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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개요

  ○ 돌발성 집중강우의 발생율 증가 및 침수피해의 위험 가중

     - 서울시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강우시 우수유출량이 증가되고 홍수도달시간

이 단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강우 발생율이 증가하

고 있어 지역의 홍수대응력이 저하되고 침수피해 위험이 가중되고 있음.

     - 침수피해는 과거 20년간 대홍수에 의하여 하천변과 저지대를 중심으로 빈

번하게 발생하였음. 침수는 우수배제 정비수준을 초과하는 돌발성 집중강

우가 큰 원인이며 이와 함께 우수유출량이 증가하여 저지대의 하수관거 

병목지점에서 우수가 원활하게 배제되지 못하고 지체되면서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였음.

  ○ 우수배제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침수방지대책의 한계성

     - 지역에서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우수배제시설의 용량을 증대시키는 것

은 방류하천의 통수능만 충분하면 가장 적극적이고 확실한 방법임. 그러나 

하수관거보급이 완료된 지역에서 우수관거의 배제용량을 전체적으로 증가시

키는 것은 재정적․시간적으로 어렵고 비경제적으로 될 가능성이 클 뿐아니라 

하천주변이 고밀도로 개발되어 있어 통수단면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대해 도시내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은 기존의 우수배제시

설을 유지하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배제능력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강우

를 저류시켜 대처할 수 있으므로 이미 개발이 완료된 도시유역에 적절하

게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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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유효공간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의한 침수피해 저감방안의 필요성

     - 서울시가 돌발성 집중강우에 의한 도시형침수를 최대한 저감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침수저감대책이 지역 유효공간에 우수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하수관거의 배제능력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우수를 

신속하게 저류시켜 우수유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함.

Ⅱ. 서울시 강우 및 침수피해 현황

1. 집중강우 발생특성

  ○ 서울시 강우량은 집중강우 사상을 나타내는 50㎜/일 이상의 강우일수가 연중 

1970년대 5일에서 2000년대에 8일로 증가하여 집중강우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6, 7, 8월에 집중하고 있어 홍수기의 침수피해 잠재성이 급격하

게 높아지고 있는 상태로서 돌발성 집중강우의 증가양상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침수방지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표 1> 1970년 ～2000년 의 서울시 연 별 집 강우 발생빈도 변화

구 분
평균강우량

(㎜/년)

50㎜이상의 연평균 강우일수

(일/년)

10㎜이하의 연평균 강우일수

(일/년)

1970년 1231.5 5 79

1980년 1371.7 7 77

1990년 1429.6 7 78

2000년 1595.3 8 76

2. 지역 우수배제능의 한계성 

  ○ 서울시의 침수피해가 우수배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간선관거의 설계빈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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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hr 보다 20% 적은 강우강도에서 피해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어 집중강우에 대해 통수능 취약지점과 지형적 저지대 등 우수배

재 취약지역에서 대규모의 침수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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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서울시 과거 수해 련 피해액과 강우강도와의 계

  ○ 과거침수원인이 하수관거 용량부족이나 하수관거의 유수부하가 큰 하류부분

의 지역에서 하천 배수위 영향을 받아 우수가 배제되지 못한 것 등 복합적

으로 나타나고 있어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하수관통수능 이상의 우

수를 배수구역내에 저류시켜 우수를 하수관거와 저류시설로 적절하게 분배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함.

 

Ⅲ. 주요결론 및 정책건의

1. 우수저류시설의 경제적 효과

  ○ 우수저류시설의 도입이 효용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과분

석이 필요함. 경제성 평가로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①서울시 상습침수

지역의 과거 침수피해액, 복구비, 간접피해액으로 우수저류시설의 경제성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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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정규모 산정 ②우수관거를 설치하는 경우와 건설비측면에서 비교하여 

우수저류시설의 설치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였음.  

  ○ 우수저류시설은 B/C ratio 1이 되는 지점의 저류용량이 경제적인 효과가 있

는 규모가 되며 66,500㎥인 것으로 분석됨. 그러므로 침수지역의 피해액과 

복구비, 교통지체의 간접비로 살펴볼 때 침수지역마다 우수저류시설을 

66,500㎥규모로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가 충분히 있음. 

     - 경제적 측면에서 저류용량이 66,500㎥을 초과하는 용량은 다른 침수방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만, 침수피해저감으로 얻어지는 침수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성 등의 간접적 측면을 고려하면 우수저류시설의 경제적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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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우수 류시설의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정규모

  ○ 침수지역 15지역에 대해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설치비용만으로 침수방

지방안으로의 적용성을 검토하였음. 

     - 7개 침수지역이 우수저류시설의 설치가 우수관거보다 경제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해당 침수지역은 구의1,2동, 공항동, 구로5동, 대치동, 석촌

동, 풍납1,2동, 암사동으로서 중․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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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대해 하류지역에 위치한 침수지역은 우수관거가 경제성이 있지만 우

수배수를 위한 하류부의 배수위 형성여부와 하천통수단면 상황을 고려하

면 우수관거 설치에 의하여 침수방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계획시

에 우수배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2. 우수저류시설 적용방안

  ○ 서울시가 침수피해없는 안전한 도시로 되기 위해서는 돌발성 집중강우에 대

응할 수 있는 침수방지대책이 확보되어야 함. 도시형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재현기간의 조정목표는 경제적인 면과 방재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

하여 적절하게 설정하여야 함.  

     - 침수방지를 위한 설계재현기간의 목표는 ①지역의 중요도, 경제성과 함께 

배수구역의 강우양상 및 유출특성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침수피해를 신속

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 ②조정된 설계재현기간은 침수지역

을 포함하는 배수유역을 대상으로 적용, ③기존 하수관거시스템을 유지하

면서 설계재현기간에 의해 하수관거통수능을 초과하는 우수량은 가능한 

우수저류시설과 같은 우수처리시설로 대응하는 것으로 함.

     - 서울시 침수지역은 피해저감을 위해 재현기간 30년을 확보하는 것으로 목

표를 설정함. 

     <표 2> 과거 최 강우와 재 기간별 강우량 비교

구분

2001년 강우 재 기간

10년

확률강우강도

재 기간

20년

확률강우강도

재 기간

30년

확률강우강도
1시간 최

Huff분포

2시간 최

Huff분포

3시간 최

Huff분포

25분 강우량

(mm)
59.3 53.8 37.1 45.1 51.3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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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재현기간에 맞도록 우수저류시설은 하수관거와 일체로 하여 규모를 

설정하고 설치함. 이는 침수지역이 과거강우에 대해 2001년 1시간 최대강

우를 제외한 강우에 대해서 하수관거통수능을 유지하면서 치수안전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규모가 됨. 

  ○ 우수저류시설은 서울시 상습침수지역에서 침수저감효과가 큰 지역에 설치함. 

설치대상 침수지역은 ①1984년, 1987년, 1990년, 1998년, 2001년의 홍수피

해에서 2회 이상의 침수가 발생한 지역 ②침수원인이 하수관(암)거 통수능부

족 및 노면수의 유입인 지역으로 20지역이 해당됨.

     <표 3> 우수 류시설 설치검토지역으로 선정된 침수지역

자치구 침수지역 침수회수
침 수 원 인

하수암거 하수 거 구배/노면수 노면수

진구
구의1,2동 2 ● ●

곡1,2,3동 2 ● ●

도 구
창3동 2 ● ●

창5동일 2 ● ●

노원구 공릉1,3동 2 ● ● ●

은평구
불 2동 2 ●

진 외동 2 ●

서 문구
창천동 2 ●

북아 1동 2 ●

마포구 망원동 2 ● ●

강서구 공항동 2 ●

구로구

구로5동 2 ●

개 동일
(본,1,2,3)

2 ●

강남구

논 동 2 ●

청담동 2

치동 4 ●

송 구
석 동 2 ●

풍납1,2동 2 ●

강동구
암사동 ●

명일동 3 ● ● ●

      자료) ‘01 수해백서(서울특별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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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수지역의 우수저류시설의 설치타당성은 ①침수지역의 침수현황 ②설계재

현기간에 대응하는 우수저류용량 산정 ③우수저류시설의 연결가능구간 ④경

제성측면에서의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적용성 검토 등으로 제시함. 

     - 우수저류용량은 재현기간 30년 강우에 대하여 간선관거의 통수능부족량으로 

하고, 침수지역 상류부의 관거통수능부족이 다수 존재할 경우는 가장 인접

한 구간을 우선하여 가장 큰 부족량을 대처할 수 있는 용량으로 산정함. 

  ○ 검토한 침수지역 20개 지역 중에서 중곡배수분구인 광진구의 중곡1동 233번

지에 대한 우수저류시설 적용방안은 다음과 같음.

   - 우수저류시설과 연결이 가능한 하수관거 구간은 ①의 통수능부족 관거지점

을 포함하여 67m가 해당됨. 우수저류시설은 통수능부족 관거지점과 연결된 

하수관거구간내에서 계획우수량이 통수능부족량보다 큰 관거구간사이에 연

결하여 설치하며 우수저류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관거통수능 부족량을 신속

하게 저류할 수 있어야 함.

      <표 4> 곡배수분구의 재 기간 30년 강우에 한 하수 거 통수능부족지   

우수 류시설 설치가능지역

구 분 거번호 규격(m) 연장(m)
평균경사

(‰)
비 고

우수 류시설

설치가능구간
0020-400 ▣2.5×2.2×2련 67 3.85

거용량

부족①지

   

   - 우수저류용량은 하수관거 통수능부족 ①지점에서 37,091㎥으로 산정됨. 

      <표 5> 곡배수분구의 침수피해 감을 한 우수 류시설 용량

침수 향

지역

상

거

집수면

(ha)

상류계획

우수량

(CMS)

하류허용

방류량

(CMS)

류지속

시간

(min)

류

용량

(㎥)

곡1 ① 146.1 60.4 40.6 42 37,091  



- viii -

   - 침수피해는 우수가 하수관거로 유입되지 못하고 하류부에 정체되어 발생하

고 있으므로 침수방지를 위한 우수저류시설 및 우수관거의 설치 적정성은 

하류부분의 배수위 및 하천의 우수배제상황을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함.

      <표 6> 곡배수분구의 침수피해 감을 한 우수 류시설과 우수 거의 설치 비교 

우수 거 류시설

설치연장(m) 규격(m)
거용량부족 ①지

규격(면 ㎡×깊이m)

1,200 ▣ 2.5×2.5 74,181×5

       주) 우수 거설치연장은 서울시 수치지도 1/1000를 활용하여 방류하천까지 거리로 산출하 음.

 ○ 침수지역이 관거통수능부족에 의한 침수방지를 위해 필요한 우수저류용량은 

9,460~106,210㎥으로 분석됨. 우수저류시설의 저류용량은 개봉동이 106,210㎥

으로 가장 크며 다음은 논현동으로 70,501㎥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석촌동임.  

     - 우수저류시설의 용량이 개봉동, 논현동, 명일동 침수지역을 제외하고 경제적 

효과가 있는 우수저류시설의 규모인 66,500㎥보다 적어 침수지역에서 우수저

류시설의 설치는 경제적 효과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수저류시설은 하수관거와 연결하여 설치하며 재현기간 30년의 계획강우에 

대해 하수관통수능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우수량을 신속하게 저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그림 3> 하수 거와 우수 류시설의 연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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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류시설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는 하수관거 구간은 하수관거 통수능부족

지점의 상하류부내에서 우수유입량이 통수능부족량보다 큰 관거구간이 해당

되며 관거와 직접 연결하는 등으로 일체시켜 설치함. 

    

  <그림 4> 하수배수구역에서의 우수 류시설 설치 개념도

  ○ 침수지역을 가지고 있는 9개 자치구가 제시한 우수저류시설의 후보지는 중

구(4개소), 광진구(2개소), 광진구(2개소), 성북구(1개소), 양천구(1개소), 강서

구(5개소), 구로구(1개소), 영등포구(3개소), 관악구(3개소), 강남구(1개소)로서 

이들 장소에 대하여 우수저류시설의 설치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 제시된 후보지에 대해 침수원인, 침수발생시의 강우량 및 재현기간을 분석

하고 지형, 노면수흐름, 하수관거현황을 연계분석하여 우수저류시설 후보

지로서의 적정성을 분석함. 

     - 침수방지를 위해 필요한 우수저류용량을 산정하여 자치구가 제시한 저류

용량과 비교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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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수저류시설의 설치근거 및 관련법 개정(안) 방향

  ○ 서울시가 돌발성 집중강우에 대응하여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으로 ①우수저류시설이 지역적 침수를 해소시킬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이

라는 대중적인 인식의 확대, ②행정의 입장에서 우수저류시설의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와 기준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확대보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

여야 함. 

  ○ 현행법에서 우수저류시설의 설치근거가 제시된 관련법 및 기준에서는 우수

저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게 마련되어 있는 상황임. 

     - 우수저류시설이 도시기반시설로서 정의되고 공공용지를 우수저류시설 설

치장소로서 겸용할 수 있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개발업무지침 등의 법

이 개정되어야 함.

     - 특히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조례를 우수저류시설의 설치에 대해 보조

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함.     

      <표 7> 우수 류시설의 설치근거  확 보 을 해 개정이 필요한 련법

구 분 설치근거 개정 련법

우수 류시설

의 련법  

기

-도시개발업무지침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 설치  

 기 에 한규칙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 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개발계  

 획수립기  

-하천설계기  

-하수도시설기

-국토의계획 이용에 한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    

 설치기 에 한규칙, 

-도시개발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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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수저류시설의 관련 향후 연구내용

  ○ 우수저류시설이 침수방지시설로서 서울시에 확대보급되기 위해서는 본 연구

인 「서울시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적용방안」을 시작으로 하

여 우수저류시설의 적용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는 ①우수저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②우

수저류시설의 낮은 사용빈도에 따른 공간활용계획, ③우수저류시설 설치에 

의한 효과분석(침수피해저감, 하천수위 저감 등) 및 문제점(악취발생, 우범지

역화 등)의 해결방안, ④침수지역 우수관거의 설계재현기간 상향조정으로 인

한 배제우수량이 수방시설 및 하천수위에 미치는 영향, ⑤우수저류시설의 민

간시설에 대한 확대적용방안 및 지원대책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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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도시화에 따른 환경변화와 산업화가 기후를 변화시키면서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해 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하수도는 보급율이 거의 100%로서 대부분이 합류식관거이며 지역의 주요한 

우수배제시설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수관거의 우수배제정비수준은 10년에 1회정도 

발생하는 강우규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강우강도는 74㎜/hr이다. 그러나 모든 지

역에 하수도가 보급된 상황에서도 과거 20년간 대홍수에 의하여 하천변과 저지대를 

중심으로 큰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침수는 우수배제정비수준을 

초과하는 돌발성 집중강우가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도시화현상 중에서  

불투수율의 증가에 따른 강우도달시간의 감소, 유출첨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저지대

의 하수관거 병목지점에서 우수가 배제되지 못하고 지체되어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

하였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침수대상유역의 유출계수를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우수간선 및 빗물펌프장 등의 기간시설을 꾸준히 정비하여 

왔다.  

   도시지역에서의 침수피해를 저감하는 방법은 기존 우수배수시스템의 용량을 증대시

키거나 발생한 우수를 일시적으로 저류하여 유출첨두를 낮추는 것 등이 있다. 우수배

수시스템의 용량을 증대하는 것은 치수적 측면에서 방류하천의 통수능만 충분하다면 

가장 적극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미 하수관거보급이 완료된 서울시와 같은 

지역에서 우수배제용량을 전체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렵

고 비경제적으로 될 가능성이 클 뿐아니라 하천은 통수능에 여유가 없고 주변이 개발

되어 통수단면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시내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은 기존의 우수배제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배제능력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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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강우를 저류시켜 대처할 수 있으므로 이미 개발이 완료된 도시유역에 적절하

게 적용할 수 있다. 

   일본 동경에서는 우수배제능력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집중강우에 대한 대책으로 우

수간선 및 펌프장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우수저류시설 등을 포함한 우수유출저감형 시

설의 설치 등으로 다양한 우수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도시내에서의 

지표면유출을 줄이기 위하여 1995년에「우수유출율 저감대책」을 시작으로 1998년에 

「우수유출 저감시설 기준연구」를 거쳐 2000년에는「우수유출저감시설 시범사업 검

토연구」를 실시하여 왔다. 앞으로 서울시가 수해에 강하고 침수피해가 없는 안전한 

도시로 되기 위해서는 우수저류시설의 설치 등의 종합대책을 실시하여 침수에 대한 안

전도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시가 돌발성 집중강우에 의하여 발생하는 도시형침수를 최대한 

저감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침수방지대책이 도시의 유효

공간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하수관거의 배제능력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우수

를 신속하게 저류시켜 우수유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제 2 절 연구목적 및 구성

1. 연구목

   연구목적은 서울시 지역별 침수피해를 최대한 저감시키고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침수지역이 

최근 우수배제시설의 설계강우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돌발성 집중강우에 대응하고 

유역내 우수저류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우수저류시설을 지역의 유효공간에 적용․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특히 침수지역에 대해 우수배제능력 및 치수안전도를 평가하고 경제성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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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여 우수저류시설의 적정규모를 산정하는 것과 함께 우수저류시설의 설치에 

대한 법적․제도적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2. 연구범

   서울시 돌발성 집중강우에 의하여 발생하는 침수피해의 저감대책으로서 우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본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간적 범위 : 과거 20년간에 발생한‘84,‘87,‘90,‘98, 2001년도 침수 

및 강우량 자료 

     2) 공간적 범위 : 서울시 과거 20년간의 침수지역 중에서 침수피해가 우수배

제정비수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집중강우에 대해 하수관거통

수능문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20개 침수지역의 배수분구

3. 연구내용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강우량 및 지역별 침수원인 분석

   2) 우수배제능력 및 침수지역의 치수안전도 평가

   3) 침수지역의 치수안전도 확보를 설계재현기간 설정

   4) 우수저류시설의 경제적 효과 및 적정규모 산정

   5)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설치경제성 비교

   6) 도시내의 우수저류시설 적용 방안

   7) 우수저류시설 설치의 법적․제도적 실효성 확보방안



제 1   강우분석

제 2   서울시 침수 황  원인분석

제 3   서울시 우수배제능 분석

第 Ⅱ 章  서울시 강우 및 침수피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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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I 장 서울시 강우 및 침수피해 분석

제 1 절 강우 분석

1. 연평균 강우량의 변화

   서울시 연도별 강우량변화를 1970년~2003년에 걸쳐 과거 30년간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로 구분하고 연대별 연평균강우량으로 계산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나타내면 <표 2.1> 및 <그림 2.1>과 같다.

   연평균강우량은 연대별로 꾸준히 증가하여 1970년대에 1,231.5㎜/년에서 2000년대

에는 1,595.3㎜/년으로 30년만에 30%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0년대

는 후반에 수차례의 집중강우에 의해 평균강우량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표 2.1> 1970년 ～2000년 의 서울시 년 별 강우특성의 변화

구 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연평균강우량

(㎜)
1231.5 1371.7 1429.6 1595.3

주) 2000년 는 2000, 2001, 2002, 2003년의 4년간의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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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1970년 ～2000년 의 서울시 연 별 연평균 강우량의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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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 강우의 발생빈도 변화

   서울시 집중강우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1970년~2003년에 걸친 과거 30년간을 

연대별로 하고 10㎜/일 이하와 50㎜/일 이상의 강우일수를 연평균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나타내면 <표 2.2> 및 <그림 2.2>, <그림 2.3>과 같다.

   서울의 현재의 연평균강우량은 1970년대에 비해서 30%정도 증가하였으나 10㎜/일 

이하의 강우일수는 1970년대에 79일에서 2000년대에는 76일로 3일 감소하였으며, 또

한 집중강우사상을 나타내는 50㎜/일 이상의 강우일수는 연중 1970년대에 5일에서 

2000년대에는 8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강우량이 평수기 강우사상

은 감소한 반면에 집중강우는 증가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2> 1970년 ～2000년 의 서울시 연 별 집 강우 발생빈도 변화

구 분
평균강우량

(㎜/년)

50㎜이상의 연평균 강우일수

(일/년)

10㎜이하의 연평균 강우일수

(일/년)

1970년 1231.5 5 79

1980년 1371.7 7 77

1990년 1429.6 7 78

2000년 1595.3 8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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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1970년 ～2000년 의 서울시 연 별 50㎜ 이상의 연강우일수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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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1970년 ～2000년 의 서울시 연 별 10mm 이하의 연강우일수 변화추이

3. 집 강우의 월평균 발생특성

   서울시에 대한 연간 집중강우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1970년~2003년에 걸친 과

거 30년간을 연대별로 정리하여 월평균강우량으로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는 <표 2.3> 

및 <그림 2.4>와 같다.

   서울의 강우특성은 과거에 비해 전체적인 강우량이 증가한 가운데 평수기 강우일수

는 감소하고 집중강우 사상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일강우의 집중강우 증가양상에 대해 

월별로 평균강우량을 살펴보면 홍수기인 7월과 8월의 평균강우량이 과거에 1970년대

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강우가 대부분 6월, 7월, 8월

에 집중하는 것을 고려하면 여름 홍수기의 침수피해 잠재성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강우사상의 변화에 대하여 서울시가 도시로서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

하기 위해서는 홍수 및 우수배제시설이 돌발성 집중강우의 증가양상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치수대책이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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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연 별 서울시 월강우량 변화추이(1970년 ~2000년 )(단 :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70년 23.7 25.2 41.3 111.2 95.0 133.0 288.2 311.2 102.0 34.4 39.1 27.2

1980년 26.5 21.4 55.7 53.2 90.2 133.9 372.8 293.7 178.0 54.2 69.6 22.5

1990년 14.5 24.2 40.5 66.6 121.4 132.9 322.7 439.1 132.9 59.3 50.4 25.0

2000년 30.3 29.2 25.5 102.3 60.2 124.9 462.9 541.4 122.9 51.6 31.6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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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1970년 ～2000년 의 서울시 연 별 월평균강우량 변화추이

제 2 절 서울시 침수현황 및 원인분석

1. 토지이용 변화  불투수면 증가

   서울시는 도시화가 진행된 과거 45년간 면적을 크게 확대하여 왔으며 이와 함께 

지표면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서울통계연보의 토지지목별 현황자료에 의하면 

1957년～1975년의 토지는 크게 과제지, 비과제시, 기타로 나누어져 있으며 여기서 과

세지는 전, 답, 대지, 기타로, 그리고 비과세지는 임야,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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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1976년~2001년에는 토지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지, 공

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운동장, 유

원지, 종교용지로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서울시가 1957년~2001년의 과거 45년간에 걸쳐 변화된 면적에 대해 나타내면 <그

림 2.5>와 같다. 또한 서울시 면적 중에서 도시화되면서 증가된 불투수면적에 대해 대

지와 도로를 대상으로 연도별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그림 2.6>과 같다.

 

<그림 2.5> 서울시 연도별 면 변화 상황

   서울시는 1957년에 117.2㎢이었으나 1961년에 268.4㎢에서 1963년에 596.5㎢로 

크게 확대되었고 그 후 계속해서 변화를 계속하다가 1981년에 와서 605.5㎢로 현재

의 면적으로 되었다.

   토지용도별 불투수면적은 서울시의 “서울시 비오톱 현황조사 및 생태도시 조성지

침 수립(2001)”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토지용도별 불투수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

다. 또한 <그림 2.6>에서와 같이 불투수면적율이 1959년에서 1961년에 급격하게 감

소된 것은 서울시 면적이 주변 미개발지를 포함하여 크게 확대되면서 불투수율이 감

소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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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서울시 연도별 불투수면 율, 지불투수면   

도로불투수면 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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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총면적인 605.5㎢에 대하여 불투수면적율 변화를 살펴보면 개발되기 전의 

1962년에 7.8%에 불과하였으며 개발이 본격화된 1970년대 들어오면서 18.6%이상으

로 증가하였으며 1982년부터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37.2%가 되었으며 그 후에도 계속

해서 증가하여 현재 2001년에 47.1%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들 불투수면은 대부분

은 대지와 도로가 차지하고 있어 시가화가 진행되면서 산림과 같은 녹지가 불투수면으

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25.4%이며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실

질적으로 시가화지역은 거의 불투수면으로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 토지용도와 

산림녹지 분포현황은 <그림 2.7>에 나타낸 것과 같다. 

   “서울시 2000 도시생태현황도 제작 및 현황(서울특별시, 2000)”의 연구결과에 의하

면 비건폐지중 불투수포장비율이 10%미만인 지역이 45.7%로 가장 높았으나 이는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지역을 포함한 면적이며, 불투수포장비율이 90%이상인 지역은 39.1%로

서 포장지역인 도로 및 대지의 대부분이 빗물이 지하로 유입될 수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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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국가인 독일 여러 도시의 불투수면적이 프랑크푸르트 42%, 만하임 47%, 베를

린 57%인 것과 수치상으로만 비교하면 서울시 불투수면적이 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

고 서울시가 쾌적하게 느껴지지 않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은 ①인구

과밀로 인한 높아진 용적율과 ②투수면적 중에서 산림지역이 25.8%로서 도심외곽으로

만 녹지가 분포되어 있어 도심과 녹지가 양분되는 토지유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7> 서울시 토지용도와 산림녹지분포 황(2001년 재)

자료: 서울시비오톱 황조사  생태도시 조성지침 수립(2001, 서울특별시)

2. 과거 침수 황

   서울시는 시가지의 확대에 의하여 불투수면이 증가하여 유역의 보수․유수기능이 감

소됨에 따라 강우시에 유출형태의 변화가 일어나 홍수도달시간이 단축되고 홍수첨두유

량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침수발생 가능성이 높은 하천변의 저지대가 고밀도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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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 침수피해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1) 침수피해액 현황

   서울시의 1980년부터 2001년까지의 22년간의 침수피해 규모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2.4>와 같다.

<표 2.4> 서울지역 1980년~2001년의 20년간 침수피해 황

구분
피해총액

(백만원)

이재민

(명)

인명피해

(명)

건물

피해동수

피해액 황(백만원)

건물 농경지 농작물 공공시설 기타

1980 24 2 4 2 15 7

1981 188 328 8 111 4 153 3 28

1982 15 49 3 131 3 9 3

1983 188 99 11 123 7 2 3 163 13

1984 20,274 289,804 95 34,964 3,084 184 9,249 7,757

1985 173 73 14 282 20 2 92 59

1986 287 6 14 7 252 28

1987 19,003 34,926 109 311 376 38 3408 4,724 10,456

1988 16 30 2 6 15 1

1989 20 3 1 5 14

1990 10,765 93,133 71 17,981 1,304 22 51 81,79 1208

1991 261 17 19 275 34 136 91

1992 40 7 1 97 1 35 4

1993 8 2 96 5 3

1994

1995 4,312 5 17 14 4,026 272

1996 37 7 2,213 31 4 2

1997 461 161 241 149 32 281

1998 51,396 2,287 61 40,386 900 53 27,028 23,415

1999 10,509 1,823 3 716 311 9,570 629

2000 878 5 200 82 671 125

2001 21,925 338 144 97,375 2,929 14 18,735

자료: 2001 수해백서, 서울특별시, 2002.

주: 1) 피해액은 당해연도 가격기 임.

    2) 1989년 이후는 농작물피해액이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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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액이 가장 컸던 년도는‘98년으로서 약 514억이며, 다음은 약 219억의 피해액

이 발생한 2001년도이고 세 번째는 203억인‘84년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수는‘87년도

가 41명으로 가장 많고, 두 번째는 2001년도로서 40명이며, 세 번째는‘87년도의 39

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건물피해동수는 1위가 2001년으로서 94,375동, 2위는

‘98년의 약 40,386동, 3위는 ‘84년의 약 34,964동으로서 2001년의 7월 홍수피해규

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는 2001년의 7월 홍수로 인하여 40명의 사망과 104명이 부상이 발생

하였으며 약 219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재산피해액 중에서 187억원은 공공시설의 

피해액이며 약 32억원은 사유시설의 피해액이다. 이에 대해 복구비는 약 1,361억원으

로서 우리나라 전체 복구비의 7.3%를 차지하였다.

   더욱이 최근 강우양상의 변화에 의하여 돌발성 집중강우의 발생가능성이 커지면서 

2001년도와 같은 강우에 대한 침수피해 규모는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침수방

지를 위한 치수안전도 향상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2) 침수지역 현황

   서울시는 과거 20년간 특히 1984년, 1987년, 1990년, 1998년, 2001년에 발생한 5

회의 홍수에 의하여 큰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들 침수피해에 대해 침수위치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대홍수기마다 발간한 수해백서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검

토하였다.

   서울시의 1987년, 1990년, 1998년 및 2001년에 발생한 침수현황을 지도로 나타내  

면 <그림 2.8>과 같다. 

   1987, 1990, 1998, 2001년 4회의 큰 홍수시 발생한 침수지역을 보면 중랑천(우이

천, 청계천), 안양천(도림천, 대방천), 반포천, 성내천 주변을 중심으로 침수피해가 발생

하였다. 특히 하천을 중심으로 발생한 침수는 하천변 저지대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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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서울시 1987년, 1990년, 1998년, 2001년에 발생한 침수지역 황 

3. 침수원인 분석 

   서울시의 침수는 설계재현기간을 크게 상회하는 강우가 주요 원인이지만,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율의 증가 및 자연저류공간의 감소 등에 의하여 우수유출량 증가한 것과 

저지대인 지형적 조건, 배수계통의 불량과 함께 복개하천, 도로에서 우수가 원활하게 

배제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

1) 하천유역별 침수원인 분석

   서울시 침수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침수지역을 크게 중랑천유역, 성내천유역, 반포

천유역, 안양천유역의 4개 유역으로 나누어 각각 지구의 침수원인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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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침수원인을 서울시 수해백서를 참고하여 침수지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중랑천유역

  -주요 침수년도 : 1998년, 2001년

  -주요 침수원인 : ‧홍수류의 제내지로의 역류(내수배제의 어려움)

             ‧중랑천의 수위상승․범람, 연안저지대의 반지하 침수

             ‧배수계통의 불량에 따른 우수통수능력 및 배제능력 부족

◦ 안양천유역

  -주요 침수년도 : 1987년, 2001년

  -주요 침수원인 : ‧일부 제방의 월류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의 지속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

연저류공간의 감소가 안양천 수위상승에 영향을 줌

             ‧빗물펌프장의 용량부족

◦ 반포천유역

  -주요 침수년도 : 1987년, 2001년

  -주요 침수원인 : ‧복개하천의 병목현상(하천구조물의 우수소통의 방해)

             ‧인근지역의 우수가 간선도로를 통하여 저지대로 유입

             ‧빗물받이의 용량부족으로 하수관 유입지연

             ‧반포천 복개구간중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는 구간의 병목현상,

      지형적인 영향

◦ 성내천유역

  -주요 침수년도 : 1990년, 2001년

  -주요 침수원인 : 노면수에 의한 침수(노면수의 저지대 유입)

             하천 인근 저지대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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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1년 침수원인 분석

   침수피해를 일으킨 강우 중에서 가장 큰 2001년 7월 강우를 대상으로 하여 침수피

해의 원인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침수원인은 서울시의‘01수해백서(2002)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하수관거 용량부족, 

통수능부족, 하수관거구배불량/고지대노면수 저지대유입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이

를 나타내면 <표 2.5>~<표 2.7>과 같다.

<표 2.5> 2001년 7월 강우시에 하수 거 용량부족으로 발생한 침수 황

자치구 침수지역 침수원인

종로구

-통인동 134번지 일대
-집중강우로 인한 하수암거 용량 부족

-고지대 노면수 저지대 유입

-내수동 189번지 일대
-집중강우로 인한 하수암거 용량 부족

-고지대 노면수의 저지대 유입

-원서동 69번지 일대
-집중강우로 인한 하수암거 용량 부족

-고지대 노면수 저지대 유입

성동구

-뚝섬빗물펌프장 배수분구

-기종 하수관로의 계통불량

 ․ 지선관거가 흐름의 역방향으로 간선유

   입관로의 우회 연결

 ․ 최종방류지점(유수지)까지의 거리가 길다

  (3.6km)

-배수계통 불량에 따른 우수통수능력 및 배제 

  능력 부족

-용답동빗물펌프장 배수분구

-북동측의 천호대로와 남서측의 용답차량

  기지로 둘러 쌓인 저지대

-천호대로 건너편 급경사지인 답십리동(전농

  천 배수구)의 우수가 천호대로를 월류하여 

  유입

-기존하수관거 능력을 초과

광진구

-천호대로 남측 상습침수지역

-배수계통 : 어린이대공원→세종대→한국

  화장품→새말빗물펌프장

-어린이대공원의 시설확장에 따라 유출량증가

-기존 우수암거 능력부족

-뚝섬빗물펌프장배수구역으로 상습침수지역

-관거가 협소하고 구배가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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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2001년 7월 강우시에 하수 거 통수능부족으로 발생한 침수 황

자치구 침수지역 침수원인

동대문구
-전농펌프장 배수구역으로 전농유수지 

  H.W,L 보다 낮음
-하수관거 통수능부족

중랑구

-면목천 배수구역의 중상류역

-주간선수로의 통수능력부족

-망우산 토사유실로 주간선로의 우수유입장애

  에 의해 미유입수의 노면수(망우로)유하로 침

  수유발

-중화․면목 배수구역

-중화․면목 빗물펌프장

 ․ 중화빗물펌프장은 의 중류부에 위치 

  주간선수로 유량을 분기하여 중랑천으로 

  방류, 하류측 간선 수로의 부하량을 감소

 ․ 면목빗물펌프장 및 유수지는 중화빗물펌

  프장의 방류능력 초과유량 및 하류부 잔

  유역의 유량을 처리

 ․ 관로시점에서 면목유수지간 거리가 길고 

   구배가 완만, 중앙철도 횡단지점의 중앙 

   배수로 단면축소 이문선철도 횡단구간 단 

   면축소를 유입 능력 감소

-기존 배수관망의 불량으로 우수의 관거내 유

  하능력 감소

-상봉2동 침수는 면목천으로 유입되어야 할 망

  우산의 우수가 망우로를 따라 유입

-일부 국지적 저지대(중화 2,3동 및 묵2동)로 

  우수 집중

강서구 -방화2동 650번지 일대

-하수관로 연장이 길고 굴곡이 많아 우수정체

-공항 뒤 배수로 단면 부족

-동부간선 수로와 공항뒤 배수로가 역사이펀으 

  로 교차되어 자연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수로배 

  수위 증가

성북구
-우이천으로 유입되는 배수구

-우이천 홍수위 보다 낮은 저지대

-화랑로 횡단암거 단면축소에 의한 우수소통

  장애

강북구

-월곡천 배수구역

-관경 600mm의 지선배수구역

-관로 종단경사가 완만하여 배수능력 부족

-하수관거의 배수능력 부족

-월곡천 배수구역

-주관거(3.5×2.5@2)의 월곡선 유입형태가 

  불량

-관로경사 완만

하수관거의 배수능력 부족

-우이천 지류인 화계천 연안 하수관거의 배수능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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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계속> 2001년 7월 강우시에 하수 거 통수능부족으로 발생한 침수 황

자치구 침수지역 침수원인

도봉구

-창동역주변 내수 지역

-관구배 완만
-하수관거의 배수능력 부족

-창3동 495번지 일대 -하수관거의 배수능력 부족, 선형불량

-창3동 산194-2번지 일대 -하수관거의 배수능력 부족

노원구

-인덕전문대 및 초안산 동편

-초안산 입구에서 주간선이 2개노선으로 분기

  하여 각기 경원선을 횡단 우이천 방류

-하수관거의 배수능력 부족

-초안산(골프장 공사중 중지) 토사유출

-우이천 하류 좌안부

-우이천 계획홍수위(EL 17.05m)보다는 지대 

  가 높으나 국부적 낮은 지역(El 16.45m)이 

  있음

-하수관거의 배수능력 부족

-상대적 저지대의 우수집중(2001.7 당시침

  수심 1.5M)

강남구 -대치지역
-은마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하수암거의 통

  수 단면적 부족

<표 2.7> 2001년 7월 강우시 하수 거구배불량/고지 노면수 지 유입으로 발생한 침수 황

자치구 침수지역 침수원인

종로구

-종로 3,4가동 일대
-하수관거 구배불량

-고지대 노면수의 저지대 유입

-종로 5,6가동 책방골목 일대
-하수관거 구배불량

-고지대 노면수의 저지대 유입

-창신 2동 왕산로 주변
-하수관거 구배불량

-고지대 노면수의 저지대 유입

-연지동 170번지 일대 -창경궁로, 율곡로 노면수의 저지대 유입

-숭인 2동 210번지 일대 -숭인 1동 고지대 노면수의 저지대 유입

광진구

-구의 사거리 일대
-집중강우로 인한 도로노면수 주택지 유입

-아차산 계곡수 간선하수암거 유입연결 불량

-광장 사거리 일대
-집중강우로 인한 도로노면수의 주택지 유입

-아차산 계곡수의 주택지 유입

강서구 -공항동66의 3개소번지 일대

-공항동지역 우수를 처리하는 공항로~마곡빗물 

  펌프장간 하류측 개거수로 단면부족

-침수지역 하수도 관경협소 및 경사불량

-공항빗물펌프장 우수 담수기능 부족

구로구 -구로5동 537번지 일대

-구로1펌프장간 하수관로의 경사가 완만하여 

  우수가 펌프장 도달전 주택가 침수됨

-주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저지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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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계속> 2001년 7월 강우시 하수 거구배불량/고지 노면수 지 유입으로 발생한 침수 황

자치구 침수지역 침수원인

강동구

-천호동 322 일대
-노면우수 저지대 집중유입

-하수관거 경사불량

-명일동 270 일대
-노면우수 저지대 집중유입

-하수관거 접속각도 불량

제 3 절 서울시 우수배제능 분석

   <표 2.8>은 1985~2001년까지의 호우피해액과 강우강도를 제시한 것이며 <그림 

2.8>은 1985~2001년까지의 호우피해액과 강우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2.8> 서울시 과거 수해 련 피해액과 강우강도

년도
피해액

(백만원)
강우강도

(㎜/h)
년도

피해액
(백만원)

강우강도
(㎜/hr)

1985A 77 25.8 1993A 11 58.5

1985B 227 18.2 1995A 183 31.8

1986A 118 44.0 1995B 1 20.4

1986B 447 39.6 1995C 5,256 43.6

1986C 54 19.2 1996A 2 10.9

1987A 39,274 61.4 1996B 1 9.9

1987B 40 46.5 1996C 41 36.0

1987C 18 23.6 1997A 30 36.1

1988A 6 24.0 1997B 12 21.2

1988B 25 17.6 1997C 495 16.7

1989A 34 38.1 1998B 55,850 62.8

1989B 3 19.3 1999A 10,719 12.0

1990A 2 12.0 1999B 604 28.0

1992A 1 54.7 2000B 916 43.5

1992B 58 40.5 2001A 21,925 90.0

주)1)본 분석에 사용된 소비자물가지수는 서울시 기본분류별 소비자물가지수의 월별 자료 에서     

    2001년 자료를 기 으로(2001년=100)함. 특히 수해피해가 집 으로 발생하는 8월을 100으로    

    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해 과거 통계자료를 2001년을 기 으로 재 가치화 함.

2)A, B, C는 동일년도 피해발생 순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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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서울시 과거 수해 련 피해액과 강우강도와의 계

   서울시는 1985~2001년에 발생한 강우에 의해 모두 30회에 걸쳐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연간 평균 1.7회 정도의 호우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 중에서 20㎜/hr 이하의 

강우강도에서도 10회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지선이 62㎜/hr로 설계된 것을 고려하면 

호우피해의 원인이 하수관거의 배수불량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강우강도-피해액 

곡선에서 58㎜/hr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강우에서 피해규모가 현저하게 커지고 있어 

서울시 하수관거에 배수한계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서울시 하수관거가 지선은 재현기간 5년에 강우강도 62㎜/hr, 간선은 재현기간 10

년에 강우강도 74㎜/hr로 설계되고 있고 과거에 비해 유출계수와 강우강도의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지선에 비해 10%, 간선에 비해서는 20%정도 적은 강우강도에서 피해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하수관거의 지․간선별로 10~20%정도의 통

수능부족 상태는 집중강우에 대해 통수능 취약지점과 지형적인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치수안전도 취약지역에 대규모의 침수피해가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서울시 과거침수원인은 하수관거 용량부족이나 하수관거의 유수부하가 큰 하류부분

의 지역에서 하천배수위 영향을 받아 우수가 배제되지 못한 것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

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지역의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치수대책이 일부구간의 하

수관거 용량증가에 의한 배수보다는 하수관용량을 초과하여 내린 우수는 배수구역내에 

저류시켜 하수관거와 우수저류시설로 적절하게 분배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제 1   우수 류시설의 분류

제 2   우수 류시설의 설치기법

제 3   우수 류시설 설치근거  련법

第 Ⅲ 章  우수저류시설 계획 및 

관련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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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II 장 우수저류시설 계획 및 관련법 검토

제 1 절 우수저류시설의 분류 

1. 우수 류시설의 형태

   저류시설은 강우시에 발생하는 우수를 일시적으로 저류하고 강우 종료후에 방류하

여 지역의 우수유출을 조절하는 시설로서 지역외(off-site)저류시설과 지역내(on-site)

저류시설로 크게 나누어진다. 우수를 집약적으로 저류할 것인지, 내린 그 지역만의 우

수만을 저류할 것인지에 따라 지역외저류와 지역내저류의 두 가지의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ㅇ 지역외저류 : 강우시에 유출하는 우수를 유역의 임의출구지점에서 하수관거 

등으로 집수하여 저류시키는 방식

    ㅇ 지역내저류(현지저류) : 강우시에 우수의 이동을 최소한으로 저감하고 우수를 

내린 그 장소에서 저류하는 방식. 

   우수저류시설을 형태별로 분류하여 나타내면 <그림 3.1>과 같다.

우수저류시설

지역외저류

(off-site)

지역내저류

(on-site)

전용우수저류시설

겸용우수저류시설

다단저류

지하저류

건물지하저류

관거저류

쇄석공극저류

주차장저류

운동장저류

공원저류

<그림 3.1> 우수 류시설의 형태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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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수 류시설의 종류

1) 지역외저류(off-site)

   지역외저류는 강우시 도시의 우수유출량을 제어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유출량뿐

만이 아니라 우수의 오염도도 저감할 수 있다. 또한 지역내저류와 다르게 지역외저류

는 도시내에서 학교, 공원의 지하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도로나 보도와 같이 좁고 긴 

토지 등의 공공용지에 설치된다. 

   지역외저류의 종류로는 우수저류공간의 활용도에 따라 전용우수저류와 겸용우수저

류로 나누어진다.

(1) 전용우수저류시설

   전용우수저류시설은 그 축조방법에 의하여 굴입식과 제방식으로 구분된다. 

   굴입식은 평탄한 지형에 주로 설치하며 제방식은 구릉지의 곡부를 이용하여 설치된

다. 제방식은 지형, 입지상의 특징에서 하류에 주는 영향이 크다. 그러므로 여수토(余

水吐)에서의 홍수빈도는  굴입식에 비하여 보다 안전도가 높은 확률년으로 계획될 필

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전용우수저류시설은 다른 저류시설과 조합하여 계획하고, 가능한 우수

저류의 전용공간을 적게 하여 토지의 유효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

<그림 3.2> 제방식 우수 류시설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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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굴입식 우수 류시설의 모식도

(2) 겸용우수저류시설

   겸용우수저류시설은 우수의 저류부지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도와 같이 이용하도

록 계획하여 토지를 유효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① 다단저류

    저류부지에 고저차를 두어 설치한 형식을 다단저류라고 하며 저류방식을 다단형

식으로 하여 저류빈도에 맞는 부지의 겸용화계획을 세울 수 있다.

    다단저류는 다음의 2가지의 기본형으로 분류된다.

   -연속식다단저류: 저류부지에 고저차를 두어 부지를 겸용하는 형태

<그림 3.4> 연속식다단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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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식다단저류 : 저류부지를 월류웨어 등으로 분리하여 부지를 겸용한 형태

<그림 3.5> 분류식 다단 류

    겸용부지는 토지이용측면에서 저류수심과 저류빈도를 제시하여야 하며 겸용부지

는 홍수시에도 안전한 수심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일본의 경우 주택․도시정비공단

이 제정하고 있는 「주택단지의 우수유출억제시설설계지침(안) 1980」에서는 겸

용부지의 저류수심은 계획대상강우에 대하여 1.5m 이내, 또한 저류빈도는 년1회 

이하로 정해 놓고 있다. 

    겸용부지내의 소규모인 강우시의 수위상승정도는 어린이 등의 이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또한 다단식저류는 방류공위치를 낮게 설정하고 평수기

의 강우에 대하여 배수성능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우수저류시설의 필요용량을 저

감할 수 있고 강우종료후의 저류빈도를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② 지하저류

    지하저류는 우수저류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하부를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같

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한 것이다. 시가지와 같이 지가가 높고 저류용량당 건

설비가 클뿐아니라 설치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 등에 적합하다. 저류수심은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 퇴사반출 등의 작업성에서도 2m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지하저류시설의 설계는 시설의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유입되는 토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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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장소를 최대한 줄이고 반출을 쉽게 하기 위하여 시설저면을 경사 1/100정도

로 하고 배수구를 설치하며 퇴사가 반출되기 쉬운 장소에 이토실을 설치할 필요

가 있다.

<그림 3.6> 지하우수 류시설의 모식도

③ 건물지하저류

    건물지하저류는 지하저류로 분류되며 상습침수지역에서 고밀도주택지역의 저류방

식으로서 앞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고층빌딩 등의 지하공간을 이용하여 설치하

는 것이 유리하다.

    설계에서 기본적인 유의점은 지하저류와 같지만 그 외에 다음사항이 있다.

    (ⅰ) 모기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조내에 물이 저류되지 않도록 한다.

    (ⅱ) 지하수 수위가 높은 지역, 상습침수지역 등에서는 펌프작동에 의한 강제배수

로 하는 것이 좋다.

    (ⅲ) 저류조에는 계획최대수위의 상부에 방충망과 환기구를 설치한다.

    (ⅳ) 건물간의 배치계획에 의해 몇 개 건물의 지하저류조를 관거로 연결하는 방법

을 검토한다. 

    (ⅴ) 건물에 대한 방습,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④ 관거저류

    넓은 의미로 지하저류로 분류된다. 하수관거저류는 유출수문곡선의 산출에서 유

역출구에 설치되는 유수지등의 보조적 저류방식으로서 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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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쇄석공극저류

    쇄석공극저류는 자갈등 쇄석의 공극을 우수저류공간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땅

속에 트렌치나 쇄석조를 설치하여 쇄석간의 공극에 우수를 유입시키고 그 상부는 

녹지나 운동장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저류시설의 건설비는 다른 저류시설과 

비하여 일반적으로 적으며 시설의 계획규모의 융통성도 크다. 그러므로 다른 공

법이나 시설과 조합하는 것으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하나로 계획하기 쉽다. 외국

에서는 투수성포장의 노반을 쇄석공극저류시설로 이용하거나 침투공법과 조합하

여 침투트렌치로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이 방법은 아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ⅰ) 공극부에 토사유입으로 발생하는 폐쇄현상에 의한 저류기능의 저하

    (ⅱ) 저류조를 구성하는 쇄석 등의 침하

    (ⅰ)의 대책으로는 시공시의 토사혼입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저류시설 상면

에 투수시트를 깔아 상부로부터의 토사의 유입을 차단하는 방법, 유입부에 쓰레

기바구니를 설치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쇄석의 폐쇄를 완전히 방지하는 것

은 어려우므로 저류량에 대한 안전율을 주변지역특성과 기간에 따라 적절하게 적

용하여하여 한다. 또한 (ⅱ)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쇄석의 성질과 시공법에 따라 

침하량이 다르다. 그러므로 저류시설상부의 토지이용에 접합하게 재료 및 시공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지역내저류(on-site)

   지역내저류는 우수가 처음으로 지면에 내린 장소에서 10~20m내의 현지에서 저류

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개개의 구획내에서 홍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것으로 적용

되는 장소가 사적으로 소요되어 있는 시설이 대부분이다. 이 방법은 홍수관리방법으로 

상당히 오래되었으며 지역에 하수도시설이 보급되기 전까지 홍수를 처리하는 전통적인 

방법이었다. 특히 우수유출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므로 합류식하수도시스템에서 월

류량을 저감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어 있다.   

   지역내저류시설의 방류공은 일반적으로 다른 저류방식과 비교하여 토사, 쓰레기 등

에 의한 폐쇄의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구경 50㎜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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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공의 설치위치는 저류부지의 저면에 설치하여 저류부지에 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

하고 방류공에서의 수두를 올리고 강우에 대한 배수성을 높여 강우종료시의 저류시간

을 단축한다.

   저류부지내에 설치하는 구조물 등은 저류빈도, 저류수심 등을 고려하여 설치계획을 

세우지만 저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역내저류의 저류한계수심은 <표 3-1>과 같다.

<표 3.1> 지역내 류의 류시설에 한 류한계수심

토지이용 류시설 류한계수심(㎝)

공동주택 건물간 류 30

주차장 주차장 류 10

등학교

운동장 류

30

학교 30

고등학교 30(50)

어린이공원
공원 류

20

근린공원 30(50)

주택지붕 지붕 류 10～15

주) 고등학교  근린공원의 경우는 이용상황, 안 책을 고려하 을 때 류한계수심을 (  )내의 

값으로 하는 것이 가능함.

① 주차장저류

    주차장을 저류시설로 이용하는 경우는 자동차의 브레이크 장치가 젖지 않도록 하

고 자동차의 주행 및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강우시에 이용에 대한 편리

를 고려하여 저류가능용량을 정한다. 쇼핑센타 등과 같이 넓은 주차장에서는 비

교적 사용빈도가 적은 부분에서 저류하고 전면을 저류장소로 하는 경우는 한단 

높은 장소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신발이 젖지 않도록 한다.

② 운동장저류

    운동장저류 체육수업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강우종료 후에 신속하게 기능이 

회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운동장의 흙은 배수가 잘되는 것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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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배수구 등을 필요에 맞게 설치한다. 위생적 측면에서 교정만을 집수구역

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공원저류

    공원내를 지역내저류시설로 이용할 경우에는 운동광장이 주요한 대상지가 되며 

기능과 이용자층에 맞는 안전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외 공원내의 연못, 수로

는 저류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제 2 절 우수저류시설의 설치기법 

1. 우수 류시설설치의 기본방향 

1) 적용방향 

   우수저류시설은 하수도가 설치된 배수구역에서 우수유출이 하류부분의 관거유하능

력에 대응하여 유효하고 적절하게 배제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하수도법에서는 하수도는 「하수(농작물이 경작으로 인한 하수는 제외한다)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제2조 2항)로 정의되어 있고 여기서 저류시설은 하수관거용량을 초

과하는 우수를 처리하는 하수도시설의 하나로 위치를 부여할 수 있다. 

   여기서 「우수저류시설의 설치 및 기술」은 합류식 및 분류식하수도의 시설로서의 

저류지의 계획, 설계 및 관리에 관계하는 계획방향 및 기본내용을 제시한다.

2) 설치조건

   우수저류시설은 원칙적으로 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수관거용량

을 초과하는 우수를 처리하는 하수도시설로서 유효하고 적절한 기능을 가지는 것이어

야 한다.

   또한 우수저류시설은 하수도의 배수시설과 일체가 되도록 하고, 하수도의 배수구역

에서 우수유출을 일시에 저류하여 기존의 우수배제시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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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하수관거 및 방류하천이 우수배제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

므로 우수저류시설은 도시내에서 기존 하수관거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중강우에 

의해 하수관거용량이상으로 발생하는 우수를 적절하게 저류함으로서 도시의 치수안전

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하수배수구역에서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대한 개념도를 나타내면 <그림 3.7>과 같다.  

(a) 하수배수구역에서의 우수 류시설 설치 개념도

(b) 하수 거와 우수 류시설의 연결 개념도

<그림 3.7> 우수 류시설의 설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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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강우의 확률년

   저류시설이 조절용량을 결정할 때의 계획강우의 확률년수는 다음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로 설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배수구역에서의 하수도 우수배제계획과의 조정

  ② 저류시설이 구조형식에 대응하여 방재상 필요한 안전도

  「하수도시설기준」에서는 우수배제계획에 있어서 계획우수량을 정하기 위한 확률년

수는 「원칙적으로 5~10년으로 한다」로 정하고, 그 「해설」에서 「“확률년수는 

5~10년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반드시 전지역이 일정치 않고 지역의 중요도에 따

라 확률년수를 다르게 하거나 근간적인 시설에 대해 확률년수를 크게 취하는 것이 방

재상 필요하다」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근거하여 저류시설의 계획확률년수를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의 지

형, 주변토지이용상황 및 중요도, 기존 우수관거 현황, 저류시설의 계획수위와 주변지

반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침수방지를 위한 치수안전도의 향상여부를 판단하여 확

률년수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적용범위

   우수저류시설은 지역외저류시설에서 굴입식, 제방식 및 지하식 등이 적용되며 시가

지에서는 입지조건에 따라 지하식 저류시설이 주로 계획되고 있다. 또한 지역내저류시

설은 저류장소가 주차장, 학교 및 공원 등이 지표면이 이용되기 때문에 시설관리자에 

따라 제도상과 유지관리상에서 조정이 필요하지만 토지의 유효이용 측면에서 적극적으

로 활용될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우수조절방식

   우수조절방식은 자연유하식을 원칙으로 한다. 저류시설의 우수조절방식은 집수구역

이 작아 강우개시에서 유출발생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짧으므로 인공적으로 조절하지 

않고 자연방류를 원칙으로 하며 조절효과가 확실한 것으로 한다.

그러나 지하식과 굴입식 저류시설은 평탄한 지형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저류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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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관거의 수위관계에서 자연방류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펌프나 수문에 의한 배수방

식으로 한다.

6) 저류시설의 다목적 이용

   저류시설은 공원․녹지, 체육시설 등의 시설과 중복하고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저류시설은 우수유출을 저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고밀도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시가지에서는 주변의 토지이용과 조화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저류시

설의 구조 등을 공원․녹지, 체육시설 등과 같은 시설과 중복하여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목적 이용으로 계획하는 것은 토지의 고도이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관을 개

선하여 도시환경의 향상 등 많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저류시설을 다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획저류능력이 장래에도 확보될 수 있을 것

   ② 이용목적에 저해되지 않도록 강우에 의한 저류빈도나 지속시간을 고려할 것

      (다단식저류 등)

   ③ 안전 및 위생상에서 상호 관리구분을 정해 둘 것

2. 우수 류시설 용량 산정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저류시설 용량 산정방법은 기본적으로 합리식의 방법에 근거한 

매개변수 및 기법을 이용한다.

   우수저류시설의 용량산정에 대한 흐름도는 <그림 3.8>과 같으며 용량산정에 필요한 

각 부분에 대해 아래에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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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시설의 설계규모 및 구조형식의 결정

설 계 준 비

지형,관거자료,배수

구역도 등 자료수집

정리

현 지 조 사

조절방식의 결정

H.W.L의 결정

관거통수능력검토 집수면적, 유출계수, 

도달시간의 산정

하류허용방류량의 결정

저류시설 및 

방류시설의 규모결정

설계홍수량 

산정

우수저류시설 

용량 산정

수문곡선의 작성

확률강우량의 산정

강우분석

강우지속시간의 

결정

<그림 3.8> 우수 류시설 용량산정 흐름도

1) 유달시간

   합리식에 이용하는 유달시간은 원칙적으로 등유속법의 범주에 포함되며 유역의 최

상류지역에 내린 강우가 유역의 출구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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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 =t₁+ t₂

       여기서, tc: 유달시간(분),  t1：유입시간(분),  t2：유하시간(분) =
L

60×V

               L：거리(m),     V：유속(m/sec)

① 유입시간

<표 3.2> 유입시간

우리나라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고있는 유입시간
미국 토목 학회

인구 도가 큰 지역 5분 완 포장  하수도가 완비된

집지구
5분

인구 도가 은 지역 10분
비교  경사도가 은 

발 지구
10～15분간선 오수 거 5분

지선 오수 거 7～10분

평지의 주택지구 20～30분평    균 7분

자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보고서, 서울특별시, 2002.

- 시가화 지역은 10분, 산지는 Kerby식 사용

         t 1= (
2
3
×3.28×

ℓ․n
S

)
0.467 (Kerby 식)

         여기서,  t1：유입시간(min)

                 ℓ：사면거리(m)

                  S：사면경사

                  n：조도계수와 유사한 지체계수

<표 3.3> Kerby식의 지체계수(n)

지표의 상태 n 지표의 상태 n

불침투면

침투 용이한 나 지(평탄지)

나 지(보통조면)

조 지  경작지

방 지  보통 지

0.02

0.1

0.2

0.2

0.4

삼림지(낙엽수)

삼림지(낙엽 등이 쌓인 곳)

삼림지(침엽수)

지

0.6

0.8

0.8

0.8

자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보고서, 서울특별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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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하시간

   유하시간은 관거의 구간거리와 계획유량에 대처하는 유속으로 구간별 유하시간을 

합하여 구한다. 유하시간은 관종별 경제적인 유속 및 관내의 퇴적방지 등을 고려

하여 0.8~3.0m/sec로 하여 산출한다. 그러나 실제 유속을 최적유속인 

1.0~1.5m/sce로 하여 관거구간 거리로 나누어 유하시간을 구하며 만약에 가정유

속에 의하여 구한 결과가 실제 계획에 의한 평균유속과의 차가 생길 경우에는 해

당 관거의 실경사에서 구한 실유속에 따라 계산을 반복해서 수정하였다.

       t 2=
L
V
×

1
60

        여기서,  t2：유하시간(min),  L：구간당 관거연장(m),  

                 V：관내 평균유속(m/sec)

        ※ 유달시간의 산정결과 10분미만으로 산정된 경우 10분으로 해도 무방하다.

2) 유출계수

   유출계수의 값을 정확히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유출계

수의 값은 강우강도, 강우의 지속시간, 지질, 유역의 지표면상황, 유역의 경사, 유역평

면형상등에 의하여 변하는 것 이외에 대상으로 하는 유역의 위치, 크기의 정도에 따라

서도 변화하게 된다.

   총괄유출계수의 산정식은 식과 같다.

    C = ∑
m

i=1
Ci․Ai / ∑

m

i=1
Ai                                          

       여기서, C  : 총괄유출계수,   Ci : i번째 토지이용도별 기초유출계수

               Ai : i번째 토지이용도별 총면적,  m : 토지이용도의 수

   토지의 기초표면형태의 유출계수를 기초유출계수라 부르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

한 토지이용도별 기초유출계수의 표준값은 <표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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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토지이용별 기 유출계수 표 값

표면형태 유출계수 표면형태 유출계수

지붕 0.85~0.95 공지 0.10~0.30

도로 0.80~0.90
잔디수목이 많은 

공원
0.05~0.25

기타불투수면 0.75~0.85 경사완만한 산지 0.20~0.40

수면 1.00 경사 한 산지 0.40~0.60
 

자료: 하수도시설기 , 환경부, 1998.

   이와 함께 유출계수가 토지이용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수도시설기준

(환경부, 1998)의 유출계수표준값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서울시, 2002)의 용도별 

기초유출계수를 기초로 하고 토지이용을 크게 도시화지역과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지역

으로 나누어 유출계수를 제시하면 <표 3.5>와 같다. 

<표 3.5> 토지용도에 용되는 기 유출계수 범  

토지이용 유출계수범

교통시설지 0.80～0.90

상업업무시설지 0.70～0.95

공공용도지 0.65～0.75

주택지 0.50～0.75

주거․상업혼합지 0.70～0.95

공업지 0.60～0.90

경작지 0.10～0.25

나지 0.30～0.40

도시부양시설
조경수목식재지 0.10～0.25

시가화지역 0.60～0.75

녹지  오 스페이스 0.50～0.75

 

자료: 상습침수 해소를 한 하수도시설기  재검토, 서울특별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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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계수는 강우가 지속적으로 오는 경우 지반은 초기강우로 인하여 습윤상태를 유

지하게 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되어 유출량은 늘어나게 되므로 장기강우에 대

한 유출량은 토지용도만으로 산출된 유출계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습

침수지역의 경우에는 침수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기초유출계수를 표준값 범위

에서 중간값이상이나 상한값을 적용하는 방법과 유출모형에 의한 지표면유출분석을 실

시하여 검토된 유출율과 비교․검토하여 총괄유출계수를 산정하는 방법도 검토가능하다.

3) 강우지속시간

   설계강우의 지속기간은 원칙적으로 대상유역의 크기, 강우 지속기간 특성, 홍수유출 

형태, 그리고 계획대상 시설의 종류 등을 명확히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설계하고

자 하는 수공구조물의 주된 기능이 홍수방어(조절)인지 아니면 유량저류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강우 지속기간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수공구조물이 홍수조절용인 경우, 

주로 도시지역의 유수지와 홍수조절지, 도시하천 제방, 또는 소유역의 유량조절시설 등

으로서 유역에 강우가 균등하게 내려 첨두홍수량에 기여하는 전체 유역면적의 유출특

성을 나타내는 홍수도달시간 또는 집중시간을 계산하고 이 시간을 설계강우의 지속기

간으로 한다. 단지 우수관거는 해당 소유역의 집중시간을 그대로 설계강우의 지속기간

으로 한다(홍수조절용 저류지 설치를 위한 설계지침서, 2001, 건교부).

   일반적으로 저류시설의 지속시간은 저류시설에 가장 큰 부하를 일으키는 임계지속

시간으로 선정하며, 이와 함께 침수해소를 위한 우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이 우수를 

일시적으로 저류하여 유출을 조절하는 것이므로 과거 침수상황과 하류부에 미치는 부

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허용방류량의 산정

   하류허용방류량의 산정은 하수관거의 유하능력, 하류부 배수계획 등에 대해 조사하

고, 적절한 값으로 한다. 또한 제한된 면적 및 위치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하류

지역의 침수해소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하류 및 인근지역이 하수관거 통수능부

족에 의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류시설의 허용방류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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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홍수량 및 유입수문곡선의 작성

   설계홍수량 산정시에 HEC-1, ProHEC-1, HEC-HMS, HEC-RAS, WMS, 

SWMM, Pondpack, HYDRAIN, FLDWAV, 합리식, ILLUDAS, TR-20, TR55등의 

모형이 사용될 수 있다(홍수조절용 저류지 설치를 위한 설계지침서, 2001, 건교부).

   본 연구에서는 우수저류시설의 설계홍수량 산정에 기존 하수관거 설계에 사용한 합

리식을 사용하였다.

       • 첨두유량의 계산법

Q = 1
360

 C ․ I ․ A
     여기서  Q：첨두 유출량(㎥/sec),  C : 유출계수

         I：유달시간(tc)내의 평균강우강도(mm/hr),  A：배수면적(ha)

       • 유입수문곡선의 계산법(합리식)

 유출수문곡선은 합리식의 이론에 의하여 그림과 같이 산정한다.

         이 방법은 단위도와 합리식을 조합시켜 계산하는 것이고, 또한 첨두유출계

 수와 유출율이 일치한다는 가정에 의한 것이다. 다만 미리 유효강우량이 얻

 어질 수 있는 경우는 그림의 C=1로서 유출수위곡선을 계산하면 좋다.

a

b c

 : Q=1/360CIA

tc

: I
       우량도

  수문곡선

             I : 수문곡선의 tc내 평균강우강도(㎜/hr), C : 유출계수,

        tc : 유달시간(min),  a, b, c : 강우강도 I 에 대한 유입수문곡선

<그림 3.9> 유입수문곡선의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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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류시설 용량 및 방류구의 산정

   저류시설의 우수저류용량은 계획강우에 의한 첨두유량을 저류시설에 허용된 방류량

(이하 「하류허용방류량」이라 한다)까지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량이고 그 산정은 

원칙적으로 우수저류계산에 의한 것으로 한다. 하류허용방류량의 설정은 저류시설 하류

의 하수관거, 하천등의 유하능력 및 하수관거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값으로 한다.

   우수저류계산은 상류부에서 저류지로의 유입량 와 방류량 의 차가 저류지에 

수평으로 저류하는 것으로 연속식에 의하여 행한다. 

 그 기본식은 다음과 같다.

        


   

 위식의 수치계산은 중앙차분을 다음식에 의하여 행한다.

        
      



      


⋅

여기서   : 저류지로의 유입량(계획수위곡선그래프)(㎥/sec)

              : 저류지로부터의 방류량(㎥/sec)

                V : 저류용량(V=f(H), 저류수심 H의 관수로서 주어진다)(㎥)

               △t : 계산시간 피치(유달시간 tc 또는 tc/2 정도로 한다)(sec)

           t+△t, t : 계산시각을 나타내는 첨자

   이를 간략화하면 저류시설의 개략적인 우수조절용량은 강우강도곡선을 사용해서

Vi
값을 구할 수 있으며 이 최대 Vi

값이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저류용량을 나타낸다. 

     Vi =
1

360 (I i - 1
2
Ic)⋅60⋅ti⋅C⋅A1

     여기서, Vi
 : 저류용량(㎥)

             I i  : 강우강도곡선상의 임의지속시간에 대한 강도(㎜/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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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 c  : 관거허용방류량 Qc
에 대한 강우강도(mm/hr)  

⋅
⋅

             t i  : 강우지속시간(분) 

             C  : 유출계수 

            A1
 : 배수면적(ha)

<그림 3.10> 우수 류시설 소요 류용량

   또한 저류시설의 방류구는 방류량와 저류수심 H의 함수로서 다음 식에 의하여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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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수심과 오리피스와의 계

    ①  ≤   :    ∼ ⋅




    ②     :   ⋅⋅    

    ③       : 이 구간은   에서의  및   에서

의 를 사용하여 그 사이 값을 비례적으로 근사시킨다.

      여기서 C는 벨마우스가 있는 경우 0.85~0.90, 없는 경우 C=0.60으로 한다.

      : 저류지 유출량 ( ) 

            B, D: 방류오리피스의 폭과 높이(m),   g : 중력가속도(m/s2)

   오리피스의 부지고는 하류 하수관거와 연결부를 고려하고 가능한 저위치에 설치하

는 것이 효과적이다.

3. 유입  방류 시설 

1) 유입시설

   하수관거의 계획강우강도를 초과하는 강우가 발생하면 우수는 도로면 등의 지표면

을 흘러 직접 우수저류시설로 유입되게 된다. 그러므로 지역조성계획 및 도로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도로경사를 고려하여  집수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강

구하고 해당 유역에서 발생한 우수의 유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유입시설의 위치 및 구조는 다음의 각호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연약지반이나 성토지반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 피하고 유입시설의 침하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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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적절한 기초공사를 실시한다

  ② 유입수에 의하여 저류시설의 경사면 및 저면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

한 감세공, 수충보호공, 호안공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2) 방류시설

   방류시설은 유입부, 오리피스, 방류관으로 구성된다. 오리피스는 계획강우시의 하류

허용방류량 이하의 유량으로 조절하는 단면이 되도록 한다. 

  방류시설의 구조는 다음의 각호를 고려하여 정한다.

  ① 방류유입부는 토사가 직접유입하지 않는 배치구조로 하고 유목, 나무조각에 의

하여 폐쇄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② 방류시설에는 수위․유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하지만 횡월류방식인 경우에는 수문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방류관은 외압이나 부등침하에 대하여 충분히 견디고 누수 및 불명수가 침투되

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저류시설에서 방류량이 하류 하수관거의 수위에 영향을 받아 자연조절방식이 어려

울 경우에는 펌프배수방식을 채용할 수 있다. 펌프설비의 계획설계는 저류시설과 방류 

하수관거의 각각 수위조건에 맞게 유지관리, 경제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계획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방류가능한 레벨로 오리피스를 설치하고 자연방류불가능한 수

위이하의 저수량에 대하여 펌프배수방식을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펌프는 계획

강우시에 저류시설에서의 방류량이 하류허용방류량을 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하며 양정

변화에 대응이 가능하여야 하고 펌프기종에 맞게 필요한 유효간격을 가지는 스크린을 

설치해야 한다. 

   수문배수방식일 경우에는 강우종료후, 적절한 시간내에 배수를 완료하고 다음의 강

우에 대비하도록 시설의 규모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유지 리 지침(안)

1) 유지관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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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류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적절한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저류시설은 

우수유출을 저감하여 하류부의 수로 등의 유하능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므로 강우시에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시설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적

정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가 적절하게 실시되지 않으면 저류부의 방류시설에 토사 등이 퇴적하고 또

한 부유물에 의하여 스크린이 막히는 등 저류시설의 기능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지관리작업은 다음과 같다.

    ① 점검

    ② 청소 및 준설

    ③ 보수 및 개량

    ④ 재해 및 사고대책

   유지관리의 작업내용은 평상시와 강우시 등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므로 이들에 대응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저류시설이 공원, 운동장 등의 다른 시설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안전, 위생상의 관점에서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평상시 유지관리 

   평상시의 유지관리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행하고, 필요한 보수 및 개량, 퇴적된 토사

의 제거, 제초 및 청소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① 점검 

    점검은 반드시 장마 및 태풍시기 등의 강우전에 행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회수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점검의 범위는 <표 3.8>의 점검표에 근거한 시설주

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보수 및 개량

    점검의 결과, 시설의 손상 혹은 기능의 저하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보수 및 개량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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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퇴적토사의 제거

    퇴적토사가 계획퇴사위에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제거해야 한다.

  ④ 제초 및 청소 등

    시설의 제초 및 청소 등은 원칙적으로 강우 전․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3) 강우시의 유지관리

   강우시는 저류시설의 수위 및 방류상황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

  ① 점검

    홍수경보의 발령 등에 따라서 홍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점검을 실시해

야 한다. 또한 강우의 상황에 맞추어 적당한 순회점검을 해야 한다.

    점검의 범위는 평상시의 점검에 준하는 것으로 하고 <표3.6>에 나타낸 항목에 대

해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표 3.6> 우수 류시설의 강우시 검내용

주요 검 내용 이유

①수 는 만수 로 되어 

  있지 않는가
-홍수토구에서의 월류에 의하여 하류에의 향이 큼

②수 의 상승 는 

  강하를 일으키고 있지 

  않는가

- 격한 수 변화는 제방본체의 붕괴를 일으킬 험이 있음.

-스크린  오리피스의 폐쇄에 의한 수 의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제방본체의 균열 등에 의한 수 하가 일어나고 있는 가

 능성이 있음  

③방류상황
-스크린  오리피스의 폐쇄에 의한 방류량이 감소하고 있

 을 가능성이 있음

④제방본체에서 월류  

  붕괴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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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대응책

    점검의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수위의 상황에 따라 하류지역의 

주민의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강우가 그친 후에 신속하게 점검을 

실 시하고 필요에 맞도록 조기에 기능회복을 시켜야 한다.

4) 유지관리설비

   우수저류시설의 유지관리 설비는 다음과 같다.

  ① 저류시설에서는 원칙적으로 강우시의 감시 때에 저류상황이 기록되어 파악될 수 

있도록 수위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② 방류부 스크린의 쓰레기제거, 토사제거, 제초, 각부 등을 점검할 때 작업이 원활

하게 되도록 필요에 맞게 유지관리를 위한 설비를 설치한다. 유지관리설비로서 

관리용 도로 및 다리등 유지관리조건을 고려한 후에 필요에 맞게 설치한다.

  ③ 위생상, 경관상의 고려에서 필요에 맞게 저수용 배수로의 설치 및 저면처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모기의 발생 등이 위생상의 고려, 경관, 유지관리상의 관점 

및 저면관수의 빈도를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강우시의 유입량에 대응한 

배수로를 저류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 저류시설저면주위에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것, 암거 등의 저면처리를 실시하는 등의 대책이 유효하다.

5) 안전대책설비

   사고방지를 위하여 저류시설의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고 저류시설의 목적 등을 설명

한 표식을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취하는 것으로 한다. 주민의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

기 위해 저류시설의 주변, 특히 유입시설, 방류시설부근에는 추락사고의 방지를 위한 

펜스를 설치한다. 또한 저류시설주변에는 저류시설의 목적, 기능, 규모, 주의사항 등을 

해설한 표식을 설치하고 부근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팜프렛 등을 배포

한다.

   특히 공원등과 중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와 조정하여 사고발생 및 시설안

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 연락처를 명확히 하고 표식은 어린이도 쉽

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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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점검수리 등의 유지관리작업 중의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난간을 설치하는 것으

로 한다.

6) 우수저류시설 대장

   저류시설을 정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구조 및 기능 등을 기재한 우

수저류시설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① 우수저류시설 대장

     우수저류시설대장은 <표3.7>에 제시된 총괄조서와 일반적으로 그림 및 시설평면

     도 등으로 구성된다. 조서 외에 설계서 및 시공관련자료 등도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② 유지관리기록

     기록은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다음 항목은 그때마다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점검기록

      - 준설 및 보수 등의 기록

      - 수문기록

      - 기타 기록(유역의 개발상황, 일반 주민에게 통보)

   우수저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점검표는 <표 3.8>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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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우수 류시설 총 조서

저류시설명 :
방류수

역

소재

지

항목 단위 비고

집수면적

도시유역 : A1 ha

자연유역 : A2 ha

전유역  : A ha

설계재현기간 년

설계강우강도 mm/hr

유량계산방식 합리식

유출계수 : C

유달시간 : tc min

퇴사량 : Vc m3/year

설계유입량 : Qo m3/sec

방류시설

Type 오리피스

규격 구형

방류량 m3/sec

방류지 간선관거

설계수위

월류수위

횡월류길이

토피고 m

저류시설면적 m2

저류시설용량 m3

저류시설제원 m ×

펌프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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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우수 류시설 검표(안)

시설명 검자 책임자 검실시일자         년     월    일

검장소 검항목

해

당

없

음

(×)

검

완료

(V)

조치

필요

(△)

조치

완료

(O)

검장소 검항목

해

당

없

음

(×)

검

완료

(V)

조치

필요

(△)

조치

완료

(O)

검장소 검항목

해

당

없

음

(×)

검

완료

(V)

조치

필요

(△)

조치

완료

(O)

류

구

조

물

벽체

바닥

․벽면붕괴, 균열

․ 수, 용수

․손상, 함몰

․벽체보호공 손상

․콘크리트구조물과 

  그외 속부 손상

․집수구의 폐쇄

․잡

․토사퇴

․잡

․쓰 기의 퇴

․방류 장해물

거

구

조

물

유입부  

방류부

월류부

기타

․구조물의 이상

․스크린의폐쇄

․토사퇴

․ 수

․ 구 조 물 ( 기 둥 포 함 )    

 의 이상

․ 콘 크 리 트 구조 물 과   

 그외 속부 손상

계측

기기

․

기타

계측시설
수 계의 작동이상

수

방

기

자

재

자재

기재

기타 

수량, 품질, 보 상

태

수량, 품질, 기능, 

보 상태
시

설

주

변

․

하

류

시설주변

복토부

하류부

하류수로

기타

․지형의 변화

․지반의 침하

․ 험성 증

․구조물의 

  이상, 장애물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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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수 류시설의 설치방법 

   지역이 도시화됨에 따라 지면이 건물, 도로 등으로 덮이고 우수의 지하침투가 저해

되어 유출량이 증대하고 하천의 범람, 하수도의 처리부하증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외국도시 중에서 서울시와 유사한 일본에서 침수방지용으로 적용되고 있는 우수저류시

설 설치공법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1) 콘크리트구조물형 우수저류시설

   호우에 의하여 하수관거의 수위가 급상승하면 그 일부가 하수관거의 측벽에 설치된 

월류웨어로부터 우수저류지로 유입하고 우수를 저류하는 것에 의하여 침수피해를 저감

한다. 또한 저류한 우수는 비가 그치면 스크린으로 쓰레기를 제거한 후에 하수관거로 

배수펌프를 이용하여 배제하므로 우수저류지는 언제나 우수를 저류할 수 있다. 

   우수저류지 모식도는 <그림 3.12>와 같다.

<그림 3.12> 우수 류지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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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의 특징

  ① 우수저류지의 구조는 스컴부착이 적고 저류량이 많으며 1지로 되어있다.

  ② 우수저류지의 바닥판은 소류력을 크게 하기 위하여 1:10경사로 하고 집수구인 

펌프피트에서 집수하고 있다.

  ③ 우수유입방법은 간선에서 유입관으로 우수를 유입시켜 흐름이 안정되고 저류시 

설 내의 월류웨어에서 유입되는 횡월류형으로 되어있다.

  ④ 배수방법은 간선의 수위저하와 함께 웨어높이까지는 자동배수하지만 그 이하는  

펌프로 배수된다.

2) 시스템

  ① 저류시스템: 간선→유입관→우수저류시설 월류웨어→우수저류시설 만수→간선수

     위의 저하→펌프배수→유출관→간선

  ② 세정시스템: 저류된 우수는 부패하여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이내에 배

수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운동장의 인공잔디의 아래는 우수를 모으는 집수관을  

배치하고 세정탱크(60㎥, 이중 30㎥은 수도로 공급)에 우수를 저류하고 세정급

수 펌프로 우수저류시설의 바닥 등을 청소하는 용수로 이용한다.

  ③ 운전시스템: 유입관의 수위를 검지하고 간선의 수위가 저하된 후에 저류된 우수

를 배수펌프로 배출시키며, 배출 후에 세정공급펌프가 자동으로 운전된다. 또한

각 기계의 상태(운전, 정지, 고장)는 자동적으로 우송되며 자료로서 보관된다.

3) 실시사례

 - 대상유역: 동경 東池袋4, 5丁目등 약 67ha

 - 우수저류량: Q = 14,000㎥

 - 유입량: Q = 6.26㎥/s 

 - 상부이용: 야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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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우수 류시설 평면도

<그림 3.14> 우수 류지 단면도

<사진 3.1> 우수 류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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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형 우수저류시설

(1) NT식I형 우수저류시설

   NT식I형 우수저류시설은 우수를 지하에 저류시키고 침투시켜 홍수시의 효율적인 

우수유출억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프리캐스트(precast)제품을 현장에서 세우는 것에 의

하여 경제성, 단기공사, 내구력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우수저류시설의 구성부재

   NT식I형 우수저류시설의 구성은 <그림 3.15>와 같다.

<그림 3.15> NT식I형 우수 류조의 구성

   우수저류시설은 프리캐스트 제품의 중간블럭, 외블럭, 상판판넬과 현장타설콘크리트

를 조합하여 구축한다. 현장타설콘크리트로 하는 부분은 바닥판, 단벽 등이다. 중간블

럭 및 외블럭은 내부높이 1.5m-5.0m 까지 0.5간격으로 총 8타입을 표준단면으로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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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수저류시설의 원리 및 구조

   NT식I형 우수저류시설의 구조는 <그림 3.16>과 같다. 

<그림 3.16> NT식I형 우수 류시설 구조

   강우시에 의한 우수는 유입관으로 저류시설 내부로 유입되어 하류지역의 유출상황

에 맞게 방류시설인 스크린, 오리피스를 경유하여 유출관으로 배출된다. 각 부재의 연

결방식은 블록과 상판판넬의 연결(횡방향연결)과, 블록과 블록의 연결(종방향연결)이 있

고 전자는 접합철근에 의하여, 후자는 PC강재에 의하여 각 부재를 일체화시킨다.

   또한 폐쇄의 원인이 되는 쓰레기, 토사 등은 시설로 유입하기 전의 전처리시설 또

는 시설내부의 토사부, 스크린 등에 의하여 퇴적, 제거된다. 시설의 기능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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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생, 환경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검, 청소 및 수선 등의 유지관리를 

행하기 위하여 점검공, 환기공을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사진 3.2> NT식I형 우수 류시설 부설 사례

4) 특징

   NT식I형 우수저류시설은 프리캐스트 제품의 장점인 고품질, 공기단축에 기여하고 

그 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저류조를 구성하는 블록의 형상이 단순하고 조합이 쉬우며 자유도가 높으므로   

복잡한 부지나 변형부지에도 대응할 수 있다.

  ② 저류시설상부를 공원, 주차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유효이용이 가능하다.

  ③ 상판블록의 연결대가 크므로 대변형시에도 탈락의 위험성이 적고 안정성이 있다.

  ④ 단면형상이 상하좌우대칭이므로 균형성이 좋고 운반, 보관 등에 편리하다.

  ⑤ 내진설계가 되어있다.  

3) 조립적재형 우수저류시설

(1) 크로스웨브공법 우수저류시설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도시형수해, 국지적 집중강우에 대한 종합치수대책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크로스웨브가 앞으

로 종합치수대책, 물순환재생, 환경보존 등의 일조를 하는 공법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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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발된 공법의 원리

   크로스웨브공법은 크로스웨브로 불려지는 파형의 부재를 교차시켜 쌓아올리는 것만

의 단순한 구조로서 90%이상의 공극률을 가지는 체수공간을 형성한다. 그것을 차수시

트나 투수시트로 덮으면 지하저류침투시설을 쉽게 형성한다. 크로스웨브의 적층수법순

서는 <그림 3.17>에 나타내었다.

   땅을 파고 판부분에 차수시트나 투수시트를 부설하고 구조체로서 조성한 크로스웨

브에 필요한 유입유출시설을 부가하고 지하저류침투시설을 완성한다.

   지붕면이나 주차장, 도로, 운동장등의 집수면에 내린 비를 홈통, 측구, 암거 등을 

통하여 유입거로 집수된다. 유입구에는 쓰레기, 낙엽 등을 제거하는 스크린이나 이토

실을 설치하고 크로스웨브조로의 침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구비한다. 유입구로부터 직

접 또는 관거를 통하여 크로스웨브조로 유입시킨다.

   크로스웨브공법은 시트나 유입․유출시설의 조합시켜 저류․침투․저류침투의 어느 용도

에도 적용가능하다. 용도별 시설에 대한 개념도는 <그림3.18>~<그림 3.20>에 걸쳐 나

타내었다.

<그림 3.17> 크로스웨 의 층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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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류형 크로스웨  공법

<그림 3.19> 침투형 크로스웨  공법

<그림 3.20> 류침투형 크로스웨  공법

  (나) 크로스웨브공법의 특징

   크로스웨브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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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극율이 90%이상으로 높고, 단위체적당 저류효율이 좋다.

   ② 반송․보관시는 겹쳐서 수납가능하기 때문에 수송효과도 좋고, 시공현장에서도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다(공간절약).

   ③ 크로스웨이브 1매가 6.4㎏로 경량이므로 취급하기 쉽고 접착제도 필요없고 용  

이하다.

   ④ 리싸이클에도 대응가능한 폴리프로필렌을 원료로 하고 있다(순환형상 품).

   ⑤ 폴리프로필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내구성이 우수하고 수질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⑥ 필요에 맞게 침사거나 관리용측구 등으로 유지관리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⑦ 콘크리트공법과 같은 양생기간이 필요가 없고 공기가 대폭적으로 단축되어 경  

제성이 우수하다.

  (다) 크로스웨브공법의 시공실적

   2002년 1월말 현재의 크로스웨브공법의 시공실적은 <표 3.9>와 같다.

  <표 3.9> 크로스웨 공법의 시공실

물건 장소 용도 류량(㎥) 시설주체

병원시설공사A 東海地區 류지 4,000 민간

병원시설공사B 東海地區 류지 4,000 민간

킹구에리아공사 東海地區 류지 2,260 일본도로공단

공장신축공사 關東地區 류지 1,100 민간

도로조성공사 關西地區 류지 1,100 국토교통성

병원시설공사 九州地區 우수이용 600 민간

합계 93건 - 37,000 -

   참고) 조정지 59건, 우수이용 21건, 방화조 10건, 경량성토 3건

  (라) 크로스웨브공법의 시공사례

   크로스웨브공법에 의하여 시공된 사례를 나타내면 <사진 3.3>과 같다. 본 시설은 

저류시설저부와 측면에 차수시트로 덮고 오리피스를 가진 조정조를 병설한 우수저류시

설이다. 우수저류시설의 상부는 주차장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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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사진 3.3> 크로스웨 의 시공순서

(2) 아쿠아프라공법 우수저류시설 

   아쿠아프라공법은 기능성, 시공성, 경제성을 가진 플라스틱제품이며 우수저류침투공

법으로 개발되었다. 높은 내압강도와 공극율을 가진 콤팩트한 우수저류시설로서 우수

유출저감 및 우수이용에 기여한다. 아쿠아프라공법은 우수저류침투기술 평가인정제도

에 근거한 사단법인 일본 우수저류침투기술협회로부터 종합치수대책 및 물순환재생 등

에 기여하는 기술로서 2001년 1월 26일에 기술평가인정을 취득하였다. 

   아쿠아프라공법은 아쿠아프랏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양은 <사진 3.4>와 같다.

   아쿠아프라공법의 평가인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우수의 유출억제시설 및 우수이용시설로서 충분히 높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② 실용상 필요한 안전성과 강도,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③ 레벨2에 해당하는 지진․진동에도 안전한 강도를 가지고 있다.

   ④ 유지관리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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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4> 아쿠아 라의 아쿠아트랏  모습

  (가) 공법원리

   아쿠아프라공법은 굴삭한 판부분에 약 95%의 공극율을 가진 아쿠아트랏프를 적층

하고 그 저면 및 주변을 차수시트, 투수시트 및 보호시트로 덮고 흙을 덮는 것으로 지

하에 쉽게 저류침투시설을 구축한다.

   지붕, 도로에 내린 빗물, 홈통이나 측구에서 집수한 아쿠아트랏프조에 저류시킨다. 

이때 집수된 우수는 아쿠아트랏프조에 유입시키기 전에 일단 쓰레기제거 필터나 이토

실을 가진 조에 유입시키고 우수중에 포함된 쓰레기, 토사, 낙엽등을 제거한다. 또한 

아쿠아트랏프조의 윗면에 내린 빗물은 토양중에 침투시키고 침수시트를 통하여 아쿠아

트랏프조에 저류시킨다. 아쿠아트랏프조는 시트종류 및 유입, 방류시설의 조합에 의하

여 저류형, 침투형, 저류침투형의 어느 용도로도 적용할 수 있다. 

   저류형, 침투형, 저류침투형의 아쿠아프라공법은 <그림 3.21>~<그림 3.23>와 같다. 

   ① 저류형은 아쿠아트랏프조의 바닥면, 측면을 차수시트로 덮고 오리피스 및 월류

관등의 방류시설을 설치한다.

   ② 침투형은 아쿠아트랏프조의 바닥면, 측면을 투수시트로 덮고 오리피스 및 월류

관등의 방류시설을 설치한다.

   ③ 저류침투형은 아쿠아트랏프조의 바닥면, 측면하부를 차수시트, 측면상부를 투수

시트로 덮고, 오리피스 및 월류관 등의 방류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저류형 및 

저류침투형의 오리피스에 의한 방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아쿠아트랏프조를 구

축하면 우수이용시설로서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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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류형 아쿠아 라 공법 

<그림 3.22> 침투형 아쿠아 라 공법 

<그림 3.23> 류침투형 아쿠아 라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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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공 사례

   아쿠아프라공법의 시공 사례는 <사진 3.5>~<사진 3.7>과 같다.

   - 용도: 저류형

   - 시공장소: 주차장지하

   - 용량 : 250㎥

 

  <사진 3.5> 차수  보호시트 부설      <사진 3.6> 아쿠아트랏  조립

 <사진 3.7> 아쿠아트랏  조립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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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우수저류시설 설치근거 및 관련법 

   서울시가 돌발성 집중강우에 대응하여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①우

수저류시설이 지역적 침수를 해소시킬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이라는 대중적인 인식의 

확대, ②행정의 입장에서 우수저류시설의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와 기준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확대보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면 침수

방지시설로서 우수저류시설이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에서 우수저류시설의 보급․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관련

법령 및 시설기준을 검토하였다. 대상법령에 대해서는 우수저류시설이 도시기반시설에 

포함되고 공공시설과 겸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검토하였으며, 다음으로 민간

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마련된 법령 및 시설기준에 대해 우수저류시설의 보급확대에 필요한 사항

들을 법적분야, 민간적용분야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적분야는 현행 법령중 시설설치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고 시설설치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법령 개정사항을 제시한다. 관련법은 도

시계획 및 도시개발관련 법률, 주택 및 건축에 관한 법률, 하수도시설기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 민간적용분야는 서울시의 민간부문에 우수저류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

하기 위하여 일본, 독일 등의 보조, 융자, 세금 감면 등과 같은 우수저류시설의 

민간설치제도가 효과를 거둔 사례를 분석한다. 

1. 우수 류시설의 설치근거 검토

   우수저류시설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이 1999년 정부의 수해방

지대책기획단의 수해방지종합대책이 확정된 이후에 이를 추진하면서 각종 법령, 규칙 

및 기준에 명시되었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근거와 관련되는 법령은 건설교통부 소관의 도시개발업무

지침,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준도시지역



- 68 -

시설용지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 하천설계기준이 있으며, 환경부 소관인 하수도시설기준 

등이 포함된다. 이들 관련법에는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게 마

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시설유형별 설치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아직까지 활

발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도시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우수저류시설의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는 

설치근거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업무지침

   도시개발업무지침은 도시개발법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등 도시개발법령에서 건설

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을 정함으로서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또한 이 지침은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도시개발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2000년 12월에 제정되고 

다시 2003년 11월에 개정되었다.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침수방지의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설치근거를 나타내고 있는 

조항은 토지이용계획 및 방재계획 등에 관한 조항이다.

(1) 관련조항

제2편 개발계획의 수립  

제8장 부문별 계획 

제5  토지이용계획 

2-8-5-2.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계획은 안 성, 건강성, 편의성, 쾌 성, 경제성, 환경성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3) 토지이용계획은 개발행 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 ․인  재

해를 방할 수 있도록 가  자연지형을 유지하는 친환경 인 개발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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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제8  환경성 검토  

2-8-8-1 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령의 환경성검토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여 환경부하 요인을 사 에 해소하

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기 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 리계획”이 수립된 도시는  그 내용

을 개발구역  개발계획의 수립시 활용할 수 있다.

제9  방재계획 

2-8-9-1 방재계획은 개발구역안에서 발생가능한 재해를 방함으로써 개발구역안

에의 주민의 안 을 도모하기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8-9-2. 방재계획의 수립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방재계획에는 개발구역안에서 과거 20년간 발생한 주요재난의 종류와 발생

빈도에 한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2) 개발구역안에서 으로 방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이를 

한 시설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하며 시설 설치에 필요한 우선 순 선정기  

 시설설치 순 에 한 근거를 밝 야 한다. 

  (3) 방재시설 설치를 한 재원조달계획  이의 집행순 를 (2)에서 정한 우선순

에 맞추어 계획한다.

  (4) 방재계획의 수립에 따른 효과를 방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한 

경제  분석을 한다.

2-8-9-3. 방재계획은 다음의 수립기 에 따라 작성한다.

  (1) 주요 재난의 종류와 발생빈도

     ① 주요 재난이라 함은 수해 는 화재 등으로 인해 체 주민  5%이상의 

주민이 거주지로부터 이탈한 경우를 말하며 발생빈도는 10년을 단 로 

발생하는 횟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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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주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에 비할 수 있는 방재 책을 수립한다.

   (2)  상지역  방재시설의 종류

     ①  상지역은 과거 5년간 2회 이상의 동일한 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말

하며 방재시설은 수해, 화재 등 주요 재난을 방지하기 한 시설을 말한다.

     ②  상지역을 선정하고 여타 지역의 사례를 고려하여 재난에 따른 피

해를 최소화하기 한 한 시설을 제시하도록 한다.

   (3) 방재시설의 설치계획  집행계획

     ① 방재시설의 설치계획은 주요 재난을 방지하기 하여 설치하는 시설의 

계획을 말하며 집행계획은 방재시설을 설치하기 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  연차별 집행계획을 말한다.

     ② 도시개발사업 총사업비의 범 내에서 방재시설의 설치를 해 집행가능

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4) 방재시설의 설치에 따른 효과분석

      방재시설의 설치에 따라 상되는 효과를 분석하되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와의 

비교를 포함한다.  

(2) 설치근거분석

제9절2-8-9-2의 방재계획 수립원칙에서 “개발구역안에서 중점적으로 방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이를 위한 시설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하며 ”라는 내

용에 의거하여 도시개발계획시에 돌발성 집중강우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는 침수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우수저류시설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특히 제3

호는 시설설치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도록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2)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



- 71 -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2000년 10월 개정되면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설되는 각종 시설에 대해 우수저류형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2003. 7월에 일부 개정되었다.

(1) 관련조항

제59조( 공공공지)  이 에서 공공공지이라 함은 군내의 주요시설물 는 환경의 

보호, 경 의 유지, 재해 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  휴식공간의 확보를 

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1조( 공공공지의 구조  설치기 )  공공공지의 구조  설치기 은 다음 각호

와 같다.

   4.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빗물을 모아두거나 땅속으로 스

며들게 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

제118조( 유수지)  이 에서 “유수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유수시설 : 집 강우로 인하여 증하는 제내지  지 의 배수량을 조

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하여 일시 으로 장하는 시설

   2. 류시설 : 빗물을 일시 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 가 낮아진 후에 방류

하기 한 시설

제120조( 류시설의 결정기   구조․설치기 )  류시설의 결정기   구

조․설치기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가 올 때에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빗물을 모아 둘 수 있는 공공시

설․공동주택단지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2. 집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방류지 이 되는 하천․하수

도․수로 등과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할 것

   3. 공원․운동장 등 본래의 이용목 이 있는 토지에 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본래의 토지이용목 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가 신속하게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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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하고, 그 사용횟수가 과다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류시설 본래의 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고, 빗물을 안 하게 모아 둘 수 

있도록 다음의 구조로 할 것

      가. 원활한 배수를 하여 원칙 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나. 방류구는 류시설의 바닥면 이하에 설치하여 수량 체를 방류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류시설의 수심은 주변지역의 안 성 등을 감안하여 정한 깊이로 할 것

      라. 류시설안에는 침수에 의하여 장해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개발행  등으로 인하여 류시설에 토사가 유입되어 강우량이 계획강우량

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빗물이 류시설에서 흘러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설치근거 분석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과 

같이 도시지역내 우수저류시설의 설치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된 법령으로 이를 근

거로 침수방지를 위한 우수저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9조는 공공공지를 정의한 것으로 모든 공공공지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제61조의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의하여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들 근거로 하여 우수저류시설은 120조의 저류

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3)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택

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택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우수저

류시설 설치와 관련된 조항은 제14조 주택의 계획과 별표 5의 환경친화적인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요령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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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조항

제14조( 주택의 계획)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단독주택건설용지를 블록단 로 공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합하여야 한다.

  2. 블록단 의 단독주택건설용지에 한 세부개발기 은 별표5의 「환경친화

인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요령」에 따라야 한다.

[별표 5] 환경친화 인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요령

  6. 환경친화  단지조성

    - 우기시 단지내 발생우수량을 일시 으로 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생태

연못의 등의 조성으로 생태계의 안정성(Stability)을 도모한다

    - 단지내 도로  보행로 등의 포장은 가능한 투수율이 높은 다공질 포장재

를 이용하며, 녹지공간을 최 한 확보하여 택지조성으로 인한 유출계수 증

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2) 설치근거 분석

1995년 8월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지침은 주거 및 단지내에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침에 제시된 우

수저류시설은 생태연못의 저류공간이지만 조항의 내용을 확대하면 단독주택, 연립

주택 등에 우수의 저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4)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1) 관련조항

제14조( 방재계획)  ①방재계획은 입안 상지역안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를 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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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지구내 거주자 는 이용자의 안 을 도모하기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②방재계획에는 지구안에서 으로 방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이를 한 시설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설치근거 분석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침수방지을 위한 우수저류시설과 

관련이 있는 조항은 제14조 방재계획에 “입안대상지역안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

(수해)를 예방함으로써 지구내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

으로서 방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이를 위한 시설의 종류가 포함되

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으로서 방재계획에 도시개발업무지침과 마찬가지로 

우수저류시설을 방재시설로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하수도시설기준

   하수도시설기준은 하수도시설의 계획,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으

로서 1979년에 처음 제정되고 1992년과 1998년에 2차 개정되면서 우수유출저감형 

하수도개념이 도입되었다.  

(1) 관련조항

1. 5. 4 우수유출량 억제

가) 우수 류형

우수 류형은 우수유출총량은 변하지 않으나 유출량을 평균화시켜 첨두유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 류형에는 강우장소에서 우수를 류하는 onsite

류(공원내 류, 학교운동장내 류, 장내 류, 주차장내 류, 건물사이내의 

류, 지사이내의 류 등)와 유출한 우수를 집수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류하는 

offsite 류(우수조정지, 다목 유수지, 우수 류  등)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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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배제계획에서 기존시설을 증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 등에 따라 

우수조정지, 우수 류  등의 류시설을 계획하는 것이 많다.

한편 우수유출량의 억제는 시설의 응뿐만 아니라 유출수가 거에 유입하기 이

에 우수량을 감소시키는 책을 포함한 토지 리가 필요하고 개발행 에 한 

유출억제를 하여 행정의 한 지도외에 하천, 도로  공원시설 등에 한 등, 

행정간의 연 를 빈틈없이 하고 종합 인 치수행정체제도 검토하는 것이 요하

다.

(2) 설치근거 분석

하수도시설기준은 도시화에 의하여 우수의 불투수면이 증가하고 우수유출량이 증

가하여 발생하는 침수피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수저류형 시설을 도입

하여 우수유출량을 저감함으로서 치수 및 환경효과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

수유출량의 저감 부분에서 우수저류시설의 설치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우수저류시설의 대응뿐만 아니라 토지관리, 행정의 적절한 지도, 행정간

의 연대를 통해 종합적인 치수행정체제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6) 하천설계기준

   하천설계기준은 2000년에 제정되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일반적 설계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 기준은 하천 등에 

관한 사업에 관계되는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수준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관련조항

17. 3. 2 우수유출억제 시설계획

  1. 인구가 집 하고 도시화가 진 되어, 우수유출 증 가 상되는 지역, 상습  

침수피해를 받는 지역(특히 도시지역)에서는 빗물을 류하거나 침투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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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억제 책을 도입함

  2. 새로운 규모 택지개발지역에서는 빗물을 류하거나 침투시키는 우수유출억

제 책을 도입하여 유역 체에 해 구조  홍수방어  조 책을 수립함

  3. 종래의 침수방지 책은 유수지에 유입되는 유출량을 일시 으로 류하여 제

내지의 침수에 처하여 왔지만, 이제는 우수유출량  첨두유출량을 억제하

거나 조 할 수 있는 우수 유출억제 시설계획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함

  4. 우수유출억제 책

   (1) 유출억제시설은 크게 지역내 류, 지역외 류 그리고 침투량 모두를 류

하는 지하 침투시설로 나  수 있음.

   (2) 지역외 류시설은 상류지역에서 유출된 빗물을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집

수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 류하여 배출하거나 침투시켜 억제하는 것으로

서 유수지, 치수녹지, 홍수조 지 등이 있는데, 배수계획상 신뢰성과 안 성

이 크고 류잠재 효과가 높지만 지가가 비싼 도시지역에서는 시설개발에 

어려움이 따름

   (3) 지역내 류시설은 강우가 발생하는 그 치에서 빗물을 류하여 본류나 

침수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공원, 녹지, 학교,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과 단지내의 건물 사이의 낮은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 특

히, 도시화 지역에서는 일정량의 논의 확보를 통하여 류효과를 크게 증

시킬 수 있음

   (4) 침투형 유출억제시설은 우물형과 침투형이 있는데, 우물형은 우물로 집수한 

우수를 침투층에 침투시키는 방법으로서 침투계수가 큰 모래자갈층으로 지

하수 가 낮은 장소가 하고, 침투형은 지표의 불포화층을 통해 우수를 

분산 침투시키는 방법으로서 침투 유입구, 침투도랑, 침투성 포장, 침투지, 

침투 측구등이 있음

   (5) 해당지역의 입지 조건에 따라 이러한 시설을 단독 는 복합 으로 설치 

운 할 것인가를 단하여 유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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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근거 분석

하천설계기준은 우수저류시설의 필요성과 용도, 시설의 종류 등에 대해 구체적으

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도시화 유형의 개발사업에 

있어서 근원적인 내수침수방지대책으로서 우수저류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2. 우수 류시설 용확 의 련법 검토

   우수저류시설의 적용확대를 위해서는 관련법이 우수저류시설이 단지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과 같은 인위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유출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도시의 치수안전도를 높여주어 홍수피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로서 정의되고 시민들에게 인식됨으로서 지역에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관련법에 개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설교통부에서 2002년 2월 제정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공복리의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침수방지과 관련이 있는 조항은 도시관리계획, 

기반시설 및 용도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항이지만 선언적 의미의 도시관리계획과 개

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다루고 있으며, 침수방지시설과 관련하여 명시한 조항은 없다. 

그러나 도시안전성확보는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는 도시

기본계획에서부터 검토되어야 하는 주요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지역이 돌발성 집중강우에 대응하여 

안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침수방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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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고려”의 부분을 추가하여 계획에서부터 침수방지시설인 우수저류시설의 설치

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할 것이다.  

(1) 개정방향

관련 조항에 방재계획으로서 침수방지시설을 도시기반시설에 포함하고 다른 기반시

설을 침수방지목적으로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

한 개발행위 전에 침수방지계획을 포함하여 검토되도록 한다. 

관련조항에 대해 개정방향에 대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제1장 총칙 제2조의 정의에 도시기반시설로서 침수방지시설의 항목을 도입한

다.

  ◦ 제1장 총칙 제3조의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돌발성 집중강우에 의하

여 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도입한다.

  ◦ 제3장 제19조의 도시기본계획에 홍수로부터의 도시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도입한다.

  ◦ 제4장 제52조의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집중강우에 대한 침수방지계획을 도입

한다.

(2) 개정내용

  ◦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 “우수저류시설등 침수방지시설”을 첨가

  ◦ 제1장 총칙 제3조(국토이용 및 관리 기본원칙) 이 법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8. 지역이 안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침수방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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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장 제19조(도시기본계획의 내용) ①도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조에 정의된 기반시설에 대해 침수방지목적의 겸용에 관한 사항”

을 첨가     

         -“우수저류시설과 같은 침수방지에 관한 사항”을 첨가

  ◦ 제4장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단 제8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종지구

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8. 침수방지계획

     9.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도시계획법

   건설교통부에서 2000년 1월 개정한 도시계획법에는 도시의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1) 개정방향

  ◦ 제1장 총칙 제2조의 정의에 도시기반시설로서 침수방지시설의 항목을 도입한다.

  ◦ 시행령 제12조에서 도시의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 9조의 지구단위계획시 도시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침수방지시설의 겸용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을 도입한다. 

(2) 개정내용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도시기반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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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우수저류시설등 침수방지시설”을 첨가

  ◦ 시행규칙 9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법제43조제1항제8호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7. “기반시설에 대해 침수방지목적의 겸용에 관한 계획”을 첨가    

3)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1) 개정방향

  ◦ 도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시설로서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추

가한다. 

  ◦ 공공공지를 우수저류시설의 설치장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방재시설로서 저류시설에 대

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우수저류시설을 침수피해 저감시

설로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각 시설의 설계기준과 시공, 유지관리

에 필요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개정내용

  ㅇ 제120조(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의 공공시설내 저류시설 설치규

정과 함께 제93조(운동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2항의 운동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운동장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한다. 

  ㅇ 운동장의 지표면을 우수저류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는 강우시와 같이 운동장이 

거의 이용되지 않는 때에 공익 및 공공의 목적으로서 우수저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운동장의 지하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면 운동장의 토지이용목

적에 상관없이 저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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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개발업무지침

(1) 개정방향

  ◦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우수저류시설의 설치와 관련이 있는 조항은 토지이용계

획 및 방재계획 등에 관한 조항이며, 현재 내용상에서는 선언적인 의미에서 안

전과 방재부분을 다루고 있어 실질적인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이를 분명하게 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2) 개정내용

  ◦ 제5절 토지이용계획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원칙에서 안전성, 건전성, 편의

성, 쾌적성, 경제성, 환경성 및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또한 토지지용계획은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

적․인위적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연지형을 유지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실제 토지이용계획상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인 침수방지방안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제2편 제8장제5절의 토지이용계획에 

“개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가중 요인이 최소화되고 개발이전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의 부분을 추가한다.  

5) 지방재정법

(1) 개정방향

   우수저류시설의 설치에 대한 보조금과 지방채발행, 성과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제 

실시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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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내용

  ◦ 법20조(보조금의 교부)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우수저류시

설에 대해 일정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법제20조의 2(보조

금의 신청 등)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적정한 보조금의 신청과 

예산을 보조하도록 한다  

  ◦ 법제109조(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는 우수저류시설과 같이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규정을 지정하도록 한다.

3. 민간분야의 우수 류시설 확 방안

   우수저류시설의 설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외국에서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

는 초기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함으로써 설치가 활성화되고 있다.

1) 일본의 활성화 정책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수이용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우수이용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자금을 장기에 걸쳐 저리로 융자하거나 조성금을 모으는 제도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우수이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나 유출억제와 물순환의 재생을 

목적으로 설치된 저류침투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운

영하고 있는데 아래의 내용은 1997년을 기준으로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이용에 관련된 시책을 나타낸 것이다.

(1) 유역저류침투사업

 ① 사업의 내용 및 목적

    도시화가 이루어진 하천유역에서 홍수유출량의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치수안전

도를 확보하기 위해 학교, 공원 등의 시설과 부지를 저류침투기능을 가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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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선하는 공사, 기존 시가지 사유주택에 침투통, 침투트렌치 등을 설치하는 

동시에, 택지개발에 따라 설치되는 잠정조정지와 유역에 존재하는 자연상태의 

연못, 호수, 저류지에 대해 치수기능을 갖도록 항구적 조절지로 활용하기 위한 

개량공사 등을 실시하여 하천유역에서의 우수유출억제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 사업을 의미한다.

 ② 채택기준

    다음에 나타낸 사업으로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택․도시정비공단이 행하는 사업

  ◦ 대상유역 : 종합치수대책 특정하천이나 유역내 시가화구역 및 시가화 조정구역

내 개발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0% 이상(단, 유역면적 30㎢ 

미만의 하천에 관해서는 약 70% 이상)인 하천

  ◦ 대상공사 : 중앙정부, 지방공공단체 및 관련기관 또는 민간시설과 부지를 저류․
침투기능을 가지는 구조로 만드는 공사로, 500㎡ 이상의 저류기능

을 가지는 구조물을 만드는 공사나, 500㎡ 이상과 같은 기능의 침

투기능 또는 저류침투기능을 가지는 구조물을 만드는 공사, 기존 

시가지내 개인주택의 부지 등에 저류침투기능을 가지는 간이형태

의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등에 대해서는 일정비율로 보조금을 지원

한다.

 ③ 보조율 : 보조율은 1/3으로 정한다.

 ④ 사업추체 : 시․도․부․현, 주택․도시정비공단

 ⑤ 예산 현황

<표 3.10> 유역 류침투사업 산 황                 (단  : 백만 ￥)

1997년 1998년 비고

사업비 국비 사업비 국비 1997년도
34개 하천에 실시5,064 1,688 5,001 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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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수도우수저류침투사업

 ① 사업의 내용 및 목적

    사업의 목적은 우수저류침투기능을 가지는 공공 맨홀 또는 하수관거의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우수유출량을 저감하고 지하수함량을 도모함과 동시에 합류식 하

수도로부터 월류되는 물에 의한 오염부하를 줄이는 것이다.

 ② 사업주체 : 시․정․촌
 ③ 사업내용 

    우수저류침투기능을 가지는 공공 맨홀 및 하수관거의 설치 또는 개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조하기로 한다. 단, 대상지역은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지역으로 한다.

  ◦ 재현기간 10년 이상의 큰 강우사상에 대해 침수를 해소하기 위해 유출저감이 

요구되는 지역

  ◦ 수질보전을 위하여 합류식 하수도의 월류수 대책 등이 긴급히 요구되며 또한 

유출저감이 요구되는 지역

 ④ 보조내용 : 보조율은 1/3으로 정한다.

(3) 우수유출저감시설 정비사업

 ① 사업의 내용 및 목적

    시가지 등에서 우수침투면적이 감소하고 우수유출량 증대가 문제되고 있는 지역

에서는 택지내에 설치되는 배수설비에 대해서도 우수의 저류․침투기능을 부가하

여 우수의 유출을 억제하고 침투피해의 감소를 도모한다.

    우수유출저감시설로서 저류조를 신설하는 경우 또는 하수도 연결 후 오수처리시

설로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정화조 등을 우수유출저감시설로서 활용하

기 위해 지원하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조하도록 한다.

 ② 사업주체 : 시․정․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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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보조내용 

    침수피해의 위험에 있고 우수대책이 신속히 강구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본 사

업에 의한 우수대책이 다른 방법에 의한 우수대책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판명

된 경우, 우수유출 저감시설로서의 수조설치 및 오수처리시설로서는 더 이상 필

요하지 않게 된 정화조 등 침투․저류시설에 대한 개조를 보조대상으로 한다.

  ㅇ 보조율 : 보조율은 1/2로 한다.

(4) 정화조 빗물저류시설 활용사업

 ① 사업의 내용 및 목적

    사이타마현(埼玉縣) 코시가야시(越谷市)에서는 공공하수도 배수설비의 정비를 수

반하여 불필요하게 된 각 주택의 정화조를 빗물저류조 전용으로 빗물을 유효이

용하려고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성하고 있다. 이것은

「자원의 유효이용과 빗물의 지하침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도시기상의 완화

와 빗물의 유출억제 도모, 코시가야시(越谷市) 에코토피아(エコトピア:ecotopia) 

계획을 지향한 지구온난화의 방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을 행하고 있는 것

으로, 1993년 10월 1일부터 시작했다. (참고에서 정화조의 저류량은 5～7인 조

에서 평균 1.5㎥ 전후이다.)

    정화조의 빗물저류조 개조는 비교적 간단하여 요령이 좋은 사람이라면, 스스로 

개조하지만 업자에 의뢰하면 급수펌프의 설비를 포함해 10~15만엔 정도 소요된

다. 「공공하수도 배수설비의 정비비용을 각 집에서 30~40만엔 부담해야 하는 

시기로 빗물이용을 위해 더욱 지출해야 한다.」에서 부담이 되면, 조성하게 될 

것이다.

 ② 조성대상 : 빗물이용을 위해 정화조를 스스로 부담하고 빗물저류조 등으로 개조․전
용하는 사람.

 ③ 조성금액 : 일률적으로 3만5천엔으로 하며 이 금액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결정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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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와트 전후의 수중펌프의 가격은 3~4만엔.

  ◦ 정화조에 의한 빗물의 택지내 저류량은 1.5㎥정도이며, 공기관이 유수지, 조정지

를 시공시의 시공단가는 3~4만엔정도.

 ⑤『정화조의 빗물저류시설 전용조성금』내용

  ◦ 대상자 : 公共下水道 설치에 의해 불용된 정화조를 빗물저류시설로 전용하기 위

하여 개조공사를 본인이 부담하여 행하는 자

  ◦ 조성금액 : 개조공사 1건에 대해 3만 5천엔 

  ◦ 조성금의 교부조건 : a) 불필요한 정화조에 빗물통 등의 배관을 통해 빗물 모으는 

구조가 되어 있을 것.

                        b) 빗물을 이용하기 위한 펌프 설비(수중펌프, 낮은 우물용 

펌프 등)가 설치되고 있는 것. 실제로 정화조를 빗물저류

시설에 전용하기 위해서는 표준적으로 이하의 공정․개조

가 필요한 것.

  ◦ 불용정화조의 이용 : 정화조의 내부의 불필요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내부를 2~3

회 정도 세척한다. 빗물을 불용정화조에 저류시키기 위한 

배관시설은 빗물 배제용 배관이 부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관과 불용정화조를 연결시켜 사용.

  ◦ 개조에 필요한 비용 : 정화조의 개조비용에 있어 배관방법과 정화조와의 위치 등

에 의하여 상당한 차이는 있지만, 개조공사를 업자에 의뢰

하는 경우, 5~7인조의 참고견적에는 10~15만엔정도(빗물

통으로부터의 배관을 제외한다)이며, 펌프의 설치와 인건

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공사를 시공하

는 예(수중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6~8만엔 정도의 비

용으로 개조할 수 있는 것도 많으며, 정화조의 처리비용(약 

3만엔)이 절약가능한 것을 고려하면 시에서의 조성금(3만5

천엔)과 아울러 6만5천엔 정도의 개조 자금이 생겨, 비교

적 적은 부담으로 시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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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의 활성화 정책

   독일 북서부에 있는 Osnabrück시는 수돗물 소비량의 증대를 억제하기 위해 

1991년 9월부터 우수이용에 대한 보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붕 등에 내린 우수

를 모아 화장실의 세정수나 세탁수 등의 잡용수로 이용하며 거기에 지하침투를 시키

기 위한 일련의 설비 신설에 대한 필요한 자금을 시가 교부한다. Osnabrück시의 

수돗물의 수원은 지하수이다. 수돗물 소비량의 증가로 지하수위가 저하하여 물순환

이 파손되고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Osnabrück시의 연강우량은 826

㎜로 서울의 절반정도이나 우수이용은 예전부터 행해지고 있었으며, 단 우수를 급수

하기 위해 동력펌프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요즘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Osnabrück시에서는 우수를 배수하지 않는 경우 하수도요금을 할인하고 있으며, 

수돗물이 절약(4인 가족 기준에서 이에 상응하는 설비전 대비 50% 감소)되는 것과 

함께 경제효과가 크다. 보조제도가 시작됨에 따라 시민 사이에서 우수이용이 성행하

게 되었다. 향후 국내 적용을 위하여 이 시의 보조제도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보조대상

우수를 모아 잡용수로 이용하거나 지하로 침투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설비를 신

설하고자 하는 개인으로 하며, 다만 석면을 사용한 지붕 등에서 집수하고자 할 경우

에는 제외된다. 보조는 1회만으로 한다.

(2) 보조금액

  ◦ 침투트렌치와 침투통 등의 지하침투용설비 : 5DM/집수면적 1㎡당의 한도. 단, 

최고 750DM(독일 마르크, 1DM = 약 600원)

  ◦ 우수를 집수하여 탱크나 정원 등에 모아 살수와 친수용으로 이용하면서 지하침

투시키기 위한 설비 : 5DM/집수면적 1㎡당의 한도(단, 최고 750DM)

  ◦ 화장실의 세정수와 세탁수 등의 잡용수로서 종합적으로 우수를 이용하기 위한 

우수저류조 및 우수전용 배관․펌프 등의 일련의 설비 : 2,000DM/집수면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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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단, 일부의 화장실과 세탁수에 한하여 우수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액)

  ◦ 우수저류조의 월류된 물 등을 지하로 침투시킬 경우에는 5DM/집수면적 1㎡당

(단, 500DM까지 가산)

  ◦ 우수저류조에는 수위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3) 보조절차

공사하기 전에 시당국에 신청을 하고, 공사준공 후 설비조사를 받으면 보조금이 교

부된다.



제 1   우수 류시설의 경제성 분석

제 2   우수 류시설의 정규모 산정

제 3   우수 류시설과 우수 거의 경제성 비교

第 Ⅳ 章  우수저류시설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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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V 장 우수저류시설의 경제적 효과

   공공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용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

활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도 경제성과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되면 계획의 타당성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수저류시설의 도입은 기존의 하수관거를 통한 우수의 배

제방식과는 다른 사업이며 설치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이므로 우수저류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시민에게 주어지는 편익을 정량적으로 제시함으로서 사업의 타당성 확

보 및 시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수저류시설의 경제성 평가로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우수저류시설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우수저류시설의 도입측면에서 

우수저류시설의 설치 적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①서울시 상습침수지역의 침수피해액, 복구비, 간접피해액으로 우수저류시설의 경

제성있는 적정규모 산정 

   ②우수관거를 설치하는 경우와 건설비측면에서 비교하여 우수저류시설의 설치적정

성에 대해 검토. 다만, 여기서 적용한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건설비는 일반

적인 산출기준에 의해 산정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적용될 경우 지역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 1 절 우수저류시설의 경제성 분석 

1. 우수 류시설의 설치 편익

   공공사업의 편익은 실질편익(real benefit)과 금전편익(pecuniary benefit)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질편익이란 수혜자가 얻는 실질적인 혜택을 뜻하며 수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에 금전편익은 이 공공사업으로 인해 상대가격구조가 변화하게 되고 그 

결과 일정인에게 금전상의 이득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



- 92 -

고는 공공사업은 실질편익을 위해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질편익을 나누는 기준

은 다양하지만 직접편익(direct benefit)과 간접편익(indirect benefit), 유형편익

(tangible benefit)과 무형편익(intangible benefit), 중간편익(intermediate 

benefit)과 최종편익(final benefit), 내부편익(inside benefit)과 외부편익(outside 

benefit)등으로 구분되어진다. 

   우수저류시설의 설치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편익은 크게 홍수조절능력 향상에 따

른 침수피해감소와 사업실시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수저류시설의 설치에 따른 간접편익항목인 사회․경제적 편익부분은 산출근거에 대한 

기초 자료가 기존에 구축되어 있지 않아 획득할 수 없으므로 확인가능한 직접적인 침

수피해부분인 피해액 및 복구비와 같은 금전가치와 간접피해액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

되어 있는 직접피해액에 대한 간접피해액 비율을 적용하여 편익으로 산정하였다.

우수저류시설의 설치에 의한 편익은 <표 4.1>과 같다. 

<표 4.1> 우수 류시설의 설치에 따른 편익산정(단  : 백만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산출기
년도

피해액
피해지역

(개소)

개소당
피해액

(Ⅰ)

개소당
피해액

(Ⅱ)
간 피해액 복구비

총편익/회․개소
(⑤+⑥+⑦)

1987 19,003 86 221 521 154 

피해액

의 3.5배

2,456 

1990 10,765 53 203 384 115 1,838 

1998 51,396 87 591 712 213 3,416 

2001 21,925 120 183 204 61 979 

평 균 2,172 

주) 각 항목별 선정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②, ③ : 우수 류시설설치에 따른 편익을 침수피해 해소로 하 을 때, 과거 침수피해자료로서 수해백서 발간년

도를 기 으로 하여 침수피해액과 피해지역수를 산정하 음.

④ 개소당피해액(Ⅰ) : 피해액을 피해개소수로 나  값으로 당해연도 가격임.

⑤ 개소당피해액(Ⅱ) : ④의 값을 우수 류시설의 건설비용 산정기 년도인 2004년도 가치로 환산한 값임.(통계청, 

서울시 소비자 물가지수)

⑥ 간 피해액 : 주로 교통두 에 따른 피해로서 직 피해액에 한 비율로 간단하게 산정함(Smith, 1999). 여기서

는거주지역과 상업지역의 간 값인 30% 용.

⑦ 복구비 : 피해액의 350% 용. (1998년 피해액의 170%, 2001년 530%의 복구비를 평균함. 수해백서)

⑧ 총편익 : 개소당 피해액과 간 피해액, 그리고 복구비를 합한 값을 총 편익으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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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저류시설의 내구연한은 지방공기법시행규칙의 유형자산상각내용연수에서 제시

하고 있는 40년을 적용하였다. 이를 근거로 과거 20년 동안에 대규모 침수피해가 5회 

발생한 것을 고려하여 우수저류시설 설치로 인한 침수저감회수는 10회이다. 이에 대해 

침수피해 1개소에서 1회의 편익이 2,172백만원이므로 침수피해저감회수 10회에 대해 

총편익으로 나타내면 총 217억원/회․개소(2004년기준)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2. 우수 류시설의 설치 비용

  우수저류시설의 설치비용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른 저류시설의 공정별 단가를 근거로 

산정하였으며 항목은 <표 4.2>와 같다.

<표 4.2> 우수 류시설의 건설비 산정을 한 항목

항목 세부항목

토공 터 기, 되메우기, 사토, 기타

구조물공
미콘타설, 철근가공  조립, 합 거푸집, 강 동바리, 

강 비계, 모체침투성방수, 기타

배 공 토공, 구조물공의 10%

부 공 공사비의 20%

기계 기존 빗물펌 장시설 

기, 계장 기존 빗물펌 장시설

제경비 공사비의 50%

   우수저류시설은 깊이 5m를 기준으로 벽체두께 0.6m, 복토두께 2.0m 그리고 거푸

집 설치 및 작업을 위한 공간을 1.0m로 하여 용량에 따른 물량을 산출하였으며, 공사

별 단가에 준하여 건설비를 산출하였으며, 건설비는 서울시 재정으로 지출되므로 채권 

등을 통한 민간에서 차입하는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았다.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10,000~100,000㎥의 용량별로 산정된 건설비는 <표 4.3>과 



- 94 -

같다.

   건설비는 10,000㎥이 36억원이 소요되며 50,000㎥인 경우는 164억원이며 100,000

㎥으로 건설하면 32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3> 우수 류시설의 용량별 건설비(2004년 기 )

용량(㎥) 건설비(억원) 용량(㎥) 건설비(억원)

10,000 36 60,000 196 

20,000 69 70,000 227 

30,000 101 80,000 258 

40,000 133 90,000 290 

50,000 164 100,000 321 

   우수저류시설의 건설비는 설치지역의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우수저류시설의 모델에 대한 비용으로 산정하였다. 산출된 건설비용의 적정

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설치중이거나 설계된 석관동저류조, 신월동저류조, 

망우산저류조의 건설비와 비교하였다. 실질건설비와 산정건설비를 저류시설의 용량에 

대해 비교한 결과 건설비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어 산정건설비가 적정하게 추정된 것

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설치예정 및 설치 중인 우수저류시설의 사업비는 <표 4.4>와 같으며, 사업

비를 우수저류시설의 건설비와 비교하여 나타내면 <그림 4.1>과 같다.

 

<표 4.4> 설치 정  설치 인 우수 류시설의 사업비

류시설 용량(㎥) 사업비(억원)

석 동 류조 2,700 17

신월동 류조 36,000 72

망우산 류조 23,583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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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우수 류시설의 산정건설비와 서울시 설치 인 류시설 

실질사업비의 비교 

제 2 절 우수저류시설의 적정규모 산정 

   우수저류시설의 비용편익분석으로 나타난 B/C ratio별 용량은 <그림 4.2>와 같으

며 우수저류시설의 건설비용과 침수저감에 따른 편익을 나타내면 <그림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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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우수 류시설 용량에 따른 B/C ratio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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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우수 류시설의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정규모

   우수저류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B/C ratio 1이 되는 지점의 우수저류용량이 경제적

인 효과가 있는 우수저류시설의 규모이다. 

   분석결과에서 우수저류시설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저류용량은 66,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서울시 상습침수지역의 피해액과 복구비, 교통지체의 간접비만으

로 살펴보아도 침수지역마다 우수저류시설을 66,500㎥규모로 설치하는 것은 경제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간접편익의 측면에서 침수피해저감으로 얻어지

는 침수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우수저류시설의 적정규모는 더 클 

것이다.

제 3 절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경제성 비교 

1. 우수 거부설 비용

   하수관거 통수능부족에 의해 발생하는 침수방지방안은 우수저류시설 설치방법과 함

께 우수관거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이 두가지 방법은 침수지역의 우수를 신속하게 배제하여 피해를 효과적으로 저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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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는 방안이지만 지역의 우수배제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침수지역

이 유역의 최종배수지점과 먼 경우는 저류시설의 설치가 유리하고 반대로 저류용량이 

크고 유역의 최종배수지점과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우수관거의 설치가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우수관거 설치방법은 해당배수유역의 빗물펌프장용량과 하천통수능이 배

제된 우수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된 후에 적용되어야 한다. 

   우수관거 부설시 소요되는 비용산정을 위한 항목은 <표 4.5>에 나타내었으며, 이를 

근거로 우수관거의 부설비용을 산정하였다. 여기서 적용한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건설비는 일반적인 산출기준에 의해 산정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적용될 경우 지역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표 4.5> 우수 거 부설에 따른 비용 산정을 한 항목

구분 항목 세부항목

부설

비용

토공 터 기, 되메우기, 사토, 아스팔트포장복구, 기타

구조물공
미콘타설, 철근가공  조립, 합 거푸집, 

강 동바리, 기타

가시설공 H-PILE+토류  (5m)

부 공 공사비의 10%

야간할증 노무비의 50%

제경비 공사비의 50%

공사에 따른 

교통지체비용
2차선 도로  1차선 차단, 굴착공법 용조건

주) ①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기사용료 등의 단가는 2004년 하반기 단가를 용함.

    ② 야간할증 : 로시설의 야간할증은 2004년도 토목공사 기본 가표상의 할증계수를 용하 음(노무비 할증

      계수 1.50을 용)

   ③『공사에 따른 교통지체비용 : 하수  비굴착공법의 품질 리지침 제정을 한 연구 보고서, 서울시. 1999』에

      서 제시한 2차선 도로  1개차선 차단의 경우에 하여 굴착공법시 교통지체비용 111만원을 2004년 가격으

      로 환산하여 용함. 

   우수관거의 단위 m당 비용은 <표 4.6>과 같다. 

   여기서 공정별 단가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현장타설 콘크리트 BOX형식의 우수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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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m당 부설비용을 적용하여 단위 m당 총비용을 산정하였다. 

<표 4.6> 우수 거 단 m당 비용 (단  : 만원)

구 분

거규격

1.0×1.0 1.5×1.0 1.5×1.5 2.0×1.5 2.0×2.0 2.5×2.0 2.5×2.5

단 m당 

부설비용
704 741 783 820 863 900 943

2. 우수 류시설과 우수 거의 용범

   침수지역의 피해저감방안으로서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적용성을 경제적 측면

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비용만으로 검토하였다. 유지관리비는 우수저류시설이 아직 

운영된 사례가 없어 유지관리비를 산출하기 어려우며, 또한 우수관거도 산출근거가 충

분하지 않아서 제외하였다. 

   우수저류시설이 하수관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효율적으로 저감하는 시

설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적용되는 침수지역이 적절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의 침수지역 중에서‘01수해백서(서울특별시, 2002)의 내용을 참고하여 2회 이

상 침수가 발생하고 침수원인이 하수관거용량부족 및 노면수유입인 20개 침수지역을 

선정하였다. 침수지역의 자세한 선정내용은 제5장에 수록하였으며 검토대상인 20개 침

수지역은 구의1,2동, 중곡1,2,3동, 창3동, 창5동일대, 공릉1,3동, 불광2동, 진관외동, 창

천동, 북아현1동, 망원동, 공항동, 구로5동, 개봉동일대(본1,2,3), 논현동, 청담동, 대치

동, 석촌동, 풍납1,2동, 암사동, 명일동이다. 

   침수지역 20개 지역 중에서 지형적으로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설치에 의하여 

침수피해가 저감되지 않는 지역과 우수관거의 설치가 어려운 5지역은 제외한다. 최종

적으로 15개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제5장에서 설정된 설계재현기간 30년의 치수안전도 

확보에 필요한 우수저류시설용량과 우수관거 부설연장을 비교검토하였다.  

  ㅇ검토대상 침수지역(15개 지역) : 구의1,2동(1), 중곡1,2,3동(2), 공릉1,3동(3), 창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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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아현1동(5), 공항동(6), 구로5동(7), 개봉동본1,2,3일대(8), 

논현동(9), 청담동(10), 대치동(11),  석촌동(12), 풍납1,2동(13), 

암사동(14), 명일동(15) 

   침수해소를 위한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설치비용의 분석에 의하여 나타난 적

용범위의 결과는 <그림 4.4>와 같다.   

  거부설비와 류시설건설비가 같은 을 연결한 선

#   상습침수지역의 분석결과
범 례

<그림 4.4> 침수지역별 우수 류시설 건설과 우수 거 설치에 한 

경제성 비교

   <그림 4.4>에서 실선은 관거부설연장에 따른 비용과 우수저류시설의 저류용량에 따

른 건설비가 같은 구간을 이은 선으로서 실선의 상부에 위치한 구간은 저류시설의 설

치가 유리한 구간이며, 실선의 하부에 위치한 구간은 우수관거의 설치가 유리한 구간

으로 나타났다. 

   상습침수지역 15지역에 대해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설치비용만으로 침수저감

방안으로의 적용성을 검토한 결과에서 7지역이 우수저류시설의 설치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침수지역은 구의1,2동(1), 공항동(6), 구로5동(7), 대치동(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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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동(12), 풍납1,2동(13), 암사동(14)으로서 중․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대해 우수관거가 경제성이 있는 침수지역은 창천동(4), 개봉동본1,2,3일대(8), 논현동

(9), 청담동(10)의 4개지역으로서 대부분 하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

은 대부분 완만한 지형으로서 배수위가 하천수위의 영향을 받으며 방류하천의 통수능

확보가 어려우므로 가능한 유역내에 우수를 저류하는 침수방지대책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제 1   침수방지의 설계재 기간 설정

제 2   침수지역의 우수 류시설 용

제 3   자치구의 우수 류시설 설치후보지 검토

第 Ⅴ 章  우수저류시설의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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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V 장 우수저류시설의 적용 방안

제 1 절 침수방지의 설계재현기간 설정

1. 설계재 기간 검토 방향

   서울시가 침수가 없는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돌발성 집중강우에 대응할 수 

있는 치수대책이 필요하다. 침수지역의 치수안전도 향상을 위한 우수배제시설계획에서 

설계재현기간의 상향목표는 경제적인 면과 방재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지만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 

   치수안전도의 안전성만을 고려하여 침수지역의 설계재현기간을 상향시키면 비경제

적이 되어 계획자체가 타당성을 상실할 수 있으며 초기공사비와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

요되는 반면에 경제성만을 고려하게 되며 설계재현기간이 낮아져 재산피해 및 침수복

구비용이 높아 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시의 안전성과 경제성은 상반된 관계이지만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침수지역의 설계재현기간의 목표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①설계재현기간은 지역의 중요도, 경제성과 함께 배수구역의 강우양상 및 유

출특성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침수피해를 신속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방

향으로 설정한다. 

   ②조정된 설계재현기간은 서울시와 같이 개발이 완료된 도시에서는 모든 우

수배제시설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침수지역을 포함하는 배수유역을 대상

으로 검토한다. 

   ③기존 하수관거를 유지하면서 조정된 설계재현기간에 의하여 관거용량을 초과

하여 발생하는 우수량은 우수저류시설 및 우수관거와 같은 우수처리시설로 대

응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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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수 류시설 용 검토지역 

   우수저류시설의 적용지역은 침수지역 중에서 우수저류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침수저

감 효과가 큰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주요 침수지역중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해 검토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지역으로 선정된 침수지역은 <표 5.1>과 같다.

   ① 1984년, 1987년, 1990년, 1998년, 2001년의 홍수피해에서 2회 이상의 침수가 

발생한 지역

   ② 침수원인이 하수관(암)거 용량부족 및 노면수의 유입인 지역

   ③ 하천에 인접하여 하천수위에 따라 배수위 영향을 받는 지역은 제외

   침수피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고 침수원인이 하수관거용량부족 및 노면수유입으로

서 우수저류시설의 설치효과가 있는 지역으로 검토된 침수지역은 구의1,2동, 중곡1,2,3

동, 창3동, 창5동일대, 공릉1,3동, 불광2동, 진관외동, 창천동, 북아현1동, 망원동, 공항

동, 구로5동, 개봉동일대(본1,2,3), 논현동, 청담동, 대치동, 석촌동, 풍납1,2동, 암사동, 

명일동의 20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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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우수 류시설 설치검토지역으로 선정된 침수지역

자치구 침수지역
침수

회수

침 수 원 인
기타

하수암거 하수관거 구배/노면수 노면수

종로구

중구

용산구 한강로3가 2 ● 지하차도침수

성동구
용답동 3 ● ● 빗물받이부족, 지형평탄

성수1,2가동 2 ● 평탄지형, 역류, 지선의역방향접속

광진구

구의1,2동 2 ● ● 우수저류시설 설치 검토지역

중곡1,2,3동 2 ● ● 우수저류시설 설치 검토지역

자양동 2 ● 평탄지형, 경사확보불량

동대문구

이문1동 5 ○ 빗물펌프장

답십리1동 2 ● 빗물펌프장

답십리4동 2 ● 빗물펌프장

이문2동 2 ○ 빗물펌프장

휘경동 2 ○ 빗물펌프장

용두2동 3 ● 빗물펌프장

중랑구 망우2동 2 ● 대책시행중

성북구 장위3동 2 ● ● 대책시행중

강북구

도봉구
창3동 2 ● ● 우수저류시설 설치 검토지역

창5동일대 2 ● ● 우수저류시설 설치 검토지역

노원구 공릉1,3동 2 ● ● ● 우수저류시설 설치 검토지역

은평구
불광2동 2 ● 우수저류시설 설치 검토지역

진관외동 2 ● 우수저류시설 설치 검토지역

서대문구
창천동 2 ● 우수저류시설 설치 검토지역

북아현1동 2 ● 우수저류시설 설치 검토지역

마포구 망원동 2 ● ● 우수저류시설 설치 검토지역

양천구

강서구

화곡동

(1,2,3,4,7,8)
2 ● 대책시행중

공항동 2 ● 우수저류시설 설치 검토지역

구로구

고척1동 2 하천범람

구로3동 2 ● 외수위

구로5동 2 ● 우수저류시설 설치 검토지역

개봉동일대

(본,1,2,3)
2 ● 우수저류시설 설치 검토지역

금천구

영등포구
대림1,2동 4 외수위

대림3동 3 외수위

동작구

사당1동 3 외수위

사당2동 2 외수위

동작동 3 외수위

관악구
신림동일대

(4,5,6,8)
3 ● 외수위

서초구

강남구

논현동 2 ● 우수저류시설 설치 검토지역

압구정동 2 ● 빗물펌프장

청담동 2 우수저류시설 설치 검토지역

대치동 4 ● 우수저류시설 설치 검토지역

신사동 2 ● 빗물펌프장

송파구
석촌동 2 ● 우수저류시설 설치 검토지역

풍납1,2동 2 ● 분지, 우수저류시설 설치 검토지역

강동구
암사동 ● 우수저류시설 설치 검토지역

명일동 3 ● ● ● 우수저류시설 설치 검토지역

자료) ‘01 수해백서(서울특별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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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재 기간 설정

1) 강우량과 강우지속시간 검토

   서울시의 침수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우수배제계획의 설계재현기간을 검토하기 위

하여 침수에 영향을 미치는 강우량과 강우지속시간을 검토하였다.

   서울의 침수는 장시간 지속된 강우에 의해 하천수위가 상승되고 이로 인해 하천인

근 지역에서 배수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거나, 집중강우에 의한 유역 중․상류부의 

하수관거 통수능부족 및 지형적으로 노면수가 합류되는 저지대의 침수로 나눌 수 있

다. 하천수위상승에 의해 발생하는 침수피해는 하천 통수단면의 확대, 유역에서의 유

출저감, 빗물펌프장의 신설 등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하수관거통수능과 관련된 침수는 

관거통수능을 직․간접적으로 향상시킴으로서 해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침수

유형은 대처방안도 다를 수 있으며 침수에 영향을 주는 강우도 다르다.

   하천유량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강우의 임계지속시간은 청계천의 경우 6시간(청

계천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2003.1)정도이다. 그러나 서울시 침수지역의 포함

하는 배수분구는 대부분 유달시간이 최대 1시간 정도로서 이에 대한 하수관거 임계지

속시간은 3배로 하고 있으므로 하수관거통수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침수는 강우지속

시간 3시간 이하의 강우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서울의 과거 1987, 1990, 1998, 2001년의 침수피해가 발생한 시기에 서울시 기상

청 서울지점 강우량자료에 의하여 1, 2, 3시간 최대강우량을 나타내면 <그림 5.1>과 

같다. 또한 <표 5.2>는 4개 침수년도에 대해 1, 2, 3시간 최대강우량과 재현기간이다.

   하수관거통수능에 영향을 주는 강우지속시간 3시간 이하의 최대강우량은 2001년 

강우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1년의 지속시간 2, 3시간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재현기간 30년보다 작게 나타나 지금까지 하수관거 통수능문제로 발생한 침수가 

재현기간 30년 이하의 강우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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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재 기간별 과거 수해기간의 1,2,3시간의 최 강우량 비교

<표 5.2> 과거 수해기간의 1, 2, 3시간의 최 강우량 황

         강우량

 지속시간

강우량(재 기간) (mm, 년)

1987년 1990년 1998년 2001년

1시간최 61.4(5) 32.4 62.8(5) 90.0(30)

2시간최 101.9(9) 57.9 93.2(6) 142.5(50)

3시간최 124.5(3) 80.9 137.1(15) 201.4(190)

자료) ‘87, ‘90, ‘98, ‘01수해백서(서울특별시) 

2) 설계재현기간 설정

   설계재현기간은 침수지역의 피해가 해소되도록 가능한 과거 최대강우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재현기간을 설정한다. 또한 제3장의 “우수저류시설의 설치기법”

에 제시한 것과 같이 우수저류시설은 침수지역의 치수안전도 확보를 위한 설계재현기

간에 적합하도록 하수관거와 일체로 하여 규모를 결정한다.

① 임계저류지속시간

   서울시 20개 상습침수지역이 우수저류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최대한 침수저감효과

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수저류시설의 임계저류지속시간이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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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저류시설이 20개 침수지역에 대해 하수관거통수능 및 노면수가 원인으로 발생

한 침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역의 중․상류지역에 설치되며 이들은 평균유달시간

이 15분인 지역이다. 이를 근거로 우수저류시설의 임계저류지속시간을 산정하였다. 

간선하수관거가 재현기간 10년으로 정비되어 있으므로 하수관거로의 허용유입량을 

재현기간 10년의 우수량으로 하고 유달시간 15분, 유출계수 0.8의 조건으로 재현

기간 20년과 30년의 강우와 유역면적 10~150ha에 대해 우수저류시설의 저류용량

을 산정한 결과에서 임계저류지속시간은 25분으로 나타났다. 

   20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우수저류시설의 임계저류지속시간에 대한 산정결과는 

<표 5.3>과 같다.

<표 5.3> 서울시 상습침수지역에 한 우수 류시설의 임계 류지속시간 

유역면

(ha)

재 기간

(년)

유달시간

(분)
유출계수

하수 거 

허용우수유입량

임계 류시간

(분)

10～150 20년, 30년 15 0.8
재 기간 10년의 

우수량
25

② 설계재현기간 설정

   치수안전도를 확보할 수 있는 설계재현기간은 25분의 임계저류지속시간을 갖는 관

거통수능 및 노면수영향에 의한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설계재현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2001년의 1, 2, 3시간 최대강우를 Huff분포하여 

첨두 25분의 강우량과ꡐ98수해백서에서 제시된 서울지점 확률강우강도식의 재현

기간 20년, 30년, 지속시간(t) 25분에 대한 강우강도를 산정하여 25분 강우량과 비

교하였다.

        
  




  


 

(단기간 ; t≤3시간)

              여기서, t는 강우지속기간(분), T는 재현기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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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1, 2, 3시간 최대강우의 Huff분포의 첨두25분 강우량과 재현기간별 강우량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그림 5.2>와 <표 5.4 >와 같다.

0

10

20

30

40

50

60

70

1시간최대 2시간최대 3시간최대

강
우
량
(m

m
)

Huff분포

재현기간10년

재현기간20년

재현기간30년

<그림 5.2> 과거 1, 2, 3시간 최 강우의 Huff분포의 첨두25분 강우량과 

재 기간별 강우량

<표 5.4> 과거 최 강우와 재 기간별 강우량 비교

구분

2001년 강우
재 기간 10년

확률강우강도

재 기간 20년

확률강우강도

재 기간 30년

확률강우강도1시간 최

Huff분포

2시간 최

Huff분포

3시간 최

Huff분포

25분 강우량

(mm)
59.3 53.8 37.1 45.1 51.3 54.8

   재현기간 30년에 대처하도록 우수저류시설을 하수관거와 일체로 하여 설치할 경우 

과거강우에 대해 2001년 1시간 최대강우를 제외한 강우에 대해서 하수관거통수능

을 유지하면서 치수안전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그러므로 서울시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치수안전도를 다음과 같이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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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재 기간 설정( 안)

 서울시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하여 침수지역에 한 치수안 도는 재

기간 30년을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한다. 설계재 기간에 맞도록 우

수 류시설은 하수 거와 일체로 하여 규모를 설정하고 설치한다.

제 2 절 침수지역의 우수저류시설 적용

   서울시 침수지역중에서 우수저류시설의 설치효과가 큰 지역으로 검토된 침수지역은 

20개 지역으로서 이들은 구의1,2동, 중곡1,2,3동, 창3동, 창5동일대, 공릉1,3동, 불광2

동, 진관외동, 창천동, 북아현1동, 망원동, 공항동, 구로5동, 개봉동일대(본1,2,3), 논현

동, 청담동, 대치동, 석촌동, 풍납1,2동, 암사동, 명일동이다. 

   이들 대상지역에 대한 우수저류시설의 적용성을 검토하였으며 각 침수지역에 대한 

적용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각 침수지역의 침수현황

   ② 설계재현기간에 대응하는 우수저류시설의 저류용량 산정

   ③ 우수저류시설의 설치가능구간

   ④ 경제성측면에서의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적용성 검토   

   여기서 우수저류시설의 저류용량은 재현기간 30년 강우에 대하여 간선관거의 통수

능부족량으로 하고, 침수지역 상류부의 관거통수능부족이 다수 존재할 경우에 가장 인

접한 구간을 우선하여 가장 큰 부족량을 대처할 수 있는 용량으로 산정하였다. 

   우수저류시설의 저류용량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정한다.

   Vi =
1

360 (I i - 1
2
Ic)⋅60⋅ti⋅C⋅A1

       여기서, Vi
 : 저류용량(㎥)

                I i  : 강우강도곡선상의 임의지속시간에 대한 강도(m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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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 c  : 하류허용방류량 Qc
에 대한 강우강도(㎜/hr) 

                         
⋅
⋅

                 t i  : 강우지속시간(분),   C : 유출계수

                A1
 : 집수면적(ha),   T : 재현기간

   (식1)은 재현기간 30년에 대해 강우지속시간 t i 의 항으로 정리되는데, 우수저류시

설의 용량이 최대가 되는 강우지속시간의 경계조건인 
 


 을 만족하는 t i

가 우수저류시설의 임계저류지속시간이며 이에 대한 저류용량을 산정한다.

   또한 우수저류시설은 재현기간 30년의 계획강우에 대해 하수관통수능을 초과하는 

우수량을 일시에 저류하며 침수지역의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구간으로서 간선관거와 

직접 연결하는 등으로 일체시켜 설치한다. 

1) 구의1,2동

￭ 광진구의 침수피해를 일으킨 강우량 및 재현기간

 -1998년과 2001년 강우 

 

강우지속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1998 2001 1998 2001 1998 2001

강우량(㎜) 64 92 108 145 170 188

재 기간(년) 5 70 10 90 55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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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현황

 -구의 1,2동 일원은 자양로 먹자골목 하수암거 용량초과, 자양사거리~자양유수지간 

하수관거의 통수능 부족, 일시에 집중적으로 내린 강우가 도로보다 낮은 저지대 

주택지로 유입, 아차산에서 토석류 유입 등의 원인으로 침수가 발생하였다.

 -구의배수분구는 자양빗물펌프장 배수유역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전체배수면적의 

25%가 제방고보다 낮은 지역으로서 하류부일대가 강우시 하천의 배수위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구의배수분구의 침수피해와 재현기간 30년 강우에 대한 하수

관거 통수능부족구간의 현황은 <그림 5.3> 및 <표 5.5>와 같다.

구의 0
0
0
8
-
1
0
02215-930

0026-100

0053-100

우
수
저
류
시
설
설
치
가
능
구
간

1,
05
7m

19
5m

범

례

 주요침수지역  배수분구   행정동   간선관거

#  통수능부족관거   하천   우수저류시설설치가능구간

<그림 5.3> 구의배수분구의 침수지역, 통수능부족 거  우수 류시설 설치구간

    주) “우수 류시설 설치가능구간”은 재 기간 30년 강우에 해 거용량 부족량을 류하기 

        한 우수 류시설과 연결되는 하수 거연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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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구의배수분구의 재 기간30년 강우에 한 거통수능 부족지   류시설 설치가능구간 

구 분 거번호 규격(m,mm) 연장(m) 평균경사(‰) 비 고

우수 류시설 
설치가능구간

0008-100 ◉1000 195 100.36
거용량

부족①지

2215-930～0015-500 ▣2.1×2.0 246 19.35

0026-800～0026-100 ▣2.6×2.0 547 8.48

0057-200～0053-100 ▣3.0×2.0 265 5.46
거용량

부족②지

주) “우수 류시설 설치가능구간”은 재 기간 30년 강우에 해 거용량 부족량을 류하기 한 우

수 류시설과 연결되는 하수 거연장임.  

• 우수저류시설 용량 산정

 -침수지역과 관련된 하수관거의 통수능부족구간인 ①, ②지점은 지역이 동일 

관거로 연결되어 서로의 통수능에 영향을 주게 된다. 저류해야 하는 용량은 

①지점에서 10,666㎥이며 ②의 하수관거 통수능부족 지점은 33,627㎥으로 산

정되었다.

 -침수지역의 재현기간 30년 강우에 대한 하수관거 통수능부족량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우수저류시설의 저류용량은 <표 5.6>과 같다.

   <표 5.6> 구의배수분구의 침수피해 감을 한 우수 류시설 용량  

침수 향
지역

상 거
집수면

(ha)

상류계획
우수량

(CMS)

하류허용
방류량

(CMS)

류지속
시간
(min)

류용량
(㎥)

구의 2동 ① 32.9 13.3 7.4 63 10,666

구의 1동 ② 111.6 35.6 27.1 55 33,627

• 우수저류시설 설치가능 구간

 -우수저류시설은 통수능부족 관거지점의 상류관거 구간내에 연결하여 설치하며 연

결대상구간은 <그림 5.3>과 같다. 우수저류시설과 연결가능구간은 상류하수관거 

중에서 우수유입량이 ①, ②지점의 통수능부족량보다 큰 구간까지로서 우수저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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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설치하여 관거통수능 부족량을 신속하게 저류할 수 있어야 한다. 

 -구의배수분구의 우수저류시설과 연결가능한 하수관거구간은 ①의 통수능부족 관

거지점으로부터 상류관거 195m까지이며 ②지점은 상류관거 1,057m가 해당된다. 

•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설치 적정성 비교

 -구의1,2동 침수지역은 유역의 중류부에 위치하고 있고 침수에 영향을 주는 관

거통수능부족 구간이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우수관거의 연장이 긴 지역이다.

 -재현기간 30년 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 설치에 대하

여 분석한 결과는 <표 5.7>과 같다. 

   <표 5.7> 구의배수분구의 침수피해 해소를 우수 류시설과 우수 거의 설치 비교

우수 거 류시설

설치연장

(m)

규격

(m)

거용량부족 ①지

규격(면 ㎡×깊이m)

거용량부족 ②지

규격(면 ㎡×깊이m)

1,000

2,000

▣ 1.0×1.0 

▣ 2.0×2.0
2,133×5 6,725×5

  주) 우수 거설치연장은 서울시 수치지도 1/1000를 활용하여 방류하천까지 거리로 산출하 음.

2) 중곡 1동 233번지

￭ 광진구의 침수피해를 일으킨 강우량 및 재현기간

 -1998년 및 2001년 강우 

 

강우지속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1998년 2001년 1998년 2001년 1998년 2001년

강우량(㎜) 64 92 108 145 170 188

재 기간(년) 5 70 10 90 55 130



- 115 -

￭ 침수현황

 -중곡 1동은 복개천 도로주변의 노면수처리용 빗물받이 부족, 70년대 주택지 형성

시 이면도로에 부설된 하수관거의 용량 초과 등의 원인으로 침수가 발생하였다. 

 -중곡배수분구는 중곡빗물펌프장 배수유역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지반고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은 전배수유역 면적의 약10%이고, 제방고보다 낮은 

지역은 약14%이다.

 -중곡배수분구의 침수지역 및 통수능부족관거의 현황은 <그림 5.4>와 같다.

우
수
저
류
시
설
설
치
가
능
구
간

67m

0020-400

범

례

 주요침수지역  배수분구   행정동   간선관거

#  통수능부족관거   하천   우수저류시설설치가능구간

<그림 5.4> 곡배수분구의 침수지역, 통수능부족 거  우수 류시설 설치구간

   주) “우수 류시설 설치가능구간”은 재 기간 30년 강우에 해 거용량 부족량을 류하기 

       한 우수 류시설과 연결되는 하수 거연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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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재 기간 30년 강우에 한 하수 거 통수능부족지   우수 류시설 설치가능지역

구 분 거번호 규격(m) 연장(m) 평균경사(‰) 비 고

우수 류시설

설치가능구간
0020-400 ▣2.5×2.2×2련 67 3.85

거용량

부족①지

주) “우수 류시설 설치가능구간”은 재 기간 30년 강우에 해 거용량 부족량을 류하기 한 우

수 류시설과 연결되는 하수 거연장임.  

• 우수저류시설 용량 산정

 -침수지역과 관련된 하수관거의 통수능부족 구간은 <그림 5.4>에서 ①지점으

로서 산정된 저류용량은 37,091㎥이다. 

 -이 지역은 인근 우수가 급한 경사로 유하하다가 갑자기 평탄한 지형을 이루

는 지역으로서 하수관거로 유입되는 못한 우수가 하류부 침수지역으로 유하

되어 침수가 발생하였다.

<표 5.9> 곡배수분구의 침수피해 감을 한 우수 류시설 용량

침수 향

지역
상 거

집수면

(ha)

상류계획

우수량

(CMS)

하류허용

방류량

(CMS)

류지속

시간

(min)

류용량

(㎥)

곡1 ① 146.1 60.4 40.6 42 37,091  

• 우수저류시설 설치가능 구간

 -우수저류시설은 통수능부족 관거지점과 연결된 하수관거구간내에서 계획우수

량이 통수능부족량보다 큰 관거구간까지 연결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우수저류

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관거통수능 부족량을 신속하게 저류할 수 있어야 한다.

 -우수저류시설과 연결이 가능한 하수관거 구간은 <그림 5.4>에 나타낸 것과 같이 

①의 통수능부족 관거지점을 포함하여 67m가 해당된다. 

•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설치 적정성 비교

 -침수지역은 유역의 하류부에 위치하고 있고 침수지역에 영향을 주는 통수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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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거가 유역의 중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통수능부족량도 19.8CMS정도로 상당히 

많다. 중류부에서 하수관거로 유입되지 못한 우수가 하류부에 정체되어 침수가 발

생된 지역이다.

 -대상지역의 침수피해는 우수가 하류부에 정체되어 발생하므로 침수방지를 위한 우수

관거의 설치는 하류부분의 배수위 및 하천의 우수배제상황의 검토가 필요하다.

   <표 5.10> 곡배수분구의 침수피해 감을 한 우수 류시설과 우수 거의 설치 비교 

우수 거 류시설

설치연장(m) 규격(m)
거용량부족 ①지

규격(면 ㎡×깊이m)

1,200 ▣ 2.5×2.5 74,181×5

  주) 우수 거설치연장은 서울시 수치지도 1/1000를 활용하여 방류하천까지 거리로 산출하 음.

3) 창3동, 창5동

 -창3동 지역은 창동2배수분구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우이천으로 우수가 배수

되는 지역이다. 이 일대 관거용량이 전반적으로 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지역

은 하수관거의 통수능문제에 의한 침수라기보다는 빗물받이 등 배수시스템의 

구조적인 원인에 의한 침수로 판단되며 향후 현장검토 등을 거쳐 다시 분석

되어져야 하는 지역이다.

 -창5동 지역은 창동1배수분구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중랑천으로 우수가 배수

되는 지역이다. 창5동지역은 침수지역과 하수관거의 통수능부족구간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공릉 1,3동

￭ 노원구의 침수피해를 일으킨 강우량 및 재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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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강우 

 

강우지속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강우량(㎜) 55 100 128

재 기간(년) 3 6.5 7

￭ 침수현황

 -공릉 1,3동은 하수관거 용량을 초과하는 강우와 외수의 역류 등의 원인으로 

침수가 발생하였다.

 -중랑천 좌안 한천교 직상류의 제방이 월류하여 침수가 발생하였다. 공릉배수구역 

지반고 중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은 13%, 제방고보다 낮은 지역은 24%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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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침수지역  배수분구   행정동   간선관거

#  통수능부족관거   하천   우수저류시설설치가능구간

<그림 5.5> 공릉배수분구의 침수지역, 통수능부족 거  우수 류시설 설치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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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공릉배수분구의 재 기간30년 강우에 한 거통수능 부족지   류시설 설치가능지역 

구 분 거번호 규격(m, ㎜) 연장(m) 평균경사(‰) 비 고

우수 류시설 

설치가능구간

0135-500

～0235-400
▣2.0×1.6×2련 103 0.60

거용량

부족①지

0007-100 ◉1100 40 3.96
거용량

부족②지

0005-300

～0005-100
◉1000 155 2.22

거용량

부족②지

0038-400

～0038-100
◉1200 145 1.20

거용량

부족③지

주) “우수 류시설 설치가능구간”은 재 기간 30년 강우에 해 거용량 부족량을 류하기 한 우

수 류시설과 연결되는 하수 거연장임.  

• 우수저류시설 용량 산정

 -침수지역과 관련된 하수관거의 통수능 부족구간은 <그림 5.5>에서 ①, ②, ③

지역으로서 산정된 저류용량은 각 22,552㎥, 16,412㎥, 11,405㎥이다. 공릉

1,3은 인근의 고지대에서 우수가 급하게 집중되어 유입하고 외수영향으로 침

수가 발생되는 지역이다.

<표 5.12> 공릉배수분구의 침수피해 감을 한 우수 류시설 용량  

침수 향

지역
상 거

집수면

(ha)

상류계획

우수량

(CMS)

하류허용

방류량

(CMS)

류지속

시간

(min)

류용량

(㎥)

공릉1,3동

① 49.2 17.6 8.7 106 22,552

② 15.9 6.1 1.4 434 16,412

③ 16.2 6.4 2.0 220 11,405
 

• 우수저류시설 설치가능 구간

 -우수저류시설은 통수능 부족관거의 상류관거 중에서 계획우수량이 통수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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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량보다 큰 구간까지 연결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우수저류시설과 연결이 가능한 하수관거 구간은 <그림 5.5>에 나타낸 것과 같이 

①의 통수능부족 관거지점으로부터 상류관거 103m까지이며 ②지점은 상류관거 

195m가 해당된다. 그리고 ③의 통수능부족 관거 지점은 상류관거 145m가 연결

가능구간이다. 

•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설치 적정성 분석

 -4.4~8.9CMS정도의 관거통수능 부족량이 상류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침수구역도 

광범위한 지역이다. 이 지역이 외수의 영향을 받는 침수지역이므로 우수관거를 설

치하는 경우에는 우수관거에 의해 침수피해가 저감될 수 있는지 배수위와 하천통

수능의 확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재현기간 30년 강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 설치에 대

해 검토한 결과는 <표 5.13>과 같다.

<표 5.13> 공릉배수분구의 침수피해 감을 한 우수 류시설과 우수 거의 설치 비교

우수 거 류시설

설치연장

(m)

규격

(m)

거용량부족 

①지  규격 

(면 ㎡×깊이m)

거용량부족 

②지  규격 

(면 ㎡×깊이m)

겅용량부족 

③지  규격 

(면 ㎡×깊이m)

2,000 ▣ 2.0×2.0 4,510×5 3,282×5 2,281×5

 주) 우수 거설치연장은 서울시 수치지도 1/1000를 활용하여 방류하천까지 거리로 산출하 음.

5) 불광2동

-불광2동은 불광1배수분구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지형이 경사가 급하여 간선

관거의 우수통수능은 문제가 없는 지역이다. 그러나 급한 경사로 인하여 유속

이 증가함에 따라 하류부 하수암거로의 유달시간 짧아 이 일대를 중심으로 역

류현상에 의해 침수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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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관외동

-진관외동지역은 구파발배수분구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인근 계곡으로부터 짧

은 시간에 많은 양(최대 129CMS)이 평탄한 지역으로 유입되어 우수저류시설

이나 우수관거 등의 단일 대안으로서는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7) 창천동

￭ 서대문구의 침수피해를 일으킨 강우량 및 재현기간

-1998년 강우 

구 분 1시간 2시간 3시간

강우량(㎜) 55 100 128

재 기간(년) 3 6.5 7

-2001년 강우 

구 분 1시간 2시간 3시간

강우량(㎜) 84 132 187

재 기간(년) 16 40 100

￭ 침수현황

 -창천동은 신촌상가 하류지역 관거의 관거노선 및 연결상태 불량, 하류부 토사퇴

적으로 인한 유수단면 축소, 기준초과 강우, 노면수 저지대집중 등의 원인으로 

침수가 발생하였다.

 -창천동은 신촌배수분구에 포함되며 봉원빗물펌프장의 배수유역에 포함된다.

 -창천동의 침수피해 및 재현기간 30년 강우에 대한 하수관거 통수능부족구간

의 현황은 <그림 5.6> 및 <표 5.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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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500

1052-200

1040-300

범

례

 주요침수지역  배수분구   행정동   간선관거

#  통수능부족관거   하천   우수저류시설설치가능구간

<그림 5.6> 신 배수분구의 침수지역, 통수능부족 거  우수 류시설 설치구간

 

 <표 5.14> 신 배수분구의 재 기간 30년 강우에 한 거통수능부족 지 과 우수 류시설 설치지역 

구 분 거번호 규격(m, ㎜) 연장(m) 평균경사(‰) 비 고

우수 류시설 

설치가능구간

1052-200～1052-100 ▣2.3×1.8 183 24.39 -

1040-300～1040-100 ▣1.8×1.8 342 32.89 -

1031-500 ◉1500 170 36.73 -

주) “우수 류시설 설치가능구간”은 재 기간 30년 강우에 해 거용량 부족량을 류하기 한 우

수 류시설과 연결되는 하수 거연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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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저류시설 용량 산정

 -침수지역과 관련된 하수관거의 통수능 부족구간은 <그림 5.6>에서 ①, ②지역

으로서 산정된 저류용량은 각 17,736㎥, 23,415㎥이다. 

 -하수관거의 통수능부족구간에 의하여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우수저류시설 용량은 <표 5.15>에 나타낸 것과 같다.

  <표 5.15> 신 배수분구의 침수피해 감을 한 우수 류시설 용량  

침수 향

지역
상 거

집수면

(ha)

상류계획

우수량

(CMS)

하류허용

방류량

(CMS)

류지속

시간

(min)

류용량

(㎥)

창천동 ① 94.2 33.3 32.2 27 17,736

창천동 ② 22.7 8.9 2.0 433 23,415
 

• 우수저류시설 설치가능 구간

 -우수저류시설은 통수능 부족관거의 상류관거 중에서 계획우수량이 관거통수

능 부족량보다 큰 구간까지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우수저류시설과 연결이 가능한 하수관거 구간은 <그림 5.6>에서와 같이 ① 및 ②

의 관거통수능 부족지점의  상류관거 695m가 해당된다. 

•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설치 적정성 분석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설치에 대

해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5.16>과 같다. 

 -이 지역은 우수관거의 경사도 확보되어 있으므로 방류하천의 통수능만 확보

된다면 우수관거의 설치가 유리한 지역이다. 그러나 우수저류시설의 임계저류

지속시간이 최대 433분으로 하류의 기존 관거통수능이 작으므로 우수관거는 

방류하천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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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신 배수분구의 침수피해 감을 한 우수 류시설과 우수 거의 설치 비교

우수 거 류시설

설치연장

(m)

규격

(m)

설치연장

(m)

규격

(m)

거용량부족 

①지  규격 

(면 ㎡×깊이m)

거용량부족

②지  규격 

(면 ㎡×깊이m)

500 ▣ 1.5×1.5 800 ▣ 1.0×1.0 3,547×5 4,683×5

주) 우수 거설치연장은 서울시 수치지도 1/1000를 활용하여 방류하천까지 거리로 산출하 음.

8) 북아현 1동

￭ 서대문구의 침수피해를 일으킨 강우량 및 재현기간

 -1998년 및 2001년 강우 

 

강우지속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1998년 2001년 1998년 2001년 1998년 2001년

강우량(㎜) 55 84 100 132 128 187

재 기간(년) 3 16 6.5 40 7 100

￭ 침수현황

 -북아현 1동은 아현역사를 통과하는 하수암거 단면변경과 연결부의 개수면적 축소 

및 암거내 미제거 철재거푸집 등으로 유수소통 장애, 기준초과 강우, ․도로 및 고

가도로 노면수 등의 원인으로 침수가 발생하였다.      

 -북아현 1동은 아현배수분구에 포함되며 봉원빗물펌프장의 배수유역에 포함된

다.

 -북아현 1동의 침수지역 및 하수관거 통수능부족구간에 대한 현황을 나타내면 

<그림 5.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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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침수지역  배수분구   행정동   간선관거

#  통수능부족관거   하천   우수저류시설설치가능구간

<그림 5.7> 아 배수분구의 침수지역, 통수능부족 거  우수 류시설 설치구간

<표 5.17> 아 배수분구의 재 기간 30년 강우에 한 거통수능부족 지 과 우수 류시설 설치지역 

구 분 거번호 규격(m, ㎜) 연장(m) 평균경사(‰) 비 고

우수 류시설 

설치가능구간

1069-700～1069-100 ◉1200 223 38.38

1021-400～1021-100 ▣2.0×1.5 62 64.27

1015-100 ▣1.1×1.5 72 58.44

1037-700～1037-100 ◉1000 329 72.07

1205-400～1205-100 ◉900 200 31.17

1125-500～1125-100 ▣3.0×1.8 259 6.96
거용량

부족①지

1124-900～1124-200 ▣2.5×2.0 230 20.72

주) “우수 류시설 설치가능구간”은 재 기간 30년 강우에 해 거용량 부족량을 류하기 한 우

수 류시설과 연결되는 하수 거연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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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저류시설 용량 산정

 -침수지역과 관련된 하수관거의 통수능부족구간은 <그림 5.7>의 ①지점에서 

산정된 저류용량은 18,167㎥이다. 

 <표 5.18> 아 배수분구의 침수피해 감을 한 우수 류시설 용량  

침수 향

지역
상 거

집수면

(ha)

상류계획

우수량(CMS)

하류허용방류량

(CMS)

류지속

시간(min)

류용량

(㎥)

북아 1동 ① 95.3 34.4 32.3 27 18,167  

• 우수저류시설 설치가능 구간

 -우수저류시설은 통수능부족 관거의 상류관거내에서 계획우수량이 통수능부족

량보다 큰 관거구간까지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아현배수분구의 우수저류

시설과 연결이 가능한 하수관거 구간은 ①의 통수능부족 관거지점으로부터 

상류관거 1,375m까지가 해당된다. 

•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설치 적정성 분석

 -침수저감을  위해 우수저류시설보다 우수관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천으로 

우수유입량이 증가되므로 하천통수능이 확보된 상태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재현기간 30년 강우에 대응하여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설치될 수 있는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를 비교검토한 결과는 <표 5.19>와 같다.  

<표 5.19> 아 배수분구의 침수피해 감을 한 우수 류시설과 우수 거의 설치 비교

우수 거 류시설

설치연장(m) 규격(m)
거용량부고 ①지  

규격(면 ㎡×깊이m)

660 ▣ 1.0×1.0 3,633×5

주) 우수 거설치연장은 서울시 수치지도 1/1000를 활용하여 방류하천까지 거리로 산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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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망원동

￭ 마포구의 침수피해를 일으킨 강우량 및 재현기간

-2001년 강우 

 

구 분 1시간 2시간 3시간

강우량(mm) 74 124 189

재 기간(년) 10 30 100

￭ 침수현황

 -망원동은 기준초과 강우, 노면수 저지대집중, 내수배제 불량 등의 원인으로 침수

가 발생하였다.

 -침수지역은 동교․서교배수분구에 포함되며 망원빗물펌프장 배수유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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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침수지역  배수분구   행정동   간선관거

#  통수능부족관거   하천   우수저류시설설치가능구간

<그림 5.8> 동․서교배수분구의 침수지역, 통수능부족 거  우수 류시설 설치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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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0> 동․서교배수분구의 재 기간30년 강우에 한 거통수능부족 지 과 류시설 설치지역 

구 분 거번호 규격(m, ㎜) 연장(m) 평균경사(‰) 비 고

우수 류시설 

설치가능구간

1195-920

～1195-100
▣2.0×1.5 416 18.41

1190-500

～1190-100
◉900 149 55.73

1127-100 ▣2.0×1.7 201 8.40

1126-500

～1126-100
◉1000 122 25.12

거용량

부족①지

1112-700

～1112-100
◉900 156 11.50

거용량

부족②지

• 우수저류시설 용량 산정

 -침수지역과 관련된 하수관거의 통수능부족구간은 동교배수분구에 대해 <그림 

5.8>에서 나타내고 있는 ①, ②지역으로서 산정된 저류용량은 각 5,072㎥, 

10,772㎥이다.

 -서교배수분구는 지형이 완만하고 넓어 우수배제가 어려운 지역으로 하수관거 

통수능부족량(54CMS, 40CMS)이 크고 저류시간이 상당히 커서 우수저류시설

로 대처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망원동일대는 침수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동교배수분구에서 산정된 우수저

류용량으로 침수를 해소할 수 없으며, 동교배수분구의 우수저류시설의 설치방

안과 서교배수분구의 별도의 침수해소방안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표 5.21> 동․서교배수분구의 침수피해 감을 한 우수 류시설 용량

침수 향

지역
상 거

집수면

(ha)

상류계획

우수량

(CMS)

하류허용

방류량

(CMS)

류지속

시간

(min)

류용량

(㎥)

동․서교일 ① 11.2 2.0 4.5 104 5,072

동․서교일 ② 64.9 19.4 24.1 23 1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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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저류시설 설치가능 구간

 -우수저류시설은 통수능부족 관거의 상류관거내에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연결가능한 하수관거 구간은 <그림 5.8>과 같다. 

 -연결가능한 하수관거 구간은 상류하수관거 중에서 우수유입량이 ①, ②지점의 통

수능부족량 보다 큰 구간까지이며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관거통수능이 부족량

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신속하게 우수를 저류시킬 수 있는 구간이어야 한다.

•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설치 적정성 분석

 -동 ․ 서교배수분구에서 하류부의 서교배수분구는 넓고 완만한 경사를 가지는 유역

으로서 우수관거를 통한 관거통수능 확대방안은 우수배제 어려우므로 신중한 검

토가 필요하다. 우수저류시설에 의한 침수해소는 동교배수분구에 한정된다

 -우수저류시설의 설치내용은 <표 5.22>와 같다.

  <표 5.22> 동․서교배수분구의 침수피해 감을 한 우수 류시설 설치내용

 

류시설

거부족용량 ①지

규격(면 ㎡×깊이m)

거용량부족 ②지

규격(면 ㎡×깊이m)

1,014×5 2,154×5

10)  공항동

￭ 강서구의 침수피해를 일으킨 강우량 및 재현기간

-2001년 강우 

강우지속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강우량(㎜) 72 107 169

재 기간(년) 1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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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현황

-공항동52, 66번지일대는 공항로부터 마곡빗물펌프장간의 하류개거수로가 단면이 

부족하고 침수지역의 하수관경이 협소 및 경사가 불량하며, 공항빗물펌프장의 우수

담수기능이 부족하여 침수피해가 가중되었다. 

-공항동 일대침수는 외발산 배수분구에 포함되며 마곡빗물펌프장 배수유역에 

포함된다.

-공항동의 침수피해와 목표재현기간에 대한 하수관거 통수능부족구간의 현황은 

<그림 5.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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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침수지역  배수분구   행정동   간선관거

#  통수능부족관거   우수저류시설설치가능구간

<그림 5.9> 외발산배수분구의 침수지역, 통수능부족 거  우수 류시설 설치구간

   주) “우수 류시설 설치가능구간”은 재 기간 30년 강우에 해 거용량 부족량을 류하기 

        한 우수 류시설과 연결되는 하수 거연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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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3> 외발산배수분구의 재 기간30년 강우에 한 거통수능 부족지   류시설 설치가능지역 

구 분 거번호 규격(m, ㎜) 연장(m) 평균경사(‰) 비 고

우수 류시설 

설치가능구간

6005-100 ▣2.0×1.5 92 17.01

6004-200～5022-100 ◉900 345 11.88
거용량

부족①지

4027-200～4027-100 ◉1500 383 4.08

4026-200～4026-100 ◉1200 295 37.57
거용량

부족②지

• 우수저류시설 용량 산정

 -침수지역과 관련된 하수관거의 통수능 부족구간은 <그림 5.9>에서 ①, ②지역

으로서 산정된 저류용량은 각 5,403㎥, 9,087㎥이다. 

 -재현기간 30년의 강우에 대한 하수관거의 통수능부족량을 우수저류시설의 저

류용량으로 산정한 결과는 <표 5.24>와 같다. 

 <표 5.24> 외발산배수분구의 침수피해 감을 한 우수 류시설 용량

침수 향

지역
상 거

집수면

(ha)

상류계획

우수량

(CMS)

하류허용방류량

(CMS)

류지속시간

(min)

류용량

(㎥)

공항동 ① 11.2 4.4 1.9 116 5,403

공항동 ② 24.7 8.9 5.2 74 9,087

• 우수저류시설 설치가능 구간

 -우수저류시설은 통수능부족 관거지점의 상류관거 구간내에 연결하여 설치하

며 대상구간은 <그림 5.9>와 같다. 연결가능구간은 상류관거 중에서 계획우수

량이 통수능부족량보다 큰 관거구간까지이다.

 -우수저류시설과 연결이 가능한 하수관거 구간은 ①과 ②의 관거통수능 부족지점

으로부터 상류관거 1,115m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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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설치 적정성 분석

 -공항동 침수지역은 유역면적이 넓어 상대적으로 침수저감을 위해 필요한 우

수관거의 설치연장이 길며, 또한 기존 관거의 경사가 1‰도 안되는 구간이 많

아 경사확보도 쉽지 않은 지역이다. 그러므로 우수저류시설에 의하여 침수피

해를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지역이다.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설치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표 5.25>와 같다. 

  <표 5.25> 외발산배수분구의 침수피해 감을 한 우수 류시설과 우수 거의 설치 비교

우수 거 류시설

설치연장

(m)

규격

(m)

거용량부족 ①지

규격(면 ㎡×깊이m)

거용량부족 ②지

규격(면 ㎡×깊이m)

1,700 ▣ 1.5×1.5 1,080×5 1,817×5

 주) 우수 거설치연장은 서울시 수치지도 1/1000를 활용하여 방류하천까지 거리로 산출하 음.

11)  구로5동

￭ 구로구의 침수피해를 일으킨 강우량 및 재현기간

- 1987년 및 2001년 강우

강우지속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1987년 2001년 1987년 2001년 1987년 2001년

강우량(㎜) 41 96 79 141 115 196

재 기간(년) 2년이하 50 3 50 7 100

￭ 침수현황

 -구로5동은 구로1펌프장간 하수관로의 경사가 완만하여 우수가 빗물펌프장 도달전

에 주택가가 침수되며 주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저지대이다.

 -침수지역은 구로1배수분구에 포함되며 구로1빗물펌프장 배수유역에 포함된다.



- 133 -

우
수
저
류
시
설
설
치
가
능
구
간

1060-200
1059-100

3007-300

1060-200

7002-500

5002-900

9000-400

9
7
6
m

6
9
7
m

범

례

 주요침수지역  배수분구   행정동   간선관거

#  통수능부족관거   하천   우수저류시설설치가능구간

<그림 5.10> 구로1배수분구의 침수지역, 통수능부족 거  우수 류시설 설치구간

  <표 5.26> 구로1배수분구의 재 기간30년 강우에 한 거통수능 부족지   류시설 설치가능지역 

구 분 거번호 규격(㎜, m) 연장(m) 평균경사(‰) 비 고

우수 류시설 

설치가능구간

3007-300

～3001-100
◉1500 512 5.92

1060-200

～1060-100
◉1000 87 2.39

1059-100 ▣1.5×1.5 98 1.01
거용량

부족①지

1060-200

～1060-100
▣1.8×1.5 176 44.19

7002-500

～7002-100
◉1200 146 22.93

5002-900

～5002-300
▣2.0×1.2 406 1.85

9000-400

～9000-300

▣3.0×2.5

×2(련)
248 1.05

거용량

부족②지



- 134 -

• 우수저류시설 용량 산정

 -침수지역과 관련된 하수관거의 통수능부족 구간은 <그림 5.10>에서 ①, ②지

점으로서 이지점의 통수능부족량에 대한 우수저류용량은 <표 5.27>과 같다.  

 -하수관거 통수능부족량에 대한 우수저류시설의 저류용량은 ①지점이 5,167㎥

이며, ②지점은 18,167㎥으로 분석되었다. 

 

   <표 5.27> 구로1배수분구의 침수피해 감을 한 우수 류시설 용량

침수 향

지역
상 거

집수면

(ha)

상류계획

우수량

(CMS)

하류허용

방류량

(CMS)

류지속

시간

(min)

류용량

(㎥)

구로5동 ① 18.5 6.9 4.8 48 5,167

구로5동 ② 72.0 23.1 20.1 41 18,160
 

• 우수저류시설 설치가능 구간

 -우수저류시설은 통수능부족 관거의 상류관거 구간내에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대상구간은 <그림 5.10>에 나타내었다. 연결가능구간은 상류관거 중에

서 우수유입량이 통수능부족량보다 큰 관거구간이 해당된다. 구로1배수분구는 

관거통수능부족지점이 침수지역의 초입과 말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통수능

부족지점의 상류부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한다. 

 -우수저류시설과 연결이 가능한 하수관거 구간은 ①의 통수능부족 관거지점으로부

터 상류관거 697m까지이며 ②지점은 상류관거 976m가 해당된다. 

•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설치 적정성 분석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설치에 대한 검토결과는 <표 5.28>과 같다. 

  방류하천인 도림천의 하천통수능의 여유가 없는 것을 고려하면 구로1배수분

구의 침수지역은 우수저류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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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8> 구로1배수분구의 침수피해 감을 한 우수 류시설과 우수 거의 설치 비교

우수 거 류시설

설치연장(m) 규격(m)
거용량부족 ①지

규격(면 ㎡×깊이m)

거용량부족 ②지

규격(면 ㎡×깊이m)

1,700 ▣ 1.5×1.5 1,080×5 1,817×5

  주) 우수 거설치연장은 서울시 수치지도 1/1000를 활용하여 방류하천까지 거리로 산출하 음.

12)  개봉동

￭ 구로구의 침수피해를 일으킨 강우량 및 재현기간

- 1987년 강우

  

강우지속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1987년 1987년 1987년

강우량(㎜) 41 79 115

재 기간(년) 2년이하 3 7

- 2001년 강우

  

강우지속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2001년 2001년 2001년

강우량(㎜) 96 141 196

재 기간(년) 50 50 100

￭ 침수현황

-개봉본동은 상류지역인 양천구 신정동의 개발에 따른 유출량 증가로 개봉본동 저

지대 주택가로 유입하여 침수가 발생하였다. 

-개봉본동 침수지역은 개봉배수분구에 포함되며 개봉2빗물펌프장 배수유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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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본동의 침수피해와 재현기간 30년 강우에 대하여 하수관거통수능이 부족

한 관거구간의 현황은 <그림 5.11> 및 <표 5.29>와 같다.

우
수
저
류
시
설
설
치
가
능
구
간

1029-700

287m

범

례

 주요침수지역  배수분구   행정동   간선관거

#  통수능부족관거   하천   우수저류시설설치가능구간

<그림 5.11> 개 배수분구의 침수지역, 통수능부족 거  우수 류시설 설치구간

<표 5.29> 개 배수분구의 재 기간30년 강우에 한 거통수능 부족지   류시설 설치가능지역 

구 분 거번호 규격(m) 연장(m)
평균경사

(‰)
비 고

우수 류시설 

설치가능구간

1029-700

～1029-500
▣3.0×2.8×2(련) 287 2.65

거용량

부족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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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저류시설 용량 산정

 -침수지역과 관련된 하수관거의 통수능 부족구간은 <그림 5.11>에서 ①지역으

로서 산정된 저류용량은 106,210㎥이다. 

 -재현기간 30년 강우에 대한 하수관거의 통수능부족량을 우수저류시설의 저류

용량으로 산정한 결과는 <표 5.30>과 같다.

   <표 5.30> 개 배수분구의 침수피해 감을 한 우수 류시설 용량  

침수 향

지역
상 거

집수면

(ha)

상류계획

우수량(CMS)

하류허용

방류량(CMS)

류지속

시간(min)

류용량

(㎥)

개 동 ① 305 121.1 67.6 68 106,210  

• 우수저류시설 설치가능 구간

 -우수저류시설은 하수관거 통수능부족지점의 상류관거내에 설치하며 이는 <그

림 5.11>에 나타내었다. 연결가능구간은 상류관거 중에서 우수유입량이 관거

통수능부족량보다 큰 관거구간이 해당된다. 

 -개봉배수분구는 관거통수능 부족지점이 침수지역 상류부에 위치하고 용량이 큰 

관거가 침수지역 직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우수저류시설 설치구간이 일정구간

으로 한정되어 있다.

 -개봉배수분구의 우수저류시설 연결가능구간은 ①의 통수능부족 관거지점으로부터 

상류관거 287m구간이 해당된다. 

•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설치 적정성 분석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설치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표 5.31>과 같다. 

 -개봉배수분구의 침수저감을  위해 우수관거를 설치하는 경우는 관거연장은 

짧으나 안양천으로 우수가 배제되어 하천수위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현

재 안양천의 통수단면이 부족한 것을 고려하면 가능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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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표 5.31> 개 배수분구의 침수피해 감을 한 우수 류시설과 우수 거의 설치 비교

우수 거 류시설

설치연장(m) 규격(m)
거용량부족 ①지

규격(면 ㎡×깊이m)

1,100 ▣ 4.0×3.5 2,124×5

주) 우수 거설치연장은 서울시 수치지도 1/1000를 활용하여 방류하천까지 거리로 산출하 음.

13)  논현동

￭ 강남구의 침수피해를 일으킨 강우량 및 재현기간

- 1987년 및 2001년 강우

강우지속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1987년 2001년 1987년 2001년 1987년 2001년

강우량(㎜) 61 99 102 161 125 217

재 기간(년) 5 50 10 100 10 200

￭ 침수현황

 -논현동은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와 노면수의 저지대 집중유입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논현동 침수지역은 논현배수분구에 포함되며 배수분구의 하단부터 반포빗물

펌프장 배수유역에 포함된다.

 -논현동의 침수피해와 재현기간 30년 강우에 대한 하수관거 부족구간 현황은 

<그림 5.12> 및 <표 5.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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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저
류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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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가
능
구
간

범

례

 주요침수지역  배수분구   행정동   간선관거

#  통수능부족관거   하천   우수저류시설설치가능구간

<그림 5.12> 논 배수분구의 침수지역, 통수능부족 거  우수 류시설 설치구간

<표 5.32> 논 배수분구의 재 기간30년 강우에 한 거통수능 부족지   류시설 설치가능지역 

구 분 거번호 규격(m) 연장(m) 평균경사(‰) 비 고

우수 류시설 

설치가능구간

0080-200
～0074-100

▣5.0×2.5 251 0.14
거용량

부족①지

0074-200
～0066-100

▣3.5×1.6 240 7.67

0063-200
～0055-300

▣3.5×2.0 100 11.01

1015-150
～1015-100

▣5.0×3.0 257 0.78
거용량

부족②지

0147-200
～0147-100

▣3.0×2.5 219 22.25

0138-200
～0138-100

▣3.0×1.7 167 25.79

0135-300
～0135-100

▣2.7×2.2 224 27.07

0126-100 ▣2.0×2.0 27 5.17

0121-300
～0121-100

▣3.2×1.7 83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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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저류시설 용량 산정

 -침수지역과 관련된 하수관거의 통수능부족 지점은 <그림 5.12>의 ①, ②지점

으로서 산정된 저류용량은 각 34,523㎥, 35,978㎥이다. 

 -하수관거의 통수능부족량에 대한 우수저류시설의 용량산정 결과는 <표 5.33>

과 같다.

 <표 5.33> 논 배수분구의 침수피해 감을 한 우수 류시설 용량  

 

침수 향

지역
상 거

집수면

(ha)

상류계획

우수량

(CMS)

하류허용

방류량

(CMS)

류지속

시간

(min)

류용량

(㎥)

논 동 ① 74.0 26.2 12.9 109 34,523

논 동 ② 137.1 40.9 37.2 44 35,978
 

• 우수저류시설 설치가능 구간

 -우수저류시설은 관거통수능 부족지점의 상류관거내에 연결하여 설치하며 대상

구간은 <그림 5.12>와 같다. 연결가능구간은 상류관거의 구간 중에서 우수유입

량이 ①, ②지점의 통수능부족량보다 큰 관거가 해당되며 통수능부족량을 신속

하게 저류할 수 있는 위치이어야 한다. 

 -우수저류시설과 연결이 가능한 하수관거 구간은 ①의 통수능부족 관거지점으

로부터 상류관거 591m까지이며 ②지점은 상류관거 977m가 해당된다. 논현

배수분구는 관거통수능 부족구간 상류방향으로 전체유역의 중간정도에 해당

되는 지역까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설치 적정성 분석

 -논현배수분구지역은 인근 고지대의 통수능 부족량이 저지대인 강남대로 일대

로 일시에 유입되어 발생되는 침수로서 강남대로 기존관거의 경사가 0.2‰정

도밖에 형성되어 있지 않아 우수관거를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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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34> 논 배수분구의 침수피해 감을 한 우수 류시설 설치 내용

류시설

거용량부족 ①지검

규격(면 ㎡×깊이m)

거용량부족 ②지

규격(면 ㎡×깊이m)

6,904×5 7,195×5

    주) 우수 거설치연장은 서울시 수치지도 1/1000를 활용하여 방류하천까지 거리로 산출하 음.

14)  청담동

￭ 강남구의 침수피해를 일으킨 강우량 및 재현기간

- 1987년 강우

   

강우지속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1987 1987 1987

강우량(㎜) 61 102 125

재 기간(년) 5 10 10

- 2001 강우

 

강우지속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2001 2001 2001

강우량(㎜) 99 161 217

재 기간(년) 50 100 200

￭ 침수현황

-청담동은 설계기준 초과강우, 노면수 저지대 집중유입으로 침수가 발생하였다.

-청담동 침수지역은 청담배수분구에 포함되며 빗물펌프장은 없다.

-청담동의 침수피해와 재현기간 30년 강우에 대한 하수관거 부족구간의 현황은 

<그림 5.13> 및 <표 5.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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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저
류
시
설
설
치
가
능
구
간

3
7
8
m

0099-400

범

례

 주요침수지역  배수분구   행정동   간선관거

#  통수능부족관거   하천   우수저류시설설치가능구간

<그림 5.13> 청담배수분구의 침수지역, 통수능부족 거  우수 류시설 설치구간

<표 5.35> 청담배수분구의 재 기간30년 강우에 한 거통수능 부족지   류시설 설치가능지역 

구 분 거번호 규격(m) 연장(m) 평균경사(‰) 비 고

우수 류시설 

설치가능구간

0099-400

～0092-100
▣2.0×2.5×2(련) 378 3.00

거용량

부족①지

주) “우수 류시설 설치가능구간”은 재 기간 30년 강우에 해 거용량 부족량을 류하기 한 우

수 류시설과 연결되는 하수 거연장임.  

• 우수저류시설 용량 산정

 -침수지역과 관련된 하수관거의 통수능 부족구간은 <그림 5.13>에서 ①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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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산정된 저류용량은 45,520㎥이다. 

 -재현기간 30년 강우에 대한 하수관거의 통수능부족량을 우수저류시설의 저류

용량으로 산정한 결과는 <표 5.36>과 같다.

 <표 5.36> 청담배수분구의 침수피해 감을 한 우수 류시설 용량  

침수 향

지역

상

거

집수면

(ha)

상류계획

우수량(CMS)

하류허용

방류량(CMS)

류지속시간

(min)

류용량

(㎥)

청담동 ① 78 21.6 11.3 159 45,520

• 우수저류시설 설치가능 구간

 -청담배수분구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관거통수능 부족지점의 상류관거가 관거

통수능 부족량보다 규격이 작아 우수저류시설을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는 구

간이 없다. 그러므로 우수저류시설은 관거통수능 부족지점의 하류관거에 설치하

며 대상관거를 나타내면 <그림 5.13>과 같다. 

 -우수저류시설 연결가능구간은 ①의 통수능부족 관거지점부터 하류관거 378m

까지이다. 

•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설치 적정성 분석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설치에 대한 검토결과는 <표 5.37>과 같다. 

 -청담배수분구는 한강과 접해있으며 침수지역이 배수분구의 하류부에 위치하고 있

어 우수관거의 설치연장이 짧아 우수관거가 보다 경제적인 방안으로 나타났다.

  <표 5.37> 청담배수분구의 침수피해 감을 한 우수 류시설과 우수 거의 설치 비교

우수 거 류시설

설치연장

(m)

규격

(m)

거용량부족 ①지

규격(면 ㎡×깊이m)

450 ▣ 2.5×2.0  9,104×5

주) 우수 거설치연장은 서울시 수치지도 1/1000를 활용하여 방류하천까지 거리로 산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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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치동

￭ 강남구의 침수피해를 일으킨 강우량 및 재현기간

- 1987년 강우

강우지속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1987년 2001년 1987년 2001년 1987년 2001년

강우량(㎜) 61 99 102 161 125 217

재 기간(년) 5 50 10 100 10 200

￭ 침수현황

 -대치동은 은마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하수암거의 통수단면적 부족이 원인이 되

어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침수지역은 대치배수분구로서 대치빗물펌프장 배수유

역에 포함된다.

우수저류시설설치가능구간

0
0
2
3
-
6
0
0

0
1
1
1
-
4
0
0

0
1
0
4
-
1
0
0

1,1
14m

범

례

 주요침수지역  배수분구   행정동   간선관거

#  통수능부족관거   하천   우수저류시설연결가능구간

<그림 5.14> 치배수분구의 침수지역, 통수능부족 거  우수 류시설 설치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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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38> 치배수분구의 재 기간30년 강우에 한 거통수능 부족지   류시설 설치가능지역 

구 분 거번호 규격(m)
연장

(m)

평균경사

(‰)
비 고

우수 류시설 

설치가능구간

0111-400

～111-200
▣2.5×2.5×1(련) 263 0.29

거용량

부족①지

0104-100

～0100-100
▣2.5×2.5×2(련) 185 2.18

0023-600

～0009-300
▣2.5×2.5×3(련) 666 4.02

• 우수저류시설 용량 산정

 -침수지역과 관련된 하수관거의 통수능부족지점은 <그림 5.14>에서 ①지점으로서 

산정된 저류용량은 13,990㎥이다. 하수관거 통수능부족량에 대한 우수저류용량

은 <표 5.39>와 같다.

 <표 5.39> 치배수분구의 침수피해 감을 한 우수 류시설 용량  

침수 향

지역
상 거

집수면

(ha)

상류계획

우수량

(CMS)

하류허용

방류량

(CMS)

류지속

시간

(min)

류용량

(㎥)

치동 ① 30 11.2 5.2 110 13,990  

• 우수저류시설 설치가능 구간

 -우수저류시설은 관거통수능 부족지점에서 상․하류관거내에 연결하여 설치하며 대

상구간은 <그림 5.14>와 같다. 설치가능구간은 통수능부족지점을 포함하여 상․하
류관거구간 중에서 우수유입량이 통수능부족량보다 큰 관거구간이 해당된다. 

 -관거통수능 부족구간 상류 전체구간에 우수저류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며 침수

지역인 은마아파트 단지내 우수저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수저류시설과 연결이 가능한 하수관거 구간은 ①의 통수능부족 관거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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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상류와 하류관거  1,114m까지가 해당된다.

•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설치 적정성 분석

 -대치배수분구는 침수지역을 통과하는 하수관거의 통수능확대가 어렵다. 또한 

하류부 기존관거의 경사가 0.2‰정도로서 배수위가 형성되지 않아 우수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워 우수관거를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이다.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우수저류시설의 설치의 분석결과는 <표 5.40>과 같다.

 

   <표 5.40> 치배수분구의 침수피해 감을 한 우수 류시설 설치내용

   

류시설

거용량부족 ①지

규격(면 ㎡×깊이m)

2,798×5

16)  석촌동

￭ 송파구의 침수피해를 일으킨 강우량 및 재현기간

- 2001년 강우

강우지속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강우량(㎜) 83 120 149

재 기간(년) 20 20 20

￭ 침수현황

 -석촌동 15, 283번지 일대는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강우가 지속되어 저지대의 주택

의 관거을 통하여 하수가 유입되고 일부 하수관의 경사가 불량하여 반지하주택이 

침수되었다.

 -석촌동 침수지역은 삼전배수분구에 포함되며 잠실빗물펌프장 배수유역에 포

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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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저류시설설치가능구간

0
0
8
0
-
2
0
0

0
0
7
8
-
1
0
0

0060-400

0006-600

0033-200

0079-700

2,335m

범

례

 주요침수지역  배수분구   행정동   간선관거

#  통수능부족관거   하천   우수저류시설설치가능구간

<그림 5.15> 삼 배수분구의 침수지역, 통수능부족 거  우수 류시설 설치구간

<표 5.41> 삼 배수분구의 재 기간30년 강우에 한 거통수능 부족지   류시설 설치가능지역 

구 분 거번호 규격(m, ㎜) 연장(m) 평균경사(‰) 비 고

우수 류시설 

설치가능구간

0080-200

～0080-100
▣2.0×1.8 309 0.64

0078-100 ▣1.5×1.2 212 2.82

0033-200

～0030-101
◉1200 407 4.29

거용량

부족①지

0079-700

～0079-300
◉1200 196 0.94

0006-600

～0054-101
◉1200 826 3.47

거용량

부족②지

0060-400

～0059-101
◉1200 385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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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저류시설 용량 산정

 -침수지역과 관련된 하수관거의 통수능 부족구간은 <그림 5.15>에서 ①, ②지

점으로서 산정된 저류용량은 각 5,472㎥, 3,988㎥이다. 

 -재혀기간 30년 강우에 대한 하수관거 통수능부족량을 우수저류시설의 저류용

량으로 산정한 결과는 <표 5.42>와 같다.

<표 5.42> 삼 배수분구의 침수피해 감을 한 우수 류시설 용량  

 

침수 향

지역
상 거

집수면

(ha)

상류계획

우수량

(CMS)

하류허용

방류량

(CMS)

류지속

시간

(min)

류용량

(㎥)

석 동 ① 28.6 11.3 9.7 28 5,472

석 동 ② 10.7 4.49 2.2 76 3,988
 

• 우수저류시설 설치가능 구간

 -우수저류시설은 관거통수능 부족지점에서 상․하류관거내에 연결하여 설치하며 

대상구간은 <그림 5.15>와 같다. 연결가능구간은 통수능부족지점과 연결되는 

상․하류관거구간 중에서 우수유입량이 통수능부족량보다 큰 관거구간이 해당

된다. 

 -삼전배수분구의 우수저류시설과 연결이 가능한 하수관거 구간은 ①의 통수능

부족 관거지점을 포함하여 상하류관거 1,124m까지이며, 또한 ②지점을 포함

하여 상하류관거 1,211m가 해당된다. 

•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설치 적정성 분석

 -삼전배수분구의 경우는 침수지역에서 유역의 최종배수지역까지의 경로가 길

고 두 침수지역의 배수경로가 달라 우수관거의 설치연장이 길어 우수관거의 

설치는 비경제적인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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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기간 30년 강우에 대응하여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우수저류

시설과 우수관거의 설치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5.43>과 같다. 

   <표 5.43> 삼 배수분구의 침수피해 감을 한 우수 류시설과 우수 거의 설치 비교

우수 거 류시설

설치연장(m) 규격(m)
거용량부족 ①지

규격(면 ㎡×깊이m)

거용량부족 ②지

규격(면 ㎡×깊이m)

3,000 ▣ 1.5×1.5 1,094×5 797×5

  주) 우수 거설치연장은 서울시 수치지도 1/1000를 활용하여 방류하천까지 거리로 산출하 음.

17)  풍납 1,2동

￭ 송파구의 침수피해를 일으킨 강우량 및 재현기간

- 2001년 강우

강우지속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강우량(㎜) 83 120 149

재 기간(년) 20 20 20

￭ 침수현황

 -풍납 1,2동의 풍납동 410번지 일원은 설계를 초과한 강우 및 몽촌토성 옆 주택가

로 분지형태의 저지대 지역에 노면수가 집중되어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풍납동 침수지역은 풍납배수분구에 포함되며 풍납빗물펌프장 배수유역에 포

함된다.

 -풍납동의 침수피해와 재현기간 30년 강우에 대한 하수관거 통수능부족구간의 

현황은 <그림 5.16> 및 <표 5.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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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저
류
시
설
설
치
가
능
구
간

1
,0
6
4
m

1
4
9
m

0043-500

0048-300

범

례

 주요침수지역  배수분구   행정동   간선관거

#  통수능부족관거   하천   우수저류시설설치가능구간

<그림 5.16> 풍납배수분구의 침수지역, 통수능부족 거  우수 류시설 설치구간

<표 5.44> 풍납배수분구의 재 기간30년 강우에 한 거통수능 부족지   류시설 설치가능지역 

구 분 거번호 규격(m, ㎜) 연장(m) 평균경사(‰) 비 고

우수 류시설 

설치가능구간

0043-500

～0016-100
▣2.5×2.0×2(련) 1064 4.40

거용량

부족①지

0048-300

～0016-100
◉1100 149 1.66

거용량

부족②지

주) “우수 류시설 설치가능구간”은 재 기간 30년 강우에 해 거용량 부족량을 류하기 한 

     우수 류시설과 연결되는 하수 거연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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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저류시설 용량 산정

 -침수지역과 관련된 하수관거의 통수능 부족구간은 <그림 5.16>에서 ①, ②지

역으로서 산정된 저류용량은 각 16,982㎥, 3,403㎥이다. 

 -하수관거 통수능부족량에 대한 우수저류시설 용량은 <표 5.45>에 나타내었다.

   <표 5.45> 풍납배수분구의 침수피해 감을 한 우수 류시설 용량  

침수 향

지역
상 거

집수면

(ha)

상류계획

우수량

(CMS)

하류허용

방류량

(CMS)

류지속

시간

(min)

류용량

(㎥)

풍납동 ① 77.9 26.7 24.7 33 16,982

풍납동 ② 7.0 3.3 1.2 117     3,403
 

• 우수저류시설 설치가능 구간

 -풍납배수분구의 경우 우수저류시설의 연결가능구간은 <그림 5.16>에서와 같

이 통수능부족지점과 연결되는 상․하류관거구간 중에서 우수유입량이 통수능

부족량보다 큰 관거구간이 해당된다. 우수저류시설이 관거통수능 부족지점 ①

은 상․하류의 해당관거에 설치가 가능하지만, ②지점은 하류관거에서만 설치

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저류시설과 연결이 가능한 하수관거 구간은 ①의 통수능부족 관거지점을 

포함하여 상․하류관거 1,064m까지이며, 또한 ②지점을 포함하여 상하류관거 

149m가 해당된다. 

•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설치 적정성 분석

 -이 지역은 침수지역에서 유역의 최종배수지역까지의 경로가 길고 두 침수지

역의 배수경로가 달라 우수관거의 설치연장이 길어 우수관거의 설치가 비경

제적인 지역이다.

 -재현기간 30년 강우에 대응하여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우수저류

시설과 우수관거의 설치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5.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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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46> 풍납배수분구의 침수피해 감을 한 우수 류시설과 우수 거의 설치 비교

우수 거 류시설

설치연장(m) 규격(m)

거용량부족 

①지  규격 

(면 ㎡×깊이m)

거용량부족 

②지  규격 

(면 ㎡×깊이m)

4,400 ▣ 1.5×1.5 3,396×5 680×5

 주) 우수 거설치연장은 서울시 수치지도 1/1000를 활용하여 방류하천까지 거리로 산출하 음.

18)  암사동

￭ 강동구의 침수피해를 일으킨 강우량 및 재현기간

 - 2001년 강우

 

강우지속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강우량(㎜) 72 108 127

재 기간(년) 10 10 10

￭ 침수현황

 -암사동 503번지일대는 아파트 재건축후 단지내 노면수가 집중되어 하수도의 처

리용량을 초과하고, 462번지는 집중호우로 인한 고덕동길과 선사로가 교차하는 

저지대로 노면수가 집중되어 기존 하수도의 처리용량 초과로 침수피해가 발생

하였다. 

 -암사동 침수지역은 천호배수분구에 포함되며 천호빗물펌프장 배수유역에 포

함된다.

 -암사동의 침수피해와 재현기간 30년 강우에 대한 하수관거 통수능부족구간의 

현황은 <그림 5.17> 및 <표 5.4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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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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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침수지역  배수분구   행정동   간선관거

#  통수능부족관거   하천   우수저류시설설치가능구간

<그림 5.17> 천호배수분구의 침수지역, 통수능부족 거  우수 류시설 설치구간

<표 5.47> 천호배수분구의 재 기간30년 강우에 한 거통수능 부족지   류시설 설치가능지역 

구 분 거번호 규격(㎜, m) 연장(m) 평균경사(‰) 비 고

우수 류시설 

설치가능구간

0078-100

～0073-100
◉1500 233 2.58

거용량

부족①지

0096-150 ▣1.5×1.5 73 14.48

거용량

부족②지
0096-100 ▣1.5×1.2 159 14.65

0036-200 ▣1.0×1.0 234 14.76

주) “우수 류시설 설치가능구간”은 재 기간 30년 강우에 해 거용량 부족량을 류하기 한 우

수 류시설과 연결되는 하수 거연장임.  



- 154 -

• 우수저류시설 용량 산정

 -침수지역과 관련된 하수관거의 통수능 부족구간은 <그림 5.17>에서 ①, ②지

점으로서 산정된 저류용량은 각 5,156㎥, 3,728㎥이다. 

 -재현기간 30년 강우에 대한 하수관거 통수능부족량을 우수저류시설의 용량으로 

산정한 결과는 <표 5.48>과 같다.

   <표 5.48> 천호배수분구의 침수피해 감을 한 우수 류시설 용량

 

침수 향

지역
상 거

집수면

(ha)

상류계획

우수량

(CMS)

하류허용

방류량

(CMS)

류지속

시간

(min)

류용량

(㎥)

암사동 ① 18.8 7.8 4.9 47 5,156

암사동 ② 14.3 5.9 3.9 44 3,726
 

• 우수저류시설 설치가능 구간

 -우수저류시설과 연결이 가능한 하수관거 구간은 <그림 5.17>에서와 같이 통

수능부족지점과 연결되는 상․하류관거구간 중에서 우수유입량이 통수능부족량

보다 큰 관거구간이 해당된다. 

 -천호배수분구는 관거통수능 부족지점이 배수분구의 상류부에 위치하고 있어

서 일정관거구간에서만 우수저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저류시설 연결가능구간은 ①의 통수능부족 관거지점을 포함하여 연결된 

관거 233m이며, 또한 ②지점과 연결된 관거 466m가 해당된다.  

•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설치 적정성 분석

 -천호배수분구는 유역면적이 넓어 침수지역에서 유역의 최종배수지역까지의 

경로가 길고 대처용량이 적어 우수관거의 설치가 비경제적인 지역이다.

 -재현기간 30년 강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설치에 대한 검토결과는 <표 5.4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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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49> 천호배수분구의 침수피해 감을 한 우수 류시설과 우수 거의 설치 비교

우수 거 류시설

설치연장(m) 규격(m)

거용량부족 

①지  규격 

(면 ㎡×깊이m)

거용량부족 

②지  규격

(면 ㎡×깊이m)

1,500 ▣1.5×1.0 1,031× 745×5

 주) 우수 거설치연장은 서울시 수치지도 1/1000를 활용하여 방류하천까지 거리로 산출하 음.

19)  명일동

￭ 강동구의 침수피해를 일으킨 강우량 및 재현기간

 - 2001년 강우

 

강우지속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강우량(mm) 72 108 127

재 기간(년) 10 10 10

￭ 침수현황

 -명일동 346번지는 둔촌로와 상암길이 교차되는 저지대로 노면수가 집중되었으며, 

천호동 50번지 일대는 상암길 이면에 위치한 저지대이고 또한 일부구간의 하수관

거 용량부족이 그 수해원인이 되었다. 

 -명일동 침수지역은 명일배수분구에 포함되며 성내빗물펌프장 배수유역에 포

함된다.

 -명일동 침수피해와 재현기간 30년 강우에 대한 하수관거 통수능부족구간의 

현황은 <그림 5.18> 및 <표 5.5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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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저류시설설치가능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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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침수지역  배수분구   행정동   간선관거

#  통수능부족관거   우수저류시설설치가능구간

<그림 5.18> 명일배수분구의 침수지역, 통수능부족 거  우수 류시설 설치구간

<표 5.50> 명일배수분구의 재 기간30년 강우에 한 거통수능 부족지   류시설 설치가능지역 

구 분 거번호 규격(m) 연장(m) 평균경사(‰) 비 고

우수 류시설 

설치가능구간

0025-400

～0025-300
▣2.5×2.0 118 0.43

0024-300

～0024-200
▣3.0×2.0 133 0.24

0034-700

～0034-300
▣3.0×2.0 249 6.46

거용량

부족①지

0065-119

～0064-101
▣1.0×1.8 174 5.27

거용량

부족②지

0060-600

～0060-400
▣2.1×1.8 126 6.55

0059-600

～0059-100
▣2.2×1.8 20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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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저류시설 용량 산정

 -침수지역과 관련된 하수관거의 통수능 부족구간은 <그림 5.18>에서 ①, ②지

점으로서 산정된 저류용량은 <표 5.51>과 같이 각 32,230㎥, 48,105㎥이다. 

  <표 5.51> 구의배수분구의 침수피해 감을 한 우수 류시설 용량  

침수 향

지역
상 거

집수면

(ha)

상류계획

우수량

(CMS)

하류허용

방류량

(CMS)

류지속

시간

(min)

류용량

(㎥)

명일동 ① 98.1 32.4 22.5 62 32,230

명일동 ② 159.1 40.3 29.06 55 48,105
 

• 우수저류시설 설치가능 구간

 -우수저류시설은 관거통수능 부족지점이 상류관거 구간내 연결하여 설치하며 

대상구간은 <그림 5.18>과 같다. 연결가능구간은 상류관거구간 중에서 우수유

입량이 ①, ②지점의 통수능부족량보다 큰 구간이 해당된다. 

 -명일배수분구의 우수저류시설 연결가능구간은 ①의 통수능부족 관거지점으로

부터 상류관거 500m까지이며, ②지점은 상류관거 500m가 해당된다. 

•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설치 적정성 분석

 -명일배수분구는 침수지역에서 성내천까지 경로가 길어 우수관거 설치비용이 

커서 우수관거의 설치가 비경제적인 지역이다.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설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표 5.52>와 같다. 

  <표 5.52> 명일배수분구의 침수피해 감을 한 우수 류시설과 우수 거의 설치 비교

우수 거 류시설

설치연장

(m)

규격

(m)

거용량부족 ①지

규격(면 ㎡×깊이m)

거용량부족 ②지

규격(면 ㎡×깊이m)

3,000 ▣2.5×2.5 6,446×5 9,621×5

 주) 우수 거설치연장은 서울시 수치지도 1/1000를 활용하여 방류하천까지 거리로 산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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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치구의 우수저류시설 설치후보지 검토

   침수지역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가 제시한 장소를 대상으로 우수저류시설의 설치적

정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제시된 우수저류시설의 설치후보지에 대해 침수원인, 침수발생시의 강우량 및 재현

기간을 분석하고 침수지역과 저류시설의 영향범위내의 지형, 노면수흐름, 하수관거현황

을 연계분석하여 우수저류시설 후보지로서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침수방

지를 위해 필요한 우수저류시설의 용량을 산정하여 자치구가 제시한 우수저류용량과 

비교검토하였다. 

1. 우수 류시설 설치지역 

   침수지역을 가지고 있는 9개 자치구가 침수방지를 위해 제시한 우수저류시

설 설치장소는 <표 5.53>에 나타내었다.

  <표 5.53> 자치구별 우수 류시설 설치장소 후보지

구별 치
면

(㎡)

토지이용

황

토지

소유자

9개구 21개소 786,612

구

(4개소)

소계 651,549

장동산5-6

숭의여  뒤(침사지 )
493,171

나 지

(잔디식재)

국

(산림청)

필동2가 84-1

남산 한옥마을 내
61,005

한옥마을 장 

(보도)
서울특별시

필동

134-28 1,265

필동 침사지  

운동장(주민)

국(경찰청)

134-27 1,377 국(재무부)

133-3 126 구

192-129 479 국(건설부)

장충동2가 산7-22 동국

 운동장(침사지 아래)
93,918 운동장 국(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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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3계속> 자치구별 우수 류시설 설치장소 후보지

구별 치
면

(m
2

)

토지이용

황

토지

소유자

진구

(2개소)

소계 6,900

구의동 4번지 일 4,500 배드민턴장  공원 진구

군자동 364-23호 일 2,400 세종사이버 학 주차장
학교법인

양학원

성북구

(1개소)
성북동 276-6외 5필지 1,500

도로개설구간으로 보상이 

완료된 토지로 도로  

공원부지

시유지

(군유지)

양천구

(1개소)
신월동 263 9,000 도로  가로공원 서울시

강서구

(5개소)

소계 4,868

화곡동 1022외1( 원고원) 600 어린이공원 도로 강서구

확곡7동 372-26(월정공원) 1,182 어린이공원 강서구

화곡1동 355-12(필마공원) 1,616 어린이공원 강서구

화곡본동 산47-16(무궁화공원) 500 공원 강서구

화곡6동 994-5(새말공원) 970 어린이공원 강서구

구로구

(1개소)
구로구 416-2 23,290 주차장 국(건설부)

등포

(3개소)

소계 3,140

림1동 870 림어린이공원 830 공원 등포구

림2동 702 동 교 1,500 학교 서울시(교육감)

림3동 715 두암어린이공원 810 공원 등포구

악구

(3개소)

소계 74,693

신림동 산93-1 70,915 임야 조은희외 14

신림동 산104～신림동 산

104-1
1,778 동사무소 악구

신림동 산97-8～신림동 산104 2,000 도로 서울시

강남구

(1개소)
논 동 168 논 등학교 11,880 도시계획시설(학교)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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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수 류시설 설치후보지 평가

1) 중구의 우수저류시설 후보지 평가

   중구에서 제시한 우수저류시설의 후보지는 모두 4개소이다. 침수현황과 침수피해를 

일으킨 강우량 및 재현기간을 살펴보고 우수저류시설의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

였다.

   중구의 우수저류시설 후보지의 평가에 필요한 지형도, 간선관거 현황, 노면수 흐름

도를 나타내면 <그림 5.19>, <그림 5.20>, <그림 5.21>과 같다.    

￭ 중구의 침수피해를 일으킨 강우량 및 재현기간

 - 1998년  2001년 7월 강우

강우지속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1998년 2001년 1998년 2001년 1998년 2001년

강우량(mm) 72 117 108 174 152 243

재현기간(년) 10 100 10 200 25 500

￭ 침수현황

   ꊱ 을지로 롯데 백화점 일대

      - 순간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노면수 배수불량

      - 악취등을 이유로 빗물받이 폐쇄

      - 기존 하수관거의 노선선형 불량

   ꊲ 을지로 3~6가, 중부시장일대

      - 순간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노면수 배수불량

      - 지하철 및 을지전화국 공동구의 공사시 관저고 상향조정, 단면축소 등으로 

인한 하수지체 및 배수위 상승으로 우수역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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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1
2

 : 지표수의 흐름   : 우수 류시설 후보지   : 과거 침수지역

<그림 5.19> 구의 우수 류시설 설치후보지 주변의 지형  우수흐름

1 2

3

4

1
2

── : 하수 거   : 우수 류시설 후보지   : 과거 침수지역

  : 구경계

<그림 5.20> 구의 우수 류시설 후보지 주변의 간선 거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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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1
2

── : 도로   : 노면수 흐름   : 과거침수지역   : 우수 류시설 후보지

<그림 5.21> 구의 우수 류시설 설치후보지 주변의 노면수흐름  도로 황

￭ 자치구의 후보지 선정사유

  - 우수발원지인 남산에서 청계천까지의 유달시간이 짧아 노면수로 인한 침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남산 주변에 저류조를 설치하여 집중호우시 노면수

로 인한 침수를 예방함(명동, 광희동, 신당1동, 을지로3․4․5가동).

  - 대형 저류용량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하므로 차선책으로 소형저류조를 

설치하여 집중호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우수저류시설 설치 후보지

① 예장동산 5-6 숭의여전 뒤(침사지 옆)

  - 토지이용현황 : 나대지(잔디식재)

  - 지목 : 임야

  - 면적 : 493,171 (㎡)

  - 침수지역과의 관계

     ․배수계통으로는 필동배수분구에 포함됨으로 침수지역 ꊲ에 영향을 줌

     ․지형적으로는 침수지역ꊱ과 연결되는 반포로로 유입되는 노면수에 다소 영향을 줌

  - 지형적 입지조건

     ․중구일대에 우수의 발원지인 남산의 중턱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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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의 능선부에 위치하고 있어 우수의 저류가능량이 많지 않음

  - 주변관거와 연계조건

     ․필동배수분구의 최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어 간선관거와의 연계조건이 나쁨

     ․상대적으로 고지대이므로 주변관거로부터 우수를 유입하기 곤란함

② 필동 침사지옆 운동장

  - 토지이용현황 : 필동침사지옆 운동장(주민)

  - 지목 : 도로 및 대

  - 면적 : 3,247 (㎡)

  - 침수지역과의 관계

    ․배수계통으로는 필동배수분구에 포함됨으로 침수지역 ꊲ에 영향을 줌

  - 지형적 입지조건

    ․중구일대에 우수의 발원지인 남산의 중턱에 위치

    ․남산의 능선부에 위치하고 있어 우수의 저류가능량이 많지 않음

  - 주변관거와의 연계조건

    ․필동배수분구의 최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어 간선관거와의 연계조건이 나쁨

    ․상대적으로 고지대이므로 주변관거로부터 우수를 유입하기 곤란

③ 필동2가 84-1 남산 한옥마을 내

  - 토지이용현황 : 한옥마을광장(보도)

  - 지목 : 대

  - 면적 : 61,005 (㎡)

  - 침수지역과의 관계

    ․배수계통으로는 필동배수분구에 포함됨으로 침수지역 ꊲ에 영향을 줌

    ․침수지역과 연결되는 퇴계로로 유입되는 노면수에 큰 영향을 줌

  - 지형적 입지조건

    ․남산의 계곡부와 퇴계로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

    ․남산에서 발생하는 계곡수 및 상류의 노면수가 퇴계로의 노면수와 합져지는 지

점으로 저류가능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

  - 주변관거와의 연계조건 :

    ․필동배수분구의 간선관거 상단부에 위치하고 1.5×1.5(m)관거와 연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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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장충동2가 산 7-22 동국대 운동장(침사지 아래)

  - 토지이용현황 : 운동장

  - 지목 : 공원

  - 면적 : 93,918 (㎡)

  - 침수지역과의 관계

    ․배수계통으로는 장충배수분구에 포함됨으로 침수지역 ꊲ에 영향을 줌

    ․지형적으로 침수지역과 연결되는 훈련원로와 장충단길 유입되는 노면수에 큰 영향

  - 지형적 입지조건

    ․남산의 하단부의 장충단길이 장충배수분구 하류로 연결되는 지점 

    ․남산에서 발생하는 계곡수, 상류의 노면수 및 훈련원로의 노면수와 합쳐지는 지

점으로 저류가능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

  - 주변관거와의 연계조건

    ․남산에 위치하여 간선관거가 연결되어 있지 않음

    ․계곡수를 차단하여 을지로 일대로 유입되는 노면수 감소에 영향이 있음

￭ 우수저류시설 필요용량산정 및 평가

    - 중구에 포함된 배수분구 중에서 간선관거의 주요합류지점 통수능부족이 발생한 

배수분구는 만리, 필동, 회현 배수분구이며, 각 배수분구에서의 우수저류시설의 

임계지속시간 및 저류용량은 <표 5.54>와 같다.

  <표 5.54> 구내 각 배수분구에서의 우수 류시설의 용량  류시간

배수

분구

통수능

부족량

(CMS)

류

용량

(㎥)

강우지속시간별 류용량 (m
3

)

10분 20분 30분 40분 1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

만리 5.0 9,964 4,555 6,529 7,824 8,753 9,964 - - -

필동 9.5 33,886 16,975 23,825 28,033 30,821 33,886 - - -

회 1.1 14,526 11,345 14,526 - - - - - -

    - <표 5.54>는 중구에 전체 혹은 일정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배수분구의 총 저류

용량을 산정한 값이며, 이 중 중구에 걸쳐있는 배수분구의 저류용량을 인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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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구와 면적비로 분배한 값은 <표 5.55>와 같다.

    <표 5.55> 구의 침수방지를 해 필요한 우수 류시설 용량 

행정구역 배수분구
구에 포함된 

면 비(%)
인 자치구

자치구내

류용량(㎥)

구

만리 33 용산구 3,288

필동 100 - 33,886

회 100 - 14,526

    - 재현기간 30년에 대처하기 위한 우수저류시설의 필요용량은 51,700㎥이다. 중

구가 제시한 우수저류시설 후보지면적 654,549㎡에 저류깊이 5m의 저류시설

을 설치했을 때의 총 저류용량은 3,257,745㎥으로서 필요용량 51,700㎥보다 

63배가 크므로 우수저류시설부지가 충분하다.  

2) 광진구의 우수저류시설 후보지 평가

   광진구에서 제시한 우수저류시설의 후보지는 2개소이다. 침수현황과 침수피해를 일

으킨 강우량 및 재현기간을 살펴보고 우수저류시설의 후보지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

시하였다.

   광진구의 우수저류시설 후보지의 평가에 필요한 지형도, 간선관거 현황, 노면수 흐

름도를 나타내면 <그림 5.22>, <그림 5.23>, <그림 5.24>와 같다.

￭ 광진구의 침수피해를 일으킨 강우량 및 재현기간

-1998년  2001년 강우 

강우지속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1998년 2001년 1998년 2001년 1998년 2001년

강우량(mm) 64 92 108 145 170 188

재현기간(년) 5 70 10 90 55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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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현황

  ꊱ 중곡1․2․3동, 군자역

    - 아차산계곡수의 월류 및 관거경사불량, 용량초과

    - 복개천 도로주변의 노면수 처리용 빗물받이 부족

    - 70년대 주택지 형성시 이면도로에 부설된 하수관거의 용량초과

    - 중곡3동 지역은 중곡 1,2수문 차단시 내수위 상승으로 배수불량

  ꊲ 한아름 쇼핑센터일대

    - 지하철 공사후 포장면 상승으로 도로 우수가 저지대로 유입 노면수 배수곤란

    - 쇼핑센터 지붕우수가 저지대 주거지로 집중배수

  ꊳ 화양동

    - 관거불량으로 배수능력 부족

  ꊴ 구의 1․2동, 자양동 일대

    - 자양로 먹자골목 하수암거 용량초과

    - 자양사거리~자양유수지간 기존 암거(▣2.0m × 1.5m)에 저판이 없어 유수소

통 지장

    - 일시에 집중적으로 내린 강우가 낮은 저지대 주택지로 유입

    - 자양유수지 유입부 월류웨어로 단면 축소

  ꊵ 광장동

    -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노면수 주택지 유입

    - 아차산 계곡수 간선하수암거 유입연결 불량

￭ 자치구의 후보지 선정사유

  - 구의동 4번지일대 후보지는 아차산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저류조에 유입시켜 하

류구간에 유출되는 유량을 조절하여 구의동 주변 저지대지역의 침수를 예방하

고자 함.

  - 군자동 364-23호일대 후보지는 주변 지역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집중호우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물탱크에 유입시켜 하류구간의 유출량을 감소시키고 세종대

인근 저지대지역의 침수를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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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2

3

4

5

 : 지표수의 흐름   : 우수 류시설 후보지   : 과거 침수지역

<그림 5.22> 진구의 우수 류시설 설치후보지 주변의 지형  우수흐름

1

2

3

4

5

1

2

── : 하수 거   : 우수 류시설 후보지   : 과거 침수지역

<그림 5.23> 진구의 우수 류시설 후보지 주변의 간선 거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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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1

2

── : 도로   : 노면수 흐름   : 과거침수지역   : 우수 류시설 후보지

<그림 5.24> 진구의 우수 류시설 후보지 주변의 노면수흐름  도로 황

￭ 우수저류시설 설치 후보지

① 구의동 4번지 일대

  - 토지이용현황 : 배드민턴장 및 공원

  - 지목 및 면적 : 공원, 4,500 (㎡)

  - 침수지역과의 관계

    ․배수계통으로는 구의배수분구로서 하류부 구의2동 일대의 노면수의 발생원

    ․지형적으로는 강우시 유수가 침수지역 ꊴ에 영향을 줌 

  - 지형적 입지조건 : 아차산과 구의동 주택가가 접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
아차산 일대의 우수가 천호대로와 자양로를 통해 침수지역 ꊴ로 유입됨 

  - 주변관거와의 연계조건 : 간선관거(▣2.0m × 1.5m)의 끝단에 위치하여 강우시 

계곡수를 저류할 경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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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자동 364-23호 일대

  - 토지이용현황 : 세종사이버대학 주차장

  - 지목 및 면적 : 대지, 2,400 (㎡)

  - 침수지역과의 관계

    ․배수계통으로는 화양배수분구로서 군자동 일대와 연결됨 

    ․지형적으로는 침수지역 ꊲ, ꊴ에 영향을 줌 

  - 지형적 입지조건 : ․주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강우시 집수효과가 좋으며, 

면목동길을 통해 유하되는 노면수양을 조절하여 하류부 침수해소에 효과가 있

을 것으로 예상됨 

  - 주변관거와의 연계조건 : 주변에 ∅450mm~600mm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간선

관거가 아님. 별도의 관거부설이 필요함

￭ 우수저류시설 필요용량산정 및 평가

 - 광진구에 포함된 배수분구 중에서 간선관거의 주요합류지점 통수능부족이 발생

한 배수분구는 광장, 구의, 성수2, 화양 배수분구이며, 각 배수분구에서의 우수

저류시설의 임계지속시간 및 저류용량은 <표 5.56>과 같다.

   <표 5.56> 진구내 배수분구에서의 우수 류시설의 용량  류시간

배수

분구

통수능

부족량

(CMS)

류

용량

(㎥)

강우지속시간별 류용량 (m
3

)

10분 20분 30분 40분 1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

장 28.3 62,092 27,430 39,628 47,820 53,852 62,092 - - -

구의 18.6 45,642 16,578 24,084 29,204 33,038 38,428 45,642 - -

성수2 59.6 29,938 6,477 9,683 12,030 13,912 16,856 22,459 25,752 29,938 

화양 10.4 29,228 8,410 12,422 15,276 17,508 20,866 26,600 29,228 - 

    - <표 5.56>은 광진구에 전체 혹은 일정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배수분구의 총 저

류용량을 산정한 값이며, 이 중 광진구에 걸쳐있는 배수분구의 저류용량을 인

접 자치구와 면적비로 분배한 값은 <표 5.57>과 같다.



- 170 -

    <표 5.57> 진구의 침수방지를 해 필요한 우수 류시설 용량 

행정구역 배수분구
진구에 포함된 

면 비(%)
인 자치구

자치구내

류용량(㎥)

진구

장 100 - 62,092

구의 100 - 45,642

성수2 99 성동구 281,900

화양 43 성동구 12,568

    - 재현기간 30년에 대처하기 위한 우수저류시설의 필요용량은 402,202㎥이다. 

      광진구가 제시한 우수저류시설을 후보지면적 6,900㎡에 저류깊이 5m로 설치했

을 때의 총 저류용량은 34,500㎥으로서 우수저류시설 필요용량인 402,202㎥과 

비교하면 9%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침수방지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성북구의 우수저류시설 후보지 평가

   성북구는 1개의 우수저류시설 후보지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후보지에 대해 침수현

황과 침수피해를 일으킨 강우량 및 재현기간을 살펴보고 우수저류시설의 후보지로서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성북구의 우수저류시설 후보지의 평가에 필요한 지형도, 간선관거 현황, 노면수 흐

름도를 나타내면 <그림 5.25>~<그림 5.28>과 같다.

￭ 성북구의 강우량 및 재현기간

강우지속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강우량(mm) 98 151 220

재 기간(년) 100 130 500

￭ 침수현황

  - 우수저류시설 설치후보지 인근에는 상습침수지역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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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의 저류시설 선정사유

  - 자치구의 저류시설 후보지 선정사유 : 성북천 상류에 위치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부지를 활용하여 집중호우시 다량으로 발생되는 유량을 제어하여 하류지역 

침수예방

￭ 우수저류시설 설치 후보지

① 성북동 276-6외 5필지

  - 토지이용현황 : 도로개설구간으로 보상이 완료된 토지로 도로 및 공원부지

  - 지목 : 대지

  - 면적 : 1,500 (㎡)

  - 상류의 성북동 일대 노면수가 유입되는 지역으로 성북동길로 모든 노면수가 유

입되는 유일한 경로를 가짐 

  - 향후 미아로로 유입되는 노면수의 양을 제어하기 위한 좋은 입지를 가짐

<그림 5.25> 성북구의 배수분구  우수 류시설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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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 5.26> 성북구의 우수 류시설 후보지 주변의 지형  우수흐름

1

── : 하수 거   : 우수 류시설 후보지

<그림 5.27> 성북구의 우수 류시설 후보지 주변의 간선 거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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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도로   : 노면수 흐름   : 과거침수지역   : 우수 류시설 후보지

<그림 5.28> 우수 류시설 설치후보지 주변의 노면수흐름  도로 황

￭ 우수저류시설 필요용량산정 및 평가

    - 성북구에 포함된 배수분구 중에서 간선관거의 주요합류지점 통수능부족이 발생

한 배수분구는 보문, 이문, 장위, 제기 배수분구이며, 각 배수분구에서의 우수저

류시설의 임계지속시간 및 저류용량은 <표 5.58>과 같다.

    - <표 5.58>은 성북구에 전체 혹은 일정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배수분구의 총 저

류용량을 산정한 값이며, 이 중 성북구에 걸쳐있는 배수분구의 저류용량을 인

접 자치구와 면적비로 분배한 값은 <표 5.59>와 같다.

    - 재현기간 30년에 대처하기 위한 우수저류시설의 필요용량은 42,438㎥이다. 성

북구가 제시한 우수저류시설을 후보지면적 1,500㎡에 저류깊이 5m로 설치했을 

때의 총 저류용량은 7,500㎥으로서 우수저류시설 필요용량인 42,438㎥의 18%

에 해당되어 별도의 침수방지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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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58> 성북구내 배수분구에서의 우수 류시설의 용량  류시간

배수

분구

통수능

부족량

(CMS)

류

용량

(㎥)

강우지속시간별 류용량 (m
3

)

10분 20분 30분 40분 1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

보문 4.7 10,039 4,584 6,572 7,878 8,815 10,039 - - -

이문 5.4 16,393 10,965 14,638 16,393 - - - - -

장 8..6 27,983 18,182 24,626 27,983 - - - - -

제기 7.4 21,514 5,902 8,753 10,802 12,419 14,886 19,277 21,514 -

   <표 5.59> 성북구의 침수방지를 해 필요한 우수 류시설 용량

행정구역 배수분구
성북구에 포함된 

면 비(%)
인 자치구

자치구내

류용량(㎥)

성북구

보문 79 동 문구 7,931

이문 23 동 문구 3,770

장 96 노원구 26,864

제기 18 동 문구 3,873

4) 양천구의 우수저류시설 후보지 평가

   양천구는 1개의 우수저류시설 후보지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후보지에 대해 침수현

황과 침수피해를 일으킨 강우량 및 재현기간을 살펴보고 우수저류시설의 후보지로서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양천구의 우수저류시설 후보지의 평가에 필요한 지형도, 간선관

거 현황, 노면수 흐름도를 나타내면 <그림 5.29>~<그림 5.32>와 같다.

￭ 양천구의 2001년 7월의 강우량 및 재현기간

 

강우지속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강우량(mm) 79 127 200

재 기간(년) 10 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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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 류시설 후보지   : 과거 침수지역   : 배수분구   : 구경계

<그림 5.29> 양천구의 배수분구  우수 류시설 후보지

1

<그림 5.30> 양천구의 우수 류시설 설치후보지 주변의 지형  우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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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 : 하수 거   : 우수 류시설 후보지   : 과거 침수지역

<그림 5.31> 양천구의 우수 류시설 후보지 주변의 간선 거 황

1

1

── : 도로   : 노면수 흐름   : 과거침수지역   : 우수 류시설 후보지

<그림 5.32> 양천구의 우수 류시설 후보지 주변의 노면수흐름  도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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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현황

   ꊱ 신월1․2동
    - 저지수로 설계기준(74mm/hr)초과 강우량에 의한 저지대 침수

￭ 우수저류시설 설치 후보지

① 신월동 263

  - 자치구의 저류시설 후보지 선정사유 : 인접 저지수로의 관거부담을 줄여 신월

동, 신정동 일대 침수방지

  - 토지이용현황 : 도로 및 가로공원

  - 지목 : 도로

  - 면적 : 9,000 (㎡)

  - 침수지역과의 관계

    ․배수계통으로는 신월1,3배수분구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관거로 유입되지 

못한 노면수의 영향이 큼

    ․지형적으로는 남부순환로에 의해 우수의 흐름이 자유로운 지역 

  - 지형적 입지조건

    ․비교적 평탄한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고지대인 신월3동과 5동에서 유입되는 노

면수가 모이는 지점

  - 주변관거와의 연계조건이 간선관거(▣1.5m × 1.2m)과 (▣2.7m × 2.5m)가 연

결되는 지점으로 간선관거의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노면수의 저류를 통한 하

류부 침수방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

￭ 우수저류시설 필요용량산정 및 평가

    - 양천구에 포함된 배수분구 중에서 간선관거의 주요합류지점 통수능부족이 발생

한 배수분구는 신월1, 화곡2, 목동3 배수분구이며, 각 배수분구에서의 우수저류

시설의 임계지속시간 및 저류용량은 <표 5.60>과 같다.

    - <표 5.60>은 양천구에 전체 혹은 일정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배수분구의 총 저

류용량을 산정한 값이며, 이 중 양천구에 걸쳐있는 배수분구의 저류용량을 인

접 자치구와 면적비로 분배한 값은 <표 5.61>과 같다.

    - 재현기간 30년에 대처하기 위한 우수저류시설의 필요용량은 107,096㎥이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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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구에서 제시한 우수저류시설를 후보지면적 9,000㎡에 저류깊이 5m로 설치했

을 때의 총 저류용량은 45,000㎥으로서 우수저류시설의 필요용량인 107,096㎥

과 비교하면 42%에 해당되므로 재현기간 30년 강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별도

의 침수방지대책이 필요하다.

    <표 5.60> 양천구내 배수분구에서의 우수 류시설의 용량  류시간

배수분구

통수능

부족량

(CMS)

류

용량

(㎥)

강우지속시간별 류용량 (m
3

)

10분 20분 30분 40분 1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

신월1 33.1 85,957 29,467 43,095 52,556 59,772 70,227 85,957 - -

화곡2 1.0 17,379 17,379 - - - - - - -

목동3 1.6 3,760 2,281 3,100 3,533 3,760 - - - -

    <표 5.61> 양천구의 침수방지를 해 필요한 우수 류시설 용량

행정구역 배수분구
양천구에 포함된 

면 비(%) 
인 자치구

자치구내

류용량(㎥)

양천구

신월1 14 강서구 12,034

화곡2 38 강서구 6,604

목동3 100 - 3,760

5) 강서구의 우수저류시설 후보지 평가

   강서구는 5개의 우수저류시설 후보지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후보지에 대해 침수현

황과 침수피해를 일으킨 강우량 및 재현기간을 살펴보고 우수저류시설의 후보지로서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강서구의 우수저류시설 후보지의 평가에 필요한 지형도, 간선관거 현황, 노면수 흐

름도를 나타내면 <그림 5.33>~<그림 5.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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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의 2001년 7월 강우량 및 재현기간

강우지속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강우량(mm) 72 107 169

재 기간(년) 10 10 30

￭ 침수현황

  ꊱ 화곡동일대

   - 1984년 피해

  ꊲ 화곡1,2,3,4,7,8동

   - 자치구로 암거 용량초과에 의한 우수정체

   - 신정1빗물펌프장 용량초과

   - 지선암거의 직각접합등 불합리한 구조물로 인한 접합부 와류 현상에 의한 물

흐름 방해

   : 우수 류시설 후보지   : 과거 침수지역   : 배수분구   : 구경계

<그림 5.33> 강서구의 배수분구와 우수 류시설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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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4> 강서구의 우수 류시설 후보지 주변의 지형  우수흐름

1

3

2

4

5 2

1

── : 하수 거   : 우수 류시설 후보지   : 과거 침수지역

<그림 5.35> 강서구의 우수 류시설 후보지 주변의 간선 거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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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 노면수 흐름   : 과거침수지역   : 우수 류시설 후보지

<그림 5.36> 강서구의 우수 류시설 후보지 주변의 노면수흐름  도로 황

￭ 자치구의 저류시설 후보지 선정사유

  - 화곡6동 994-5(새말공원) 후보지는 하류측이 저지대 취약지역으로서 집중호우

시 하수관 월류로 우수배제가 원활하지 못하여 주변 지하주택이 상습침수

  - 화곡본동 산47-16(무궁화공원) 후보지는 하류측이 저지대 취약지역으로서 집중

호우시 하수관 월류로 우수배제가 원활하지 못하여 주변 지하주택이 상습침수

  - 화곡동 1022외1(대원공원) 후보지는 화곡3동 저지대 취약지역으로서 집중호우

시 하수관 월류로 우수배제가 원활하지 못하여 주변 지하 주택이 상습침수

  - 화곡7동 372-26(월정공원) 후보지는 화곡7동 저지대 취약지역으로서 집중호우

시 하수관 월류로 우수배제가 원활하지 못하여 주변 지하 주택이 상습침수

  - 화곡1동 355-12(필마공원) 후보지는 화곡1동 저지대 취약지역으로서 집중호우

시 하수관 월류로 우수배제가 원활하지 못하여 주변 지하 주택이 상습침수

￭ 저류시설 설치후보지

① 화곡6동 994-5(새말공원)

  - 토지이용현황 : 어린이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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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목  및 면적 : 공원, 970 ㎡

  - 침수지역과의 관계

    ․배수계통으로는 화곡1배수분구의 상류부에 위치

    ․지형적으로는 우장산공원의 노면수가 화곡로로 유입되는 출구에 위치하여 침수

지역 ꊱ에 직접적인 영향

  - 지형적 입지조건

    ․우장산공원의 계곡부가 주택가와 만나는 지점으로 계곡수의 발생량이 상당히 

큰 지역임

  - 주변관거와의 연계조건

    ․화곡1배수분구의 간선관거 (▣1.8m × 1.3m)의 부담을 줄이고 화곡로로 유입

되는 계곡수의 양을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음

② 화곡본동 산47-16(무궁화공원)

  - 토지이용현황 및 면적 : 공원(지목: 공원), 500 ㎡

  - 침수지역과의 관계

    ․배수계통으로는 화곡1배수분구의 중류부에 위치

    ․지형적으로는 그리스도신학대학이 위치한 뒷산의 노면수가 화곡로로 유입되는 

출구에 위치하여 침수지역 ꊱ에 직접적인 영향

  - 지형적 입지조건

    ․뒷산의 계곡부가 주택가와 만나는 지점으로 계곡수의 발생량이 상당히 큰 지역임

  - 주변관거와의 연계조건

    ․화곡1배수분구의 간선관거 (▣1.8m × 1.5m)의 부담을 줄이고 화곡로로 유입

되는 계곡수의 양을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음

③ 화곡동 1022외1(대원공원)

  - 토지이용현황 및 면적 : 어린이공원, 도로(지목: 공원), 600 (㎡)

  - 침수지역과의 관계

    ․배수계통으로는 신월1배수분구의 중류부에 위치

    ․지형적으로는 침수지역과의 거리가 어느정도 있지만 인근노면수의 합수점

  - 지형적 입지조건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은 강서로 양안의 지대로부터 우수가 합류되는 지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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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로를 따라 침수지역ꊲ로 유입됨

  - 주변관거와의 연계조건

    ․신월1배수분구의 간선관거 (▣2.0m × 1.5m)의 부담을 줄이고 화곡로로 유입

되는 계곡수의 양을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음

④ 화곡7동 372-26(월정공원)

  - 토지이용현황 및 면적 : 어린이 공원(지목: 공원), 1,182㎡

  - 침수지역과의 관계

    ․배수계통으로는 신월3배수분구로서 침수지역ꊲ와 연결되지만 노면수는 양천구

의 가로공원길일대로 향함

  - 지형적 입지조건

    ․평탄한 주택가로서 계곡수의 저류보다는 기존 관거의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이 

효과적임

  - 주변관거와의 연계조건

    ․관통하는 간선관거는 없고 ∅900mm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택가 관거

의 부담을 덜어 하수역류를 막는 효과기대

⑤ 화곡1동 355-12(필마공원)

  - 토지이용현황 : 어린이 공원

  - 지목 및 면적 : 공원, 1,616㎡

  - 침수지역과의 관계 :

    ․배수계통으로는 신월3배수분구로서 침수지역ꊲ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 지형적 입지조건

    ․평탄한 주택가로서 계곡수의 저류보다는 기존 관거의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이 

효과적임

  - 주변관거와의 연계조건

    ․신월3배수분구의 간선관거(▣3.0m × 2.0m)가 월정로를 지나고 있어 관거 우

수를 일부 감당하는 방안이 효과적임

￭ 우수저류시설 필요용량산정

    - 강서구에 포함된 배수분구 중에서 간선관거의 주요합류지점 통수능부족이 발생



- 184 -

한 배수분구는 가양, 내발산, 신월1, 외발산, 화곡2 배수분구이며, 각 배수분구

에서의 우수저류시설의 임계지속시간 및 저류용량은 <표 5.62>와 같다.

    <표 5.62> 강서구내 배수분구에서의 우수 류시설의 용량  류시간

배수분구

통수능

부족량

(CMS)

류

용량

(㎥)

강우지속시간별 류용량 (m
3

)

10분 20분 30분 40분 1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

가양 5.3 30,460 20,366 27,194 30,460 - - - - -

내발산 20.5 59,997 17,534 25,865 31,774 36,378 43,277 54,887 59,997 -

신월1 33.1 85,957 29,467 43,095 52,556 59,772 70,227 85,957 - -

외발산 13.1 59,704 40,227 53,510 59,704 - - - - -

화곡2 1.0 17,379 17,379 - - - - - - -

    - <표 5.62>는 강서구에 전체 혹은 일정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배수분구의 총 저

류용량을 산정한 값이며, 이 중 강서구에 걸쳐있는 배수분구의 저류용량을 인

접 자치구와 면적비로 분배한 값은 <표 5.63>과 같다.

    - 재현기간 30년에 대처하기 위한 우수저류시설의 필요용량은 253,497㎥이다. 강

서구가 제시한 우수저류시설을 후보지 예정부지면적 4,868㎡에 저류깊이 5m로 

설치하면 총 저류용량은 24,340㎥이다. 이것은 우수저류시설 필요용량인 

253,497㎥의 10%에 불과하므로 침수방지를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 5.63> 강서구의 침수방지를 해 필요한 우수 류시설 용량

행정구역 배수분구
강서구에 포함된 

면 비(%)
인 자치구

자치구내

류용량(㎥)

강서구

가양 100 - 30,460

내발산 100 - 59,997

신월1 86 양천구 73,923

외발산 100 - 59,704

화곡2 62 양천구 1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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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로구의 우수저류시설 후보지 평가

   구로구는 1개의 우수저류시설 후보지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후보지에 대해 침수현

황과 침수피해를 일으킨 강우량 및 재현기간을 살펴보고 우수저류시설의 후보지로서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구로구의 우수저류시설 후보지의 평가에 필요한 지형도, 간선관거 현황, 노면수 흐

름도를 나타내면 <그림 5.37>~<그림 5.40>과 같다.

￭ 구로구 강우량 및 재현기간

  - 1987년 강우

  

강우지속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강우량(mm) 41 79 115

재 기간(년) 2년이하 3 7

￭ 침수현황

  ꊱ 개봉동 일대 : - 하수배제 계통의 불량(역경사)

    - 하수관거 노후에 의한 파손

 

￭ 자치구의 저류시설 후보지 선정사유

  - 구로구 416-2 후보지는 호우시 양천구 신정동와 구로구 고척동 일대의 고지대

로부터 유입되는 우수를 저류하여 개봉동 및 고척동 저지대 침수방지

￭ 저류시설 설치후보지

① 구로구 416-2

  - 토지이용현황 : 주차장(지목 : 구거)

  - 면적 : 23,290 (㎡)

  - 침수지역과의 관계 : 배수계통으로는 개봉배수분구로서 침수지역과 평탄하게 연

결되어 있음

  - 지형적 입지조건 : ․인근 고척근린공원과 개봉1동 고지대의 우수가 일시에 남부

순환로로 유입되는 지형으로서 노면수가 개봉동 일대의 분지지형적인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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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하게 배수되지 못하고 침수가 발생 

  - 주변관거와의 연계조건 : 개봉배수분구의 간선관거(▣3.0m × 2.5m)가 관통하

며 관거의 부담을 줄여 저류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우수 류시설 후보지   : 과거 침수지역   : 배수분구   : 구경계

<그림 5.37> 구로구의 배수분구  우수 류시설 후보지

1

<그림 5.38> 구로구의 우수 류시설 설치후보지 주변의 지형  주요우수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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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 : 하수 거   : 우수 류시설 후보지   : 과거 침수지역

<그림 5.39> 구로구의 우수 류시설 설치후보지 주변의 간선 거 황

1

1

── : 도로   : 노면수 흐름   : 과거침수지역   : 우수 류시설 후보지

<그림 5.40> 구로구의 우수 류시설 설치후보지 주변의 노면수흐름  도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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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저류시설 필요용량산정 및 평가

    - 구로구에 포함된 배수분구 중에서 간선관거의 주요합류지점 통수능부족이 발생

한 배수분구는 가리봉, 개봉, 구로2, 신도림, 오류1 배수분구이다.

    - 각 배수분구에서의 우수저류시설의 임계지속시간 및 저류용량은 <표 5.64>와 

같다.

    - <표 5.64>는 구로구에 전체 혹은 일정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배수분구의 총 저

류용량을 산정한 값이며, 이 중 구로구에 걸쳐있는 배수분구의 저류용량을 인

접 자치구와 면적비로 분배한 값은 <표 5.65>와 같다.

   <표 5.64> 구로구내 배수분구에서의 우수 류시설의 임계 류용량  시간

배수분구

통수능

부족량

(CMS)

류

용량

(㎥)

강우지속시간별 류용량 (m
3

)

10분 20분 30분 40분 1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

가리 5.4 13,340 8,861 11,870 13,340 - - - - -

개 0.5 1,000 793 1,000 - - - - - -

구로2 2.9 13,988 10,963 13,988 - - - - - -

신도림 19.3 54,327 19,697 28,621 34,711 39,274 45,696 54,327 - -

오류1 2.8 4,935 2,973 4,049 4,626 4,935 - - - -

   <표 5.65> 구로구의 침수방지를 해 필요한 우수 류시설 용량

행정구역 배수분구
구로구에 포함된 

면 비(%) 
인 자치구

자치구내

류용량(㎥)

구로구

가리 32 천구 4,269

개 100 - 1,000

구로2 100 - 13,988

신도림 100 - 54,327

오류1 100 - 4,935

    - 재현기간 30년에 대처하기 위한 우수저류시설의 필요용량은 78,519㎥이다. 구

로구가 제시한 우수저류시설을 후보지면적 23,290㎡에 저류깊이 5m로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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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때의 총 저류용량은 116,450㎥이며 이는 우수저류시설 필요용량인 

78,519㎥의 1.5배가 크다. 

7) 영등포구의 우수저류시설 후보지 평가

   영등포구는 3개의 우수저류시설 후보지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후보지에 대해 침수

현황과 침수피해를 일으킨 강우량 및 재현기간을 살펴보고 저류시설의 후보지로서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영등포구의 우수저류시설 후보지의 평가에 필요한 지형도, 간선관거 현황, 노면수 

흐름도를 나타내면 <그림 5.41>~<그림 5.44>와 같다.

￭ 영등포구의 강우량 및 재현기간

- 1998년 강우 

강우지속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1998년 2001년 1998년 2001년 1998년 2001년

강우량(mm) 67 101 101 148 129 198

재 기간(년) 7 50 8 50 10 100

￭ 침수현황

 ꊱ 신길6동

  - 관거용량초과 및 경사부족으로 발생, 대방로의 빗물받이 설치수량 부족

  - 저지대 지역으로 순간적인 집중호우시 노면배수불량으로 우수유입

 ꊲ 대림1․2․3동
  - 순간적인 집중호우시 일시적인 침수

  - 침수지역 각 지선들의 연결과 돌출 및 관내 지장물, 토사퇴적 등으로 통수단면

의 축소

  - 서울시 설계기준 강우량을 초과한 단시간내 집중호우로 하수관 한계용량 초과

  - 기존 반지하 주택의 강제배수시설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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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침수지역   : 배수분구   : 구경계

<그림 5.41> 등포구의 우수 류지 배수분구

1

3

2

<그림 5.42> 등포구의 우수 류시설 후보지 주변의 지형  주요우수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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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2

1

2

── : 하수 거   : 우수 류시설 후보지   : 과거 침수지역

<그림 5.43> 등포구의 우수 류시설 후보지 주변의 간선 거 황

1

3

2

1

2

── : 도로   : 노면수 흐름   : 과거침수지역   : 우수 류시설 후보지

<그림 5.44> 등포구의 우수 류시설 설치후보지 주변의 노면수흐름  도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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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의 저류시설 후보지 선정사유

  -인근저지대 침수피해 예방

￭ 저류시설 설치후보지

① 대림1동 870(대림어린이공원), ② 대림2동 702(대동초교), ③ 대림3동 715(두암어

린이공원)

  - 토지이용현황 및 지목 : ①공원(답) ②학교(학교용지) ③공원(공원_

  - 면적 : ①830(㎡) ②1,500(㎡)  ③810(㎡)

  - 침수지역과의 관계 : 배수계통으로는 도림1배수분구로서 침수지역과 평탄하게 

연결되어 있음

  - 지형적 입지조건 : 전반적으로 평탄한 지역으로 노면수의 일시적인 유입보다는 

인근 도림천의 하천수위에 의한 내수배제불량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으로 우수

저류시설설치의 효과가 크지 않은 지역임 

￭ 우수저류시설 필요용량산정 및 평가

    - 영등포구에 포함된 배수분구 중에서 간선관거의 주요합류지점 통수능부족이 발

생한 배수분구는 당산, 도림1, 도림2, 문래, 신길, 영등포 배수분구이며, 각 배

수분구에서의 우수저류시설의 임계지속시간 및 저류용량은 <표 5.66>과 같다.

 

   <표 5.66> 등포구내 배수분구에서의 우수 류시설의 용량  류시간

배수

분구

통수능

부족량

(CMS)

류

용량

(㎥)

강우지속시간별 류용량 (m
3

)

10분 20분 30분 40분 1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 12시간

당산 13.9 63,837 10,062 15,193 19,027 22,162 27,195 37,425 44,172 55,830 63,837 

도림1 29.2 79,277 29,139 42,276 51,204 57,864 67,166 79,277 - - -

도림2 16.0 40,967 14,227 20,775 25,303 28,742 33,694 40,967 - - -

문래 40.5 104,707 61,460 84,442 97,303 104,707 - - - - -

신길 6.9 15,390 6,816 9,841 11,870 13,360 15,390 - - - -

등포 11.0 36,490 21,686 29,671 34,052 36,490 - - - - -

    - <표 5.66>은 영등포구에 전체 혹은 일정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배수분구의 총 

저류용량을 산정한 값이며, 이 중 영등포구에 걸쳐있는 배수분구의 저류용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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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자치구와 면적비로 분배한 값은 <표 5.67>과 같다.

    - 재현기간 30년에 대처하기 위한 우수저류시설의 필요용량은 326,398㎥이다. 영

등포구에서 제시한 우수저류시설을 후보지면적 3,140㎡에 저류깊이 5m로 설치

했을 때의 총 저류용량은 15,700㎥이다. 이것은 우수저류시설 필요용량인 

326,398㎥과 비교하면 5%에 불과하므로 재현기간 30년 강우에 대해 침수피해

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침수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7> 등포구의 침수방지를 해 필요한 우수 류시설 용량

행정구역 배수분구
등포구에 포함된 

면 비(%) 
인 자치구

자치구내

류용량(㎥)

등포구

당산 100 - 63,837

도림1 82 동작구 65,007

도림2 100 - 40,967

문래 100 - 104,707

신길 100 - 15,390

등포 100 - 36,490

8) 관악구의 우수저류시설 후보지 평가

   관악구는 3개의 우수저류시설 후보지를 제시하였다. 

   관악구의 우수저류시설 후보지평가에 필요한 지형도, 간선관거 현황, 노면수 흐름도

를 나타내면 <그림 5.45>~<그림 5.48>과 같다.

￭ 관악구의 2001년 7월 강우량 및 재현기간

 

강우지속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강우량(mm) 156 262 314

재 기간(년) 500이상

￭ 침수현황

  -  ꊱ 신림11동



- 194 -

￭ 자치구의 저류시설 후보지 선정사유

  - 신림동 산97-8, ② 신림동 산104~신림동 산104-1, ③ 신림동 산93-1의 후보지

는 난곡지역 재개발에 따라 신설되는 도로하부에 지하저류조 설치로 인근 저지

대 침수방지, 난곡지역 재개발에 따른 우수유출량을 저류하여 인근 저지대 침수 

예방, 저지대 주택가 침수예방

￭ 저류시설 설치후보지 평가

① 신림동 산97-8, ② 신림동 산104~신림동 산104-1, ③ 신림동 산93-1

  - 토지이용현황 및 지목 : ①도로(도로) ②동사무소(대지) ③임야(임야)

  - 면적 : ①2,000(㎡) ②1,778(㎡)  ③70,915(㎡)

  - 침수지역과의 관계 : 침수지역과은 신림4배수분구이고 우수저류시설 설치후보지

는 신림3배수분구이지만 지형적으로 급한 경사로 연결되어 노면수의 일시적 유

입이 우려되는 지역임

  - 지형적 입지조건 : 주변고지대의 노면수가 합류되는 지역으로 강우시 많은 양의 

노면수가 유하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하수관거에서의 월류를 통한 

저류와 노면수의 직접 저류등을 모두 고려해야 함

  - 주변관거와의 연계조건 : 신림3배수분구의 간선관거(▣3.0m × 2.0m)가 관통하

고 있어 관거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예상됨

  : 과거 침수지역   : 배수분구   : 구경계

<그림 5.45> 악구의 우수 류시설 후보지 검토를 한 분석 상 배수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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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2

<그림 5.46> 악구의 우수 류시설 후보지 주변의 지형  주요우수의 흐름

1

3

2

1

── : 하수 거   : 우수 류시설 후보지   : 과거 침수지역

<그림 5.47> 악구의 우수 류시설 후보지 주변의 간선 거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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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2

1

── : 도로   : 노면수 흐름   : 과거침수지역   : 우수 류시설 후보지

<그림 5.48> 악구의 우수 류시설 후보지 주변의 노면수흐름  도로 황

￭ 우수저류시설 필요용량산정 및 평가

    - 관악구에 포함된 배수분구 중에서 간선관거의 주요합류지점 통수능부족이 발생

한 배수분구는 신대방, 신림1 배수분구이다. 

    - 각 배수분구에서의 우수저류시설의 임계지속시간 및 저류용량은 <표 5.68>과 

같다.

   <표 5.68> 악구내 배수분구에서의 우수 류시설의 임계 류용량  시간

배수

분구

통수능

부족량

(CMS)

류

용량

(㎥)

강우지속시간별 류용량 (m
3

)

10분 20분 30분 40분 1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 12시간

신 방 4.9 63,837 10,062 15,193 19,027 22,162 27,195 37,425 44,172 
55,83

0 
63,837 

신림1 10.8 36,490 21,686 29,671 34,052 36,49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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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5.68>은 관악구에 전체 혹은 일정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배수분구의 총 저

류용량을 산정한 값이며, 이 중 관악구에 걸쳐있는 배수분구의 저류용량을 인

접 자치구와 면적비로 분배한 값은 <표 5.69>와 같다.

    - 재현기간 30년에 대처하기 위한 우수저류시설의 필요용량은 30,007㎥이다. 관

악구가 제시한 우수저류시설은 후보지면적 74,693㎡에 저류깊이 5m로서 저류

용량이 373,465㎥이며 이것은 우수저류시설 필요용량인 30,007㎥보다 12.4배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9> 악구의 침수방지를 해 필요한 우수 류시설 용량

행정구역 배수분구
악구에 포함된 

면 비(%) 
인 자치구

자치구내

류용량(㎥)

악구
신 방 54 동작구 8,457

신림1 100 - 21,550

9) 강남구의 우수저류시설 후보지 평가

   강남구는 1개의 우수저류시설 후보지를 제시하였다. 강남구의 우수저류시설 후보지

평가에 필요한 지형도, 간선관거 현황, 노면수 흐름도를 나타내면 <그림 5.49>~<그림 

5.52>와 같다.

￭ 강남구의 강우량 및 재현기간

- 1987년 강우

 

강우지속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1987년 2001년 1987년 2001년 1987년 2001년

강우량(mm) 61 99 102 161 125 217

재 기간(년) 5 50 10 100 10 200

￭ 침수현황

- ꊱ 논현동 : 설계기준 초과강우, 노면수 저지대 집중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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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침수지역   : 배수분구   : 구경계

<그림 5.49> 강남구의 우수 류지 후보지역 검토를 한 분석 상 배수분구

1

<그림 5.50> 강남구의 우수 류시설 후보지 주변의 지형  주요우수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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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 : 하수관거   : 우수저류시설 후보지   : 과거 침수지역

<그림 5.51> 강남구의 우수 류시설 후보지 주변의 간선 거 황

1

1

── : 도로   : 노면수 흐름   : 과거침수지역   : 우수저류시설 후보지

<그림 5.52> 강남구의 우수 류시설 후보지 주변의 노면수흐름  도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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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의 저류시설 후보지 선정사유

  - 논현동 168(논현초등학교) 후보지는 논현초등학교 주변은 저지대지역으로 호우

시 하수관거용량 부족으로 수시로 침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학교부

지내 주차장 건설용역시에 우수저류시설을 동시에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

고자 함.

￭ 저류시설 설치후보지

① 논현동 168(논현초등학교)

  - 토지이용현황 : 도시계획시설(학교)

  - 지목 : 학교용지

  - 면적 : 11,880 (㎡)

  - 침수지역과의 관계 : 배수계통으로는 서초5배수분구로서 침수지역과 경사로로 

연결되어 있음

  - 지형적 입지조건 : 우수저류시설 설치후보지역의 상류유역이 넓고 가파른 경사

를 이루고 있어 강우시 노면수가 일시에 강남대로로 유입되는 위치이므로 우수

저류시설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주변관거와의 연계조건 : 서초5배수분구의 간선관거(▣2.0m×1.4m)와 상류 논

현배수분구의 간선관거(▣5.0m ×2.5m)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우수저류시설 필요용량산정 및 평가

    - 강남구에 포함된 배수분구 중에서 간선관거의 주요합류지점 통수능부족이 발생

한 배수분구는 대치, 삼성1, 서초3, 압구정, 양재, 역삼 배수분구이다. 

    - 각 배수분구에서의 우수저류시설의 임계지속시간 및 저류용량은 <표 5.70>과 

같다.

    - <표 5.70>은 강남구에 전체 혹은 일정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배수분구의 총 저

류용량을 산정한 값이며, 이 중 강남구에 걸쳐있는 배수분구의 저류용량을 인

접 자치구와 면적비로 분배한 값은 <표 5.71>과 같다.

    - 재현기간 30년에 대처하기 위한 우수저류시설의 필요용량은 186,998㎥이다. 

      강남구가 제시한 우수저류시설은 후보지 예정부지면적 11,880㎡에 저류깊이 

5m로서 총저류용량은 59,400㎥의 규모이다. 이것은 우수저류시설 필요용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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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98㎥의 32%에 해당되는 규모로서 강남구가 재현기간 30년 강우에 대하

여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0> 강남구내 배수분구에서의 우수 류시설의 임계 류용량  시간

배수

분구

통수능

부족량

(CMS)

류

용량

(㎥)

강우지속시간별 류용량 (m
3

)

10분 20분 30분 40분 1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

치 32.8 84,706 48,686 67,372 78,166 84,706 - - - -

삼성1 0.9 10,495 10,495 - - - - - - -

서 3 8.7 27,557 18,457 24,623 27,557 - - - - -

압구정 0.9 1,631 962 1,320 1,518 1,631 - - - -

양재 18.0 44,194 19,637 28,331 34,147 38,412 44,194 - - -

역삼 22.5 54,436 26,872 37,872 44,697 49,272 54,436 - - -

   <표 5.71> 강남구의 침수방지를 해 필요한 우수 류시설 용량

행정구역 배수분구
강남구에 포함된 

면 비(%) 
인 자치구

자치구내

류용량(㎥)

강남구

치 100 - 84,706

삼성1 100 - 10,495

서 3 19 서 구 5,236

압구정 100 - 1,631

양재 69 서 구 30,494

역삼 100 - 54,436



第 Ⅵ 章  결론 및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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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VI 장 결론 및 정책건의

   이상으로 제 5장에 걸쳐 조사, 분석 및 검토한 연구내용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침수지역의 치수안전도 향상을 위해 설정된 설계재현기간, 

경제적 효과가 있는 우수저류시설의 규모, 침수저감을  위한 우수저류시설의 필요용량 

및 연결가능구간 등은 서울시가 침수저감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제2장 『서울시 강우 및 침수피해 분석』의 주요 결론

○ 서울시 강우량은 집중강우사상을 나타내는 50㎜/일 이상의 강우일수가 연중 

1970년대 5일에서 2000년대에 8일로 증가하여 집중강우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6, 7, 8월에 집중하고 있어 홍수기의 침수피해 잠재성이 급격하

게 높아지고 있는 상태로서 돌발성 집중강우의 증가양상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침수방지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서울시 침수피해가 우수배제를 담당하고 있는 간선관거의 설계빈도인 74㎜

/hr 보다 20% 적은 강우강도에서 피해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집중강우에 대해 통수능 취약지점과 지형적 저지대 등 우수배재 

취약지역에서 대규모의 침수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과거침수원인이 하수관거 용량부족이나 하수관거의 유수부하가 큰 하류부분

의 지역에서 하천 배수위 영향을 받아 우수가 배제되지 못한 것 등 복합적

으로 나타나고 있어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하수관통수능 이상의 우

수를 배수구역내에 저류시켜 우수를 하수관거와 저류시설로 적절하게 분배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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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장『우수저류시설 계획 및 관련법 검토』의 주요 결론

○ 우수저류시설은 하수도가 설치된 배수구역에서 우수유출량이 하류부분의 관

거유하능력에 대응하여 유효하고 적절하게 배제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로서 서울시에는 지역외(off-site)저류시설과 지역내(on-site)저류시설을 적

용할 수 있음. 

  -지역외저류시설로는 다단저류, 지하저류, 건물지하저류, 관내저류, 쇄석공극

저류방식이 있으며 지역내저류시설로는 주차장저류, 운동장저류, 공원저류방

식이 적용가능함.

  -우수저류시설은 콘크리트구조물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형, 조립적재형 등이 

있음. 이중에서 콘크리트구조물형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형은 대형구조물로

서 주로 넓은 지하공간에 설치하며, 조립적재형은 비교적 장소나 공간제한을 

받지 않고 좁은 지하공간에서도 쉽게 설치가능한 구조로서 물순환재생기능, 

환경보전의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음. 또한 이들 공법은 우수저류시설

의 설치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운 시가지내에서 지역의 공간여건에 맞도록 대․
중․소의 규모로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우수저류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필요한 기법을 마련하였으며 내용은 기초부

분으로 적용방향, 설치조건, 적용범위, 우수조절방식, 계획확률년수 및 저류

시설의 다목적이용으로 구성되며 본론부분은 우수저류시설 용량산정방법, 유

입 및 방류시설 그리고 유지관리기준(안)으로 구성하였음. 특히 우수저류시

설 용량산정은 하류의 하수관거통수능 및 유하능력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방

법으로 하였으며 유지관리기준(안)은 평상시와 강우시로 구분하여 마련하였

고 안전관리시설 및 유지관리 대장(점검표 등)에 필요한 내용을 제시함.

○ 서울시의 침수지역이 돌발성 집중강우에 대응하여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우

선적으로 ①우수저류시설이 지역적 침수를 해소시킬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이라

는 대중적 인식의 확대, ②행정의 입장에서 우수저류시설의 설치를 위한 법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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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와 기준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확대보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

  -현행법에서 우수저류시설의 설치근거가 제시된 관련법은 도시개발업무지침, 도시

계획시설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준도시지역시설

용지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 하천설계기준, 하수도시설기준 등이다. 그러나 이들 

관련법 및 기준에서는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게 마련되

어 있는 상황임. 

  -우수저류시설의 적용확대를 위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개발업무지침 등의 법에서 우

수저류시설이 도시기반시설로서 정의되고 공공용지를 우수저류시설 설치장소로

서 겸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조례를 

우수저류시설의 설치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함.

  -민간부문에 우수저류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본, 독일 등

의 보조, 융자, 세금 감면 등과 같은 우수저류시설의 민간설치제도가 효과를 거

두고 있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3. 제4장『우수저류시설의 경제적 효과』의 주요 결론

○ 우수저류시설의 도입이 효용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음. 경제성 평가로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①서울시 상습침수

지역의 과거 침수피해액, 복구비, 간접피해액으로 우수저류시설의 경제성있

는 적정규모 산정 ②우수관거를 설치하는 경우와 건설비측면에서 비교하여 

우수저류시설의 설치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였음.  

○ 우수저류시설은 B/C ratio 1이 되는 지점의 저류용량이 경제적인 효과가 있

는 우수저류시설의 규모가 되며 66,500㎥인 것으로 분석됨. 그러므로 서울

시 침수지역의 피해액과 복구비, 교통지체의 간접비만으로 살펴보면 침수지

역마다 우수저류시설을 66,500㎥규모로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가 충분히 



- 208 -

있음. 특히 간접측면에서의 침수피해저감으로 얻어지는 침수지역 주민들의 생

활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우수저류시설의 적정규모는 더 클 것으로 나타남.

○ 침수지역 15지역에 대해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설치비용만으로 침수방

지방안으로의 적용성을 검토하였음 

  -7개 침수지역이 우수저류시설의 설치가 우수관거보다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침수지역은 구의1,2동, 공항동, 구로5동, 대치동, 석촌동, 풍

납1,2동, 암사동으로서 중․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임. 

  -우수관거가 경제성이 있는 침수지역은 창천동, 개봉본,1,2,3동일대, 논현동, 

청담동의 4개지역으로서 대부분 하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침

수지역은 우수배수를 위한 하류부의 배수위 형성여부와 하천통수단면 상황

을 고려하면 대부분 지역이 우수관거 설치에 의하여 침수방지효과를 기대하

기 어려워 계획시에 우수배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4. 제5장『우수저류시설의 적용 방안』의 주요 결론

○ 서울시가 침수피해없는 안전한 도시로 되기 위해서는 돌발성 집중강우에 대

응할 수 있는 침수방지대책이 확보되어야 함. 도시형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재현기간의 조정목표는 경제적인 면과 방재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

하여 적절하게 설정하여야 함. 

  -치수안전도 향상을 위한 설계재현기간의 목표는 ①지역의 중요도, 경제성과 

함께 배수구역의 강우양상 및 유출특성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침수피해를 

신속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 ②조정된 설계재현기간은 침수지

역을 포함하는 배수유역을 대상으로 적용, ③기존 하수관거시스템을 유지하면

서 조정된 설계재현기간에 의해 하수관거통수능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우수량은 

가능한 우수저류시설과 같은 우수처리시설로 대응하는 것으로 함.

  -서울시 침수지역은 피해저감을 위해 재현기간 30년을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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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정하며, 설계재현기간에 맞도록 우수저류시설은 하수관거와 일체로 하

여 규모를 설정하고 설치함. 이는 침수지역이 과거강우에 대해 2001년 1시

간 최대강우를 제외한 강우에 대해서 하수관거통수능을 유지하면서 치수안

전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규모가 됨. 

○ 우수저류시설은 서울시 상습침수지역에서 침수저감효과가 큰 지역에 설치함. 

설치대상 침수지역은 ①1984년, 1987년, 1990년, 1998년, 2001년의 홍수피

해에서 2회 이상의 침수가 발생한 지역 ②침수원인이 하수관(암)거 통수능부

족 및 노면수의 유입인 지역으로 20지역이 해당됨.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우수저류시설의 설치타당성은 ①각 침수지역의 침수현

황 ②설계재현기간에 대응하는 우수저류시설의 저류용량 산정 ③우수저류시

설의 연결가능구간 ④경제성측면에서의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의 적용성 

검토 등으로 제시함.   

  -우수저류시설의 저류용량은 재현기간 30년 강우에 대하여 간선관거의 통수

능부족량으로 하고, 침수지역 상류부의 하수관거 통수능부족이 다수 존재할 

경우에 가장 인접한 구간을 우선하여 가장 큰 부족량을 대처할 수 있는 용

량으로 산정함. 

 ○ 서울시 침수지역이 하수관거통수능부족에 의한 침수피해방지를 위하여 필

요한 우수저류시설의 용량은 9,460~106,210㎥으로 나타남. 이 중에서 우수

저류시설의 저류용량은 개봉동이 106,210㎥으로 가장 크며 다음은 논현동

으로 70,501㎥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석촌동임. 

    우수저류시설의 용량이 개봉동, 논현동, 명일동 침수지역을 제외하고 경제

적 효과가 있는 우수저류시설의 규모인 66,500㎥보다 적어 침수지역의 우

수저류시설의 설치는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우수저류시설은 재현기간 30년의 계획강우에 대해 하수관통수능을 초과하

여 발생하는 우수량을 신속하게 저류할 수 있는 구조로 함. 또한 저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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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는 하수관거 구간은 하수관거 통수능부족지점의 

상하류부내에서 우수유입량이 통수능부족량보다 큰 관거구간이 해당되며 

관거와 직접 연결하는 등으로 일체시켜 설치하는 것으로 함. 

 ○ 침수지역을 가지고 있는 9개 자치구가 제시한 우수저류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함. 제시된 우수저류시설의 설치후보지에 대해 침수원

인, 침수발생시의 강우량 및 재현기간을 분석하고 지형, 노면수흐름, 하수관

거현황을 연계분석하여 우수저류시설 후보지로서의 적정성을 평가함. 또한 

침수방지를 위해 필요한 우수저류용량을 산정하여 자치구가 제시한 저류용

량과 비교검토함.  

5. 향후 연구과제 

 ○ 우수저류시설이 침수방지시설로서 서울시에 확대보급되기 위해서는 본 연

구인 「서울시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적용방안」을 시작으로 

하여 우수저류시설의 적용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우수저류시설의 설치 및 적용과 관련하여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는 다

음과 같다.

   -우수저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우수저류시설의 낮은 사용빈도에 따른 공간활용계획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의한 효과분석(침수피해저감, 하천수위 저감 등) 및 문

제점(악취발생, 우범지역화 등)의 해결방안

   -침수지역 우수관거의 설계재현기간 상향조정으로 인한 배제우수량이 수방

시설 및 하천수위에 미치는 영향 

   -우수저류시설의 민간시설에 대한 확대적용방안 및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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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기존펌프장 공사비 검토(단위 : %, 천원)

(1)

용량(㎥/일) 공종 공사비 비율, 액 비고

5,000

1. 토목 547,558

 1) 토공 81,600

 2) 구조물공 337,284

 3) 배 공 37,414 9 토공,구조물공 비%

 4) 부 공 91,260 22 토공,구조물공 비%

2. 건축 350,000 64 토목공사비 비%

3. 기계 47,051 9 용량당 공사비

4. 기, 계장 121,535 21 용량당 공사비

계 1,066,144

10,000

1. 토목 705,833

 1) 토공 96,000

 2) 구조물공 449,712

 3) 배 공 42,482 8 토공,구조물공 비%

 4) 부 공 117,639 22 토공,구조물공 비%

2. 건축 402,500 57 토목공사비 비%

3. 기계 74,774 7 용량당 공사비

4. 기, 계장 174,549 17 용량당 공사비

계 1,357,656

30,000

1. 토목 842,495

 1) 토공 105,600

 2) 구조물공 494,556

 3) 배 공 101,923 17 토공,구조물공 비%

 4) 부 공 140,416 23 토공,구조물공 비%

2. 건축 402,500 48 토목공사비 비%

3. 기계 217,082 7 용량당 공사비

4. 기, 계장 299,296 10 용량당 공사비

계 1,761,373

50,000

1. 토목 935,657

 1) 토공 115,200

 2) 구조물공 539,796

 3) 배 공 124,718 19 토공,구조물공 비%

 4) 부 공 155,943 24 토공,구조물공 비%

2. 건축 472,500 50 토목공사비 비%

3. 기계 522,605 10 용량당 공사비

4. 기, 계장 822,650 16 용량당 공사비

계 2,75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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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일) 공종 공사비 비율, 액 비고

70,000

1. 토목 1,005,061

 1) 토공 120,000

 2) 구조물공 562,140

 3) 배 공 155,411 23 토공,구조물공 비%

 4) 부 공 167,510 25 토공,구조물공 비%

2. 건축 472,500 47 토목공사비 비%

3. 기계 522,605 7 용량당 공사비

4. 기, 계장 822,650 12 용량당 공사비

계 2,822,816

100,000

1. 토목 1,248,041

 1) 토공 124,800

 2) 구조물공 674,568

 3) 배 공 240,666 30 토공,구조물공 비%

 4) 부 공 208,007 26 토공,구조물공 비%

2. 건축 490,000 39 토목공사비 비%

3. 기계 723,606 7 용량당 공사비

4. 기, 계장 996,420 10 용량당 공사비

계 3,458,067

150,000

1. 토목 2,007,844

 1) 토공 128,000

 2) 구조물공 1,259,052

 3) 배 공 286,151 토공,구조물공 비%

 4) 부 공 334,641 토공,구조물공 비%

2. 건축 507,500 토목공사비 비%

3. 기계 1,329,728 용량당 공사비

4. 기, 계장 1,019,728 용량당 공사비

계 4,864,800

(2)

※ 1. 배광공공사비는 토공, 구조물공 공사비의 10%적용

   2. 부대공사비는 공사비의 20%적용

   3. 비계공사비는 TON당 7,000원 적용

   4. 전기, 계장공사비는 TON당 7,00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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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우수저류시설 단위 공사비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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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우수저류시설의 저류용량별 건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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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관거시설 단위 공사비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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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Stormwater Detention Facilities 

for Reducing of Flood Damage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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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last two decades, Seoul has always been affected by large 

floods. As climate change causes more frequent localized heavy rains 

exceeding the conveyance capacity of sewer, flood damage is expected 

to increase. And the infiltration capacity of urbanized impervious  areas 

is greatly reduced. These major changes in a rainfall condition and 

surface impervious fraction result in an increase in runoff volume and 

peak flow rate. 

  The increase of urban storm runoff has caused flooding in low lying 

areas causing disruption of traffic, damage to houses and properties, and 

costly interruption of activities in Seoul. Existing drainage system is 

inadequate flow capacities. Therefor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comprehensive planning to develop solutions to flooding problems on 

flood-prone areas. A combination of improvements on the major  

drainage systems and runoff control facilities are required.

   Detention facilities can provide benefits in helping control flood 

volumes and stormwater runoff. The need for runoff control from urban 

areas and for better hydrology methods in the design of stormwater 

detention facilities is now accepted in many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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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application of 

stormwater detention facilities for reducing of flood damage in Seoul. A 

secondary objective is to discuss the flood control criteria, the economical 

impacts and the related regulations.

This study consists of six chapters. 

   The first chapter is an introduction to objectives, contents and method 

for this study. Chapter 2 deal with the rainfall condition and flood 

damage during the last two decades  and evaluates the conveyance 

capacities of existing drainage system in Seoul. The main result of this 

chapter is that storm drainage system has 62㎜/hr of rainfall conveyance 

capacities. From the point of view, with more 62㎜/hr of rainfall, flood 

damage is expected to increase.  

   Chapter 3 discusses the concept of design of stormwater detention and 

the improvement of related regulation and construction base which can 

be used in practical planning detention facilities. 

   Chapter 4 is the economic impacts of the application of stormwater 

detention facilities. Comparing benefits and costs coming from 

implementation of stormwater detention facilities in flood-prone areas 

shows that B/C ratio approached to 1 when  storage volume is assumed 

66,500㎥. Therefore stormwater detention facilities generates economic 

effects reaches about 66,500㎥, which it means the optimal size of 

detention facility        

   The application of stormwater detention facilities is discussed in 

chapter 5. This chapter describes the application plans aspects of 

detention facilities with the flood control criterion in 20 flood-prone 

areas. A optimal design criterion is chosen to avoid floods produced by 

30-year storm. Finally, Chapter 6 gives th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detentio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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