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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의 하수관거 퇴적물을 고려한 내수침수해석

Flood Inundation Analysis Considering Sediment Effects in Urban Storm Sewer

김범진 ․박준형 ․김현일 ․김봉재 ․한건연

Kim, Beom Jin․Park, Jun Hyung․Kim, Hyun Il․Kim Bong Jae․Han, Kun Yeun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패턴의 변화가 지속되있는 상태이며, 특히 한반도는 웜풀리뇨(Warm pool EI

Nino) 영향권에 들어 장마기간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반면, 장마 후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태풍이 내습하는 현

상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 북부 내륙지역의 고온현상으로 인해 7월 하순 이후 찬 공기가 남하하여

기층이 불안정해지면서 한반도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각 도시지역에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등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수관망의 측정된 수위자료를 분석하여 퇴적물의 깊이를 산정하였고, Manning의 조도계

수 n은 하수관거의 상태에 따라 분류하여 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SWMM을 구축한 실제 연구지역의 피

해를 입은 2010년 9월의 호우사상에 대한 강우량을 적용하여 맨홀의 퇴적물 상태에 따른 과부하를 검토하였

다.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하수관망의 퇴적물 상태에 따른 침수 위험지역을 파악하고 하수관망 관리에 기초

적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극한홍수, 2차원 침수해석, 관거정보

1. 서 론

현재 국내 도시유역의 유출분석을 위한 많은 모형들 중에서 SWMM 모형은 지표 유출 해석의 물리적 특

성을 잘 반영하며, 계산과정에서 부등류를 해석함으로써 하류관로의 배수위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도시유출해석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시설물인 하수관로는 유지관리가 어려운 시

설물 중 하나이며, 토양의 유동과 미세한 토류의 변화 등으로 지속적인 유동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연구방법

지하에 위치한 하수관망도는 육안을 통한 조사가 매우 어려운 지하시설물이기 때문에 하수관로 정보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관로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으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통하

여 Manning‘s 값을 추정하였으며, 이에 관로의 사이즈에 따른 손실계수를 또한 산정하여 적용하였다. 이들의

결과를 서울특별시가 제공하는 하수도 모니터링 자료를 수집하여 모형의 검·보정을 실시하였다.

2.1 모형의 구성

모형의 입력자료 구성에 있어서 대상유역 DEM을 도출하기 위해서 1:1,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였다. 이

수치지형도를 GIS 도구를 이용하여 등고선을 추출한 후 TIN으로의 변환과정을 거치고 나서, 얻어진 TIN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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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부터 5m 해상도의 DEM을 도출하였다. 각 소유역은 등고선, 도로 등의 자료 기준으로 분리 되었으며,

입력 자료 구성을 위하여 DEM 자료를 변환하여 각 소유역에 대한 평균 경사를 추출하였다. 불투수 면적을

계산하기 위하여 국가 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30m 해상도로 이루어진, Landsat 위

성영상 자료로부터 8개의 피복군으로 분류된 2000년도 토지피복 그리드 자료를 활용하였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의 하수관거 퇴적물을 고려한 내수침수해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하수관망의 퇴적물 상태에 따른 맨홀의 월류량 증가 및 감소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도시지역의 하

수관망 관리에 기초적인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다.

2. 하수관로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하수관망 정보의 정밀도 문제를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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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상 지역 하수관거도

그림 2. 퇴적영향을 고려한 2차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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