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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하수관거시스템(sewer system)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거 내의 유출, 수질, 불명수 및 CSOs(Combine Sewer Overflows)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의 유역 하수관거시스템에서 모든 지점에 대한 모니터링은 예산의 제약으로 

인하여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니터링 지점들은 주어진 예산 내에서 최대의 효율적인 자료의 획득이 가능한 지점들로 선정되어야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의 지점의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선정된 모니터링 지점에서 획득된 자료에 대한 정량화된 평

가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엔트로피 방법과 선형회귀식을 이용하여 상류 유출을 통한 하류 유

출을 예측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점을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검증결과 제시된 회귀식은 안정적으로 하류 유출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산정한 회귀식을 사용하여 하류 유출의 사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I. 서론

  최근 관거 내의 유량, 수질, 불명수 및 CSOs(Combine 

Sewer Overflows)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

수관망 내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시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수관망에서의 수질 모니터링 지점의 

선정에 대한 정량화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정량화된 하수관망 모니터링 지

점선정에 관한 새로운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관련 분야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이정호 등(2011) 

엔트로피 방법을 이용한 하수관망 내 최적 수질측정 지점 

선정에 관한 연구가 수행 되었으나 하류 유출 예측에 관한 

모니터링 지점에 대한 연구는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류 유출을 통한 하류 유출을 예측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점을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하수

관거 시스템에서의 관망 내 수질측정 모니터링 지점의 선

정에 있어서 정량화된 기준 수립을 위하여 엔트로피

(entropy)방법과 선형회귀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유역을 대상으로 

상하류 지점의 유출수문곡선으로 엔트로피 이론과 회귀식

을 적용하여 상류의 유출을 사용하여 특정시간 이후 하류

의 유출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Ⅱ. 적용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우수관망에서 유출의 변동 값을 찾기 위

해  대표적 도시유출 해석 모형인 EPA의 SWMM(Storm 

Water Management Model)을 이용해 모의 하였다. 적용

유역은 그림 1의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하계 배수분구로

써 총 면적은 161ha이며, 해당 면적에는 80개의 모니터링 

설치 가능 지점을 포함하고 있다. 적용된 강우사상은 서울

시 10년 빈도, 강우지속기간 60분을 채택하였으며, huff 4

분위의 시간분포를 갖는다.

▶▶ 그림 1. 하계배수분구 하수관망도

  각 지점의 유출수문곡선을 엔트로피 방법을 적용해 유

출구를 기점으로 상류지점들과의 정보전달량을 구해봤다. 

다음 표 1은 유출구와 지점들 사이의 정보전달량이 가장 

높은 15개 지점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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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출구와 상류 지점과의 정보전달량

지점 정보전달량 지점 정보전달량 지점 정보전달량

73 4.178401 74 4.293253 166 3.722024

165 3.522747 69 3.491125 101 3.461866

72 3.422613 67 3.413542 70 3.39667

71 3.346649 68 3.131479 102 3.114377

100 3.111123 51 3.080235 124 3.053218

  선택된 15개의 지점들 중 좀 더 효과적인 하류 수위 예

측을 위해 도달시간이 가장 큰 지점 2개 선정해 회귀식을 

산정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모니터링 지점

100 51

도달

시간(분)
기울기

y

절편
 

도달

시간(분)
기울기

y

절편
 

7 13.4 0.02 0.94 4 5.23 -0.04 0.98

표 2. 유출구와 상류 지점과의 선형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결과 결정계수의 값이 0.94, 0.98로 매우 높게 

산정되었으며, 모니터링 지점과 유출구간에 예측이 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정된 회귀식이 하류 유출을 적절하게 예측하는지 확

인하기 위하여 유출수문곡선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했다. 

산정된 회귀식에 모니터링 지점의 유출량을 넣어 유출구

의 유출량을 계산 후 실제 유출구의 유출량 값과 비교 하

였다. 그림 2는 예측한 결과값과 실제유출량의 값간의 비

교결과를 보여준다.

▶▶ 그림 2. 수위예측 결과(100-151)

  회귀식을 사용한 결과 실제유출량을 거의 정확하게 예

측할 수 있었다. 산정된 회귀식이 안정적으로 하류 유출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노원구 하계유역을 대상으로 엔

트로피 이론과 회귀식을 이용하여 유출구의 유출을 예측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점 설치 방법을 제시 하였다. 검증

결과 제시된 지점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출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정한 회귀식을 사용하여 모니

터링 지점과 유출구간의 효과적인 연계운영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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