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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a numer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 two-dimensional diffusion-wave analysis model to analyze the validity about 

the application of eco-friendly prefabricated rainwater detention system in grit chamber and permanent po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confirmed that the flood prevention effect, such as a decrease in peak flow rate and a delay in peak time, is excellent, so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apply eco-friendly prefabricated rainwater detention system in grit chamber and permanent p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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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위험기상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홍수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10년 간(′08~′17) 자연재해 유형별 피해건수와 인명 및 피해액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

연재해 발생건수 총 3,751 건 중 홍수로 인한 피해가 40.5 %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액 또한 전체 1,658bn 달러 중 태풍과 홍수

가 41.7 %, 21.9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태풍과 집중 호우의 발생 빈도와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

은 원인은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유출이 빠르게 발생하고 급격한 도시화로 불투수면적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의 변화 등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패턴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여름철 강수량은 1970년대 

616.0mm에서 2000년대 770.2mm로 1.2배가 증가하였으며, 일 80mm 이상 강수일수는 1.6배나 증가하였다[1,2]. 이러한 기후변화에 의

한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빗물 관리 시스템의 일환으로 빗물침투저류시설이 개발되어 설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차원 확산

파 해석모형을 이용하여 침사지겸 저류지(경기도 수원 소재)의 친환경 조립식 빗물침투저류시설 적용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해석 개요

본 연구의 수치해석 방법은 표 1에 나타내었다. 저류지의 홍수조절 방

식은 하도내 저류(On-line)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영구저류조 1개소를 설

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설계빈도는 80년을 기준으로 해석하였다. 제방

의 원류 및 붕괴에 따른 홍수파가 제내지로 전파되는 경우에는 관성력의 

항이 압력, 마찰력, 중력의 항과 비교하여 그 중요도가 작게 나타나는 물

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2차원 천수방정식을 기본 식으로 하였으며, 이

를 확산형 방정식으로 근사화한 홍수확산 모형을 가상 및 실제유역에 적

용하였다[3]. 수치해석은 홍수조절부에 친환경 조립식 빗물침투저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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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치해석 방법

구분 내용

상하류단 경계조건

 - 상류 유역 유입유량 이용

 - 원형관 한계흐름 및 오리피스 흐름 

조건 이용

최소 계산시간  - 0.000001 sec

해석 모형
 - 2차원 확산파 동역학적 수리 모델

(DHM model)

적용 수리 인자

 - 저류지 면적 : 70 m x 18 m

 - 격자수 : 1,260 개

 - 격자크기 : 1 m x 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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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때 빗물침투저류시설의 투수성 블록(그림 1)은 공극률 70 %로 고려하였다. 영구저류조 단면개

념도는 그림 2에 나타내었다.

3. 해석 결과 및 고찰

2차원 확산파 해석모형 적용에 의한 저류지 유

출에 대한 수치해석 분석 결과(그림 3)는 다음과 

같다.

(1) 첨두유량이 0.92 ㎥/s로 감소하였으며 첨두

시간도 지연되는 효과를 보여 홍수예방 효

과가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저류지 최대수심은 2.583 m로 나타났는데, 

이는 하류 상부유출구 수심 이하로 매우 안

정한 수심을 나타내고 있다.

(3) 최대 유입유량은 1.36 ㎥/s로 친환경 조립식 

빗물침투저류시설 적용 전, 최대 유입유량 

1.28 ㎥/s 보다 높게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는 침사지겸 저류지에 친환경 조립식 빗물침투저류시설 적용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2차원 확산파 해석모형으로 수치해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첨두유량의 감소, 첨두시간의 지연 등 홍수예방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어 침사지겸 저류지에서 친

환경 조립식 빗물침투저류시설의 적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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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립식 빗물침투저류시설 블록 그림 2. 영구저류조 단면개념도

그림 3. 저류량 곡선 및 홍수 추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