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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한국에서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여름철의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는
많은 양의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형태를 띠고 있어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층의 증가와 함께 도시 홍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도시 지역
의 인구밀집현상이 점차 심화되면서 한 번의 홍수로 발생하는 피해의 규
모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도시 외곽에 댐 등의 대규
모 시설을 설치하던 기존의 방식뿐만 아니라 도시 내에 저류․침투 시설
을 설치하여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유출 발생량을 제어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도시 지역에서는 기존에 설치된 도시기반시설 및
건물로 인해 저류 가능량이 한정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방 1교를 유역 최말단부로 하는 도림천 상류
유역을 대상 유역으로 삼아 한정된 저류 용량에서 효과적인 첨두유출량
저감효과를 얻기 위한 저류조의 분산 설계를 제안하였다. 특히 통수능이
존재하지 않던 소유역 단위에서 적정 저류량을 설계하기 위한 방안을 제
시하고, 이를 통한 첨두유출량 저감효과를 집중형 저류시설과 비교하였
다. 또한 여러 개의 저류조가 존재할 경우에 각 저류조에 적합한 운영
조건을 적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첨두유출량 저감이 가능한지 확인하였
다.

하천 통수능이 제시되지 않은 소유역에서의 적정 저류량을 설계하기
위하여 유역 말단부의 통수능과 각 소유역의 첨두유출량을 통해 목표저
류량(Design outflow rate)의 개념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저류조를 설계했을 때 한정된 저류 용량에서 보다 효과적인 첨두
유출량 저감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설계 강우 이상의
비가 내릴 때에도 분산형 저류시설에서 저류용량 부족으로 인한 첨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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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량 저감 실패의 가능성이 더 낮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유역 하류에 분산형 저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지역까지
는 집중형 저류시설과 흡사한 첨두유출량을 보이지만 유역 하류에서 첨
두유출량 저감효과가 확연히 차이난다. 반면 유역 상류에 분산형 저류시
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첨두유출량 저감효과가 하천 상류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으며, 상류의 첨두유출량 저감효과는 하류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다
만 유역 말단에서는 다른 분산형 저류시설과 비슷한 첨두유출량 저감효
과를 보이게 된다.

저류조의 운영을 위해서 각 유역에서 저류지체시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상류에서는 유출이 발생할 때부터, 하류에서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흐른
후에 저류를 시작하는 것을 가정하고 운영을 통해 저류시설의 효율을 높
일 수 있을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각 소유역의 유출발생시간을 운영에
이용했을 때 상류, 중류, 하류에 설치된 저류조 전반에 걸쳐 효과가 나
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저류지체시간의 개념을 통해
서로 다른 첨두유출량 저감효과를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다
양한 운전 조건을 설정한 후 수문 분석을 통해 각 유역에서 가장 적합한
운전조건을 위치별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분산형 저류시설, 첨두유출량 저감, 하천 범람, 저류시설 운영,
HEC-HMS

학

번: 2012-20896

- ii -

목 차

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4

2. 문헌 연구

5

2.1 도시화로 인한 수문학적 영향

5

2.1.1 유출 특성의 변화

5

2.1.2 수질 특성의 변화

7

2.2 저류시설의 분류

7

2.2.1 유입 방식에 따른 분류

7

2.2.2 설계 위치에 따른 분류

9

2.3 HEC-HMS

12

3. 수문 모델의 작성

15

3.1 대상 유역의 개요

15

3.2 소유역도 작성 및 인자 구성

16

3.2.1 소유역도 작성

16

3.2.2 소유역 홍수 특성인자 산정 결과

18

3.2.3 SCS 유출곡선지수 산정

20

3.2.4 소유역별 저류상수 결정

24

3.3 설계강우자료 구축

25

3.4. 대상 유역의 수문 모델 구축

27

- iii -

3.5 수문모델 검토

30

4. 저류조의 분산 설계에 따른 유출 저감 효과

33

4.1 연구 방법

33

4.2 저류시설의 분산 설계

35

4.3 결과 및 고찰

39

5. 저류시설의 운영에 따른 유출 저감 효과

50

5.1 연구 방법

50

5.2 저류시설의 운영 조건 결정

52

5.3 결과 및 고찰

55

6. 결론

59

참고문헌

61

- iv -

표 목

차

Table 2.1 Method for runoff reduction and delay

6

Table 3.1 Characteristics of each subbasin

19

Table 3.2 Land use classification standard (ME)

23

Table 3.3 Basin characteristic parameter of each subbasin

25

Table 3.4 Total rainfall of return periods and durations

26

Table 3.5 Rainfall hyetograph of 50yr and 100yr

26

Table 3.6 Rainfall-Runoff model of HEC-HMS

29

Table 3.7 Comparison with hydrologic modeling method

31

Table 4.1 Design outflow rate of subbasin

35

Table 4.2 Project plan for storage at Gwanak Mt. (Seoul city,
2012)

36

Table 4.3 Proper storage for each subbasin

37

Table 4.4 Storage design of each case

39

Table 4.5 Peak flowrate reduction efficiency of each case
(50yr)

43

Table 4.6 Peak flowrate reduction efficiency of each case
(100yr)

46

Table 5.1 detention lag time in various definition

- v -

54

그

림 목 차

Fig. 2.1 Change of hydrological curve

5

Fig. 2.2 On-line versus Off-line storage

8

Fig. 3.1 Seoul National University Basin

16

Fig. 3.2 Subbasin of research area

17

Fig. 3.3 Schematic diagram of subbasin

18

Fig. 3.4 Soil map of Dongbang 1 bridge basin (NAAS, 2007)

21

Fig. 3.5 Land use map of Dongbang 1 bridge basin
2004)

(ME,
22

Fig. 3.6 Model Components (Singh, 1995)

27

Fig. 3.7 Rainfall-Runoff model of HEC-HMS

28

Fig. 4.1 Concept of design outflow rate

34

Fig. 4.2 Schematic diagram of study cases

38

Fig. 4.3 Hydrograph in Case 0 (50yr)

40

Fig. 4.4 Hydrograph in Case 1 (50yr)

40

Fig. 4.5 Hydrograph in Case 2 (50yr)

40

Fig. 4.6 Hydrograph in Case 3 (50yr)

40

Fig. 4.7 Hydrograph in Case 4 (50yr)

40

Fig. 4.8 Comparison of hydrograph (50yr)

41

Fig. 4.9 Hydrograph in Case 0 (100yr)

44

Fig. 4.10 Hydrograph in Case 1 (100yr)

44

Fig. 4.11 Hydrograph in Case 2 (100yr)

44

Fig. 4.12 Hydrograph in Case 3 (100yr)

44

Fig. 4.13 Hydrograph in Case 4 (100yr)

44

- vi -

Fig. 4.14 Comparison of hydrograph (100yr)

45

Fig. 4.15 peak flowrate at each junction (50yr)

47

Fig. 4.16 peak flowrate at each junction (100yr)

48

Fig. 5.1 Different time distance of each subbasin

51

Fig. 5.2 concepts of detention lag time

52

Fig. 5.3 Concept of detention lag time

54

Fig. 5.4 Peak flowrate reduction effect with operation
condition

56

Fig. 5.5 Change of Hydrograph in Case 2

56

Fig. 5.6 Change of Hydrograph in Case 3

57

Fig. 5.7 Change of Hydrograph in Case 4

57

- vii -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전 세계의 기후변화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국지적
이상기후현상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서 최근 빈번히 발생
하고 있는 여름철의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역시 이러한 이상기후현상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장마는 많은 양의 비가 짧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많이 내리는 형태를 띠고 있어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층 증가
와 함께 도시 홍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도시화의 진행으로 도시 표면의 불투수층 비율이 높아진 것도 도시 홍
수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지표면의 투수층이 강우의 일부를 침투시키
던 과거와 달리 현재 도시의 불투수 포장층에서는 침투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강우유출량이 많고 도시 배수관망의 정비로 유출속도 역시 빠르다
(곽동근, 2010). 따라서 과거에는 홍수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던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시화에 따라
도시의 인구밀집현상이 점차 심화되면서 한 번의 홍수로 인한 피해 규모
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의 홍
수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시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도시화 시기까지는 도시의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유출수를 빠르게 배수시키기 위해 하수관거나 하천 단면을 정비하는 방
향으로 수방대책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외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
능성이 높은 저지대에 빗물펌프장을 설치하여 유출되는 빗물을 빠르게
하천으로 토출시켜왔고, 대규모 댐을 설치하여 하천 방류량을 조절함으
로써 홍수를 방지해왔다.
하지만 댐을 설치하더라도 도시 지역의 강우에서 발생하는 유출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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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을 통해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도시 내부의 유출을 처리하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시 내 배수관망을 정비하는 방식을 통해
서는 집중된 강우로 점차 늘어나는 강우 유출량을 처리하기 어려우며,
이런 이유로 하천 범람 및 내수 홍수의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도시 지역에 설치 가능한 치수 시설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도시 지하에 설치하는 대심도터널 등의 저류시설이나 지하수위 저
하 현상 및 건천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침투시설 등이 이러한 예이다.
저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면 하천의 통수능을 넘어서는 유출량이 발
생할 경우 초과되는 유출량을 저류시킬 수 있으므로 하천 범람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도시 하천의 경우 범람이 발생하면 주변 지역의 인
명․재산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저류시설 설치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
다. 하지만 적정한 규모의 저류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면 하천 범람 방
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설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천 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저류 시설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매우 크지
만 도시 지역은 이미 많은 건물이 건설되어 있어 저류시설을 지을 수 있
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대심도 터널이나 지하 저류지 등 도시 지하
공간을 활용하려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지만 도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관망이나 전선망 때문에 이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저류시설은 여
름철에만 잠깐 사용되지만 저류지가 설치된 공간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
기가 어려우며,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에 발생하는 교통 혼란이나 소음
공해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난다. 또한 최근에는 저류지 건설에 따른 환
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민단체들의 건설 반대 운동 역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저류시설의 유출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저류지를 분산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나타나고 있다. 한무
영 외(2012)는 저류지를 분산적으로 설치했을 때의 유출저감효과에 관
한 연구를 진행하여 하나의 저류지를 설치했을 때보다 분산적으로 저류
지를 설치했을 때의 유출저감 효과가 높음을 보인 바 있다. 저류조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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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으로 설치할 경우 저류조 한 개의 용량이 작아지더라도 치수효과를
볼 수 있으며, 대규모 토목 공사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김영진(2010)은 도시 지역에서는 건물 옥상을 집수면으로 하는 분산형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얻을 수 있는 유출저감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였다. 분산형 빗물이용시설의 경우 건물이 밀집된 도시 지역에 설치
될 경우 저류 공간을 확보하여 유출저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하수관망으로 유입되는 유출수의 양을 줄여 하수관망의 역류로 인한
내수 홍수까지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저장된 빗물을 다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까지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도시 지역에 저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분산형 저류시설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도시의 대표적인 치수시설인 빗물펌프장이나 댐 및 각
종 수문구조물의 경우는 운영을 통해 해당 시설의 치수 효과를 높이려는
연구가 다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다(이건영 외, 2012; 심재현 외, 2004;
장수형 외, 2007a; 장수형 외, 2007b). 하지만 분산형 저류시설의 경우
각 시설의 위치 및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운영 조건이 필요함에도 불구
하고 분산형 저류시설의 운영 알고리즘의 효용에 관한 연구는 아직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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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논문의 목적은 도시 하천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지역에서
저류조 분산 설치에 따른 첨두유출저감효과를 확인하고 저류조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였을 때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유역의 수문 모형 구축
대상 유역인 도림천 상류 유역의 수문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저
류조 설계에 따른 하천의 첨두유출량 저감 효과를 확인한다.

(2) 위치별 설치 조건에 따른 분산형 저류시설의 첨두유출 저감효과
분석
저류용량이 한정된 상태를 가정하고 분산형 저류조를 설계하였을 때의
첨두유출저감효과를 집중형 저류조와 비교하여 분석한다.

(3) 운영조건을 통한 분산형 저류시설의 효율 증대 가능성 확인
분산형 저류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각
운영 조건에 따른 첨두유출저감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운영 조건의 적용이
하천의 첨두유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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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연구
2.1 도시화로 인한 수문학적 영향
2.1.1 유출 특성의 변화
도시화는 한 지역의 유출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도시 지역은 일반
적으로 자연 녹지에 비해 유출량이 증가하고 유출 시간이 빨라진다. 따
라서 도시 지역으로부터의 유출을 저감시키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Table 2.1에서와 같이 추천되고 있다(ASCE, 1992; 곽
동근, 2010).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로는 급격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주
로 하천 주변을 중심으로 많은 개발 지역과 도시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화와 개발로 인해 하천 유역 내에 불투수 면적 비율이 높아
지게 되었다. 따라서 Fig. 2.1과 같이 홍수 유출량이 증가하고 첨두유량
발생시간이 짧아지는 등 유역의 수문학적 특성이 변화하게 되었다. 도시
화로 인한 유출량의 증가는 침투량의 감소를 야기했으며 이로 인해 지하
수 함양이 부족하여 지하수위가 저하되었다. 따라서 국지적으로는 지하
수 공급량이 크게 감소하게 되는 것도 도시화로 인한 영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Fig. 2.1 Change of hydrological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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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Method for runoff reduction and delay
지역구분

유출량의 저감

유출시간의 지체

‧ 물탱크에 의한 저장
대규모
건물지붕

‧ 지붕에 지체 저류시설 설치

‧ 지붕 위의 정원 가꾸기
‧ 풀(pool) 혹은 분수대 저류
‧ 지붕면에 잔디 조성
‧ 투수성 포장(자갈 바닥 주차장,
투수성 재료 포장 등)

주차장

‧ 주차장 지하에 저류시설 혹은
물탱크 설치
‧ 주차장 주변에 식생저류지 혹
은 자갈 트렌치 조성
‧ 우수유출억제용 물탱크 설치
‧ 투수성 자갈 도로

주거시설

지하수

함양을

위한

맹거

(perforared pipe), 자갈 포
장, 트렌치, 식생지대 조성 등
기타시설

붕조도를 증가시킴

‧ 주차장 군데군데에 잔디
식재대(grassed strip)조성
‧ 식생수로(grassed waterway)
조성
‧ 저류 및 유수 촉진 수단 강구

‧ 저류지 혹은 유수지 설치
‧ 지표면 조도증가를 위한

‧ 등고성 조경
‧

‧ 지붕에 자갈을 까는 등 지

‧ 자갈 포설 차도

거친 식생지역 조성
‧ 자갈도로 조성
‧ 식생수로 및 측거설치

‧ 자갈 포설 차도

‧ 투수성 보도

일반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른 첨두유출량의 증가는 유출용적의
증가보다 빠른데 이는 도시하천 수로로 흘러드는 표면류의 유출률이 증
가하여 유역의 집중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강우로 인한 유출은 자연
상태의 식생피복에 비해 포장된 도로나 건물지붕으로부터 더 빨리 발생
하게 된다. 도시에 설치된 우수관거 시스템이나 콘크리트 수로 등의 홍
수소통시설들은

흐름의

유속을

증가시키므로

time)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 6 -

유역의

지체시간(lag

2.1.2 수질 특성의 변화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는 수질(水質, water quality)에도 영
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영양염류나 도로로부터 유입되는 토사와 각종
화학물질, 소금성분, 기름, 휘발유 성분 등 오염물질이 유출수에 유입되
므로 유출수 수질이 악화된다. 수질문제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도
시개발 중이나 개발 후에 내리는 호우기간 동안 나대지로부터 토사가 과
도하게 유출되어 탁도(濁度, turbidity)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도시
화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연간 토사침식량은 도시화 이전의 자연유역
조건에서의 침식량보다 약 100~250배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저류시설의 분류
저류시설은 유출수를 저류하는 모든 시설을 통칭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저류시설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저류시설은 시설의 구조나 유입 방식,
위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최수웅(2013)은 기존
의 연구를 바탕으로 저류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한 바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이 중 분산형 저류 시설의 설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유입 방식 및 설계 위치에 따른 분류를 연구조사하였다.

2.2.1 유입 방식에 따른 분류
저류지의 홍수저감 특징은 주로 저류지의 방류량에 따라서 달라지지
만, 저류지로 유입되는 유량에 따라서도 홍수저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
다. Diskin & Kesseler(1992)는 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
하여 하천에 병렬로 연결된 지류를 만들고 그중 하나의 지류에 저류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Fig. 2.2). 이는 기존의 하도의 흐르는 물
이 저류지로 모두 유입되었던 것과 다르게 저류지로 유입되는 유입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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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량 조절시설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법을 이용할
경우 저류지로 유입되는 유량을 하도를 흐르는 유출 총량 중 1/3-2/3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하도의 모든 유량이 저류지로 유입
되는 방식을 하도 내 방식(On-line)이라고 하고, 하도의 유입량을 조절
할 수 있는 위어와 오리피스를 설치하여 하도를 흐르는 일부 유량만을
저류지로 유입시키는 방식을 하도 외 방식(Off-line)이라고 한다. 국내
에서도 유입 방식이 다른 두 개의 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
과 하도 외 방식을 따르는 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가 뛰어남을 입증한
바 있다(최은혁, 2006).

Fig. 2.2 On-line versus Off-line storage

(1) 하도 내 방식(On-line)
하도 내 방식은 하도를 통과하는 유입량 전부가 저류지로 일단 유입되
는 방식이다. 이 경우 저류지의 용량이 유입량 전체를 지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으면 하도 외 방식과 비교하여 홍수조절 효과가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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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따라서 하도 내 방식 저류지를 설치하여 원하는 홍수조절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저류지가 유입량 총량을 지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로
설계되어야 한다.

(2) 하도 외 방식(Off-line)
하도 외 방식은 하도에 유입량을 분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하
도를 통과하는 유입량 중 일부만을 저류지에 유입시키는 방식이다. 하도
외 방식의 저류지는 하도를 흐르는 유량 중 일부 유량만을 저류지로 유
입시키기 때문에 설치되는 용량과 대비하여 홍수저감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저류지로 유입되는 유입량은 하류에서 수용할 수 있는 설계홍수량
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만약 유역에서 설계홍수량을 넘어서는 유출이 발
생하게 되면 해당 유출량은 위어나 오리피스와 같은 유입량 조절시설을
통하여 저류지로 유입되게 된다. 하지만 하도 외 방식 저류지는 일정 설
계빈도를 넘어서는 유출이 발생할 때에만 저류지가 홍수조절 기능을 가
지게 되므로, 저류지의 사용빈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하
도 외 방식 저류지는 홍수저감 효과와 같은 하나의 목적만을 위하여 설
치하기보다는 여가시설 확보 또는 비점오염원 제거와 같은 두 가지 이상
의 목적을 겸하는 겸용저류지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되고 있다.

2.2.2 설계 위치에 따른 분류
우수저류지 설치 위치에 따라 하류로 방류되는 유량을 조절할 목적으
로 유역의 말단부에 설치하는 유역 외 저류시설(Off-site)과 유역 내에
내린 강우를 우수 관거, 유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류시켜 유출을 저감하는 유역 내 저류시설(On-site)을 구분할 수 있
다. 유역 외 저류시설은 대부분 유역 출구의 단일 규모로 계획되기 때문
에 저류 용량이 크고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류
지 용량에 비해 더 높은 저류효과를 보일 수 있는 하도 외 저류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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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외

저류방식

(Off-line)과 유역 외 저류방식(Off-site)을 구분하지 않고 두 용어 모
두 하나의 설계방법을 지칭하는 것처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최수
웅(2013)은 저류지와 관련된 기존 보고서를 참고하여 저류지를 설계 위
치에 따라 분류하고 해당하는 저류시설의 종류와 특징을 정리한 바 있다
(심재현; 1999, 김지태 와 김영복; 2004).

(1) 유역 내 저류(On-site)
유역 내 저류는 비가 내린 지역에 우수를 저류하는 방식으로 토지의
이용계획을 세우면서 녹지나 시설 등에 우수 저류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
다. 소규모의 유역 내 저류시설은 면적당 저류 가능량이 유역 외 저류시
설과 비교하면 높지 않지만, 이미 개발된 시가지에서 존재하는 공간을
이용하여 우수를 일시 저류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유역 내 저류
시설은 토지이용이 집약적이며 시가지가 복잡하여 저류지를 새로 건설하
기 어려울 경우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존재하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토지이용 면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유역 내 저류시
설로는 건물 간 저류, 주차장, 학교, 공원 및 지붕저류 등을 들 수 있다.

(가) 건물 간 저류
연립주택 및 건물사이 공간을 저류시설로써 이용하는 경우로, 긴급차
량의 진입, 건축물의 보호, 아동에 대한 안전대책 및 유지관리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저류가능용량을 설정해야 한다.

(나) 주차장 저류
주차장 저류를 설계할 때에는 우수를 저류시킴으로 인해 주행에 지장
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교적 사용 빈도가 낮은 곳에 설치하는 것
이 좋으며 이용자들이 주차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양할 부분의 높
이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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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원 저류
공원, 녹지 등을 저류시설로 이용할 때에는 공원의 기능, 이용자의 안
전 대책, 경관 등을 고려해서 저류장소 및 저류가능용량을 설정한다. 아
동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에서는 아동이나 유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해
야 하며, 형태는 얕은 굴착식을 원칙으로 하는 등 그 형태 결정에 제약
이 있다. 근린공원에서는 유효수심을 크게 할 수 있으며 운동장을 포함
한 구조 또한 가능하므로, 높은 치수효과를 볼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유출수 또한 집수할 수 있다.

(라) 학교 저류
학교, 유치원 등의 옥외운동장을 저류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동,
육아에 대한 안전을 고려하여 이용수심 및 저류가능용량을 설정해야 한
다. 학교 운동장 저류의 경우에는 침수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체육수업
등의 지장을 초래하므로, 강우 종료 후에는 신속히 유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따라서 운동장의 흙 입자가 세분되는 것을 방지하고 배수가
좋은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운동장에 배수구를 설치할 수도 있
다. 또한 앞서 언급한 주차장 저류와 같이 학생들의 등․하굣길로 사용하
기 위한 보행로를 높이는 것이 좋다. 이처럼 학교 운동장 저류의 경우
교육시설로서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시설의 점검이나
청소 등의 적절한 관리 외에도 우수유출 조절기능에 관한 관리 역시 필
요하다.

(마) 지붕 저류
연립주택 등의 옥상을 저류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붕의 방수 및 건축
물의 기본 구조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저류가능 용량을 설정하는 것이
좋으며, 지붕에 바로 빗물을 저류하지 않고 따로 저류시설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 도시지역의 지붕에 내린 강우는 일반적으로 바로 관수로로
배출되어 빠르게 하천으로 흘러나간다. 이런 배수방법은 단기 강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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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일 수 있지만 강우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거나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경우에는 배수되는 우수가 중첩되면서 첨두유량이 오히려 증가하게 된
다. 건물 지붕에 연계하여 저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불투
수 면적이 줄어드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으므로 도시지역에 발생하는
유효우량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지붕에 연계된 저류시설의 설
치는 특히 도시형 홍수에 큰 피해를 입는 고밀도 시가화 지역에 대해 아
주 효과적인 방법이며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
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되므로 외관상의 문제와 어린이들의 안
전의 문제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2) 유역 외 저류(Off-site)
유역 외 저류는 유역 출구에 저류지를 설치하여 하류 지역에 홍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되는 저류지를 말한다. 유출되는 우수를 유역 말단
에 집수, 저류,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목적 유수지, 치수녹지
및 방재조절지 등을 유역 외 저류시설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저류시
설은 우수유출량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설계 시 대규모의 저류
용량을 필요로 한다는 특성이 있다.

2.3 HEC-HMS
우기정(2002)은 자신의 연구에서 HEC-HMS(Hydrologic Modeling
System)를

사용하며

해당

모형의

구성

요소를

정리하였다.

HEC-HMS(Hydrologic Modeling System)는 1995년 미육군 공병단
수문공학연구소(HEC, Hydrologic Engineering Center)에서 개발한 수
문모형으로 기존의 모형인 HEC-1 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초기 버전
인 HEC-l 모형은 1967년 미육군 공병단 수문공학연구소에 의해 개발
되어 1968년 10월에 간행되었으며 1984년에 PC버전이 개발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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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개인용 컴퓨터의 성능이 발달하면서 HEC-HMS이 개발되었다. 이
모형은 강우에 의한 유역의 지표면 유출을 모의하기 위해 강우-유출현
상의 수리, 수문학적 과정을 상호 연결하여 유역의 응답을 나타내도록
설계되었다. 유역 내의 수리, 수문학적 과정은 일반적으로 소유역이라
불리는 유역 일부분에서의 강우유출과정을 모형화함으로써 나타나며, 지
표면 유출, 하도 유출, 저수지 유출 등을 모의할 수 있다. HEC-HMS
모형은 수문요소에 대한 매개변수와 연결 구포를 포함한 Basin Model,
기상학적인 자료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Meteorologic Model, 모의를 위
한 시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Control Specifications Model로 구성되
어 있다.

(1) Basin Model
Basin Model은 유역의 수문 요소들 간의 연결 구조를 해석하기 위한
자료를

저장한다.

HEC-HMS

모형은

유역의

수문

요소들의

망

(network)에 대한 모식적인 표현에 아이콘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로 인해 유역모형에 대한 초기 형성을 보다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다.
이 때 수문 과정에 대한 알고리즘(침투 계산 등)은 Fortran을 사용한다.
HEC-HMS 내의 모든 계산은 SI 단위계로 이루어지지만 입력할 때에는
SI 단위계와 영국 단위계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출력자료의 단위계
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HEC-HMS를 이용할 때에는 소유역
(subbasin),

하도구간(river

reach),

합류점(junction),

저수지

(reservoir), 분류점(diversion), 수원점(source), 함몰점(sink) 등 7가
지의 수문 요소(hydrologic elements)들로 유역(watershed)을 구성하
며 계산은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 간격으로 수행된다.

(2) Meteorologic Model
Meteorologic Model은 Basin Model과 연결되어 사용되는 과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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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강우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다룬다. 강우 유형에는 빈도에
기초한 강우와 Standard Project Storm(Corps of Engineers, 1952)
이 포함되어 있다. Standard Project Storm은 로키 산맥 동쪽의 2600
마일에 이르는 유역에만 적용할 수 있다. HEC-HMS에서는 과거의 강
우를 입력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1) Modified Clark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격자망에 기초한 강우
(2) 사전에 결정된 공간-평균 강우
(3) 계측지점 및 관련된 가중치 (예를 들어, 티센 가중치)
(4) 역 거리 자승 가중치 방법에 사용되는 계측지점, 위치와 가중치
이들 중 역 거리 자승 가중치 방법은 결측 자료가 발생할 경우에 자동
적으로 결측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의 자료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3) Control Specifications
Control Specifications는 유출모의에 사용되는 자료의 시작 날짜/시
간, 종료 날짜/시간, 계산되는 시간간격 등에 관한 정보를 설정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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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문 모델의 작성
3.1 대상 유역의 개요
서울대 관악캠퍼스는 도림천 유역에 위치하고 있다. 도림천은 안양천
의 제1지류이자 한강의 제2지류이며, 유역 면적 41.93 km2, 유로연장
14.20 km인 지방하천 2급 구간이다. 도림천은 관악산에서 발원하여 북
서측으로 유하, 도심지를 통과하여 보라매공원 부근에서 우안 측으로 유
입되는 지방 하천인 봉천천(완전복개)과 합류하여 남서측으로 급만곡을
이룬 후 유하하다가 구로공단 전철역에서 다시 북측으로 급만곡을 이룬
다. 신도림 역에서는 우안측으로 역시 지방 하천인 대방천(완전복개)이
합류하고 도림천역 인근에서 안양천의 우안측으로 합류된다(서울시,
2002). 도림천 유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에 위치
하고 있으며 관악구의 경우 남현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모두 도림천
유역에 속한다.
이 중 동방 1교 지점을 거쳐 배수되는 배수구역의 면적은 총 8.59
km2로 도림천 유역 전체 중 약 20.5 %를 차지하고 있다. 동방 1교 유
역의 평균 유역 경사는 14.6 %로 유역의 경사가 급하여, 유달 시간이
빠르고, 유역의 너비가 좁은 유역에 속한다(Fig.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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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Seoul National University Basin

3.2 소유역도 작성 및 인자 구성
3.2.1 소유역도 작성
이번 연구에서는 동방 1교 지점(DL-9)을 유역 최말단부로 하여 주요
지점들을 기준으로 소유역도(subcatchment)를 구분하는 작업을 먼저
수행하였다. 지표면에서의 흐름과 하도에서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수
치고도모형(DEM : Digital Elevation Model)을 활용하여 소유역도를
직접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DEM은 1:5,000 수치지도로부터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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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다.
소유역도 작성 결과 동방 1교-도림천 본류에서 총 10개의 소유역이
생성되었다. 소유역도의 형태는 Fig. 3.2와 같다. 동방 1교 유역의 홍수
량 산정 모식도(Fig. 3.3)를 보면 동방 1교 유역의 유역 형태는 길고 좁
은 형태로, 경사가 급한 산간 지방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이다. 본류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유역들이 위치하며 유역 출구 부분에서 도림천으로
합류한다.

Fig. 3.2 Subbasin of research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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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Schematic diagram of subbasin

도림천 상류의 소유역들은 각각 다른 면적을 가지고 있어 도림천 홍수
량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서로 다르다. 각 유역이 전체 유역 중 차지하
는 면적 비율을 Fig. 3.2에 나타내고 있다. 각 유역의 면적 비율은 2.2
%에서 18.2 %까지 큰 차이를 보인다.

3.2.2 소유역 홍수 특성인자 산정 결과
앞에서 구분한 소유역별로 수문 분석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유역 면
적, 소유역 평균경사, 최장흐름길이를 산정하여 Table 3.1에 정리하였
다. 소유역별 면적은 평균 0.79 km2로 비교적 작은 편이며, 그에 비해
평균 경사는 15 %로 급경사 구간에 해당된다. 상류로 올라갈수록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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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가 증가하며 급경사로 인해 도달시간이 짧아진다. 따라서 짧은 지속
기간에 강도가 큰 강우가 발생할 경우 동방 1교 지점에 많은 유출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3.1 Characteristics of each subbasin
유역

소유역

소유역 면적
2

소유역 평균경사

최장흐름길이

ID

(km )

(%)

(m)

DR01

0.188

9.3

394

DR02

1.564

5.8

1,596

DR03

0.513

12.1

1,380

DR04

0.670

8.6

593

DR05

0.961

17.2

2,290

DR06

1.294

23.2

1,820

DR07

0.765

18.9

1,082

DR08

0.814

16.9

1,975

DR09

1.137

15.2

1,602

DR10

0.686

23.4

1,620

총합

8.592

-

-

평균

0.859

14.6

1,435

도림천 상류
-동방 1교
소유역

본 연구에서는 수문모델구축을 위해 Clark 단위도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각 소유역별 도달시간을 산정하였다. 도달시간(concentration
time, 혹은 Tc)은 수문곡선 상에서 유효강우량이 끝나는 시간에서 감수
부 변곡점까지의 시간으로 도달시간-누가면적 주상도를 작성하는데 이
용된다. 수문곡선의 변곡점은 유효강우량에 의한 유출이 끝나는 점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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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도림천이 하도경사 1/200 이상의 산지하천임을 고려하
여 유속 분포가 2~4 m/s로 나타나는 California 공식을 채택하여 도달
시간을 산정하였다. 각 유역별 도달시간 산정 결과는 각 유역별 CN값,
저류상수와 함께 Table 3.3에 나타나 있다.

3.2.3 SCS 유출곡선지수 산정
지상에 도달한 강우량 중 일부는 지표면으로 침투하고, 그 초과분은
지표면을 흘러 유출된다. 이와 같이 강우량에서 침투에 의한 손실을 뺀
값, 즉 유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강우량을 유효우량이라고 한다. 유
효유량을 산정할 때는 여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CS (U.S. Soil Conservation Service, 현
NRCS(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의 CN법(유출곡선
지수, Runoff Curve Number)을 사용하였다. CN법의 적용을 위해 서
울대학교 관악캠퍼스가 포함된 유역권의 토지피복 및 정밀토양 현황을
분석하였다. GIS 자료 형태로 주어진 유역의 토지피복도 및 정밀토양도
를 이용하여 분포형으로 CN값을 산정한 후, 이를 배수분구별 평균값으
로 재산정하여 소유역별 유출량 산정에 이용하였다.

(1) 수문학적 토양군의 분류
기존에는 조사유역의 토양 성질을 조사할 때, 농촌진흥청 식물환경연
구소에서 발간한 개략토양도(S = 1 : 50,000)를 이용하였으나 최근에
는 정밀토양도(S = 1 : 25,000)가 수치지도로 보급되고 있어 많이 활
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역의 정밀토양도를 사용하여 소유역
별로 수문학적 토양 특성을 분류하였다.
정밀토양도의 수문학적 토양군 분류는 토성(soil texture), 토양심도
(soil depth), 토양배수(soil drainage), 토양팽창(soil swelling), 유기
물함량(organic matter content)을 고려하여 분류한 후 토성, 배수등급,
투수성, 투수저해 토층유무 및 출현깊이, 지하수위 등 침투수량을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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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연구 대상 지역의 정밀토양도 현황은
다음 Fig. 3.4와 같다.
정정화 등(1995)은 정밀토양도상의 토양통을 SCS의 수문학적 토양
군의 분류기준에 따라 재분류하고 있으며, 국립농업과학원(2007)에서는
정정화 등(1995)의 연구를 보완하여 토양군을 재분류하고 있다. 특히
국립농업과학원(2007)의 분류는 최근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
다.

Fig. 3.4 Soil map of Dongbang 1 bridge basin (NAAS, 2007)

정밀토양도와 중첩시켜 토양-토지이용별 CN값을 산정하기 위해 기존
에 제작되었던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였다. 도림천 유역에 대한 토지이용
도는 환경부에서 2004년에 제시한 1:25,000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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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다(Fig. 3.5). 토지이용도의 분류 기준은 Table 3.2에 나타나 있으
며, 크게 시가화 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그리
고 수역의 총 7가지로 분류되고, 각각 100, 200, 300, 400, 500, 600,
700번 대의 번호를 가지게 된다. 각 분류는 세부적으로 2~6개의 중분
류로 분리되며 자세한 정보는 환경지리정보(EGIS)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토양도와 토지이용도를 중첩시켜 각 유역별 CN 값을 산정하였다.
각 유역별 CN 값은 각 유역별 집중시간 및 저류상수와 함께 Table 3.3
에 나타내었다.

Fig. 3.5 Land use map of Dongbang 1 bridge basin
(M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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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Land use classification standard (ME)
대분류(7항목)

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중분류(23항목)

100

200

300

주거지역

110

공업지역

120

상업지역

130

위락시설지역

140

교통지역

150

공공시설지역

160

논

210

밭

220

하우스재배지

230

과수원

240

기타재배지

250

활엽수림

310

침엽수림

320

혼효림

330

자연초지

410

골프장

420

기타초지

430

내륙습지

510

연안습지

520

채광지역

610

기타 나지

620

내륙수

710

해양수

720

400

습지

500

나지

600

수역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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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소유역별 저류상수 결정
Clark 단위도법에서는 유역의 저류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사용되는 저
류상수(Storage coefficient, R)를 사용한다. 저류상수는 수문곡선의 변
곡점에서의 평균유량을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나눈 값이며, 변곡
점에서의 시각을 t라 하면 저류상수(R)는 다음 식과 같다.

R=

- Qt
(
dQ/dt
)t

이들 매개변수는 계측유역에서는 검정을 통하여 산출하지만, 미계측유
역에서는 경험식을 통해 산정된 값 중 적절한 결과를 사용한다. 저류상
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공식이 사용되며, 본 과업에서는 유
역의 특성인자와 집중시간 만으로 저류상수의 계산이 가능한 Sabol 공
식에 의해 저류상수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는 각 유역별 집중시간 및
CN 값과 함께 Table 3.3에 나타내었다.

R=

Tc
2

1.46- 0.00867

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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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Basin characteristic parameter of each subbasin

배수구역

도림천 상류

Curve

배수분구

집중시간, Tc

저류상수, k

ID

(hr)

(hr)

DR01

0.052

0.037

74

DR02

0.219

0.166

73

DR03

0.181

0.159

70

DR04

0.140

0.099

72

DR05

0.221

0.224

71

DR06

0.203

0.164

68

DR07

0.105

0.079

76

DR08

0.184

0.176

71

DR09

0.178

0.141

68

DR10

0.156

0.138

71

Number
(CN)

- 동방 1교
배수구역

3.3 설계강우자료 구축
서울대학교(2012)에서는 기존에 관측되었던 관악지역의 강우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빈도별 설계강우량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
(2012)는 해당 연구에서 도림천 상류 유역의 임계지속시간(Time of
critical)을 3시간으로 선정한 후, 각 재현빈도에 따른 강우량을 구한 바
있다. 아래 Table 3.4는 제시된 재현빈도와 지속시간에 따른 총 강우량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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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Total rainfall of return periods and durations
(mm)

1 hr

3hr

12 hr

24 hr

20 yr

86.4

156.5

276.0

357.3

50 yr

101.0

182.9

322.2

419.1

100 yr

112.1

202.9

357.2

465.8

200 yr

123.2

222.9

392.3

512.5

본 연구에서는 Table 3.4를 바탕으로 50년 빈도 강우의 총 강우량을
182.9mm(지속시간

3시간),

100년

빈도

강우의

총

강우량을

202.9mm(지속시간 3시간)으로 선정하였으며 Huff 분위법을 이용하여
강우주상도를 작성하였다. 이 때 서울강우관측소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
타나는 강우형태를 조사하여 1분위 강우모형을 이용하였다. Table 3.5
는 본 연구에서 이용한 강우주상도의 모습을 나타낸다.

Table 3.5 Rainfall hyetograph of 50yr and 100yr

빈도 : 50년

빈도 : 100년

지속시간 : 3시간

지속시간 : 3시간

총 누가 강우량 : 182.9 mm

총 누가 강우량 : 202.9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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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상 유역의 수문 모델 구축
수문모의모형은 한 유역에 내린 강우가 유출수로 변환되는 과정을 모
의하기 위해 개발된 모형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Fig. 3.6에서처럼 5가지
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즉, 1) 기하학적 체계(System geometry), 2)
입력자료(Inputs), 3) 지배방정식(Governing laws), 4) 초기 및 경계
조건(Initial and boundary conditions), 5) 출력자료(Outputs)이다. 이
런 요소들은 모형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결합하며, 이를 통해 유역의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수문과정을 나타내게 된다(Singh, 1995; 이
승종; 2005).

Fig. 3.6 Model Components (Singh, 1995)

일반적으로 유역들은 여러 형태가 있으며 적용대상의 유역 특성에 따
라 전원유출모형과 도시유출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강우사상의 영
향에 따라 이전 강우의 영향을 고려하는 연속모형(continuous model)
과 이전 강우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사상모형(event model)로 구분
할 수 있다(이승종, 2005). 본 연구에서는 사상모형 중 하나이며 유역
의 수문곡선 작성에 많이 사용되는 모델 중 하나로, 미공병단(HEC,
Hydrologic

Engineering

Center)에서

개발한

강우-유출

HEC-HMS (Hydrologic Modeling System)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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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인

차단 및 침투모의에 있어 HMS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가정 1. 유역, 소유역, 격자 셀에서 매개변수가 일정
가정 2. 단위시간 내에서 강우와 손실 일정
가정 3. 지하수는 모의하지 않음

HMS 모형의 손실계산방법으로는 초기 및 일정 손실률법, SCS 방법,
Green & Ampt 방법, 미흡량/일정손실률법 등이 있으며 본 과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SCS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HEC-HMS
모형은 불투수지역의 면적비를 입력할 수 있다. 다음 Table 3.6은
HEC-HMS의 강우-유출 모형의 구성요소들을 나타내고 있다.

Fig. 3.7 Rainfall-Runoff model of HEC-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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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Rainfall-Runoff model of HEC-HMS
구분

강우
모형

적용방법

구분

적용방법

-Frequancy Storm

-Kinematic wave

-Gridded Precipitation

-Lag

-Invers-Distance Gage

-Modified Plus

weighting
-Standard Project Storm

하도

-Muskingum

추적

-Muskingum-Cunge

-User Hyetograph

Standard

-User Specified Gage

-Muskingum-Cunge

weighting

8-point

-Deficit and Constant
-Clark Unit hydrograph

-Green and Ampt
-Gridded
강우
손실

SCS

-Kinematic wave

Curve

Number

유역

-Gridded SMA

유출

-Initail and Constant

-ModClark
-SCS unit Hydrograph
-Snyder Unit hydrograph
-User-Specified Uni

-SCS curve Number

Hydrograph

-Soil moisture Accounting
(SMA)
증발
변수
보정

빠름

-Monthly Average
-univariate

gradient

method

기저

-Constant Monthly

유량

-Linear reservoir
-Recession

-Nelder Mea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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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수문모델 검토
이번 연구에서는 서울지방청에서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방 1교
지점의 홍수량을 산정하였다. 기존 2000년 도림천 하천 정비를 위해 사
용되었던 결과값은 도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2000), 그리고 최근에 도
림천 수해방지를 위해 수행되었던 서울지방청의 연구 결과는 서울지방청
(2012)으로 나타내었다.
본 과업에서의 결과의 타당성과 서울지방청의 결과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홍수량 산정 방법을 Table 3.7와 같이 항목별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기존의 방법과 최대한
동일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산정 방법은 서울지방청(2012)의 산정 방법과 비교할 때,
유역 면적 및 강우유출모델에서 차이가 있다. 서울지방청(2012)은 기존
에 사용되는 도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2000)의 유역도를 그대로 이용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1:5,000 수치지도로부터 작성된 수치고도모형
(DEM)을 통해 유역도를 새로 작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변화
한 유역의 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있어 유역 면적이 기존의 유역도에 비
해 0.21 km2 작게 나타난다. 또, 서울대학교(2012)는 HEC-1 모형이
개인용 컴퓨터의 성능 향상에 따라 새로 개발된 HEC-HMS 모형을 사
용하고 있다.
도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2000)은 본 연구 및 서울지방청(2012)의
산정 방법과 비교할 때, 강우 설계 분위 및 지속시간에서 차이가 나타난
다. 지속시간을 각각 3시간, 3.14시간으로 잡은 본 연구 및 서울지방청
(2012)과 달리, 도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2000)은 지속시간을 6시간
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Huff 1분위의 강우를 설계 강우로 사용한 다른
두 연구와 달리, Huff 2분위의 강우를 설계 강우로 선택하고 있다.
각 보고서에서 사용한 홍수량 산정 방법의 차이는 홍수량 산정 결과의
차이로 나타나며, 이 결과를 Table 3.7에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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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 Comparison with hydrologic modeling method
서울지방청

도림천 하천정비

(2012)

기본계획(2000)

유역 면적

8.80 km2

8.80 km2

8.59 km2

빈도강우량

212.9 mm/3hr

200.9 mm/3hr

202.6 mm/3hr

강우 설계방법

Huff

Huff

Huff

분위

1분위

2분위

1분위

지속시간

3.14시간

6시간

3시간

강우유출모델

HEC-1

HEC-1

HEC-HMS

234

140

208

첨두 홍수량
(m3/s)

본 연구

본 연구의 홍수량 산정 결과는 195.6 m3/s로, 234 m3/s의 첨두홍수
량을 보이는 서울지방청(2012)의 결과에 비해 16.4 % 작게 나타난다.
반면 140 m3/s의 첨두홍수량을 보이는 도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2000)의 결과보다는 39.7 % 큰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대상 지역에
대해 첨두홍수량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사용된 유역도 및 유역면적
의 차이와, 산정된 확률강우량의 차이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DEM 자료를 이용하여 동방 1교 지점을 유역 말단부로
하는 유역도를 새로 생성하였다. 새로 생성된 유역 면적은 8.59 km2로
도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2000) 및 서울지방청(2012)에서 사용한 유
역 면적인 8.80 km2와 비교할 때 0.21 km2 정도 작다. 이는 유역을 생
성할 때 최근 변화한 고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유역 출구 부분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산정 홍수량은 비슷한 임계지속기간 및 설
계분위를 사용한 서울지방청(2012)의 산정 홍수량에 비해 적게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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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도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2000) 역시 본 연구에 비해 더 넓은
유역 면적을 보이지만 설계 분위, 임계지속시간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
더 적은 첨두유출량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정확한 홍수량을
산정하기 위해 임계지속시간 및 Huff 분포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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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류조의 분산 설계에 따른 유출 저감 효과
4.1 연구 방법
일반적으로 유역 말단부에 저류시설을 설계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강
우강도를 결정하고, 이를 수문모델을 통해 분석한 후 결정된 수문유출곡
선(Hydrograph)를 통해 유역에 필요한 저류량을 선정한다. 이 때에 사
용되는 개념이 하천의 통수능(discharge capacity)이다. 하천의 통수능
은 하천이 범람하지 않으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최대의 유량을 의미하
며, 제방증축이나 하천정비공사 등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유역의 최대 방류량 혹은 첨두유출량이 하천 통수능보다 낮을 경우에는
하천 범람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하천의 통수능을 기준으로 저류량
을 선정할 경우, 이론상 대상 강우강도와 강우형태에서는 하천 범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까지의 저류시설은 대부분 유역 말단부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유역
말단부에서 나타나는 수문곡선을 기준으로 설계저류량을 결정해왔다. 이
러한 경우 하천 통수능이 이미 제시된 경우가 많으므로 저류량을 결정할
때에 하천 통수능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역에 분산적으로 저
류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 통수능이 제시되지 않은 곳이 많으
므로 해당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특히 유역을 소유역 단위로 분할하
여 저류조를 설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역을 어떻게 지정하는지에 따
라 적정 저류량과 해당 하천 유역의 통수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임의로 소유역이 지정된 경우 어떻게 해당 소유역의 저류량을 선정할 것
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특정 소유역에 대해서 해당 유역에서 목표로 삼을 유출량을 지정
할 수 있다면 해당 유역에서의 유출량을 줄이기 위한 적정한 저류량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래 Fig. 4.1은 특정 소유역에서 목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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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첨두유출량을 선택했을 때, 소유역 저류량을 선정하는 방식을 그림으
로 표현한다.

Fig. 4.1 Concept of design outflow rate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전체 유역의 일부인 소유역에서 유출량의 기준
을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유역 저류량을 결정하여 분산형 저류조
설계에 반영하여 첨두유출량 저감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
에서 이용한 소유역도에서 각 유역의 첨두유출량을 분석하여 이를 이용
하였다. 각 유역의 첨두유출량은 아래 Table 4.1에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각 소유역들은 유역말단부에 이르는 지체 시간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각 소유역 첨두유출량의 합은 유역 전체의 첨두유출량에
비해 크다. 하지만 소유역의 첨두유출량을 비교함으로써 각 유역이 전체
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각 소유역의 첨두유출량과 유역 말단부의 하천 통수능을 이용하여 각
소유역의 목표 방류량(design outflow rate)를 결정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수식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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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소유역의 목표 방류량
    : 전체 유역 말단부의 통수능
     : 해당 소유역의 첨두 유출량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대상지역의 소유역별로 목표 방류량을 결정하면
아래 Table 4.1과 같다.

Table 4.1 Design outflow rate of subbasin
첨두 유출량

목표 방류량

(Peak flow rate)

(Design Outflow rate)

DR01

4.6

2.7

DR02

32.2

19.0

DR03

9.7

5.7

DR04

14.5

8.6

DR05

17.3

10.2

DR06

22.6

13.3

DR07

17.6

10.4

DR08

16.7

9.9

DR09

20.5

12.1

DR10

13.8

8.1

유역

4.2 저류시설의 분산 설계
서울지방청(2012)은 도림천에서 50년 빈도 강우에 대해 하천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저류량을 산정하고 도림천 상류 지역에 저류조를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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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 관악산 근방에
총 세 곳(관악산 생태공원, 서울대 정문 앞 광장, 관악산 공원 주차장)
의 설치가능 장소를 선정하고 각각의 시설 가능 용량을 제시하였다. 아
래 Table 4.2는 서울시(2012)에서 제시한 저류조 설치 가능 장소 및
시설가능 용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 표를 통해 설치 위치에 따라 시설가
능 용량은 서로 다르므로 저류조 설치 시에 이러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Table 4.2 Project plan for storage at Gwanak Mt. (Seoul city, 2012)

이처럼 저류조를 설치할 때에는 주변 지형 및 기존 시설의 제한으로
저류량이 한정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적정 저류량을 만족하
는 저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첨두유출저감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같은 용량의 저류 시설을 상류에 분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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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치하여 저류조로 물이 유입되는 집수 면적을 작게 만드는 방안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도림천 상류 유역의 말단부인 동방 1교
부근에 집중형 저류 시설을 60,000 m3 설치하는 경우와 도림천 상류
소유역에 저류 시설을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가정한 후, 각 경우에서
의 첨두유출량을 비교하여 분산형 저류조 설치에 따른 첨두유출저감효과
를 분석하였다.
분산형 저류시설의 설계를 가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림천 상류의 소
유역에 대한 적정 저류량을 각각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소
유역에서의 유출곡선을 구하고, 위에서 결정한 각 소유역의 목표 방류량
과 유출곡선을 통하여 적정저류용량을 산정하였다. 50년 빈도 강우에서
각 소유역의 적정저류용량을 Table 4.3에 나타내었다.

Table 4.3 Proper storage for each subbasin
유역

적정저류용량(m3)

DR01

4200

DR02

26500

DR03

6400

DR04

11600

DR05

11300

DR06

12100

DR07

15000

DR08

13500

DR09

11400

DR10

10200

분산형 저류시설은 도림천 상류 소유역 중 다섯 곳에 나누어 설치하는
것을 가정하고 케이스를 구성하였다. 저류용량의 차이로 첨두유출저감효
과가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산형 저류시설의 총 저류용량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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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저류시설과 동일한 60,000 m3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분산된 저
류시설의 위치에 따라 유출저감효과가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상류
중심형 분산형, 중류중심형 분산형, 하류중심형 분산형의 세 경우로 분
산형 저류시설의 위치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각 케이스별로 유출곡선을
서로 비교하여 저류시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아래 Fig. 4.2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총 다섯 케이스의 저류시설을 모
식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Table 4.4는 각 케이스별로 저류시설의 설
계를 보여준다.

Fig. 4.2 Schematic diagram of study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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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Storage design of each case
Case 0
Case

저류시설이
없을 때

Case 1
집중형 저류시설

Case 2

Case 3

상류중심형

중류중심형

하류중심형

분산형 저류시설

분산형 저류시설

분산형 저류시설

9,900 m3

11,600 m3

4,200 m3

(DR05)

(DR04)

(DR01)

15,000 m

8,100 m

26,500 m3

(DR07)

(DR05)

(DR02)

13,500 m3

12,100 m3

6,400 m3

(DR08)

(DR06)

(DR03)

11,400 m3

15,000 m3

11,600 m3

(DR09)

(DR07)

(DR04)

10,200 m3

13,500 m3

11,300 m3

(DR10)

(DR08)

(DR05)

3

저류량

0 m3

60,000 m3

Case 4

3

4.3 결과 및 고찰
(1) 50년 빈도 강우의 유출곡선
각 케이스별로 유역 말단부에서의 유출곡선을 나타내면 아래 Fig. 4.3
에서 Fig. 4.7과 같이 나타나며, 각 케이스별 유출곡선을 한 번에 나타
내면 Fig. 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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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Hydrograph in Case 0

Fig. 4.4 Hydrograph in Case 1

(50yr)

(50yr)

Fig. 4.5 Hydrograph in Case 2

Fig. 4.6 Hydrograph in Case 3

(50yr)

(50yr)

Fig. 4.7 Hydrograph in Case 4
(50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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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Comparison of hydrograph (50yr)

저류시설이 없는 경우(Case 0)와 비교해볼 때 저류시설을 설치하면
유출곡선을 변화시킬 수 있음은 확실하다. 다만 설치 후 유출곡선의 모
양을 보면 집중형 저류조와 분산형 저류시설의 유출저감특성은 서로 다
르게 나타난다.
집중형 저류시설은 가능한 유역 말단부의 하천 통수능에 맞추어 저류
량을 조절함을 운영 원칙으로 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경우 저류용량이
충분할 때에는 하천 통수능을 만족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유량이 하천
통수능을 넘어서는 시점, 즉 하천 범람 시점을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
집중형 저류조를 설치했을 때는 홍수지체시간(delayed flood time)이
22분으로 하천 범람을 22분 늦출 수 있다. 하지만 저류용량이 모두 소
진된 시점부터는 유출저감효과가 사라지게 되므로, 저류시설이 없을 때
와 동일한 유출량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50년 빈도 강우를 대상으로
모의한 바에 따르면, 60,000 m3의 저류용량을 가정할 경우 첨두유출량
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유출량을 제어할 수 있지만 그 직후에 저류용량이
모두 소진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첨두유출량 저감효과는 미미하다.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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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의 첨두유출량은 160.4 m3/s로 2.7%의 첨두유출량 저감효과를
보여준다.
분산형 저류시설은 설치된 소유역의 위치에 따라 Table 4.1에서 제시
한 목표 방류량에 맞추어 저류조를 운영함을 가정하였다. 분산형 저류시
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위치에 따른 첨두유출량 저감 효과 및 유출곡선
변화는 모두 비슷비슷하다. 분산형 저류시설을 설치했을 때의 홍수지체
시간은 각 케이스별로 1분, 2분, 3분으로 유역 말단부의 하천 유량이 통
수능을 넘는 시간을 크게 늦추지는 못한다. 그 대신 분산형 저류시설은
유출곡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집중형 저류시설에 비해
첨두유출량 저감 효과는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는 각 유역에 분산된
저류시설은 각 소유역에서의 첨두유출량을 크게 줄여주기 때문에, 줄어
든 소유역의 첨두유출량이 유역 말단에서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각 케이스에 따른 첨두유출량 저감량을 비교하면 상류에 집중적으로 저
류조를 설치한 Case 2에서는 첨두유출량이 132.1 m3/s로 19.8%의 첨
두유출량 저감효과가 나타났고, Case 3에서는 첨두유출량이 130.4
m3/s로 약 20.9%의 첨두유출량 저감효과가, Case 4에서는 134.6
m3/s로 약 18.3%의 첨두유출량 저감효과가 나타난다.
아래 Table 4.5는 50년 빈도를 가정했을 때 각 케이스별로 나타나는
첨두유출량 및 첨두유출저감효과를 나타낸다. 홍수지체시간(delayed
flood time)은 하천 유량이 통수능을 초과하는 시간을 얼마나 지체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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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Peak flowrate reduction efficiency of each case (50yr)
efficiency

delayed flood

flowrate (m /s)

(%)

time (min.)

164.8

-

-

-

Case 1

160.4

4.4

2.7

22

Case 2

132.1

32.7

19.8

1

Case 3

130.4

34.4

20.9

2

Case 4

134.6

30.2

18.3

3

Case

Peak flowrate
3

(m /s)

Case 0

Reduced
3

(2) 100년 빈도 강우의 유출곡선
각 케이스별로 유역 말단부에서의 유출곡선을 나타내면 아래 Fig. 4.9
에서 Fig. 4.13과 같이 나타나며, 각 케이스별 유출곡선을 한 번에 나타
내면 Fig. 4.1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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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Hydrograph in Case 0

Fig. 4.10 Hydrograph in Case 1

(100yr)

(100yr)

Fig. 4.11 Hydrograph in Case 2

Fig. 4.12 Hydrograph in Case 3

(100yr)

(100yr)

Fig. 4.13 Hydrograph in Case 4
(100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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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4 Comparison of hydrograph (100yr)

50년 빈도 강우를 대상으로 유출곡선을 확인했을 때와 비교해 보면
강우에 비해 저류용량이 적기 때문에 저류조 용량이 빠르게 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출곡선을 변화시키던 중 저류용량이 모두 소진되면
빠르게 유출량이 증가하여 저류조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Case 0)의 유
출곡선과 동일해진다.
집중형 저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유출곡선의 특성은 50년 빈도 강
우를 모의했을 때와 동일하다. 즉, 강우 초반에는 하천 통수능을 만족시
키는 것이 가능하며, 범람 지체 시간은 18분으로 50년 빈도 강우에 비
해 줄어든다. 이는 100년 빈도 강우를 모의하면서 강우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저류용량이 빨리 소진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첨두유출량
을 살펴보면 저류용량의 부족으로 첨두유출량이 발생하기 전에 저류용량
이 모두 소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60,000 m3의 집중형 저
류시설을 설계하더라도 첨두유출량은 저류시설이 건설되지 않은 경우의
첨두유출량과 같은 195.6 m3/s로 나타난다. 따라서 집중형 저류시설의
설치를 통해서는 100년 빈도 강우의 첨두유출량을 저감시킬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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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된다.
분산형 저류시설을 설계했을 경우에도 50년 빈도 강우를 가정했을 때
와 비슷한 저감형태를 보인다. 즉 범람지체시간은 여전히 1분, 2분, 3분
으로 집중형 저류조에 비해 작게 나타나지만 첨두유출량 저감효과는 확
연히 나타난다. Case 2에서는 첨두유출량이 176.9 m3/s로 9.6%의 첨
두유출량 저감효과가 나타나고, Case 3에서는 첨두유출량이 178.3
m3/s으로 줄어들어 8.8%의 첨두유출량 저감효과가 나타난다. Case 4에
서는 첨두유출량이 174.8 m3/s로 줄어들어 10.6%의 첨두유출량 저감
효과가 나타난다.
아래 Table 4.6는 100년 빈도 강우를 가정했을 때, 각 케이스별로 나
타나는 첨두유출량 및 첨두유출저감효과, 그리고 홍수지체시간을 나타낸
다.

Table 4.6 Peak flowrate reduction efficiency of each case (100yr)
efficiency

delayed flood

flowrate (m /s)

(%)

time (min.)

195.6

-

-

-

Case 1

195.6

0

0.0

18

Case 2

176.9

18.7

9.6

1

Case 3

178.3

17.3

8.8

2

Case 4

174.8

20.8

10.6

3

Case

Peak flowrate
3

(m /s)

Case 0

Reduced
3

(3) 하천 진행에 따른 첨두유출량 변화
분산형 저류시설은 유역 말단에서 집중형 저류조와 유출곡선을 비교했
을 때 확연히 다른 유출저감특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각 분산형 저류시
설간의 케이스를 비교해보았을 때는 서로 비슷한 유출곡선을 보여준다.
따라서 분산형 저류시설의 위치에 따른 유출저감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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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역 내부의 각 지점에서 하천의 첨두유출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산형 저류시설의 설치 위치는 하천 말단에 비해서 상류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분산형 저류시설의 설치로 유역 내부의 유출량을
저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실제로는 하천 말단의 첨두유출량 뿐만 아니
라 유역 내 지점별로도 첨두유출량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
제로 도시 지역에 분산형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수관망으로
유출되는 유출수를 저류시킬 수 있어 하수관거 역류를 방지하는 데에 도
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한무영 외(2012)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 따
라서 분산형 저류시설과 집중형 저류조의 효능을 여러 측면에서 비교해
보기 위하여 도림천 상류의 각 지점에서의 첨두유출량을 케이스별로 비
교하였다. 도림천 상류의 각 지점은 3장에서 제시한 소유역 분류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상류에서부터 차례로 Junction 5, Junction 4, Junction
3, Junction 2, Junction 1, Sink로 표현하였다.
아래 Fig. 4.15와 Fig. 4.16은 각각 50년 빈도와 100년 빈도 강우를
모의하였을 때 각 지점에서의 첨두유출량을 케이스별로 비교하고 있다.

Fig. 4.15 peak flowrate at each junction (50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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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6 peak flowrate at each junction (100yr)

50년 빈도의 강우를 가정하고 각 지점에서의 첨두유출량을 비교하였
을 때, 분산형 저류시설의 설치 위치에 따라 첨두유출량이 줄어들기 시
작하는 지점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상류 소유역을 중심으로 분산형 저류시설을 설치한 Case 2의 경우에
는 하천의 최상류에 위치한 Junction 5부터 첨두유출량을 저감시키기
시작한다. 또한 Junction 5에서 나타나는 첨두유출저감효과는 하천 유역
전반에 걸쳐서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중류 소유역을 중심으로
분산형 저류시설을 설치한 Case 3의 경우에는 하천 최상류에서는 첨두
유출량이 저류시설이 없는 Case 0과 동일하지만 Junction 4부터 첨두
유출저감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후부터는 첨두유출량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Case 2의 첨두유출곡선과 비슷해진다. 반면 하류 소유역에 저
류시설을 중점적으로 설치한 Case 4의 경우에는 중류에 해당하는
Junction 3까지는 첨두유출저감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저류시설이 설
치된 Junction 2부터 첨두유출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Case 2, Case 3의
첨두유출곡선에 근접한다. 반면 집중형 저류조가 설치된 Case 1의 경우
에는 Junction 1까지 첨두유출량을 줄이지 못하며 유역 최말단부인
Sink 지점에 이르러서 첨두유출저감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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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빈도의 강우를 가정한 경우에도 50년 빈도의 강우를 모의한
경우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 하지만 저류용량이 강우에 비해 부족하
여 전반적으로 첨두유출저감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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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류시설의 운영에 따른 유출 저감 효과
5.1 연구 방법
4장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특정 빈도의 강우 강도를 기준으로 저류시
설을 건설했을 때에는 설계 강우보다 많은 양의 비가 올 때 저류조 용량
의 부족으로 충분한 유출저감효과를 보기 어렵다. 특히 집중형 저류조는
초반에 내린 강우를 저류하다가 첨두유출량이 발생하기 전에 저류용량이
소진되어 첨두유출량을 저감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렇듯이
이미 저류시설이 건설되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양의 강우가 발생
한다면 첨두유출저감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설계에 고려했던 강우보다 많은 양의 강우가 발생하는 경우에
는 이미 설치된 저류시설을 통해 첨두유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 설치된 저류시설의 저류 및 방류시간을 조
절함으로써 한정된 저류용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가정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저류조 운영에 따
라 첨두유출저감효과가 변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분산형 저류시설의 경우 집중형 저류시설과는 달리 각 시설마다 서로 다
른 운영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시설마다 어떠한 운
영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지 여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각 소유역은 소유역의 위치 및 특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시간대에 말
단부의 최종 유출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각 소유역에서 최종유출부의
첨두유출량에 영향을 끼치는 시간과 유출량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아
래의 Fig. 5.1은 상류, 중류, 하류 세 개의 소유역에서 서로 같은 유출
곡선과 서로 다른 유달 시간이 나타난다고 가정했을 때, 최종 수문곡선
에서 각 유역의 기여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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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Different time distance of each subbasin

Fig. 5.1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 첨두유출량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는 하류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유출이 시작하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저류를 시작하고, 상류의 경우는 유출이 시작한 직후에 저류를 시
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각 유역의 특성에 맞추어 저류를 시작
하는 시간을 달리 하는 방식으로 운영 조건을 적용할 경우에는 상대적으
로 같은 용량으로도 효과적인 첨두유출 저감이 가능하다. 이렇듯 각 유
역의 특성에 따라 의도적으로 저류를 늦추는 시간을 저류지체시간
(detention lag time)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아래 Fig. 5.2는 4장에서 제시한 목표 방류량과 저류지체시간의 개념
을 소유역 저류시설에 적용했을 때 변화하는 유출곡선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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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concepts of detention lag time

이 때 저류지체시간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유출곡선이나 첨두유
출량의 변화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5.2 저류시설의 운영 조건 결정
본 연구에서는 각 소유역이 유역 최말단부로부터 얼마나 떨어져있는지
의 개념을 시간의 단위를 갖는 저류지체시간의 개념으로 표현하고자 하
였다. 저류지체시간은 그 개념에 따라 서로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저류지체시간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각 소유역에서 말단부까지 하도를 통하여 유출되는 데 걸리는 시
간의 차이
이 경우, 각 유역의 저류지체시간은 하도를 기준으로 최말단부에서 가
장 멀리 떨어져 있는 DR09 소유역(9분)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결정된다.

- 52 -

               
     : 대상 소유역의 저류지체시간 (min.)
    : 대상 소유역에서 유출이 시작된 시간부터 해당 유출수가

유역 최말단부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min.)

(2) 유역 최말단부에서 해당 소유역의 유출량이 나타나는 시간의 차
이
이 경우, 각 유역의 저류지체시간은 최말단부에서 가장 느리게 유출이
나타나는 DR09 소유역의 유출시작시간(23분)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결정된다.

                    
     : 대상 소유역의 저류지체시간 (min.)
      : 대상 소유역의 유출수가 유역 최말단부에 처

음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min.)

(3) 각 소유역에서 유역 최말단부의 유출량이 목표 방류량을 초과하
는 시간의 차이
이 경우, 각 유역의 저류지체시간은 최말단부에서 가장 느리게 목표
방류량을 초과하는 DR09 소유역의 목표 방류량 초과 시간(40분)을 기
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결정된다.

                  
     : 대상 소유역의 저류지체시간 (min.)
     : 대상 소유역의 유출수가 유역 최말단부에서 목

표 방류량을 초과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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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Fig. 5.3은 위에서 제시한 저류지체시간의 각 정의를 유출곡선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Fig. 5.3 Concept of detention lag time

각 정의에 따라 결정되는 저류지체시간은 아래 Table 5.1와 같이 나
타난다.

Table 5.1 detention lag time in various definition
Definition (1)

Definition (2)

Definition (3)

DR01

9

21

13

DR02

8

9

10

DR03

8

9

8

DR04

4

9

6

DR05

4

1

4

DR06

3

1

3

DR07

3

10

5

DR08

3

6

6

DR09

0

0

0

DR10

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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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방류지체시간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Operation-1, 정의 (1)을 적용한 경우를 Operation-2, 정의 (2)를 적
용한 경우를 Operation-3, 정의 (3)을 적용한 경우를 Operation-4라
고 각각 정의하였다. 또한 4장에서 제시한 분산형 저류시설의 각 경우
(Case 2, Case 3, Case 4)에 각 운영조건을 적용하여 첨두유출량을
분석하였다. 모든 경우는 100년 빈도의 강우를 가정하였다.

5.3 결과 및 고찰
분석 결과 도림천 상류 유역은 경사가 가파르고 하도가 짧은, 작은 유
역이기 때문에 저류지체시간의 차이에 따른 유출저감량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류지체시간의 개념을 운영
에 도입했을 때 첨두유출량 저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저류용량이 작은 저류시설에서 첨두유출량에 영향을 적게 끼치는
초반 유출을 무시함으로써 첨두유출량을 저감시킬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
으로 보인다. 아래 Fig. 5.4는 4장에서 설계한 각 분산형 저류시설 형태
에서 세 가지 정의의 저류지체시간을 각각 도입했을 때 변화한 첨두유출
량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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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Peak flowrate reduction effect with operation condition

아래 Fig. 5.5부터 Fig. 5.7은 각 케이스별로 운영조건을 적용했을 때
의 첨두유출량 저감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5.5 Change of Hydrograph in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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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 Change of Hydrograph in Case 3

Fig. 5.7 Change of Hydrograph in Case 4

모든 케이스에서 운영 방법에 따라 첨두유출량 부근의 유출곡선이 변
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상유역의 경우 유역의 크기가 작아
저류시설 간의 간격이 좁고 경사가 급하여 유달 시간의 차이가 작기 때
문에 운영조건의 변화가 크게 효과를 미치지는 못한다. 하지만 저류조
운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첨두유출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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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얼마만큼 시간을 늦추어야 하는가,
즉 어떤 저류지체시간의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라는 측면에서
결과를 보았을 때는 세 경우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유출시
작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operation-2에서 모든 케이스에서 안정적으로
첨두유출량 저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저류시설의 위치별로 운영조건을 변화시켰을 때의 효율을 비교했
을 때 상류에 비해 중류 및 하류에 위치한 저류시설에서 운영조건에 따
라 첨두유출저감효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류에 위치한 저류시설에
서는 초반에 발생하는 유출량부터 하류의 첨두유출량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더 높고 저류지체시간이 짧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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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상 유역, 즉 동방 1교를 유역 최말단부로 하는 도림
천 상류 유역의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해당 유역의 수문 모형을 작성하
였으며, 유역 말단부가 아닌 소유역에 분산적으로 저류시설을 설계했을
때의 첨두유출량 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 분산형 저류시설에
저류지체시간의 개념을 도입했을 때의 첨두유출량 저감 효과가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 통수능이 존재하지 않는 유역 내 소유역에서 적정
한 저류량을 산정하기 위해 목표저류량(Desgin outflow rate)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유역 최말단부에서 모의된 수문곡선을 통하여 저
류량을 결정하듯이 각소유역에서도 유역 최말단부의 하천 범람을 방지하
기 위한 적정한 저류량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때 소유역의 적
정 저류량은 하천 말단부에서보다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저류용량 부족에 따른 첨두유출량저감 실패의 가능성이 더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대상 유역의 특성에 따라 사용가능한 저류용량
이 한정되었을 경우에는 저류시설을 상류에 분산적으로 설계했을 때 집
중형 저류시설을 설계한 경우보다 효과적인 첨두유출량 저감효과가 나타
났다. 위치에 따라서는 중류 지역에 분산형 저류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
한 Case 3의 경우에서 첨두유출량 저감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천 전반에 걸친 첨두유출량을 확인했을 때는 상류 지역에 저
류시설이 위치했을 때, 상류 유역에서 나타난 첨두유출저감효과가 유역
전체에 걸쳐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상류 유역에 저류시설
이 설치될 경우에는 보다 넓은 범위에 걸쳐 첨두유출량 저감이 가능하
다. 또한 설계 강우가 아닌 100년 빈도의 강우에 대해서도 분산형 저류
시설이 보다 효과적인 첨두유출저감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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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많은 양의 강우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을 때 한정된
저류용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류지체시간의 개념을 제시하
였다. 하류유역으로 진행될수록 상대적으로 강우 초기의 유출량은 첨두
유출량에 끼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한정된 저류 용량을 보다 첨두유출
량 저감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총 세 가지의 저류
지체시간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를 각각의 분산형 저류시설에 적용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저류지체시간의 개념을 도입했을 때 좀 더 효과적
인 첨두유출량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
을 때, 특히 중류 및 하류에 저류시설 설치가 집중된 Case 3 및 Case
4에서는 저류지체시간의 적용으로 인한 첨두유출량 저감 효과가 Case
2에서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상류 유역의 경우에는 초기의 유출
량도 상대적으로 첨두유출량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저류지체시간
이 짧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을 통해 저류용량이 한정될 가능성이 큰 도시 유역의 경우 각 소
유역 별로 저류조를 분산 설계하는 것이 첨두유출량을 저감하는 데에 효
과가 좋으며, 또한 여기에 저류지체시간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한정된
저류용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첨두유출량 저감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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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dden intensive rainfall which has occurred frequently in
Korea is one of the causes of the urban flood with increment of
impermeable layer of urban area. And in densely populated urban
area, damage of urban flood has increase seriously. Therefore,
people prevent flood with not only mass-scale facility in outside
of the city but also decentralized small-scale storage and
infiltration facility in the city to control runoff which occurs from
urban area. But because of installed infrastructure and existing
buildings, storage capacity is usually limited in urban area.

In this study, Dorim upstream basin which has basin end at
Dongbang 1 bridge is decided as research area and design of
decentralized

storage

is

suggested

to

obtain

effective

peak

flowrate reduction effect. Especially design method to decide
proper storage volume at the upper subbasin where no discharge
capacity is not calculated was suggested. And peak flowrate
reduction effect of decentralized storage is compared with that of
centralized storage. Also when multiple storages exists how to
enhance peak flowrate reduction effect with proper operation is
studied.

In this study concept of design outflow rate using discharge
capacity

at

basin

end

and

peak

flowrate

of

subbasin

is

suggested. With limited storage capacity, decentralized storage
has more effective peak flowrate reduction effect. Also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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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rainfall than design rainfall occurs, possibility of failure of
reducing peak flowrate is more higher at centralized storage.

For operation of storage, concept of detention lag time is
suggested. Detention lag time could be calculated in various
ways and short for upstream subbasin and long for downstream
subbasin. With this concept, when using operation-3 of runoff
starting time, peak flowrate is reduced with storage located
every subbasin. Peak flowrate reduction effect is changed with
different storage location and operation condition. Therefore
using various operation condition, the most proper operation
method could be decided in each basin.

Keyword: Decentralized storage, Peak flowrate reduction, River
flood, Storage operation, HEC-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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