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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8세기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

에 수많은 인프라와 인구가 집중되었다. 이러한 변화

는 도시 유역의 유출특성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불투

수면적의 증가로 인하여 유출수의 양이 증가하며, 그 

첨두유속 또한 대폭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많은 도시들은 유출수를 빠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우수관망을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

였지만 최근 좁은 지역에 높은 강도로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도심지의 우수관

망의 처리 용량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내수침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 중부지역 집중호우로 침수가 

발생하였던 지역을 대상으로 우수관망의 극한 강우에

서의 우수 소통능력 모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모의결

과에서 구해진 맨홀 월류량을 입력자료로 한 지표수 

침수 해석모형을 적용하여 지표수 침수 해석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실제 침수 양상과 모의 결과와 비교하였

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우수관망 해석모형과 지표수 

침수해석 모형의 연계 적용방안에 대하여 상술하였다.

2. 연구 방법

2.1 대상지역 선정

연구 대상지역으로 도심지 유역 중 내수침수가 빈발

하는 도림천 유역을 선정하였다. 이 유역은 관망이 밀

집한 관악구와 구로구 부근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해 선정되었다. 첫째 관악구와 구로구는 각각 5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거주하며, 일부 지역의 불투수면

적비가 90%를 초과하여 집중 호우 시 초기 유출량이 

급증하여 침수 피해의 우려가 있다. 둘째, 도림천이 도

심지를 관통하고 있어 극한강우 시 하천유량 및 수위

의 증가로 인하여 하천으로 배수하는 배수시스템의 효

율이 낮아진다. 셋째, 도림천은 기습 폭우로 인한 범람

이 잦은 하천으로 고립사고 등 내수침수에 의한 피해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 33, No. 5, pp. 78-83, October 2018
Copyright@2018 by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pISSN 1738-3803, eISSN 2383-9953) All right reserved. https://doi.org/10.14346/JKOSOS.2018.33.5.78

우수관망 해석모형과 지표수 침수해석 모형의 연계 적용

신은택⋅이상은*⋅엄태수⋅송창근†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2018. 5. 25. 접수 / 2018. 7. 25. 수정 / 2018. 8. 22. 채택)

Integrated Application of Stormwater Network Analysis Model 

and Surfacewater Inundation Analysis Model

Eun Taek Shin⋅Sangeun Lee*⋅Tae Soo Eum⋅Chang Geun Song†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Incheon National University
*Urban Research Divisi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Received May 25, 2018 / Revised July 25, 2018 / Accepted August 22, 2018)

Abstract : Recently, due to th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 great number of infrastructure and population were 
concentrated in urban areas. These changes have resulted in unprecedent runoff characteristics in urban basins, and the increase in 
impermeable areas leads to the growth of the runoff and the peak flow rate. Although many cities have made a lot of efforts to check and 
expand the stormwater network, the flash flood or the local torrential rain caused a growing number of casualty and property damage. 
This study analyzed the stormwater passage rate in a target area using SWMM. By incorporating the flow quantity surpassing the storm 
sewer capacity, a 2D inland flooding analysis model was applied to route the inundated area and velocity. 
Key Words : inland inundation, simplification of sewer network, 2-D flow analysis model

†Corresponding Author : Chang Geun Song, Tel : +82-32-835-8291, E-mail : baybreeze119@inu.ac.kr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Incheon National University, 119 Academy-ro, Yeonsu-gu, Incheon 22012, Korea



우수관망 해석모형과 지표수 침수해석 모형의 연계 적용

한국안전학회지, 제33권 제5호, 2018년 79

Fig. 1. Rainfall events in the target areas.

사례가 많다. 특히 2011년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내

린 중부지역 집중호우로 시간당 약 110 mm의 비가 쏟

아지면서 하수구 역류 등 내수침수가 발생하여 일대가 

물바다가 된 전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 지역

별상세관측자료(AWS)에서 공개한 관악지점 2011년 7

월 27일의 기우사상을 극한 강우 기우사상으로 이용하

여 모의를 진행하였다. 

2.2 지리정보분석

내수침수 해석을 위해 하천유역도를 이용하여 대상

지역의 집수유역 공간을 구분하였으며, DEM(Digital 

Elevation Model)과 토양도 및 토지이용도를 분석하여 

지형학적 특성을 구분하였다. 도출한 지형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유역의 면적, 유역의 등가면적 길이와 

폭, 불투수면적비, 평균경사, 유출곡선지수(CN) 등이다. 

아래의 지형학적 매개변수 산정결과를 확인해 보면 

유역 7-12의 불투수면적비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지역은 관악구의 조원동과 신사동, 구로

구의 구로 3-5동 등의 지역으로서 대부분의 토지이용

이 주거목적과 상업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a) Subbasin delineation (b) Activation of CN

Fig. 2. Topographic classification.

Table 1. Geomorphological parameters in the target area

#

Area Equivalent basin size
Percent of 

impermeable 
area

Mean 
slope

Runoff 
curve 

number

km2 Length (m) Width 
(m)

% % (CN)

1 3.14 2507.1 1252.5 3.77 33.42 81.45

2 1.96 1007.1 1946.3 4.30 30.80 80.41

3 1.97 1701.0 1156.3 46.71 19.86 72.36

4 3.17 2679.0 1186.6 41.48 20.77 78.47

5 4.66 2153.4 2163.9 49.13 20.35 75.99

6 2.42 1472.5 1649.1 73.34 14.21 75.96

7 4.89 2429.0 2015.14 92.62 11.10 84.71

8 2.91 2025.2 1440.1 69.11 18.03 78.1

9 2.15 1438.2 1501.5 96.81 4.68 87.73

10 0.36 739.1 492.1 92.92 5.34 90.55

11 2.51 1092.3 2296.5 96.41 3.50 88.73

12 1.86 1044.2 1781.3 96.31 3.73 89.53

대부분이 아스팔트와 불투수성 포장재로 되어있어, 강

우 시에 우수가 침투되지 않고 지표면을 따라 유출된

다. 또한 해당지역의 평균경사도가 5% 미만으로 호우 

시 장해물이 적은 인도와 차로를 따라 지표수가 흘러

내리는 특성을 보인다. 

2.3 우수관망 분석 및 간소화

도시유역에서 발생한 유출은 지표면뿐만 아니라 우

수관망을 통해 배수되며, 도시 침수모의 수행 시 하수

관망을 배수 시스템의 한 구성요소로서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단위 영역을 대상으로 도심지 침수

모의 수행 시 모든 하수관망을 고려하여 모의를 진행

하기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우수관망을 간소화하게 된다. 배수분구에 따라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우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상

지역의 관로는 우수관, 오수관 및 연결관을 포함여여 

총 21,038개의 관거가 606.8 km의 연장을 구성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많은 관로를 모형을 구축하

여 구동할 경우 모형이 발산하거나 많은 시간이 소요

되므로 우수관망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무차별

적인 간소화 작업은 결과의 신뢰도를 낮추게 되므로 

합리적인 간소화 방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들

이 진행되고 있다1).

우수관망 분석 및 간소화 접근법은 수지상 구조 구

분법을 적용하여 연속성을 가지도록 후처리하는 방법

을 택하였다. 수지상 구조 구분법이란 주관거망을 기준

으로 세부 지선들이 나뭇가지 모양으로 뻗어나가는 것

을 말하며, 이것을 우수관망에 적용시킨다면 해당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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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집수된 모든 우수들은 지선관로를 따라 주관거망

으로 모여 배출되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기관부터 방

류관까지의 지선관로와 간선관로를 구분하여 간선관로 

위주로 관망을 구축하였다. 지선관로와 간선관로의 구

분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

마다 상이하며, 서울시는 유출계수(C)와 배수면적(A)의 

곱과 관경(D)으로 기준을 삼아서, 지선관로의 경우 

C*A<12ha와 관경 D900 mm미만으로, 간선관로의 경우 

C*A>=12ha와 관경 D900 mm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2). 

하지만 대상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습침수 구간에서는 

필요시 지선 및 간선관로를 구축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하수도시설기준3)에서 제시하고 있는 600 mm 이

상 직경의 간선을 대상으로 우수관망을 구축하고 연속

성을 가지도록 후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우수관망 분석 및 간소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지역의 우수관로의 직경은 최소 150 mm에서 최대 

2000 mm로 조사되었으며, 총 21,038개의 관거가 606.8 

km의 연장을 구성하였다. 이 중, 직경 600 mm 이상의 

관거연장은 331.8 km로 약 54.6%에 해당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수지상 구조 구분법을 적

용하여 우수관로를 단순화할수록 지표로부터 하수관

로로의 유입량은 줄어들고 하수관로로부터 지표면으

로 역류하는 유량이 증가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시키고자 간소화된 관들에 대하여 연장

가중평균직경을 구하여 간소화된 만큼에 가중치를 부

(a) Whole storm sewer (606.8 km) (b) Main storm sewer (331.8 km)

(c) Simplified storm sewer (30.4 km)

Fig. 5. Simplication of sewage network in the target area.

Table 2. Analysis of sewage network in target area

# Length
(km)

Elevation at 
entering point

(El. m)

Elevation at
exiting point

(El. m)

Size
(mm)

Slope
(%)

1 9.2 54.43 54.08 Ø600 0.3260

2 20.08 56.53 54.87 Ø600 2.7888

3 8.64 53.87 53.64 Ø600 2.1990

4 25.13 52.58 52.92 Ø300 0.0397

5 0.97 53.73 53.64 Ø600 13.402

6 2.87 55.97 56.53 Ø600 18.815

⋮ ⋮ ⋮ ⋮ ⋮ ⋮

21,036 48.15 76.88 75.89 Ø800 1.7237

21,037 27.6 70.37 69.97 Ø600 0.7246

21,038 0.88 55.31 56.53 Ø750 2.2727

여하여 관경을 키우는 방안으로 간소화 작업을 시행하

였으며 최종적으로 하수관망의 총길이를 30.4 km로 간

소화하였다. 

3. SWMM 모형 구축 및 월류량 산정

3.1 SWMM 모형 구축

미 환경보존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지

원 아래 개발된 SWMM은 유역에 내린 강우로 인해 발

생하는 지표면 유출 및 지하수 유출, 배수관망에 대한 

유출을 추적하는 모형이다4). 본 연구에서는 SWMM 모

형을 사용하여 배수관망을 월류하는 유출수량을 구한 

후 2차원 지표수 침수 해석모형의 입력자료로 이용하였

다. 월류량 분석을 위한 모형의 구축 및 보정 과정은 다

음과 같다. 앞서 언급한 대상지역의 집수구역과, 지정학

적 매개변수, 간소화된 우수관망 자료 등을 입력자료로 

사용하여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모형 보정을 위해 2011

년 7월 27일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의 실제 내수침수가 

발생한 강우조건에 대한 맨홀 월류량을 산정하였다. 

Fig. 6. Inland inundation in target area on July 27, 2011.

3.2 SWMM 모형 구축 결과 및 월류량

SWMM 모형을 구축하고 보정한 결과, 해당 지역의 

월류량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1년 7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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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anhole flow amount.

강우사상을 적용한 결과 강우 발생 후 약 8시간 이후

부터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맨홀에서 월류가 발생하

기 시작하였다. 월류시간은 오전 8시 25분부터 9시 15

분까지 약 50분 정도이며, Fig. 7과 같이 최대 순간 약 

2.3 m3/s의 유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

은 강도의 강우가 발생하였을 때, 근처에 위치하고 있

는 도림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배수가 원활하게 되

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강우가 약

해짐에 따라 도림천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배수능력의 

회복과 동시에 월류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지표수 해석 모형의 연계 적용

4.1 지표수 해석 모형 소개

우수관거 용량을 초과하여 지표수 침수가 발생하는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2차원 흐름해석 모형을 연계하

여 적용하였다. 2차원 흐름해석 모형이란 외력이나 붕

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표수의 흐름을 수평 2차

원 공간 내에서 해석하는 수치모형이다5,6). 2차원 흐름

해석 모형을 통하여 내수침수를 해석하기 위한 입력자

료는 Fig. 8과 같이 모의 대상지의 지형자료, 침수 발생 

정보, 수치모의 조건 등이 있으며, 초기조건과 경계조

건을 입력하여 내수침수 해석을 수행한다7). 출력 결과 

값으로는 시간대별 노드에서의 침수심과 2차원 유속벡

터이다. 위와 같은 결과 값을 통하여 침수면적과 홍수

위험도를 산정할 수 있다8).

내수침수 해석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

표면을 따라 유하하는 노면수 해석이 필수적이며, 이 

경우 시간에 따른 다차원 유속 및 침수심을 계산하는 

물리기반 수치모형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Fig. 8. Structure of 2-D flow analysis model.

XP-SWMM과 FLUMEN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XP-SWMM은 1D관망해석프로그램인 SWMM 엔진 기

반의 모형으로 2차원 흐름모형인 TUFLOW엔진을 결

합하여 내수침수를 해석할 수 있다. FLUMEN 모형은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홍수범람해석에 사용

되고 있는 모형으로, 국내에서는 홍수위험지도 작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모형들은 고가의 상용 

프로그램으로 유지관리에 큰 금액이 소요되며, 해석 

모듈별로 추가적인 비용을 납부해야 되서 일반 개인 

연구자가 쉽게 보유하고, 범용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ong5)이 독자개발

하여 각종 흐름 및 범람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 정확성

을 검증하고 적용성을 확보한 천수흐름 해석 수치모형

을 이용하여 지표수 흐름해석을 수행하였다. 지배방정

식의 유도와 이산화 및 수치기법의 적용9), 비정상 경계

조건 상에서의 하천흐름 해석10), 수리모형을 이용한 홍

수위험도 해석11), 천이류 및 사류 흐름 적용성 분석12) 

등은 기존 문헌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4.2 지표수 해석 모형의 연계 적용

SWMM 모형의 맨홀을 통한 월류량을 지표수 해석

모형과 연계 적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13): (1) 

SWMM 모형으로 맨홀을 통한 월류량 산정; (2) 지표수 

침수 해석모형의 지형 격자망 중 맨홀에 상응하는 요

소에 월류량 입력; (3) 두 종류의 지배방정식을 선별적

으로 적용하여 맨홀을 통해 월류가 발생하는 요소에는 

생성항이 있는 천수방정식을 적용하고, 나머지 영역에

는 일반 천수방정식을 사용하여 수치모형을 구동하고 

침수 해석 결과 도출.

내수침수 발생 지역인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의 지

표면을 따라 유하하는 지표수 침수 모의를 실시하기 

위해 유한요소망을 구축하였다. 유한요소망은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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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inite element and representative manhole.

7월 침수가 발생한 구로디지털역을 포함하여 300 m × 

300 m 영역을 대상으로 Fig. 9와 같이 삼각요소망으로 

구축하였으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DEM 자

료를 이용하여 바닥고(bottom elevation)를 입력하였다. 

대표 맨홀 격자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주위의 분기관들

이 합류하는 합류관과 연결된 맨홀이 위치하는 곳으로 

설정하였다. 구축된 유한요소망의 바닥고를 확인해 보

면, 상대적으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맨홀에서 월류가 발생하였을 때, 

많은 건물들이 침수위험지역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수침수 모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하철 역사와 

상업 및 주거 시설이 밀집한 지역 상의 대표 맨홀 두 

개를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Fig. 10과 같이 

맨홀을 월류한 지표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도와 

도로를 통해 유하하여 건물이 밀집한 저지대로 흘러나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골목이 좁아지는 협착부

와 건물 전면부 및 모서리 부근에서 침수심이 높게 분

Fig. 10. Temporal configuration of inundation depth.

Fig. 11. Temporal configuration of inundation velocity.

포하였으며, 침수가 발생한 140초 이후 약 210 m까지 

진행하였다. 침수심은 기존 언론 보도 사진자료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자동차 바퀴가 잠길 정도인 20-40 

cm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

는 실제 침수가 발생했던 양상과 유사한 형태로서 해

당지역의 홍수소통능력을 평가하는데 유의미한 결과

를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Fig. 11은 동시간대 유속 벡

터와 등유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우측 맨홀에서 저지

대로 향해 나가는 부분에서 2 m/s 정도의 고유속이 발

생하였으며, 노면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나가는지와 

어느 지점에서 고유속이 발생하는지를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내수 침수 발생 시 월류수의 거

동이나 보행자나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도 산

정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도시침수 예방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

로 우수관망 해석모형과 지표수 침수해석 모형의 연계

적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과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지역의 지리정보분석을 통하여 우천 시 유

출수의 유출특성을 파악하였으며, 효율적인 모의를 위

하여 우수관망 간소화를 적용하였다. 

(2) 우천시 내수침수 빈발지역의 내수침수 원인 분

석과 맨홀 월류량을 계산하기 위한 SWMM모형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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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SWMM 모의 결과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의 

내수침수 양상은 약 50분간 최대 순간 2.3 m3/s의 유량

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우수관거 용량이 초과되어 노면수 범람이 발생하

는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SWMM모형의 월류량을 입력

자료로 하여 지표수 흐름해석 연계모형을 적용하고 대

상지역의 내수침수 발생 침수심과 침수양상을 확인하

였다. 해석 결과 침수양상은 도로와 인도를 따라 내수

침수가 발생하였으며, 침수심은 약 20-30 cm 정도 발생

하였지만 주거지역이 집중되어있는 골목에서는 약 40 

cm 정도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상지역의 기왕 내수침

수가 일어났을 때의 침수양상과 비슷한 값이었다.

본 연구는 도심지 지역의 우수관망 해석모형과 지표

수 침수해석 모형의 연계적용에 관한 것으로, EPA- 

SWMM과 연계한 지표수 침수 해석 기법을 통해 내수

침수 해석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연계기법의 검증 

및 확대 적용을 위해 현재 XP-SWMM 모의결과와의 

비교, FLUMEN 모형과의 지표수 침수 범위 비교 등의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침수심과 침수유

속 값을 기반으로 침수대피지도 및 침수위험도 등과 

같이 재해지도 작성에 활용하고, 나아가 2차원 지표수 

해석 모형의 결과인 침수심, 침수 범위, 유속, 수심증가 

속도 등의 정보를 재해지도 목적에 따라 분석하여 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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