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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Urban flooding is usually caused by the surcharge of storm sewers. For that reason, domestic

studies about urban flooding are concentrated on the simulation of urban drainage system. However

these approaches that find the pipes which have insufficient drainage capacity are very approximate

and unreasonable ways. In this study, an accurate mathematical modeling is developed to analyze the

impacts of an urban inundation for both flood prevention and flood-loss reduction planning and it is

verified by using the simulation of July 2001 flooding in Seoul.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construct fundamental data for a flood control plan and establish a urban flood forecasting/war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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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도시지역에의 내수범람은 주로 우수관로 배수체계의 통수능력 부족으로 발생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도.

시침수에 대한 국내 연구가 우수관로해석에 국한되어왔다 하지만 우수관로시스템 해석을 통해서 배수능이.

부족한 관거를 찾는 것만으로 침수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은 매우 근사적이고 비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밖

에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침수양상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해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표류 해.

석을 통한 침수해석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년 월 서울지역의 집중호우 사상에 대한 적용결과로 해석, 2001 7

결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 홍수 예경보와 침수범람도 작성 등의 도시치수 및 방재계획 수립.

에 실제적으로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핵심용어핵심용어핵심용어 :::: 도시홍수 우수관거 지표류도시홍수 우수관거 지표류도시홍수 우수관거 지표류도시홍수 우수관거 지표류, , , GIS, ILLUDAS, , , GIS, ILLUDAS, , , GIS, ILLUDAS, , , GIS, ILLUDAS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경제발전과 인구증가에 따라 도시지역의 침수는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하게 되었다 특히 서울.

지방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대도시의 특성상 침수에 의해 도시 사회기반시설에 큰 문제점을 야기하며 기,

존 시설물 및 재산 피해 뿐 아니라 장래 생산성에 있어서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다 실제로 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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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집중호우의 경우 서울지역의 주택침수피해는 전국피해의 약 에 해당하는 규모로 유사한 강수량에7 , 79%

대해 홍수피해가 대도시에 집중됨을 알 수 있다 수해백서 컴퓨터 계산능력의 발전과 더불어 선진국의( , 2001).

많은 도시에서는 도시홍수에 의한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도시유출 및 침수에 관한 관심이 지속되어 왔고, ,

복잡한 배수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도시지역의 유출을 해석하기 위한 다양한 수준의 도시우수계통 해석모형

이 개발되어왔다 개발된 모형들은 빈도별 강우 또는 실제 강우사상에 대한 관거에서의 배수량 해석을 통하.

여 기존 우수배수시설의 평가 그리고 신규시설의 설계 및 대안수립에 사용될 수 있으나 관거의 잉여유량과,

유역 지표면에서의 광범위한 도시범람을 모두 고려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유출 및 지표류 해석도시유출 및 지표류 해석도시유출 및 지표류 해석도시유출 및 지표류 해석2.2.2.2.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입력자료의 구성이 용이하여 국내 도시유역의 유출해석에 적합하고 도시침수해석,

을 위해 각 배수로에서의 소통능력을 계산하여 설계유량에 대해 통수능력이 미달되는 경우 주요 맨홀 지점,

에 대해 지체유량을 계산함으로써 잉여유량의 해석이 가능하도록 수정한 ILLUDAS(Illinois Urban Drainage

모형을 선정하였다Area Simulator) .

우수관로의 홍수추적 및 맨홀 월류량 산정우수관로의 홍수추적 및 맨홀 월류량 산정우수관로의 홍수추적 및 맨홀 월류량 산정우수관로의 홍수추적 및 맨홀 월류량 산정2.12.12.12.1

각 배수분구에서 불투수지역과 투수지역에서의 수문곡선이 합쳐져 하나의 유입수문곡선이 생성되고 이는

각 배수로 유입지점에서의 유입량이 된다 유입한 우수가 배수로의 한 지점에서 다음 지점으로 전달되는 과.

정에는 저류추적법이 사용된다.

저류추적법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각 유입지점 사이 배수로구간에서의 유량 저류량 관계식이 필요한데- ,

이를 위해서 먼저 검토대상 수로단면의 수위 유량관계를 의 식으로 구축하고 배수로 구간의 길이와- Manning ,

형상으로부터 흐름을 등류상태로 가정하여 검토구간에서의 근사적인 유량 저류량 관계를 구축한다 근사적인- .

관계식으로 인해 발생되는 계산오차는 구간의 길이를 가능한 짧게 선정하고 작은 계산시간 간격을 사용함으

로서 최소화시킬 수 있다.

우수관로의 홍수추적 과정에서 각 관로의 배수능력을 초과하는 유입량이 발생한 시기에는 관로 연결부인

맨홀의 수위가 상승하게 되고 만약 맨홀의 수위가 지표면 표고에 도달하면 지표면으로 월류가 발생하게 된,

다 월류된 유량에 의한 침수면적은 지표면 표고를 나타내는 을 따라 점차 증가하게 되고 지표류 해석. DEM ,

을 통해 침수심의 시간에 따른 상승도 모의될 수 있다.

차원 지표류 수치해석차원 지표류 수치해석차원 지표류 수치해석차원 지표류 수치해석2.2 22.2 22.2 22.2 2

맨홀에서의 월류 및 내수 범람의 경우에 제내지의 저류 건물주위에서의 흐름 가로에서의 흐름 등에 따, ,

라 그 물리적인 양상을 수식으로 표시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범람예상구역의 물리적인 특성을 정.

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수리학적 방정식을 기본식으로 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먼저 침수예상 구역의 적정범. ,

위를 지형도 등을 통해서 설정하고 격자망을 구성하여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유한차분법 또는 유한,

요소법을 적용하여 흐름을 해석할 수 있다.

연속방정식과 운동량방정식의 미분형은 제내지에 대한 유한차분형태로 가정하여 모든 격자에 대해 적용

된다 흐름은 질량보존의 원리에 따라 격자에서 격자로 지표면을 따라 유하하게 된다 짧은 시간간격 동안. .

하나의 격자로 유입되는 질량의 총량은 격자 내 질량의 변화량에 비례한다.

실제 유역에 적용실제 유역에 적용실제 유역에 적용실제 유역에 적용3.3.3.3.

대상유역대상유역대상유역대상유역3.13.13.13.1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에 대한 침수모의를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시 배수분구 중 하나인 도림 빗물펌프1

장 집수유역을 대상유역으로 선정하였다 유역면적은 이고 산지가 거의 없는 평탄한 지형이며 미개. 189.5ha , ,



발지가 거의 없는 고밀도 주거지역이다 불투수면적의 비율이 정도로 포장율이 높고 충분히 도시화된. 91%

유역으로 모형을 적용하여 도시침수해석을 실시하기에 타당하다.

먼저 대상유역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을 생성하고 생성된 을 이용하여 도시침수해석을 실DEM , DEM

시한다 은 지표면의 표고를 같은 크기의 다수 정사각형을 사용하여 나타낸 것으로 도시의 제내지 침수. DEM

해석의 입력자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해석결과로부터 범람침수지도 작성에 사용된다 주요 간선관로와 맨, .

홀의 위치에 따라 개의 소유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은 모형 적용을 위해 구분된 소유역의 배수 계통도16 . 1

와 차원 제내지 모형을 이용한 도시침수해석을 위해서 적용된 월류 범람량 산정 지점의 격자번호를 보여주2

고 있다.

그림 적용 대상유역의 배수 계통도와 지점 번호그림 적용 대상유역의 배수 계통도와 지점 번호그림 적용 대상유역의 배수 계통도와 지점 번호그림 적용 대상유역의 배수 계통도와 지점 번호1.1.1.1.

년 월 홍수사상 침수해석년 월 홍수사상 침수해석년 월 홍수사상 침수해석년 월 홍수사상 침수해석3.2 2001 73.2 2001 73.2 2001 73.2 2001 7

우수 관거 시스템 해석을 통하여 각 소유역 지점에 대해 유출량을 산정하고 월류량을 계산하여 도시침수

양상을 모의하였다 모형으로부터 산정된 월류량을 통해 차원 홍수파 모형을 이용하여 도시침수해석을 실시. 2

하였다 대상유역은 구로 건교부 강우관측소에 인접한 배수분구로 인접 다른 강우관측소는 면적평균강우에. ( )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구로 관측소에 자료를 강우 조건으로 사용하였다, .

대상유역에 대해 강우시작 시점에서 분의 계산시간 간격을 사용하여 을 적용함으로서 각 관10 ILLUDAS

로의 우수 통수능력과 각 소유역별 지점에 대한 월류유량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잉여유량이 발생하는 관로.

는 개로 그림 의 범람월류량 지표면 유입 지점번호를 참조하여 각 관로에서 발생한 월류량을 표 과 그림4 1 1

에 나타내었다2 .

표 통수능부족 우수관거와 총 월류범람량표 통수능부족 우수관거와 총 월류범람량표 통수능부족 우수관거와 총 월류범람량표 통수능부족 우수관거와 총 월류범람량1.1.1.1.

관거번호 지점번호 침수시작 시각 총 침수발생 시간() 총 월류범람량( )

3-1 4168 월 일7 15 0:30 2.667 10992.57

6-0 3723 월 일7 15 0:20 3.000 14998.31

1-2 4168 월 일7 15 2:00 1.167 34100.51

7-0 4824 월 일7 15 0:40 2.666 9044.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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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번 3723번 4168번 4824번

그림 각 관로의 범람월류량그림 각 관로의 범람월류량그림 각 관로의 범람월류량그림 각 관로의 범람월류량2.2.2.2.

제내지 침수 해석결과제내지 침수 해석결과제내지 침수 해석결과제내지 침수 해석결과3.33.33.33.3

모형을 통해 산정된 월류범람유량은 차원 침수해석을 위한 입력자료로 활용된다 월류량을 지ILLUDAS 2 .

표면 표고만을 고려하여 해석한 차원 침수해석과 차원 침수해석을 수행하였고 그림 에서 해석결과를 비0 2 , 3

교하였다 그림과 같이 차원 침수해석결과는 실제 침수지역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차원 침수해석이. 0 . 0



맨홀 월류량의 시간에 따른 유달거리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은 도시정비 도로. ,

건설 등에 따라 지반고가 평탄한 지형이 많이 존재하며 단순히 잉여월류수를 수치지도상에서 차원으로 표, 0

출하기위한 수위 수표면적 수체적 관계 설정이 곤란하며 실제범람양상과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복- - , .

잡한 지형지물을 가진 도시유역에서 침수모의를 위해서는 차원적 홍수전파양상을 반드시 고려해야 침수범2

람범위 침수위 등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침수해석 결과의 검증그림 침수해석 결과의 검증그림 침수해석 결과의 검증그림 침수해석 결과의 검증3.3.3.3.

결 론결 론결 론결 론4.4.4.4.

본 연구의 목적은 우수관거 해석과 차원 침수해석을 연계하여 국내 상황에 적합한 침수예측모형을 확립2

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도시침수해석모형의 검토를 위해서 모형의 확장적용을 통해 우수관거를 해석하고 월류량을 산(1) ILLUDAS

정하였다 맨홀 월류수의 제내지에 대한 홍수해석을 위해서 차원 침수모형 체제를 구축하였고 실제유역. 2 ,

에 대한 모의 적용을 통해 모형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은 도시정비 도로 건설 등에 따라 지반고가 평탄한 지형이 많이 존재하며 단순히(2) , ,

잉여월류수를 수치지도상에서 차원으로 표출하기위한 수위 수표면적 수체적 관계 설정이 곤란하며 실0 - - ,

제범람양상과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복잡한 지형지물을 가진 도시유역에서 침수모의를 위해서.

는 차원적 홍수전파양상을 반드시 고려해야 침수범람범위 침수위 등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2 ,

으로 판단되었다.

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

본 연구는 건설교통부가 출연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위탁시행한 년도 건설핵심기술연구개2003

발사업 산학연 에 의한 도시홍수재해관리기술연구사업단의 연구성과입니다(03 C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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