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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홍수사상을 대상으로

Numerical Simulation of the Flood Event Induced Temporally and Spatially 
Concentrated Rainfall - On August 17, 2017, the Flood Event of 
Cheonggye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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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17년 8월 17일 청계천에서 발생한 시민고립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고밀도 기상관측망의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안전한 도시하천 관리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SK 텔레콤 기지국에 설치된 고밀도 기상관측망인 SK techx와 상

대적으로 공간적 밀도가 낮은 기상청 AWS의 사고 당일 강우자료를 도시유출모형에 적용하여 당시 상황을 모의하였다. 사

고원인 중 하나로 가정한 CSO 관로 내 체수현상을 구현하여 수치모의한 결과, 기상청 AWS에서 계측된 강우량은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현상과 더 유사한 고밀도 기상관측망인 SK techx의 강우자료를 적용했을 때는 당일 발생한

사고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낮은 공간 밀도인 기상청 AWS는 청계천에서 일어나는 실제현상을 예측할 수 없고,

안전한 하천관리르 위해 고밀도 기상관측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CSO 관로 내 체수 유무를 독립변수로 수치

모의한 결과 비우당교의 CSO 관로 내 체수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용어 청계천, XP-SWMM, AWS, 안전하천관리, 고밀도기상관측망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cause of the accident and presents a new concept for safe urban stream management

by numerical simulating the flood event of Cheonggyecheon on August 17, 2017, using rain data measured through a dense

weather observation network. In order to simulate water retention in the CSO channel listed as one of the causes of the

accident, a reliable urban runoff model(XP-SWMM) was used which can simulate various channel conditions. Rainfall

data measured through SK Techx using SK Telecom’s cell phone station was used as rain data to simulate the event. The

results of numerical simulations show that rainfall measured through AWSs of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did

not cause an accident, but a similar accident occurred under conditions of rainfall measured in SK Techx, which could be

estimated more similar to actual phenomena due to high spatial density. This means that the low spatial density rainfall

data of AWSs cannot predict the actual phenomenon occurring in Cheonggyecheon and safe river management needs high

spatial density weather stations. Also, the results of numerical simulation show that the residual water in the CSO chan-

nel directly contributed to the accident.

KEYWORDS Cheonggyecheon, XP-SWMM, AWS, Safe river management, High spatial density weather stations

1. 서 론

서울 도심 한복판을 흐르고 있는 청계천은 2003년 청계

고가도로의 철거로 시작된 복원 사업을 통해 2005년 복원

이 완료되어 시민의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랜드마크로서의 위상도 갖게 되었다. 청계천의

복원은 도시하천의 첫 번째 임무인 홍수배제를 기본 기능

으로 설정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생태 하천으로서 역

할을 부여하기 위해 하천의 좌·우안에 배수박스를 설치하

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배수박스는 과도한 강우가 발생하

기 이전까지는 좌·우안에서 발생한 모든 홍수량이 배제되

는 통로로 역할 하여 청계천 본류에 홍수량이 급격하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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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과도한 강우로 통수능이 한계에 이

르렀을 때만 본류 방향의 수문이 개방되어 본류와 함께 홍

수배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청계천복원추진본부, 2005).

이러한 다차원적 홍수배제 방법은 청계천 본류의 활용성을

높이고 하천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어왔다.

배수박스의 수문이 개방되면 하천 이용객들의 활동공간

으로 홍수류가 침범하므로 수문이 개방되는 조건은 하천

통제와 이용객의 대피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

다. 배수박스 수문이 개방되는 조건 즉, 하천을 통제하고 이

용객의 대피를 결정하는 조건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의 발주로 2005년부터 5년간 수행된 「청계천 하천 모니터링

연구용역」의 연구결과에 따라 현재 3 mm/15 min로 설정되

어 있다(서울시 시설관리공단, 2005-2010). 청계천의 관리

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은 청계천 유역

내 또는 인근에 위치한 기상청 AWS(Automatic Weather

Station) 강우관측소의 실시간 계측자료를 기반으로 위의 조

건에 따라 하천 통제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 호우의 시공간적 집중

화 현상(Yoon, 2012: Choi et al., 2008; Kim et al., 2013)은 청

계천으로 대표되는 도시하천 관리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적절하지 않은 기상관측망의

밀도로 추정된 첨두유량은 실제현상을 현저히 과소평가하

는 경향이 있음이 알려져있다(Wilson et al., 1979; St-Hilaire

et al., 2003; Chen et al., 2010; Michaud and Sorooshian, 1994).

본 연구는 2017년 8월 17일에 발생한 청계천 시민 고립사

고 시의 유출현상을 밀도 높은 기상관측망으로 측정된 강

우자료를 적용한 수치모의를 실시하여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한 도시하천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홍수사상

2.1 홍수사상의 개요

2017년 8월 17일(목요일) 16시 39분 경 청계천 다산교 및

비우당교 교량 하부의 우안측 수문이 개방되며 총 9명의 시

민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발생 당시 청계천

내 및 인근에 위치한 기상청 AWS 강우관측소의 강우기록을

살펴보면 당일 17시를 기준으로 일 강우량이 종로구 0.5 mm,

중구 0.5 mm, 동대문구 2.0 mm로 청계천 하천 통제기준인

3 mm/15 min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강우 중으로

판단하기에도 매우 적은 량의 강수량이 기록되어 사고 방

지를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2 청계천 배수체계의 특성

청계천의 유출 계통은 크게 비강우시 유출과 강우시 유

출로 구분되어 있다. Fig. 1은 청계천 유역유출을 개념적으

로 나타낸 것이다. 비강우시 모든 청계천 유량은 유지유량

(Fig. 1의 ②)과 성북천, 정릉천 등과 같은 하천직접유출유

량(Fig. 1의 ①)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의 하수관망에서 유

입되는 유량은 차집관로(Fig. 1의 ⑥)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들어가서 청계천 본류의 하천유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은 강우 발생 후 수문이 열리기

전까지의 경우에 해당한다. 모전교 직접유출유역은 청계천

시점부분에 영향을 주는 유역이며, 삼일교 직접유출유역은

삼각동천 유입으로 삼일교 지점에 영향을 주며, 오간수교

직접유출유역은 오간수교에, 무학교 직접유출유역은 성북

천을 통해 무학교에 영향을 주며, 고산자교 직접유출유역은

정릉천을 통해 고산자교에 영향을 주는 유역에 해당한다.

강우시의 경우 직접 유출은 비강우시와 동일하며, 차집

관로에서만 해석이 달라지는데 합류식관을 통한 우수의 차

집관로 유입에 따른 CSO관로(Fig. 1의 ⑤) 월류가 이루어진

다. 이 경우 강우가 다소 약하여 CSO관을 월류하지 않을 경

우는 비강우시와 동일한 상태가 유지되나 강우가 더욱 강

해져 CSO관을 월류하면 Box 관로(Fig. 1의 ④)를 통해 하류

부로 유출된다. 강우가 더욱 강해져 Box 관로의 수위가 증

가하다 수문(Fig. 1의 ③)이 개방되는 수위에 도달하면 수문

이 청계천 본류 방향으로 개방되며, 청계천 본류의 유량에

수문에서 유출되는 유량이 추가된다. Table 1는 이러한 유

역 유출 특성을 표로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유출량 증가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출 경로가 확

장되어 가는 구조에서 비강우 또는 적은 량의 강우 시에는

CSO 관로 이후의 유출 경로는 비어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하천 관리가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이루어진 배

수박스 내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황학교, 관수교 등의 배

Fig. 1. Conceptual diagram of the drainage process of the

Cheonggyecheon catchment

Table 1. Runoff characteristics of Cheonggyecheon catchment

Cheonggyecheon Flow Contents

Non-Rainfall ①, ② Instream Flow, Base Flow

Rainfall ①, ③
Base Flow, River Direct 

Discharge, Gate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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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스 내 차집관로 연결관이 막히거나 파손되어 차집관로

로 유입되어야 할 우·오수가 CSO 관로 내에 체수되어 있었

던 것으로 나타났다.

CSO 관로 내 체수는 배수박스의 통수단면적을 줄여 강우

시 수위 상승을 빠르게 진행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집관 연결관로 막힘으로 인한 CSO 관로

내 체수를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상정하고 수치모의 시나리

오를 구성하였다.

2.3 청계천 인근 강우관측소

서울 전역에는 30개소의 기상청 관할 자동기상관측 장비

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Fig. 2). 이중 청계천 유역 내 또는

인근에 위치하여 청계천 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기상 관측

소는 강북, 성북, 북악산, 서울, 중구, 동대문 관측소 등 6개

가 활용되고 있다.

사고 당일(8월 17일) 청계천 관리에 활용되는 6개 기상 관

측소와 성동관측소에서 계측된 강우량은 다음의 Table 2와

같다. 전 장에 기술한 바와 같이 6개 기상 관측소에서는 동

대문 관측소를 제외하면 강우사상으로 기록될 수 있는 강

우량이 계측되지 않았다. 반면에 청계천 유역 바깥이나 사

고 발생 지역 인근 관측소인 성동관측소에 시강우 10 mm

수준의 강우가 발생하였다.

Fig. 3은 사고 당시 기상청에서 제공한 강우레이더 영상

이다. 15시 50분경 강남을 중심으로 발달된 강우가 청계천

하류부로 이동하며 점차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청계천 유역은 좌안이 넓고 우안이 좁은 형상을 보

이고 있어 기상 관측소의 분포 또한 좌안 쪽에 집중되고 우

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상 관측소는 중구가 유일한 것이

사실이다. Table 2의 성동관측소 강우량과 Fig. 3을 기반으

로 본 연구에서는 청계천 좌안의 기상 관측소에서 계측되

지 않는 시·공간적으로 집중된 강우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두 번째 사고원인으로 상정하고 수치모의 시나리오를 구성

하였다.

Fig. 2. Weather stations of KMA in Seoul

Table 2. Daily rainfall measured at weather stations near

Cheonggyecheon on the day of the accident

AWS 

(Automatic Weather Station)

Daily Rainfall

(mm)

Record Start

Time

Gangbuk 0.5 00:43

Dongdaemun 2.0 16:56

Bugaksan 0.5 22:15

Seoul 0.5 03:01

Seongbuk 0 -

Junggu 0.5 16:11

Seongdong 11.5 16:12



48 한국방재안전학회 논문집 제11권 제2호

3. 수치모의 구성

3.1 수치모형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청계천 하천 모니터링 연구용역」시

EPA-SWMM으로 구축한 청계천 유출해석 모형을 SWMM

모형의 개선된 상용 버전인 XP-SWMM으로 재구성하고 적용

시나리오에 따라 모형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Fig. 4). 본

연구의 수치모의 조건은 적은 양의 강우에도 민감하게 반

Fig. 3. Rainfall distribution from weather radar at the event

Fig. 4. Numerical model of Cheoggyecheon catchment constructed by XP-SW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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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관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수유출 계통의

정확한 정보를 활용한 정밀한 모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기존 연구의 모형에서 구현하지 못한 차집관로, CSO

관로 및 배수박스 간의 흐름 관계를 청계천 준공도면을 이

용하여 모형화 하였다.

3.2 수문 개방 조건

청계천의 수문은 Fig. 1의 유출 계통을 따라 배수박스 내

수위가 일정 수위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자동으로 개방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본 연구에서는 8월 17일 사고 당시의

언론 동영상과 과거 고립사고 발생 시의 사진 등을 기반으로

수문하부를 기준으로 수위가 0.6 m 이상 오르면 개방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Fig. 5).

3.3 모의 대상 강우 조건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청계천 관리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기상청 관할 자동기상관측장비는 공간적으로 집중된 국지

성 돌방강우를 계측하기에 공간적 밀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매우 조밀한 밀도로 강우

량을 계측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SK techx의 강우계측자료를

수치모의의 입력자료로 활용하였다.

SK techx는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 약 1,000여개의 기상관

측소를 설치해 1~3 km 간격의 촘촘한 기상관측망을 구축하

고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웨더 플래닛이라는 플랫

폼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기상청 표준을 준수하는 장비로

구성된 관측망과 SK 텔레콤 기지국의 안정적인 전력과 통

신망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신뢰도와 안

정성 그리고 활용도가 확보된 SK techx의 강우자료를 제공

받아 사고 당시 발생한 국지성 돌발강우 사상을 분석하고

수치모의에 활용하였다. 사고 발생 당시(16시 00분~17시 00분)

계측된 SK techx의 강우 관측소 강우량은 다음의 Table 3과

같으며 수치모의에 적용한 강우관측소 강우량은 Fig. 6과 같다.

3.4 복개구조물 내부 차집관로 연결관 막힘 조건

청계천의 배수계통 상 차집관로와 배수박스 사이에 위치

한 CSO 관로는 차집관로의 통수능을 초과하는 유출이 발

생하였을 때만 흐름이 발생하는 관로이다. 본 절에서는 이

러한 CSO 관로에 여러 가지 원인(차집관로 파손, 관로 내

잡물 적치 등)으로 무강우시에도 CSO관거에 일정 유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체수되어 배수박스의 통수능을 저하

시킨 경우를 시나리오로 구성하고 수치모의를 수행하였다.

8월 17일 사고 직후 배수박스 점검을 통해 일정량의 하수가

CSO 관로에 체수되어 일정부분 배수박스 내 수위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했으나, CCTV나 수위

계 등의 계측장비가 배수박스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실

제로 당일에 어느 정도 수준의 체수가 지속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건은 제한된 정보를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다. 본 과

업에서는 가능한 보수적 추정을 통해 CSO관로에만 체수가

있었고, 비 강우시에는 체수의 영향이 배수박스 본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수치모의 조건을

설정하였다.

Fig. 5. Locations and cross sections of the accident in a numerical model

Table 3. Hourly Rainfall measured by SK techx weather stations on the day of the accident

관측소
SK techx

Gwanghwanmun P.O. Dongdaemun Park Samilgyo

Hourly Rainfall (16:00~17:00, mm) 0.2 16.5 7.5

Max. Intensity (mm/15min) 0.2 14.0 5.3



50 한국방재안전학회 논문집 제11권 제2호

4. 수치모의 결과

4.1 수치모의 대상 조건 구성

추정한 두 가지 사고원인을 검증하기 위한 수치모의를 수

행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였다. 아래의 Table 4는 위 내용을 분

석하기 위해 설정한 수치모의 조건이다. 기상청 AWS에 관

측된 강우자료를 이용하는 Case 1과 Case 2는 거의 무강우

상태이므로 수치모의를 통해 유출량이 발생하지 않으나 실

제 이벤트와의 비교를 위해 그래프에 함께 도시하였다.

4.2 수치모의 결과

Fig. 7은 CSO 관로 내 체수가 없는 조건으로 모의한 8월

17일 강우시 청계천 우안 배수 박스의 수위를 나타낸 것이

Fig. 6. Rainfall records and locations of the weather stations used for numerical simulation

Fig. 7. Water level in the main drainage channel at the event on August 17

Table 4. Scenarios for numerical simulations

Case Rainfall Data CSO Condition 비고

Case 1 KMA AWS Empty No discharge

Case 2 KMA AWS Full No discharge

Case 3 SK techx Empty

Case 4 SK techx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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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우량이 적었던 상류부에서는 두 조건에 대한 수위차

가 매우 작았으나 강우량이 많았던 중류부와 하류부에서는

수위차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의 (a)는 적용 강우관측소 조건과 CSO 관로 내 체수

조건에 따른 다산교 수위의 시간별 변화를 나타낸다. CSO

관로 내 체수가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으로 강우-유출 모의를

수행한 결과 최고 수위에서 12.9 cm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체수 여부에 관계없이 8월 17일 강우 조건에서 다산교 교량

하부의 수문은 개방되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8의 (b)는 적용 강우관측소 조건과 CSO 관로 내 체수

조건에 따른 비우당교 수위의 시간별 변화를 나타낸다. CSO

관로 내 체수가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으로 강우-유출 모의를

수행한 결과 최고 수위에서 49.9 cm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

며 만약 체수가 없었다면 8월 17일 강우 조건에서도 비우당교

교량 하부의 수문은 개방되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CSO 관로의 체수는 사고가 발생한 두 교량 중 다산교에

대해서는 사고발생 여부와 큰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

되었으나, 비우당교의 경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

인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는 조밀한 기상관측망을 통해 계측된 강우자료와

도시유출모형을 이용하여 2017년 8월 17일에 발생한 청계

천 시민고립사고를 수치모의하여 사고의 발생 원인을 규명

하고 안전한 도시하천 관리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상정한 CSO 관로 내 체수 현상을 모의하기

위해 청계천 좌우안의 배수박스는 계단형으로 구성하였으

며, 강우자료는 SK 텔레콤의 기지국을 활용하는 SK techx를

통해 계측된 강우자료를 활용하였다. 수치모의 결과 기상청

AWS를 통해 계측된 강우량으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간적 밀도가 높아 실제현상과 더 유

사하다 할 수 있는 SK techx에 계측된 강우량 조건에서는

실제 현상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는 공간적 밀도

가 낮은 기상청 AWS 자료로는 청계천에서 발생하는 실제

현상을 예측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CSO 관로 내 체수

유무를 조건으로 수치모의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 두 교량

중 비우당교에서는 CSO 관로 내 체수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과 제안을 정

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기존 청계천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대상 강우관측소에

기록되지 않은 짧은 지속시간의 국지적 집중호우가 사고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차집관로 유입관 파손으로 인한 CSO 관로 내 체수는

배수관로 내 수위 상승을 유발하였으며, 비우당교의 경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었다.

3) 청계천을 포함한 도시하천은 일반 하천에 비해 기상

조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시공간적으로 편중된 강우사상

에도 큰 영향을 받으므로 하천관리를 위해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기상관측망의 공간적 밀도를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CSO 관로 내 체수에 의한 통수능 감소가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음에서 알 수 있듯 관로 내 통수능을 저감시

키는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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