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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수 순환은 기본적으로 강우에 의한 지표 유수의 흐름, 지표하부로의 침투와 대
기중 증발 및 증산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수 순환 구조의 대표적인 이점으로 
지하수, 미기후조절 그리고 경관 및 친수성을 활용한 이용가치가 있다. 그러나 수 
순환은 강우 패턴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밀도 높은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적
의 증가로 각종 수 순환 문제를 발생시키는 문제의 중심에 있기도 하다. 본 계획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유역의 최상류에는 교외지, 근교외지 및 대학 캠퍼스등 하천
의 발원지 또는 중간거점에 입지하는 도시개발유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
한 입지여건은 기존 자연하천을 공학적으로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기존의 수 
순환체계를 대체하여 불투수성 피복으로 인한 침투능 저하, 지하수위 재충전률 상
쇄 및 기저유량 감소,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지표 유출수 증가, 지하관망에 의한 
빠른 유달 속도로 하류 수문환경에 부하를 발생시킴으로서 재해 유발에 직접 또
는 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펌프를 이용한 유지용수 공급, 대형 
인공 저류조와 인공제방을 설치하고 있으나 비용과, 토지이용에 따른 한계, 강우 
패턴의 불규칙성 등의 한계에 따른 비효율적인 대책이 수립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문제들은 일반적인 도시가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이러한 도시화
에 따른 불투수면증가가 수 순환을 왜곡시킴으로서 문제를 확대시킨다. 따라서 보
다 근본적 차원에서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계획의 대상지인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는 관악산 자락이자 도림천 최상류 
유역에 입지한 기성시가지로서 상주인구 2만의 유사 도시이다. 이는 도림천 수원
의 발원지점과 중, 하류 사이에서 하류의 수문 환경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신림동 
일대 상습 범람, 침수, 도림천 건천화 등의 문제의 원인으로서 지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수 순환 왜곡으로 발생하는 도시 내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하고 대상
지 분석을 통해 수 순환 개선 대안 제시와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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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서론

1절 :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계획의 배경

수 순환은 기본적으로 강우에 의한 지표 유수의 흐름, 지표하부로의 침투와 대

기중으로의 증발 및 증산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자연의 수 순환 구조의 대

표적인 이점으로 지하수, 미기후조절 그리고 경관 및 친수성을 활용한 이용가치

가 있는 반면 강우 패턴의 변화와 더불어 밀도 높은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가로 각종 도시문제를 발생시키는 문제의 중심에 있기도 하다.

도시 수 순환 문제는 일반적으로 도시가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되기에 극대화된

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유역의 최상류 유역 내에는 교외지 또는 준교외지가 위치

함으로서 하천의 발원지 또는 중간거점으로부터 하류의 수문체계를 지배하게 된

다. 이는 자연 침투능 저하에 따른 지하수위 재 충전률 상쇄 및 기저유량 감소1), 

표면 유출수 증가 유발2), 하류 침수/범람/홍수등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3)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수처리장을 통한 하류 - 상류 유지용수 공

급, 과도한 유출량을 임시 저류하기 위한 인공저류조와 인공제방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유지용수 공급에는 연간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고, 집약적 토

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에서 대형 저류조를 설치하기 위한 계획면적 확보

에는 한계가 있으며 인공제방을 통해 도시환경으로부터 하천을 고립시켜 도시환

경으로부터 이질화되어 있다. 더불어 기복이 심한 강우패턴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요소로서 이와 같은 방제 중심 계획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본 계획의 대상인 관악캠퍼스(이하 관악캠퍼스)는 최상류 유역 내 입지하여 앞

1) Smakhtin V.U., Low flow hydrology: a review. J. Hydrology, (2001), p147–186.
2) Booth, D., Urbanization and the natural drainage system-impacts, solutions and prognoses. Northwest Env. 

J., (1991), p93–118.
3) Michener, W.K. and Haeuber, R.A., Flooding: natural and managed disturbances. BioScience, (1998), p677–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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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루었던 도시 수 순환 문제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 계획의 목적

본 계획은 수 순환 왜곡으로 발생하는 도시 내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하고 대상

지 분석을 통해 수 순환 개선 대안 제시와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계획 대상지인 관악캠퍼스는 도림천의 최상류하천이 위치한 유역 내 위치하여 

중류와 하류에 위치한 도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서 상습 범람, 침수, 

건천화 문제의 원인으로서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대형 지

하 저류조 설치, 하수관망 정비와 같은 공학적 재구축의 범주에서 수문환경에 대

한 근본적인 이해가 배제된 채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본 계획는 유역단위의 공간적 이해와 기성시가지의 수문환경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대상지의 특성을 파악하여 수문 왜곡을 최소화 시켜 수문연결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설계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수리환경 조성 효과를 검증

하는 것을 본 계획의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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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 계획의 범위 및 방법

1. 계획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위치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 면적 : 8,461,117㎡

[그림 1-1] 공간적 범위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도림천의 발원지점에 가장 근접한 도시형 토지이용 양상

을 보이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동에 위치하는 관악캠퍼스(이하 관악캠퍼스)가 

속한 유역이다.

(2) 대상지 선정 배경

■ 캠퍼스 장기계획수립에 따른 개선 가능성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 2025>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캠퍼스 부문 장기계

획 2002 – 2006, 2007 – 2011, 2012 – 2016> 의 5년 단위의 지속적인 캠퍼스 장기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내 

관악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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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발표와 2003년 개교기념사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캠퍼스 조성’에 대한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는 무절제한 건물신축으로 인한 관악산 풍광의 훼손과 비

효율적인 에너지 및 폐기물 관리 등으로 인해 환경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다는 학

내외 지적4)과 공간과 시설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하자5)는 계획으로부터 출발하였

으나 관악캠퍼스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아직 수행된바 없

고, 캠퍼스 관리는 점적 건물의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옥외 공간과의 통합

적 관리체제가 배제되어6) 개선 가능성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도림천 수문환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대책 현황

도림천유역내에서 발생한 수 순환 관련 문제의 대응방식이 일괄적으로 공학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표 1-1).

4) 서울대학교, 친환경 캠퍼스 구상에 관한 연구, (2005), pV. 

5)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캠퍼스 마스터플랜 2007-2011, (2007), p4.

6)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캠퍼스 마스터플랜 2012-2016, (2013), p7

[표 1-1] 도림천 유역 내 수문환경 관련 사업 추진 현황 (1960 – 2014)

년도 사건 대안

1960년대 범람, 침수, 오염 제방

1970년대 범람, 침수, 오염 제방보수

1980년대 범람, 침수, 역류성 침수

제방 개수/보수, 상하수도 설치 및 정비, 하상정비, 

일부하천구간복개, 배수펌프장시설공사 및 

보강공사

1990년대
범람, 침수, 하류오염, 

악취

배수펌프장시설 추가 설치, 제방 보수, 

하천추가복개, 하수도 정비장기계획 발표 및 

하수관정비사업 실시, 자연형하천 복원계획 발표 

2000년대 범람, 침수, 오염, 건천화
하천구간별 복원계획 수립, 빗물펌프장 추가건립, 

유지용수 공급

2010 – 
2014

범람, 침수, 오염, 건천화 상류 저류조 설치, 유지용수 공급

자료 : 인터넷 뉴스 라이브러리 재구성

출처 :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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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의 실현 가능성

도림천 범람/침수 방지 저류조 건설로 인한 근본적인 계획 수립에 대한 수요 

존재.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 구청 행정차원에서 도림천 건천화 방지를 위

한 근본적인 계획 수립 수요가 존재한다. 

(3) 내용적 범위 

본 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도시 수

문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수문환경의 특징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문연

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고 , 사례분석을 통해 대상지에 적합한 공

간 성격을 고찰한다.

두 번째는 대상지 현황분석을 통해 공간·수문환경 분석과 이에 따른 수리환경 

정량분석을 종합하여 수문연결성 회복을 위한 기법을 고려한 기본구상 및 계획 

설계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수문연결성 회복을 위한 기법이 적용된 설계모델을 수리환경 정량

분석을 진행하여 설계요소의 부분적인 수문연결성 회복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계

획의 한계점을 파악하는 것이 본 계획의 주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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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 흐름도

[그림1-2] 계획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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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이론적 배경

1절 : 도시 물 순환문제

1. 도시 수문학

도시 수문학은 홍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의 통수능(discharge capacity)을 증

가시켜 강우(storm water)의 배수(drainage)를 원활하게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으

며, 그 시초는 1850년 아일랜드의 Tomas Mulvany가 제안한 합리식(rational 

method)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7) 치수중심의 수문학은 많은 유량이 집중되는 하

천 하류, 강우와 같은 제한된 시공간의 영역 내에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지속적

인 도시화로 인한 수문환경 변화는 이수시설, 분뇨처리 시설, 하수도 체계의 변화

를 넘어 지표와 지표하계망 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8) 구성요소간의 이동과

정이 훨씬 복잡해질 뿐 아니라 도시화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이동요소들도 이동

량과 이동 패턴이 바뀌게 되었다.9) 

Hall(1984)은 도시 수문학이‘도시 내외에서 도시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문 

과정 모두에 대한 연구’로서 [그림 2-1] 과 같이 정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

다. 즉, 도시화에 의해 발생하는 물과 관련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는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과정 전부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CSO (Combined Sewerage Overflow,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 및 도시과밀화로 인한 도시 비점오염원 (Non-point source), 건천화 및 비강

우시 하천환경, 소하천 관리의 중요성 등 도시화로 인해 수문환경에 미치는 악영

7) 이현정, (2010), 도시 유역 건전성의 회복을 위한 수문 연결성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1, 재인용

8) 이현정, (2010), 도시 유역 건전성의 회복을 위한 수문 연결성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1

9) 이현정, (2010), 도시 유역 건전성의 회복을 위한 수문 연결성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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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최소화 하려는 연구는 앞서 다루었던 도시에서 발생하는 물과 관련된 근본

적인 문제해결의 시발점으로서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 도시 수문환경 특징 

(1) 불투수면

 불투수면은 일반적으로 도시화 과정에서 형성된 도로, 주차장, 보도, 건물 지

붕 등을 포함하는 면으로서 물이 잘 침투하지 않는 면으로 정의 된다10). 

 도시화 과정에서 효율적 불투수면은 도시의 거리 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물 

배출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문학적 배수장치가 연결된 지역이며11), 이와는 반대로 

10) 최진영 외 4인, FRAGSTATS 모델을 이용한 갑천 유역의 불투수면 변화에 따른 경관구조 분석, (2010), 
p53, 재인용

11) W.D.Shuster et al., Impacts of impervious surface on watershed hydrology: A review, Urban Water 
Journal, (2005), p263.

(A) 도시화전 (B) 도시화후

자료 : 이현정(2010) 재인용

[그림 2-1] 도시화로 인한 수문환경 변화

(Modified Hall(1984) refer to Mcpherson(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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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 불투수면은 유출수를 투수면으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왔다12). 

이처럼 도시화가 동반한 수리효율성 추구는 자연스럽게 불투수면적의 증가로 이

어지며13) 도시개발, 토지이용변화, 하천환경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지표로 인식된다14).

서울시 통계연보 2013 에 따르면 서울시의 불투수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기개발지 %, 개발 가능지가 % 에 이르며 수치상으로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15).

(2) 하수암거화

불투수면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된 하수관거는 불투수면이 흡수하지 못하는 과

도한 유출수의 집수와 운반을 위해 이용되어왔다.16) 본래 수지상(樹枝狀)이었던자

연형 배수체계가 농업과 함께 농수로화 되어 곧고 두텁게 변하였고, 도시화로 인

12) W.D.Shuster et al., Impacts of impervious surface on watershed hydrology: A review, Urban Water 
Journal, (2005), p265, 재인용.

13) Putnam, A.L., Effect of urban development on floods in the Piedmont Province of North Carolina,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open- file report, (1972) 72-304, p114. 

14) 최진영 외 4인, FRAGSTATS 모델을 이용한 갑천 유역의 불투수면 변화에 따른 경관구조 분석, (2010), 
p53

15) 이은석, 저밀도 기성개발지의 수 순환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7), p15

16) Leopold, L.B., Lag times for small drainage basins, Catena, (1991), p157–171.

자료:  W.Marsh (1991)

[그림 2-2] 도시화에 따른 수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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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물길의 복개, 암거화 및 하수화 되어 지표(surface)로부터 지표하(sub-surface)

로 이동된 것을 볼 수 있다(그림2-2). 이와 같은 조정이 일어날 경우 

집중호우시 강우의 지체시간이 자연 상태보다 10~25% 감소한다17).

오늘날의 하수관망은 크게 생활하수를 배출하기 위한 오수관, 강우를 배출하기 

위한 우수관으로 나뉘지만 구 시가지나 재개발의 과정에서 지하매설물 개선이 이

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우수와 오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합류식 하수관거을 이용한

다. 합류식 관거는 처리장까지의 도중에 빗물 배출실을 설치하여, 빗물에 의한 유

량이 오수유량의 2∼3배가 될 때 하수를 하천나 바다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다.국

내 도시지역의 하수 및 우수의 배제는 합류식 하수관거(42.3 %)와 분류식 하수관

거(57.7 %)를 통해 이루어진다.18)

(3) 하천의 공학적 재구성

도시화 과정에서 하천은 치수중심의 계획이 이루어짐으로서 범람원은 제방으

로, 하천의 단면은 규모에 따라 복단면, 단단면의 형태로, 교량, 보, 박스 또는 낙

차공 형태의 횡단구조로 인해 자연성 훼손은 물론 강우시 지표유출수로 인하여 

급격하게 하천수위가 증가하교 유속이 빨라져 하류의 퇴적물이 증가하는 양상을 

띈다. 

3. 도시 수문환경 문제 

도시 수 순환 왜곡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째, 도시 불투수면 증가로 인한 

유역내 유출수 지체시간 및 도달시간이 단축되어19) 침수/범람/홍수의 원인이 되

17) 이은석, 저밀도 기성개발지의 수 순환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7), p15, 
재인용.

18) 환경부, 하수도통계, (2011), p5

19) Rhoads, B.L., Stream power: a unifying theme for urban fluvial geomorphology. In Stormwater Runoff 
and Receiving Systems Impact, Monitoring, and Assessment, edited by E.E. Herricks, (1995), 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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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20), 유속의 증가는 하류 퇴적유발로 하상을 높여 침수/범람/홍수 발생빈도를 증

가시킨다21). 둘째, 불투수면은 자연 침투능 저하를 유발하여22) 유수의 지표하

(sub-surface)로의 침투, 침입, 침루현상을 차단하고 중간유출과 기저유출량을 감

소시킴으로서  지하수위 재 충전률(recharge rate)감소, 건천화 현상과 직접적으로 

관계있다.

 

그외, 불투수면의 증가로 인한 식생감소는 초기우수에 의한 유수의 오염, 총강

수량 및 열섬강도증가, 심지어 증발산기작의 변화를 유발하기도 한다.23)  

20) W.D.Shuster et al., Impacts of impervious surface on watershed hydrology: A review, Urban Water 
Journal, (2005), p265, 재인용.

21) W.D.Shuster et al., Impacts of impervious surface on watershed hydrology: A review, Urban Water 
Journal, (2005), p267, 재인용.

22) Booth, D., Urbanization and the natural drainage system-impacts, solutions and prognoses. Northwest 
Env. J., (1991), p93–118.

23) Jauregui, E., Romales, E., Urban effects on convective precipitation in Mexico City. Atmos. Env., (1996), 
3383–3389.

자료 : W.D Shuster. et al (2007) 재인용
[그림 2-3] 불투수면과 하수관망의 관계에 따른 유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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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상류 하천

최상류 하천은 일반적으로 유역에서 최상류에 위치한 하천(uppermost stream)을 

의미하며 이를 정의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Leopold (1964)는 하천 1, 2차수(stream 

order)를 모두 최상류 하천이라 정할 때 전 세계의 모든 하천 2/3 이상이 포함되

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4). Nadaue and Rains (2007) 는 1:100,000 축적을 기준으

로 나타나는 1차수 하천을 최상류 하천으로 보았으며, 연중 항시 흐름이 있는 하

천(perennial stream)뿐만 아니라 간헐천(intermittent stream)과 단명천(ephemeral 

stream) 모두 포함하였다25). 

최상류 하천의 중요성은 생태와 수자원 확보, 치수차원에서 다루어질 만큼 필

수적으로 보존시켜야할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26). 하류의 유량, 수질, 영양소 공

급 등 유역의 수문환경 전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이 정량 연구

들을 통해 뒷받침 되고 있다. 특히 최상류하천이 작은 하천이기 때문에 유량이나 

물질이동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결과이다.

24) W.D.Shuster et al., Impacts of impervious surface on watershed hydrology: A review, Urban Water 
Journal, (2005), p265, 재인용.

25) 이현정, 도시 유역 건전성의 회복을 위한 수문 연결성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p21.

26) 이현정, 도시 유역 건전성의 회복을 위한 수문 연결성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자료 : Alexander et al. (2007)

[그림 2-4] 연평균 미국 북동부 최상류유역 하천유량과 질소 부하량 

(a) 질소부하량, (b) 하천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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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류하천은 국내법에 의하면 하폭 2m, 시점부에서 종점부까지 하천연장 

500m 이상인 하천(한국하천일람, 2004)으로‘소하천’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국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체계적인 관리체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27). 

2절 : 수 순환 개선 기법

1. 계획적 접근

(1) 하천조성 

지표면의 물길은 환경가치와 이용가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관리가 필요한 대상

이다. 인간은 하천의 흐름과 침투, 증발의 수 순환으로 발생하는 현상에 다양한 

이용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하천을 복원하거나 인공 조성시 하도의 선형, 

하도의 단면형태, 저수호안, 범람원 및 제외지 (오픈스페이스) 에 따라 하천의 종

단, 횡단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① 선형조정 

정비된 도시하천과 같이 하도의 교란정도가 심하여 하천의 자연적인 복원력에 

의한 하천복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하천의 특성에 맞는 하도의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하도 선형조정은 하천의 종단경사와 하천의 굴곡도 등을 고려하여 하도의 

안전성을 추구하며 하천의 저수로 선형계획시 치수와 홍수에 대한 안전성을 최대

한 확보하여 유량, 유속, 수심, 하상저질 등 하천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고려해야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Rosgen의 하천구분법은 하천의 형태학적 특성에 기

반하여 6개의 측정인자인 수로폭비28)(entrenchment ratio : 만제수위시 수로 최상

단부의 폭에 대한 홍수터를 포함한 전체 하천 폭의 비, 1에 가까울수록 홍수터의 

p21, 재인용.

27) 황순진, 하천 생태복원에 있어 소하천의 중요성, 물과미래, 2009, pg38-49

28) Entrenchment Ratio : Flood prone width / Bankful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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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이 미비함.), 폭/깊이 비, 만곡비29)(sinuosity), 수로 갯수, 경사, 하천바닥 구성

재료의 입도를 사용하여 약 100 여개의 개별적인 측정인자를 8개의 주요 그룹으

로 재정리하는데 이용된다. 만제유량은 모든 형태학적 관계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구분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특성치이다. 만제수위의 크기에 따라 달

라지기 때문에 만제수위의 결정이 선결되어야 하는 수로폭 비(entrenchment 

ratio)와 폭/깊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자들은 해당 하천구간에 대한 측정에 의

해 직접 그 값을 얻을 수 있다. 폭/깊이 비는 만제수위(bankful stage)시의 평균수

심에 대한 하천 최상부 폭의 비로서 계산된다. 만곡비(Sinuosity)는 계곡의 길이에 

대한 하천의 길이 비 또는 하천의 평균경사에 대한 계곡의 평균경사의 비로서 계

산된다. 한편, 하천바닥 구성재료의 입도는 가장 분포가 많은 하천바닥 구성재료

의 입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 pebble-count 법(Wolman, 1954) 등에 의해 현장에서 

결정된다. 하천의 경사는 최소한 하천폭의 20배 정도의 하천구간에 대해서 측정

되어야 한다. 수로폭비(entrenchment ratio)는 수로와 그것이 위치한 계곡 간의 관

29) Sinuosity : 총 하천연장 / 하천 직선연장

자료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nd th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2011) 

[그림 2-5] The Rosgen Stream Classification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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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설명하는 인자로서, 수로폭에 대한 계곡폭의 비로서 정의된다. 따라서, 계곡

내에 홍수터가 얼마나 분포하는가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진다. Rosgen의 구분법에

서 정의된 수로폭비는 만제수위시의 수로폭에 대한 홍수터를 포함한 계곡폭의 비

로서 계산된다. 이때 계곡폭은 만제수위시 하천의 최대 깊이를 제곱한 고도에서

의 계곡폭을 의미한다. 만일 수로폭비가 2.2 보다 크면 이 계류는 수로의 발달이 

저조하거나 혹은 홍수터가 많이 분포한다 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만일 수로폭비가 

1.4 보다 작으면 이 계류는 entrenched로 분류된다.

자료 : EPA Watershed Academy (2005)

[그림 2-6] Rosgen classification by bed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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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호안(revetment)

⒜ 저수 호안

호안부는 유수에 의한 세굴 작용으로부터 하안을 보호하기 위한 수로 유지공으

로 치수 및 이수 기능뿐만 아니라 수제부의 하천생태계 경관에 있어서 중요한 부

분이다. 따라서 저수 호안을 설치할 때 고려할 사항은 수질개선 및 생태, 하천환

경 특성, 치수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호안에 적용되는 공법에 따른 종류로는 

자연호안, 인공호안, 조합호안이 있다. 

 자연호안은 하천 인접지역의 이용자들로부터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생식물을 이

용한 완경사지 조성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줄떼, seed spray 등을 활용

하여 토양유출을 방지하기도 한다. 

 인공호안은 홍수시 제방 침식이 예상되는 구간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물로 

제방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식물의 정착을 통하여 하천의 수변구역과 제방 밖의 

논, 밭 또는 산림지역과의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소

재 또는 인공소재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말한다. 

 조합호안은 자연호안과 인공호안을 조합한 호안으로서 수리적으로 안정하면서 

자료 : EPA Watershed Academy (2005)

[그림 2-7] 유속에 따른 호안 적용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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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환경과의 조화, 외견상의 아름다움 등을 고려한 호안을 말한다.

③ 하천의 형태 (Stream morphology)

하천 하상지형의 구조 특성상 다양한 연속체의 형성으로 유량유지와 유수의 흐

름을 유도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하천의 유수 흐름에 의해 하도의 토사

유실 방지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훼손되기 쉬운 호안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기

준에 따라 하천의 형태를 분류하고 있다. Montgomery 와 Buffington (1997)은 하

천조건에 따른 분류를 통해 중 산지하천에서 많이 적용하는 Step-Pool, 

Pool-Riffle, Cascade, Plane-bed 가 대표적으로 본 계획에서 다루고자 한다.

⒜ Step & pool

Step & pool 은 계류 생태계의 발생기반을 확보하고 어류서식처로서의 기능을 

한다. Pool지형에서는 물을 담고 있는 기능을 하기때문에 어류뿐만 아니라 부착조

류나 저서무척추동물 등 다양한 생물의 발생으로 생물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EPA 하천 유형분류기준 Aa +, A 와 G type 에서 주로 나타난다.30)

30) Watershed Academy, EPA, homepage : http://cfpub.epa.gov/

Section Plan

자료 : Montgomery and Buffington (1997)

[그림 2-8] Step &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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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ol& Riffle

연속된 여울과 소의 복원은 하천의 연속성 확보 하도의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

고 수서생물의 서식기반환경 조성, 폭기(曝氣:공기와의 접촉)작용을 통한 수질정화

기능을 한다. 여울과 소는 주로 보와 낙차공이 설치된 구간이나 수심이 낮은구간 

하상경사가 급하여 침식이 발생하는 구간, 사행구간의 만곡부 사이의 변곡이나 

수충부에 근하는 구간에 주로 적용한다. 치수상의 안전성이나 경제적인 문제 등

으로 호안의 철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여울이나 수제등을 이용하거나 하상의 사

행형 준설 등을 통해 유수를 사행 또는 집중, 분산시킴으로서 하상미지형을 유발

시킨다. Pool & Riffle은 EPA 하천 유형분류기준 C, E 와 DA type 에서 주로 나

타난다.31)

⒞ Cascade

31) Watershed Academy, EPA, homepage : http://cfpub.epa.gov/

Section Plan

자료 : Montgomery and Buffington (1997)
[그림 2-10] Cascade

Section Plan

자료 : Montgomery and Buffington (1997)
[그림 2-9] Pool & Riff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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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cade의 사전적 정의는 ‘떨어지는 흐름’으로 일반적인 발생경위는 종 / 횡

단으로 흩어진 자갈(couble), 바위(boulder)로 구성된 매우 가파른 경사(대략 10 – 
15% 이상의 경사)와 너비가 좁은 흐름폭에 의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Cascade 는 침전물/퇴적물을 low-gradient channel(완경사의 개수로)

로 이동시키는 주요 기능구간으로 안정적이고 빈도높은 유수의 공급으로 낙차에 

의한 물의 마찰과 하천 내 물 저장공간 부족으로 Cascade zone 내 침전물 및 퇴

적물의  공급이 효과적으로 제약된다32).

⒟ Plane-Bed

Plane-Bed 는 유수의 흐름에 있어 하천의 넓이와 깊이의 비(Width/Depth 

Ration)가 낮고 하상의 상대 조도계수(stream bed surface roughness)가 높은(조도

계수를 갖는 하상재료가 하상폭의 90% 입자크기 비율) 구간이다. 구배가 높고 상

대적으로 곧은(Straight channel)형태이며 하상재료는 gravel 과 cobble 이 주를 이

루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Plane-Bed 는 Step-pool, Pool-riffle 에 비해 상대적

인 하상 율동성(rhythmic bedform)이 적고 거친 하상으로 구간 유송 용량

(transport capacity)이 퇴적물 유입량(sediment supply)보다 커 Cascade 와 같이 퇴

적물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간이다.

32) Montgomery and Buffington, Channel-reach morphology in mountain drainage basins, Department of 
Geological sciences, University of Washington, 1997, pg597

Section Plan

자료 : Montgomery and Buffington (1997)
[그림 2-11] Plane-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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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변 완충지대 조성 (riparian buffer strip)

수변(水邊)은 수체(數體, water body)의 주변을 의미하며 외국에서는 제방을 뜻

하는 ‘ripa’로부터 유래된 ‘riparian’이 주로 사용된다33). 수변 완충지대란 지

형적으로 하천에 인접하는 띠 형태의 경관 생태적 통로로서 토양, 동식물 등 생

태시스템을 포함하는 수역과 육역의 천이지대를 말하며, 에너지의 전달과 차단, 

물질의 여과와 저장, 생태서식처로서의 역할을 한다34).

USDA(1998)에 따르면 수변 완충지대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여과, 수온 유지, 경

관유지 및 심미적 효과, 토양침식방지 및 강턱 안정화, 생물서식처로 나뉘고, 기

능과 역할은 폭(width)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35). CRSJ(Connecticut river 

joint commissions)는 폭에 따른 완충지대의 기능을 [그림 3-1]과 같이 정리하였으

며, 형태에 따라 여과완충녹지(filter strip buffer)와 수변완충림(riparian forest 

buffer)의 형태로 나뉜다.

⒜ 여과완충녹지(filter strip buffer) 

33) 반수홍, 수변녹지 조성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경관생태학적 모델 개발,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0, pg 8

34) 정상준 외 2명, 국내 여건에 맞는 수변완충지대 조성 가이드라인, 한국수자원학회, 2007, pg 1039

35) A.J. Castelle et. al., Wetland and Stream Buffer Size Requirements – A review, J. Environ, 1994, pg 878

[그림 2-12] Riparian functions

자료 : CRJS(Connecticut river joint com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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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체와 인접한 지역에서 지표류의 오염을 처리에 뛰어난 형태로서 주로 실개천

과 같은 작은 소유역에 2~6% 경사를 가진 지역에 조성된다. 영양염류와 토사가 

이구간을 통과할 시 약 50% 정도를 여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36). 

⒝ 수변완충림(riparian forest buffer) 

하천, 습지, 호수 주위로 관목 또는 교목이 식재되어 있는 구간으로 야생동물에

게 먹이와 서식처를 제공, 물의 온도조절, 토양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NRCS, 2000).

36) Delgado et al., Vegetated Filter strips for wastewater purification : a review, Bioresource Technology 51, 
1995, pg 13-22

자료 : Leeds et al (1993)
[그림 2-13] Vegetative filter strip buffer

자료 : USDA http://www.na.fs.fed.us/spfo/pubs/n_resource/buffer/part7.htm
[그림 2-14] Riparian forest 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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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 폭

국내 법 규정상 차도폭을 증가시키면 보도폭을 함께 증가시키도록 하는 법적 

규정이 있지만 차량 통행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실제 일치하지 않으며, 차량의 고

속화를 위한 안전 폭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37).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통행량을 반영한 도로계획은 불투수면적을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38).

(3) 불투수면의 분산

도로와 주차장, 보행로와 같은 연속 불투수면은 직접연결 불투수면(DCIA : 

Directly Connected Impervious Area)으로서 유출수의 흐름에 있어 총불투수 면적

(TIA : Total Impervious Area)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39). 이러한 연속된 면을 분산

시켜 새로운 물의 흐름을 만들고 침투기회를 증가시켜 불투수면의 효율을 감소시

37) 박은진 외 2인, 도시 내 불투수 포장 개선을 통한 녹지의 확대 및 생태적 관리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6), 76pg, 

38) J.Willam Thopson, Kim Sorvig, Sustainable Landscape Construction Washington DC : Island press ebook, 
(2000), p744 - 745

39) Lee, G.L. et al., Estimation of urban imperviousness and its impacts on storm water systems. J. Water 
Res. Planning Mgmt, (2003), p419–426.

[그림 2-15] 도로 폭 개선

자료 : J.William Thops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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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다. 더불어 주차장과 같은 주행이 목적이 아닌 용도의 불투수면은 높은 

마찰계수가 요구되지 않음으로 자갈 및 투수성 포장으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를 

대체할 수 있다40). 

⑷ 녹지 체계 네트워크

파편화 되어있는 녹지 및 분산형 우수관리 시설에 의한 녹지의 연결은 유출수 

저류 및 체류효율을 증가시켜 지연 및 저장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2. 여과, 침투 및 소형 체류시설

(1) 옥상녹화

식생 지붕으로도 알려져 있는 옥상녹화는 강우유출수를 옥상에 차집, 여과, 증

발 및 저류함으로써 우수유출량 저감 및 수 순환 증대효과가 있으며, 토심과 옥

상녹화의 형태 및 강우 강도에 따라 저감효과에 차이가 있다. 

40) San Mateo County RecycleWorks, rduce reuse, recycle,         
http://www.recycleworks.org/greenbuilding/sus_impervioussurfaces.html

자료 : 환경부 (2013)

[그림 2-16] 옥상녹화 (Green 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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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중량형 :  지속적이고 집약적 관리가 요구 된다. 주로 옥상 이용에 구조

적으로 문제가 없는 곳에 사용하며 지피식물, 관목, 교목을 활용한 다층구조의 식

재가 가능하다. 

② 관리·경량형 :  관수, 예초, 시비 등 관리 요구도를 최소화 한 것으로서 주로 

구조적 제약이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에 주료 활용한

다. 인공경량토를 사용하고, 저 관리에 용이하여 건조와 바람에 강한 자생초화류, 

지피류 위주의 식생이 적용된다.

③ 혼합형 : 관리·중량형과 관리·경량형을 적절하게 혼용한 유형으로서 이용요

구는 높으나 관리·중량형 도입이 어려운 공간에 적합하다. 주로 지피식물과 키가

작은 관목 위주의 식재가 이루어지고, 저 관리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녹지의 기능적 개선

① 식생 체류지 (Bio retention) :토양에 의한 여과, 생화학적 반응, 침투 및 저류 

등의 방법으로 유출수를 체류, 침투시킬 수 있도록 개선시킨 소규모 식생 저류시

설로서 주거, 산업, 각종 공원, 도로, 주차장 등의 부지확보가 용이한 다양한 곳에 

적용 가능하다. 

② 수목여과상자 (Treebox filter) : 기존 가로수와 새로운 식재를 여과층이 포함된 

자료 : 환경부 (2013)

[그림 2-17] 식생체류지 (Bior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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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터박스와 함께 매립하여 강우시 유출되는 우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설치

하는 시설물로 식생 체류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곳에 적용 가능하며 여과와 침투

에 능하다. 

③ 식물재배화분 (Planter box) : 수목여과상자와 동일하나 경관녹지 조성에 많이 

이용되는 지피식물, 관목류를 대상으로 우수관리기능을 겸하도록 개안한 시설로

서 체류, 여과, 침투등의 기능을 조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식생수로 (Bio swale) : 식생체류지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배수 구조물로서 강

자료 : 환경부 (2013)
[그림 2-19] 식물재배화분 (Planter box)

자료 : 환경부 (2013)

[그림 2-18] 수목여과상자 (Treebox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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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유출수의 여과 및 침투, 배수기능을 고려하며 주로 침투부의 용적을 증가시키

거나, 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물리적 생물학적 기능을 겸하고 있다. 주로 주차장

이나 도로의 경계 외곽에 설치한다. 주의할 점은 배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각종 

해충의 온상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수를 위한 기술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⑤ 식생여과대 (Bio slope) : 생태제방으로 알려진 식생여과대는 자갈 및 식생활착

이 유리한 토양으로 구성되며 강우유출수를 감소시키고 사면안정과 함께 여과기

능을 수행한다. 

자료 : 환경부 (2013)
[그림 2-20] 식생수로 (Bio swale)

자료 : 환경부 (2013)
[그림 2-21] 식생여과대 (Bio 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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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류시설

(1) 유역단위 저류

① 전용 저류시설 (초기유출수 분리시설, 여과시설, 투수성 저류조) : 도심지의 전

용 저류시설은 대부분 지하저류조의 형태로 설치되어, 평시에는 빈공 간으로 유지

되며, 여름철 집중호우시 하류관거의 통수능력 초과유량을 저류후 방류 하여 하류

의 홍수 부담을 경감시킬수 있도록 계획한다. 

 저류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저류된 물을 하천의 유지용수, 소방용수, ․정원용

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연결관로를 통하여 하류로 흘려보내지거나, 연계 된 

침투시설을 통하여 하부 지반으로 침투시킬 수도 있다. 더불어 분리조와 여과조를 

추가 설치하여 강우초기 오염된 유출수를 분리하고 여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② 자연형 저류 (저류연못 및 습지)

영구적인 자연형 저류지로서 주로 유출수를 억제하여 도달(time of 

concentration)시간 증가, 초기우수와 같은 오염을 정화, 그리고 자연 미관을 제공

함으로서 공간의 안정성과 미적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킨다. 이러한 저류시설은 입

지에 따라 크게 지역 외 저류(off-site)와 지역 내 저류(on-site) 로 구분된다. 지역 

외 저류는 주로 계류의 중간에 조성하고 지역 내 저류는 도시 유역 내 조성하여 

일시적으로 유출수를 억제하는 형태로 조성한다41). 

(2) 건물 개별 저류

 고밀도 시가지에서 이용 가능한 방법으로 고층 건물의 지하공간이나 건물주변

의 공지를 이용하여 저류조를 설치한다. 건축물 개별저류는 크게 전량 이용형 시

스템, 저류·조절형 빗물이용 시스템, 이용·침투형 빗물이용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다.

41) 이은석, 저밀도 기성개발지의 수 순환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7), 
p61-62 



- 28 -

① 전량 이용형 시스템

지붕에서 집수된 빗물을 필터를 거쳐 저류조에 저장한후 화장실 및 세척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빗물이 저류조에 완전히 채워진 상태에서 일부를 월

류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② 저류·조절형 빗물이용 시스템

전량이용방식을 변형하여 저류조의 용량을 증가시킨 시스템이다. 조절판을 이

용하여 저류조 용량의 조절이 가능하다.

③ 이용·침투형 빗물이용 시스템 : 빗물의 이용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우수에 한

하여 지하로 침투를 유도하는 시설로 유출수 저감 및 도시 수 순환에 기여한다.

자료 : 대한상수도학회 (2001)
[그림 2-22] 빗물 전량이용형 시스템

자료 : Shoichi Fujita, Water science and technology (1994) pg 39
[그림 2-23] 침투 저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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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침투시설

침투 설비는 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유출수를 내부적으로 소화시켜 유출수 저감 

및 수 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설비로서 점적인 형태와 선적형태, 면

적인 형태등 다양한 형태로 적용 가능하다. 주요 설비로는 침투통,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투수성 시멘트 / 아스팔트 / 보도블럭 포장 등이 있다. 

① 침투통 : 투수성을 가지는 통 본체와 주변을 쇄석으로 체워 집수한 빗물을 측

면 및 바닥에서 땅 속으로 침투시키는 역할을 한다. 점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기에 

설치장소에 큰 제약이 없으며 면 (체류습지 및 기타녹지 등), 선형 (침투측구 및 

트렌치 등)의 설비와 조합이 가능하여 활용도가 높다. 

② 침투트렌치 : 도랑에 천공관을 매설하고 모래, 쇄석, 투수시트 등을 이용하여 

유출수 유입 및 점적 침투 시설물과의 연계를 통해 유입된 유수를 지표하

(sub-surface)로 침투시키는 역할을 하는 설비이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8)
[그림 2-24] 침투통 : 조합설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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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침투트렌치 표준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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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침투측구 : 강우 유출수 수집과 임시저장, 지속적인 주변 토양으로 침투를 유도

하여 지하수 함양을 늘리고, 첨두유출량을 감소시키는 설비이다. 일반적인 침투측

구는 모래, 자갈, 쇄석등으로 채워진 가늘고 긴 굴착된 도랑이다. 

④ 투수성 아스팔트 / 콘크리트 포장 :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을 형

성하여 포장체를 투과하거나 노반에 흡수되게 하는 설비이다. 

⑤ 투수성 보도블럭 포장 : 기능으로 보았을 때 투수 아스팔트 / 콘크리트와 유사

하나 블록 형태의 변화, 식생과의 조합으로 다양한 응용을 통해 추가적으로 조경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공간적 특징에 따라 전면 투수 포장화가 불가능한 경

우 부분적인 투수포장을 통해 침투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투수성 포장

은 크게 보도, 4톤 이상 차량 출입 차도와 4톤 이하 차량 출입 차도로 나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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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8)

[그림 2-26] 침투측구 표준단면도

보도 4톤 이하 차량 출입시 4톤 이상 차량 출입시

자료 : http://www.inoblock.co.kr
[그림 2-27] 유형에 따른 투수성 포장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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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 일반적으로 블록을 시공할 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이 보도다. 

주의할 점은 쿠션 모래와 기초용 골재 사이에 반드시 투수시트와 기초골재, 쿠션

모래등이 시공되어야 한다. 

⒝ 차도 : 차량의 통행으로 투수포장을 지탱하는 골재의 두께 변화를 주거나, 상층

노반을 투수성 아스팔트로 대체하여 시공한다.

Section

Plane

자료 : http://www.paving.org.uk
[그림 2-28] 부분 포장 투수화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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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 사례연구

1. Bishan-ang Mo Kio Park

[표 2-3] 사례연구 1 : Bishan-ang Mo Kio Park

위치 Bishan-Ang Mo Kio Park, Singapore

길이 약 10km

개요

물의 공급과 홍수대처 및 관리의 두 가지 상반된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시키

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도심 속 자연이 어우러진 새로운 공간을 도시민들에게 제공

한다.

조성 전후

특징

2.7km에 이르는 직선의 콘크리트 운하를 굽이치는 형태의 3km의 자연적인 수로로 

복원했다. 이 곡류는 공원을 가로지르며 흐르고 이 공원이 다양한 과정의 강의 생

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가변적인 수위에 부합한 프로그램를 토대로 다

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토목공학 방식인 수리모형은 강둑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점에만 사용하여 건설비용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다양한 

강의 흐름을 수용하여 자연적인 강의 곡류를 형성하도록 했으며, 자연적인 생태적 

회복 또한 유도하여 생태적 다양성을 기존에 비해 약 30% 증가 시켰다. 

현황사진

이용된 기법 ·인공 습지조성, 지표면 수로 체계 설계, 영구저류연못 

자료 : Landscape Architectur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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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oneyard Creek Restoration

[표 2-4] 사례연구 2 : Boneyard Creek Restoration

위치 Second Street Basin, Champaign, Illinois 61820, USA

면적 약 40,468㎡

개요

500가구에 해당하는 새로운 주거지 개발에 필요한 지표유출수 배수시스템을 오픈

스페이스화 하여 설계하였다. 대상지는 잦은 홍수지역으로 높은 지역으로 지표면

을 통한 배수체계(open water system)설계로 하수관거에 의존하던 기존 배수설비 

대체하는 동시에 공원화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어메니티 공간으로 제공하고 홍수량 

수용문제를 해결하였다.

조성 전후

특징

· SWMM에 의한 유역내 수문/수리현황분석이 선행

· 100년빈도의 강우로부터 약 5천6백만리터의 우수 저장

· 100년주기 홍수로부터 보호가능. 

· USEPA(미환경보호국) 로부터 생태가 개선되고 있음을 검증.

· 유역을 흐르는 소하천의 수질과 그 외 물리적 특성을 개선.

· 배수습지와 빗물정원이 인근 주차장부지의 초기우수를 정화.

· 기존대지보다 표고를 낮춰 낙차를 설치하여 인근 교통 소음 저감.

현황사진

이용된 기법 ·저류연못, 계단식 낙수, 빗물정원, 긴급 overflow 배출구, 침전조

자료 : Landscape Architecture Foundation, City of Champaign counci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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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 계획의 조건 이해

1절 : 대상지 개요

1. 대상지 현황

관악캠퍼스는 관악구 신림동 내 관악산의 북사면내 도림천 원류 발원지점에 위

치하며 캠퍼스의 남측은 관악산을 마주하고 북측의 정문과 후문이 각 신림역과 

서울대입구역, 낙성대역으로 이어지는 막다른 골목의 형태를 띄고 있다. 

위치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3,819,537 (㎡)

제1종 일반주거지역 76,122 (㎡)

개발제한구역 180,450 (㎡)

건축현황 건축물 동수 218 동

건축물 연면적 1,134,330 (㎡)

상주인구 23,018 (명)

총 면적 관악캠퍼스 부지 면적 4,109,261 (㎡) 

관악캠퍼스 시설 이용 면적 1,277,244 (㎡)

[표 3 – 1] 관악캠퍼스 현황

자료출처 :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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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적 개요

관악산의 입지한 관악캠퍼스는 1972년 캠퍼스 마스터 플랜 이후 42년에 걸쳐 

물리적인 확장을 거쳐 1,277,244 ㎡ 의 면적에 이른다. 이는 초기 마스터 플랜 이

후 종합화 10개년 계획, 캠퍼스부문 장기계획 등의 학교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으나 임시변통의 건물 신축으로 현재 2만 5천 여명이 상주하는 ‘도

시’ 가 되었다. 

1972년 남서울골프장
1972년 서울대학교 건설본부 설치
1977년 관악캠퍼스 1차 완공
1980년 74개동 연면적 246,564 ㎡
1990년 115개동 연면적 370,790 ㎡
2000년 173개동 연면적 628,320 ㎡
2014년 218개동 연면적 1,277,244 ㎡

[표 3 – 2 ] 관악캠퍼스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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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 유역 개황

1. 일반현황

(1) 인문환경

① 토지이용도

[그림 3 – 1] 토지이용도 



- 37 -

대상지역의 토지이용은 국토교통부 중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크게 4가지로 나누

어 공공시설물(학교, 학교부속시설), 임목지(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합수림), 주거지 

및 상업지(나대지 및 인공녹지), 호소(호, 소, 댐)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도시

에 비해 개발 밀도가 낮고 산림녹지와 조경녹지 비율이 높다. 

② 토지피복도

토지피복분류는 건물, 아스팔트, 콘크리트, 블록, 자연석, 데크, 흙다짐, 조경녹

지, 잔디, 자연녹지, 수경시설 11개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토지이용도에서 나타났

듯이 녹지비율이 가장 높으며, 건물,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으로 비율이 높다.

③ 우·오수관망도

캠퍼스 우·오수관망은 1972년 마스터플랜에서 계획된 관망도 이후 체계적인 

계획없이 건물이 늘어날 때 마다 해당 지역에 새로 관을 매설하여 간선으로 연결

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어 구조가 매우 복잡하며, 일부 합류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림 3 – 2] 관악캠퍼스 우수관망 (左), 정화조 및 오수관망 (右)



- 38 -

[그림 3 – 3] 토지피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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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환경

① 표고도 및 경사도

대상 지형은 북서향으로부터 남동사면으로 고도가 높아지는 형태이며 자연녹지

(임지)지역에서 큰 고도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내 시설은 모두 표고 150m 이하에 

분포되어 있다. 

임목지 평균구배는 30% 이상의 절험지42), 도시지역에서는 0 – 15% 까지 대부분 

완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어 큰 폭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② 토양도

대상지역의 토양은 관악통에 속하며 유역 대부분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토양은 화강암 풍화층 위에 발달한 침적토이다. 관악통은 심한 경사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토양층 발달이 매우 불량하여 사양토 혹은 조사토로서 토양 A층과 

화강암 풍화층인 토양 C층만이 나타난다. 기반암까지의 깊이는 최대 100cm 에 

불과하며, 토양은 전체적인 화학특성으로 볼 때, 토양배수가 매우 양호하다43).  

수문학적 토양분류기준44)으로 대상지 면적 90% 이상이 배수가 매우 양호한 A 에 

해당된다.  

42) 경사 15。 미만을 완경사지, 15 – 20。미만을 경사지, 20 – 25。미만을 급경사지, 25 – 30。미만을 험준
지, 30。이상을 절험지로 구분, 보전산지지정·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 2009, 산림청, p15 

43) 소규모 화강암질 하천유역의 물질수지와 풍화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학위논문, 
1992, 박수진, p810

44) Urban Stormwater Hydrology, 1993, Akan,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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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4] 경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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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5] 정밀토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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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상도

대상지역의 임상은 침엽수림, 활엽수림, 침활혼효림, 비산림(주로 암석)이 고루 

분포하고 있다. 전체 면적비 암석지 – 21%, 활엽수림 - 44%, 침엽수 – 23%, 혼효

림 – 12% 이며 양호한 임상으로 인한 높은 밀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3 – 6] 임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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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문환경

[그림 3 – 7] 관악캠퍼스 수문환경 (건기:乾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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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캠퍼스는 관악산으로부터 항류하천과 간헐하천의 지류가 도림천으로 흘러

가는 통로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지역이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에 따라 나타나는 

수문환경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관악산댐 – 자하연 - 도림천

관악산 북사면에 위치한 항류하천(perennial stream) 과 간헐하천 (intermittent) 

에 의한 도림천 유수의 공급원으로 하천연장 및 유역면적에 있어 물에 대한 지배

력이 가장 높은구간이다.

[그림 3 – 8] 관악산댐 - 인문대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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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곡수

2. 관악산

3/4/5. 간헐천

6. 순환도로측구

[그림 3 – 9] 관악산댐 – 인문대계류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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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계곡수의 흐름은 관악산 댐을 통해 저류된 후, 댐으로부터 월류를 통한 

암거 및 측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암거로 유입된 유량은 공대폭포와 순환도

로변 측구를 통해 분기되며 간헐천 유수는 전량 측구로 유입된다. 

산림지역에서 분기된 계곡수와 간헐천의 유수의 측구유입으로 발생한 유량이 

인문대 12동에서 시작되는 인공계류로 유입된다. 이는 자연형 저류지인 자하연으

로 유입된 후, 유출구를 통해 우·오수 합류식관으로 유입되어 소유역의 경계를 

벗어나 도림천변 오수관으로 유입된 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진다. 

[그림 3 – 10] 인문대계류 - 도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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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공계류

2. 자하연 – 유입구

3. 자하연 - 유출구

4. 자하연

5. 오수관 방류구

[그림 3 – 11] 인문대계류 – 도림천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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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12] 관악산 – 공대폭포 - 도림천

(2) 관악산계곡 – 공대폭포 - 도림천

본 지역은 항류하천이 존재하며 계곡수는 순환도로 지표하부의 암거로 유입되

고 관악산댐으로부터의 유수와 합류하여 공대폭포로 유출된다. 유수는 공대폭포

에서 암거통해 유역의 경계를 벗어나 도림천으로 방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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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곡수

2. 공대폭포

3. 공대폭포 – 유출구

4. 도림천 방류구

[그림 3 – 13] 관악산 – 공대폭포 – 도림천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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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14] 관악캠퍼스 수문환경 (우기:雨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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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시설현황  

신림동 일대는 상습 침수지역이다. 지난 2011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대

책으로  저류조 긴급공사계획이 시행되어 현재 (2014년 10월 시공, 임시운영 병행

중) 서울대학교 정문 – 40,000 ㎥ 와 교내 2개소 각 20,170㎥, 5,120㎥ 으로 약 

65,000 ㎥ 규모의 저류조가 설치되고 있다. 

[그림 3 – 15] 공대폭포 저류조(左), 버들골 노천강당 저류조(右)

구분 공대폭포 버들골 노천강당

규격
면적 947㎡ 4,239㎡
저수위 6.0m 5.136m
저류량 5,120㎥ 20,170㎥

유입부
Box 3m x 2m / 횡월류부 설치

자동 / 원격수문 설치

Box 3m x 2m / 횡월류부 설치

수동수문 설치

유출부
Box 1.4m x 1.4m

자동 / 원격수문 설치

Box 2.5m x 2m

수동수문 설치

기타
유지관리용 입구

측구형 유속감쇄 장치

유지관리용 입구

측구형 유속감쇄 장치

본체 off-line 저류 on-line 저류

[표 3 – 3] 관악캠퍼스 인공저류조 세부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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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수문환경 분석

수 순환 계획은 유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지 내 지형지물 및 조

도에 따른 유수의 흐름을 분석하여 대상지 현황에 맞는 유역경계를 정의하고 대

상지에서 발생하는 지표유출량, 관망에 의한 하천 방류량, 하수처리장 이송량과 

침투량을 산정하여 대상지 수문환경 문제 진단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1. 수문학적 분석

(1) 지표 유출수 2D 분석

① 설계 해석 모델 (Software) : XP – SWMM

Stormwater & Wasterwater Management Model for eXpert 는 EPA SWMM 엔진

을 기반으로 하는 하수 및 우수 관망 해석 전용 프로그램으로 도시 유역의 유출

량 산정, 우수관거 추적, 저수지 추적 등을 통하여 우수관거와 저류지 설계등 과 

같은 수량부분과 관내의 오염 진행 같은 수질부 분석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이다.  

DEM (Digital Elevation Model) 만을 이용한 유역경계분할은 경사도 알고리즘만

이 적용된 결과로서 대상지역의 지물과 조도에 따른 왜곡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

점이 있다. 본 계획에서는 DTM (Digital Terrain Model)을 기반으로 분리선에 의한 

고도조작, 비활성 영역을 통한 Wall, 2D 토지이용현황에 따른 조도계수적용이 가

능한 XP – SWMM 2D 분석을 이용하여 보다 정밀한 유역 경계를 정의한다. 

② XP-SWMM 2D 지표유출수 분석

본 계획에서 지표유출수 흐름을 시각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XP-SWMM 에 입력

해야할 조건으로 강우데이터, 침투량산정법, 토지피복 GIS 데이터, 토지피복에 따

른 조도계수 그리고 대상지 지형데이터가 있다. 



- 53 -

⒜ 입력 강우 데이터

2011. 7월 26일 – 29일 실측강우기록을 유출량 산정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하였

다. 계획에 사용될 강우 데이터는 안전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으로 극값을 이

용한 결과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2011년 한 해 총 강수량 2039mm 중 

501mm를 기록하며 연 강수량의 1/4 이 쏟아져 최근 10년 사이 내린 강우의 극값

으로 본 계획에서 사용할 강우데이터로 적합하다. 입력 강우데이터는 [표 3 – 4]
과 같다. 

⒝ 침투량 : Horton 방정식 

Horton 방정식은 경험적으로 침투 방정식 중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의 토양의 침투능은 매우 큰 값을 보여주지만 강우 시간증가와 

더불어 급격히 저하해 간다. 그래서 어느 지점(시간)에 도달했을 때 거의 일정한 

값으로 떨어진다.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에 보여주는 최대 침투능을 초기 침투 

능력( ), 일정하게 되었을 때의 그 값을 종기 침투능( )이라 한다. Horton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나서 시간 t와 더불어 침투능 ƒ가 변화하는 상황을 다음 식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3 – 16] 2001 - 2011. AWS 관악509 (145m) 실측 강우 주상도

출처 :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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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infiltration rate at time t;

 = the initial infiltration rate or maximum infiltration rate;

 = the constant or equilibrium infiltration rate after the soil has been saturated or minimum  

       infiltration rate

 = the decay constant specific to the soil.

[표 3 – 5] 수문학적 토양형 분류에 따른 초기침투능과 종기침투능

[표 3 – 4] 입력 강우 데이터 (mm)

2011. 07.26 2011. 07.27 2011. 07.28 2011. 07.29

0:00 0 0.5 0.5

1:00 0.5 0 0.5

2:00 17 0 0

3:00 14.5 0 0

4:00 24 0.5 0

5:00 8.5 1 0

6:00 30 1.5 0

7:00 36 17.5 0

8:00 94 5.5 0

9:00 72 32.5 0

10:00 2 13 0

11:00 7 1

12:00 6.5 0

13:00 6 0.5

14:00 1.5 0

15:00 1.5 2

16:00 11 6.5

17:00 9 0 0.5

18:00 12 1 0

19:00 19 0.5 0

20:00 2 0 0

21:00 5.5 8 0

22:00 15 4 7

23:00 0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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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도계수 및 토지피복분류

조도계수란 흐름이 있는 경계면의 거친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본 계획 2

절의 인문현황에서 다루었던 대상지의 토지피복에 따라 Roussel (2005)이 제시하

는 조도계수를 [표 3 - 6] 와 같이 적용하였다. 

종기 침투능 (mm/hr)

A B C D

7.6 11.4 3.8 7.6 1.3 3.8 0 1.3

출처 : Akan (1993)

초기 침투능 (mm/hr)

Little  or no vegetation Dense vegetation

dry soil moist soil dry soil moist soil

sandy loam clay sandy loam clay sandy loam clay sandy loam clay

127 76.2 25.4 43 25 7.6 254 152 51 84 51 18

[표 3 – 6] 조도계수

토지용도 조도계수 적용 대상지 토지용도

Pavement 0.02 건물, 차로 및 보행로

Smooth, bare, packed soil 0.10 흙다짐, 나지

Poor grass, cultivated row crops, or 

moderately rough packed surfaces
0.20 -

Pasture, average grass 0.40 조경녹지

Deciduous forest, dense grass 0.60 잔디

Coniferous forest, or deciduous forest 

with deep litter
0.80 산림녹지

출처 : Roussel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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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M (Digital Terrain Model)

DTM 이란 적당한 밀도로 분포하는 지점들의 위치 및 표고의 수치값을 컴퓨터

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 모형을 말한다. 본 계획에서는 DTM 은 입력된 

설계 강우에 따른 유수의 흐름 방향, 강도, 등의 분석 결과 도출을 위한 기반 데

이터로서 1:1000 축적 수치지형도에서 1m 간격 등고선을 이용하여 DTM을 구축하

였다.  

[그림 3 – 17] 관악캠퍼스 Digital Terrai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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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P – SWMM 2D 분석 모델

XP-SWMM 2D 분석 모델 구축은 앞서 선행된 대상지 일반현황분석을 위해 구

축된 GIS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2D 분석에 필요한 토지피복에 따른 조도계수는 

시간면적법에 따른 조도계수 [표 3-4] 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그림 3 – 18] XP-SWMM 2D 구축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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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XP–SWMM 2D 지표유출수 분석 결과

유역은 지표유출수의 흐름이 분기되는 지점들을 연결하여 생긴 경계이다. 

DEM을 이용한 유역분할은 GIS를 통해 경사도 알고리즘으로 유역경계를 분할하

는 방법이다. 

XP – SWMM 2D를 이용한 지표유출수 흐름 분석에서 산림지역의 지표유출수 

흐름에 의한 분기점은 DEM 유역경계와 일치하나 도시지역에서는 지형과 지물정

보를 동시에 해석한 결과 GIS를 통한 유역경계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

다.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개선된 유역경계분할법을 적용한 대상지 범위를 최종 계

획의 대상지 범위로 재설정 하였다.

[그림 3 – 19] 유수의 흐름 분석 – 유역 내 산림지역과 도시지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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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20] GIS를 통한 유역경계와 XP-SWMM 2D 분석에 의한 경계 비교



- 60 -

     

[그림 3 – 21]  유역의 경계 재설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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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22] 최종 유역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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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출량 분석

① 지표유출량(runoff) 산정

⒜ 유출량 해석 모델 (Software) : XP – SWMM

구체적인 수 순환 계획 수립을 위해 해당유역의 지표유출량을 구하기 위해 

SWMM 엔진 기반의 XP-SWMM을 이용하여 유출량, 침투량, 강우산정 시간-면적

법, Horton법과 실측 강우데이터를 이용하였다. 

⒝ 유출량 산정법 (Runoff computation) : 시간 – 면적법 (time – area method)

시간 – 면적법은 유역의 출구지점까지의 도달시간 – 누가면적관계곡선 (time – 
area curve)을 사용하여 주로 도시지역과 같은 불투수성의 소유역에 내리는 집중

호우로 인한 유출구지점에서의 유출량의 시간적 변화(수문곡선)를 계산하는 방법

으로 유수의 전이(translation)만을 고려하여 유출수문곡선을 계산하게 된다45).

45) 기초수문학, 2008, 윤용남, 481pg

[그림 3 – 23] 도달시간 – 누가유역면적 관계곡선 및 면적주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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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유역 도달시간 산정 – Kerby 공식 (Kerby method)

tov = overland flow time of concentration, in minutes 

K = a units conversion coefficient, in which K = 0.828 for traditional units and 

    K = 1.44 for SI units 

L = the overland-flow length, in feet or meters as dictated by K 

N = a dimensionless retardance coefficient 

S = the dimensionless slope of terrain conveying the overland flow 

Kerby 공식은 하천연장이 약 360m 인 지표유출을 대상으로 개발된 공식으로 

유역연장 및 평균경사 뿐만 아니라 피복 조도와의 관계도 고려한 식이다. 또한 

자연하천과 도시하천에 따라 적용공식을 달리하고 있으나 본 설계에서 적용한 공

식은 도시에 적합한 공식을 이용한다.

- 자연유역 도달시간 산정 – Kirpich 공식 (Kirpich method)

tch = the time of concentration, in minutes 

K = a units conversion coefficient

[표 3 – 7] Kerby 공식 Retardance Coefficient 계수 (K)

토지용도 조도계수 적용 대상지 토지용도

Pavement 0.02 건물, 차로 및 보행로

Smooth, bare, packed soil 0.10 흙다짐

Poor grass, cultivated row crops, or 

moderately rough packed surfaces
0.20 -

Pasture, average grass 0.40 조경녹지

Deciduous forest, dense grass 0.60 잔디

Coniferous forest, or deciduous forest 

with deep litter
0.80 산림녹지

출처 : Roussel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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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0.0078,   Tc : min, L : ft 
K = 0.0195,   Tc : min, L : m 
K = 3.9768,   Tc : min, L : km 
K = 0.00013,  Tc : hour, L : ft 
K = 0.000325, Tc : hour, L : m 
K = 0.06628,  Tc : hour, L : km 

L = the channel flow length, in feet or meters as dictated by K 

S = the dimensionless main-channel slope 

미국 농경지지역의 소유역을 대상으로 유도된 경험식으로 국내 환경영향평가, 

재해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 침투량 및 입력강우

유출수 흐름 분석의 침투량 및 설계 강우 데이터와 동일하게 사용한다. 

⒟ 유출량 모의 흐름도

[그림 3 – 24] 유출량 산정 모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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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로 인한 수 순환을 분석하기 위해 현재 캠퍼스 현황을 바탕으로 XP – 
SWMM을 이용하여 제작한 모델 ‘시나리오 1’과 대상지 개발 이전의 원시림을 

가정한‘시나리오 2’로 나누어 강우시 발생하는 총강우량, 지표유출량과 증발산

량 으로 분류하여 비교분석을 통해 수 순환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INPUT 

DATA TABLE은 부록에 첨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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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유출량 산정을 위한 데이터 INPUT

이름 침투 레퍼런스 면적 ㎡ 단위유량도 기법 도달 시간 (min) 평균구배
(m/m)

유역1 불투수 38420 시간-면적 3.035 0.15

〃 나지 3560 〃 6.435 0.15

〃 조경 2610 〃 12.294 0.15

〃 잔디 620 〃 14.857 0.15

〃 산림 28070 〃 16.994 0.15

유역2 불투수 132510 〃 4.411 0.25

〃 나지 4910 〃 9.353 0.25

〃 조경 96320 〃 17.87 0.25

〃 잔디 4460 〃 21.595 0.25

〃 산림 39970 〃 24.701 0.25

유역3 불투수 157360 〃 8.718 0.22

〃 나지 5930 〃 18.486 0.22

〃 조경 82490 〃 35.32 0.22

〃 잔디 24380 〃 42.683 0.22

〃 산림 852230 〃 48.82 0.22

유역4 불투수 125100 〃 4.957 0.1

〃 나지 690 〃 10.511 0.1

〃 조경 40730 〃 20.083 0.1

〃 산림 59370 〃 27.759 0.1

유역5 불투수 90690 〃 7.517 0.15

〃 나지 2970 〃 15.938 0.15

〃 조경 43020 〃 30.451 0.15

〃 잔디 3670 〃 36.8 0.15

〃 산림 534270 〃 42.091 0.15

유역6 불투수 58740 〃 7.844 0.05

〃 나지 1570 〃 16.632 0.05

〃 조경 19270 〃 31.776 0.05

〃 잔디 2340 〃 38.401 0.05

〃 산림 344760 〃 43.922 0.05

강우 레퍼런스 : 관악 2011.7.26.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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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량 결과 
[표 3-9] 유출량 분석 결과

유역

(subcatchment)

유역1 유역2 유역3

불투수면 나지 조경녹지 잔디 산림녹지 불투수면 나지 조경녹지 잔디 산림녹지 불투수면 나지 조경녹지 잔디 산림녹지

면적 (㎡) 38420.8 3560.1   2610.1   620.0   28070.6  132512.9  4910.1   96322.1  4460.1   39970.9  157363.4  5930.1   82491.8  24380.5  852248.6  

강우량 (mm) 501.0 501.0 501.0 501.0 501.0   501.0 501.0 501.0 501.0 501.0 501.0 501.0 501.0 501.0 501.0 

최대강우 (mm/hr) 94.0 94.0 94.0 94.0   94.0 94.0 94.0 94.0 94.0 94.0 94.0 94.0 94.0 94.0 94.0 

유출고 (mm) 653.2 298.0 243.3 232.3 230.2 561.8 292.9 231.8 234.4 232.9 511.7 281.6 234.5 231.8 231.0 

첨두유출 (cms). 1.3 0.1 0.1 0.0 0.6 3.9 0.1 2.2 0.1 0.9 4.2 0.1 1.9 0.6 19.6 

총 유출량
25096.9 1061.1 635.1 144.0 6461.4 74446.5 1438.4 22325.2 1045.5 9308.7 80516.1 1670.0 19347.0 5651.7 196827.6 

33398.5 108564.3 304012.3 

총 침투량 23635.7 76829.5 215145.4 

유역

(subcatchment)

유역4 유역5 유역6

불투수면 나지 조경녹지 산림녹지 불투수면 나지 조경녹지 잔디 산림녹지 불투수면 나지 조경녹지 잔디 산림녹지

면적 (㎡) 125102.7 690.0   40730.9   59371.3   90692.0  2970.1   43020.9  3670.1   534281.6  58741.3 1570.0   19270.4  2340.1   344767.5  

강우량 (mm) 501.0 501.0 501.0 501.0 501.0 501.0 501.0 501.0 501.0 501.0 501.0 501.0 501.0 501.0 

최대강우 (mm/hr) 94.0 94.0 94.0 94.0 94.0 94.0 94.0 94.0 94.0 94.0 94.0 94.0 94.0 94.0 

유출고 (mm) 499.9 286.7 240.6 232.1 527.5 275.1 234.3 231.4 235.1 505.5 280.1 231.7 233.7 230.5 

첨두유출 (cms). 3.3 0.0 1.0 1.4 2.5 0.1 1.0 0.1 12.5 1.6 0.0 0.4 0.1 7.9 

총 유출량
62541.9 197.8 9800.2 13780.1 47837.4 816.9 10077.7 849.1 125594.6 29692.7 439.7 4465.4 546.9 79472.8 

62541.9 197.8 9800.2 

총 침투량 86320.0 185175.7 114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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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량 산정 결과 도시화 이전에 비해 도시화 이후(현재) 지표유출량 

176438.8477㎥ 증가, 침투량 168875.1㎥ 감소하였다. 이는 전체 유출량의 약 12% 

로서 도시화와 불투수면 증가와 침투면적 감소에 따른 체적변화의 결과이다. 이

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도시화로 인한 변화는 유출량 증가에 따른 재해위협과, 

침투감소로 기저유량 감소에 따른 건천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역 3 과 유역 5 에서 발생한 유출량이 유역 전체 발생 유출량의 58%에 해당

한다. 이는 앞선 수문환경 개요에서 다루었던 바와 같이 항류천(perennial 

stream), 간헐천(intermittent stream), 그리고 하수암거에 의한 하수처리장 방류, 

도림천 방류등 유수 흐름에 의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유역으로서 본 계획의 

수 순환 개선을 위한 가장 적합한 대상지로 볼 수 있다. 

[표 3-10] 유출량 분석 결과 요약

유역별 유출 및 침투 현황 단위 : ㎥

유역1 유역2 유역3 유역4 유역5 유역6

유출량 33398.5 108564.3 304012.3 86320.0 185175.6 114617.3

침투량 23635.6 76829.5 215145.3 61087.5 131046.3 81113.1

총 유출량 832088.4

총 침투량 588857.6

도시화 이전과 이후 변화 단위 : ㎥

도시화 전 도시화 후

유출량 655649.5 832088.4

침투량 757732.7 588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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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수 및 오수관망 유출량(sewer outflow) 산정

관악캠퍼스 배수체계는 일부 구간 합류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우수 및 

오수 관망도를 이용하여 지표유출수의 도림천 방류 및 하수처리장 이송량을 산정

한다. 

[그림 3 – 25] 최종 계획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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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량 해석 모델 (Software) : XP – SWMM

수문환경 개요에서 다루었던 바와 같이 관악산 계곡으로부터 오수, 우수관망으

로 유입되어 하수처리장 및 도림천으로 방류되는 유량을 산정하기 위해 지표유출

량 산정과 동일하게 XP – SWMM을 이용한다.

 

⒝ 입력강우

유출수 흐름 분석의 입력강우와 동일하게 입력하였다.

[그림 3 – 26] 우수관망 유출량 모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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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27] 우수관망 유출량 모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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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유출량만으로 볼 때 유역 3이 227341.1 (46%)㎥ 로 유역 5보다 많은 261846.9 

(54%)㎥ 유출량이 발생하고 있으나 우수 및 오수관망 유출량 산정 결과 유역 3 

관악산 댐으로부터 저류된 계곡수가 암거를 통해 유역간 유수의 이동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유역 5에서 더 많은 유수가 머무르고 있다.  

침투를 제외한 총 유출로부터 약 34% 만이 도림천으로 합류되며 약 66% 에 해

당하는 유량은 하수처리장 및 유출에 의해 소실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1] 우수 및 오수관망 유출량 산정결과

단위 : ㎥

유역3 유역5

우수관

방류

도림천 
31674.71 (6.4%)

(우·오수관 합류식 방류)
61297.21 (12.5%)

하수처리장 1942 (0.4%) 0

지표 유출량 193724.3 (39.6%) 123878.4 (25.3%)

암거 이송량 76671.29 (15%) 유역 3  ->  유역 5

총 유출량 227341.1 (46%) 261846.9 (54%)

총 도림천 방류 169643.2 (34%)

합계 489187.9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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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지의 공간적 이해

(1) 활용가능부지 분석

 서울대 소유역 부지 전체면적 2,835,379㎡ 내 시설부지는 632,713㎡, 녹지면적 

2,202,666㎡에 달한다. 이는 일반적인 건축물 밀도 법정기준에서 건폐율 50% 이

하, 용적률 50 – 100% 이하로 저밀도 개발지역 범주에 포함되나 토지이용구조가  

도시유사 형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계획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서 이용 목적, 

빈도 등을 고려한 시설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계획 대상지로부터 제외하거나 절충

안 제시가 필요하다.

본 계획에서 활용 가능 대상으로는 건축물, 기반시설, 녹지가 있다. 건축물은 

대상지의 주요 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담아내지만 일부 노후화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로 재건축 및 리노베이션 대상이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차량

중심의 캠퍼스 동선 체계는 우회 또는 일부 축소를 통해 면적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단순 관상용이거나 단절된 녹지를 통하여 계획가능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교통 및 보행 분석 

관악캠퍼스는 관악산으로 둘러 쌓여있는 입지특성으로 대중교통 및 자가용을 

이용한 교통수단과, 경사로 인해 주요 보행 축이 횡단형태로 발달되어있다. 내부 

순환로는 교내순환버스, 대중교통과 자가용으로 접근하는 주요 동선으로서 구성

원의 캠퍼스 접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내부 순환로로부터 캠퍼스 주요

시설로 접근하는 교통로는 양방향통행로, 일방통행로, 보차혼용로가 혼용되고 있

다. 더불어 비계획적인 캠퍼스 확장에 따른 복잡한 동선 체계로 일부 유사시 통

행로는 이동식 볼라드 및 경계봉으로 분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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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28] 활용가능부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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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29] 공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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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종합

수문환경 분석을 종합한 결과, [그림 3-30]에서 나타나듯이 대상지의 수 순환 

문제는 크게 2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관악산 계곡수가 캠퍼스를 관통하면서 나

타나는 수 순환 왜곡과 둘째, 국지성 호우에 의해 단 시간 발생하는 많은 양의 

유출수이다. 

관악산 유수의 암거 및 오수관유입으로 불투수성 수로에 의한 침투차단, 밀폐

형 수로에 의한 증발차단, 오수관 유입에 따른 하수처리장 이송 등 일련의 수 순

환 왜곡이 발생으로 도림천 서울대 관악캠퍼스 유역 내 수 순환이 저해되고 있

다. 따라서 수 순환을 회복하기 위해 인공 하계망을 최소화하고 유수 흐름을 지

표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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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30] 수문환경분석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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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31] 공간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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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 기본구상

1절 : 계획의 방향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유역 전체의 수 순환 건전성을 위해 관악산으로부터 지표

(surface)를 통하여 대상 유역을 관통하는 하천을 계획한다. 이는 선형의 수 순환 

시스템, 우수 유출수 저감 시스템과 유수공급 시스템의 종합로서 관악산으로부터 

단절된 유수를 확보하여 도림천으로 방류하고, 지표유출수 지연과 우수저장효율

을 높이며, 관악산으로부터 캠퍼스로 녹지를 끌어들여 오픈스페이스 및 도림천으

계획영역 현황 계획방향

새로운 물 

길(하천)

우수 저감 및 

저장 시스템

오픈스페이

스 및 녹지

[그림 4 – 1] 계획의 기본 방향



- 80 -

로 확장을 유도한다.

2절. 기본계획

(1) New path : 새로운 하천 만들기

기존 수 순환체계 개선을 위해 선행 되어야할 전략으로서 지표를 이용한 선형

의 물길을 제안한다. 이 지점으로부터 암거와 개거형 측구에 의해 분기된 유량이 

각각 유역 3 인문대 계류와 유역 5 로 흐르게 된다.  이는 침투와 증발을 차단하

며 강우에 의한 방대한량의 지표유출수를 발생시키고 합류식으로 운용되는 관망

에 따른 유수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암거와 개수로에 의한 관망

유입을 차단하고 지표면을 통해 물의 흐름을 이어 침투, 증발 유도 그리고 유슈

확보를 통해 유지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4 – 2] New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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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centralizing : 분산형 빗물관리 시설 설치

앞선 정량분석에서 많은 양의 유출수가 소실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호우

로 유출수가 계획하천으로 유입되어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악산 유수

의 도림천 방류량 감소로 직·간접적 건천화를 유발하고 있다.  건기시 유수를 

공급해야 하지만 우기시 유출수를 저감시켜야하는 모순 관계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계획하천을 따라서 캠퍼스내 중, 소규모의 기

반시설 및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분산형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여 유수확보 및 재

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요구되는 기법으로는 옥상녹화, 소형 식생 체류 및 저류지, 유역단위의 저류시

설 및 빗물저장시설을 복합형으로 활용하거나 단일시설에 적용한다.  

[그림 4 – 3] Decentral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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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ickening : 두텁게하기

계획 하천변 가용지를 확보하여 완충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로 활용한다. 완충지 

면적에 따른 하천의 호안 안정성과 침투 및 증발유도에 따른 수 순환 효율증가, 

관악산으로부터 도림천으로 연속된 녹지를 제공하여 생태확장시킬 수 있다. 많은 

면적의 녹지를 확보할수록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음으로 장기적인 계획에서 고려

될 필요가 있다. 

[그림 4 – 4] Thick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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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 계획

1절 : 수 순환 계획

1. 하천

(1) 하천선형

① 하천선형 대안

[그림 5 – 1] 하천 계획

[그림 5 – 2] 하천 선형 추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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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선형을 계획을 위해 공간분석을 통해 나타난 활용가능부지를 이용한다. 

계획하천에 흐르는 유량은 강우에 의한 산림지역에서 발생한 지표유출수와 침

투에 의한 기저유출에 의존함으로 하천 선형의 시작점은 산림지역과 도시지역이 

만나는 접점, 즉 수 순환의 왜곡이 시작되는 지점이 된다. 

도시유역 내 하천선형의 위치는 활용가능부지 내 XP-SWMM 2D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지표유출수의 흐름을 참조하여 이상적인 물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영

역을 [그림 4-3] 1번과 같이 도출하였다. 

선택영역 내 하천의 중심선 추출을 위해 활용가능 부지 내 연속된 최대내접원

(MIC : Maximum Inscribed Circle)을 그려 각 내접원의 중심을 연결하였다. 그 결

과 유역3과 유역5 각 6개, 2개의 하천선형대안을 정의하였다. 

[그림 5 – 3] 계획하천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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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수단면

대상 유역의 확률강우빈도, 강우-유출모의 그리고 첨두 유출량을 산정하여, 계

획하천의 통수단면을 산출한다.

하천계획을 위한 유출량 산정기법은 3장의 2절 수문학적 분석 유출량 산정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확률강우빈도는 최대 100년46)으로서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지점은 국토해양부 확률강우량도47) 60분 102.7mm를 사용하였고, 

HUFF 3분위48) 강우 시간분포를 이용하여 첨두유출량을 산정하였다. 계획하폭을 

46) 소하천설계기준, 소방방재청, 2012, pg 83

47) 한국확률강우량정보, http://www.k-idf.re.kr/

유역 3

대안 경로

대안1 관악산댐 – 61동 – 인문관1 – 자하연 – 문화관 - 도림천

대안2 관악산댐 – 61동 – 인문관1 – 자하연 – 규장각 - 도림천

대안3 관악산댐 – 61동 – 인문관2 – 자하연 – 문화관 - 도림천

대안4 관악산댐 – 61동 – 인문관2 – 자하연 – 규장각 - 도림천

대안5 관악산댐 – 61동 – 인문관3 – 자하연 – 문화관 - 도림천

대안6 관악산댐 – 61동 – 인문관3 – 자하연 – 규장각 - 도림천

유역 5

대안 경로

대안6 공대폭포 – 신소재공동연구소 – 도림천

대안6 공대폭포 – 대학원교육연구동 (39) - 도림천

[표 5 – 1] 하천선형 대안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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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수자원설계실무, 정종호, 2005, pg46

                                                          (yr)

[그림 5 – 4] 강우강도 – 지속기간 – 빈도 곡선

자료 : 국토해양부 (2012)

구분 설계빈도

도시지역 50 - 100년
산지 지역 30 - 50년

[표 5 – 2] 소하천 치수계획을 위한 설계강우빈도

출처 : 소하천설계기준 (2012)

관악구 서울대학교 지점 확률강우강도 102.7 mm (60분)

설계강우 시간분포 HUFF 3분위법

[표 5 – 3] 계획에 사용된 확률강우강도와 분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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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하기 위해 소하천 계획하폭결정 공식49)   (Q = 유출량, B 

= 하폭)을 사용하였고 제방여유고를 0.6m를 반영한 결과 유역 3 과 5의 통수단면

과 계획하폭, 홍수심은 [표 5-4] 와 같다. 

49) 소하천 설계기준, 소방방재청 국립방재연구원, 2012, pg133

[표 5 – 4] 하천선형계획 종합

유역 3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첨두 유출량 (㎥/s) 19.55 cms
하천 총연장 (m) 1086 1077 1016 1110 931 1034

하천 직선 연장 (m) 811 891 811 891 811 891

하천 평균 구배 (m/m) 0.09 0.08 0.08 0.08 0.09 0.09

도달시간(s) 537 549 535 557 499 525

하천하천조도계수 0.045 (mccuen, 1998)

통수단면적 (㎡) 9.66 9.96 10.29 9.81 10.47 9.92

홍수심 (m) 1.89 1.95 2.01 1.92 2.05 1.94

계획하폭 (m) 8.2

하상폭 (m) 2.0

안전홍수심 (m) 2.09 2.13 2.22 2.19 2.26 2.14

안전통수단면 (㎡) 11.34 12.47 12.81 11.86 12.99 11.52

수로폭비 1.7 1.7 1.6 1.7 1.6 1.6

굴곡도 1.3 1.2 1.3 1.2 1.1 1.2

폭 / 깊이 비 4.4 4.4 4.3 4.4 4.3 4.4

유역 5

대안1 대안2
첨두 유출량 (㎥/s) 14.40 cms
하천 총연장 (m) 345 703

하천 직선 연장 (m) 315 557

하천 평균 구배 (m/m) 0.07 0.09

도달시간(s) 222 292

하천하천조도계수 0.045 (mccuen, 1998)

통수단면적 (㎡) 9.26 5.98

홍수심 (m) 2.1 1.44

계획하폭 (m) 6.8

하상폭 (m) 2 1.5

안전 홍수심 (m) 2.3 1.61

안전통수단면 (㎡) 10.64 6.58

수로폭비 1.54 1.54

굴곡도 1.1 1.3

폭 / 깊이 비 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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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최종 하천선형 및 완충녹지

하천의 완충지대확보 거리에 따른 기능에 관하여 A.J. Castelle (1993), 

Broderson (1973), Lynch (1985), Barton (1985), Harris (1985), Milligan (1985) 의 연

구와 CRJC(Connecticut river joint commissions)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음 [그림 

4-x]와 같이 정리하였으며, 산정계획하폭에 완충기능에 따른 거리를 각 하천선형 

대안에 적용한 결과 [그림 4-x], 계획하폭을 포함한 10m를 초과하는 완충녹지 확

보하기 위해서는 캠퍼스 주요 프로그램으로서 교육을 수용하는 건축물의 해체가 

불가능하여 현실적인 완충녹지 확보거리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최대 10m 폭의 

완충녹지 확보가 가능한 대안인 유역 3 – 1번과 유역 5 – 1번을 계획의 최종 대

안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5 – 5] 하천 완충녹지 확보 거리에 따른 기능분류

참고문헌 : A.J. Castelle (1993), Broderson (1973), Lynch (1985), Barton (1985), Harris (1985), 

Milligan (1985), CRJC (Connecticut River Joint Commissions)

[표 5 – 5] 최종 하천계획 상세 규격

계획하폭 하상폭 홍수심 통수단면 완충녹지폭

유역 3 8.2m 2m 2.1m 11.34㎡ 10m

유역 5 6.8m 2m 2.3m 10.64㎡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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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15.2m 22.86m

32m 38.1m 45m

60m 90m 106.7m

[그림 5 – 6 하천 완충녹지 확보 거리에 계획 하천선형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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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7 최종하천선형 및 통수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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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하상재질

미환경부(EPA) 의 하천분류기준 Level I 과 Rosgen(1996) 이 개발한 하천분류기

준에서 제시되는 하천폭비, 굴곡도, 폭/깊이비, 하천평균구배를 통해 하천의 타입

에 따른 하상재질과 조도계수는 다음 [그림 4-6]과 같다.

[표 5 – 6] 하상재질

하상재질 조도계수 EPA STREAM TYPE

유역 3

호박돌(Boulder) 0.04
A

왕자갈(Cobble) 0.03 – 0.05

자갈(Gravel) 0.04 – 0.04

G

유역 5

호박돌(Boulder)  0.04

왕자갈(Cobble) 0.03 – 0.05

자갈(Gravel) 0.04 – 0.04

자료 출처 : EPA WATERSHED ACADEMY, 하천설계기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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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8 계획하천 횡 단면도 – 유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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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9] 계획하천 횡 단면도 – 유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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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10] 계획하천 종 단면도 – 유역 3



- 95 -

[그림 5 – 11] 계획하천 종 단면도 – 유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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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형태 및 호안

계획하천의 하천형태(Channel morphology)와 호안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GIS 

와 XP-SWMM 2D를 이용하여 하천구배, 유속을 구한다. 모의 흐름도는 다음 [그

림 4-16] 와 같다. 

① 하천형태(Channel morphology)

Montgomery and Buffington(1997) 과 EPA Watershed academy Level I Stream 

classification 산지의 소하천에서 나타나는 주요 하천형태(Stream morphology) 

Step-pool, Pool-Riffle, 그리고 Cascade를 주요 특징별로 요약하면 [표 4-7]과 같

으며 이를 본 계획에서 적용의 기준으로 하천형태 계획을 진행하였다.

[표 5 – 7] 산지 소하천 주요형태 (Channel morphology)

적용 기준

Step - pool Stream type A / G 의 주요 형태

Pool – Riffle 하천 선형 사행구간 및 하상 급경사구간

Cascade 하천 하천 구배 10 – 15% 이상 구간

[그림 5 – 12] XP-SWMM 2D 하천모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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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호안 (Revetment)

소하천설계기준(2012)에 따르면 일반적인 호안설계는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친환경성, 경관성, 유지관리 용이, 범용성 등을 고려한다. 관악캠퍼스는 교육시설

로서 계획하천으로부터 교직원과 학생의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하며, 다음으로 건

전한 교육 환경조성과 관악산 자연을 위한 경관성, 경제성등 순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물 순환 건전성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본 계획의 취지를 고려

[그림 5 – 13] XP-SWMM 2D 하천 모의 및 경사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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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안전하고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주변 산림경관과의 

조화가 주요 호안설계 기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하천 제방 및 주변 지물을 유

수의 흐름에 의한 침식과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기존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

록 계획을 수립한다. 

호안설계를 위해 XP-SWMM 2D를 이용하여 계획하천을 모의한다. 이는 하천 

유입 유량과 위치에 따른 최대 및 최소유속을 산정할 수 있어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가 가능하다.  

[그림 5 – 14] GIS 하천 경사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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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15] 하천형태 및 호안공법 계획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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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계획

(1) 동선

계획하천은 기존 노천강당으로부터 대학본부를 관통하는 동선부지위에 계획하

였다. 따라서 본 동선계획은 기존 동선의 위계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차량중심 보

행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획하천이 관통하는 내부순환로와 중앙도서관, 교수학습센터, 문화관부지는 캠

퍼스 구성원들이 이용하는 주요 보행로로서 하천을 횡으로 가로지르는 교량을 계

획한다. 계획하천부지와 완충녹지를 합하여 약 30m 폭으로 계획되어 일부 하천을 

종적으로 가로지르는 동선의 경우 완충녹지 구간을 통해 계획한다. 또한 내부순

환로로부터 이어지는 동선구간은 협소한 캠퍼스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길갓이 주

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주차장 확보를 통하여 도로폭 축소 계획을 수립한다. 

[그림 5 – 16] 동선 현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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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

관악캠퍼스 토지이용은 도시와 유사한 개발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저밀도 개발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 캠퍼스 내 개발지 비율 대비 녹지가 많다. 다시말해 대상

지 내 녹지가 고루 분포되어 있어 하천 주변 완충녹지 조성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이러한 녹지의 확장은 침투, 증발, 저류효과 증진, 및 정화로 인한 자연

적인 수 순환기능을 증가시키고 관악산의 단절된 생태적 기능을 도림천으로 확장

시킬뿐만 아니라 캠퍼스 내 오픈스페이스로서 이용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1 단계 2 단계 3 단계

[그림 5 – 17] 동선계획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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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18] 동선 및 녹지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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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지속적인 변화 패턴을 보이는 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계획으로서 우기(雨期)

시 도시지역 내 지표유출수의 계획하천유입을 최소화하여 유역 하류 부하를 줄이

고 건기(乾期)시 계획하천에 유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설치 시설의 종류는 과도한 지표 유출수 및 하천의 흐름을 지연 또는 차단하기 

위한 체류, 저류시설과 하류의 유수 부하를 줄이고 지하수 및 대수층 함수량 증

가를 유도하는 침투시설, 초기우수에 의한 수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여과 시설

이 있다. 

계획 대상지 내 지표유출수 흐름 분석을 전재로 계획하천과 직접 영향을 주고 

받는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분류한 결과 

시설 적용 대상지를 선별하기 위해 대상지 내 지표유출수 흐름을 파악하였다.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의 토지이용을 분류한 결과 건축물 독체, 건축물과 녹지, 

건축물과 주차장, 오픈스페이스와 이를 둘러싼 건축물, 둔덕 또는 언덕지형, 교통

[그림 5 – 19]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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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와 보행로로 크게 6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며 수 순환 개선 계획과 대상지 유형

을 [그림 4-23 의 3번] 과 같이 분류하였다.

1. 계획하천을 중심으로 유수의 흐름 분석 

[그림 5 – 20]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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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 영향권 분리 3. 토지이용에 따른 분리

[그림 5 – 21]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시설계획 2 - 3



- 106 -

[그림 5 – 22]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시설계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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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23]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시설계획 1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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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24]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시설계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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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25]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시설계획 2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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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26]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시설계획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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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27]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시설계획 3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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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28]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시설계획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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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합계획도

(1) 종합계획도 - 전체

[그림 5 – 29] 종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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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계획도 - 유역 3

[그림 5 – 30] 종합계획도 유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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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계획도 - 유역 5

[그림 5 – 31] 종합계획도 유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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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 수 순환 개선효과 분석

본 계획에서 제안하는 수 순환 계획의 개선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지표유출

량, 침투량, 유수 방류량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XP-SWMM 

RUNOFF, 2D + HYDRAULIC ANALYSIS 를 실시하여 강우에 의한 유출량과 침투

량, 우·오수관망으로 유입 및 방류량을 [그림 4-36] 분석 흐름도의 과정으로 산

정하여 비교 고찰한 결과는 다음 [표 4-9]과 같다. 분석을 위한 INPUT DATA 

TABLE은 부록에 첨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첫 번째 결과, 유역 내 도시화지역의 옥상녹화, 침투트렌치, 빗물탱크 등의 조

합으로 구성된 분산형 빗물 관리시설에 의해 저류량이 증가하였고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지표유출량이 큰 폭 감소하였다. 도시 유역 3, 5번 저류량은 총 강우 체

적 837,827㎥ 의 3%에 해당하지만 27,000㎥로 유역 내 신설 지하 저류조 2기 합

산 약 25,000㎥를 뛰어 넘는 체적이다. 두 번째는 앞선 분산형 빗물 관리를 위한 

침투유도시설과 하천변에 조성된 완충녹지에 따라 침투량이 증가하였다. 침투량 

[그림 5 - 32] 수 순환 개선 효과 분석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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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총 강우 체적의 0.01% 인 210㎥ 로서 앞선 저류효과와 큰 차이가 있으나 도림

천과 계획하천 근접 부지로서 침투면적 확장에 의한 기저유량확보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는 대상지를 관통하는 관악산 계곡수의 흐름 분산을 

통해  침투, 증발을 유도하였다. 이는 총 강우 체적의 약 15%에 해당하는 132463

㎥의 유량이 침투와 증발기회가 차단되어 유역 5의 암거를 통해 배출되었지만  

본 계획을 통해 지표에 하천을 조성하고 유역 3으로 분산시킴으로서 증발이 가능

하고 초기 침투능과 종기침투능에 의한 효율적인 침투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하

천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단위 : ㎥

대상 적용전략 개선 효과
유역 3 유역 5

계획전 계획후 비고 계획전 계획후 비고

도시지역 분산형우수
관리시설

지표유출량 143313 
(32.2%)  

125803 
(24.1%) (-)17510 98373 

(25%)
88582

(27.85%) (-)9791

침투량 381
(0.08%)

591
(0.11%) (+)210 223

(0.05%) 
348

(0.11%) (+)124

저류량 0 17301
(3.32%) (+)17300 0 10171

(3.22%) (+)10171

우수관망 
(방류) 하천계획

우수관 
방류

31675
(7.1%) 31675 - 137968

(35%) 4008 (-)133960

오수관 
합류

1942 
(0.4%) 1942 - 0 0 -

하천 방류 0 76671 (+)76671 0 56783 (+)56783

산림지역 -

지표유출량 52353
(11.7%)

52353
(10.05%) - 26012

(6.6%)
26012
(8.23%) -

침투량 214764
(48.3%)

214764
(41.21%) - 130823 

(33.2%)
130823 
(41.37%) -

합            계 444428
(100%) 

521100
(100%) (+)76672 393399

(100%) 
316222
(100%) (-)76672

[표 5 - 8] 수 순환 개선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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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 결론

도림천 신림동구간과 같이 건천화, 범람, 상습침수, 역류성 내 침수 등 각종 수 

순환 왜곡으로 유역 최상류 하천 발원지점에 입지한 도시화된 지역들을 주목하고 

있다. 이는 기존 자연물길을 하수 암거화하여 온전한 유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이

송시키고 및 불투수면에 의해 침투가 차단되어 기저유량이 감소 및 건기시 유수

확보를 어렵게하고, 관망에 의한 빠른 유달속도로 우기시 하류에 침수를 유발함

으로서 자연적인 수 순환 과정을 저해하고 있다. 

본 계획에서는 물 순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수 암거화된 물길을 지상

으로 노출(하천계획)시켜 수 순환으로부터 발생하는 침투, 증발을 유도하고 계획

하천의 유지관리와 캠퍼스 내부를 관통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캠퍼스 기반시설을 응용한 분산형 빗물관리 시설을 제시한다. 

이는 유사 도시조직을 형성하고 있으며 교육을 목적으로하는 관악캠퍼스를 보

다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정비하여 생태적, 경관적, 이용적 가치를 

제공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토지이용이 집약적

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대형 지하저류조 설치에서 얻을 수 없는 장점이 있다. 

본 계획은 관악캠퍼스 대상지 특정 현황을 반영하였으나 국내외 유사한 입지특

성을 보이는 교외, 근 교외, 대학 캠퍼스지역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

획 대상지는 3, 5번에 해당하지만 분산형 빗물 관리시설의 경우 계획 대상지 3, 

캠퍼스 내 소유역 1, 2, 4, 6 번에도 분산형 빗물 관리시설의 경우 계획 대상지인 

3번과 5번 소유역 외, 1, 2, 4, 6 번 소유역에도 적용가능하다. 

연구의 한계점은 대상지 물 순환 건전성 회복 검증을 위해서는 유출량 산정을 

위한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며, 지표 

유출량 및 우·오수관망 유출량 산정에 사용된 현황도면이 현황과 일치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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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이를 측비교분석 부제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유출량 모의에 사용

된 XP-SWMM에서 DTM 변환시 해상도 저하현상이 발생으로 여타 모의 모델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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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유출량 산정을 위한 INPUT 

이름 Subcatchment 강우 
레퍼런스

침투 
레퍼런스 라우팅 기법 단위유량도 

기법
도달 시간 

(min)
구배
(m/m)

불투수 지역의 
비율(%) 너비 (m) 면적 acre

유역1 1 관악 2011.7.26 불투수 단위 유량도 시간-면적 3.035 0.15 100 1 3.842

유역1 2 관악 2011.7.26 나지 단위 유량도 시간-면적 6.435 0.15 0 1 0.356

유역1 3 관악 2011.7.26 조경 단위 유량도 시간-면적 12.294 0.15 0 1 0.261

유역1 4 관악 2011.7.26 잔디 단위 유량도 시간-면적 14.857 0.15 0 1 0.062

유역1 5 관악 2011.7.26 산림 단위 유량도 시간-면적 16.994 0.15 0 1 2.807

유역2 1 관악 2011.7.26 불투수 단위 유량도 시간-면적 4.411 0.25 100 1 13.251

유역2 2 관악 2011.7.26 나지 단위 유량도 시간-면적 9.353 0.25 0 1 0.491

유역2 3 관악 2011.7.26 조경 단위 유량도 시간-면적 17.87 0.25 0 1 9.632

유역2 4 관악 2011.7.26 잔디 단위 유량도 시간-면적 21.595 0.25 0 1 0.446

유역2 5 관악 2011.7.26 산림 단위 유량도 시간-면적 24.701 0.25 0 1 3.997

유역3 1 관악 2011.7.26 불투수 단위 유량도 시간-면적 8.718 0.22 100 1 15.736

유역3 2 관악 2011.7.26 나지 단위 유량도 시간-면적 18.486 0.22 0 1 0.593

유역3 3 관악 2011.7.26 조경 단위 유량도 시간-면적 35.32 0.22 0 1 8.249

유역3 4 관악 2011.7.26 잔디 단위 유량도 시간-면적 42.683 0.22 0 1 2.438

유역3 5 관악 2011.7.26 산림 단위 유량도 시간-면적 48.82 0.22 0 1 85.223

유역4 1 관악 2011.7.26 불투수 단위 유량도 시간-면적 4.957 0.1 100 1 12.51

유역4 2 관악 2011.7.26 나지 단위 유량도 시간-면적 10.511 0.1 0 1 0.069

유역4 3 관악 2011.7.26 조경 단위 유량도 시간-면적 20.083 0.1 0 1 4.073

유역4 5 관악 2011.7.26 산림 단위 유량도 시간-면적 27.759 0.1 0 1 5.937

유역5 1 관악 2011.7.26 불투수 단위 유량도 시간-면적 7.517 0.15 100 1 9.069

유역5 2 관악 2011.7.26 나지 단위 유량도 시간-면적 15.938 0.15 0 1 0.297

유역5 3 관악 2011.7.26 조경 단위 유량도 시간-면적 30.451 0.15 0 1 4.302

유역5 4 관악 2011.7.26 잔디 단위 유량도 시간-면적 36.8 0.15 0 1 0.367

유역5 5 관악 2011.7.26 산림 단위 유량도 시간-면적 42.091 0.15 0 1 53.427

유역6 1 관악 2011.7.26 불투수 단위 유량도 시간-면적 7.844 0.05 100 1 5.874

유역6 2 관악 2011.7.26 나지 단위 유량도 시간-면적 16.632 0.05 0 1 0.157

유역6 3 관악 2011.7.26 조경 단위 유량도 시간-면적 31.776 0.05 0 1 1.927

유역6 4 관악 2011.7.26 잔디 단위 유량도 시간-면적 38.401 0.05 0 1 0.234

유역6 5 관악 2011.7.26 산림 단위 유량도 시간-면적 43.922 0.05 0 1 3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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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출량 상세 결과

유역1 유역2 유역3

Subcatchment 불투수면 나지 조경녹지 잔디 산림녹지 불투수면 나지 조경녹지 잔디 산림녹지 불투수면 나지 조경녹지 잔디 산림녹지

Area hectares 3.84208 0.35601 0.26101 0.062 2.80706 13.25129 0.49101 9.63221 0.44601 3.99709 15.73634 0.59301 8.24918 2.43805 85.22486

Area meters 38420.8 3560.1 2610.1 620 28070.6 132512.9 4910.1 96322.1 4460.1 39970.9 157363.4 5930.1 82491.8 24380.5 852248.6

Percent mpervious 100 0 0 0 0 1.00E+02 0 0 0 0 100 0 0 0 0

Total Rainfall (mm)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196827.6

Max Intensity (mm/hr) 94 94 94 94 94 94 94 94 94 94 94 94 94 94 230.951

Pervious Area

Total Runoff Depth (mm) 0 298.0467 243.3165 232.3173 230.1838 0 292.9435 231.7765 234.418 232.8879 0 281.6083 234.5326 231.8115

Peak Runoff Rate (cms) 0 0.09281 0.06323 0.01434 0.6433 0 0.12581 2.2227 0.10409 0.92678 0 0.14606 1.92619 0.56268

Total Impervious Area

Total Runoff Depth (mm) 653.2124 0 0 0 0 561.8056 0 0 0 0 511.6568 0 0 0

Peak Runoff Rate (cms) 1.32039 0 0 0 0 3.91674 0 0 0 0 4.23607 0 0 0

Impervious Area with depression

Total Runoff Depth (mm) 489.9093 0 0 0 0 421.3542 0 0 0 0 383.7426 0 0 0

Peak Runoff Rate (cms) 0.99029 0 0 0 0 2.93756 0 0 0 0 3.17705 0 0 0

Total Area without depression

Total Runoff Depth (mm) 163.3031 0 0 0 0 140.4514 0 0 0 0 127.9142 0 0 0

Peak Runoff Rate (cms) 0.3301 0 0 0 0 0.97919 0 0 0 0 1.05902 0 0 0

Total Area

Total Runoff Depth (mm) 653.2124 298.0467 243.3165 232.3173 230.1838 561.8056 292.9435 231.7765 234.418 232.8879 511.6568 281.6083 234.5326 231.8115 230.951

Runoff rate (cms). 1.32039 0.09281 0.06323 0.01434 0.6433 3.91674 0.12581 2.2227 0.10409 0.92678 4.23607 0.14606 1.92619 0.56268 19.59615

Total runoff cubic meters 25096.94
298 1061.076 635.0804 144.0367 6461.397 74446.49 1438.382 22325.2 1045.528 9308.739 80516.06 1669.965 19347.02 5651.68 196827.6

Total runoff 33398.53349 108564.3383 30401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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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4 유역5 유역6

Subcatchment 불투수면 나지 조경녹지 산림녹지 불투수면 나지 조경녹지 잔디 산림녹지 불투수면 나지 조경녹지 잔디 산림녹지

Area hectares 12.51027 0.069 4.07309 5.93713 9.0692 0.29701 4.30209 0.36701 53.42816 5.87413 0.157 1.92704 0.23401 34.47675

Area meters 125102.7 690 40730.9 59371.3 90692 2970.1 43020.9 3670.1 534281.6 58741.3 1570 19270.4 2340.1 344767.5

Percent mpervious 100 0 0 0 100 0 0 0 0 100 0 0 0 0

Total Rainfall (mm)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Max Intensity (mm/hr) 94 94 94 94 94 94 94 94 94 94 94 94 94 94

Pervious Area

Total Runoff Depth (mm) 0 286.7368 240.6092 232.1003 0 275.0559 234.2511 231.3531 235.0719 0 280.0524 231.7246 233.6918 230.5112

Peak Runoff Rate (cms) 0 0.01731 0.97571 1.37195 0 0.07145 1.00334 0.08453 12.50419 0 0.03846 0.44458 0.05444 7.91231

Total Impervious Area

Total Runoff Depth (mm) 499.9243 0 0 0 527.471 0 0 0 0 505.4818 0 0 0 0

Peak Runoff Rate (cms) 3.29042 0 0 0 2.5168 0 0 0 0 1.56218 0 0 0 0

Impervious Area with depression

Total Runoff Depth (mm) 374.9432 0 0 0 395.6032 0 0 0 0 379.1114 0 0 0 0

Peak Runoff Rate (cms) 2.46782 0 0 0 1.8876 0 0 0 0 1.17163 0 0 0 0

Impervious Area without depression

Total Runoff Depth (mm) 124.9811 0 0 0 131.8677 0 0 0 0 126.3705 0 0 0 0

Peak Runoff Rate (cms) 0.82261 0 0 0 0.6292 0 0 0 0 0.39054 0 0 0 0

Total Area

Total Runoff Depth (mm) 499.9243 286.7368 240.6092 232.1003 527.471 275.0559 234.2511 231.3531 235.0719 505.4818 280.0524 231.7246 233.6918 230.5112

Runoff rate (cms). 3.29042 0.01731 0.97571 1.37195 2.5168 0.07145 1.00334 0.08453 12.50419 1.56218 0.03846 0.44458 0.05444 7.91231

Total runoff cubic meters 62541.87 197.8484 9800.228 13780.1 47837.4 816.9435 10077.69 849.089 125594.6 29692.66 439.6822 4465.426 546.8622 79472.77

Total runoff 86320.04611 185175.6964 114617.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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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 원시림 유출량 수문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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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 원시림 유출량 수문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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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 원시림 유출량 수문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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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 관망 유출량 INPUT – 유역 5 / 관(LINK)
이름 하류 관저고 m 상류 관저고 m 관 경사 조도 연장 m 직경 (높이) m 관 설계 옵션 담수 형식
L39 128.5 150 4.443 0.014 483.94 0.45 제형 지반고 2D 연결
L142 147 150 8.036 0.014 37.33 3 원형 〃
L50 77.325 76.938 -2.58 0.014 14.99 0.45 〃 〃
L143 146 147 0.755 0.014 163.83 3 〃 〃
L176 145.8 146 2 0.014 10 0.45 〃 〃
L144 150 154 9.574 0.014 41.78 3 〃 〃
L177 131.716 145.995 9.13 0.014 156.35 2 사각형 〃
L178 119.035 131.716 9.95 0.014 127.48 2 사각형 〃
L179 116.127 119.035 2.93 0.014 99.3 2 사각형 〃
L180 145.995 147.638 10.37 0.014 15.84 2 사각형 〃
L181 143.563 144.128 1.48 0.014 38.18 0.45 원형 〃
L182 141.251 143.563 4.22 0.014 54.76 〃 〃 〃
L183 140.617 141.251 2.91 0.014 21.79 〃 〃 〃
L184 140.003 140.617 2.73 0.014 22.5 〃 〃 〃
L185 139.67 140.003 1.13 0.014 29.54 〃 〃 〃
L186 139.138 139.67 4.36 0.014 12.21 〃 〃 〃
L187 139.973 139.138 -4.72 0.014 17.69 〃 〃 〃
L188 131.716 139.973 12.63 0.014 65.4 〃 〃 〃
L189 138.785 139.024 0.38 0.014 62.67 〃 〃 〃
L190 135.873 138.785 9.74 0.014 29.91 〃 〃 〃
L191 131.716 135.873 4.22 0.014 98.4 〃 〃 〃
L192 156.49 158.71 6.73 0.014 32.99 〃 〃 〃
L193 148.112 156.49 27.4 0.014 30.58 〃 〃 〃
L194 145.489 148.112 15.73 0.014 16.68 〃 〃 〃
L195 136.922 145.489 14.91 0.014 57.45 〃 〃 〃
L196 128.674 136.922 12.37 0.014 66.68 〃 〃 〃
L197 129.501 128.674 -1.55 0.014 53.48 〃 〃 〃
L198 122.597 129.501 6.46 0.014 106.95 〃 〃 〃
L199 116.127 122.597 15.92 0.014 40.64 〃 〃 〃
L200 126.448 125.995 -1.2 0.014 37.69 〃 〃 〃
L201 124.299 126.448 3.74 0.014 57.43 〃 〃 〃
L202 121.298 124.299 4.06 0.014 73.88 〃 〃 〃
L203 116.127 121.298 14.2 0.014 36.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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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04 126.801 126.386 -0.98 0.014 42.14 0.45 〃 〃
L205 126.705 126.801 0.3 0.014 32.08 〃 〃 〃
L206 126.376 126.705 0.89 0.014 36.77 〃 〃 〃
L207 123.311 126.376 6.2 0.014 49.4 〃 〃 〃
L208 122.597 123.311 3.17 0.014 22.53 〃 〃 〃
L209 92.606 114.371 7.06 0.014 308.32 〃 〃 〃
L210 92.721 92.002 -2.09 0.014 34.34 〃 〃 〃
L211 87.052 92.721 32.38 0.014 17.51 〃 〃 〃
L216 89.918 92.721 2.63 0.014 106.51 〃 〃 〃
L212 83.59 87.052 26.45 0.014 13.09 〃 〃 〃
L213 81.72 83.59 4.39 0.014 42.63 〃 〃 〃
L214 81.354 81.72 1.11 0.014 33.08 〃 〃 〃
L215 77.153 81.354 12.01 0.014 34.98 〃 〃 〃
L217 124.601 126.602 7.64 0.014 26.2 〃 〃 〃
L218 119.246 124.601 10.49 0.014 51.03 〃 〃 〃
L219 117.898 119.246 4.78 0.014 28.21 〃 〃 〃
L220 115.854 117.898 4.13 0.014 49.44 〃 〃 〃
L221 112.336 115.854 4.81 0.014 73.07 〃 〃 〃
L222 108.999 112.336 10.12 0.014 32.98 〃 〃 〃
L223 94.017 108.999 16.47 0.014 90.94 〃 〃 〃
L224 92.606 94.017 0.69 0.014 204.27 〃 〃 〃
L225 94.017 100.038 26.28 0.014 22.91 〃 〃 〃
L226 109.706 111.763 9.81 0.014 20.97 〃 〃 〃
L227 109.968 109.706 -1.38 0.014 19.03 〃 〃 〃
L228 114.056 109.968 -14.29 0.014 28.6 〃 〃 〃
L229 114.371 114.056 -2.35 0.014 13.41 〃 〃 〃
L231 119.246 122.601 14.58 0.014 23.01 〃 〃 〃
L232 141.251 144.767 8.78 0.014 40.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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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 관망 유출량 INPUT – 유역 5 NODE
이름 담수  형식 관저고  m 지반고  (Spill Crest) m 방류  플래그

MH151 지반고  2D 연결 82.661 88.661 0
MH1 〃 150 153.917 〃
MH12 〃 128.5 129.198 〃
MH13 〃 127.3 127.988 〃
MH14 〃 127.202 127.402 〃
MH15 〃 120.053 125.053 〃
MH16 〃 107.995 113.995 〃
MH17 〃 107.4 113.4 〃
MH19 〃 93.194 99.194 〃
MH20 〃 93.139 99.139 〃
MH21 〃 88.49 94.49 〃
MH24 〃 82.162 88.162 〃
MH39 〃 62.039 68.039 〃
MH43 〃 75.455 81.455 〃
MH44 〃 74.5 80.28 〃
MH45 〃 74.4 80 〃
MH46 〃 74.3 80 〃
MH47 〃 74.1 77.896 〃
MH48 〃 74.1 75.406 〃
MH49 〃 73.999 75.263 〃
MH50 〃 73.999 75.268 〃
MH51 〃 73.993 75.168 〃
MH52 〃 71.622 75.268 〃
MH53 〃 74 77.485 〃
MH54 〃 76.938 82.938 〃
MH55 〃 77.325 83.325 〃
MH56 〃 78.66 84.66 〃
MH57 〃 76.522 82.522 〃
MH58 〃 77.085 83.085 〃
MH59 〃 78.248 84.248 〃
MH60 〃 78.897 84.897 〃
MH61 〃 78.996 84.996 〃
MH62 〃 77.756 83.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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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63 〃 79.064 85.064 〃
MH64 〃 79 85 〃
MH65 〃 77.528 83.528 〃
MH66 〃 74.154 80.154 〃
MH67 〃 75.001 81.001 〃
MH68 〃 74.823 80.823 〃
MH69 〃 74.232 80.232 〃
MH70 〃 79 85 〃
MH71 〃 77.75 83.75 〃
MH72 〃 75.707 81.707 〃
MH73 〃 84 90 〃
MH74 〃 81.887 87.887 〃
MH75 〃 82.789 88.789 〃
MH76 〃 78.968 84.968 〃
MH77 〃 78.312 84.312 〃
MH78 〃 74.945 80.945 〃
MH79 〃 74.482 80.482 〃
MH80 〃 74 80 〃
MH81 〃 74 80 〃
MH82 〃 74.814 80.814 〃
MH83 〃 72.752 78.752 〃
MH84 〃 73.09 79.09 〃
MH85 〃 73 80 〃
MH86 〃 82.855 88.855 〃
MH87 〃 80.526 86.526 〃
MH88 〃 93.546 99.546 〃
MH89 〃 91.159 97.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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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 관망 유출량 INPUT – 유역 3 LINK
이름 하류 관저고 m 상류 관저고 m 관 경사 조도 연장 m 직경 (높이) m 관 설계 옵션 담수 형식
L39 128.5 150 4.443 〃 483.94 0.6 제형 지반고 2D 연결
L142 147 150 8.036 〃 37.33 3 원형 〃
L12 127.3 128.5 2.39 〃 50.2 0.3 제형 〃
L13 127.202 127.788 1.323 〃 59.4 0.02 원형 〃
L14 123.053 127.202 36.11 〃 11.63 0.2 〃 〃
L135 124.458 127.202 1.047 〃 262.6 0.2 〃 〃
L15 108.995 120.053 22.961 〃 48.16 0.6 〃 〃
L16 107.4 107.995 1.505 〃 39.27 0.8 〃 〃
L94 104.295 107.4 15.394 〃 20.23 0.8 〃 〃
L27 93.139 93.194 1.11 〃 4.96 0.3 〃 〃
L28 88.49 93.139 6.75 〃 68.85 0.3 〃 〃
L118 83.993 88.49 11.06 〃 40.65 0.3 〃 〃
L98 80.526 82.162 6.2 〃 26.39 0.3 〃 〃
L140 61.447 62.039 9.59 〃 6.17 0.6 〃 〃
L141 61.064 62.039 15.023 〃 6.49 0.05 〃 〃
L40 74.5 75.455 2.176 〃 43.89 0.45 〃 〃
L41 74.4 74.5 0.483 〃 20.72 〃 〃 〃
L42 74.3 74.4 0.478 〃 20.93 〃 〃 〃
L43 74.1 74.3 0.636 〃 31.45 〃 〃 〃
L44 74.1 74.1 0 〃 39.19 〃 〃 〃
L45 73.999 74.1 0.657 〃 15.38 〃 〃 〃
L46 73.999 73.999 0 〃 22.05 〃 〃 〃
L47 73.993 73.999 0.019 〃 31.09 〃 〃 〃
L48 71.622 73.993 10.233 〃 23.17 〃 〃 〃
L105 68.967 71.622 4.41 〃 60.21 2.1 사각형 〃
L49 73.999 74 0.005 〃 19.67 0.45 원형 〃
L50 77.325 76.938 -2.58 〃 14.99 〃 〃 〃
L51 78.66 77.325 -5.45 〃 24.49 〃 〃 〃
L52 76.522 78.66 2.67 〃 80.22 〃 〃 〃
L53 77.085 76.522 -3.59 〃 15.7 〃 〃 〃
L54 78.248 77.085 -2.52 〃 46.11 〃 〃 〃
L55 73.993 78.248 6.518 〃 65.28 〃 〃 〃
L56 78.996 78.897 -0.11 〃 89.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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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7 77.756 78.996 11.6 〃 10.69 0.45 〃 〃
L58 77.085 77.756 8.89 〃 7.55 〃 〃 〃
L59 79 79.064 0.68 〃 9.35 〃 〃 〃
L60 78.996 79 0.08 〃 4.75 〃 〃 〃
L61 74.154 77.528 5.64 〃 59.79 〃 〃 〃
L62 75.001 74.154 -5.39 〃 15.7 〃 〃 〃
L63 74.823 75.001 0.85 〃 20.83 〃 〃 〃
L64 74.232 74.823 6.57 〃 8.9 〃 〃 〃
L102 74 74.232 5.09 〃 4.38 2.1 사각형 〃
L65 77.75 79 3.61 〃 34.62 0.45 원형 〃
L66 75.707 77.75 4.42 〃 46.27 〃 〃 〃
L101 74.823 75.707 7.13 〃 12.39 〃 〃 〃
L67 81.887 84 14.63 〃 14.44 〃 〃 〃
L68 82.789 81.887 -18.91 〃 4.77 〃 〃 〃
L69 78.968 82.789 14.36 〃 26.6 〃 〃 〃
L70 78.312 78.968 1.57 〃 41.88 〃 〃 〃
L100 75.707 78.312 7.56 〃 34.48 〃 〃 〃
L71 74.482 74.945 5.07 〃 9.14 〃 〃 〃
L72 74 74.482 1.08 〃 44.61 〃 〃 〃
L73 74 74 0 〃 6.64 〃 〃 〃
L103 74 74 0 〃 5.94 2.1 사각형 〃
L74 72.752 74.814 6.28 〃 32.82 0.45 원형 〃
L75 73.09 72.752 -0.91 〃 37.26 〃 〃 〃
L76 73 73.09 0.584 〃 15.42 〃 〃 〃
L104 71.622 74 10.14 〃 23.45 2.1 사각형 〃
L77 80.526 82.855 5.31 〃 43.88 0.45 원형 〃
L99 78.312 80.526 3.16 〃 69.98 〃 〃 〃
L78 91.159 93.546 7.14 〃 33.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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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 관망 유출량 INPUT – 유역 3 NODE
이름 담수 형식 관저고 m 지반고 (Spill Crest) m 방류 플래그

MH151 지반고 2D 연결 82.661 88.661 0
MH1 〃 150 153.917 0
MH12 〃 128.5 129.198 0
MH13 〃 127.3 127.988 0
MH14 〃 127.202 127.402 0
MH15 〃 120.053 125.053 0
MH16 〃 107.995 113.995 0
MH17 〃 107.4 113.4 0
MH19 〃 93.194 99.194 0
MH20 〃 93.139 99.139 0
MH21 〃 88.49 94.49 0
MH24 〃 82.162 88.162 0
MH39 〃 62.039 68.039 0
MH43 〃 75.455 81.455 0
MH44 〃 74.5 80.28 0
MH45 〃 74.4 80 0
MH46 〃 74.3 80 0
MH47 〃 74.1 77.896 0
MH48 〃 74.1 75.406 0
MH49 〃 73.999 75.263 0
MH50 〃 73.999 75.268 0
MH51 〃 73.993 75.168 0
MH52 〃 71.622 75.268 0
MH53 〃 74 77.485 0
MH54 〃 76.938 82.938 0
MH55 〃 77.325 83.325 0
MH56 〃 78.66 84.66 0
MH57 〃 76.522 82.522 0
MH58 〃 77.085 83.085 0
MH59 〃 78.248 84.248 0
MH60 〃 78.897 84.897 0
MH61 〃 78.996 84.99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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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62 〃 77.756 83.756 0
MH63 〃 79.064 85.064 0
MH64 〃 79 85 0
MH65 〃 77.528 83.528 0
MH66 〃 74.154 80.154 0
MH67 〃 75.001 81.001 0
MH68 〃 74.823 80.823 0
MH69 〃 74.232 80.232 0
MH70 〃 79 85 0
MH71 〃 77.75 83.75 0
MH72 〃 75.707 81.707 0
MH73 〃 84 90 0
MH74 〃 81.887 87.887 0
MH75 〃 82.789 88.789 0
MH76 〃 78.968 84.968 0
MH77 〃 78.312 84.312 0
MH78 〃 74.945 80.945 0
MH79 〃 74.482 80.482 0
MH80 〃 74 80 0
MH81 〃 74 80 0
MH82 〃 74.814 80.814 0
MH83 〃 72.752 78.752 0
MH84 〃 73.09 79.09 0
MH85 〃 73 80 0
MH86 〃 82.855 88.855 0
MH87 〃 80.526 86.526 0
MH88 〃 93.546 99.546 0
MH89 〃 91.159 97.159 0
MH90 〃 89.582 95.58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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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 관망 유출량 결과 – 유역 3
INFLOW OUTFLOW INFLOW OUTFLOW

MH39 2.1696 0 MH98 460.7855 0
MH43 48.9806 0 MH103 287.2573 0

MH45 449.7973 0 MH104 17.9274 0
MH46 1.3669 0 MH108 66.0292 0
MH47 0.4648 0 MH109 161.082 0
MH48 292.0528 0 MH112 370.0156 0
MH49 201.4949 0 MH114 3.4153 0
MH50 9.5998 0 MH117 565.5058 0

MH51 665.5973 0 MH120 477.0034 0
MH52 4180.768 0 MH127 191.1117 0
MH53 124.3522 0 MH137 8644.593 0
MH59 55.685 0 MH141 0 7714.626
MH65 1.0541 0 MH142 0 1942.275
MH66 2.7048 8316.763 MH143 291.4449 0

MH67 37.7215 0 MH144 0 76671.29
MH69 47.6242 12643.5 MH145 96969.8 0
MH70 4.1939 0 MH146 117.9941 0
MH71 40.9168 0 MH148 1888.761 0
MH77 559.8911 0 MH149 0.8461 0
MH78 101.7154 0 MH153 1.7465 0

MH79 252.2 0 MH155 0 2227.156
MH80 4.773 715.8653 MH157 366.4267 0.4828
MH81 452.7268 51.3827 MH159 0.0015 4.365
MH82 540.3202 0 MH160 6.6641 0.0056
MH83 1860.202 0 MH161 14.8658 0.2691
MH84 566.5374 0 MH162 13.319 0.0005

MH85 89.2228 0 MH163 57.775 0.0016
MH86 150.0057 0 MH166 0.0029 0
MH87 7.9956 0 MH171 26.6418 0.0144
MH96 207.9552 0 MH173 120.5421 0.002

MH97 62.8987 0 MH175 0.10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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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 관망 유출량 결과 – 유역 5

INFLOW OUTFLOW INFLOW OUTFLOW

MH144 16.5476 0 MH210 0.0574 2991.689

MH176 70.9976 0 MH212 0.2931 0

MH177 233.8175 0 MH213 109.1186 120.2498

MH179 0 56782.62 MH214 378.1985 0.6695

MH180 54709.92 0 MH215 98.0743 235.1255

MH183 20.8109 0 MH216 220.1888 168.7804

MH184 114.2192 0 MH217 29.4848 217.6241

MH185 298.8746 0 MH218 2.0029 7.9295

MH186 129.5247 0 MH219 685.513 0

MH190 117.298 0 MH222 259.1962 0

MH193 0.0078 0 MH223 390.8562 0

MH195 648.4617 0 MH224 0.2923 0

MH196 365.5336 0 MH225 1495.953 0

MH197 215.9241 0 MH226 0.0042 266.6398

MH201 81.4891 0 MH228 211.2357 0

MH202 32.7393 0 MH229 308.6986 0

MH203 7.441 0 MH231 0.195 0

MH205 15.2271 0 MH234 28.4207 0

MH207 0.59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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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sic water cycle is consist of a runoff due to rainfall, infiltration 
to the sub-surface and evaporation and transpiration to the 
atmosphere. A major advantage of the water cycle is microclimate 
control, landscape and hydrophilic value. It, however, is at center of 
water cycle distortion that causes rapid change of rainfall pattern 
and increasing impervious surface due to high density urbanization. 

Type of urban development areas located between the uppermost 
stream to downstream in watersheds, such as suburban, 
near-suburb or university campus can be easily found. For that 
reason, existing natural and hydrological cycle is engineered and 
replaced the nature water cycle system by impervious surface. 

Decrease in infiltration capacity, ground water recharge, base flow 
rate decrease and increase in surface runoff cause a disaster either 
direct or indirect way.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large artificial 
reservoir, artificial embankment, channel flow for maintenance has 
been made to solve the problems but, these are limited and 
inefficient countermeasure due to land use within dense city and 
expenses and irregularity of rainfall patterns. The series of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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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ly because city is being formed around stream and therefore 
increase impervious surface due to the urbanization cause 
significant water cycle distortion problem. Approaching the 
fundamental problem is required. 

The design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Gwanak campus of 
the plan is located in uppermost basin of Dorimcheon and resides 
in the city of 2 million population. Because, the site dominates 
hydrological environment between the source point of Dorimcheon 
and downstream, the university is the cause of the habitual flooding 
and inundation of downstream basin.

This study is focused on analysis of water cycle problems shown 
in distortion caused by engineered water cycles and that is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the effect of the number of alternatives to 
improve water cycle. 

It presents a plan to minimize the distortion by engineered water 
cycle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site,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hydrological environment of the urban and 
spatial understanding of the watershed scale and verify the effect of 
the hydrological planning by quantitative calculation. 
                                                                       
                                                                     
❙Keyword : water cycle, soundness of water cycle, decentralized 
rainwater management system, Seoul national university, surface 
runoff, infiltration.
                                                                     
❙Student Number : 2012-2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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