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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왜곡된 물순환을 나타내고 있는 도림천 유역에 대해서 물순환

회복을 위한 대안 중 침투증진시설의 효과에 대한 모의를 수행하였다 물순환 모의는 도시유역의 물순환 정.

량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침투증진시설로WEP(Water and Energy transfer Processes) ,

는 침투트랜치와 투수성 포장재의 설치효과를 분석하였다 물순환 회복효과는 도시개발 이전의 유출특성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였으며 이를 위해 년의 토지이용도로 도시개발 이전의 물순환 모의를 수행하였다, 1975 .

모의결과 도시화에 의해 불투수율이 과거보다 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첨두시간은18.7% ,

감소하고 첨두 및 총유출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침투량과 기저유출량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 ,

었다 침투증진시설의 설치효과는 침투트랜치와 투수성 포장재의 개별적인 설치보다는 두 가지를 함께 적용.

했을 경우에 도시개발 이전의 유출특성에 근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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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서론서론서론1.1.1.1.

도시의 발달로 인한 불투수면의 증가는 물순환에 영향을 미쳐 홍수 지체시간 감소 첨두 및 총유출량 증가, ,

침투능 및 증발산량 감소 등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로 인해 홍수기에 빈번한 침수피해가 발생하게 되.

었으며 침투량이 감소함에 따라 지하수의 함양이 낮아지게 되어 갈수기에는 하천의 건천화 현상을 가져오게,

하였다 따라서 도시화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도시하천의 유출특성을 도시개발 이전의 유. , ,

출양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홍수방어 기능과 기저유출 확보기능을 가지는 우수유출 저감시설물

및 침투증진시설의 적극적인 설치가 제안되어왔다 조원철 등 본 연구에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왜( , 2000).

곡된 물순환 현상을 나타내는 도림천 유역에 대해서 모형을 구축한 후 도시개발 이전과 이후의 토지이WEP

용 변화에 따른 유출특성에 대해서 비교해 보고 또한 개발 이전의 물순환 형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 중,

에서 침투트랜치와 투수성 포장재를 설치하였을 경우의 수문학적 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모형의 개요모형의 개요모형의 개요모형의 개요2.2.2.2.

모형은 복잡한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물순환의 정량화를 목적으로 중국WEP

의 박사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물순환 과정을 물리식으로 직접 표현하는 물리적 기반의 공간분포형J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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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이다 침투 증발산 지표면 및 지하수 유출 지하수 유동 등의 자연(physically based spatially distributed) . , , ,

계는 물론 인간활동에 따른 인공계 물의 흐름에 대한 시공간 분포를 격자단위에서 모의할 수 있으며 특히 모,

자이크법을 사용하여 격자 내 토지이용의 불균질성과 침투시설 및 저류 조절지 등의 효과를 모의할 수 있다(土
모형개발 이후 에 의해 일본 동경의 물과 열순환 해석에 적용되었으며 최근에는 중, 2002). Jia(1997) ,木硏究所

국 흑룡강 유역의 물순환 해석에도 이용되었다 국내에서는 노성진 등 에 의해서 도시하(Jia et al., 2004). (2004)

천인 청계천 유역의 물순환 해석 및 도시지역의 불투수율 변화에 의한 유출특성 분석에 적용되었다.

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3.3.3.3.

대상유역대상유역대상유역대상유역3.13.13.13.1

본 연구의 대상유역인 도림천은 관악산의 북사면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원하여 북서쪽으로 유로가 형성되어

도심지를 통과하는 하천이다 지류로는 봉천천과 대방천이 있으며 영등포구 문래동 가에서 안양천과 합류한다. , 5 .

도림천 유역의 위치는 동경 북위 에 해당하는 지역이며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126 35’ 126 58’, 37 25’ 37 30’ , , ,˚ ～ ˚ ˚ ～ ˚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등 개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는 유역면적, , 5 40.96 km2 유로연장 유역평균폭, 14.20 km,

의 배수구역이다 유역의 형상은 수지상을 이루고 있으며 하폭은 에서 하상경사는2.95 km . , 21 m 134 m, 1/88～

하상구성 재료는 불용토를 포함한 실트질 모래 및 자갈모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일기술공사1/1,163, ( , 2002).

입력자료 구축입력자료 구축입력자료 구축입력자료 구축3.23.23.23.2

모형의 입력자료는 크게 대상유역 기상조건 지표면 조건 표층토양 하천 지하대수층 인공계 용수WEP , , , , , , ,

초기경계조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수치( , 2002). 1:25,000土木硏究所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인 를 이용하여 입력자료를 구축하였다 격자의 크기는 가로 세로GIS ArcView . , 100

의 정사각형 격자로 설정하였으며 유역은 총 개의 소유역으로 분할하였다 기상조건은 기상청 서울 측후소의m , 8 .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인구자료는 통계지리정보 홈페이지 에서 년도의 각 동별 인구현황자료, (www.nso.go.kr) 2000

를 이용하였다 하도의 위치는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구축하였으며 하도제원 하상재료 그리고 표층토양의 공간. , , ,

분포는 도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동일기술공사 을 참조하였다 지하대수층 두께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 2002) .

(www.gims.go.kr 에서 있는 시추자료를 참조하였으며 투수계수는 김윤영 의 박사학위 논문을 참조하였다) , (2000) .

초기조건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년 월 일부터 년간을 기간으로 모의한 후 년 월 일2000 1 1 1 warm-up 2000 12 31

시의 조건을 초기조건으로 사용하였고 경계조건은 자료가 미비하여 모형의 선택사항에서 적용하지 않았다24 , .

모형의 보정 및 검증모형의 보정 및 검증모형의 보정 및 검증모형의 보정 및 검증3.3 (calibration) (verification)3.3 (calibration) (verification)3.3 (calibration) (verification)3.3 (calibration) (verification)

도림천 유역의 관측자료가 너무 적어 본 연구에서는 안양천 유역의 물순환 건전화 기술적용 보고서 서울(

대학교 에서 으로 도림천 유역에 대하여 연속모의를 수행한 모의자료를 참값으로 가정하여 모, 2004) SWMM

형의 보정 및 검증을 수행하였다 년에서 년간의 총 년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보정기간은 년. 2001 2003 3 , 2001

을 선택하였고 나머지 년을 검증기간으로 선택하여 매개변수를 추정하였다 보정 및 검증기준으로는, 2 . Nash

가 제안한 효율성 기준 을 이용하였으며 수행결과& Sutcliffe(1970) (efficiency criteria) ,  값 모형의 효(

율성을 나타내는 무차원 값 이 보정기간인 년에는 검증기간인 년에서 년은 로) 2001 0.954, 2002 2003 0.912

비교적 높게 나왔다 의 모의결과와 모형의 모의결과 비교는 그림 에 나타내었다. SWMM WEP 1 .

물순환 모의결과물순환 모의결과물순환 모의결과물순환 모의결과3.43.43.43.4

모형을 이용하여 모의한 년 도림천 유역의 연간 물수지 현황은 다음의 그림 와 같다 물순환WEP 2003 2 .

모의결과 도림천 유역은 직접유출이 총 강우 대비 나 발생하며 침투는 밖에 발생하지 않는 것을65.2% , 13.5%

알 수 있었다 또한 도시화에 의한 지하수 취수량의 증가로 인해 지하수위는 저하되어 침투량 대비 만. 15.8%

이 기저유출에 의해 하천으로 유출되는 왜곡된 물순환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위의 결과.

는 도림천 유역에서 취수되고 있는 생공용수량의 지하수량을 고려하지 않고 모의한 결과이다 따라서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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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침투량 중 상당부분은 지하수 취수량에 의해 대수층 밖으로 유출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지하수위의

상승은 모의결과보다는 적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a) Calibration (2001)(a) Calibration (2001)(a) Calibration (2001)(a) Calibration (2001) (b) Verification (2003)(b) Verification (2003)(b) Verification (2003)(b) Verification (2003)

그림그림그림그림 1.1.1.1. 보정 및 검증결과보정 및 검증결과보정 및 검증결과보정 및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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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물순환 모의결과그림 물순환 모의결과그림 물순환 모의결과그림 물순환 모의결과2.2.2.2.

주 단위는 는 강수량 대비) mm, ( ) %

물순환 회복을 위한 가상모의물순환 회복을 위한 가상모의물순환 회복을 위한 가상모의물순환 회복을 위한 가상모의4.4.4.4.

본 연구에서는 도림천 유역에 침투트랜치와 투수성 포장재를 적용한 가상모의를 년 년 동안 수행하1 (2003 )

였으며 이들 시설들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도시개발 이전인 과거 년의 토지이용도를 이용하여 모의한, 1975

결과와 비교하였다 모형은 침투트랜치의 모의가 가능하다 침투트랜치의 적용에 있어서. WEP . Japan

에서 공표한 기준에 근거하며 설치기준은 다Association for Rainwater Storage and Infiltration Technology ,

음과 같다 지표면 경사 는 이하이어야 함 흙 은 진흙 이 아니(Jia et al., 2001). 1) (land slope) 10% 2) (soil) (clay)

어야 함 지하수위 는 지표면에서 이하이어야 함 트랜치 밀도 는3) (groundwater level) 2 m 4) (density) 450

보다 작아야 함 위의 설치기준에 의해 모형은 유역의 입력자료를 바탕으로 트랜치의 설치 가능m/ha . WEP

한 위치와 길이를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또한 모형은 모자이크법을 이용하여 유역 내 도로의 위치와. WEP

면적을 각 격자마다 세밀하게 물순환 모의에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투수면에 해당하는 도.

로의 면적을 투수면에 해당하는 나지로 대체하여 근사적인 투수성 포장재 설치효과에 대한 모의를 수행하였

다 모형에 의해서 계산되어진 격자별 트랜치 적용위치 및 길이는 그림 와 같으며 격자마다 최대. WEP 3(a) ,

까지 설치가 가능하고 총 길이는 로 계산되었다 그림 는 도림천 유역 내 도로의 위치를39 m 55,423.8 m . 3(b)

나타내고 있으며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 유역면적 대비 약 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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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치 적용 위치 및 길이트랜치 적용 위치 및 길이트랜치 적용 위치 및 길이트랜치 적용 위치 및 길이(a)(a)(a)(a) 도림천 유역의 도로위치도림천 유역의 도로위치도림천 유역의 도로위치도림천 유역의 도로위치(b)(b)(b)(b)

그림 침투트랜치 및 투수성 포장재의 적용그림 침투트랜치 및 투수성 포장재의 적용그림 침투트랜치 및 투수성 포장재의 적용그림 침투트랜치 및 투수성 포장재의 적용3.3.3.3.

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
115.2% 증가증가증가증가

첨두첨두첨두첨두 도달시간도달시간도달시간도달시간 1시간시간시간시간 빨라짐빨라짐빨라짐빨라짐
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 27.9% 증가증가증가증가

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
115.2% 증가증가증가증가

첨두첨두첨두첨두 도달시간도달시간도달시간도달시간 1시간시간시간시간 빨라짐빨라짐빨라짐빨라짐
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 27.9% 증가증가증가증가

도시개발 전후의 토지이용도 변화도시개발 전후의 토지이용도 변화도시개발 전후의 토지이용도 변화도시개발 전후의 토지이용도 변화(a)(a)(a)(a)

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
20.9% 감소감소감소감소

첨두첨두첨두첨두 도달시간도달시간도달시간도달시간 1시간시간시간시간 늦어짐늦어짐늦어짐늦어짐
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 13.4% 감소감소감소감소

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
20.9% 감소감소감소감소

첨두첨두첨두첨두 도달시간도달시간도달시간도달시간 1시간시간시간시간 늦어짐늦어짐늦어짐늦어짐
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 13.4% 감소감소감소감소

침투트랜치 설치침투트랜치 설치침투트랜치 설치침투트랜치 설치(b)(b)(b)(b)

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
15.8% 감소감소감소감소

첨두첨두첨두첨두 도달시간도달시간도달시간도달시간 1시간시간시간시간 늦어짐늦어짐늦어짐늦어짐
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 11.5% 감소감소감소감소

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
15.8% 감소감소감소감소

첨두첨두첨두첨두 도달시간도달시간도달시간도달시간 1시간시간시간시간 늦어짐늦어짐늦어짐늦어짐
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 11.5% 감소감소감소감소

투수성 포장재 이용투수성 포장재 이용투수성 포장재 이용투수성 포장재 이용(c)(c)(c)(c)

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
39.3% 감소감소감소감소

첨두첨두첨두첨두 도달시간도달시간도달시간도달시간 1시간시간시간시간 늦어짐늦어짐늦어짐늦어짐
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 16.9% 감소감소감소감소

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
39.3% 감소감소감소감소

첨두첨두첨두첨두 도달시간도달시간도달시간도달시간 1시간시간시간시간 늦어짐늦어짐늦어짐늦어짐
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첨두유량 16.9% 감소감소감소감소

트랜치와 투수성 포장재의 동시적용트랜치와 투수성 포장재의 동시적용트랜치와 투수성 포장재의 동시적용트랜치와 투수성 포장재의 동시적용(d)(d)(d)(d)

그림 대안별 유출특성 비교그림 대안별 유출특성 비교그림 대안별 유출특성 비교그림 대안별 유출특성 비교4.4.4.4.

불투수율

(%)

증발산

(mm)

침투

(mm)

지표면유출

(mm)

중간유출

(mm)

기저유출

(mm)

하천유출

(mm)

첨두유량 1

(m3/s)

첨두유량 2

(m3/s)

년2000
53.6

(100)

429.0

(100)

271.9

(100)

1310.1

(100)

15.7

(100)

43.0

(100)

1368.8

(100)

27.3

(100)

52.5

(100)

년1975
34.9

(-34.9)

517.0

(20.5)

420.2

(54.5)

1073.8

(-18.0)

20.1

(28.0)

56.8

(32.1)

1150.8

(-15.9)

12.7

(-53.5)

41.1

(-21.8)

침투

트랜치

53.6

(0.0)

429.4

(0.1)

378.8

(39.3)

1202.8

(-8.2)

30.9

(96.8)

51.2

(19.1)

1284.8

(-6.1)

21.6

(-20.9)

45.5

(-13.4)

투수성

포장재

45.2

(-15.7)

459.0

(7.0)

338.2

(24.4)

1213.8

(-7.4)

19.3

(22.9)

53.5

(24.4)

1286.6

(-6.0)

23.0

(-15.8)

46.5

(-11.5)

트랜치

포장재+

45.2

(-15.7)

459.6

(7.1)

443.5

(63.1)

1107.9

(-15.4)

35.9

(128.7)

62.1

(44.4)

1206.0

(-11.9)

16.6

(-39.3)

43.7

(-16.9)

표 물순환 회복 대안별 연간 물수지 비교표 물순환 회복 대안별 연간 물수지 비교표 물순환 회복 대안별 연간 물수지 비교표 물순환 회복 대안별 연간 물수지 비교1.1.1.1.

주 는 현재 년 토지이용도 의 물순환 모의대비) ( ) (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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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모의결과들의 유출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년 월 일 시에서 월 일 시까지의 수문곡선을2003 8 2 1 8 3 24

도시하였으며 아울러 첨두유량 및 첨두 도달시간으로 비교하여 그림 에 나타내었다 또한 각 모의결과들의, 4 .

연간 물수지 현황을 표 에 나타내었다 가상모의를 통한 물순환 결과들의 유출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시설1 . ,

들의 개별적인 설치보다 침투트랜치와 투수성 포장재를 동시에 유역에 적용하여 모의한 결과가 기대한 바와

같이 도시개발 이전의 유출양상에 가장 근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및 향후연구결론 및 향후연구결론 및 향후연구결론 및 향후연구5.5.5.5.

본 연구에서는 모형을 이용하여 도시화로 인해 왜곡된 물순환을 나타내고 있는 도림천 유역에 대한 물WEP

순환 모의를 수행하였으며 물순환 회복을 위한 대안 중 침투증진시설의 효과에 대한 가상모의를 수행하였다 가상, .

모의 결과 각 시설들의 개별적인 설치보다 두 가지를 함께 적용했을 경우에 도시개발 이전의 유출특성에 근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위의 결과들은 도림천 유역 전체에 대해서 대안을 적용했을 경우의 결과이다 트랜. .

치의 경우는 모형의 지형적인 특성만 고려되었고 투수성 포장재의 경우도 차량의 이용이 빈번한 도로보다는 주차,

장이나 인도 등에 설치하는 경우가 유지관리 측면에 유리하나 본 연구에서는 주차장이나 인도에 대한 자료가 부족

하여 도로에 적용하는 경우로 모의를 하였다 즉 실제로 대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설치지역의 사회적 지역적인. , ,

상황 및 설치비용 등의 경제적인 면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은 침투트랜치. WEP

의 경우 모형에 입력된 유역의 지형자료를 바탕으로 모형 자체적으로 침투트랜치의 위치 및 길이를 계산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위치 및 길이를 정할 수 없어 현실성을 고려한 대안 적용을 모의하기에 어려움이. ,

있으며 이 점은 앞으로 모형의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WEP .

감사의 글감사의 글감사의 글감사의 글

본 연구는 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인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사업단의 안양천 유역의 물순환 건전화21

기술개발 과제 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학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모형의 적(1-7-2) . WEP

용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현준 박사와 노성진 연구원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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