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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대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도시계획기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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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Urban Planning Techniques for Flood Reduction
in the Lowlands
- Focused on Seoul Metropolitan City in Korea Tae-Gyu Koh*․Won-Young Lee**

11)2)

：70년대 이후 강남 개발은 미개발 저지대에 집중되었고 그 결과 홍수위험이 커졌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는 2010년과 2011년 서울의 도시기능을 마비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수해안전망
구축을 위한 홍수방지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이다. 그러나 복잡한 지하매설물로 인하여 하수관거 확장
등 기설 시가지의 배수능력 증대가 어렵고, 막대한 예산과 시간에 비해 효과가 불충분한 실정이다. 도시
계획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방재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중․장기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재개발, 공
원, 철도 등을 개발할 때 분산형 빗물관리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유출을 저감하여 도시의 강우대응능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주제어：집중호우, 홍수침수, 도시방재, 저류시설, 방재계획
ABSTRACT：After 1970s, development of Gangnam District in Seoul was concentrated in
요약

low-laying part of the undeveloped area and it caused increasing flood risk. A localized heavy rainfall
due to abnormal change of weather paralyzed the city functions of Seoul in 2010 and 2011.
Consequently, the Seoul City has been working on a flood protection guideline to build an urban
flood safety net against flood damage in urban area. However, because of complicated underground
utilities, it is difficult to increase drainage capacity of existing urban area throughout pipeline
expansion and it does not seem to be effective in light of a large amount of budget and time to
be consumed. The disaster prevention capability can be greatly improved by using the urban planning
methodology. When urban redevelopment, parks, railway, etc. in accordance with medium- and
long-term urban development plan are considered, discharge can be reduced and capability against
rainfall of urban areas can be improved by applying dispersed rainwater management system.

Key Words：A localized heavy rainfall, Inundation by flood, Urban Disaster Prevention, Rainwater
Retention Facilities, A Plan for Preventing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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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울은해방이후근대화과정에서빠른경제성
장과급속한도시화가진행되었다. 해방이후1960
년대제1, 2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의추진으로급
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며 서울로의
인구 집중이 급속히 심화되었다. 서울시는 1970년
대 이후부터 강남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기개발된
도심지를 벗어나 미개발된 저지대지역이 택지 등
의 용도로 집중 개발되어 저류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택지등 개발 시 방재개념의도
입없이 시가지 조성이 우선됨에 따라 저지대 등
재해위험지역에 인구 및 경제적 자산이 밀집하여
재해 노출성이 증가하였으며, 불투수면의 증가와
하수관거의 확충, 자연수로 정비로 인하여 홍수의
취약성이 증가되었다(윤선권⋅문영일, 2009).
더욱이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으로 집중호우가빈번하게발생하고 있다. 일본에
서는태풍탈라스의영향으로2011년9월1일부터
4일 사이 집중호우(1,800mm)가 발생하여 55명이
사망하고22명이상이실종되었으며50만명이대
피하였다. 또한, 중국에서는 일최대 400mm 이상
의 폭우로 200여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으며
136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서울시도 2010년 9월 강서지역에 최대 500년
빈도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고, 2011년 7월에도
시간당 최대 113mm 집중호우가 내려 침수피해
가 발생하였다.
서울은 한국의 정치⋅경제적 중심지로 인구의
1/5이 밀집되어 가장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었
고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에 따르면 평균 불투수
포장률이 47.64%, 시가화 지역은 90% 이상(서울

특별시, 2010)에 이르는 등 불투수면 비율이 높은
고밀 개발된 대도시이다.
서울시는침수피해를해소하기위해배수시설기
준을상향조정하여하수관거및빗물펌프장시설능
력을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로 상향하여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간당 100mm 집중호우에도
견딜수있도록도시수해안전망을구축하고있다.
반면, 방재시설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2011년 7
월 우면산 산사태 등 집중호우에 따라 도시기능
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집중호우 시 노
면수의 일시 유입에 의하여 저지대지역은 침수피
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지속적으로 침수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가지의 저지대 침수취약지
역을 집중호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
심지를 방재기능이 부여된 구조로 전환하여야 한
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홍수침수 현황
및 침수지역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국내․
외 방재도시 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와 더불어 지형적인 침수취약지역이 집중호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방재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시가지 정비방안을 연구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도시방재계획의 필요성을 국내
외 사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서울시의 침수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과거 침
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총 45개 지역을 선
정(<표 1>, <그림 1>)하여 유출모형을 구축한 후,
최근 강우특성을 고려해 목표 강우량 100㎜/hr를
적용하여 유출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최근 서
울에 대규모 침수피해를 일으킨 2010년 9월, 2011
년 7월 홍수에 대한 침수원인 조사결과를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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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역별 침수피해 위험성을 평가했다.
과거 지형을 비교하고 현재까지 추진해 온 침
수대책을 분석하여 이들 상습침수지역이 가지고
있는 방재능력의 한계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기법
을 적용하여 도시방재능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표 1> 내수침수 해석지역 선정 유역

류

본

차류
구분
월곡천
미아
망우
창동, 공릉1, 면목천
새말, 송정, 뚝섬 정릉천
길음
청계천 신답, 용두, 효자
신월1, 신월2,
신월3, 화곡2,
목동2, 목동3, 도림천
신림
고척2, 등촌2,
시흥, 신정고지
서초1, 서초2,
방배1, 방배2, 사당천
사당
역삼, 서초4
삼성1, 삼성2, 대치
불광천
수색
서교, 등촌1, 화곡1, 내발산, 천호, 문배, 풍납,
자양, 용산, 빙창, 한강로, 원효
구 분

중랑천
안양천
반포천
탄천
홍제천
한강

1 지

Ⅱ

. 본론

1. 기후변화와 홍수위험도 증가
각종 GCM(Global Circulation Model)에 의한
21세기의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결과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약 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윤용남, 2009). 현재 도시화, 산업화에 따
른 온실가스 증가로 지구평균기온은 0.6℃의 상
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6개 도시의 평
균기온이 이보다 가파른 약 1.5℃ 상승1)하고 있
어, 홍수유발 강우 잠재력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도시방재성능 목표설정 방
안연구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강수량은 7% 증가
한반면강수일수는14%감소하는등80mm 이상
의호우발생빈도가증가하고있다(국립기상연구
소, 2009; 김병식, 2009). 특히 일 150mm 이상 호
우일수가 약 2배로 증가하였고(<그림 2>), 여름철
호우재해의 발생빈도가 연평균 5.3회(’40~’70)에
서8.8회(’80~’99)로증가하였다. 따라서향후100
년안에현재100년빈도강우가50년빈도로작아
져 홍수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 승 추이 및 호우일수 비교

<그림 2> 기 상

2)

<그림 1> 내수 침수해석지역 선정 유역

1) 6개 도시(서울, 부산, 인천, 강릉, 대구, 목포) 관측결과이며, 이 중 도시화에 의한 기온상승은 전체 기온상승의 20～30% 정도로 추정된다.
2) 평균기온 12.1℃(‘12~’15)에서 13.6℃(‘96~’00)로 1.5℃ 상승, 일 150mm 이상 호우일수가 57회(’71~’80)에서 107회(’92~’01)로 약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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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지대 홍수침수 원인 분석
서울시 저지대지역3)은 하천의 홍수위보다 표
고가 낮은 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서울지역에서 큰 피해를발생시킨 재해는 일제
시대의 1925년 을축년 대홍수와 1984년, 1987년,
1990년, 1998년, 2001년, 2010년 9월, 최근에 발생
한 2011년 7월 기습폭우를 들 수 있다. 1976년부
터 2005년까지연도별로보면, 침수면적은감소하
고 있으나 도시화와 집중화로 인해 침수 면적당
피해액은 과거보다 약 14배 증가하였다(<표 2>).
피

<표 2> 주요 침수 해사항

주요 침수피해사항
∙강 우 량 : 7월 26~27일 총 352.1㎜
재 민 : 34,926명/사망 및 실종 : 41명
1987 ∙이
∙침수면적 : 1,241.94ha
∙총피해액4) : 19,002백만 원
∙강 우 량 : 9월 9~11일 총 486㎜
재 민 : 93,133명/사망 및 실종 : 71명
1990 ∙이
∙침수면적 : 2,489.32ha
∙총피해액 : 10,765백만 원
∙강 우 량 : 8월 중순 24시간 최대강우 549㎜
재 민 : 2,287명/사망 및 실종 : 24명
1998 ∙이
∙침수면적 : 159.35ha
∙총피해액 : 51,395백만 원
∙강 우 량 : 7월 14일 1시간 강우 100.0㎜
3시간 강우 254.0㎜
2001 ∙이 재 민 : 465명/사망 및 실종 : 35명
∙침수면적 : 50.22ha
∙총피해액 : 58,368백만 원
∙강 우 량 : 9월 21일 1시간 강우 98.5㎜
3시간 강우 233.0㎜
2010 ∙이 재 민 : 41,529명/사망 및 실종 : 3명
∙침수면적 : 11,115ha
∙총피해액 : 22,207백만 원
∙강 우 량 : 7월 29일 1시간 강우 95.5㎜
3시간 강우 202.0㎜
2011 ∙이 재 민 : 34,253명/사망및실종 : 22명
∙침수면적 : ∙총피해액 : 31,316백만 원
연도

최근 도시침수피해의 특징을 보면, 하천은 개
수율이 증가하여 외수침수피해의 우려가 상대적
으로 낮아졌지만, 유역으로부터 유출되는 홍수를
유역하류로 배제하지 못하여 내수침수피해가 발
생하고 있다. 따라서, 저지대 개발 및 그에 따른
방재시설능력 부족이 도시침수 피해를 가중시키
고 있다(<표 3>).
<표 3> 주요 침수원인 및 지역(서울특별시, 2002)
연도

주요 침수원인

주요 침수지역

∙하수 및 배수시설 부족 ∙구로, 개봉, 망원,
증대, 토사퇴적 반포, 신정 등 70여
1987 ∙유출계수
∙유수지 저류용량 감소 및 개소의저지대침수
배수펌프 용량 부족 등
∙한강 상류지역의 집중호우 ∙성내, 풍납, 반포
초과
천, 중랑천, 뚝섬,
1990 ∙설계강우량
∙유수지, 배수펌프장, 하수 여의도 주변 저지
도 용량 부족
대 침수
∙하천 홍수위 상승 및 범람 ∙중랑천 연안 배수
으로 인한 침수
지역 침수
1998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용 ∙우이동 계곡 및 은
량 부족 등
평구 진관내동 산
사태
∙200년 빈도의 집중호우로 ∙중랑, 동대문, 노
2001 하수관로 한계용량 초과 원, 성북, 은평, 양
∙노면수 배수불량
천, 동작, 관악 등
∙하수관로의 설계용량 초 ∙강서, 양천, 동작, 양
2010 과 강우 발생
천, 서초, 강남, 강
∙저지대 노면 수 집중 동, 관악, 구로 등
∙하수관로의 설계용량 초 ∙서초, 강남, 동작,
2011 과 강우 발생
관악, 구로 등
∙저지대 노면 수 집중

한강과 주요 지천의 계획홍수위를 고려하여 지
형분석을 한 결과 서울시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과거 침수지역과 비교
해 보면 안양천, 중랑천, 반포천, 탄천 등 주요 하
천 주변 저지대지역의 많은 부분이 일치함을 알

3) 저지대지역은 한강 및 지천의 홍수위보다 표고가 낮은 지역을 의미한다.
4) 피해액은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의 피해현황이며 당해연도 가격 기준이다(소방방재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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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그림 3>).

<그림 3> 서울시 저지대분포 및 과거 침수지역

2010, 2011년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한 광화
문 효자배수분구와 사당배수분구 등 주요 2개 지
점에 대하여 내수침수모형을 구성하여 유역의 배
수능력을 평가하였다.
유역 내 현 내수배제시설의 제원을 바탕으로
현재 도시유출모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SWMM(Storm Water Management Model) 모
형을 이용하여 유출모형을 구성하고, 서울시 방
재성능 목표인 100mm/hr의 강우를 적용하여 유
출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효자배수분구는 청계천 상류부에 위치하고 있
으며, 청계천 복원부 시점부에 합류되는 주요 간
선 백운동천, 중학천이 제내지의 우수를 배제하
는 배수계통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지반고차가
278.68m 이상으로 일부구간 경사가 상당히 급한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림 4>와 같이 효자배수분구에 대하여 유출
모형을 구축하여 내수침수 분석을 통한 배수능력
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인왕산 등 종로구 일대
산악지대에서 단시간에 급격한 유출이 발생하여
백운동천 하구의 저지대인 광화문네거리 일대에
유출이 집중되는데, 집중지점 하류에서 주간선
암거가 축소되어 주간선의 용량부족으로 인해 배
수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른 지선관거의 용량부족
이 주요 침수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림 4> 효자배수분구 침수모의 결과

사당배수분구는 사당천 좌안 및 우안 일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당1, 2 배수구역으로구성되어
있다. 사당1 배수구역의 시점에는 계곡수가 유입
되고있으며, 남측에는 관악산이있어 유역경사가
급하여지형상가장저지대인사당역일대로유수
가 집중되면서 반복적으로 침수되고 있다.
<그림 5>와 같이 사당배수분구 유역의 주요 수
방시설의 배수능력을 검토한 결과 유역 대부분의
지점에서 월류가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침수 원인은 관거 용량 초과에 따른 통수능
력 부족으로 분석되었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의 주요침수지역인
45개 지역에 대해 유출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
과, 7개 지역에서는 기존의 수해방지계획에 의한
방재시설의 확충으로 침수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38개 지역은 침수피해의 위
험성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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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지대 침수대책의 한계점
책 내용

1) 서울시 침수대

<그림 5> 사당배수분구 침수모의 결과

피

험

<표 4> 서울시 주요지역 침수 해 위 성 분석결과

월류량 침수 구
(㎥) 여부 분
1 망우 3,236 ○ 24
2 새말 981 ○ 25
3 송정 1,925 ○ 26
4 뚝섬 7,935 ○ 27
5 신답
76 ○ 28
6 용두 760 ○ 29
7 효자 17,840 ○ 30
8 시흥 423 ○ 31
9 신림
84 ○ 32
10 신월2 539 ○ 33
11 신정고지 347 ○ 34
12 고척2 138 ○ 35
13 목동2 2,067 ○ 36
14 목동3 1,180 ○ 37
15 신월1 2,380 ○ 38
16 신월3 6,851 ○ 39
17 화곡2 6,501 ○ 40
18 등촌1 없음 × 41
19 등촌2 없음 × 42
20 화곡1 198 ○ 43
21 내발산 없음 × 44
22 사당 932 ○ 45
23 방배1 3,829 ○
주) ○: 침수, ×: 침수 없음.
구
분

지구명

지구명

방배2
서초1
서초2
서초4
역삼
대치
삼성1
삼성2
천호
풍납
자양
한강로
용산
원효
문배
빙창
서교
창동
공릉
미아
길음
수색

월류량 침수
(㎥) 여부
2,351 ○
800 ○
876 ○
2,553 ○
5,435 ○
3,925 ○
1,095 ○
1,335 ○
2,233 ○
2,291 ○
1,499 ○
406 ○
4,559 ○
75 ○
1,474 ○
94 ○
1,235 ○
565 ○
1,000 ○
없음 ×
없음 ×
없음 ×

서울시는 2002년 이후 수해 항구대책 5개년 계
획(’02~’06년)에 따라 총 6,796억 원을 투자하고
수방시설능력 향상 4개년 사업(’07~’10년)에 따
라 총 8,678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및 하도개
수(하도증대), 강제배제시설(빗물펌프장) 등 구
조적 대책을 보강하였다.5)
또한, 2009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으로
하수관거와 빗물펌프장의 시설능력을 보강하고,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내수 및 외수
침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재시설물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사강우가 내린 2001년 7
월 14일과 2010년 9월 21일을 비교하면 인명피해,
주택침수 등 침수피해는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 서울에 발생한
3시간 최대 233mm(강서⋅양천지역)의 기록적인
폭우에 전형적인 내수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주택
17,905세대가 침수되고 43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2011년 7월 시간당 최대 113mm 집중
호우로 우면산 산사태와 강남역, 대치동 일대 침
수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는 저지대에 위치한 주
거밀집지역에서 유출량 증가 및 이상폭우에 대응
해 전통적으로 추진해 오던 하천중심 대책의 한
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금회 서울시에서 홍수피해 저감을 위하여 시행
하고 있는 하수관거 확장계획, 빗물펌프장 증설,
빗물저류조 설치 등의 방재시설물 확충계획을 반
영하여 시행한 유출모형 분석결과도 대부분의 지
역에서 하수관거가 월류하는 것으로 나타나 방재

5) 수해항구대책 5개년 계획, 2002～2006, 빗물펌프장 신설 19개소, 하수관거정비 106km, 제방보강 30km
수방시설능력 향상 4개년 사업, 2007～2011, 빗물펌프장 증설 41개소, 하수관거정비 741km, 제방보강 28km

저지대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도시계획기법 연구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293

시설물 설치로는 근본적인 침수 해소에 한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광화문 광장, 강서⋅
양천지역 등 대심도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계
획을 최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전통적으로 도심지이면서 분지형 지형과 유역경
사가 완만하여 강우 시 홍수가 하수관거 등 내수
배제시스템에 의해 조기 배제되지 못하거나 도심
지 특성상 방재시설물의 증설이 불가한 지역으로
1개 지역에서만 1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소요
될 예정이다.
서울시 홍수침수 현황 및 원인분석, 대책을 검
토한 결과 도시화와 기상이변에 따른 불투수층
증가와 유출량 증가로 인해 기존 배수시설로는
한계점에 도달했으며 지속적인 시설확대는 투자
대비 효과 측면에서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2) 저지대 침수의 근본적 원인

서울 시내 안양천, 중랑천을 중심으로 상습침
수지역을 1919년 지형도와 중첩하여 과거의 토지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시가지 형성 적합 유무를
<표 5>와 같이 분류하였다.
무 분류표

안양천 일대의 경우 과거 토지이용상태에 따르
면 D3지역은 시가지 형성조건이 불량한 논으로
2001년, 2010년 2회 이상 침수되었으며, D2지역
도 시가지 형성조건이 불량한 습지로서 1998년 1
회 침수된 지역이다(<그림 6>). 또한, 중랑천 일
대 D2지역 역시 시가지 형성조건이 불량한 논과
습지로서 1998년, 2001년, 2010년 1회 침수된 지
역들이 분포되어 있다(<그림 7>).

주) 분홍경계 : 1998년 침수지역 / 주황경계 : 2001년 침
수지역 / 파란경계 : 2010년 침수지역 /
연두해치 : 논 / 주황해치 : 습지
<그림 6> 안양천 일대 과거 토지이용상태와 침수상태

<표 5> 시가지형성 적합유
구 분

일반지역

습

상 침수지역

밭
A
B
논, 습지
C
D
A : 시가지 형성 조건이 양호한 지역
B : 시가지 형성 조건이 양호함에도 침수된 지역
C : 시가지 형성 조건이 불량함에도 침수가 안 된 지역
D1 : 시가지형성조건이불량한지역(현재논, 습지지역)
D2 : 시가지 형성 조건이 불량한 지역
(1회 침수된 지역)
D3 : 시가지 형성 조건이 불량한 지역
(2회 이상 침수된 지역)

랑

<그림 7> 중 천 일대 과거 토지이용상태와 침수상태

상습침수지역을 1919년 안양천과 중랑천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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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토지이용상태와 비교해 본 결과 과거에 논, 습
지, 저지대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인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논의 경우 오랫동안 하천범람 등을 통해
자연퇴비를 공급받으며 경작되어 일정량 물의 침
수를 허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지역은 침수될 가능성이 높은 지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 대상지로 부적
합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후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토⋅도시계획체계를 개편하였
으며, 정책지침과 전략 등을 통해 도시계획단계
에서 방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PPS25 : Development and Flood Risk에서는
신규개발뿐 아니라 기성시가지의 재개발, 재정비
를 포함한 도시계획 및 개발과정에서의 홍수방어
를 위한 최상위 계획정책지침을 담고 있으며 홍
수위험관리를 위하여 전국, 광역, 도시, 지구 등
공간적 범위와 계획 위계에 상응하여 홍수위험평
가가 지침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재

<표 6> 영국의 도시방 계획 제도 특징

PPS
특 징
홍 험
∙세부지역별 홍수원인 및 등급 분석
기초조사 ∙기존 홍수방어를 위한 대책 및 시설 현황,
경보체계 등 비상계획 검토 등
∙단계적
홍수위험평가6) 체계 구축
재해위험도 ∙홍수위험지표(등급
점수화)
분석 ∙예측결과를 반영한 및위험도
평가
입지검증을 통한 개발대상지 입지
계획 수립 ∙순차적
배분
상⋅하 및 ∙홍수위험관리와의관련성을고려한국토⋅
도시계획업무 및 의사결정 수행
부문 계획 ∙상위계획
작성 시 하위계획 작성을
간 연계성 위한 지침결과
포함
25
(개발과
수위 )

피

<그림 8> 침수 해지역(2010.09.21)

따라서 3번 이상 침수된 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방재시설물 확충으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는 어
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인간을 위한 무리한 개발
보다는 자연공원, 생태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자
연에 순응하는 도시개발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4. 도시방재계획 국내외 사례
재

책

1) 방 를 고려한 도시계획 정 사례

1909년 주택⋅도시계획법 등의 성립으로 근대
도시계획을 탄생시킨 영국의 경우, 2000년대 이

또한, 홍수위험평가를 토대로 지표 수 관리, 설
계에 의한 위험관리, 잔류위험 관리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위험관리 방법을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6) 홍수위험평가는 국토․도시계획체계에 맞추어 광역적 차원의 광역적 홍수위험평가(RFRA), 도시적 차원의 전략적 홍수위험평가(SFRA),
개발대상지 단위로 수행되는 홍수위험평가(FRA)로 구분된다(강석진 외, 2008; 국토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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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2) 개발계획 시 저 시설 확 사례

일본의경우다마뉴타운은사가미하라⋅오야마
지구의 대부분이 종합치수대책 특정하천으로 지
정된 사카이천 유역에 포함되어 있어 4개의 저류
시설인 조정지를 지구공원(1개소)과 근린공원(3
개소)으로 정비하였고,7) 간다가와 중소하천정비
사업의 경우 하도의 통수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은
저류터널이 부담하도록 계획하였다(<그림 9>).8)
절

출

<그림 11> 묘소지가와 조 지 유 저감효과

마뉴타운 조정지 상부 근린공원 전경 및
간다가와 지하저류지 단면도

<그림 9> 다

또한, 묘소지가와 하천의 경우 하천의 굴곡이
심하여 과거부터 홍수가 빈번했던 하천 주변의
유수지 상부를 주택, 공원으로 개발하고, 이미 개
설된 공원 지하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등 총 4
개의 홍수조절용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홍수피해
저감을 도모하고 있다(<그림 10, 11>)(서울특별
시, 2007a).
2

3

1

4

황 및 1～4 조절지

<그림 10> 묘소지가와 유역현

한국의 경우 서울시는 청계천 유역의 홍수피해
저감을 위하여 현재까지 5개소의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하였고, 빗물관리기본계획(서울특별시, 2007b)
에 따르면 빗물저류시설의 경우 15∼76%, 빗물
침투시설의 경우 6∼10% 정도의 유출저감효과
를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7>).
청계천 유역 빗물저류시설 현황
규모
사업비 유출저감
시설명
(㎥) (백만 원) 효과(%)
계
31,517 16,605
남산 예장동 2,150 1,406 69.8
삼청공원 7,300 4,793 15.6
성북동 12,119 4,243 30.0
한옥마을 6,978 3,395 76.5
필동주민 2,970 2,768 74.0
운동장

<표 7>

비고

‘06
‘06
‘07
‘08
‘10

목감천변에 위치한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
구는 유출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홍수조절지 3

7) 조정용량은 1ha당 약 1,200㎥로 30mm/hr의 강우에도 고수부지가 침수되지 않도록 계획
8) 유역의 목표 강우량 50mm/hr 중 하도능력을 초과하는 20mm/hr는 저류터널이 부담하도록 계획, 저류터널은 D 12.5m, L 4.5km, 저류량
51만㎥로 1,030억 엔을 투자하여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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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를 조성하여 공원으로 복합 활용하도록 계획
하였고, 저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옥길천 합류부
에서 약 208㎥/s를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표 8>)(한국토지주택공사, 2010).9)
<표 8> 목감천유역
구분

R1
R2
R3

위치

옥길천
합류부
계수천
합류 전
가학천
합류부

홍수조절지에 의한 조절효과
조절지 지점(㎥/s)
비고
상류
조절지
하류

유입량

유입량

유하량

361
184
149

208
134
61

153
50
88

또한, 군포시 산본 신도시에는 총면적 425.8만
㎡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증가하는 홍수유
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총 718백㎡의 홍수조절지
2개소를 조성하였다. 조성된 저류지는 단지 내 우
수를 일시 저류하는 곳으로 국내 처음으로 우수
조절지 내에 잔디를 식재하고 비가 오지 않을 때
는 근린공원으로 활용하는 등 다목적으로 이용토
록 계획되었다(한국토지주택공사, 2006).

Ⅲ

. 저지대 도시계획기법 도출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우선적으로 방재시설물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수관거의 경우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로 인해 확장에 어려움이 있으며, 하수
관거를 증설하여 하천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하천
에 홍수량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밀도로 개발된

도시지역에서 하천 통수능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
므로 유출량을 발생지에서 저류하여 홍수량을 저
감시키는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화로 늘어난 첨두유출량 자체를
줄여 하수관거와 빗물펌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빗물저류시설의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
고, 도시개발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도시
물순환 환경개선을 위한 분산형 빗물관리시설의
확대보급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도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제도가 시행 중에 있으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따라 도시계획 수립 시 방재계획
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점차 형성되어 가
고 있다. 그러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도
시관리계획 결정단계 심의에서 방재와 관련된 사
항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영국의 방재에
대한 도시계획 정책사례와 같이 방재부분 논의를
위한 별도의 분과위원회 설치 등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방식을 조정하여 새롭게 도입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과 도시계획을 연계시키는 구체적인 지
침의 마련이 시급하다.
침수에 취약한 저지대지역에서 유출을 저감할
수 있는 도시계획기법은 <표 9>와 같이 유역 내
저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과 지반 내 침투를 증
대시켜 첨두유출을 저감하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저류시설 계획사례 분석을 통해 도시 내수침수
저감을 위해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는 저류시설이
효과적으로 유출을 저감하여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고, 평상시에는 공원 등 지역주민들의 여가공
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9) 도시개발 후 홍수량 예측 결과 75㎥/s가 증가하여 개발 전보다 14% 증가하나, 지구 내 유출저감시설로 208㎥/s의 유출을 저감하여 개발
전보다 유출량이 감소하도록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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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저지대 도시계획기법 분
구분

주요내용

∙결합개발방식을 활용한 저류지 공
기반 원 확보
시설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한 저류시설
확보
저류
기능 토지 ∙침상형 공개공지 조성으로 저류시
확대방안 이용 설 확보
기법
∙대규모개발지에 대한 특별계획구
역 설정을 통한 저류시설 확보
건축물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한 개별 건축
행위 시 소규모 저류시설 확보
기반 ∙공공시설 부지 내 투수성 포장 도입
첨두유출 시설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한 소규모 필
저감방안 토지
이용
지 공동개발 등으로 투수면적 확대
기법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한 전면공지
건축물 등 투수성 포장 도입

<표 10>

추가 결합개발방식 제안

A구역(산지형 공원) B구역(저지대주택단지)
- 고급주택단지로서의 -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
접근성 양호
- 주변지역 연계 양호
- 자연경관 우수
- 도시계획사업 지연 - 개발압력 강함
기반시설 결합개발
사업성활발
확보 포함 ▶ 방식으로 ▶A․B구역
▶
(A․B구역
(공원녹지율) 사업성확보 수익배분 WIN-WIN)

2. 침상형 공개공지 조성으로 저류시설 확보

신규개발지역의 경우에는 개발계획 수립 시 방
재계획과 연계하여 방재시설 설치를 위한 적지
확보가 가능하나 기존 시가지 내에서는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시가지 내에서 도
시구조적으로 유출저감을 위한 저류시설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저지대 침수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
생사업 시 방재지구로 지정하여 침상형 공개공지
조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하여 사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있다. 공동주택
지 건축물의 층수를 높이고 확보되는 오픈스페이
스를 지하 침상형 공개공지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침수지역 간선하수관거와 접한 대지를
주변지역보다 3~5m 낮게 침상형 공개공지로 조
성할 수 있다.

1. 결합개발방식을 활용한 저류지공원 확보

3.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한 저류시설 확보

지가가 비교적 저렴한 경사지와 결합하여 경사
지공원에는 테라스하우스 등 고급주택단지를 조
성하고 저지대에는 저류지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고밀개발이 필요한 역세권지역과 지가가 저렴한
저지대를 결합하여 저지대 저류지공원 용지확보
를 위해 역세권 지역을 고밀개발토록 용적률을
이양하는 방안, GB지역 보금자리 주택단지 개발
사업과 결합하여 저지대 주거시설을 GB지역 보
금자리 주택단지로 이전시키고 저류지 공원을 확
보하는 방안 등이 있다.

저지대에 홍수조절지를 겸한 공원, 주차장, 공
공청사 등을 조성하여 토지를 다목적으로 활용하
는 도시계획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방재 및 치수,
토목 및 수자원 등의 기능 외에도 공원요소, 도시
생태복원, 수질, 경관요소 및 위생과 안전관리 등
통합적인 접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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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관리하여 민간
건축 규제 및 용적률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정
책(<표 11>)을 통해 지역의 치수능력을 향상시
킨다. 또한, 용적률 인센티브와 연계한 빗물 의무
대책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용해 민간
부문 내 계획적인 우수유출 저감시설 도입을 유
도하여 도시방재능력 확보에 대한 실행력을 높
일 수 있다.
5. 특별계획구역을 통한 유출저감시설 확보
<그림 11> 침상형 공개공지 개념도 및 조성사례

4.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한 도시방재능력 확대
주요 저지대 등 공공의 집중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침수취약지역으로 간선관거에 접한 지역
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규모 개발지의 경우 특
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추후 구체적인 건축계
획을 수립하여 세부개발계획을 통해 개발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용적률, 용도 등 규제완화
를 통해 사업성을 제공하고 대규모 저류시설 설
치 및 침상형 공개공지 확보를 유도할 수 있다
(<표 12>).

<표 11> 방 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
지원 및 인센티브
비고
∙단기,
중기대책에
따른
재정
지원
우선
공공시설투자 ∙하수관거 등 방재시설물 개선, 확충 실시
도로 등 ∙도로 : 보도 등에 투수성포장 도입
지하수위, 투수계수 등의
기반시설 ∙공원 등 : 침투시설 등 조성 ∙단기 대책에 따른 재정 지원 우선 실시 설치조건 고려
∙지하층 주거시설 설치 제한, 필로티
불허용도, 권장용도 지정
구조 권장
건축물
시뮬레이션을 통한 설치
∙허용용적률 적용
용도 등 ∙우수배제시설 설치 의무
기준 제시
∙대지경계 침투시설(침투트렌치, 침
지하수위, 투수계수 등의
투통 등) 설치
설치조건 고려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 관련 지침(’09.03.06) 개정
공동개발 ∙지하주택 등 소규모 필지 개발 유도 ∙공동개발에
조성 비용 범위내 상한용적 법률 개정 시 조례로
(특별지정) ∙하수관거와 연계된 저류시설 설치 ∙저류시설
률 적용
구체적 기준 마련
∙공개공지,
전면공지
등에
투수성포
지하수위,
투수계수 등의
공개공지 등 장 등 침투시설 조성
∙허용용적률 적용
설치조건 고려
지역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지자체로 ∙협의체 운영 지원
협의체 구성된 거버넌스 구축
구분

계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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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특별계획구역 주요내용
계획내용

조사항목

비고

∙대규모 저류시설 ∙저류시설 조성 ∙법률 개정 시
설치
비용 범위 내 조례로 구체
상한용적률 적용 적 기준 마련
∙침상형 공개공지 ∙허용용적률 ∙지하수위, 투
∙전면공지 등에 적용
수계수 등의
투수성 포장 등
설치조건
침투시설 조성
고려

Ⅳ
서울시는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저지대지역
이 택지 등의 용도로 집중 개발되어 침수피해 가
능성이 높아졌고,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여름철 호우재해 발생빈도가 증가하였으며, 향후
홍수 위험성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자연재해 중 풍수해가 차지하는 비중은
피해액 기준으로 86.1%로 도시지역의 경우 내수
침수가 주요 원인이며, 서울시는 지속적인 방재
시설물 확충으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나,
기존 하수관거와 빗물펌프장의 시설용량을 늘리
는 데는 한계가 있다.
침수지역 분석을 통해 우수유출 저감시설은 늘
어난 유출을 저감시켜 하수관거와 빗물펌프장의
부담을 줄여주므로 도시개발과 연계하여 설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고, 아직 도시관리계획 결
정 심의시방재와관련된사항이논의되지못하고
있어 도시계획과 연계시키기 위한 구체적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
유출저감을 위해 제시되는 여러 가지 방안 중
공간을 확보하여 저류지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특히 1919년 토지이용현황 분
석에 따라 지속적인 침수지역은 저류시설을 확보
. 결론

하여 자연에 순응하는 도시개발로의 전환이 필요
하다. 이에 1) 공원 이용률이 저조한 산지형공원
부지와 결합개발하여 저류지 공원을 확보하는 방
안, 2) 주변역세권 지역과 용적률 이전 또는 개발
권 양도제도 등을 도입하여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은 공원용지로 하고, 치수적으로 안전한 지역에
주택용지를 활용하는 방안, 3)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 시 방재지구를 지정하고 이에
따른 상한용적률 및 용도지역 상향조정 등 인센
티브를 부여하여 초고층화로 인한 공간을 확보하
여 단지내 저류지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적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지대지역에 개발된 택지개발지구나 재
개발 등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등에 의무적으
로 수립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방재계획과 연
계하여 수립한다면 도시계획적 실행력도 높이고
장기적으로기상이변에 따른 홍수 등 재해를 효율
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계획기법에 의한 방재능력 확충은 최종적
으로 저류․침투시설 등이 설치되고 토지이용상
황이 변화되어야 유출저감효과가 발휘되므로 현
재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단기대책으
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하수관거, 빗물펌
프장등기존우수배제시설의증설등구조적인대
책과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도시계획기법을 활용한 도시방재능력
의 확대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
하고 침수지역내적용할경우예상되는방재효과
를 분석하여 그 효용성을 입증하는 등 도시방재
분야에서 도시계획기법의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
한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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