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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침수대응 하수도시설계획
5.10.1 개 요
수원시는 높은 도시화율과 밀집도로 인해 불투수 면적이 높고 침수 위험성에 취약하며 평탄한 평지로 이루어져 
공사조건이 까다로우며 부지확보가 어렵고 지하매설물이 포화 상태에 있어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도시설 설
치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금회 과업에서는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유역단위의 침수예방 대책의 수립을 위해서 기존의 설계방식에 
의한 관로용량 검토방식으로는 제한적 사용만이 가능하므로 강우유출해석 모형을 도입하여 각 시설간의 영향 
검토 및 연계방안 수립이 필요하며 침수예방 대책 수립시의 침수영향을 과학적으로 도출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관내 유량만을 계산하는 정적 계산방식인 기존의 방식과 강우유출해석 모형을 통한 해석방법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 검토결과 저류지 및 펌프장 계획수립시 동적해석이 가능하여 직접적으로 침수영향의 확인이 
가능하고 이중배수체계 모형을 적용할 경우 침수발생에 의한 침수범위, 침수발생 상황 및 침수심을 정량적으
로 분석이 가능하여 해소대책의 각 안별 침수 저감효과의 과학적, 시각적 분석이 가능하여 이중배수체계 강
우유출해석 모형을 도입하였다.

가. 강우유출해석모형에 의한 산정
국내에서 침수현황 및 침수대응방안 검토에 활용되고 있는 강우유출해석 모형의 특징 및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였다.
각 해석 모형별 표면유출 및 관로 유출해석 방법별 특성, 침수대응시설 등 침수상황에 대한 재현의 정확성, 
하수도시스템 기능의 세밀한 평가의 가능성, 대응시설 설치에 따른 침수저감의 정량적인 효과분석이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적합한 해석 기법을 적용하였다.
특히 강우유출해석 모형별 해석방법별 필요한 자료확보의 용이성 여부 등 사용적인 면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나. 강우유출해석모형의 종류
도시지역 강우유출해석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RRL, ILLUDAS, SWMM 모형이 있으며 각 모형별 
개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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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RL모형
ㅊ 구  분 모 형 개 요

개요 ∙ 1962년 영국에서 도시 소유역의 강우-유출자료를 사용한 도시배수망 설계를 위해 고안

유출량 산정
∙ 유역에 내리는 강우 중 우수관로와 직접 연결된 불투수 지역만 고려
∙ 유출량 산정
 - 대상유역을 유하시간별로 분할하여 등도달시간-집수면적곡선(time-area curve) 작성
 - 유입구에 대한 유입수문곡선 합성 : 등도달시간-집수면적 곡선에 강우강도를 적용하여 각 

소유역의 시간별 유출량을 지체 및 합산하여 산정
흐름추적
(관내) ∙ 저류량을 고려한 Kinematic wave 이론에 근거하여 연속방정식 및 Manning 공식 적용

2) ILLUDAS 모형
ㅊ 구  분 모 형 개 요

개요 ∙ 1974년 미국에서 Stall과 Terstriep 등(1974)에 의해 RRL 모형을 기초로 개발

유출량
산정

∙ 대상유역을 4개 지역으로 구분
 - 직접연결 불투수 지역, 직접 연결되지 않은 불투수 지역, 유출에 기여하는 직접연결 투수지역, 

유출에 기여하지 않는 투수지역
 - 각 유역특성에 따라 고려되는 손실량을 보정한 후 유출해석 실시
∙ 유출량 산정
 - 유입구에 대한 유입수문곡선 합성 : 등도달시간-집수면적 곡선에 강우강도를 적용하여 각 

소유역의 시간별 유출량을 지체 및 합산
 - 유입구별 유입수문곡선을 관망에 따라 저류추적을 함으로써 주관로에 대한 유출량 산정

흐름추적
(관내) ∙ 저류량을 고려한 Kinematic wave 이론에 근거하여 연속방정식 및 Manning 공식 적용

3) SWMM 모형
ㅊ 구  분 모 형 개 요

개요
∙ 1971년 미국 EPA의 지원 아래 Metcalf & Eddy사가 Florida 대학 및 Water Resources 

Engineers사와 공동연구하여 개발한 SWMM을 기초로 함
∙ 상업용으로 SWMM모형을 이용한 XP-SWMM 및 MOUSE 프로그램이 개발 됨

유출량
산정

∙ 대상유역을 3개 지역으로 구분
 - 지면저류가 발생하는 투수지역, 지면저류가 발생하는 불투수 지역, 지면저류가 발생하지 않는 

불투수 지역
∙ 유출량 산정
 - 지면저류 침투 및 증발(투수지역), 증발(불투수지역)에 의해 손실 고려 유출해석
 - 강우손실모형, 비선형저류법, 시간면적방법, 단위유량도법 등 다양한 방법 적용
 - 유출량 산정 외에 수질 시뮬레이션 가능

흐름추적
(관내) ∙ Kinematic wave 외에 1차원 부정류 점변류방정식(St. Venant eq.)인 Dynamic 방정식 



Ⅴ-250

제5장 하수관거 계획
4) 강우유출해석모형 수행기능

모형별 수행기능 비교 결과 실제 유출 및 침수현상을 가장 근접하게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며 수질 시뮬레이션 
및 오염부하량 산정이 용이한 SWMM 모형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우유출해석 모형별 수행기능 비교 
ㅊ

구분 1차원 유출해석 모형 2차원 유출해석 모형
RRL 모형 ILLUDAS 모형 SWMM 모형

장점

∙계산과정 간편
∙소규모 배수영향이 크지 않은 지역에 
대한 유출수문 검토시 간편하게 
적용가능

∙저류방정식 적용
∙RRL방식에 비해 정확한 결과 기대

∙도시유역 특성(토지이용, 관망)에 
대한 시뮬레이션 가능

∙각종수공 구조물의 수리학적인 흐름 
추적 가능, 배수효과의 추적 가능

∙수질 시뮬레이션 가능, 2D 시뮬레
이션 가능

단점
∙유역내 관로 저류효과 고려 안됨
∙시간-면적곡선에 따라  산정 결과가 
좌우됨

∙연속강우 시뮬레이션 불가

∙홍수추적방법의 한계성 내포
  :각종 수리구조물에 대한 시뮬레

이션 제한성, 배수효과 시뮬레
이션 불가

∙연속강우 시뮬레이션 불가

∙입력변수 산정 및 시뮬레이션수행
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됨

수행
기능

홍수
추적

압력류
계산

저류
효과

배수
영향

침수
모의

수질
모의

홍수
추적

압력류
계산

저류
효과

배수
영향

침수
모의

수질
모의

홍수
추적

압력류
계산

저류
효과

배수
영향

침수
모의

수질
모의

× × × × × × ○ ○ ○ ○ × × ○ ○ ○ ○ ○ ○

다. 강우유출해석모형 선정 및 적용성 분석
모형별 적용성 비교 결과 RRL 및 ILLUDAS에 비해서 다양한 유역의 토지이용 속성의 적용이 가능하고 하수
도 시스템에서의 배수위 영향, 이중배수체계(2차원 해석) 적용이 가능한 SWMM 모형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
었으며, 금회 과업에서는 SWMM 모형을 강우유출해석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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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유출해석모형 적용성 분석 
ㅊ

검 토 기 준 검 토 결 과
RRL 모형 ILLUDAS 모형 SWMM 모형

국내 유역특성
반영성

∙ 산지의 비율이 높고, 주거밀집지, 취락지, 상업지역 등 여러 토지이용 혼재
   → 투수지역 침투에 의한 강우손실 고려 필요
   → 토지이용을 반영한 소유역 분할 및 토지이용별 유출특성 고려 필요
불투수 지역의 유출만을 고려하
며, 다양한 토지이용 고려 불가

시간-면적 곡선방식으로 토지이
용별 특성 고려 불가

투수 및 불투수 지역, 토지이용 
특성 고려 가능

국내 강우특성
반영성

∙ 하절기(6~8월)에 강우가 집중되며, 연속강우 발생
   → 단기간 호우에 의한 침수 발생 후 후속강우에 대한 배수여건 고려 필요
단일강우만 시뮬레이션만 가능 
후속강우 영향 검토 불가

단일강우만 시뮬레이션만 가능 
후속강우 영향 검토 불가

연속강우사상 시뮬레이션을 고려 
가능 후속강우 영향 검토 가능

모형 구축자료
확보 용이성

∙ 소유역, 맨홀, 관망 자료 확보는 모든 모형이 용이함
세부 입력인자가 적어 구축자료
가 단순함

세부 입력인자가 적어 구축자료
가 단순함

침투인자, 지면저류 인자는 관련 
문헌, 기존 유사지역 적용사례, 
모형 보정을 통해 확보 가능

매개변수
불확실성의

민감도

∙ 표면 유출량 산정에 적용되는 매개변수에 대한 국내 규정 및 연구결과 부족
   → 문헌, 기존 사례 및 모형 보정을 통해 산정
민감도 적음 민감도 적음 민감도가 큰 편이나 실측자료 

및 침수현황을 이용한 검․보정
을 통해 정도 확보

국내 
하수도시스템
반영 가능성

∙ 개수로, 복개천, 암거, U형 측구, L형 측구, 차집웨어 등의 시설 존재
∙ 우수는 하천, 해양 등의 방류수역으로 배출됨에 따라 홍수위, 조위 영향 발생
∙ 빗물펌프장, 저류시설, 우수유출 저감시설 등 각종 수리구조물 존재
   → 다양한 관로 형상 및 수리구조물, 배수위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필요
원형관로 이외의 형상 및 배수
위 영향 시뮬레이션 불가

원형관로 이외의 형상 및 배수
위 영향 시뮬레이션 불가

각종 단면 및 수리구조물, 배수
위 영향 시뮬레이션 가능

이중배수체계
적용 가능성

∙ 표면유출 및 관로유출의 종합적인 수행(이중배수체계-2차원 시뮬레이션) 필요
이중배수체계 수행 불가 이중배수체계 수행 불가 이중배수체계 수행 가능

라. 강우유출 시뮬레이션 절차
강우유출해석모형을 통한 시뮬레이션 절차는 기초자료 수집부터 입력자료 작성까지는 기존 수리계산 방식과 
유사하나 모델구축 후 실측자료, 침수이력 등을 활용한 검․보정 단계를 거치며 침수면적, 침수심 등 직접적인 
침수발생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시설에 대한 성능평가, 침수대응 방안별 침수저감 효과평가를 시행하는 
차이점이 있다. 강우유출해석 시뮬레이션을 위한 수행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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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유출해석 시뮬레이션 수행절차

ㅊ ㅊ수행절차 수행내용 및 필요자료
모형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상위 및 관련 계획, 지형자료, 유역의 유출특성 자료, 침수이력 등
∙ 수리･수문 조사 : 기상 및 강우자료, 하수도시설 현황, 방류수역 계획홍수위 등

관로유출
모형 구축

∙ 관로유출모형 구축

 

맨홀자료 맨홀명, 지반고, 관저고, 소유역 정보
관로자료 관로명, 상･하류 맨홀명, 관형상, 관제원(직경, 폭, 높이), 관로연장, 

관로경사, 상･하류 지반고, 상･하류 관저고, 조도계수
유역자료 소유역명, 유역면적, 유역 폭, 유역경사, 불투수 면적비율, 

지면저류(투수, 불투수 지역), 조도계수(투수, 불투수 지역), 침투인자 

표면유출
모형 구축

∙ 표면유출모형 구축 : 지표면 표고, 건물 및 도로 표고, 표면 조도계수
∙ 배수계통 및 토지이용을 고려한 소유역 분할

이중배수체계
모형구축 ∙ 관로유출모형+표면유출모형

시뮬레이션 
검･보정

∙ 유량조사 및 최근 침수이력을 통한 검증 및 보정 : 

 
유량조사 관로에서의 유출량 보정
침수이력 침수면적을 통한 보정

기존시설
배수능력 평가 ∙ 기왕 강우 또는 설계강우 적용 : 통수능, 침수발생 여부, 침수대응시설 성능평가

침수 대응방안
 시뮬레이션 ∙ 관로개량, 빗물펌프시설, 저류시설, 하수저류시설 등 시나리오별 침수 저감효과 평가

마. 모형구축 대상범위 검토
모형의 구축대상 범위는 계획대상 시설물에 대한 명확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간선관로를 기준으로 구축하였다.
간선관로에 대한 기준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2011.11, 환경부)에서 지역 여건 및 기존 하수관
로의 관경별 비율 등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류 유입수계의 규모나 수계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선 관로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하고 지형조건 등 표면유출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규모 및 관경별 분포를 고려하여 D600mm 이상, 암거 1.0×1.0m 이상 관로에 대하여 강우 유출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누가유입면적 및 지역별 기준을 적용하여 우수의 흐름에 영향을 줄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선관로까지 확대하여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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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2 시뮬레이션 모형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가. 기초자료 조사

강우유출해석 모형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자료조사 및 수집이 필요하다.
1) 지역조건 현황조사

기존 하수도관망도를 이용한 현지답사를 통하여 하수도시설 실태를 조사하고 현지조건과 시설물 현황을 확인하며, 
침수방지시설과 연계된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운영현황, 문제점 등의 자료를 수집한다.
현황조사시 토지이용 현황과 유역경사, 지형, 배수체계, 하수관로 현황, 하천 현황 등 강우-유출 관계에 영향
을 미치는 유출특성과 관련된 지역의 기하학적 특성 등을 정확히 조사한다.

2) 하수도시설 현황조사
대상구역 내의 주요 간선하수관로, 빗물펌프장, 하수저류시설, 우수토실 등 관련시설의 제반 현황을 조사한다.
대상유역의 하수배제방식(합류식, 분류식), 배수구역의 유역특성(고지대, 저지대)을 조사 한다.
필요시(하수관로의 통수능, 경사 등 유입량 계산에 필요한 부분)에는 육안관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수관
로 내부조사를 시행한다.

3)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조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하 변경 포함), 하천정비 기본계획(이하 변경 포함), 하수도 시설기준(2011, 환경부), 
풍수해 저감계획, 하수관로정비와 관련된 기본 및 실시설계, 빗물펌프장 신⋅증설 설계, 하수저류시설 등 내
수배제시설 설계자료, 도시기본계획 및 각종 토지이용 계획, 장래 개발계획 등 본 과업 수행이전에 수립된 상
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조사한다.

4) GIS Data Base 조사
대상유역의 기 구축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수치지형도와 하수도시설 GIS 구축자료를 조사 ․ 수집한다.
하수도시설 GIS 자료가 미 구축된 경우 기존 하수도대장과 대장조서 등의 자료를 조사 ․ 수집한다.
강우유출 시뮬레이션 결과는 입력 자료의 정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확보하고 부정확한 
자료를 보완한다.

나. 강우자료 조사
계획 대상 지역과의 거리, 시우량 관측년수, 표고, 수계에 의한 유역분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량관측
소를 선정하여야하며, 기상청,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시 ․ 군 관할 우량관측소가 혼
재되어 있는 경우 기상청 우량관측소를 우선으로 채택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관측소를 직접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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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로 활용가능하지만 기타 관측소를 활용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계획
대상 유역내 과거의 장기간 정확한 시간우량 관측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상청 산하의 우량관측소는 수원관
측소로 조사되었다. 

수원시 관내 기상관측소 현황 
ㅊ

관측
소명

위       치 관  측
개시일

관할
기관 구분 관내

여부경  도 위  도 주        소

수원 126-59-15 37-16-1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08-16 
수원기상대

1964.
01.01 기상청 T/M 관내

매산처리분구의 침수발생은 2009년 7월 12일에 발생한 강우(수원기상대 기준 총 강우량 272.0mm)에 의하여 
발생되었으며 최대 강우 강도는 44.5mm/hr로 나타났다.
고색처리분구의 침수발생은 2012년 7월 5일에 발생한 강우(수원기상대 기준 총 강우량 327.0mm)에 의하여 
발생되었으며 최대 강우 강도는 56.5mm/hr로 나타났다.

침수발생강우
ㅊ

구  분 침수발생 강우사상

매산처리분구

고색처리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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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침수발생 이력조사
1) 조사개요

과거에 발생한 주요 호우 및 집중강우시의 침수발생 현황(침수지역, 피해규모 및 침수 수위 등), 침수발생 원인
(하수관로 용량부족, 하천 배수위에 의한 저지대 침수, 펌프용량 부족 등), 침수유발 강우사상을 상세히 조사한다.
대상지역의 내수재해 이력과 관련하여 재해지도 작성기준 등에 관한 지침(소방방재청 고시 제 2006-6호, 
2006. 6. 30)에 의해 재해지도(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가 작성된 지역은 재해지도 등을 활용하
여 침수발생 면적을 조사하고 기 작성된 지도의 신뢰성 여부를 판단하여 강우유출해석 모형의 검보정에 활용
토록 하며, 재해지도가 작성되지 않은 지역은 재해지도 작성시 필요한 침수흔적조사 자료와 상응하는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된 자료의 적정성 판단 후에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과업구역내 침수피해 현황조사시 관련 재해현황 자료조사 및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탐문조사 등을 시
행하여 현실적이며 객관적인 침수심, 침수면적, 홍수량, 피해내역, 침수 발생원인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특히 재해지도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 과거의 침수피해 이력을 가능한 정량적으로 조사한다.

2) 자료 확보현황
수원시는 작성된 침수흔적도는 「수원시 침수흔적 조사 보고서, 2012」와 「수원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2013」등의 자료에서 조사된 피해현황 위치도를 활용하였으며 최근 침수에 대한 보도자료 및 금회 과업에서 
시행한 침수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활용하였다.

매산처리분구 침수 발생 현황
<그림5.10-1>

ㅊ

외수침수 현황 내수침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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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산처리분구 내수침수 발생 현황<그림 계속>

ㅊ

침수 현장 사진 매산천 외수침투로 인한 침수 현장사진

고색처리분구 침수 발생 현황
<그림5.10-2>

ㅊ

침수 현황 침수흔적 지적도

ㅊ

고현초등학교 운동장 침수 고색동 혜성주택 침수피해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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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원인 분석 결과 매산처리분구의 경우 서호천 및 매산천의 외수위 상승 및 관거 용량부족으로 피해가 증
대되었고, 고색처리분구는 산업3단지 개발로 인한 기존 농경지로 유출되던 유출수의내수 배제 불량으로 침수
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강우유출해석모형 입력자료
도시유역에서 강우로 인해 발생하는 내수침수 현상을 재현하기 위하여 강우손실을 통한 유효우량의 발생, 지
표면을 통한 흐름, 유출량의 하수관로 유입 후 관내 수리현상, 내수침수 발생 등과 관련된 강우발생-지표유출
-관로흐름-홍수발생 등의 일련의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형에 필요한 입력 자료구
축이 필요하다.
이중배수체계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해서는 표면유출 모형을 위한 입력자료와 관로 유출 모형을 위한 표준 입력
자료 구축이 필요하며 표면유출 모형과 관로유출 모형을 위한 입력 자료는 최근 하수도대장평면도를 활용하였다.

강우유출해석모형 입력자료
ㅊ 구  분 입 력 자 료
표면유출 모델∙ 대상지역의 지표면 표고(등고선), 건물표고, 주요 도로 표고, 표면 조도계수 등

관로유출 모델

관로자료
∙ 관로명, 상류맨홀, 하류맨홀, 관로형상, 원형관로-관경, 구형관로-폭/높이, 관로

연장, 상류관저고, 상류지반고, 하류관저고, 하류지반고, 관경사, 관로 조도계수
∙ 통수능 저해를 유발하는 이상항목에 대한 손실값

맨홀자료 ∙ 맨홀이름, 맨홀제원, 지반고, 관저고, 소유역 정보

유역자료 ∙ 관로분담 유역명, 유역면적(소유역별 면적), 유역폭, 유역경사도, 불투수율(투수계수), 
투수표면 저류, 투수 조도계수, 불투수표면 저류, 침투 손실인자

내수배제시설∙ 하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등 내수배제 시설물들에 대한 기존 관로와의 연결현황 
도면 및 제원

1) 관로유출모형의 구성
관로유출모형은 침투, 증․발산, 식생에 의한 강우차단 등 강우가 직접 유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한 
강우손실모형, 강우손실 이후 발생하는 지표유출에 대한 지표유출모형, 관로 내로 유입된 유출수의 거동을 해
석하는 관내수리모형으로 구성된다.
강우손실모형, 지표유출모형 및 관내수리모형은 여러 가지 방정식을 이용하여 투수지역과 불투수 지역에 관련
된 방정식들과 일반적인 매개변수 값들을 모형에 입력함으로써 구축된다. 각 관로유출모형의 개요와 매개변수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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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손실-지표면 흐름-관내 흐름 개념도

<그림5.10-3>

a) 강우손실모형
     (Rainfall abstraction)
(b) 지표유출모형
     (Surface flow)
(c) 관로유출모형
     (Sewer flow)

가) 강우손실모형
유역에 발생한 강우사상은 증발, 증산, 차단, 지표면 저류, 침투현상을 통해 손실이 일어나고, 직접유출로 나
타나는 강우는 유효우량으로 표현된다. 증발, 증산, 차단의 경우 강우손실모형에서 일정량을 가정하거나, 일반
적으로 미량이라고 간주하여 생략하기도 하지만 지표면 저류와 침투현상은 유효우량의 산정에 큰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검토 후 결정한다. 침투현상은 나타내는 방정식은 Horton 방정식과 
Green Ampt 방정식이 대표적이며, 금회 모델 구축시에는 경험적이고 침투 방정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Horton 방정식을 적용하였다.

나) 지표유출모형
지표유출모형은 강우손실 모형을 통해 발생한 유효강우를 관내수리모형의 유입부인 맨홀에 유입되는 유량수
문곡선으로 변환한다. 지표유출을 표현하는 방법은 비선형저류법, 시간면적법, 운동파 모형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금회에는 SWMM 모형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이며, 투수 지역과 불투수 지역의 특성반
영에 적합한 비선형 저류법을 적용하였다. 비선형 저류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비선형 저류법(Nonlinear Reservoir method, RUNOFF법)
비선형 저류방정식은 저류와 유출량 Q와의 관계식을 다음의 식과 같이 나타내는 비선형 방정식에 부여하며, 
수심과 유량을 수치적으로 계산한다. 이 방법에서는 지표수는 넓은 범위에 걸쳐 매우 얇은 층으로 개념화된다.

S kQ m    
    여기서, S : 저류량(m3), Q : 유출량(m3/s), k, m :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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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의 개념도(비선형 저류법)
<그림5.10-4>

비선형 저류방정식에서 지표면유출은 직사각형 집수유역 수로에 대해 수직하게 흐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여기서 
유역의 폭이란 지표면의 물리적인 폭을 나타낸다. 그러나 실제의 유역은 대칭적이며 균등한 특성을 지닌 직
사각형의 형태로 나타낼 수 없으므로 자연 상태에 있는 유역의 폭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유
역의 경사와 조도계수가 결정되면, 유역의 폭을 조절함으로써 유출수문곡선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유역 폭의 결정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소유역에서의 경사는 표면유출 유로를 따라 상류유역 끝에서 하류 유출부 까지의 평균길이를 사용한다. 유역
의 형태가 단순한 경우의 경사는 표고차를 유로길이로 나눈 값이 된다. 그러나 유역의 형태가 복잡한 경우에
는 계산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 여러 표면유출 유로를 생략하고 생략된 유로 길이를 가중 값으로 사용하여 전
체유역의 경사 값을 결정한다.

다) 관내수리 모형
관내수리해석을 위해서는 Saint-Venant방정식, 확산파(Diffusion wave)모형, 운동파 (Kinematic wave)모형, 음
해법(Implicit method)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 가능하다. 금회 관내수리모형은 Saint-Venant 방정식을 적
용하여 부정류 흐름의 연속방정식과 운동량방정식을 해석하는 동역학파 모형을 선정하여, 외수위 조건, 압력
관 발생, 관의 분기 및 합류 등에 따른 관내 흐름을 모의하였다.
본 과업에서는 하수도 대장도와 계획평면도를 이용하여 소유역 분할 및 맨홀 좌표를 획득하고, 금회 검토된 
수리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관로유출모형의 입력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지표면 표고값(등고선) 및 측량측점값이 표현되어 있는 하수도 대장도와 계획평면도, 수치지도 및 위성
사진을 활용하여 표면유출모형의 입력자료를 확보함으로서 이중배수체계모형의 입력자료를 보완하여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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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표면유출 모형구축

표면유출모형은 지반고, 건물, 도로 등 고도를 가지는 구조물을 표현하는 수치지형모형 (DTM, Digital Terrain 
Model)/수치표고모형(DEM, Digital Elevation Model)을 이용하여 표면유출의 흐름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으로 
지표상에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고도를 컴퓨터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라스터(Raster) 격자타입으로 표현하며, 
격자에 입력된 고도와 방향을 따라 표면유출 흐름이 형성된다. 표면유출 시뮬레이션 결과는 수치지형모형
(DTM, Digital Terrain Model) / 수치표고모형(DEM, Digital Elevation Model)의 정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과업
대상 지역의 지표면 및 구조물 위치 및 고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획득하여 정확한 모형구축을 
하여야 한다. 모형의 격자크기는 과업대상지역의 표면유출 특성을 적절히 표현 하기 위해 한 격자당 15m를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표면유출 시뮬레이션은 지표면의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저항계수(예: Manning의 조도
계수)에 의해 흐름의 특성이 변화하며, 토양의 함수조건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고려하였다.

수치지형모형(DTM) 구축
<그림5.10-5>

ㅊ

수치지형모형 제작기 수치지형모형 구축 결과

바. 이중배수체계 모형구축
완성된 표면유출모형과 완성된 관로유출 모형을 맨홀의 좌표 및 지표면 수치지형모형의 해당 격자의 좌표 및 
표고를 결합하여 이중배수체계 모형을 완성하여야 한다.
이중배수체계 모형에서 비정형 격자기반 침수해석 기법으로 유한차분방법을 적용하여 분석되는데 격자의 크
기는 침수발생지역의 침수면적, 침수심, 홍수량 산정의 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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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배수체계 모형 개념도
<그림5.10-6>

이중배수체계 모형
<그림5.10-7>

ㅊ

매산처리분구 고색처리분구

사. 시뮬레이션 입력변수 특성값 
시뮬레이션 각종 적용인자 및 변수 값은 침수시뮬레이션 보고서에 자세히 수록하였으며 참고자료는 XP-SWMM 
기술참조 매뉴얼 및 수자원실수설계(1993, 한국수자원학회) 등의 참조자료를 활용하여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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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모델 입력변수 특성값

ㅊ

구분 종류 매개변수

표면
유출
모델

격자확장 - ∙ 최소 15m×15m (필요시 조정)

작업제어
시뮬레이션 시간 ∙ 1초

조도 범주 ∙ 도심지 : 0.014, 잔디 : 0.03, 관목과 덤불 : 0.08
Wet/Dry 깊이 ∙ 0.0002m

관
로
유
출
모
델

Runoff
Block

손실
기법

침투 Horton공식 초기침투능(fo) 종기침투능(fc) 침투감쇠율(k)
75 mm/hr 3 mm/hr 2 sec-1

지면
저류

불투수 지역 ∙ 3.30 mm
투수 지역 ∙ 12.70 mm

조도
계수

불투수 지역 ∙ 0.014
도심지내 투수 지역∙ 0.03
도심지외 투수 지역∙ 0.08

증발량 ∙ 2.54 mm/일
즉시유출 불투수 지역 ∙ 25 %

작업제어
건기 시간 간격 ∙ 86400 초

과도기 시간 간격 ∙ 60 초
우기 시간 간격 ∙ 60 초

Extran
Block

맨홀 합류식관의 경우 ∙ 오수량 미입력

관로
조도계수 ∙ 원형관 : 0.014, 박스관 : 0.015, 개거 : 0.035

그 외 매개변수 ∙ 축소/확대손실계수, 유입/출구 에너지 손실계수 또는 압력 
변화 계수, 기타 손실계수 : 필요시 적용

작업제어

시뮬레이션 허용오차
∙ 유량허용오차 : 0.0001, 수두허용오차 : 0.00005, 
∙ 최소 오리피스 길이 : 300m, 
∙ 그밖에 기본 수두손실 및 기본 축소손실계수 : 0

라우팅 제어
∙ Under-Relaxation인자 : 0.85, 시간 가중인자 : 0.85
∙ 관조도 인자 : 1.0, 유량 보정 인자 : 1.0, 
∙ 초기조건 완화: 0, 최소 Courant 시간격 인자 : 1.0
∙ 시간격 반복 : 500

맨홀 기본값
∙ 기본 노드(맨홀)표면적 : 0.33, 
∙ 노드(맨홀) 및 관의 최소깊이 : 0.001
∙ 담수면적=e ×담수깊이

시간제어 ∙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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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확률강우량의 시간분포 결정
강우의 시간분포를 나타내는 설계우량주상을 작성하는 방법으로는 Huff분포, 삼각형우량주상도법
(Yen-chow방법), 교호블록방법(ABM방법), 순간강우강도방법(Keifer-Chu방법), Mononobe방법이 
있다. 침수시뮬레이션에서 주로 사용되는 Huff분포와 교호블록방법을 비교하여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확률강우량의 시간분포형 비교
<그림5.10-8>

ㅊ

Huff분포 교호블록방법(ABM방법)

과거 침수피해 사례에서 매산처리분구는 평동주민센터 주변지역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의 고
색처리분구는 고색동 고현초등학교, 고색대한아파트, 거산아파트 등과 일부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였
다. Huff분포와 교호블록방법을 적용하여 침수발생을 예측한 결과 Huff분포는 과거 침수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침수현상이 나타나는데 비해 교호블록방법은 주변지역으로 광범위하게 침수가 나타나는 것
으로 예측되었다. 침수시뮬레이션의 시간분포형 적용은 과거 침수피해 사례와 유사하게 침수지역이 
예측된 Huff분포로 선정하였다. 

과거 침수발생 사례 비교에 의한 시간분포형 선정
<그림5.10-9>

ㅊ

내수침수 분석도 Huff분포 적용 교호블록방법 적용 비고

매산
처리
분구

Huff
분포

고색
처리
분구

Huff
분포



Ⅴ-264

제5장 하수관거 계획
5.10.3 시뮬레이션 모델 검·보정
관로유출해석에 대한 검⋅보정의 경우 매산처리분구는 2009년 침수 발생강우와 고색처리분구는 2012년 침수 
발생강우에 대하여 금회 사업에서 조사된 침수 강우를 선정하여 활용하였고, 수원기상대의 강우데이터를 활용
하였다.
침수이력조사 자료의 경우 각 처리분구 별로 침수 발생에 대한 침수흔적도를 기준으로 보정을 수행하였다.

가. 검증 항목
검증항목 및 적용 매개변수

ㅊ

구  분 매개변수 보정 및 검증시 적용 매개변수
보정 검증 적용

유효유출량
산정을 위한

매개변수

침투 Horton

초기침투능(fo) 83 75 75

종기침투능(fc) 6 3 3

침투감쇠율 3 2 2

지면저류
불투수 4.20 mm 3.30 mm 3.30 mm

투수 15.30 mm 12.70 mm 12.70 mm

조도계수

불투수지역 0.014 0.014 0.014

도심지내투수지역 0.03 0.03 0.03

도심지외투수지역 0.08 0.08 0.08

증발량 2.54mm/일 2.54mm/일 2.54mm/일

나. 검증 방법
검․보정 방법과 특징

ㅊ

구  분 특징 방법
수동보정 시행착오에 의해 관측치와 비교하여 매개변수 보정 시행착오법, 그래프에 의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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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 ․ 보정을 통한 모델 검증 결과
1) 표면유출(2D)

표면유출(2D) 검․보정 결과
ㅊ 구  분 침수현황 시뮬레이션 결과

매산처리분구

최대침수심 
발생지점

서둔동
배수펌프장

평동
배수펌프장

침수면적(ha) 7.90 68.81

고색처리분구

최대침수심 
발생지점

지방산업단지
배수펌프장

침수면적(ha) 14.43 66.56
2) 검 ․ 보정 결과

검⋅보정 결과 표면유출해석(2D)의 경우 대체적으로 유사한 침수범위로 나타나고 있으나 모형 상의 피해지역이 정
확히 일치하지 않는 지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대부분 배수불량, 저지대 등 원인별 침수피해 
지역으로 인한 전체적인 침수흔적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금회 침수분석에서 적용한 강우-유출해석모형은 관로 
및 맨홀제원과 수치지도에 의한 지표면의 표고만 고려된 상태이므로 실제 침수구역과 명확히 일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우수관로 기초자료의 오류, 관로의 노후 및 파손, 관로의 침전 및 부유물에 의한 통수단면 축소, 실제 강
우강도와 1시간 단위 강우 적용시의 차이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침수발생 양상을 통한 금회 구축 모형의 적정성을 확인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침수발생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비교적 적절한 모형 구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설계에 적용하여 개량 계획을 수행하였다.



Ⅴ-266

제5장 하수관거 계획
5.10.4 내수침수 발생평가

가. 매산처리분구
1) 내수침수 발생현황

내수침수 발생 모의 결과
ㅊ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모의대상 강우사상
∙ 2009년 7월 12일 침수 발생 강우
  → 수원기상대 기준 총 강우량 272.0mm(확률년수 20년)에 의하여 발생되었으며 

최대 강우 강도는 44.5mm/hr로 나타남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최대침수심 
발생지점

서둔동배수펌프장(Q=300㎥/min)

평동배수펌프장
(Q=108㎥/min)

침수발생강우사상

내수침수 외수침수

총강우량(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ha) 침수면적의 비율(%)
272.0 2.298 68.81 8.4

모의 결과
․ 강우강도 234.5mm/6hr의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발생
․ 대부분 노면 침수(0.15m 내)이며 서둔지하차도 인근이 가장 큰 침수심으로 나타남
․ 침수원인은 대부분 서호천 및 매산천의 외수위에 의한 침수가 대부분이며, 일부 

관로 용량 부족으로 침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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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위 검토 결과
ㅊ 주요관로 배수위 검토

1번 지점 

ㅡ

침수 발생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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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위 검토 결과<표 계속>

ㅊ 주요관로 배수위 검토
2번 지점

침수 발생 
구간

3번 지점 

ㅡ

침수 발생 구간

배수위 검토 결과 1번 지점의 경우 서호천 외수의에 의한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2번 
지점 또한 서호천 외수위에 의한 매산천 내수위 상승으로 침수가 발생하고 있다. 3번지점의 경우 서호천 외
수위에 의한 내부배제 불량으로 침수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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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률년수별 침수영향 검토
Huff 3분위 지속시간별 모의 결과 60분 지속시간시 최대 첨두유출량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계획 지속시간
으로 산정 하였다.

계획 확률년수 30년 검토 결과
ㅊ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모의대상 강우사상 ∙Huff 3분위 30년 강우강도(79.45mm/hr)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최대침수심 
발생지점

서둔동배수펌프장
(Q=300㎥/min)

평동배수펌프장
(Q=108㎥/min)

총강우량(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ha) 침수면적의 비율(%)
79.45 1.046 31.63 3.9

모의 결과 ․ 대부분 노면 침수(0.15m 내)이며 서호천 주변으로 가장 큰 침수심으로 나타남
․ 침수원인은 대부분 매산천 하류부와 서호천의 외수위에 의하여 침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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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년수별 검토 결과

ㅊ 주요관로 배수위 검토
10년 확률년수 30년 확률년수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65.67 1.044 31.59 3.8 79.45 1.046 31.63 3.9
50년 확률년수 100년 확률년수

ㅡ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85.71 1.049 38.25 4.7 94.21 1.054 42.75 5.2
검토 결과 확률년수가 상승함에 따라 침수심 및 침수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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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 수립계획 시설물 반영 확률년수별 침수영향 검토
주요 기 수립완료 및 계획 시설물로는 평동 배수펌프장 증설(Q=108㎥/min→240㎥/min), 서둔동 배수펌프장 
증설(Q=300㎥/min→540㎥/min)이 계획되어 있어, 계획 시설물로 반영하여 모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계획 시설물 반영 확률년수 30년 검토 결과
ㅊ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모의대상 강우사상 ∙Huff 3분위 30년 강우강도(79.45mm/hr)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최대침수심
발생지점

서둔동배수펌프장
(Q=540㎥/min)

평동배수펌프장
(Q=240㎥/min)

총강우량(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ha) 침수면적의 비율(%)
79.45 1.046 31.63 3.9

주요 시설 현황  ․ 서둔동 배수펌프장(Q=540㎥/min, V=790㎥), 평동 배수펌프장(Q=240㎥/min, V=500㎥)

모의 결과
 ․ 대부분 노면 침수(0.15m 내)이며 서호천 주변으로 가장 큰 침수심으로 나타남
 ․ 침수원인은 대부분 매산천 하류부의 외수위에 의하여 침수 발생
 ․ 기 수립 계획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매산천 하류 및 서호천 인근 평리동)에서 

침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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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위 검토 결과

ㅊ 주요관로 배수위 검토

1번 지점

ㅡ

기수립 
시설물
적용전

침수 발생 지점

기수립 
시설물
적용후

침수 발생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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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위 검토 결과<표 계속>
ㅊ 주요관로 배수위 검토

2번 지점

기수립 
시설물
적용전

침수 발생 지점

기수립 
시설물
적용후

침수 발생 지점

3번 지점 

ㅡ

기수립 
시설물
적용전

침수 발생 구간

기수립 
시설물
적용후 침수 발생 구간

배수위 검토 결과 1번 지점의 경우 외수위에 의해 하류부 일부 침수영향은 있으나 이는 하천 부분에서 침수
가 발생되는 것으로 관로의 침수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번, 3번 지점의 경우 서호천 외
수위에 의한 내부배제 불량으로 침수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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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시설물 반영 확률년수별 검토 결과

ㅊ 주요관로 배수위 검토
10년 확률년수 30년 확률년수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65.67 1.044 31.59 3.8 79.45 1.046 31.63 3.9
50년 확률년수 100년 확률년수

ㅡ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85.71 1.049 38.25 4.7 94.21 1.054 42.75 5.2
검토 결과 확률년수가 상승함에 따라 침수심 및 침수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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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색처리분구
1) 내수침수 발생현황

내수침수 발생 모의 결과
ㅊ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모의대상 강우사상
∙ 2012년 7월 5일~6일 침수 발생 강우
  → 수원기상대 기준 총 강우량 327.0mm(확률년수 20년)에 의하여 발생되었으며 

최대 강우 강도는 56.5mm/hr로 나타남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최대침수심 
발생지점

지방산업단지배수펌프장(Q=526㎥/min)

내수침수
침수발생강우사상

총강우량(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ha) 침수면적의 비율(%)
327.0 0.167 66.56 15.7

모의 결과
․ 대부분 침수심이 0.16m 이내이며 대원아파트 주변으로 가장 높은 침수심 발생
․ 침수원인은 대부분 합류부 통수능 부족 및 외수위에 의한 침수이며 일부 관로 용

량 부족으로 침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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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위 검토 결과

ㅊ 주요관로 배수위 검토

1번 지점 

ㅡ

침수 발생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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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위 검토 결과<표 계속>
ㅊ 주요관로 배수위 검토

2번 지점

침수 발생 구간

3번 지점

ㅡ

침수 발생 구간

배수위 검토 결과 1번 지점의 경우 통수능 부족으로 인한 수위 상승으로 침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2번 지점
은 합류부 통수능 부족으로 인한 배수위 상승으로 침수가 발생하고 있다. 3번 지점의 경우 황구지천 외수위
에 의한 내부배제 불량으로 침수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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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률년수별 침수영향 검토

Huff 3분위 지속시간별 모의 결과 60분 지속시간시 최대 첨두유출량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계획 지속시간
으로 산정 하였다.

계획 확률년수 30년 검토 결과
ㅊ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모의대상 강우사상 ∙Huff 3분위 30년 강우강도(79.45mm/hr)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최대침수심 
발생지점

지방산업단지배수펌프장
(Q=526㎥/min)

총강우량(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ha) 침수면적의 비율(%)
79.45 0.041 30.68 7.3

모의 결과  ․ 대부분 노면 침수(0.04m 내)이며 서호천 주변으로 가장 큰 침수심으로 나타남
 ․ 대원 아파트 인근 지역의 관로 유출 부하로 침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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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년수별 검토 결과
ㅊ 주요관로 배수위 검토

10년 확률년수 30년 확률년수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65.67 0.040 28.96 6.9 79.45 0.041 30.68 7.3
50년 확률년수 100년 확률년수

ㅡ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85.71 0.041 34.08 8.1 94.21 0.041 35.36 8.4

검토 결과 10년 확률년수에서도 침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확률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침수심 및 침수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Ⅴ-280

제5장 하수관거 계획
3) 기 수립계획 시설물 반영 확률년수별 침수영향 검토

주요 기 수립완료 및 계획 시설물로는 산업 3단지 방류펌프장(Q=520㎥/min), 산업 3단지 내 PC BOX 연결
(2@3.0X2.0) 황구지천으로 방류가 계획되어 있어, 계획 시설물로 반영하여 모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계획 시설물 반영 확률년수 30년 검토 결과
ㅊ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모의대상 강우사상 ∙Huff 3분위 30년 강우강도(79.45mm/hr)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최대침수심 
발생지점

지방산업단지배수펌프장
(Q=526㎥/min)

산업3단지배수펌프장
(Q=520㎥/min)

총강우량(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ha) 침수면적의 비율(%)
79.45 0.041 0.88 0.2

주요 시설 현황
 ․ 지방산업단지 배수펌프장(Q=540㎥/min, V=8,090㎥)
 ․ 산업3단지 배수펌프장(Q=520㎥/min)
 ․ 산업 3단지 내 PC BOX 연결(2@3.0X2.0) 황구지천 방류

모의 결과
 ․ 대부분 노면 침수(0.04m 내)이며 서호천 주변으로 가장 큰 침수심으로 나타남
 ․ 침수원인은 황구지천의 외수위에 의하여 침수 발생
 ․ 산업 3단지 방류 펌프 및  PC박스 연결 결과 대부분의 침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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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위 검토결과
ㅊ 주요관로 배수위 검토

1번 지점

ㅡ

기수립 
시설물
적용전

기수립 
시설물
적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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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위 검토 결과<표 계속>

ㅊ 주요관로 배수위 검토
2번 지점 

기수립 
시설물
적용전

침수 발생 구간

기수립 
시설물
적용후

3번 지점

ㅡ

기수립 
시설물
적용전

침수 발생 구간

기수립 
시설물
적용후

침수 발생 구간

기수립 계획 반영 결과 1번 지점의 경우 별도의 개량 없이 침수해소가 가능하며 2번 지점의 경우 산업3단지 
PC박스 연결로 침수가 해소되었다. 그러나 3번 지점의 경우 황구지천 외수위에 의한 내부배제 불량으로 침
수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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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시설물 반영 확률년수별 검토 결과
ㅊ 주요관로 배수위 검토

10년 확률년수 30년 확률년수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65.67 0.040 0.80 0.2 79.45 0.041 0.88 0.2

50년 확률년수 100년 확률년수

ㅡ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85.71 0.041 0.92 0.2 94.21 0.041 0.96 0.2

검토 결과 기 수립 완료된 시설계획 반영 후 대부분 침수가 해소되나 일부 황구지천 외수위에 의한 국부적 
침수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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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5 정비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가. 기본방향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정비계획은 수리계산 및 관로개량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하수저류시설 등이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하여 하수도시설 정비계획
을 수립하였다.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정비계획 수립시의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강우유출해석모형 입력자료
ㅊ 구  분 입 력 자 료
배수능력 향상 ∙ 계획빈도에 대응 가능토록 기존 우수관로 관경확대 및 통수능력 증대방안을 우선 고려하여 

배수능력 향상방안을 계획한다.

유역배분 ∙ 통수능이 부족한 기존 하수관로의 유출량을 분담할 수 있도록 우회관로를 통한 유역배분 
방안을 고려한다.

유역간 연계 ∙ 해당 유역을 벗어난 광범위한 계획을 필요로 할 경우 배수용량의 여유가 있는 타 유역으
로의 유역 간 연계계획을 검토한다.

하수저류시설
∙ 하수관로 용량증대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관로용량을 초과하는 빗물을 지하에 저류하는 방

안을 검토한다. 특히 도심지내 관로교체나 지하저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는 중심도 
이상의 지중공간을 활용한 저류시설 설치를 검토한다.

빗물펌프장 ∙ 우수배제는 자연배수가 원칙이나, 배제능력 확보, 저지대 지역의 배수개선 등을 위해 불가
피한 경우 중계펌프장 설치를 계획한다.

강우유출해석 ∙ 침수대응 시뮬레이션기법을 활용하여 하수관로, 저류시설, 펌프장 등의 시설규모와 배치, 
시설간 연계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내부 불량관로 ∙ 관로내부조사로 확인된 통수능 저해요인에 대해 단면축소로 인한 침수영향을  검토하고 침
수 가능성이 큰 관로에 대하여 내부 불량관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최신 설계기법 ∙ 설계기법, 시공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신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저영향개발(LID)을 고려한 
건전한 물순환체계 회복 등 친환경 시설계획 방안을 수립한다.

또한 금회 시범사업은 향후 타 시․군 사업계획시 해당 지역의 하수배제방식 및 도시규모 등의 특성에 따라 해
당지역의 정비모델로서 하수도정책의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시행착오 최소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시 시범사업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하수도 설치특성에 적합한 정비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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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비계획 수립 흐름도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정비계획 수립흐름은 크게 침수 원인분석, 우수관로 정비, 빗물펌프장 정비, 하수
저류시설 도입, 기타 정비의 순으로 구성되며 이중배수체계 시뮬레이션 기법 도입을 통한 우수관로, 빗물펌프장, 
하수저류시설의 종합적, 입체적 계획안 수립이 필요하므로 우수관로 정비에 부가하여 또 다른 대안이 요구될 
경우 빗물펌프장 신·증설 및 하수저류시설 도입이 검토되도록 상호 수평적인 구조로 수행한다.

정비계획 수립 흐름도
<그림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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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6 정비계획 수립

가. 매산처리분구
매산처리분구는 유역 중심을 관통하는 서호천 외수위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서호천 지류인 매산천 또한 서
호천 외수위 상승시 내수배제 불량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산천은 우천시 주변 저지대 지역의 배
수불량 및 역류를 유발하여 침수의 주요 요인으로 검토되었다.
매산처리분구 침수해소를 위한 하수도시설 정비방안은 서호천 및 매산천의 외수위 영향을 최소화 시킬수 있
는 저류시설 및 배수펌프를 활용한 침수 해소를 계획하였다.

매산처리분구 주요 시설개요
ㅊ 구  분 입 력 자 료

CASE 1 ∙ 기존 시설물과 관거 개량을 통한 침수해소
CASE 2 ∙ 기존시설물과 관거 개량 및 매산천 하류부 평동 펌프장 인근 저류조 설치를 통한 침수해소
CASE 3 ∙ 기존시설물과 관거 개량 및 매산천 방류펌프 설치를 통한 침수 해소
CASE 4 ∙ 기존시설물과 관거 개량 및 매산천 하류부 평동 펌르장 유입관로 신설을 통한 침수해소
CASE 5 ∙ 기존 시설물과 관거 개량 및 매산천 방류펌프와 저류조 설치를 통한 침수해소

나. 고색처리분구
고색처리분구는 유역 중심으로 동쪽으로 서호천 서쪽으로 황구지천이 흐르고 있어 외수위의 영향을 직접적으
로 받고 있으며, 지방산업단지 배수펌프장을 활용하여 침수를 해소 하고 있으나 산업3단지 개발로 인하여 기
존 고색동 지역의 내수 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침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 되었다.
고색처리분구 침수해소를 위한 하수도시설 정비방안은 기수립 완료된 시설물을 활용하여 국부적으로 발생되
는 침수를 해소하고자 산업3단지 방류펌프 유입관로를 신설하여 황구지천의 외수위 영향을 최소화 하여 침수
를 해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고색처리분구 주요 시설개요
ㅊ 구  분 입 력 자 료

CASE 1 ∙ 기존 시설물과 관거 개량을 통한 침수해소
CASE 2 ∙ 기존시설물과 관거 개량 및 산업3단지 방류펌르 유입관로 신설을 통한 침수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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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7 정비계획 시뮬레이션 결과
가. 매산처리분구
1) CASE1 : 관거개량

관거개량을 통한 최대 침수심 및 침수면적 감소 효과는 있으나 외수위의 영향을 받는 일부 저지대 지역에서 
침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ASE1 확률년수 30년 검토 결과
ㅊ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모의대상 강우사상 ∙Huff 3분위 30년 강우강도(79.45mm/hr)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최대침수심
발생지점

서둔동배수펌프장
(Q=540㎥/min)

평동배수펌프장
(Q=240㎥/min)

총강우량(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ha) 침수면적의 비율(%)
79.45 0.592 31.50 3.8

주요 시설 현황  ․ 서둔동 배수펌프장(Q=540㎥/min, V=790㎥), 평동 배수펌프장(Q=240㎥/min, V=500㎥)

모의 결과
 ․ 관거개량 후 침수 분석 결과 최대 침수심 감소 효과는 있으나 외수위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 침수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 대책 필요
․  침수원인은 대부분 매산천 하류부의 외수위에 의하여 침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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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 배수위 검토 결과

ㅊ 주요관로 배수위 검토

1번 지점 

ㅡ

기수립 
시설물
적용후

침수 발생 지점

CASE1
개량계획
적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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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1배수위 검토 결과<표 계속>
ㅊ 주요관로 배수위 검토

2번 지점 

기수립 
시설물
적용후

침수 발생 지점

CASE1
개량계획
적용후

침수 발생 지점

3번 지점 

ㅡ

기수립 
시설물
적용후

침수 발생 구간

CASE1
개량계획
적용후 침수 발생 구간

배수위 검토 결과 1번 지점의 경우 관거개량후 침수가 해소되었고 2번, 3번 지점의 경우 서호천 및 매산천의 
외수위에 의한 내부배제 불량으로 침수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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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 확률년수별 검토 결과

ㅊ 주요관로 배수위 검토
10년 확률년수 30년 확률년수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65.67 0.592 31.00 3.8 79.45 0.592 31.50 3.8
50년 확률년수 100년 확률년수

ㅡ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85.71 0.592 49.44 6.0 94.21 0.592 52.25 6.4
검토 결과 확률년수가 상승함에 따라 침수심 및 침수 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관거 개량만으로는 침수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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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SE2 : 관거개량+저류조 설치
관거개량을 통한 통수능 확보와 첨두유출량 저감을 위한 매산천 하류부 저류조 설치, 평리동 배수펌프 설치
로 침수가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SE2 확률년수 30년 검토 결과
ㅊ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모의대상 강우사상 ∙Huff 3분위 30년 강우강도(79.45mm/hr)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신설저류조
V=14,000㎥

서둔동배수펌프장
(Q=540㎥/min)

평동배수펌프장
(Q=240㎥/min)

P평리동배수펌프장
(Q=30㎥/min X 3)

저류조 유입곡선

저류조 누적 유입곡선

총강우량(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ha) 침수면적의 비율(%)
79.45 - - -

주요 시설 현황  ․ 서둔동 배수펌프장(Q=540㎥/min, V=790㎥), 평동 배수펌프장(Q=240㎥/min, V=500㎥)

모의 결과
 ․ 매산천 하류 수문 설치로 외수위 배제 후 매산천 하류부 평동 배수펌프장 인근 

저류조 설치로 매산천 배수위 안정 및 침수해소 
 ․ 매송고색로 804번길 배수펌프장 설치로 외수위 영향 배제로 인한 침수 해소



Ⅴ-292

제5장 하수관거 계획
CASE2 배수위 검토 결과

ㅊ 주요관로 배수위 검토

1번 지점 

ㅡ

기수립 
시설물
적용후

침수 발생 지점

CASE2
개량계획
적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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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2 배수위 검토 결과<표 계속>
ㅊ 주요관로 배수위 검토

2번 지점 

기수립 
시설물
적용후

침수 발생 지점

CASE2
개량계획
적용후

3번 지점 

ㅡ

기수립 
시설물
적용후 침수 발생 구간

CASE2
개량계획
적용후

배수위 검토 결과 관거개량 및 매산천 유출량 저감을 위한 저류조와 평리동의 서호천 외수위 영향을 배제하
기 위한 배수펌프 설치로 완전 침수해소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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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하수관거 계획
CASE2 확률년수별 검토 결과

ㅊ 주요관로 배수위 검토
10년 확률년수 30년 확률년수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65.67 - - - 79.45 - - -
50년 확률년수 100년 확률년수

ㅡ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85.71 0.10 17.93 2.2 94.21 0.12 20.31 2.5
검토 결과 계획 확률년수인 30년 빈도는 침수가 해소되나 상위 확률년수에서는 일부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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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SE3 : 관거개량+매산천 방류펌프 설치
관거개량을 통한 통수능 확보와 외수위 배제를 위한 방류펌프 설치로 침수가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SE3 확률년수 30년 검토 결과
ㅊ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모의대상 강우사상 ∙Huff 3분위 30년 강우강도(79.45mm/hr)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서둔동배수펌프장
(Q=540㎥/min)

평동배수펌프장
(Q=240㎥/min)

P평리동배수펌프장
(Q=30㎥/min X 3)

P 매산천배수펌프장
(Q=100㎥/min X 3)

총강우량(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ha) 침수면적의 비율(%)
79.45 - - -

주요 시설 현황  ․ 서둔동 배수펌프장(Q=540㎥/min, V=790㎥), 평동 배수펌프장(Q=240㎥/min, V=500㎥)

모의 결과
․ 매산천 하류 수문 설치로 외수위 배제 후 매산천을 유수지로 활용하면서 배수펌

프 설치를 통하여 침수해소
․ 매송고색로 804번길 신설 펌프장 설치로 외수위 영향 배제로 인한 침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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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하수관거 계획
CASE3 배수위 검토 결과

ㅊ 주요관로 배수위 검토

1번 지점 

ㅡ

기수립 
시설물
적용후

침수 발생 지점

CASE3
개량계획
적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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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3 배수위 검토 결과<표 계속>
ㅊ 주요관로 배수위 검토

2번 지점 

기수립 
시설물
적용후

침수 발생 지점

CASE3
개량계획
적용후

3번 지점 

ㅡ

기수립 
시설물
적용후 침수 발생 구간

CASE3
개량계획
적용후

배수위 검토 결과 관거개량 및 매산천 주변 침수해소를 위한 배수펌프와 평리동의 서호천 외수위 영향을 배
제하기 위한 배수펌프 설치로 완전 침수해소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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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하수관거 계획
CASE3 확률년수별 검토 결과

ㅊ 주요관로 배수위 검토
10년 확률년수 30년 확률년수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65.67 - - - 79.45 - - -
50년 확률년수 100년 확률년수

ㅡ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85.71 0.12 40.56 4.9 94.21 0.15 44.75 5.5
검토 결과 계획 확률년수인 30년 빈도는 침수가 해소되나 상위 확률년수에서는 펌프장 용량 부족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299

4) CASE4 : 관거개량+평동배수펌프장 유입관로 신설
관거개량을 통한 통수능 확보와 외수위 배제를 위한 매산천 하류부 평동배수펌프장 유입관로 신설로 침수가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SE4 확률년수 30년 검토 결과
ㅊ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모의대상 강우사상 ∙Huff 3분위 30년 강우강도(79.45mm/hr)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서둔동배수펌프장
(Q=540㎥/min)

평동배수펌프장
(Q=240㎥/min)

P평리동배수펌프장
(Q=30㎥/min X 3)

평동배수펌프장
유입관로 신설

총강우량(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ha) 침수면적의 비율(%)
79.45 - - -

주요 시설 현황  ․ 서둔동 배수펌프장(Q=540㎥/min, V=790㎥), 평동 배수펌프장(Q=240㎥/min, V=500㎥)

모의 결과
․ 매산천 하류 수문 설치 및 평동배수펌프장 유입관로(BOX 2.0X1.5, L=40m) 신설

을 하여 평동 배수펌프장을 활용한 침수 해소
․ 매송고색로 804번길 배수펌프장 설치로 외수위 영향 배제로 인한 침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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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하수관거 계획
CASE4 배수위 검토 결과

ㅊ 주요관로 배수위 검토

1번 지점 

ㅡ

기수립 
시설물
적용후

침수 발생 지점

CASE4
개량계획
적용후



Ⅴ-301

 CASE4 배수위 검토 결과<표 계속>
ㅊ 주요관로 배수위 검토

2번 지점 

기수립 
시설물
적용후

침수 발생 지점

CASE4
개량계획
적용후

3번 지점 

ㅡ

기수립 
시설물
적용후 침수 발생 구간

CASE4
개량계획
적용후

배수위 검토 결과 관거개량 및 매산천 주변 침수해소를 위한 평동배수펌프장 유입관로와 평리동의 서호천 외
수위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배수펌프 설치로 완전 침수해소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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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하수관거 계획
CASE4 확률년수별 검토 결과

ㅊ 주요관로 배수위 검토
10년 확률년수 30년 확률년수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65.67 - - - 79.45 - - -
50년 확률년수 100년 확률년수

ㅡ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85.71 0.10 17.93 2.2 94.21 0.12 20.31 2.5
검토 결과 계획 확률년수인 30년 빈도는 침수가 해소되나 상위 확률년수에서는 일부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노면 침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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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ASE5 : 관거개량+저류조+매산천 방류펌프 설치
관거개량을 통한 통수능 확보와 외수위 배제를 위한 매산천 하류부 방류펌프설치 및 첨두유출량 저감을 위한 
평동배수펌프장 인근 저류조 설치로 침수가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SE5 확률년수 30년 검토 결과
ㅊ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모의대상 강우사상 ∙Huff 3분위 30년 강우강도(79.45mm/hr)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신설저류조
V=8,000㎥

서둔동배수펌프장
(Q=540㎥/min)

평동배수펌프장
(Q=240㎥/min)

P평리동배수펌프장
(Q=30㎥/min X 3)

P 매화천배수펌프장
(Q=100㎥/min X 2)

저류조 유입곡선

저류조 누적 유입곡선

총강우량(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ha) 침수면적의 비율(%)
79.45 - - -

주요 시설 현황  ․ 서둔동 배수펌프장(Q=540㎥/min, V=790㎥), 평동 배수펌프장(Q=240㎥/min, V=500㎥)

모의 결과
․ 매산천 하류 수문 설치로 외수위 배제 후 평동배수펌프장 인근 저류조 활용하여 

첨두 유출량 감소 및 실시간 방류펌프 설치를 통하여 침수해소
․ 매송고색로 804번길 평리동배수펌프장 설치로 외수위 배제를 통한 침수 해소



Ⅴ-304

제5장 하수관거 계획
CASE5 배수위 검토 결과

ㅊ 주요관로 배수위 검토

1번 지점 

ㅡ

기수립 
시설물
적용후

침수 발생 지점

CASE5
개량계획
적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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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5 배수위 검토 결과<표 계속>
ㅊ 주요관로 배수위 검토

2번 지점 

기수립 
시설물
적용후

침수 발생 지점

CASE5
개량계획
적용후

3번 지점 

ㅡ

기수립 
시설물
적용후 침수 발생 구간

CASE5
개량계획
적용후

배수위 검토 결과 관거개량 및 매산천 주변 침수해소를 위한 매산천방류펌프와 저류조신설로과 평리동의 서호천 
외수위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배수펌프 설치로 완전 침수해소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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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하수관거 계획
CASE5 확률년수별 검토 결과

ㅊ 주요관로 배수위 검토
10년 확률년수 30년 확률년수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65.67 - - - 79.45 - - -
50년 확률년수 100년 확률년수

ㅡ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85.71 0.10 17.93 2.2 94.21 0.12 20.31 2.5
검토 결과 계획 확률년수인 30년 빈도는 침수가 해소되나 상위 확률년수에서는 일부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노면 침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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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색처리분구
1) CASE1 : 관거개량

관거개량을 통한 최대 침수심 및 침수면적 감소 효과는 있으나 외수위의 영향을 받는 일부 저지대 지역에서 
침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ASE1 확률년수 30년 검토 결과
ㅊ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모의대상 강우사상 ∙Huff 3분위 30년 강우강도(79.45mm/hr)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최대침수심 
발생지점

지방산업단지배수펌프장
(Q=526㎥/min)

산업3단지배수펌프장
(Q=520㎥/min)

총강우량(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ha) 침수면적의 비율(%)
79.45 0.041 0.88 0.2

주요 시설 현황
 ․ 지방산업단지 배수펌프장(Q=540㎥/min, V=8,090㎥)
 ․ 산업3단지 배수펌프장(Q=520㎥/min)
 ․ 산업 3단지 내 PC BOX 연결(2@3.0X2.0) 황구지천 방류

모의 결과
 ․ 대부분 노면 침수(0.04m 내)이며 서호천 주변으로 가장 큰 침수심으로 나타남
 ․ 침수원인은 황구지천의 외수위에 의하여 침수 발생
 ․ 산업 3단지 방류 펌프 및  PC박스 연결 결과 대부분의 침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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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하수관거 계획
CASE1 배수위 검토 결과

ㅊ 주요관로 배수위 검토

1번 지점

ㅡ

기수립 
시설물
적용후

CASE1
개량계획
적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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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1배수위 검토 결과<표 계속>
ㅊ 주요관로 배수위 검토

2번 지점 

기수립 
시설물
적용후

CASE1
개량계획
적용후

3번 지점

ㅡ

기수립 
시설물
적용후

침수 발생 구간

CASE1
개량계획
적용후

침수 발생 구간

기수립 계획 반영 결과 1번 지점의 경우 별도의 개량 없이 침수해소가 가능하며 2번 지점의 경우 산업3단지 
PC박스 연결로 침수가 해소되었다. 그러나 3번 지점의 경우 황구지천 외수위에 의한 내부배제 불량으로 침
수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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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 확률년수별 검토 결과

ㅊ 주요관로 배수위 검토
10년 확률년수 30년 확률년수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65.67 0.040 0.80 0.2 79.45 0.041 0.88 0.2
50년 확률년수 100년 확률년수

ㅡ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85.71 0.041 0.92 0.2 94.21 0.041 0.96 0.2
검토 결과 기 수립 완료된 시설계획 반영 후 대부분 침수가 해소되나 일부 황구지천 외수위에 의한 국부적 
침수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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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SE2 : 관거개량+산업3단지 방류펌프 유입관로 신설
관거개량을 통한 통수능 확보와 황구지천의 외수위 영향을 받는 지점에 산업3단지 방류펌프 pc박스 연결관로 
신설로 침수가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SE2 확률년수 30년 검토 결과
ㅊ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모의대상 강우사상 ∙Huff 3분위 30년 강우강도(79.45mm/hr)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지방산업단지배수펌프장(Q=526㎥/min)

산업3단지배수펌프장(Q=520㎥/min)

총강우량(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ha) 침수면적의 비율(%)
79.45 - - -

주요 시설 현황
 ․ 지방산업단지 배수펌프장(Q=540㎥/min, V=8,090㎥)
 ․ 산업3단지 배수펌프장(Q=520㎥/min)
 ․ 산업 3단지 내 PC BOX 연결(2@3.0X2.0) 황구지천 방류

모의 결과  ․ 산업 3단지 PC박스에 유입관로 신설 결과 완전 침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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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2 배수위 검토 결과

ㅊ 주요관로 배수위 검토

1번 지점 

ㅡ

기수립 
시설물
적용후

CASE2
개량계획
적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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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2 배수위 검토 결과<표 계속>
ㅊ 주요관로 배수위 검토

2번 지점 

기수립 
시설물
적용후

CASE2
개량계획
적용후

3번 지점

ㅡ

기수립 
시설물
적용후

침수 발생 구간

CASE2
개량계획
적용후

배수위 검토 결과 관거개량 및 산업3단지 방류펌프 유입관로 신설을 통해 완전 침수해소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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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2 확률년수별 검토 결과

ㅊ 주요관로 배수위 검토
10년 확률년수 30년 확률년수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65.67 - - - 79.45 - - -
50년 확률년수 100년 확률년수

ㅡ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총강우량
(mm)

최대
침수심(m)

침수면적
(ha)

침수면적의
비율(%)

85.71 - - - 94.21 - - -

검토 결과 산업3단지 방류 펌프 유입관로 신설 후 모든 확률년수에서 침수가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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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8 정비방안 검토결과
가. 매산처리분구

매산처리분구 침수해소 방안은 관거 개량만으로는 침수가 불가능하여 CASE1을 기본 전제로 하여 원활한 우
수유출을 가능하게 한후 침수해소를 위한 시설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정비방안으로 저
류지 및 펌프시설을 이용하여 침수해소를 하였으며 각 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산처리분구 정비방안
ㅊ 구  분 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방안 설명
․ 관거개량을 통한 

침수 해소
․ 관거개량 + 저류조 
설치를 통한 침수
해소

․ 관거개량 + 방류
펌프 설치를 통한 
침수해소

․ 관거개량 + 평동
펌프장을 활용한 
침수해소

․ 관거개량 + 저류
조 설치 + 방류
펌프 설치를 통한 
침수해소

장점
․ 별도의 시설물이 

필요 없으며 유지
관리 용이

․ 저류시설 다기능 
이용 가능(초기우수
관리, 재이용수 등)

․ 유역내 저류시설 
미설치로 보상 및 
유지관리 불필요

․ 연속 강우 유리

․ 별도의 시설물이 
필요 없음

․ 저류시설 다기능 
이용 가능(초기우수
관리, 재이용수 등)

․ 연속 강우 유리

단점

․ 관거 개량만으로 
침수 해소 불가

․ 저류시설 설치에 
따른 입지선정 및 
유지관리 불리

․ 주거지 및 도로변 
냄새, 소음에 의
한 민원 발생

․ 연속강우 불리

․ 계획 빈도 이상의 
강우 발생시 불리

․ 평동배수펌프장 부
담 증가

․ 상위계획 완료시 가능
․ 관계기관 협의 필요
․ 배수펌프 운영 및 유

지관리 어려움 예상

․ 저류시설 설치에 
따른 입지선정 및 
유지관리 불리

․ 주거지 및 도로변 
냄새, 소음에 의
한 민원 발생

시설계획

․ D450~1500m,
  L=11.2km
․ BOX 1.2X1.2~
 BOX 2.0X2.0,
  L=1.0km

․ 저류시설
 (V=14,000㎥)
․ 평리동 펌프
(Q=30㎥/minX3대)

․ 매화천 펌프
(Q=100㎥/minX3대)
․ 평리동 펌프
(Q=30㎥/minX3대)

․ 유입관로
 (BOX 3.0X2.0,   

L=125m)
․ 평리동 펌프
(Q=30㎥/minX3대)

․ 저류시설
 (V=8,000㎥)
․ 매화천 펌프
(Q=100㎥/minX2대)
․ 평리동 펌프
(Q=30㎥/minX3대)

나. 고색처리분구
고색처리분구 침수해소 방안은 기 시행된 사업으로 충분한 침수해소가 가능한 상황이며 일부 국부적으로 발
생하는 침수를 해소하였으며, 기 시설물을 이용하여 침수를 해소하였다.

고색처리분구 정비방안
ㅊ

구  분 CASE1 CASE2
방안 설명  ․ 관거개량을 통한 침수 해소  ․ 관거개량 + 산업3단지 유출 PC박스에 유츨 

관로 연결장점  ․ 별도의 시설물이 필요 없으며 유지관리 용이 ․ 연속 강우에 유리
단점  ․ 관거 개량만으로 침수 해소 불가  ․ 추가 관로 개량 필요

시설계획  ․ D450~1500m, L=8.2km  ․ BOX 2.0X2.0, L=11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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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하수저류시설 계획
5.11.1 개 요
최근 도시의 재개발, 도시주변의 시가화 촉진 등으로 시가지의 경우 우수의 침투면적이 감소되어 우수의 유
출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단기간에 우수가 유출함으로서 첨두유출량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기존 하수관로의 
통수능 부족으로 인한 내수배제 불량이 도시침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표면에 내린 호우가 하
수관로로 유입되기 이전에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우수의 유출을 억제함으로써 유출 시간을 늦추거나 유출량을 
감소시켜 하류측 하수도 시설이 부담하는 첨두유출량을 저감하는 근본적인 방안써 다음의 경우에 저류시설의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천시에는 합류식하수도지역에서 우수토구를 통해 배출오염물질이 합류식하수도 월류수(Combined 
Sewer Overflows; CSOs)형태로 배출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후가 강우 편중화 현상이 심화되어 풍수기
에 강우량이 집중되어 침수피해가 증가되는 반면에, 갈수기와 평수기에는 강우량 및 강우발생빈도가 점점 줄
어들어 도시내 오염물질이 장기간 축적되어 있다가 우천시 하천으로 고농도로 배출됨으로써 합류식하수도 월
류수가 하천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에는 관거내에 침전된 퇴적물과 
함께 유기물질, 세균, 기름성분,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단시간에 하천으로 직접 유출
됨으로써 수질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국에서 여러 도시에서 기후변화의 집중호우에 대응하고 
우천시 하천배출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하수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5.11.2 하수저류시설의 도입의 필요성
가. 합류식 하수관거 시스템에서의 우천시 하천오염 대책 미흡

합류식 하수도에서는 우수토구를 통해 합류식하수도 월류수(Combined Sewer Overflows; CSOs)형태로 배출
되고 관거내에 침전된 퇴적물이 유량증가로 인하여 하수관거에서 하천으로 직접 유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기물질, 세균, 기름성분,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단시간에 급격한 오염부하를 일으키
면 하천수질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합류식하수관거 지역에서는  하수도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강우 
발생 시에는 미처리된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하천수질을 오염시킴으로써 목표수질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주
고 있다.

나. 우천시 하천오염저감을 위한 하수저류시설 설치 필요
미국은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법 및 제도가 갖추어져 있으며, 도시지역의 CSOs, 분류식관거 비점오염물질, 
공업지역 및 건설현장의 비점오염물질을 점오염원처럼 배출허가를 받도록 규제하는 등 수계의 수질달성을 위한 
유역별 비점오염원 오염부하저감에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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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에 기여하는 비율이 SS는 50% 이상이고 BOD가 20~30% 정도라고 제시하고, 
2004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물관리종합대책’을 추진강화하기 위해“4대강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2020년까지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천시 CSOs의 하천유입으로 인한 수질악화로 수질오염과 물고기 폐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실질적으
로 도시지역의 강우오염부하 중 가장 비중이 큰 CSOs 저감을 위한 하수저류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사
천읍 지역은 현재 합류식 하수도지역으로 각종 생활오수 등은 합류식 관거를 통해 사천하수처리장으로 차집
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우천시 하수량을 초과하는 우오수는 사천읍을 관통하는 사천강으로 방류되고 있어 집
중강우시 급격한 오염부하에 의한 수질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다.

5.11.3 하수저류시설의 정의 및 구성
가. 정의

하수저류시설은 우천시 하수관거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 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설이며,  하수관거의 통수능을 초과하지 않고 하
수가 하류시설로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의 일정 부분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로써 다음의 각항
의 목적에 따라 단일 또는 복수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하수도시설을 말한다.

하수저류시설의 설치목적
ㅊ 구   분 목  적 비   고

침수방지 ∙ 우천시 첨두유출량의 일정부분을 일시적으로 저류시켜 하류측 하수도 시설이 
부담하는 첨두유출량을 저감하여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수질관리 ∙ 강우로 인한 하수의 범람시 유출될 수 있는 미처리 하수의 일정부분을 저류
시켜 오염물질로 인한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재 이 용 ∙ 강우시 하수도를 통해 유입된 우수를 저류한 후 재이용하기 위한 시설 

나. 기본구성
하수저류시설의 기본구성은 차집시설, 전처리시설, 처리시설, 세척시설 및 탈취, 환기시설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실시간 운영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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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저류시설의 기본구성

<그림5.11-1>

5.11.4 국내 설치사례
가. 침수방지 하수저류시설 국내 설치사례

현재 집중호우시 매년 침수를 격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침수 해소를 목적으로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침
수를 해소하는 설치사업이다.
현재 시공중인 군산시 침수방지 목적의 우수저류시설 사업 개요이다. 나운지구의 저류시설은 분산형 저류시설
이며 월명지구의 저류시설은 집중형 저류시설로 구분할수 있다.

군산시 나운지구 우수저류시설
ㅊ

계획
강우빈도(년) 첨두저감효과(㎥/sec) 필요용량

 (㎥) 비  고설치전 설치후 개발전
첨두홍수량

개발후
첨두홍수량

저감률
(%)

나운지구 10 50 14.96 9.03 40% 11,500
ㅊ

지  구  명
저류조 제원 첨두

저류량
(㎥)

배제
시간
(hr)

형식
펌프용량
(㎥/min)

운영
대수면적

(㎡)
높이
(m)

용량
(㎥) 게산 선정 운전 예비

나운
1지구 화원 1,150 7.5 8,600 7,500 5 수중

펌프 12.54 14.00 2 1
나운
2지구 주차장 730 6.4 4,600 4,000 5 수중

펌프 6.75 7.5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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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월명지구 우수저류시설
ㅊ

계획
강우빈도(년) 첨두저감효과(㎥/sec) 필요용량

 (㎥) 비  고설치전 설치후 개발전
첨두홍수량

개발후
첨두홍수량

저감률
(%)

월명지구 10 50 4.94 2.58 48% 2,600
ㅊ

지  구  명
저류조 제원 첨두

저류량
(㎥)

배제
시간
(hr)

형식
펌프용량
(㎥/min)

운영
대수

면적
(㎡)

높이
(m)

용량
(㎥) 게산 선정 운전 예비

월명 휴대폰
판매점 430 7.0 3,000 2,600 5 수중

펌프 4.43 5.00 2 1

나. 초기우수처리 하수저류시설 국내 설치사례
현재 운영중인 국내 초기빗물 시설은 2011년도에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구리시 초기우수저류시설
이 유일하며, 시공 중인 시설로는“새만금 CSOs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주시외 3
개 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있다.

1) 구리시 초기우수 저류시설

현재 운영중인 구리시 초기우수저류시설의 사업개요이다.

구리시 초기우수 저류시설
ㅊ 구   분 인창처리구역 수택처리구역 비   고

처리구역 면적 ∙348.9ha ∙88.0ha
시설 저류시설 ∙27,000m³(구리하수처리장내) ∙7,000m³(구리하수처리장내, 장래)
규모 간이처리시설∙2.5m³/s (수택배수펌프장 앞 둔치) ∙1.5m³/s (토평중학교 앞 보도)
사업 우수유출 ∙발생량 : 1,154,100m³ → 636,280m³  저감량 : 517,820m³(45% 효율)
효과 오염부하량 ∙발생량 : 49,420kg/년 → 13,930kg/년  삭감량 : 35,490kg/년(72% 효율)

공정흐름도 ∙CSOs 발생 ➡ 웨어 ➡ 차집시설 ➡ 이송관로 ➡ 조목스크리 ➡ 유입펌프 ➡ 
저류조 ➡ 조목스크린 ➡ 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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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만금 CSOs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시공 중)

새만금유역 수계에서 발생하는 CSOs 및 초기우수 등을 적정 저류, 연계처리하여 방류수역의 수질을 개선하
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주시 중앙/덕진 저류시설
ㅊ 구   분 사업개요 계획평면도 비  고
처리구역 면적(ha) ∙1,325

저류용량(m³) ∙100,000m³
처리시설(m³/일) ∙30,000

이송관로 저류조 ∙D1,200~1,500mm, L=573m
연계처리 ∙D600mm, L=534m

BOD 저감효과(톤/년) ∙178.5 (81% 저감)
전주시 화산 저류시설

ㅊ 구   분 사업개요 계획평면도 비  고
처리구역 면적(ha) ∙582

저류용량(m³) ∙30,000m³
BOD 저감효과(톤/년) ∙54.3 (81% 저감)

이송관로 저류조 ∙D1,350mm, L=211m
연계처리 ∙D300mm, L=82m

삼천 수질개선 ∙0.47mg/L 저감(16.8%)

완주군 삼례 저류시설
ㅊ 구   분 사업개요 계획평면도 비  고
처리구역 면적(ha) ∙145

저류용량(m³) ∙5,500m³
BOD 저감효과(톤/년) ∙5.7 (85% 저감)
이송관로 저류조 ∙D1,350mm, L=145m

연계처리 ∙D150mm, L=49m
삼천 수질개선 ∙0.43mg/L 저감(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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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 시설형식
하수저류형식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저류방식별 아래와 같은 형식의 분류에 따라 각형식의 특징 및 장단점을 
비교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하수저류시설의 형식은 시설형식, 연결형식, 기능별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하수저
류시설의 형식선정은 지역적 특성 및 처리기능 부여에 따라 선정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가. 배수구역 여건에 따른 분산 및 집중형 결정
설치 위치에 따른 형식구분은 분산형과 집중형 하수저류시설로 구분한다. 분산형시설은 소규모시설로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우수유출량을 지역내에 개개의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우수유출저감하며 특징으로는 해당 유
역의 첨두유출량 제어로 관로용량 확대 최소화할  수 있으며 지역내 토지이용 여건 및 기상조건 변화에 대처 
가능하다.
집중형 하수저류시설은 대규모시설로서 유역내에서 발생한 우수유출량을 지역외에 통합된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우수유출저감하는 시설이며, 통합관리로 유지관리가 용이하나 지역외 저류시설까지 관로용량 확대 및 지역내 
침수우려의 단점이 있다.

분산형/집중형 저류시설 형식
<그림5.11-2>

ㅊ

분산형 하수저류시설 집중형 하수저류시설

나. 저류수 처리방식
1) 저류수 처리방법

하수저류시설의 저류수는 공공하수도 접속가능여부와 하수처리시설 처리능력을 검토하여 연계처리할지 자체
처리할 지를 결정한다. 아래의 그림은은 기존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한 연계처리 및 여건에 따른 처리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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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저류시설 저류수 처리방안 결정 흐름도

<그림5.11-3>

2) 연계처리방안
하수저류시설 저류수는 오염부하 저감을 위하여 인근 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송 연계
처리를 위하여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자체처리방안
하수처리시설의 성능이 연계처리에 부적합할 경우 하수저류시설내 자체처리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저류수 처리방안
ㅊ 구   분 개       요 처리방법 비   고
협잡물처리 ∙저류시설로 유입되는 모래 등의 협잡물을 제거

∙청소 및 유지관리, 방류 및 연계처리를 용이하게 함
여과스크린, 오일펜스
자동세정형 스크린

간이처리
(고액분리)

∙물보다 무거운 침강성 물질과 부유성 물질을 분리
∙침전시간이 확보될 경우 자연침강으로 고액분리가 가능하나, 
SS의 제거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별도장치 등을 적용가능

터널내 침강, 우수침전지
경사판침전지, 

와류식 고형물분리간이처리의 
고  도  화

∙응집침전이나 여과처리, 가압부상법 등으로 간이처리의 효
율을 상승

가압부상법, 고속응집침전
고속여과법, 디스크필터

고도처리 ∙저류수의 방류오염부하 제거율 극대화
∙재이용을 위해 별도의 고도처리시설 도입 생물학적처리

소    독 ∙간이처리 후 저류수를 방류하거나 재이용시 수질악화 가
능성이 높으므로, 소독시설설치

염소소독, UV소독
오존소독

다. 연결형식
일반적으로 저류시설 유입부의 연결형식에 따라 배수구역내 하수저류시설 및 배수구역외 하수저류시설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저류시설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직렬식 하수저류시설은 하수관거의 하수를 전량 시설내로 유입시키는 방식으로 모든 빈도의 홍수에 대해 첨두홍
수의 저감 및 첨두발생시간의 지체가 가능하나 병렬식 하수저류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설치규모가 요구된다.
반면, 병렬식 하수저류시설은 하수관거내의 하수를 일부 차집하여 저류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직렬식에 
비해 동일 첨두유량저감 효과를 목적으로 할 때 상대적으로 설치규모가 작아 경제적이나 저빈도의 홍수에 대해
서는 저감효과가 미흡한 단점이 있다. 이러한 연결형식 결정에 있어서 설치되는 지역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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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렬저류방식
직렬저류방식은 하수관거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그 유출시설은 입구보다 수리적 용량이 적은 시설을 설치
한다. 유입속도가 유출속도를 초과할 때까지 완전히 저류되지 않은 조내에 저류된다. 조가 가득 찼거나, 유입
속도가 유출속도보다 작아질 때까지 조 내에 초과 유입량을 저류한다. 
직렬저류시설의 장점은 여수로(Spillway)를 하나만 설치해도 되며, 배수계통이 간단하고, 여수로에서 부상물질
을 제거할 수 있으며, 중력배수가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설계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자연배
수이기 때문에 유출량이 변화한다는 것과 자가세척 될 수 있도록 설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2) 병렬저류방식
병렬저류방식은 하수관거와 병렬로 연결되어, 비강우시에는 하수가 시설로 유입되지 않는다. 강우시에는 하수
관거내 유량이 증가하면서 계획유량을 초과하면 시설로 유입되어 저류된다. 시설의 배출시설은 중력식을 기본
으로 하나 자연배수가 어렵다면 강제배수(펌핑)을 하여 배수 하도록 설계한다. 여수로를 설치한 병렬저류시설
의 장점은 하수본관의 수두손실이 작고, 하류로 내보내는 하수량의 유량변동이 작으며, 여수로에서 부상물질
을 제거할 수 있고, 비강우시에는 저류시설을 비워둘 수 있다.

연결형태에 따른 형식비교
ㅊ 구   분 직렬저류 방식 병렬저류 방식 비   고

개요

∙관거에 직렬로 저류시설 설치 ∙관거에 병렬로 저류시설 설치

초기우수 및
CSOs 차집

∙모든 빈도에 대해 유출저감가능
∙분류식우수관거의 초기우수에 적합

∙저빈도 강우시 대해 저감효과 미흡
∙차집관거의 CSOs 차집에 적합

우수유출
저감효과

∙첨두홍수량 감소 
∙첨두발생시간 지체 ∙첨두홍수량 감소

시 공 성 ∙상대적으로 큰 설치 규모 ∙작은 설치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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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조형식

하수저류시설의 구조에 따른 분류에서 Open형(댐식, 굴착식), 지하식(일반형, 터널형) 등의 종류가 있다. 이중 
댐식의 경우는 사방댐, 인공습지 등의 형식이므로 미관 및 악취 등의 문제로 설치되기 곤란하며, 구조물 형태
의 형식으로 검토 되어져야 한다. 
일반 지하식 저류시설은 초기빗물에 포함된 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도시 내수침수 방지, 물 재이용을 위하여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로 공공하수도와 연결된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터널식 저류시설은 대도시에 
하수관로 신·증설 및 일반지하형 하수저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의 공도상에 적용하는 시설이다. 대형하
수터널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CSOs 및 초기우수 방류부하 저감을 위한 저류시설 필요지역
- 통수능 부족 등으로 침수발생 위험이 높아 대책이 필요한 지역
- 우수 및 하수재이용을 통해 수자원 확보가 필요한 지역
- 도심지내 하수관거 신·증설, 개량 및 하수저류시설 설치가 곤란한 대도시

구조형태에 따른 형식비교
ㅊ

구   분 일반지하식 지하터널식 비   고

개요

∙저류시설을 지하에 설치 ∙도로에 대구경하수관을 매설

장점
∙고농도의 초기우수를 지하저류조로 유입시
켜 침전 후 하수처리장 연계 처리

∙상부를 주민친화시설, 주차장 등 각종 편
의시설로 활용

∙도로 등 국․공유지 매설로 부지면적이 적게 
소요되며 토지보상비용이 적게 소요

∙유입관을 대구경 하수관으로 활용하므로 
유입관의 별도 매설 불필요 

∙터널공사시 민원축소 가능

단점
∙시설부지 확보 및 토지보상비가 크게 소요
∙초기우수 유입관 별도 매설
∙지하에 설치됨으로 유지관리 다소 불리

∙대구경하수관 도입에 따른 기술검토 필요
∙D3500이상 관거 추진시 공사비 상승
∙수직구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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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지하식 저류공법
저류시설을 설치할 대상위치는 대부분이 인근주민이 이용하는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주차장 등이다. 따라서 
지하에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상부는 기존 시설의 기능을 가능한 조기에 회복시켜 인근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하여야 된다. 이러한 목적에 맞는 저류시설의 설치공법은 크게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저류시설을 구축하는 현
장타설 공법, 바닥슬라브 현장 타설 후 기둥, 벽체, 상부슬라브 등을 PC제품으로 조립 설치하는 공법 그리고 
아연도금 강판을 파형으로 제작하여 볼트와 넛트를 사용하여 조립 설치하여 저류조를 구축하는 공법인 파형
강판 공법 등이 있다. 저류시설의 설치공법 선정은 기본 및 실시설계시 지형적인 여건,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지하식 저류시설 공법
ㅊ

구   분 현장타설 공법 PC+현장타설 공법 현장타설+파형강판 공법

개요도

공법개요
∙현장에서 형태에 따라 거푸집
을 제작 및 철근조립후 콘트리
트를 타설하여 시공

∙바닥슬라브를 현장 타설 후 기
둥, 벽체, 상부슬래브 등 PC제
품을 조립하여 시공

∙바닥슬라브와 벽체를 콘크리트 
타설 후 상부 덮개는 파형강판
을 조립하여 시공

장 점

∙단면 변화 및 곡선구간 등 현장 
적용성 우수

∙일체식 구조물로 수밀성 좋음
∙대규모 저류조의 시공실적 많음

∙공장제품으로 내구성 우수
∙지간이 넓어 청소, 이물질 제거 
등 유지관리 용이

∙슬래브를 현장타설 하므로 기
초부 단면변화 대처 가능

∙작업 공종, 공정이 간단하여 투
입인력이 적음

∙경량구조물로 시공성 우수
∙지간이 넓어 청소, 이물질 제거 
등 유지관리 용이

∙볼트조립으로 간단한 철거 및 
신설가능

단 점

∙동절기, 우기시 시공 어려움
∙구조물 균열 발생 우려
∙거푸집 및 철근조립, 동바리 설치, 
양생등 소요공정이 있어 공사
기간이 다소 길어짐

∙제품의 다양성 확보 어려움
∙중량이 커 운반 및 양중계획 
필요

∙가시설공법(H-Pile+버팀보) 에 
 따라 시공이 제약적
∙부재 접속부 누수우려

∙아치형상으로 단면 효율성 저하
(10∼30%)

∙단면 변화 및 곡선구간 부적합
∙파형 강판과 벽체콘크리트 연
결부 누수 발생 우려

∙연성재질로 장기하중 단면 변형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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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터널형 저류시설 공법

터널굴착방법은 발파굴착, 파쇄굴착과 기계굴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산지부에 건설되는 대부분의 터널은 발
파에 의한 NATM공법을 적용하고 단면이 작은 수로터널, 전력구 및 통신구 터널, 도심지 지하철에서 소음이
나 진동방지 목적으로 TBM 공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터널형 저류시설의 설치공법 선정은 기본 및 실시
설계시 지형적인 여건,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지하식 저류시설 공법
ㅊ

구   분 발파굴착-NATM 파쇄굴착-무진동암파쇄 기계굴착-OPEN TBM

시공현황

공법개요
∙터널에서 가장 일반적안 굴착
방 법으로 천공 및 발파 후 숏
크리트, 록볼트 및 보조공법 등
의 지보를 시행하며 굴착

∙유압파쇄기 등을 천공홀에 삽
입하여 암반에 균열을 내는 굴
착방식으로 발파나 기계굴착이 
불가능한 구간에 적용

∙전단면 기계굴착공법으로 주변
암반자체를 지보체로 활용하여 
역학적으로 안정된 원형구조를 
형성함.

적용지반 ∙일반지반∼경암지반 ∙연암∼보통암 ∙풍화암∼경암지반

장    점

∙시공경험이 풍부
∙지반조건 및 단면변화에 탄력
적으로 대응가능

∙공종이 비교적 단순
∙평면 및 종단선형변화에 대한 
대응이 용이함

∙시공성 및 경제성 유리함.

∙연암 및 극경암에도 적용 가능
∙충격이나 진동이 적어 안정성
이 높음

∙여굴이 적음
∙시공장비 비교적 소규모
∙무진동 무소음

∙원지반에 대한 이완이 적고 지
보량을 줄일 수 있음

∙진동, 가스에 따른 공해가 없고
민원요소가 적음

∙공기 단축으로 경제성 확보
∙원형단면으로 지보재의 수량을 
최소화 가능

단    점

∙여굴발생이 많음
∙발파시 소음 및 진동에 의한 
민원발생

∙발파 후 가스 및 분진에 의한 
갱내 작업조건 불량

∙철저한 막장관리 및 계측이 요구

∙시공속도가 느리고 비교적 고가
∙파쇄 후 브레이커 등을 이용한 
마무리 작업 필요하고 이로 인
한 다소의 소음‧진동 발생

∙지반조건변화에 대한 대처가 
용이하지 않음

∙대규모 작업장 및 대용량의 동력 
설비 필요

∙공사비가 고가로 터널연장이 
짧을 경우 적용성 저하

∙버럭운반능력에 따라 공기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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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6 하수저류시설 설치기준
저류시설의 형상은 지역의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하수관거 또는 지형 경사에 따
라 배수방식이 자연배수 또는 강제배수로 달라질 수 있고, 지형의 특성에 따라 평면계획이 어떻게 달라지느
냐는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도심지에서는 공공용지 존재유무와 크기가 매우 중요하다.

가. 시설 심도
Koral and Saatci(1976)가 밝힌 바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설치하기위한 저류시설의 수직 깊이는 최소한의 기준
이 있다. 예를 들어 유출구와 최대저류수심 사이의 수두차이는 약 2.3m(7.5ft)에서 약 3.5m(11.5ft)가 되어야 
하며, 깊이가 더 낮으면 저류용량이 작아진다고 한다. 제시된 깊이가 아닐 경우 수평면적이 커지게 되어 건설
비가 더 많이 들고, 유량의 흐름조건이 비효율적이 되며, 청소를 위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그림 은 
Koral and Saatci(1976)가 추천한 최적의 저류시설 수직 깊이를 나타내고 있다.

하수저류시설 심도기준
<그림5.11-4>

나. 평면계획
저장시설을 설치할 지역은 설치깊이와 용지점용 등과 관련된 제한을 받게 되어 있다. 직사각형 형태가 가장 
비용과 유지관리하는데 이점이 있다. 그리고 조의 폭은 경험상 조길이의 1/2∼2/3로 같은 폭을 가져야 한다. 
경사지고 바닥 그루브(Groove)가 설치된 저류조의 경우, 길이는 그루브를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거리로 
결정한다. 일구밀집지역의 경우, 설치지역 형태에 따라 직사각형 저류시설로 설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건설과 세정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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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입시설

저류시설내부로 하수가 유입되는 방식은 시설이 직렬식인지 병렬식인지에 따라 다르다. 직렬식인 경우, 하수
가 저류시설내로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입구 구조에 분리시설이 필요치 않다. 병렬식 저류시설의 경우 하수
는 계획우수량을 초과하는 유량에 대해 유입되도록 하는 횡월류 위어 또는 여수로와 같은 분리시설을 통해서 
저류시설로 유입하게 된다.

1) 유입구배치
저류시설의 유입구조를 설계하기 이전에 저류시설에서 방류수역으로 배수되기 이전에 고형물질을 제거할지 또
는 여수로 없는 조를 설계할 지를 결정한다. 첫 번째 경우, 유입수는 침강한 고형물이 재부유하지 않고 조내로 
들어가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는 유입물살의 에너지를 제거하고 빠르게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배플을 설계할 
때, 조내에서 회전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유입구의 배플을 설치시 흐름도
<그림5.11-5>

여수로가 없는 저류조의 경우, 조 바닥에 고형물이 침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입물살에 의해 고형물이 재
부유하면 저류시설의 세척이 용이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유입부에서 가능한 한 자가세정이 일어나도록 설계한
다. 고형물의 부유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유입수의 에너지 이용하며, 이를 통해 저류조 바닥을 청소하도록 
한다. 가능한 강한 회전류와 난류를 발생시키기 위해 유입부들을 배치한다. 우선, 유입파이프 위치를 되도록 
높이 설치하여 하수가 저류조 내부로 빨리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그림과 같이 저류조 내에서 회전하는 
흐름을 유지시키기 위해 유입구와 배출구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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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구 구조
<그림5.11-6>

2) 수문
저류시설과 우수관로가 연결되는 유입수로부에는 유입수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시에는 수문을 차단하여 기존
관거를 통하여 오수의 흐름을 유지시키고, 강우시 수문을 개방하여 하수저류시설로 원활하게 유입시키도록 한다. 
유압식 권양수문은 암거와 우수저류조 사이에 설치하여 하류에 유입량의 증가로 인하여 수위조절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설치하는 수문으로서, 평소에는 관로를 따라 자연유하 시킬 수 있도록 문비를 폐쇄시키고 
비상시 수문을 개방하여 관로내의 유량을 저류조에 유입시킬 수 있도록 하여 침수를 예방하고 하류에 위치한 
배수시설에 대한 부하를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유량조절용 문비는 유압식 권양수문으로서 도교가 필요 없고 평상시 수문이 위치하는 관로구조물 외부로 노
출되지 않고 수문구조물 관로내부에서 주축을 중심으로 수직방향으로 작동하여 개폐되므로 외부로 노출되지 
않으며, 수문이 폐쇄되었을 때 수문본체의 양측부에서 외수의 내수측 누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유량조절용 문비는 수로와 저류조에 구성한 수위감지장치를 통하여 감지한 수위에 따라 설정수위에 도달하면 
수문이 개폐하도록 구성한 제어반에 의해 무인자동운전 되도록 한다.

일반지하식 저류시설 공법
ㅊ 구   분 유압식 권양수문 개량형 유압식 인양수문 기존 유압식 인양수문

설치도면

적용범위 ∙하천배수문, 수로용재수문, 방
조제, 배수갑문, 대형수문등　

∙하천배수문, 수로용재수문, 소형
수문등　

∙하천배수문, 수로용재수문, 방
조제,배수갑문, 대형수문등　

작동원리

∙전기 및 동력장치로부터 전달
받은 유압이 실린더 로드를 작
동시켜 수문을 개폐하는 방식

∙전기 및 동력장치로부터 전달
받은 유압이 실린더  로드를 
작동시켜 수문을 개폐하는 방식

∙동력장치로부터 전달받은  유압이 
상부슬라브에 설치된 유압실린
더에 전달되어 실린더로드와 
문비 상부에 설치된 스핀들을 
연결하여 실린더로드의 직선운
동으로 수문을 개폐하는 방식

조작방식 ∙전동식, 엔진식, 비상시 수동가능, 
원격제어가능

∙전동식 및 수동가능, 원격제어
가능

∙전동식 및 수동가능, 원격제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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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하식 저류시설 공법<표 계속>

ㅊ 구   분 유압식 권양수문 개량형 유압식 인양수문 기존 유압식 인양수문

장  점

∙유압의 큰 힘으로 수문의 작동시 
사용이 원활

∙유압발생장치를 원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고 이동이 가능하고 
조작이 간단하며 조작실내에서 
조작이 가능하여 안전 및 기기
보호에 유리

∙유압권양기 한대로 다수의 수문 
작동 가능

∙홍수시나 집중호우시 대처

 

∙유압의 큰 힘으로 수문의 작동시 
사용이 원활

∙유압발생장치의 유지관리가 편리

단  점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 ∙유압실린더를 수문상단 슬라브에  
고정설치 하므로 반드시 상브
슬라브가 필요하며 공사금액이 
증가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
∙유압실린더의 인양능력에 제한을 
받아 대형수문에 적용 하기가 
힘듬

∙유압발생장치가 수문 상단에 
 위치해 있어 상부슬라브  및 
 도교가 반드시 필요
∙홍수시나 다량의 우천시 수문의 
작동을 위해 조작자가 반드시 
권양기 위치로 이동하여 수문을 
조작하여야 하므로 조작 및 기기
보호에 어려움　

3) 스크린
저유입 수로를 통해 저류조 내부로 유입되는 하수 중에서 비교적 큰 부유성 물질을 제거하는 설비이다. 저류
조 최초 공정에 해당한다. 스크린 설비는 하수로부터 유입되는 부유물질을 모으는 고정스크린과 모아진 부유
물질을 제거하는 레이크 스크린(rake screen)으로 이루어진다. 레이크스크린은 구동장치에 의하여 체인으로 
고정스크린의 바와 바 사이로 움직이며 부유물질을 제거한다.
- 침사지 및 내부침전지 설치로 침전물 집중관리 가능 
- 샌드펌프 및 자동스크린 설치로 침사물, 협잡물의 처리 용이
- 차집부 1차 협잡물 스크린 이격 설치로 폐색위험 요소 제거
- 스크린 간격은 10mm정도의 망상으로서 탈착가능한 방식

가) 스크린 설치
하수는 다양한 부유성 협잡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며 스크린은 방류수역의 오염
방지, 펌프 등의 보호 및 처리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 단 하수저류시설의 지내로 유입시킬 때 펌
프장에서 송수된 경우는 펌프장에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다. 스크린 찌꺼기의 
양은, 일반적으로 평강제 격자형의 바 스크린이 사용된다. 평강판의 유효간격(눈금폭)은 펌프 구경의 대소에 
의하여 설정하는데 펌프 구경의 1/10〜1/15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스크린의 수평에 관한 경사각은 협잡물
제거 윈치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70° 전후로 하는데, 수작업으로 제거하는 경우는 작업이 쉽지 않으므로 예
상되는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45°∼60°로 한다. 스크린을 통과하는 유속을 크게 하면 스크린에 의한 손실
수두도 커지고 아울러 수작업으로 제거하는 경우는 유속에 따라 작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통과유속은 
계획수량에 대하여 0.45m/s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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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크린 강도
스크린의 강도는 전후 수위차를 1.0m 정도로 산정하여 계산한다. 특히 빗물용 스크린은 쓰레기의 집적에 따라 
수위가 올라가며 현저할 때는 1m 이상의 수위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스크린 및 지지대는 이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가 필요하다. 또한, 수위가 높아져 스크린을 넘는 경우에도 큰 쓰레기 등이 펌프에 유입되어 펌프 
운전이 불가능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스크린의 길이가 5m 이상이 되면 수작업으로 협잡물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하단부 작업이 어려우므로 스크린 중간 정도에 작업대를 설치한다.

다) 스크린 청소방식
하수저류시설의 유입부에 스크린을 설치한 경우, 협잡물 제거방식은 인력에 의한 수작업을 표준으로 한다. 단 
유입부에 이물질이 많고 협잡물이 쌓여 스크린 전후에 수위차가 생기는 경우에는 스크린의 면적을 크게 하고 
필요에 따라 기계식 제진기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한다.

스크린 형식비교
ㅊ 구   분 수 동 식 기 계 식

형 상

용  도
∙소규모, 하수, 오수처리장 또는 배수펌프장 등
의 협잡물량이 소량으로 간헐운전인 경우와 운
전시간이 적은 경우

∙대규모 하수처리장, 배수펌프장 등 협잡물량이 
많거나 계속적인 운전시간을 요하는 경우

설치각도 ∙45°∼ 60° ∙75° 전후

장  점
∙공사비가 적게 소요
∙유지관리 경비가 적음
∙전력소모가 없음

∙협잡물량의 변화에 대처가 용이
∙수로바닥의 협잡물까지 수집 가능
∙운전이 편리
∙설치각의 제한이 적어 설치면적을 작음

단  점
∙수로깊이가 5m 이상인 경우 인력제거가 어려움
∙설치각이 완만하여 설치 면적이 큼
∙협잡물 변화에 대처가 어려움

∙공사비가 많이 소요
∙운전기술이 필요.
∙동력의 소모로 유지관리비가 큼

4) 방류시설
방류시설 등은 설계방류량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조건을 만족하는 구조로 한다. 유입부
는 토사, 협잡물 등의 직접유입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하여 방류공이 폐쇄되지 않도록 고려해야만 한다. 방
류시설에는 방류시 인위적 조작을 필요로 하는 게이트밸브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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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관은 계획방류량에 대해 방류공을 통한 유수가 자유수면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유역저류시설에는 
저면지지부의 침수빈도를 감소시키고, 배수를 촉진하기 위해 측구 등의 배수설비를 설치한다. 방류시설은 배
출시 우수를 조절하여 방류하기 위한 시설이다. 방류관은 가능한 한 직선으로 하고 관 길이는 가능한 짧게 
하도록 한다. 만곡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각도를 최소화하고 굴절부에는 공기주입구를 설치한다.
방류시설은 토사와 협잡물 등이 유입됨으로써 방류기능의 저하, 방류공의 폐색 혹은 손상이 생기지 않는 구
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방류시설에는 토사를 제거하기 위한 스크린 등을 구비하며, 시설의 조건에 따라 유지
관리 등을 고려한 후 설정해 한다.

5) 환기시설
저류조 내 환기설비는, 저류수의 배수 후에 저류지 내의 점검 및 청소  등에 종사하는 직원의 안전 및 양호한 
작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다. 운전관리자, 점검작업자의 안전, 산소결핍, 악성가스배제 등 작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류되어 있는 공기를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기위한 저류조내 환기설비를 검토한다.
환기방식은 하수저류조의 사용조건, 규모,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환기방법은 환기팬에 의한 강제
환기방식(제1종〜제3종)과 자연환기의 방식이 있다. 하수저류조 내에는 공기가 체류하기 쉬우므로 동력에 의
한 강제환기방식을 표준으로 한다. 강제환기의 종류분류는 다음과 같다.

환기시설 방식
ㅊ 구   분 개  요

제1종 환기방식
(강제급기, 강제배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나 설비비가 고가로 기계실 면적도 커진다. 배기팬은 탈취팬과 병
용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질대책. 양. 질대책 병용의 하수저수조에서는 환기설비와 탈
취설비의 겸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종 환기방식
(강제급기, 자연배기)

∙제1종 환기방식과 비교하여 설비비는 저렴하고, 기계실 면적도 적다. 급기 덕트를 하수
저류조 안의 작업장 근처까지 배치함으로써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시가지에 계획된 경우는 주변지역으로 탈취대책으로 다른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제3종 환기방식
(자연급기, 강제배기)

∙제1종 환기방식과 비교하여 설비비는 저렴하고 기계실 면적도 적다. 배기팬은 가능한 
탈취팬과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환기방식별 개념도
<그림5.11-7>

ㅊ

제1종 환기방식 제2종 환기방식 제3종 환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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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탈취설비
탈취 설비는 하수저수지 시설에서 냄새가 새는 것을 방지하고 주변 주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설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탈취 대책은 악취방지법 등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행한다.
- 탈취 설비는 취기물질의 종류나 양, 발생장소 및 주변환경을 파악하고 취기의 발산방지를 목적으로 한 경

제적인 것으로 한다.
- 하수저류조는 빗물을 일시저류하는 시설로 시가지에서는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취기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는 탈취설비를 설치한다.
- 하수저류조는 합류식 하수도에서의 월류수에 의한 오염 부하량을 감소시키는 시설로, 취기가 발생하는 일이 

많아서 원칙으로 탈취설비를 설치한다.
- 탈취설비는 경제성, 공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내 환기설비와 겸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 탈취팬 및 환기덕트의 배치는 하수저류조 안을 부압으로 유지하고 취기가 외부로 새는 것을 방지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탈취방식은 건조탈취법, 토양탈취법, 산 및 알칼리 세정법 등이 있는데 그 선정은 탈취의 풍량, 원취농도, 악
취성분, 배출기준, 탈취의 목표, 주변 환경, 유지관리의 용이성과 경제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정한다.

7) 세정/청소 설비
세정·청소시설은 저류수를 배수 후 하수저류조 안을 신속히 세정·청소하기 위해 설치한다. 하수저류조에서 
유입수에 토사 등이 많은 경우 장시간 사용에 따라 저류조 하부에 토사 등을 퇴적하므로 세정·청소설비의 
설치를 검토한다. 하수저류조에는 저류수의 배수 후 저류조 하부의 침전물이나 잔류수를 방치하면 부패하기 
쉽고, 저류조 벽면 등의 부착물을 장기간 방치하면 굳어질 위험이 있다. 이것이 악취의 원인이 되므로 저류시
마다 세정·청소 가능한 설비를 검토한다.

5.11.7 시설규모 산정
가. 규모산정 관련 기준
1) 침수방지 목적의 하수저류시설

본 계획에서는 침수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하수저류시설을 계획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참고하여 하수저
류시설을 계획하였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규모계획은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2009, 소방방재청)』에 
따라 설계규모를 결정토록 하였으며 규모계획을 위해서는 배수구역의 계획강우빈도와 계획방류빈도를 결정하
여야 하며 계획된 저감시설에 대하여 첨두홍수량 저감효과 산정을 실시하여 설치 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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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시설 설치지점에 대한 여러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계획빈도에 해당하는 계획홍수량 전량을 저
감시키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지여건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결정(목표저감량)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천설계기준에서는 유수지나 저류지 설치와 같은 내수배제계획시 설계빈도를 20년 빈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하수도 시설기준에서는 우수조정지와 같은 우수배제계획 수립시 5~10년 빈도를 계획
빈도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이상기후에 의한 기록적인 폭우 및 영구구조물의 경우 최초 설치 후 
규모 증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저류지와 같은 영구구조물은 50년빈도, 개발중 침사지겸 저류지와 같은 
임시구조물은 30년빈도 강우를 기준으로 하되, 상․하류유역(하천)의 계획빈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금회 우수저류시설 계획 수행시 해당 유역의 기존 관거의 설계빈도 및 지역내 방재 기준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우수저류조의 규모를 결정하였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수저류지 설계기준 선정
ㅊ 구   분 개  요

저감시설
규    모

용    량 ∙ 대상수분곡선 : 재현기간 50년 첨두홍수 발생시 수문곡선
∙ 목표저감빈도 : 재현기간 10년 이하

여 유 고 ∙ 저감시설 계획홍수위에서 1m이상 여유고 확보
On-line

저감시설 조절부
상시방류구
(주여수로)

∙ 목표조절률 : 재현기간 50년 첨두홍수량에 대한 재현기간
              10년 이하로 방류

Off-line
저감시설 조절부 횡월류웨어 ∙ 목표조절률 : 재현기간 50년 첨두홍수량에 대한 재현기간

              10년 이하로 방류
2) 하천오염저감 목적의 하수저류시설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법에서 우천시 하천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CSOs에 대한 관련
규정은 하수도법과 하수도시설기준을 참고로 할 수 있다. 2007년 10월 하수도법이 개정시행되면서 합류식하
수도에서의 개인하수도시설을 면제할 수 있는 관거정비구역의 공고기준으로서 월류수의 BOD농도를 40mg/L이
하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하수도시설기준(2010)에는 합류식하수도에서 우천시 방류부하량의 저감목표
를 분류식하수도로 전환하였을 경우에 배출되는 연간 BOD 방류부하량과 같은 정도로 하거나 그 이하로 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오염저감 하수저류시설 규모산정 관련 기준 
ㅊ 구   분 목  적

 하수도법
(2007년 9차개정)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25조(하수관거정비구역 공고기준 및 절차 등) 제1항 1호
∙월류수 수질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40미리그램 이하로 관리될 수 있을 것

하수도시설기준
(2010)

∙우천시 방류부하량 저감목표
∙합류식하수도에서 우천시 방류부하량의 저감목표는 대상 처리구역 혹은 배수구역에서 배출
되는 연간 BOD방류부하량이 분류식하수도로 전환하였을 경우에 배출되는 연간 BOD방류부
하량과 같은 정도로 하거나 그이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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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연구 및 사례
오염부하 삭감율을 60% 가능 수준인 5mm를 적용하여 시설규모를 산정하는 사례가 많으며, 국내 사례는 다
음과 같다.

오염저하 하수저류시설 규모산정에 대한 국내연구 사례
ㅊ 구   분 목  적 비   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해당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5mm이상 강우량을 처리 
V(m³) = 누적유출고(mm) × 대상처리구역면적(ha) × 10.0

 여기서, 누적 유출고 = 유출계수 × 누가강우량(mm)
서울시 초기우수처리 대책 연구∙CSOs의 방류수 BOD농도를 50mg/ℓ이하로  방류시키기 위한 

처리 대상강우 35mm추천.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합류식하수도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시설설치  
타당성조사

∙저류시설의 용량결정을 위한 기준강우량을 누가유출고 (유효강우량
=유출계수×누가강우량)기준으로 오염부하 삭감률 약 60% 가능 
수준인 5mm로 적용

환경부

새만금유역 CSOs 처리시설
종합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저류시설의 용량결정을 위한 기준강우량을 누가유출고기준(５mm) 
로 오염부하 삭감율을 60%로적용 환경관리공단

지하우수 저류시설 설치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구  분 행  당 구  리 춘  천 원  주
저류용량(m³) 5,500 27,000 13,000 41,400
누가유출고(mm) 4.9 7.7 4.7 8.8
삭감효율(%) 63 72 55 62

환경관리공단

다. 해외 시설규모 사례
선진 외국의 경우 다음표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연구와 실측 등을 통하여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후, 강
우조건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다르므로 이를 직접적으로 참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에서는 강우시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CSOs) 방류수 수질기준(BOD 항목)을 
40mg/L이하로 제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의 기준강우 사례
ㅊ 설계강우 조건 비 율(%) 계 미 국 일 본 유 럽 비   고
1년빈도강우 20분간저류 8 3 3   
1년빈도강우 30분간저류 11 4 4   
1년빈도강우 1시간저류 18 7 7   
2년빈도강우 1시간저류 14 5 5   

10년빈도강우 30분간저류 3 1 1   
초기강우6mm+우수간선체류수 3 1  1  

3mm/ha 8 3  1  
5mm/ha 5 2  2 2
6mm/ha 3 1  1  
10mm/ha 14 5  3 2
20mm/ha 5 2   2

50mm/ha이상 8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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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금회 적용 기준

금회 계획시는 침수방지 목적의 저류시설을 계획함으로써 금회설계 강우강도인 30년 빈도를 적용한 모델을 
활용하여 침수를 방지할수 있는 저류시설의 용량을 산정하였다.

5.11.8 시설위치
가. 위치 결정시 고려사항

하수저류시설의 부지계획 시 시공적, 경제성, 계획적, 지형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하수저류시설 설치조건
ㅊ 구   분 설 치 조 건 비   고
시공성 측면 ∙밀집된 시가지내 하수관로의 용량부족시 계획단면으로 관로를 시공할 수 없는 경우 

경제성 측면 ∙용량부족시 관경을 확대하여 연장을 길게 하는 것보다 상류에 하수저류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가 경제적인 경우 

계획적 측면 ∙기존 빗물펌프장이 계획빈도 미만으로 하수배제능력이 부족하나 펌프장 증설 및 유
역분리 계획이 불가능한 경우 

지형적 측면 ∙저지대․반지하가옥이 밀집된 지역에서 빗물의 자연배제가 어려울 경우 

하수저류시설은 저류시설 위치에 따라 시설용량 및 형식 등이 결정되므로 저류시설 예정부지의 현황 및 면적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하수저류시설의 설치위치에 따라 시설규모가 달라지므로 저류시설 위치 
결정시 부지면적, 유출량 저감효과, 현장여건 및 교통량 등을 감안한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치결정시 고려사항
ㅊ 구   분 고 려 사 항 비   고

설치 가능 지역 
∙현지여건상 시공 및 교통처리에 큰 문제가 없는 지역
∙필요 저류용량만큼의 부지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설치시 저감효과가 우수하며, 침수피해 저감효과가 있는 지역 

설치 불리 지역 
∙지대가 주변보다 높은 지역 
∙설치지점의 대상유역 면적이 매우 협소하여 설치효과가 미미한 지역
∙사유지로 부지매입 등이 곤란한 지역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가능 지역 결정 후 시공성, 경제성, 사업효과 등의 기술적 사항과  부지매입, 인․허가 등
의 행정적 사항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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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선정시 검토사항
ㅊ 구   분 검 토 사 항 비   고

기술적사항

∙우천시 침수지역의 첨두유출량 저감효과가 큰 지점 
∙초기우수 오염부하량 발생량이 많아 설치시 사업효과가 큰 지점 
∙자연유하에 의한 첨두유출량 및 초기우수 수집이 가능한 위치 
∙유입 및 유출 하수관로 연장이 최소가 되는 지점  
∙하수처리시설과 연계성 확보가 유리한 지점 
∙저류수의 재이용 수요량, 수요처 위치, 유지관리가 용이한 지점 

행정적사항 ∙부지확보가 용이한 지점 
∙토지이용 계획상 인․허가 문제가 없는 지점 

5.11.9 수원시 하수저류시설 계획
수원시는 높은 도시화율에 평탄한 평지로 이루어져 호우 및 집중 강우시 침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 외수위에 의한 침수 및 내수배제 불량에 의한 침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매산처리분구를 대상으로 하수
저류시설을 계획하였다.

가. 대상지역 현황
대상지역인 매산처리분구는 현재 평동배수펌프장 계통과 매산천으로 방류되는 계통으로 구분되어지며 서호천 
및 매산천으로 방류하고 있다.

대상지역 주요관거현황
<그림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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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수저류시설 용량결정

금회 대상구역의 유역면적은 총 210ha로 전절에서 선정한 저류시설의 용량산정 방식에 의해 침수를 해소할
수 있는 첨두유출량 감소 저류시설의 총 시설용량은 14,000m³로 계획하였다.

저류시설별 용량결정
ㅊ 구   분 유역면적(ha) 강우강도(mm/hr) 소요용량(m³) 비   고
하수저류시설 210 79.45 14,000
다. 위치 및 형식결정

저류시설의 위치는 매산천 방류지역의 방류부 BOX(4.0×2.0×2열)의 우수토실 후단에서 연결된 매산천과 서
호천의 합류부에 용이한 지역으로 시설용량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우수토실 인근 현황을 감안하여 저류시설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대상으로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저류시설 위치 결정은 
다음과 같다.

저류시설 위치 결정
ㅊ 구   분 1안 2안

개요
분당선 예

정

위치 ∙수원시 권선구 평동 45-5 ∙수원시 관선구 평동 48-23

검토의견
∙1안은 평동 배수펌프장 옆 지하에 저류시설을 설치 하는 것으로 배수펌프장과 인접하고 있
어 배수펌프장과의 연계운영이 매우 유리함.

∙2안은 매화천 옆 부지에 설치하는 안이나 분당선 예정 부지로 되어 있어 저류시설 설치 여
건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됨.

∙경제성 및 시공성을 감안하여 1안으로 선정함.

시설 대상부지의 여유가 적어 금회 계획시 지하일반식 저류조형식으로 결정하였으며, 시설물의 위치는 수원시 
권선구 평동 45-5 일원으로 대상시설의 위치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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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시설 위치도
<그림5.11-9>

라. 사업계획의 결정

금회계획에서는 침수시뮬레이션을 통한 매산배수구역의 침수해소방안을 Case별로 제시하였으며, 그 중 하수
저류시설의 침수대응 하수도시설 설치방안을 수립하였다. 
수원시 평동지역 침수피해 주민의 민원요구와 사업의 조속한 집행 및 설치를 위해 수원시 하수관리과에서 본 
계획의 침수시뮬레이션 자료를 제공하여 안전총괄과에서 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12월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소방방재청 예산을 지원받아 2015년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향 후 하수저류시설의 설치로 매산 배수구역의 평동지역 침수피해가 저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계획의 
하수저류시설계획의 설치 및 사업비 적용은 제시하지 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