 위한 공학적 분석이 함께 요

구된다. 대상지의 수리적 조건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적

합한 설계적 대응방안을 함께 제시한 기존의 연구는 비교적 간

단한 유량산출방법인 합리식(Rational Method)을 이용하여 대

상지의 우수유출량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제안하였다(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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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6). 합리식은 Q=CiA라는 간단한 수식을 기초로 하

는데, 여기에서 Q는 첨두유량(Peak Discharge), C는 유출계수

(Runoff coefficient), i는 강우강도(Rainfall intensity), A는 유

역의 면적을 나타낸다.(Strom, 2010) 본 연구에서는 합리식을

기반으로 하는 수정합리식(Modified Rational Method)을 이용

하여 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지표유출수의 유출량을 산출하고,

우수관리시설의규모를 계획하였다. 미터법으로 단위를환산하

여 국내외에서 통용되고 있는 수정합리식은 식 1로 계산된다

(Strom, 2010).

Q = CA × C × i × A / 360 (식 1)

Q =첨두유량(m3/sec)

CA= 1.25 (100년 주기 강우에 해당하는 선행강수량)3)

C=유출계수 i =강우강도(mm/hr) A=면적(ha)

수정합리식(Modified Rational Method)의공식에서CA는 100

년 주기 강우에 해당하는 선행강수량으로 지표유출수의 유속

이 최대치를 기록하는 시점이 유지되는 시간을 수식에 반영한

것이다. 합리식의 경우, 공식을 이용하여 유출수의순간 부피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좁은 유역에서 물을 흘려보내는

시설의 깊이나 관의 직경을 결정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것에 비

해 전체 지표유출수의 부피를 산출할 수 있는 수정합리식은 유

역면적이넓은 경우에 주로사용된다(Akan, 2002; Park et al.,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유역 전체에서 발생하는 지표유출수

의 부피를 기초로 한 다양한 형태의 우수유출저감 방안을 연구

하는데 있으므로 수정합리식이 합리식보다 적합한 연구방법이

라고 판단하였다.

동두천시의 생연동과 중앙동 일대는 10년 주기 강우량에 맞

추어 설계된 기존의 중앙식 우수관리시스템이 최근 기후변화

로 인한 강수량의 증가로 20년 또는 30년 주기는 물론, 최근 발

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100년 주기 홍수의 강우량을 수용하지

못하면서 침수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동두천시는 하류지역의

하수관 크기를 확장하고 펌프장을 추가하는 대책사업을 착수

하였으나, 이러한 해결방식은 유역 전반에 걸쳐 일어난 도시화

로 인한 지표유출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기 때문

에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될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본 연

구에서는 동두천시의 상습적인 침수지역을 포함하는 유역 전

반을 중심으로 상류, 중류, 하류 지역의 지표유출수를 정량적으

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유역별 분산식 우수관리체계의규모

와 형태를 계획하여 가용부지를 중심으로 배치한 저류형 오픈

스페이스 네트워크를 제안하였다.

분산식우수관리체계는주로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

ment) 기법에 기초하는 침투형 우수유출저감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침투형우수유출저감시설은투수성(permeability)

이 낮거나, 오염도가 높은 토양환경에서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투수성이 불량한 대상지에서는 침투형과 저류형 우수유출저감

시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Ministry of Environemnt,

2010; Han et al.,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중강우 시

발생하는 지표유출수를 일정시간 수용할 수 있는 저류공간을

유역 전반에 걸쳐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수용량을초과하는 부

분에 대해서 기존 하수처리체계와 연계하는 다중적인 구조의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배수체계를 유지하면

서 지표유출수를 최소화하고, 지표면의 저류효과를 극대화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우수관 분리 및 확장이

어려운 대상지에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수용량 확대와 더불어

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면서 기존

배수계통과 연계된 제 2의 배수시스템으로 도시의 그린 인프라

스트럭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대상지 개요 및 현황

1. 대상지 개요

대상지인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과 중앙동 일대의 상습침

수지역은 동쪽의 능선, 서쪽의 신천, 북쪽의 동두천천을 경계로

하여 합류식 하수관망으로 우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남쪽

의 분류식 우수관리시스템 유역과 구분된다. 대상지의 선정이

유는첫째, 건물 노후도가높은 상습적 침수지역이나 거주민의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구체적인 재개발계획이나 하수관망

개선방안이 부재하고, 둘째, 유입점과 유출점의 거리가 비교적

짧고, 유역구분이명확하여 침수피해의원인규명과 계획의 검

증이 가능한 지역이기때문이다. 대상지 유역은 크게 5개로 구

분되어 있는데, 각각의 유역은 고지배수유역과 펌프장유역에

해당하는 저지배수유역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Figure 1 참

조). 설계 대상지는 이 중에서 유역 4에 해당하며, 약 137ha의

면적으로 5개의 유역 중에서 두 번째로 크고, 고지배수로의 소

유역 개수가 가장 많은 유역이다. 유역 4에서 유출수가 해결되

지 않을 경우, 면상류가 저지대로 흘러가서 홍수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가장 크기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설계되어야 할 대

상지로판단하였다. 또한, 유역 4는 대상지에서 유일하게 2개의

고지배수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면을 이용한 우수저

감설계가 이루어질 경우 두 배수로를 연계하는 설계방안을 통

해 기존 배수시스템의 효율성 증가효과가 클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지의 강우량은 최근 해마다 증가하여 2012년 집중강우

시기에는 약 10년 주기에 해당하는 1시간 최대 강우량 81mm

과 약 100년 빈도로 추정되는 3시간 최대 강우량 206.5mm, 그

리고 24시간 최대 강우량 449.5mm가 관찰되었다. 각 유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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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te watershed location b: Sub-watersheds in upland areas c: Pump stations and upland channel

Figure 1. Site watershed analysis

강우강도(I)에 따라 설계에 적용할 강우재현기간을 설정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강우량과 강우강도에 관한

자료를참고하였다4). 이 수치는 국토해양부의 확률강우량 자료

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년 주기의 강우량과 가장 유사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대상지의 지표유출수 분석에 100년 재현주기의

수치를 강우강도로 이용하였다.

2. 대상지 현황

지표면에서 관찰되는 배수형태는 Figure 2에서 관찰되듯이,

한쪽으로는 산지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지배수로(Figure 2b 참

조)가 조성되어 있고, 별도의 우수관리시설이나 여과장치없이

주변의 불투수면(Figure 2c 참조)으로부터 흘러온 지표유출수

a: Watershed

b: Existing drainage condition

c: Impervious

surface

d: Open channel e: Pipe f: Upstream

Figure 2. Site drainage conditions

가 개방형 수로(Figure 2d 참조)로 유입되고 있어 수질오염정

도가 높고, 각종 이물질이 부유하고 있었다. 집중강우시기에는

암거된 형태의 고지배수로(Figure 2e 참조)와 지면으로 노출된

고지배수로(Figure 2f 참조)에퇴적되는 토사로 인해 배수기능

이 극히 저하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최근 동두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침수대책 사업에서는 저

지대에서 고지배수로에 연결된 배수관로를 차단하여 유수가

펌프장으로 유입되도록 배수관로를 정비하면서 하천수의 역류

를 방지하고, 펌프장 규모를 증설하여 배수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5). 이는 지표유출수의 물리적인 양에 초

점을둔계획으로, 대규모의 유역 전반에서 발생하는 지표유출

수를 저지대에 국한된 설비의 증량으로 해결하려는 계획이다.

하지만현재 대상지의 배수관 용량이 지선 5년, 간선 10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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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인 상황에서 2012년 집중호우와같은 홍수가 재현될 경우,

배수능력이향상되더라도 일부 저지대의 침수, 도로 등의 지속

적인 노면침수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홍수에 대

한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Ⅲ. 대상지 조건의 해석

1. 토지피복도 분석

수정된 합리식을 통해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토지피복도 중

가장 최근에 제작된 2009년도 토지피복현황을 사용하여 대상

지의 지표유출수 발생과정을 분석하였다(Table 1 참조).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피복분류는 경사가 급한 산지의 면적으로

고지배수유역에서 발생하는 지표유출수의 총량 중 산지로부터

유출되는 양이 상당함을 예상할 수 있다. 저지배수유역은 유출

계수가높은, 즉 불투수층의 면적이 큰 교통 및 상업지역에 해

당하는 면적이 지표유출수 발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공지의 경우, 대상지 유역 전반

에 걸쳐 넓은 면적을차지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계획의 가능

성을 고려할 수 있다.

2. 유달시간 분석

유달시간(Time of concentration) 분석은 지형에 의해 만들

어진 유달경로를 먼저 찾아낸 후, 물이 흘러가는 경로의 지표

면 상태와 자연적으로 조성된 수로 또는 관망의 조건에 따라

분류하여 각각 해당하는 유달시간 기준표에 대입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하수관을 설계할때기존 대상지가

이미갖추고있는배수계통을바탕으로 지면배수(Overland flow)

또는 수로배수(Watercourse flow)로 분류되는 지표유출수의

유입시간과 하수관에 유입된 유출수가 유역을 완전히 빠져나

Ground coverage map Coverage A=Area(m2)
C=Runoff

coefficients
A×C

Residential area 149,828 0.5 74,914

Commercial area 147,267 0.8 117,814

Streets 158,902 0.85 135,067

Unimproved area 249,128 0.2 49,826

Business area 13,200 0.75 9,900

School 6,515 0.4 2,606

Parks 22,139 0.1 2,214

Woodland 623,827 0.5 311,914

Water 570 1.0 570

Sum 1,371,376 704,823

Table 1. Ground coverage / area

가는 지점까지 걸리는 유하시간을 합하여 유달시간을 구하였

다(Table 2 참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설계안은 집중강우 시 빈번하게 발생

하는 하수관의 막힘 현상, 고지배수로의만관, 펌프시설의작동

중지 등의 상황이발생했을때대상지에 발생하는 면상류(sheet

flow)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면배수(Overland

flow)와지형에의해형성된자연적수로배수(Watercourse flow)

의 경우로 분류하여 유달시간을 계산하였다. 물이 흘러가는 경

로 중 최장거리에 해당하는 유달시간(time of concentration)을

찾아 강우재현기간의 강우강도에 따라 지표유출수의 최대속도

와 양을 유역별로 도출한 결과, 지면배수영역의 경우 평균 유

달시간이 자연적 수로배수영역에서의 유달시간보다 현저히 긴

것을 알 수 있다. 즉, 수로배수영역에서 발생한 지표유출수의

유속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것이 지면배수영역에서 처리할 유

출수를 최소화하여 저지대의 침수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수계 및 토양분석

Forman의 Land Mosaic는 수계를 물 흐름의 시작 지점에서

부터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여 0에서 1번, 2번에서 4번, 5번에

서 10번으로 3영역으로 분류하여 그 생태적 특성을 기술하고

있다(Forman, 1995). Forman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대상지

의 고지대에서 면상류가 발생할때강우 시에만나타나는 지류

는 0번, 평상시에도 물이 흐르는 지류는 1번으로 분류하고, 다

음 단계의 지류들은 흐름의 순서대로 2번과 3번으로 분류하였

다(Figure 3 참조). 대상지의 주요 수계에 해당하는 3번 지류는

고지대의 식생과 서식환경을 저지대와 연결하는 생태적 매개

공간이자 1번과 2번 지류의 물이 흐르는 경로이므로, 3번 지류

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우수저감시설을 계획했을 때 저지대의

침수와 산지경사의 침식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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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of concentration(TC)

Watercourse flow

Zone
Length

(m)

Slope

(%)

TC

(min)
Zone

Length

(m)

Slope

(%)

TC

(min)

5 249 14.7 2.21 32 247 27.3 1.58

6 251 14.7 2.23 33 194 24.5 1.31

10 257 16.5 2.17 35 71 4.8 0.83

11 188 25.9 1.23 36 143 9.5 1.24

12 171 25.7 1.13 38 488 24.1 3.32

13 218 12.7 2.04 39 664 18.6 5.20

Overland flow 15 247 17.3 2.04 40 364 28.6 2.26

Zone
Length

(m)

Slope

(%)

TC

(min)
Zone

Length

(m)

Slope

(%)

TC

(min)
17 194 21.1 1.41 41 316 22.2 2.32

1 726 0.3 18.7 16 561 2.5 30.9 19 126 5.6 1.36 42 132 9.9 1.13

2 594 0.5 27.4 18 149 2.2 20.9 20 126 15.9 1.08 43 215 38.7 1.16

3 799 1.5 51.6 25 154 3.8 18.6 21 121 7.9 1.13 44 195 38.1 1.07

4 44 0.9 10.0 26 37 2.7 5.0 22 134 23.5 0.92 45 57 14.4 0.41

7 96 4.4 20.2 27 82 3.1 5.1 23 63 25.4 0.42 46 240 33.4 1.39

8 136 0.9 21.4 28 41 0.7 5.3 24 285 6.1 3.65 47 161 20.4 1.18

9 190 4.2 32.2 29 70 1.0 18.4 30 196 8.7 2.11 48 197 34.8 1.12

14 156 4.7 26.6 37 111 1.9 18.6 31 207 25.1 1.38

Average time of overland flow

concentration
20.7(min)

Average time of watercourse flow

concentration
1.68(min)

Table 2. Time of concentration(TC)

대상지에 적합한 우수저감시설의 유형과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한국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토양도

Figure 3. Stream analysis

Figure 4. Soil types

를 이용하여 대상지의 토질과 투수성에 따라 Figure 4와 같이

구분하였다6). 상류지역의 토양은 대부분사양질 또는 식양질로

구성되어 있어 비교적 배수가 원활한 지역이고, 고지배수유역

의 유달경로 주변 지역은 자갈이 있는사양질 토양으로 배수가

일부 제한적인 지역이다. 하류지역에서 하천에 인접한 지역의

토양은 사양질 또는 사질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로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은 배수가 불량한 미사식양질 또는 식질로 구성되

어 있어 침투시설을 설계하기에는 부적합한 지역으로 판단하

였다.

4. 지표유출수량 분석

강우강도값에 따르면 유달시간이 5분 이하인 경우에는 유역

의 범위가 매우 작고 해결해야할 유출량이 미미하여 우수관리

시설의 효율성이 확보되지않는다. 특히수로배수에 의한 유역

은 대부분의 유달시간이 5분 미만이므로 세분화된 유역으로는

해당 강우강도값을 구하기 어렵다. 따라서작은 유역의 수계가

서로 만나는 지점을 중점으로 여러 갈래로 분화된 소유역들을

한 단계 넓은 범위의 유역으로 합쳐서 여러 개의 유달경로가

하나의 구역에포함되도록총 48개의 소유역을 A에서 P까지의

16개 구역으로 조정하였다(Table 3 참조). 이러한 조합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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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ed watersheds based on runoff volume Peak discharge and runoff volume

Zone
TC

(min)

I=Rainfall

intensity

(mm/hr)

A=Area

(ha)

Q=Peak

discharge

(m³/sec)

Volume

(m3)

A 18.7 154.38 7.26 3.89 07)

B 27.4 134.16 8.34 3.88 6,378.72

C 53.8 104.34 14.45 5.24 16,914.72

D 10 199.3 0.69 0.48 288

E 22.4 144.66 2.00 1.00 1,344

F 33.3 124.51 1.91 0.83 1,658.34

G 21.4 146.76 1.04 0.53 680.52

H 28.6 132.48 3.15 1.45 2,488.2

I 33 124.89 6.91 3.00 5,940

J 23.8 141.72 3.38 1.67 2,384.76

K 18.4 155.46 0.21 0.11 121.44

L 6.7 247.68 0.63 0.54 217.08

M 6.7 247.68 0.87 0.75 301.5

N 6.3 253.54 0.52 0.46 173.88

O 23.8 141.72 8.01 3.94 5,626.32

P 22.2 145.08 11.11 5.60 7459.2

Table 3. Runoff volume analysis

따라 각 구역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서 가장 낮은 지점까지의

거리가 가장먼경로를찾아조정된 구역을 해석하는 유달시간

으로 선정하였다. Table 1의 유출계수(C)에 따른 면적값(A)과

16개 구역으로 재편성된 유달시간을 기준으로 재현기간 100년

의 강우강도(I)자료와 100년 단위의 강우에 해당하는 선행강수

량(CA)인 1.25를 수정합리식에 대입하여 각 구역에서 발생한

첨두유출량과 지표유출수의 최대량을 수정합리식 공식을 이용

하여 Table 3과같이 구하고, 이를기초로각구역에서 우수저감

시설설계로수용하려고하는목표저류량을수식Volume(m3)=

Q × TC × 60으로 산출하였다.

5. 분석의 종합

A구역부터 P구역까지 16개 유역으로 재조정된 대상지에서

상류지역의 J-P구역은 급경사의 산지가둘러싸고 있고 가운데

위치한 면상류 발생 예상범위의 경계지점부터 완경사의 대지

가 이어지므로 산지로부터흘러내려오는 토사와 이물질이퇴적

되면서 배수 관망을 막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로의 흐름

을 연결하고, 그물망 구조로 재구성하여 산지로부터 유입되는

물의 속도를 늦추는 동시에 퇴적물을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류지역의 경우, 가장 많은 양의 지표유출수를 발생시키는

구역 I는 경사가 급변하여 빗물의 흐름이 꺾어지는 위치에 있

으며, D-H구역의 물줄기가 합쳐지는 지점으로 상당히많은 양

의 지표유출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분산

배출계획이 설계에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빗물의 경로가바뀌

면서 퇴적되는 토사의 양이 다른 구역에 비해 많을 것을 예상

되므로 침사지가 함께 설계되어 우수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하류지역에서 펌프장유역에 해당하는 A구역과 B구역의 경

우에는 하천에 인접한 지역으로 수식에 의해 산출된 저류용량

과 무관하게 지표유출수를 지표에 저류하는 시설을 부가적으

로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발생하는 우수의 배출방식도 매우

중요하다. 대상지에서 가장 많은 양의 지표유출수를 발생시키

는 C구역은 저지배수유역에 해당하는 지역과 고지배수유역에

포함되는 지역이 연결되는 지점으로, 이를 고려하여 지표유출

수의 저지대 침수피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Ⅳ. 우수관리통로 설계

1. 설계의 방향

각소유역의환경적 특성과 도시적맥락이 다르므로 Table 3

의 결과를바탕으로 대상지 분석을 통해각각의 소유역에맞는

설계방향을 설정하였다. 예를 들면, 지표유출수의 발생량이 상

대적으로 많은 B, C, I, P, O구역에서는 지표유출수의 흐름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지체시키는 방법이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되었다. 유역 전체의 침수량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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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각소유역의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지표유출수 경로를 따라

유역 전체를 연결하는 선형의 분산식 우수저감시설인 우수관

리통로(Stormwater Management Corridor)를 제안하였다(Figure

5 참조). 우수관리통로는 상류, 중류, 하류에 해당하는 각각의

공간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기존 배수시스템을 보조

하며, 우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지대와 저지대의 식생과

경관을 연결하고, 지표유출수의 자연적 정화를 유도하는 오픈

스페이스의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우수저감설계기법으로 우수관리통로의

상류지역에제안된Braiding 전략은영구저류연못(Retention pond),

투수성 임시저류시설(Detention/Infiltration basin), 안정화 연

못(Settling pond) 등의 우수저감시설을 통해 대상지에 적용되

Figure 5. Stormwater management corridor

Strategy Braiding New axis

Diagram

Method Retention basin, detention-infiltration basin, settling pond Bio-retention swale

Strategy Stitching Thickening

Diagram

Method Porous pavement Cleansing biotope

Strategy Netting Deconcentrating

Diagram

Method Cleansing biotope trench Cleansing basin, swale

Table 4. Design strategy

었다. 중류지역에는New Axis 전략인생태저류수로(Bio-retention

swale), Stitching 전략인 투수성포장(Porous pavement), Net-

working 전략인 정화 비오톱트렌치(Cleansing biotope trench)

를 도입하였다. 하류지역에는 Thickening 전략의 정화 비오톱

(Cleansing biotope)과 De-centralizing 전략의 임시저류 비오톱

(Cleansing biotope/Detention basin) 및 지면배수로(detention

swale)를 대상지에 적용하였다(Figure 5 참조).

2. 유형별 설계전략

우수관리통로(Stormwater Management Corridor)의 개념을

설계안에 적용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다양한 우수저감설계기

법을 유역별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이를 단계적 조성 과정

을 위한 6개의 설계전략으로 제시하였다(Table 4 참조).

1) Braiding

Braiding은 유역 내 가장높은 지대에 적용되는 전략으로직

접적인 침수 피해는 없지만, 사방으로 높은 경사의 산지가 둘

러싸고 있고, 가운데 위치한 면상류 발생 예상범위의 경계지점

부터 완경사의 대지가 이어지므로 산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토사와 이물질이 퇴적되면서 배수관망을 막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로의흐름을 연결하고, 그물망 구조로 재구성하여 산

지로부터 유입되는 물의 유속을 늦추는 동시에 퇴적물을 걸러

낼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Braiding은 면상류 발생의 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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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결하는 방법이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설계

기법으로는 영구저류연못, 투수형 임시저류지, 안정화 연못 등

이 포함된다.

2) New Axis

1단계 전략을 통해 형성된 우수관리통로의 도입부가 중류를

지나 저지대로 이어지면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축을 형성한다.

생태저류수로(Bio-retention swale)를 통한 저류효과와 오염저

감효과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표유출수가 흐르는 경로를 자

연형의 수로로 전환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유속을 늦추고 지표

유출수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생태저류수로를 가로지는 지

하철 교량의 하부에 건물을 설계하여 상업 및 공공의 축을 형

성한다. 이때세로축과 가로축이만나는교차점에 Node가 형성

되어 도시공원을 포함하는 공공적, 상업적인 구심점으로 조성

될 수 있다. New Axis 전략은 Thickening과 Stitching 전략보

다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

3) Stitching

3단계에 해당하는 Stitching은 기존의 고지배수로와 우수관

리통로의 연결에 집중한 전략이다. 1단계 전략이 미치지 않는

다른범위에서퇴적물이 흘러들어와 고지배수로가만관될경우

를 대비하여 집중강우 시범람하는 물이 연결되어 있는 투수성

포장면을 통해 우수관리통로로 유입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4) Thickening

중․상류지역의 생태저류수로(bio-retention swale) 주변으로

가용지를 확보하여 저류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대상지의

주변에 대규모 공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도입이 가능하다.

우수관리통로에서 자연형 수로 설계가 가능한 영역을 확보하

고, 공원등의녹지에 해당하는 피복면적을 확대하여 유달시간

과 저류용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우수관리기능을 강화한다. 도시

공원으로 조성되는 경우, 경관적 측면에서의 개선 효과 및 도

시에서의 정화 비오톱의 역할을 수행한다.

5) Netting

유역의 전체의 물흐름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수관리를 위

한 전반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Netting 전략을 적용

하는 대상지는 기존 도로와 보행로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유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의사업이므로, 앞에서 제안한 3단

계의 전략이먼저 실행된 후에 점차적으로 진행한다. Netting에

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정화 비오톱(cleansing biotope)의 개념

이 적용된 트렌치로 보행로를 따라 선형으로 설계되며, 지표유

출수를 임시적으로 저류하는 기능과 오염도를 저감시키는 효

과를 가지고 있다. 이는 각 유역 내에서 발생하는 지표유출수

와 도로에서 발생하는 지표유출수를 모으고, 집중강우 시에는

기존 합류식 하수관에서넘치는 물을 설계된 경로를 따라균일

하게 우수관리통로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6) Deconcentrating

저지대에서 우수관리통로와직접적으로 연결되지않은 유역

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으로, 기존의 하수관망에서 여러 방향의

관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나 막다른 길로 들어서는 지점, 또

는 꺾어지는 지점을 이용하여 지면의 경사를 따라 흘러들어오

는 지표유출수 이외에도 집중강우 시순간적으로 유압및 유량

이 급증하는 지점의 하수관 내의 우수를 임시 저류하는 기능을

한다. 소규모의 공간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6가지의 전략 중 가

장 마지막 단계에 실행되었을 때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설계기법으로는 임시저류 비오톱과 지면배수로 등이포함된다.

3. 유역별 설계전략

수계번호에 따른 분석(Figure 3 참조)과 토양의 상태(Figure

4 참조), 그리고 지표유출수 발생 패턴을 기초로 대상지를 상

류, 중류, 하류로 구분하였다. 유역 내 표고, 유달 경로, 경사도

등 각 유역이 가진 환경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설계 전략에

서 제시한 6개의 유형을각유역에 적용하고, 다양한 전략의 조

합과 상호작용을 배치도와 단면도, 상세설계도를 통해 유역별

우수저감 설계안을 제안하였다.

1) 상류

산지에서부터내려온지표유출수는완만한 경사를만나면서

운반해온 각종 이물질과 토사가 퇴적되고, 기존의 배수계통으

로 유입되어 막힘 현상을 유발한다. 따라서 상류로 분류한 지

역의 설계안은 기존 배수관에영향을 주지않는범위에서 의도

된 위치에퇴적물을 안착시키고, 중류로 흘러드는 물을 일시적

으로 저류하여 저지대의 하수관의 부하를 감소시키는 설계안

을 제안하였다(Figure 6 참조).

지표유출수 발생 정도를 고려했을 때, 면상류 발생범위에서

임시저류시설을 만들어서 속도를 최대한 줄이고, 저류된 공간

안에서 퇴적물을 침전시키는 방식의 설계가 요구된다. 따라서

상류지역의 수계가 3번의흐름을 형성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장

애물을 배치하여 물의 흐름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Figure 7b 참조). 이 때 의도적인 장애물이란 현재 대상지가

갖추고 있는 기반시설의 형태를 바탕으로 기존의 마을 구조와

보행로의 형태를 보완하고 수정하여 단절된 부분을 이어주는

그물망 형태로 구성한 것이다. 설계범위에 해당되는 대지는 현

재 도시농업으로 이용되고 있는 전답지로, 유역 전체에서밀도

가 가장 낮고 현재 예정된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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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an b: Runoff flow

c: Section A-A'

d: Detail A e: Detail B

Figure 6. Upstream area

로그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강우 시 일부 대지가 일시적 저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 중류

상류에서 발생한 유출수의 흐름은 중류에 이르러 급격하게

유속이 감소하면서 완만한 경사로 연결된다. 중류는 상류에서

발생한 유출수를 하류로 흘려보내는길고좁은 형태의 통로 역

할을 하는데, 배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양의 지표유

출수가 발생한다. 따라서 주수로와 함께 보조수로를 계획하여

유출수량을 분담하고, 상류의 물이 중류로 유입되는 경로에 유

출수가 저류될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다. 구체적인 설계전략

으로는 수계 1번에 해당하는 지류들이 수계 2번 또는 3번의흐

름을 형성하기 전에 생태저류수로(bio-retention swale)로 유입

시킨다. 이때 저류규모는 통수효과를 배제하고 일시적으로 저

류가능한 최대용량을 기초로 산정하였다. 생태저류수로는 우수

관리통로의 중앙 수로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단면의 구성은 오

염물 정화효과가 있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생태

저류수로에서 이어지는 지점에는 습지공원을 배치하여 물의

흐름이꺾이면서 발생하는퇴적물을 수용하고, 유속 저감과 유

출수 저감의 효과와 지표유출수의 저류공간을 확보하였다.

습지공원에서 저지대로 연결되는 생태저류수로의 경우에도

수로의 양쪽을 따라 확보되는 공간을 활용하여 선형공원을 조

성하였다. 고지배수로로 연결되는 열린 형태의 배수로는 현재

오염도가높고, 각종이물질이 수로로 유입되어 저지대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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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an b: Runoff flow

c: Section B-B'

d: Detail

Figure 7. Midstream area

지는 유출수의흐름을 방해하기때문에 정화 기능을 하는 투수

성 수로로 보완하여 집중강우 시 넘치는 물이 연결된 투수성

포장을 따라 생태저류수로로 유입되는 보조수로의 기능을 한

다(Figure 7 참조).

3) 하류

하류에 해당하는 지역은 대부분 면상류 발생범위에 해당하

고, 유역 내에서 가장 많은 양의 지표유출수를 발생시킨다. 따

라서 하류는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하수관의 용

량미달로 인한 역류현상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적인 배수시스

템 계획이 필요한 영역이다. 하류지역의 우수관리통로는 우수

의 흐름을 다음의 3단계에 걸쳐서 관리하도록 제안하였다.

1차적으로 도시에서 발생한 지표유출수는 지표면 수로를 따

라 임시저류 비오톱(detention biotope)에 유입된다. 임시 저류

비오톱은 임시저류시설과 정화효과가 있는 비오톱이 복합된 것

으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빗물정원과 유사하며, 배수가원활하

지 못한 대지에 지표유출수를 임시로 저류했다가 서서히 배출

시키는 시설이다. 주로 기존 하수관망의교차지점이나 막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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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 배치하여 소규모공원의 형태로 설계가 가능하며, 집중

강우 시 발생하는 유출수의 양이 하수관의 수용량을초과할 경

우, 넘치는 물이 임시저류 비오톱으로 유입되도록 설계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도로를 따라 조성된 비오톱 트렌치(biotope

trench)는 투수형 트렌치와 구조와 원리상 유사하지만, 바닥면

의 투수성을 최대한 배재하고, 배수를 보조하는 관을 매설함으

로써 물을 임시로 저류했다가 서서히배수시키는 시설이다. 도

로 표면으로부터유입되는 오염된 우수는 1단계로 임시저류 비

오톱에서 정화되고, 2단계로 비오톱 트렌치의 배수층(drainage

layer)을거쳐 3단계에해당하는생태저류수로(bio-retention swale)

a: Plan b: Runoff flow

c: Section A-A' d: Section B-B'

e: Section C-C'

Figure 8. Downstream area

로 유입된다.

마지막 단계로 비오톱 트렌치를 거친 물은 hydro-corridor의

중심축인 생태저류수로(bio-retention swale)로 유입된다. 수로

의 양쪽가장자리를 따라 비오톱조성범위를 확보하여 도시지

역과 중앙공원의 경계에 배치하였다. 이는 생태저류수로로 유

입되는 지표유출수의 수질 관리와 범람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공원의친수성 증진의 효과가 있다. 비오톱으로 조성된 지역은

집중강우 시 우수가 저류되는 공간으로 테라스나 전망데크 등

의 각종 공원 프로그램의 기능을 함께 수반하는 역할을 한다

(Figure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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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동두천시의 상습적인 침수지역의 토지피복,

토양, 수계를 고려한 지표유출수의 분석을 통해 기존 우수처리

시스템의 효율성을높이고,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분산식

우수저감시설인우수관리통로(Stormwater Management Corridor)

를 제안하였다. 새롭게 계획된 우수관리통로는 유역 전반에 걸

쳐 지표유출수의 물리적인 저류공간을 확보하고, 투수성을 고

려한 설계기법을 활용하여 도시의 그린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기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하수관의 규모를

늘리고 펌프장을 증설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침수대

응책에서는얻을 수없는 경관적인 측면과녹지의 활용도를높

인 이용적인 측면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우수관리시설 연구의 결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

다. 첫 번째는각 전략에 따라 계획된 우수저감시설을 통해 추

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저류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 하수관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토지피복측면에서

투수면의 확장과 불투수면의 감소, 유달시간의 증가 등으로 지

표유출수의 유입량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유입량의 축소에는

측정 불가한 다양한 비교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수정합리식을 이용하여 우수저감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일시적인 저류용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하고, 유역별 설계전략에

부합하는 다양한 우수저감기법을 활용하여 설계안의 효과를

예상하였다(Table 5 참조).

연구결과의 적용가능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대상지의

홍수취약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수용량과 부

지에 적절한 형태와 조성방법을 설계안으로 제안하고, 설계 후

의 유출량을 비교하여 공간의 수리적 기능과 저감효과를 분석

함으로써 설계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결과, 100년 주기의 홍수시 대상지에 발생하는 총 지표유출수

량을 목표치로 하여 유형별 시설의규모를 정한 후, 단계적으로

Area Step Strategy Runoff reduction method
Facility sizing

Area(m2) Depth(m) Volume(m3)

Upstream Step 1 Braiding

Retention pond 2,630 1.5 3,945

Infiltration-detention basin 2,978 0.5 1,489

Settling pond 1,320 0.5 660

Upstream

Midstream

Step 2 New Axis Bio-retention swale 69,205 0.2 13,841

Step 3 Stitching Porous pavement 6,186 0.5(40%)8) 1,237

Step 5 Netting Cleansing trench 3,450 1.0 3,450

Downstream
Step 4 Thickening Cleansing biotope 14,760 2.0 29,520

Step 6 Deconcentrating Cleansing-biotope basin 3,960 0.5 1,980

Runoff reduction capacity total 56,122

Table 5. Proposed runoff reduction capacity

모든 전략을 실행에 옮겼을 때 목표수용량인 51,761m³을 충분

히 수용하는 계획수용량 56,122m³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계획된 저류시설의 규모는 각각의 우수저감기법에 따

라 조정이 가능하므로 실행 가능한 전략 중에서 설계규모를 일

부 조정하는 방법으로 목표 용량을 재설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지표유출수 분석을 위해 사용한 수정합

리적 방식의 정밀도가높지않기때문에, 제안한 우수저감시설

의규모가 실제 필요한 용량보다큰규모로책정되었을 가능성

이 높고,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실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적인 수문학적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

를 통해 주로 토목적인 측면에서 계획되어왔던 우수관리체계

를 조경적 관점에서 계획, 설계, 검증함으로써 도시의 그린 인

프라스트럭쳐로서의 오픈스페이스의 기능적 가치를 제고하고,

상습침수지역의 지속가능한 계획과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주 1. 환경부는 2013년 10월, 수치지적도와 용도지역도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국토의 불투수면적률 현황이 7.9%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1970

년 지적통계연보 자료에서 불투수면적률이 3%였던 것을 감안했을 때

2.63배의 높은 증가를 나타낸 것이다.

주 2. “환경부, 도시침수 SAFE 프로젝트 마련”, 워터저널(2012년 2월 1일)

에서는 하수도성능을 강화하여(Sewer Performance Advancement), 도

시침수를 예방하고(Fighting against Urban Flooding), 공공복지를 향

상한다(Enhancement of Public Welfare)는 추진사업의 목표를 SAFE

로 함축하고 있다.

주 3. 수정합리식에서 사용되는 선행강우지수(CA)는 국내에서도 아직까지는

미국공공사업협회(American Public Works Association)에서 선정한 기

준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 4. 기후변화를 고려한 도시방재성능 목표설정 방안연구(2010.11, 소방방

재청) 에서 동두천시의 도시방재성능 목표중 장기계획으로 제시한 지

속기간별 목표 강우량은 1시간 최대 100mm, 2시간 최대 145mm, 3시

간 최대 185mm이다.

주 5. 동두천시 “수해상습지 종합치수대책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2000.

주 6. 토양의 분류는 토양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모래(sand),

점토(clay), 미사(silt)로 구분했을 때, 각각의 비율에 따라 구분된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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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적으로 사질(Sand)은 모래 70% 이상, 사양질(Sandy loam)은 모래

50% 이상-미사 30% 이상-점토 20% 이하, 식양질(Clay loam)은 모래

40% 이하-점토 40% 이하, 미사식양질(Silty clay loam)은 모래 20%

이하-점토 4% 이하, 식질(Clay)은 모래 40% 이하-점토 40% 이상-미

사 40% 이하로 구성된다.

주 7. A구역의 최대수용량은 중앙3 빗물펌프장의 수용량이 예상되는 지표유

출수의 수용량보다 크기 때문에, 설계에서 요구되는 최대수용량을 0으

로 표시하였다.

주 8. 투수성 포장의 경우, 저류가능한 수용량을 계산하기 위한 저류깊이는 자

갈의 부피를 고려하여 자갈층 깊이의 40%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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