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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심지역 

불투수면적 증가로 강우유출량이 급증하여 도시침수

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도시개발

에 따른 불투수면적 비율 증가로 집중호우시 단시간 

동안 집중유출이 발생하여 침수피해를 발생시키게 되

었고, 이러한 집중호우의 발생빈도는 과거로부터 현

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11). Fig. 1과 같이 시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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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mm 이상 강우횟수는 1950년대 11회에서 2000년대 

111회로 급증하였다. 하지만 도시 기반시설인 하수관

로는 대부분 5~10년에 한번 정도 내리는 비(설계강우 

확률연수)에 대응토록 설치되어 있어 최초의 순간적

인 폭우를 감당하지 못해 범람하는 내수침수가 발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는 도시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침수예방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시설 

계획, 확률연수 강화,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등

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12). 이를 위해 환경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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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requency of rainfall events.

한국환경공단에서는 2012년 전국 6개 지역에 대한 도

시침수예방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매년 10여개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

로 선정하여 총 53개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

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13). 이 중 2012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6개 지역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통한 침수예방효과 

여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범사업 지역에 대한 이중배수체계 

시뮬레이션을 통해 2017년 하절기인 7~8월에 실제 발

생한 강우에 대하여 침수예방효과를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2.1 분석대상지역 현황

도시침수예방 시범사업을 수행한 지역은 전국의 6

개 도시(Site-1~Site-6)로서 2012~2013년에 설계가 완료

된 후 2013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2017년에 

공사가 완료되었다. 도시별로 하수관로 3.2~7.5 km를 

정비하였고, 빗물펌프장은 1~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일부 지역은 관로 통수능 확보를 위해 하수터널을 설

치하였다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2017). 본 연

구에서는 6개 도시 중 공사가 완료된 5개 도시

(Site-2~Site-6)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각 도

시의 시설현황은 Table 1과 같다. 특히 설계강우 확률

연수는 하수도시설기준의 간선관로를 기준으로 30년 

빈도를 적용하였다.     

2.2 시뮬레이션 방법

2.2.1 이중배수체계(Dual drainage) 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검토를 위해 XP-SWMM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 수행시 이중배수체

계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중배수체계는 Fig. 2와 같이 

마이너시스템과 메이저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마이너

시스템은 우수받이, 맨홀, 관로 등 일반적으로 우수를 

배제하는 배수구조물이며, 메이저시스템은 도로, 통행

로와 같은 지표면에서의 홍수량 이동경로를 의미한

다. 이중배수체계는 대상지역의 하수도 시스템에 대

한 표면유출 및 관로유출을 각각 관련 방정식과 매개

변수들을 통해 해석함으로써 우천시 우수유출 발생

Fig. 2. Interaction between the minor and major system.

Table 1. Summary of facilities condition in study area

Area Project period
Total costs

(million won)

Facilities condition

Rehabilitation sewer
(km)

Pumping Station
(number)

Tunnel
(km)

“K”city(Site-1) 2013.10~2017.11 49,503 6.8 1 -

“B”city(Site-2) 2013.10~2016.10 45,300 3.8 1 1.1

“A”city(Site-3) 2013.10~2016.03 48,209 3.0 1 -

“C”city(Site-4) 2013.10~2016.04 33,669 7.5 - 0.9

“B1”city(Site-5) 2013.10~2015.12 11,972 3.2 1 -

“S”city(Site-6) 2013.10~2016.11 48,710 6.3 2 -

note) Rehabilitation sewer is the length of stormwater s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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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분석하고 하수도 시스템의 우수배제능력을 검증 

및 평가하는 시뮬레이션을 의미한다 (Digman et al., 2006).

2.2.2 모델 구축

시뮬레이션을 위한 모델 구축시에는 이중배수체계를 

고려하여 표면유출 모델과 관로유출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입력자료는 Table 2의 기초자료를 활용하였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면유출과 관로유출로 구분하여 기초자

료가 필요하였고, 표면유출 모델은 지표면 표고, 건물표

고, 도로 표고, 표면 조도계수 등의 자료를 필요로 하며, 

관로유출 모델은 관로, 맨홀, 유역, 배제시설 등으로 구분

하여 각각의 제원, 지반고, 면적, 경사 등의 자료 입력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모델 구축을 위해 각 도시의 설계도

면 및 관로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각 도시별 

모델 구축 입력자료는 Table 3과 같다. 각 도시별 면적은 

101~632 ha로서 소유역은 557~1,298개, 맨홀 551~1,327

개, 관로 570~1,359개, 소유역별 불투수면적 비율은 

0.1~100%로 구축하였다.

또한 모델 구축에 필요한 매개변수들로 침투계수, 지

면저류율, 관로 조도계수, 지표 조도계수, 증발량 등을 

Table 2. Input data for rainfall runoff analysis

Items Input data

Surface runoff ∙ Contour of surface, building and street, roughness coefficient of surface, etc.

Sewer runoff

Sewer ∙ Size, length, slope, elevation of surface and sewer, roughness coefficient of sewer, etc.

Manhole ∙ Size, elevation of surface, information of basin, etc.

Drainage area ∙ Area, width, slope, coefficient of water permeability, etc.

Facilities ∙ Reservoir, pumping station, etc.

Table 3. Input data for simulation sites

Items “B”city(Site-2) “A”city(Site-3) “C”city(Site-4) “B1”city(Site-5) S”city(Site-6)

Area(ha) 631.77 101.16 137.95 134.00 297.44

Basin(unit) 928 855 645 557 1,298

Manhole(unit) 1,177 1,022 646 551 1,327

Conduit(unit) 1,279 1,031 645 570 1,359

Ratio of impermeable area (%) 5~80 1~80 20~85 0.3~100 0.1~90

Table 4. Parameters of simulation

Items Parameters
“B”city
(Site-2)

“A”city
(Site-3)

“C”city
(Site-4)

“B1”city
(Site-5)

S”city
(Site-6)

Infiltration

Max infiltration rate
(mm/hr)

City area
75

75
75

75 75

Forestland 254 130 150

Min infiltration rate
(mm/hr)

City area
3

3
3

0.5 12

Forestland 25.4 7 40

Decay rate of infiltration
(hr-1)

City area
2

2
2

2 2

Forestland 2 2 2

Surface 
detention 
storage
(mm)

Impermeable area
City area

3.3 3.3 3.3
3.3 4.5 

Forestland 3.3 7.0

Permeable area
City area

12.7 12.7 12.7
7.0 15.0

Forestland 10.0 16.0

Coefficient
of

roughness

Conduit Circular(0.015), Rectangular(0.020), Open channel(0.035)

Impermeable area 0.014 0.020 0.014 0.014 0.014

Permeable area in city 0.03 0.03 0.03 0.03 0.03

Permeable area in non-city 0.08 0.08 0.08 0.08 0.08

Evaporation(mm/day) 2.54 2.54 2.54 2.54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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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와 같이 입력하여 모델을 구축하였다. 매개변수

는 각 도시별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여 적용하였으며, 

초기침투능은 75~254 mm/hr, 종기침투능 0.5~40 mm/hr, 

침투감쇠율 2 hr-1, 지면저류는 불투수지역의 경우 

3.3~7.0 mm, 투수지역은 7~16 mm를 적용하였고 조도계

수는 0.014~0.08, 증발량은 2.54 mm/일을 적용하였다.

시공과정에서 노선변경 및 관로제원 변경 등이 발

생한 경우에는 이를 모델에 반영하여 공사완료 후 상

황과 동일한 조건이 되도록 모델을 구축하였다. 공사 

이전과 대비하여 공사 이후에는 Table 5와 같이 사업

지역별로 관로 신설 및 개량, 하수터널 설치, 빗물펌

프장 신설 등의 공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이를 모델에 

반영하여 공사 이후 상황을 모의하도록 하였다.

2.2.3 강우 적용

각 도시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강우는 설계확률 강우강

도와 하절기에 발생한 실강우를 적용하였다. 설계확률 

강우강도는 Table 6과 같이 설계시 적용한 30년 빈도의 

강우강도를 적용하였으며, Site-5는 지역 특성상 외수위

를 고려하여 50년 빈도 설계강우 확률연수를 적용하였

다. 시간당 강우량은 Site-2 91.3 mm, Site-3 57.2 mm, Site-4 

Table 5. Contents of rehabilitation work for discharge capacity

Area Items Contents

“B”city(Site-2)

New
∙ Circular conduit(600~1,200 mm) : 669 m
∙ Rectangular conduit(1.5 m×1.5 m~2.0 m×1.8 m) : 143 m

Replacement
∙ Circular conduit(600~1,350 mm) : 1,786 m
∙ Rectangular conduit(1.5 m×1.5 m~3.5 m×2.0 m) : 1,205 m

Tunnel ∙ Circular conduit(4,300 mm) : 1,066 m

Pumping station ∙ Capacity : 250 m3/min

“A”city(Site-3)
Replacement

∙ Circular conduit(300~1,000 mm) : 2,975 m
∙ Rectangular conduit(1.0 m×1.0 m~2.5 m×1.5 m)

Pumping station ∙ Capacity : 380 m3/min

“C”city(Site-4)

New
∙ Circular conduit(600~2,600 mm) : 1,640 m
∙ Rectangular conduit(2.0 m×2.0 m~3.0 m×2.5 m) : 395 m

Replacement
∙ Circular conduit(300~1,500 mm) : 5,160 m
∙ Rectangular conduit(2.0 m×2.0 m~4.0 m×3.0 m) : 278 m

Tunnel ∙ Circular conduit(3,000 mm) : 895 m

“B1”city(Site-5) Replacement
∙ Circular conduit(600~1,200 mm) : 745 m
∙ Rectangular conduit(1.0 m×1.0 m~2.5 m×1.5 m) : 2,422 m

S”city(Site-6)
Replacement

∙ Circular conduit(450~1,200mm) : 1,436 m
∙ Rectangular conduit(1.2 m×1.5 m~3.5 m×3.5 m) : 4,689 m

Pumping station ∙ Capacity : 490~1,200 m3/min

Table 6. Design rainfall intensity of study area

Sites Equation of rainfall intensity Rainfall intensity (mm/hr) Frequency (years)

“B”city(Site-2)  
ln




ln




91.3 30

“A”city(Site-3) I t


57.2 30

“C”city(Site-4)  


78.0 30

“B1”city(Site-5) I 
t 


109.1 50

“S”city(Site-6) I 
t 


85.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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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mm, Site-5 109.1 mm, Site-6 85.5 mm를 적용하였다.

설계확률 강우량의 시간분포 방법으로는 교호블럭

방법(ABM, Alternating Block Method)을 적용하였고 

강우지속시간은 24시간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강

우의 시간분포시 주로 Huff 3분위 또는 4분위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2), 본 연구에서는 유역이 크지 

않은 지역에서 도달시간이 짧은 하수시설물의 시뮬레

이션 적용시 과대한 설계빈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ABM법을 적용하여 검토를 수행하였다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1).

실제 발생한 강우의 경우에는 하절기에 발생한 강

우 중 강우강도가 큰 강우를 기준으로 Table 7과 같이 

적용하였으며, 강우사상별 강우분포는 Fig. 3과 같다. 

Site-2는 7월 9일 발생한 강우로서 강우량 136.0 mm, 

시간최대 강우강도 59.0 mm, 강우지속시간 28시간으로 

Table 7. Rainfall of summer(2017) in study area

Sites Date Daily maximum rainfall (mm) Maximum rainfall intensity (mm/hr) Duration (hrs)

“B”city(Site-2) 2017.07.09 136.0 59.0 28

“A”city(Site-3) 2017.07.31 99.7 43.3 16

“C”city(Site-4) 2017.07.16 232.7 69.3 14

“B1”city(Site-5) 2017.08.21 102.0 59.0 13

“S”city(Site-6) 2017.08.24 53.5 44.0 4

(a) Site-2 (B city) (b) Site-3(A city)

(c) Site-4(C city) (d) Site-5(B1 city)

(e) Site-6(S city)

Fig. 3. Rainfall pattern of summer(2017) in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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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었다. Site-3은 7월 31일 발생한 강우이며 강우

량 99.7 mm, 시간최대 강우강도 43.3 mm, 강우지속시

간 16시간이었으며, Site-4는 7월 16일 강우로서 강우

량 232.7 mm, 시간최대 강우강도 69.3 mm, 강우지속

시간 14시간으로 나타났다. Site-5는 8월 21일 강우가 

적용되었고 강우량 102.0 mm, 시간최대 강우강도 

59.0 mm, 강우지속시간 13시간으로 분석되었으며, 

Site-6은 8월 24일 강우로서 강우량 53.5 mm로 강우량

은 작으나 시간최대 강우강도가 44.0 mm로서 강우강

도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우지속시간은 4시간에 

불과하여 단시간의 집중호우 양상을 보였다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7).

이와 같이 설계강우와 실강우를 적용시 강우강도와 

관로정비 전․후 현황에 따라 유출계수에 차이가 발생

하였고, Table 8과 같이 설계강우 적용시 관로정비 이

전에는 0.413~0.645, 관로정비 이후에는 0.408~0.645였

으며, 실강우 적용시에는 관로정비 이전 0.334~0.647, 

관로정비 이후에는 0.329~0.647로서 사업지역별, 관로

정비 전․후, 강우강도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2.4 모델 재현성 검토

구축된 모델의 재현성 검증을 위하여 사업대상지역

에 발생하였던 기왕강우에 의한 침수현황과 침수흔적

도를 활용하였다. 과거 침수가 발생하였던 강우사상을 

모델에 반영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모의결과를 

실제 발생한 침수이력의 침수면적 및 침수심과 비교함

으로써 모델의 재현성을 검증하였다. Table 9와 같이 각 

Table 8. Comparison of runoff coefficient

Sites
Design rainfall Real rainfall

Before After Before After

“B”city(Site-2) 0.448 0.412 0.443 0.406 

“A”city(Site-3) 0.575 0.572 0.551 0.548 

“C”city(Site-4) 0.645 0.645 0.647 0.647 

“B1”city(Site-5) 0.413 0.408 0.334 0.329 

“S”city(Site-6) 0.553 0.569 0.486 0.480 

Table 9. Verification of surface runoff model applied the past flooding events

Sites Date Rainfall(mm)
Flooding area by 

simulation(ha)

“B”city(Site-2) 2010-09-21 298.0 12.48

“A”city(Site-3) 2010-08-13 70.5 10.27

“C”city(Site-4) 2011-07-11 131.0 5.72

“B1”city(Site-5) 2007-09-16 219.0 24.6

“S”city(Site-6) 2010-07-23 319.5 53.6

Verification result
(Site-6)

Flooding area by real rainfall event Flooding area by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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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역별로 침수이력이 확인된 기왕강우를 반영하여 

모의를 수행하였고 이를 표면유출모델의 모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실제 침수현황과 모의결과가 정확하게 일

치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실제 침수원인 중 반지하 주

택 침수, 우수받이 미설치지역 배수불량, 저지대 상습

침수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뮬레이션에서는 관로통

수능 부족에 의한 홍수량에 의해 침수면적이 분석되었

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재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는 침수 당시에 현장확인 및 정확한 침수피해현황 파악 

등이 필요하지만, 과거 수년전의 침수현황을 활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모델 구축시 유역 현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오차를 최소화하였고 침수발생지역 

및 발생 양상이 유사한지 여부를 중점사항으로 고려하

여 재현성을 검토하였다.

2.3 침수예방에 대한 성과분석

2.3.1 설계강우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검토

침수예방에 대한 성과분석을 위해 설계강우 발생

시 침수예방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하였다. 

당초 5~10년 기준이었던 설계강우 확률년수가 본 시

범사업을 통해 10~30년으로 상향 적용되었으므로, 

Table 6과 같이 시범사업 전·후의 설계강우를 적용하

여 침수예방효과 발생여부를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

였다.

2.3.2 실강우에 대한 침수예방효과

2017년 하절기에 발생한 강우사상에 의해 침수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현장확인 및 주민면담을 통해 확

인하였으며, 이를 시범사업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2.3.3 실강우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검토

2017년 하절기에 발생한 실제 강우사상을 시범사업 

이전과 이후의 관망모델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결과

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범사업을 수행하지 않

았을 경우 하절기에 발생한 강우로 인해 침수가 발생

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하절기 발생한 강우사상 중 강우강도

가 가장 큰 강우를 적용하였으며, 시범사업 이전과 이

후의 관망을 구축한 모델에 적용하여 Fig. 4와 같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3. 연구결과

3.1 설계강우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검토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지역들은 시범사업

을 통해 설계강우 확률년수가 상향 조정되었다. Table 

10과 같이 간선관로와 지선관로의 설계강우 확률년수는 

5~10년이었으나, 하수도시설기준에 준하여 10년~30년

으로 상향 적용되었고(Korea Water and Wastewater works 

Association, 2011), Site-5의 경우에는 해수위를 고려하여 

간선관로에 50년 빈도의 설계강우가 적용되었다. 따라

서 설계강우 확률년수 상향 적용에 따른 관로개량으로 

통수능 부족관로에 대한 통수능이 확보되었고 그에 따

라 침수예방기능이 강화되는 성과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설계 강우강도를 적용하여 시

범사업 이전과 이후의 관망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산출하면 Table 11과 같다. 지역별로 사업이전의 침수

면적은 Site-2 38.2 ha, Site-3 13.6 ha, Site-4 43.0 ha, 

Site-5 25.8 ha, Site-6 55.6 ha로 나타났으며, 침수심은 

Site-2 1.48 m, Site-3 1.75 m, Site-4 1.58 m, Site-5 1.85 m, 

Fig. 4. Flowchart of simulation by this summer rainfall.

Table 10. Comparison with rainfall frequency of study area

Items
Rainfall frequency (years)

Remarks
Before After

Trunk line 10 30 Site-5 is adapted 50 years
(due to seawater level)Branch line 5 10



176

침수 시뮬레이션을 통한 침수예방사업의 성과분석

상하수도학회지 제 32 권 제 2 호 2018년 4월

Site-6 2.72 m로 나타나 사업이전에는 전지역에 침수

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이후의 관

망모델에 적용한 결과 침수가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본 사업을 통해 설계 강우강도의 강우가 발생

할 경우 침수예방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되었

다. 즉 이중배수체계 침수시뮬레이션을 적용하여 2D 

모의를 수행한 결과, 침수예방사업을 수행하지 않았

을 경우 통수능 부족 및 배수위 영향으로 인하여 전

지역에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침수예

방사업을 통해 설계 강우강도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

로개량 및 펌프장 신증설 등을 수행한 이후에는 침수

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2 실강우에 대한 침수예방효과

2017년 7~8월 중 연구대상지역에는 지역별로 일강우

량 40 mm 이상의 강우사상이 4~9회 발생하였으며, 일최

대강우량 54~233 mm, 시간최대 강우강도 43.3~69.3 

mm/hr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하절기 강우발생

시 본 사업지역의 침수발생 여부를 현장조사 및 지역주민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침수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업 이전에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은 사

업 이후 침수가 해소되어 침수예방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2). 다만, 일시적으로 우수배제가 지연

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Fig. 5와 같이 현장 확인 결과 

Table 11. Simulation results by designed rainfall intensity

Sites
Before After

Flooded area(ha) Flooded depth(m) Flooded area(ha) Flooded depth(m)

“B”city(Site-2) 38.2 1.48 - -

“A”city(Site-3) 13.6 1.75 - -

“C”city(Site-4) 43.0 1.58 - -

“B1”city(Site-5) 25.8 1.85 - -

“S”city(Site-6) 55.6 2.72 - -

Simulation result
(Site-2)

Table 12. Flooding status in study area by this summer rainfall

Sites
Flooding status

Before After

“B”city(Site-2)
∙ Flood occurrence(2010~2011)
  - flooded area(25ha) & houses(1,592)

∙ Flood was not occurred
  (only study area)

“A”city(Site-3)
∙ Flood occurrence(2010~2012)
  - flooded house & farmland

∙ Flood was not occurred
  - pumping station was operated

“C”city(Site-4)
∙ Flood occurrence(2011)
  - flooded area(3,600ha) & buildings(600)

∙ Flood was not occurred
  (only study area)

“B1”city(Site-5)
∙ Flood occurrence(2006~2009)
  - flooded area(2ha) & houses(143)

∙ Flood was not occurred
  - pumping station was operated

“S”city(Site-6)
∙ Flood occurrence(2010~2011)
  - flooded by insufficient capacity

∙ Flood was not occurred
  - pumping stations were op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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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구의 이물질 막힘, 토사 퇴적, 적재물 적치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향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기능

유지를 위해 유의할 사항으로 판단되었다.

3.3 실강우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검토

금번 하절기에 발생한 강우사상 중 강우강도가 큰 

강우를 적용하여 사업이전과 이후의 침수시뮬레이션

을 수행하였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금번 하절기에

는 연구대상지역에 침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금

번 하절기와 동일한 강우가 발생하였을 때 시범사업

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침수발생여부를 확인함으로

써 본 시범사업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하고자 하

였다.

검토 결과 Table 15와 같이 연구대상지역 모두 금번 

하절기 강우로 인해 일부 구간에서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침수면적은 Site-2 30.1 ha, Site-3 

6.0 ha, Site-4 11.6 ha, Site-5 17.1 ha, Site-6 42.8 ha로 

나타났으며, 침수심은 Site-2 0.66 m, Site-3 0.63 m, 

Site-4 0.57 m, Site-5 1.84 m, Site-6 2.63 m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 모의결과를 도시하면 Fig 6과 같

으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중배수체계 시뮬레

이션을 수행한 결과, 침수예방사업 이전에는 전지역

에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면도에 나타나고 있으

며, 주요 노선의 단면을 보면 통수능이 부족하여 여유

용량이 없고 지표면 위로 하수가 역류하여 침수가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침수현상은 관로정

비와 함께 빗물펌프장 신설 및 개량, 하수터널 설치 

등을 통해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대상지

역에 본 침수예방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금번 하

절기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침수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대상지역 중 일부지역(Site-2, Site-3)의 경우 금

번 하절기 시설운영을 통해 관로내 수위, 펌프장 가동

현황 등 실측 운영자료가 확보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실측 운영자료와 금번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 분석

하여 시뮬레이션의 정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되어, 동일한 강우가 발생한 일자의 실측 운

영자료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Site-2의 경우 하수터널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

며 하수터널로 하수가 유입되는 유입정 인근에 관로

내 수위를 계측하는 수위계가 설치되어 있다. 2017년 

7월 9일 강우 발생시 본 수위계의 계측자료를 확보하여 

Piled luggage Sediment Waste

Fig. 5. Problems of side waterway.

Table 15. Simulation results by this summer rainfall events (before)

Sites
Rainfall events Before

Date Rainfall (mm) Intensity (mm/hr) Flooded area (ha) Flooded depth (m)

“B”city(Site-2) 2017.07.09 216 59 30.1 0.66

“A”city(Site-3) 2017.07.31 52 43 6.0 0.63

“C”city(Site-4) 2017.07.16 233 69 11.6 0.57

“B1”city(Site-5) 2017.08.21 102 59 17.1 1.84

“S”city(Site-6) 2017.08.24 45 44 42.8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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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2 Site-3

Site-4 Site-5

Fig. 6. Simulation results by this summer rainfall events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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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6

Fig. 6. Simulation results by this summer rainfall events (before) 
(continued).

동시간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면 Fig. 7과 같으며, 실측결과와 시뮬레이션 결

과를 비교하면 편차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측결과의 경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대별

로 실측 수심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평균 수

심 편차 24.4%), 수심 변화 시간 간격이 10분에 불과

하여 지속적으로 강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

수관로의 수심 변화가 단시간에 급격하게 변화될 가

능성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이 큰 측정값

은 계측오류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강우 적용시 발생

하는 유출량의 변화 및 수위변화 패턴 등은 매우 유

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실측값이 안정화되고 추

후 데이터가 축적될 경우 시뮬레이션 검보정 및 결과

값 신뢰도 향상에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Site-3의 경우에는 계측기는 설치되지 않았으나 빗

물펌프장의 가동이력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

를 활용하여 실제 펌프 가동시간과 시뮬레이션에서 

도출된 펌프 운영현황을 비교 검토하였다. 2017년 7월 

3일의 강우를 적용하여 모의를 수행하였고 빗물펌프

장의 펌프 가동패턴 및 가동시간 등의 자료를 도출하

여 이를 실제 펌프 가동현황과 비교 검토하였다. 7월 

3일에 실제 운영된 펌프가동시간은 188분으로서 펌프

용량을 활용하여 토출량을 산출하면 18,838 m3이 배

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시뮬레이션 결과

에서는 펌프가동시간이 177분으로서 총 토출량은 

17,639 m3인 것으로 산출되었다. 실제 운영된 펌프가

동 시간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비해 약 6% 가량 많은 

Items Peak depth(m) Average depth(m) Minimum depth(m)

Real data 2.350 0.633 0.130

Simulation data 1.242 0.478 0.140

Variation 47.1% 24.4% -7.7%

Fig. 7. Compare with real data and simulation data in Sit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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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는데(Table 16), 이는 펌프의 토출량이 

저류조 수위와 펌프 성능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즉, 시뮬레이션의 경우 펌프의 용량만큼 

배제되는 것으로 모의되나, 실제로는 저류조 수위가 

낮을 경우 토출량이 다소 감소할 수 있고, 펌프 성능

곡선에 따라 펌프효율이 다소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 

펌프가동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볼 때 시뮬레이션의 결과

를 활용하여 침수예방사업의 설계 및 시공에 적용시 

시설 및 지역여건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발생패턴 및 강우 적용시 신뢰성 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다만 실측자료가 많지 않은 관계로 향후 

시설운영 과정에서 실측자료를 축적하여 활용할 경우 

신뢰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3.4 관로정비를 통한 통수능확보 효과 검토

본 시범사업 이전과 이후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시범사업 이전과 이후의 관로 수심변화를 검토하였으

며, 관로의 관경 대비 강우시 관로 수심의 비율을 산

정하였고 이를 시범사업 이전과 이후로 비교하였다

(Fig 8). Site-2의 경우 시범사업 이전에는 관경을 초과

하는 관로의 비율이 52.3%인데 반해, 시범사업 이후

에는 23.9%로 나타나 관경을 초과하는 관로의 비율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고, 관경 대비 수심의 비율이 

100% 이하인 관로의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Site-3은 관경을 초과하는 관로의 비율이 53.4%에서 

39.8%로 감소하였다. Site-4의 경우 51.6%에서 17.1%

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산정되었으며, Site-5

와 Site-6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관경을 

초과하는 관로가 시범사업 이후 감소하는데 반해 관

경 비율이 100% 이하인 관로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

는데, 이는 관로정비를 통해 통수능이 확보되어 만관 

및 월류가 발생하는 관로가 감소한 효과로 판단되었다. 

다만, 정비 이후에도 만관인 관로가 존재하는 이유는 

Table 16. Compare with real data and simulation data in Site-3

Items Pump operation time (min) Discharge volume (m3) Remarks

Real data 188 18,838
Discharge volume =

operation time × pump capacity
Simulation data 177 17,639

Variation 5.9% 6.4%

(a) Site-2 (B city) (b) Site-3 (A city) (c) Site-4 (C city)

(d) Site-5 (B1 city) (e) Site-6 (S city)

Fig. 8. Comparison of variation in water depth ratio before and after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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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기준상 지표 이상으로 수위가 상승하는 경

우에 한해 침수로 판단하기 때문이며, 적정 통수능 확

보를 통해 침수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비용 대

비 효과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1) 본 연구에서는 도시침수예방을 위해 수행된 시

범사업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시범사업 수행

을 통해 도출되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시뮬레이션 기

법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지역

의 관망모델을 구축하고 설계강우 및 실강우 등을 적

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2) 시범사업을 통해 연구대상지역은 설계강우 확률

년수가 5~10년에서 10~30년으로 상향 적용되었고 그

에 따른 통수능 확보 및 침수예방기능을 갖추게 되었

다. 상향된 설계강우강도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시범사업 이전은 침수면적 13.6~55.6 ha, 

침수심 1.48~2.72 m로 나타났으나, 시범사업 이후에는 

침수가 해소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3) 2017년 하절기에 발생한 실제 강우에 대한 영향

을 현장조사 및 지역주민면담 등으로 확인한 결과, 7

월~8월 중 일최대강우량 54~233 mm, 시간최대 강우

강도 43.3~69.3 mm/hr의 강우가 발생했으나 침수가 발

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침수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 또한 하절기 발생한 강우사상 중 강우강도가 큰 

강우를 적용하여 시범사업 이전과 이후 모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시범사업 이전은 침수면적 

6.0~42.8 ha, 침수심은 0.63~2.63 m인 것으로 나타나, 

시범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금번 하절기에도 연

구대상지역에 침수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5) 시범사업 이전과 이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를 통해 관로 수심비율의 변화를 검토한 결과, 시범사

업 이전은 만관 또는 관경을 초과하는 관로의 비율이 

높았으나 시범사업 이후에는 만관 미만의 관로 비율

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통수능 확보 효과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되었다.

6) 침수예방사업을 통한 성과를 검토한 결과 설계

강우 확률년수 상향 적용으로 통수능이 확보되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집중호우 등 하절기 강우발생시 상

습침수지역의 침수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

우시 관로 여유용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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