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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 도시기능의 다양화는 도시 지하공간1)에 대한 개발과 수요를 나날이 증가시키고 

있으며, 최근 발생하는 집중호우 등으로 저지대와 하천인근지역에 위치한 지하

공간들은 홍수로 인한 침수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며 침수피해 발

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 이외에 지하철 운행의 중단, 통신설비 피해로 인한 통신

두절 등 전체적인 도시기능의 마비 사태를 야기할 것임.

◦ 따라서 최근 기상이변으로 대형화 되는 호우에 대비하여 이러한 지하공간들의 

침수를 억제시키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침수방지대책이 필요하며, 침수발생시

에 시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대피체계 수립이 시급한 실정임.

2) 목적

◦ 서울시 지하공간의 하천주변 침수 향권 분석 및 수방체계 개선방안

◦ 서울시 지하공간(지하철역사) 침수위험도 평가를 통한 침수위험등급 설정

◦ 침수위험 지하공간(지하철역사)에 대한 침수예상분석

◦ 지하공간(지하철역사) 침수방지시설별 검토기준 설정 및 시민 안전대피체계 수

립(근거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 및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5-66호(2005. 

1) 지하공간 : 지하철, 지하상가 및 지하다층 건물, 지하공동구 및 지하변전소, 지하도 및 지하차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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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5.),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2. 연구의 주요결과

연구내용 주요 결과물

1) 지하공간 관련현황 및 
하천 향권

∙ 서울시 지하공간 유형별(지하철, 지하상가, 지하공동구, 
지하다층 건물 등) 침수피해현황 및 원인분석

 - 지하공간 침수위험 우려지역 선정
∙ 서울시 지하공간 수방계획 및 검토의견
∙ 지하공간 하천 향권 분석(300m, 500m, 1,000m)

2) 지하철역사 침수위험도 
평가(안양천유역 
사례분석)

∙ 지하철역사들에 대한 침수위험도 평가(안양천유역)
 - 과거침수실적, 지형, 외수 및 내수 위험도 고려
 - 침수위험등급설정(1～3등급)

3) 지하철역사 주변 및 
내부 침수예상분석 

(오목교역사 사례분석)

∙ 침수위험이 큰 지하철역사(안양천유역 오목교역사)에 
대한 침수예상 분석

 - 오목교역사 주변 침수예상 분석(내수 및 외수)
 - 오목교역사 내부 침수예상 분석

4) 지하철역사 
침수방지시설별 

검토기준설정 및 시민 

대피체계 수립

∙ 지하철역사 침수방지시설별 검토기준설정
   (방수판, 차수문, 환기구, 방지턱 등)
 - 오목교역사 사례분석을 통한 침수방지시설별 검토기준 설정
∙ 시민대피기준 및 행동요령 등의 시민 대피체계 수립

1) 지하공간 관련현황 및 하천 향권

(1) 서울시 지하공간 주요 침수피해 현황 및 원인

태능입구역

종로 5가역

영등포구청역

고속버스
터미널역

대치역

서울시 지하공간 유형별 

침수피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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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공간 유형별 침수피해 현황 및 원인>

지하공간 
유형

발생
일시

주요 침수지역 주요 침수원인
수방대책
총괄부서

분야별 
관리부서

1)지하철
1998
～

2003

․ 1호선 청량리역, 종로5가역 등
․ 2호선 선릉역, 신당역 등
․ 3호선 대치역, 종로3가역 등
․ 7호선 태릉입구역(1998),   
강남고속터미널역(2001) 등

․ 집중호우 및 
하천범람(출입구
, 환기구, 환승 
연결부 유입)

서울시 

치수과

․지하철공사
․도시
철도공사

2)지하상가 및
지하다층건물

2001

2002

․ 광화문, 시청, 서소문 일대
․ 센트럴시티 주차장 및 
Auto Mall(2001)

․ 강서구 경인유통상가

․ 집중호우 및
  하수관거 
  배수용량 부족

․ 서울시 
시설관리

공단

3)지하공동
구 및 지하 

변전소

2001 ․ 서소문 변전소, 신길변전소 등
․장비 반입구등을 
통한 유수유입

4)지하도 
및 지하차도

1999
～

2004

․ 상암지하차도, 월계지하차도 등
․ 동일로 지하도 등

․ 집중호우
 (하수관거 용량 및 
펌프용량 부족)

(2) 서울시 지하공간 하천 향권 

◦ 침수위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하천주변 지하공간 위치 파악

◦ 서울시 주요하천 향권을 300m, 500m, 1,000m로 구분하여 하천 범람 및 저

지대 지형에 의한 침수가능 지하공간의 파악

<서울시 지하공간 하천 향권 분석 결과>

지하공간유형
계

(개소)
300m 500m 1,000m 주요침수우려지역

지하철 86 29 14 43 중랑천 및 안양천 유역

지하상가 25 12 4 9 청계천 주변

지하차도 63 37 7 19 중랑천 및 안양천 유역

지하보도 42 12 5 25 청계천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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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역사 하천 향권 분석>

2) 지하철역사 침수위험도 평가(안양천유역 사례분석)

◦ 안양천유역 지하철역사들을 대상으로「침수위험도 평가」2)를 실시하여 「침

수위험등급」3)을 설정함으로써, 지하철역사의 침수방지대책수립 및 투자우

선순위 등을 결정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함.

(1) 평가방법

◦ 4가지 평가항목에 대하여 정성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점수(1∼3점)를 부여한 후, 

최종적으로 각 지하철 역사들에 대한 침수위험등급(1∼3등급)을 설정하 음.

• 하천치수안전도 평가
- 계획홍수위, 여유고, 제방고의

관계

⑤ 지하철역사 침수위험등급 설정
(1~3등급)

③ 외수 위험도
(하천범람 및 제방붕괴)

④ 내수 위험도

• 역사주변 침수이력 여부

② 지 형

• 계획홍수위 이하 저지대

- (계획홍수위-지반고)

① 과거침수실적

• 지하철역사 과거침수
이력 여부

2) 「침수위험도 평가」는 침수를 발생시키는 인자들에 대한 침수위험 강도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

3) 「침수위험등급」은 침수위험도평가에 의한 침수위험정도를 등급(1∼ 3등급)으로 구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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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사 침수위험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내용 평가기준 평가 평점

지하철 
역사과거 
침수실적

지하철역사 
과거 침수이력 여부

침수실적 없음 상 1
침수실적 1회 중 2

침수실적 2회 이상 하 3

지형
계획홍수위와 지반고의 

차이
(계획홍수위-역사 지반고)

0 이하 상 1
0 ～ 3m 중 2
3m 이상 하 3

외수 
위험도

하천 치수안전도 평가
(계획홍수위, 여유고, 
제방고의 관계)

치수안전도평가A(안전단면) 상 1
치수안전도평가B(관리단면) 중 2
치수안전도평가C(위험단면) 하 3

내수 
위험도

지하철역사 주변 침수이력 
유무

주변침수 실적 없거나 역사 지상위치 상 1
주변침수 실적 1회 중 2

주변침수 실적 2회 이상 하 3

(2) 평가결과 및 대책

◦ 안양천유역 지하철역사 침수위험등급 평가결과

침수위험등급 침수위험 1등급 침수위험 2등급 침수위험 3등급 비 고

등급별 역사
(개)

-
14

(오목교역사 외)
11

(개봉역사 외)

<안양천유역 지하철역사 침수위험등급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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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유역 지하철역사 침수위험등급 평가결과>

호선 역사 위치

평가항목별 침수위험도 평가

총점
침수위험 
등급

인접 
하천과거 

침수
지형

외수 
위험도

내수 
위험도

2, 5 등포구청 2 3 1 3 9
침수위험 
2등급

안양천

5 오목교 1 3 1 3 8
침수위험 
2등급

안양천

1 개봉 지상 1 2 1 1 5
침수위험 
3등급

안양천

※ 역사별 주요 침수위험요소는 평가항목 중 높은 점수 항목이 주된 침수원인임.

◦ 침수위험등급별 침수방지대책

침수위험 
등급

 위험 상황 대책

침수위험 
1등급

침수위험이 
매우 높음
(10 ～12점)

․ 지하철 관리자 뿐만 아니라 하천, 하수도 관리자 등의 
관련기관과 부처의 협력을 통한 종합대책 필요

․ 지하철 관리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방지턱, 방수판, 차수문 등)
․ 비상시 대응계획 및 시민대피체계 수립

침수위험 
2등급

침수 가능성 
높음

(7 ～ 9점)

․ 지하철 관리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방지턱, 방수판, 차수문 등)
․ 비상시 대응계획 및 시민대피체계 수립
 - 대피로 확보, 행동요령 수립

침수위험 
3등급

침수에 안전
(4 ～ 6점)

․ 기본적인 침수방지시설 설치(모래주머니 등)
․ 대피로 등 비상시를 위한 시민대피체계를 수립

(3) 세부평가내용

① 지하철역사 내부의 과거 침수실적분석

◦ 대상유역인 안양천유역에서는 1984년 9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 등포구청역

사」(1회 침수)가 통신구를 통하여 노면수가 유입되는 침수피해 실적이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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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형분석

◦ 평가방법

 - 하천 향권 조사를 통하여 하천인접 1,000m이내에 위치한 지하철역사 지반

고와 인접하천(안양천, 도림천) 계획홍수위를 비교하여 그 차이에 따라 상(0

이하: 1점), 중(0∼3m: 2점), 하(3m이상: 3점)로 구분하 음.

<지형분석 평가 방법>

지하철역사
지반고

③ 상(h<0)

② 중(0<h<3m)

① 하(3m<h)
제방

하천

지하철역사
출입구

계획홍수위

h

(h : 계획홍수위 –역사지반고)

◦ 지형분석 평가결과

평가요소 평가기준 평가 평점 결과

계획홍수위와 지반고의 차이
(계획홍수위-역사 지반고)

0 이하 상 1 신대방역사 외 5개 

0 ～ 3m 중 2 대림역사 외 4개 역사

3m 이상 하 3 오목교역사 외 13개 역사

<지형분석 침수위험도 평가결과(안양천유역 지하철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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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수위험도 분석(하천범람 및 제방붕괴)

◦ 평가방법

 - 안양천과 도림천에 대한 치수안전도 평가를 실시하여 치수안전도 평가 A이

면 ‘상(1점)’, B이면 ‘중(2점)’, C이면‘하(3점)’로 결정하 음.

<하천 치수안전도 평가 기준>

제 방 고

여 유 고

③ 치 수 안 전 도 A(안 전 단 면 )

② 치 수 안 전 도 B(관 리 단 면 )

① 치 수 안 전 도 C(위 험 단 면 )

계 획 홍 수 위

◦ 외수위험도 평가결과

평가요소 평가기준 평가 평점 결과

하천 치수안전도 평가
(계획홍수위, 여유고, 
제방고의 관계)

치수안전도평가 
A(안전단면)

상 1 구로역사 외 24개 역사

치수안전도평가 
B(관리단면)

중 2 -

치수안전도평가 
C(위험단면)

하 3 -

<외수위험도 평가결과(안양천유역 지하철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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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내수위험도 분석(하수관 통수능부족 및 노면침수)

◦ 평가방법

 - 안양천유역의 과거 3개년(’98, ’01, ’03년)의 침수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지하철

역사 주변지역의 침수 실적이 없는 경우, 침수 횟수 1회, 침수 횟수가 2회 

이상을 각각 상(1점), 중(2점), 하(3점)로 구분하 음.

◦ 내수위험도 평가결과

평가요소 평가기준 평가 평점 결과

지하철역사 
주변 
침수이력 
유무

주변침수 실적 없음 
또는 역사 지상위치

상 1 온수, 구일역사

주변침수 실적 1회 중 2 구로역사 외 13개 역사

주변침수 실적 2회 이상 하 3 오목교역사 외 8개 역사

<내수위험도 평가결과(안양천유역 지하철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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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종 안양천 유역 지하철역사 침수위험등급 선정

◦ 등급선정 방법

 - 침수위험등급은 침수위험1등급, 침수위험2등급, 침수위험3등급으로 3단계로 

구분하 으며,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을 설정하 음.

  ․ 4개의 평가항목의 평점을 합산한 최소점수는 4점, 최고점수는 12점이고, 침

수위험등급은 최소점수와 최고점수 사이를 3등급으로 나누어서 범위를 지

정하 음.  

<지하철역사 침수위험등급 기준>

침수위험등급 총점 범위 상황

침수위험1등급 10～12 침수위험 매우 높음

침수위험2등급 7～9 침수 가능성 높음

침수위험3등급 4～6 침수에 안전

◦ 등급선정 결과

침수위험등급 침수위험 1등급 침수위험 2등급 침수위험 3등급 비 고

등급별 역사
(개)

-
14

(오목교역사 외)
11

(개봉역사 외)

3) 지하철역사 주변 및 내부 침수예상분석(오목교역사 사례분석)

◦ 오목교역사 주변 및 내부 침수예상분석을 통하여 지하철역사 침수방지시설별 

검토기준 설정 및 시민대피체계 수립

(1) 오목교역사 주변 침수예상분석(외부)

◦ 오목교역사 주변 내․외수 침수예상분석을 통한 역사주변 예상 침수심 및 침

수체적 산정(역사 내부 유입유량 결정)(침수방지시설(방지턱, 방수판 등) 검

토기준 설정의 기초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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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오목교역사에 대한 내수침수분석(하수관 통수능 및 노면 침수 등)

◦ XP-SWMM모델을 이용한 오목교역사 주변지역 내수침수분석 (하수관 통수

능 및 노면 침수 등)

<오목교역사주변(안양천 오목교 상류) 내수 범람체적>

지 점
범람체적

(㎥)
예상 침수심

(m)
비 고

오목교역사 주변 멘홀 2,300 0.5m 하수관 통수능 분석

② 제방붕괴(계획홍수위 기준)에 대한 하천범람분석(최종분석에서 제외)

◦ 위험지점(No.16)의 제방붕괴에 따른 홍수예상체적 산출(강우, 홍수량, 홍수위 등)

<오목교역사주변(안양천 오목교 상류) 외수 범람유량 및 범람체적>

측점
(No.)

지 점
범람유량
(CMS)

범람체적
(㎥)

범람면적
(㎡)

예상 침수심
(m)

No. 16 오목교 상류 559.85 4,602,005 824,752㎡ 3.0m

<오목교역사주변 내수 및 외수 침수예상 분석>

㉠ 내수침수 분석
(하수관 통수능 및 노면 침수 등)

㉡ 외수침수 분석 (오목교지점 
제방붕괴에 따른 홍수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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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목교역사 내부 침수예상 분석

◦ 오목교역사 내부 침수심과 침수시간 산정을 통하여 침수방지시설 검토기준 

설정 및 시민대피체계 수립

◦ XP-SWMM 모형과 경험식을 이용하여 지하철 내부 침수예상 분석 실시

◦ 침수예상 시나리오

  - 홍수량 유입시간 1시간 및 유입체적 2,300㎥(강우량 : 126㎜/시간(2001년 호우))

  - 침수예상 분석결과

<오목교역사 내부 침수예상 최종 분석 결과>

최종 분석 결과 비고

예상 침수심

․ 0.47m
 - 경험식 : 0.53m
 - XP-SWMM : 0.4m

․ 최종 침수심은 경험식과 XP-SWMM의 
결과를 평균한 결과 이용

지하철역사 
내부침수시간

․ 1시간 30분
 - XP-SWMM결과 이용

<XP-SWMM을 이용한 오목교역사 내부 침수예상분석(침수 종․횡단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지하1층

지하2층

지하3층
침수심(0.4m)

침수심 0.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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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철역사 침수방지시설별 검토기준 설정 및 시민대피체계 수립

(1) 지하철역사 침수방지시설별 검토기준 설정

◦ 서울시 지하철역사들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점검 및 보완 검토기준을 제시하

기 위하여 안양천유역의 오목교역사 침수방지시설들을 검토하 음.

① 오목교역사 침수방지시설 현황 및 검토의견

◦ 침수방지시설 현황

 - 오목교역사에는 침수방지를 위하여 방지턱, 환기구인상, 방수판, 모래주머니, 

차수문 등을 설치하 음.

<오목교역사 침수방지시설 현황>

<방지턱> <환기구> <방수판>

<차수문> <누전방지대책(콘센트)> <모래주머니>

<침수피해확산방지> <비상대피안내도> <대피안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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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목교역사 침수방지시설 검토의견

침수 
방지시설

검토의견

∙방지턱 
보강

․ 예상 침수심 50cm(내수침수예상)에 대하여 침수 방지턱 설치 필요
 - 하천 인접 저지대인 4, 5, 6번 출입구 반드시 방지턱을 보강

∙환기구 ․ 예상 침수심 50cm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

∙방수판 및 
모래 

주머니

․ 방수판이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이동성과 신속성을 고려하여 크기와 재질 결정
․ 방수판 및 모래주머니의 준비위치는 4, 5, 6번 출입구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 듯 함 

∙차수문 
설치

․ 오목교역사 내부와 연결된 주변지하층(대학학원건물 지하, 스카이락 
지하)에 대한 차수문의 추가설치 고려가 필요

 - 정전 등에 대비하여 수동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해야 할 것임.

∙배수펌프 
및 집수정

․ 홍수시 역사 내부 유입량을 고려한 배수펌프 용량 결정(예비펌프 최소 
1대 이상 준비)

․ 토사나 부유물 유입 방지를 위한 집수정 내에 침사조 설치
∙누전방지
대책

․ 역사내부 예상침수심(47cm)을 고려하여 콘센트 및 전력실 배치

∙침수피해 
확산방지 

대책

․ 대학학원 지하연결부(1번출입구 지하)에 대한 침수방지시설(방수판, 
모래주머니 등) 설치 

․ 스카이락 레스토랑(6번출입구 지하)의 지상(1층) 출입구에 방지턱 보강 필요
∙대피경로 
및 대피 

안내도

․ 오목교역에는 대피경로와 대피안내도가 작성되어 비치되어 있으나, 
침수와 화재를 고려한 대피경로 및 대피안내도의 수정보완이 필요

∙지령실 
침수방지

․ 오목교역사의 지령실은 지하2층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령실의 
침수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교육 및 
홍보

․ 다양한 침수시나리오를 설정을 통한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침수시 
대피경로, 대피장소 등을 인지하도록 방재교육 실시

․ 시민의 경각심을 유발시키고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는 이벤트 등 기획 필요

② 서울시 지하철역사 침수방지시설별 검토기준 설정

◦ 오목교역사 침수방지시설 현황들에 대한 검토결과를 기초로, 지하철역사 침

수방지시설별 점검 검토기준을 설정함.

  -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지하철역사들에 대한 적절한 침수위험도평

가와 침수예상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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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방지시설 검토 기준 및 내용>

침수방지시설 기준설정 내용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

․ 지하철역사의 침수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외수에 대비해야 할 
것인지, 내수에 대비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

․ 예상 침수심을 감안한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를 결정(예상치 못한 
외수에 대한 대비는 모래주머니나 방수판 등을 준비)

∙환기구 및 
채광용창 위치

․ 예상 침수심보다 높은 지점에 환기구를 설치하거나, 천막 등을 
이용하여 방수가 되도록 해야함.

∙비상조명 및 
안내표시

․ 지하철역사 내부 침수시 인지가 가능하도록 비상조명과 안내표시 
설치

∙누전 및 정전 
방지

․ 누전 차단장치 설치 및 접지
․ 콘센트 등 출력단자는 지하철역사 내부 예상 침수심 이상으로 설치

∙방수판, 
모래주머니

․ 침수에 취약한 출입구에 가까운 곳 중심으로 방수판, 모래주머니 등 
준비

 - 사람이 운반하기에 적정한 규모가 되도록 크기와 재질을 결정

∙배수구 역류방지 ․ 배수구를 통한 역류방지를 위해 역류방지 밸브 설치
∙배수펌프 및 
집수정 설치

․ 역사내로 유입되는 유입총량을 기준으로 배수펌프 및 
예비배수펌프의 용량 및 개수 결정 

․ 집수정내 토사나 불순물 유입 방지를 위한 침사지 설치
∙침수피해 확산 
방지시설

․ 지하층 계단통로와 엘리베이터 이동통로, 환기 등의 차단 방안 강구

∙대피경로의 
확보

․ 지하철역사 내부 침수 예상분석을 통한 대피경로 설정
∙경보방송 ․ 경보방송 시설 설치 및 정전에 대비한 확성기 비치
∙난간 설치 ․ 계단 및 탑승구, 에스컬레이터 등에 난간을 설치(주대피경로, 

보조대피경로 중심으로 설치)

∙지령실 ․ 지령실 침수방지대책 실시
∙전력실, 
기계실

․ 전력실 및 기계실 침수가 되지 않는 안전한 곳에 위치

∙방재교육 및 
훈련

․ 평상시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침수시 대피경로, 대피장소 등을 
인지하도록 방재교육 실시

․ 시민의 경각심을 유발시키고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는 이벤트 등 기획
∙대피방송

․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 및 모의 훈련
 - 대피방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한 확성기 및 정확한 비상 
연락체계의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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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철역사 시민대피체계

① 지하철역사 시민대피기준

◦ 지하철역사의 시민대피기준은 지하공간이란 특성상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대

피하기 위한 여건이 지상에 비해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부의 

기상상태(기상 특보 기준 및 홍수예경․보 기준), 주변 하천수위, 인근 주택

지의 침수상황을 고려하여 설정함.

<지하철역사 단계별 시민대피기준 및 상황 설정>

대피단계 기 준 상 황

준 비 
․기상 주의보 또는 
홍수주의보 

․ 호우, 태풍, 폭풍 주의보 또는 홍수주의보 발령
․ 집중호우의 가능성 인지
․ 주변하천의 수위상승(경계수위에 임박)

경 계
․기상 경보 또는 
홍수경보

․ 호우, 태풍, 폭풍 주의보 또는 홍수주의보 발령
․ 주변하천의 수위가 경계수위를 지나 위험수위에 임박
․ 역사 인근 주택지 일부 침수피해 발생

대 피

․지하철역사 일부 
노면수 유입 또는 

내부 침수발생

․ 외부의 기상상황은 강우 계속
․ 지하철역사 출입구로 일부 노면수가 유입되어 침수피해 발생
․ 지하철역사 내부 배수불량으로 침수피해 발생

② 시민대피경로 설정

◦ 시민대피경로는 지하철 내부 침수예상 분석 결과와 주변상가와의 연결 등 지

하철역사 특성을 고려하여 노면수 유입예상 출입구를 피하여 안전한 주대피

경로를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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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경로 설정 기본방향>

대피경로 설정 기본방향

1
․ 주 및 보조 대피경로는 침수예상분석을 통하여 노면수 유입 예상 출입구를 피하여 
침수가 발생하는 지점에서 떨어진 안전한 출입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설정

2
․ 시민대피 시 혼잡이 예상되므로 예비 대피 출입구를 선정하며 대피행동에 
장애가 되는 곳은 피할 것.  

3 ․ 역사 침수상황 발생시에는 출입구 밖의 침수상황을 고려하여 대피 출입구를 수정
4

․ 지하철역사와 주변상가와의 연결 상황, 침수방지시설 여부 등 역사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안전한 출입구를 중심으로 대피경로를 선정

◦ 오목교역사의 대피경로설정(사례분석)

 - 오목교역사의 대피경로는 오목교역사 주변 침수예상 시나리오에서의 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역사 상황을 고려하여 주대피경로와 보조대피경로를 지정

하 음.

  ․ 침수예상 시나리오 : 오목교역사 1번 출입구 부근 맨홀에서 2,300㎥/시간 

의 유량이 월류되어 일부는 1번출입구로 유입되고, 나머지는 저지대인 4, 

5, 6번 출입구로 유입될 것으로 가정하 음.

<침수예상에 따른 대피경로 설정>

대피경로 내용

주 대피경로
․ 8번출입구를 주대피 출입구로 정하고 대피경로를 설정
․ 지하 2,3층에서 8번출입구 쪽의 최단경로 설정

보조 대피경로
․ 주대피경로에 연결되는 보조대피경로 
․ 7번 출입구를 예비대피 출입구로 지정하여 대피경로 선정

<오목교역사 대피경로>

대피경로

노면수 유입
예상 출입구

보조대피경로

노면수 유입
예상 출입구

예비대피출입구

주대피출구

노면수 유입
예상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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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보전달체계

◦ 기상청, 자치구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시소방안전본부 등으로부터 각종 정보

를 신속히 전달받아, 대피단계(준비-경계-대피)별 상황을 판단하여, 각 단계

에 맞는 행동요령에 따라 대피방송을 실시하여야 함.

Ⅱ. 정책건의 

1) 서울시 지하공간들의(지하철역 등) 침수위험도 평가에 의한 침수방지대

책 수립(자연재해 대책법)

◦ 서울시 251개 지하철역사 및 지하공간들에 대한 침수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침수위험도별 침수방지시설 설치(침수방지시설 우선 설치 역사 선정)

◦ 지하공간 및 지하철역사의 침수위험도 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침수방지시설 

설치 기준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 개발

2) 하천변 저지대의 침수위험 지하공간들에(지하철역 등) 대한 침수예상분

석 실시하여 체계적인 수방기준 수립(자연재해 대책법)

◦ 침수위험 지하철역사를 중심으로 역사 주변지역에 대한 하천범람해석 및 내

수침수분석에 의한 종합적인 침수예상분석 필요(침수심, 침수시간 등)

◦ 종합적인 침수예상분석을 통한 침수방지시설 설치기준 및 대책을 제시하여 

시설 설치비용의 과다투자 방지 및 효과적인 침수예방 대책 수립

3) 지하공간(지하철역 등) 침수방지와 관련된 제도 개선방안 

◦ 지하공간 대한 효과적인 침수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침수위험지역의 하천 

및 배수계통 등에 대한 관리 주체(서울시 및 구청)와 위험역사관리주체(도시

철도공사, 지하철공사)와의 상호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함.

◦ 서울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다중이용지하공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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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침수방지대책에 대한 향평가 실시(안)

4) 종합적인 지하공간 방재시스템 구축

◦ 지하공간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종합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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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배경

도시기능의 다양화는 도시 지하공간4)에 대한 개발과 수요를 나날이 증가시키고 

있으며, 최근 발생하는 집중호우 등으로 저지대와 하천인근지역에 위치한 지하철, 

지하상가, 지하공동구, 지하변전시설 등의 지하공간들은 홍수로 인한 침수위험에 그

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인 시설들의 침수피해와 달리 지하공간의 침수피해는 인명 및 재산피해 

이외에 전기설비 및 지하철역사 침수에 의한 지하철 운행의 중단, 지하공동구 통신

설비 피해로 인한 통신두절 등 전체적인 도시기능의 마비 사태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 기상이변으로 대형화 되는 호우에 대비하여 이러한 지하공간들의 

침수를 억제시키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침수방지대책이 필요하며, 침수발생시에 시

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대피체계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2. 목적

◦ 서울시 지하공간의 하천주변 침수 향권 분석 및 수방체계 개선방안

◦ 서울시 지하공간(지하철역사) 침수위험도 평가를 통한 침수위험등급 설정

4) 지하공간 : 지하철, 지하상가 및 지하다층 건물, 지하공동구 및 지하변전소, 지하도 및 지하차도 

등

제Ⅰ장 연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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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수위험 지하공간(지하철역사)에 대한 침수예상분석

◦ 지하공간(지하철역사) 침수방지시설별 검토기준 설정 및 시민 안전대피체계 수립

 -  근거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 및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5-66호(2005. 

8. 15.),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절 주요 연구내용 

<표 1-1> 주요 연구내용

연구내용 주요 결과물

1) 지하공간 관련현황 및 
하천 향권

∙ 서울시 지하공간 유형별(지하철, 지하상가, 
지하공동구, 지하다층 건물 등) 침수피해현황 및 
원인분석

 - 지하공간 침수위험 우려지역 선정
∙ 서울시 지하공간 수방계획 및 검토의견
∙ 지하공간 하천 향권 분석(300m, 500m, 1,000m)

2) 지하철역사 침수위험도 
평가(안양천유역 
사례분석)

∙ 지하철역사들에 대한 침수위험도 평가(안양천유역)
 - 과거침수실적, 지형, 외수 및 내수 위험도 고려
 - 침수위험등급설정(1～3등급)

3) 지하철역사 주변 및 
내부 침수예상분석 

(오목교역사 사례분석)

∙ 침수위험이 큰 지하철역사(안양천유역 오목교역사)에 
대한 침수예상 분석

 - 오목교역사 주변 침수예상 분석(내수 및 외수)
 - 오목교역사 내부 침수예상 분석

4) 지하철역사 
침수방지시설별 

검토기준설정 및 시민 

대피체계 수립

∙ 지하철역사 침수방지시설별 검토기준설정
   (방수판, 차수문, 환기구, 방지턱 등)
 - 오목교역사 사례분석을 통한 침수방지시설별 
검토기준 설정

∙ 시민대피기준 및 행동요령 등의 시민 대피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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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 체계

1. 연구방법

◦ 문헌 및 인터넷 조사

 - 기존 문헌 및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지하공간 피해현황 조사

 - 선행연구 및 인터넷을 통한 외국의 지하공간 침수피해 현황 조사

 - 필요시 담당자와의 E-mail 또는 전화를 통한 인터뷰 조사 병행

◦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공무원 방문을 통한 자료조사

 - 서울시 및 각 구청 방재담당 공무원 등

 - 지하철공사 등 관련 기관 공무원 

◦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자문회의

 -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들의 자문을 통하여 지하공간 침수위험도 평가 및 대

책 도출

◦ 지하공간(지하철) 침수위험도 분석

 - 과거침수실적, 지형에 대한 위험도 분석, 외수 및 내수 침수위험도 분석

 - 지하철 역사 침수위험 등급 설정

 - 지하공간 주변 및 내부 침수예상 분석

◦ 지하철역사 침수방지시설별 검토기준설정 및 시민 대피체계 수립

 - 지하공간(지하철) 침수방지시설별 검토기준 제시

 - 지하공간(지하철) 시민대피체계 수립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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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체계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자문위원단

서울시 치수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 연구 협력체계

◦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자료협력 및 기술자문

 - 건설기술연구원, 국립방재연구소, 국토연구원, 한국방재학회, 수자원공사, 대

학 등 관련 학과/연구소 등

2) 연구 추진절차

<그림 1-1> 연구 추진절차

지하공간 침수피해 현황
및 원인분석

지하공간 침수피해 현황
및 원인분석

지하철 역사 침수 예상분석
(오목교역사 사례분석)

지하철 역사 침수 예상분석
(오목교역사 사례분석)

• 서울시 지하공간 침수피해 현황 조사
• 서울시 지하공간 침수원인분석
• 외국 사례 및 시사점 도출

• 지하철 역사 주변 침수예상 분석
• 지하철 역사 내부 침수예상 분석

지하철역사 침수위험도 평가
(안양천유역 사례분석)

지하철역사 침수위험도 평가
(안양천유역 사례분석)

• 대상유역 선정
• 지하철 역사 침수위험도 평가
- 과거침수실적
- 지형
- 내수 및 외수 위험도

• 침수위험등급 설정

서울시 지하공간 하천영향권서울시 지하공간 하천영향권 • 지하공간(지하철)의 공간위치분석

지하철역사 침수방지시설별 검토
기준설정 및 시민대피체계 수립

지하철역사 침수방지시설별 검토
기준설정 및 시민대피체계 수립

• 침수방지시설별 검토기준 제시
• 대피로 선정 및 관리방안
• 정보전달체계 방안
• 교육 및 홍보방안



제1절  서울시 지하공간 침수피해현황 및 원인

제2절  서울시 지하공간 수방계획 현황 

제3절  외국의 지하공간 침수피해 사례 및 침수방지대책

제4절  서울시 지하공간들의 하천 향권 현황

제Ⅱ장  지하공간 관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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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울시 지하공간 침수피해 현황 및 원인

1. 주요 침수피해 현황

서울시 지하공간 침수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로 지하철과 지하도 및 지하차도

를 중심으로 상습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지하상가와 지하변전소는 한두차례 정도 

발생하 고, 지하공동구의 경우는 침수가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시 지하공간의 주요 침수원인은 <표 2-1>과 같이 집중호우 및 배수용량 

부족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표 2-1> 서울시 지하공간 유형별 주요 침수피해

지하공간 
유형

발생 
일시 주요 침수지역 주요 

침수원인
수방대책
총괄부서

분야별 
관리부서

지하철
1998
～
2003

․1호선 청량리역, 종로5가역 등
․2호선 선릉역, 신당역 등
․3호선 대치역, 종로3가역 등
․7호선 태릉입구역, 도봉산역, 
강남고속터미널역 등

․집중호우 
및 하천 

범람

서울시 
치수과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지하상가 및 
지하 
다층건물

2001, 
2002

․광화문, 시청, 서소문 일대
․센트럴시티 주차장 및 Auto 
Mall
․강서구 경인유통상가

․집중호우 
및 배수 
용량 
부족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지하공동구및 
지하변전소

2001 ․서소문 변전소, 신길변전소 등

․장비반입
구 등을 
통한 
우수유입

지하도 및 
지하차도

1999
～
2004

․상암지하차도, 월계지하차도 등
․동일로 지하도 등 ․집중호우

제Ⅱ장 지하공간 관련 현황 및 하천 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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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서울시 지하공간 주요 침수피해 현황

<고속터미널역사 침수> <지하차도 침수>

2. 지하공간 유형별 침수피해 현황

<그림 2-2> 서울시 지하공간 유형별 침수피해현황

1) 지하철

서울시 지하철의 침수피해는 집중호우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2000년도 초기

에는 여름철마다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 으나, 침수예방대책의 실시 및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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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최근에는 피해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지하철 5∼8호선 가운데 출입구가 한강 계획홍수위보다 낮거나 저지대인 

경우는 전체 출입구(668개)의 31.3%나 차지할 정도로 침수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

므로 이에 대한 침수방지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부록 4 참고).

<표 2-2> 서울시 지하철 침수피해

발생
일시

피해현황 침수원인

1984. 
9.1

․ 지하철 2호선 
 등포구청역～당산역 구간(530m) 침수

․ 폭우로 인하여 통신구 
(공동구)로 노면수 유입 침수

1987. 
7.27

․ 지하철 2호선 
 신답역, 홍대입구역, 교대역～강남역, 
을지로4가역～동대문운동장역 침수

․ 저지대 노면수 유입
․ 역사출입구 및 환기구로 
노면수 유입

․ 지하상가 출입구로 노면수유입
1996.
7.26

․ 신당역, 동대문운동장역 ․ 지상도로 노면수 유입

1998.
5.2

․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을 포함한 11개역이 
침수

 - 태릉역외 10역 침수(마들～사가정역)
 - 527억원 재산손실, 9일간 운행중단

․ 77㎜의 강우에 의한 중랑천 
범람

1998.
8.4

․ 지하철 2호선 용답역∼신답역 철로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서울역 인근 철로가 침수

․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130㎜의 집중호우

1998.
8.7

․ 지하철 2호선 선릉역이 인근 지하철 환승 
공사장에서 유입된 빗물에 침수

․ 지하철 3호선 대치역, 7호선의 도봉산역 침수
․ 서울지역의 폭우

1999.
8.2

․ 지하철 7호선 도봉산역 침수
 - 1층 대합식에 사람 허리정도까지 침수
 - 9억원의 재산 손실

․ 집중호우로 인한 중랑천 
지류인 백양천의 범람

2001.
7.15

․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종로5가역, 2호선 
신당역 침수

․ 강남고속터미널 호남선에서 센트럴시티쪽으로 
연결된 통로에 물이 스며들면서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이 침수

․ 서울, 경기, 인천, 
강원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300㎜가 넘는 집중호우

2002.
8.7

․ 서울 용산역 선로 침수 ․ 서울지역의 집중호우
2003.
8.24

․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지하대합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

 - 전동차가 무정차 통과
․ 집중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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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상가 및 지하다층 건물

서울시 지하상가 및 지하다층 건물에 대한 침수피해는 빈번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사례가 몇 차례 발생되었다.

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남 해운플라자의 침수피해(2003)나 경인유통상가의 

침수피해(2002)와 같이 지하상가에서 침수가 발생하면 엄청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포함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침수방지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표 2-3> 서울시 지하상가 및 지하다층 건물 침수피해

발생 
연도

피해현황 침수원인

2001. 
7.14 
～ 
7.15

․광화문, 시청, 서소문 일대
 - 서대문구 중앙일보 빌딩 지하 3, 4층 침수
 - 강남구 논현동 미주빌딩 지하 미장원 침수로 인명피해 발생
 - 세종문화회관 지하 2, 3층 침수
 - 동아미디어센터 지하 4, 5층에 빗물 유입으로 인한 
전기시설 등의 침수

 - 을지로 지하상가 침수

․기습적인 
집중호우(시간
당 강우량 

127㎜)

․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 주차장 및 Auto Mall
 - 지하철7호선 고속터미널 역사 침수피해의 초래
 - 고속터미널 주차장내 최고 침수심 1.85 m의 피해가 발생

․집중호우에 
의한 하수관거 

용량 초과

2002.
8

․강서구 경인유통상가
 - 엄청난 재산피해
 - 지하층을 창고로 사용하던 상인들의 피해가 큼

․시간당 90㎜에 
이르는 국지성 

집중호우

     <센트럴 시티 주차장 침수>              <광화문 지하점포의 침수>

<그림 2-3> 서울 지하상가의 침수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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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공동구 및 지하변전소

서울지역의 지하공동구 및 지하변전소의 침수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지하공동구

에서는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하변전소에서 2001년 집중호우에 의하여 

침수가 발생하 다. 

비록 침수발생 현황은 얼마되지 않으나 지하공동구 및 지하변전소의 침수는 침

수 발생시에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다른 시설의 전원공급 중단 및 도시지역의 정전

과 같은 제2의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표 2-4> 서울시 지하변전소 침수피해 

발생 
일시

발생지역 침수원인

2001.
7.15

․ 서소문동 서소문 변전소 ․ 3시간 동안 190㎜의 집중호우로 장비반입구와 
외부환기구로 우수유입

․ 등포 신길변전소

․ 서초구 서초변전소 ․ 장비반입구로 소량의 우수유입
․ 삼성변전소 ․ 접합부 결함으로 상당량의 우수유입

4) 지하도 및 지하차도

지하도와 지하차도는 시민과 차량이 통행하기 위한 지하시설이며, 집중호우시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우기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다.

<그림 2-4> 서울 지하차도 침수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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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서울시 지하도 및 지하차도 침수피해

발생
일시

피해현황 침수원인

1998.
8.4

․ 상암동 상암지하차도 침수
 - 여의도 북단까지 교통 전면통제

․ 집중호우

1998.
8.6

․ 상계동과 마동, 마들 지하차도 및 상암지하차도 침수
 - 오후 12시 30분부터 통행금지

․ 집중호우 
및 불광천 

범람

1998.
8.8

․ 월계2동 월계지하차도, 상암동 상암지하차도, 마장동 
마장지하차도 침수

 - 전날밤부터 교통통제
․ 집중호우

1999.
8.1

․ 등포쪽 상류 지하차도 침수

 - 차량이 전면 통제
․ 집중호우
  (187㎜)

2000.
8.25

․ 상암동 상암지하차도 침수
 - 30㎝ 침수, 양방향 교통통제

․ 불광천 
범람

2000.
8.28

․ 석계역 지하차도 침수 ․ 집중호우
2001.
7.23

․ 신용산 지하차도 침수
 - 180m의 저지대구간에서 20㎝ 침수

․ 집중호우
2002.
8.4

․ 사평로 지하차도, 상암동 상암지하차도 침수
․ 국지성 
호우

2002.
8.6

․ 상암동 상암지하차도 침수
 - 오후 10시 50분부터 통제

․ 집중호우

2003.
8.24

․ 구로구 오류동 지하차도, 동일로 지하도, 상봉지하차도 침수
․ 집중호우  
(250㎜)

2004.
7.12

․ 상암동 상암지하차도 침수
 - 오전 5시에 통제

․ 집중호우
2004.
7.16

․ 상암동 상암지하차도, 성수대교 아래 지하차도 침수 ․ 집중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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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공간 침수원인

1) 공통 침수원인

서울시의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피해를 살펴보면 침수원인으로는 계획규모 이상

의 강우발생과 같은 자연적인 원인을 주된 원인으로 들 수 있으나, 주요시설물의 

위치적 여건이나 수방시설의 미비 등을 포함하는 인위적인 원인도 침수피해에 상당

한 향을 끼쳤다.

(1) 자연적인 침수원인

<표 2-6> 지하공간의 자연적인 침수원인

구분 침수원인 피해현황

자연
적인 
원인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 서울 지하철의 침수나 지하상가의 침수의 대부분은 
 시간당 100㎜이상의 기습적인 집중폭우에 의해 발생
․ 1987. 7 : 이틀간 352.1m 강우량 기록
           (신당역, 동대문운동장역 침수)
․ 1998. 8 :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130mm의 집중호우 발생
            (용답역, 신답역, 청량리역, 서울역, 상암지하차도 침수)
․ 2001. 7 : 서울 경기지역 최고 300mm(시간당 127mm) 이상 

집중호우 발생(신당역, 청량리역, 종로5가역, 
고속터미널역, 광화문․시청지하상가, 신용산지하차도 
침수)

․ 2003. 8 : 250mm의 집중호우 발생
           (오류, 동일로, 상봉 지하차도침수)

하천범람 

및 

배수계통 

용량부족

․ 1998. 8 : 중랑천 범람(지하철 7호선의 11개 역 침수) 
            불광천 범람(상암지하차도 침수)
․ 1999. 8 : 백양천의 범람(도봉산역 침수)
․ 2001. 8 : 하수맨홀 월류 (고속터미널역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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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위적인 침수원인

<표 2-7> 지하공간의 인위적인 침수원인

구분 침수원인 세부원인 피해현황

인위적
인 
원인

위치적인 
여건

․ 지하공간 출입구의 높이가 침수고보다 
낮은 경우

․ 서울지하철 5～8호선의 
침수위험성 상존(2003. 
10. 9 국정감사)

수방 
시설의 
미비

․ 방지턱이나 방수문, 방수판 등이 미설치 
및 설치시 침수고보다 낮은 경우․ 역류차단장치와 같은 방지시설의 미비

․ 고속터미널역의 
침수(2001)

배수 시설의 
불량

․ 관리소홀과 부적절한 설치 ․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침수(2001)

대피장소 및 
대피 경로의 
미확보

․ 구조 복잡 및 대피경로상에 장애물로 
인해 대피이동에 제약․ 지상으로 대피하기까지 침수에 안전한 
임시대피장소가 부족

대피유도시
설의 미흡

․ 대피경로상 유도등의 설치장소에 
장애물이 설치되어 위치확인이 불가능․ 방송시설과 유도등 및 조명과 관련된 
전기시설이 침수위험에 노출

주민교육 및 
홍보부족

․ 침수위험성에 대한 시민의식 부족

2) 지하공간 유형별 침수원인

지하공간의 침수는 유형별로 그 원인이 다르며 유형별 침수원인은 다음과 같다.

<표 2-8> 지하공간 유형별 침수원인

구분 침수원인

지하철

․ 출입구 및 환기구에 대한 수방시설의 미흡
․ 환승연결부 등을 통한 우수 유입
․ 배수시설의 불량 및 용량 부족과 저지대 위치
․ 신속한 대응 미비

지하상가

․ 구조물 균열 및 누수로 인한 우수 유입
․ 안전교육의 미흡 및 경고방송의 무시
․ 상가 장애물로 인한 우수배제의 불량

지하공동구 및
 지하변전소

․ 장비 반입구를 통한 우수 유입
․ 방수처리 미흡

지하차도 및 지하도
․ 부등침하와 균열 등으로 인한 우수 유입
․ 주변도로의 하수용량 부족 및 펌프용량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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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서울시 지하공간 수방계획 현황 

1. 서울시 지하공간 수방계획 현황

서울시는 매년 안전관리계획(풍수해분야)을 수립하여 풍수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그 중 지하공간들에 대한 수방계획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9> 지하공간 수방계획(2005 서울시 안전관리계획(풍수해 분야),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유형 구분 주요내용 관리주체

지하철

기본 
방향

․ 예방위주의 자연재해 대응체계 강화
․ 재해취약시설의 사전 점검․정비
․ 수방시설의 유지관리 강화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시가동체제 확립
․ 재해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체계의 확립

․ 서울시  
지하철공사

 (1～4호선)

․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5～8호선)
추진 
내용

․ 수방대상
 - 출입구, 환기구, 집수정 펌프용량 등
․ 수방장비․자재 확보
 - 장비․자재의 적정수량 확보 및 적소배치
․ 인접굴착공사장 수방대책
 - 차수막(벽) 설치상태(우기전 합동점검, 미비사항 보완)
 -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지하 
상가

주요 
내용

․ 수방시설 점검․정비, 응급 복구체제 확립
․ 상가 내․외부 배수시설 이상유무 점검․정비
․ 침수 및 우수범람 우려지역 집중점검 및 정비철저
․ 풍수해 발생시 정전대비 비상발전기 및 비상전원 기동상태 
수시점검

․ 전직원 재해대비 단계별 비상근무 강화
․ 인명구조 및 방재지원체제 구축

․ 서울시 
시설관리 
공단

(상가관리처)

지하 
차도

주요 
내용

․ 호우시 수방예방 활동(지하차도, 저지대 유지관리)
․ 동부간선도로 수위관측 통보(호우주의보 발령시, 3개지점)
․ 침수시 지하차도 강제배수 및 담당구간 도로복구(뻘청소)
․ 담당구간 미 침수시 타구간에 장비 및 인력지원 ․ 서울시 

시설관리 
공단

(도로관리처)추진 
내용

․ 수방시설물 사전점검 및 정비
․ 수방자재 및 장비 확보
․ 동부간선도로 침수 수위 관측 및 통보
․ 강우시 순찰 및 수해예방활동 강화
․ 수방책임자 지정, 야간 호우시 순찰대 및 야간 근무조 편성 및 점검

지하 
공동구

주요 
내용

․ 수방관련 시설 사전점검, 정비 및 모의훈련 실시
․ 근무체계 강화
․ 비상연락체계 확립 및 응급조치
․ 수방자재 및 장비 확보

․ 서울시 
시설관리 
공단

(공동구관리처)

추진 기간 6.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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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결과

서울시에서 수립한 지하공간에 대한 수방계획 현황을 검토한 결과 주로 예방 위

주의 대책수립에 치중하여 상황 발생시 지하공간의 비상대처계획 및 시민대피체계 

수립에 대한 추진사항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지하공간에 적합한 단계별 상황기준 

및 행동요령 및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울시 지하공간 수방계획에 대한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2-10> 지하공간 수방계획 개선방안

개선방안 세부내용

지하공간의 
비상대처계획 및 
시민대피체계 
수립

․ 지하공간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 지하공간 침수시의 시민대피체계가 확립
․ 지하공간에 적합한 단계별 상황기준 및 행동요령 및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기준 확립

체계적인 
시설설치계획 및 
관련기관 협력 
체계 구축

․ 지하철역사의 침수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각 
역사의 특성을 고려한 침수방지시설설치 추진

․ 위험도가 높은 역사는 인접한 하천, 하수도 사업과 연계하거나 
서울시 수방차원에서의 집중관리를 하는 등 각 관련기관의 

협력체계 및 연계성이 필요하다.

종합 방재시스템 
구축

․ 정보시스템 기반의 방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침수예상규모의 파악, 
안전대피로의 확보, 철로침수 등 상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의사결정을 하는 종합 방재시스템 구축

훈련 및 교육, 
홍보

․ 체계적인 수방계획과 대피계획 확립을 위한 실제훈련 실시
․ 지하공간 침수시 행동요령 숙지를 위한 교육활동 강화
․ 일반 시민들이 지하공간 침수의 위험성 인식을 위한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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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외국의 지하공간 침수피해 사례 및 침수방지대책

1. 외국의 침수피해 현황

1) 일본의 지하공간 침수피해 현황

집중화된 인구 및 재산, 중앙기능을 가진 일본 대도시의 대부분은 홍수피해에 

취약한 하천 하류지역의 홍수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구조는 지하공간과 복잡하

게 연결되어 있어서 홍수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일본에서는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 하천이나 하수도로부터의 

범람으로 도시의 저지대에 위치한 지하철이나 지하상가가 침수되어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으며, 지금까지 14곳의 지하철역과 7곳의 지하상가가 침수피해를 입었었다

(2002년).

<표 2-11> 일본의 유형별 지하공간 침수피해(2002)

구분
발생 
일시

발생지역 피해현황
최대강우
(㎜/시간)

지하철

1973 나고야 ․ 히가시야마 메조선의 침수심 - 승강장에서 40㎝ 80
1981 도쿄 ․ 우치사이와이쵸역(미타선) 침수 -
1985 도쿄 ․ 니시마고메역(아나쿠사선) 침수 68

1987
쿄토 ․ 카모 강으로부터 침수유량 유입 78

도쿄
․ 고탄다역(아사쿠사선) 침수 70
․ 아사쿠사-미스케역(마루노우치선) 침수 -

1999
후쿠오카 ․ 하카타역 침수 77

도쿄
․ 시부야역(한조몬선) 침수
․ 타메이케-산노(긴자선) 침수

-

2000 나고야
․ 헤이안 도리역의 침수심-승강장에서 70㎝
․ 노나미역(사쿠라-도리선) 침수
․ 시오가마구치역(츠루마이선) 침수

93

2001 나고야 ․ 나고야역(사쿠라-도리선) 침수 -

지하 
상가

1970 도쿄 ․ 야에스 지역 침수 -
1971 나고야 ․ 나고야역의 유니몰 지하상가 침수 30
1981 도쿄 ․ 신주쿠 subnard 침수심 - 30㎝ -
1982 나고야 ․ 센트럴파크 침수 33
1999 후쿠오카 ․ 하카타역 인근의 Deitos, 텐진 침수 77
2000 나고야 ․ 나고야역 인근의 유니몰, 센트럴 파크 침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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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일본 지하공간 침수피해 현황

<하카타역 출입구 침수> <지하철 오오소네역의 지하통로 침수>

2) 미국의 지하공간 침수피해 현황

미국의 경우 지하공간의 침수피해 사례가 적으나 1992년 12월 뉴욕 해안에서 발

생한 강력한 호우에 의해 전철 및 지하철 시스템이 침수되어 도시기능을 마비시킨 

사례가 있다.

<표 2-12> 미국의 지하공간 침수피해(행정차치부, 2004)

발생일시 피해현황 침수원인

1992.4.13
․ 시카고 지하의 화물터널
 - 터널 전체 50마일 침수

․ 터널 중 1개에서 누수가 발생 

1992.12.2
․ 뉴욕의 해안에서 전철 및 지하철 
시스템이 침수되어 운행 중단

․ 해안에서 발생한 강력한 호우

1996.10 ․ 보스턴 Kenmore Square역 침수 ․ 홍수

2001.6.14
․ 휴스톤 공립도서관의 지하서고 침수
 - 3,000점 이상의 도서관 품목과 
서적이 피해를 입다.

․ 호우

2003.6.12 ․ Virginia Street 지하도 침수 ․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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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미국 지하공간 침수피해 현황

<보스턴 Kenmore square 역의 
침수피해(1996)>

<버지니아 지하차도 침수피해(2003)>

2. 외국의 침수방지대책

1) 일본의 침수방지대책

일본은 2002년 3월에 홍수나 고조 등에 의한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에 설치되는 

지하공간의 설계 및 관리, 또는 현지 자치체의 조례나 방재계획의 책정·변경을 실시

할 때 기술적 참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하 공간 침수 대책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 다(지하 공간 침수대책 검토 위원회, 2002).

지하공간의 침수대책은 지하 공간의 침수방지 시설의 설치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으로는 한계가 있고 홍수 시에는 피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평소에 지하공간

에서의 홍수에 대한 위험성을 주지하는 것과 동시에, 홍수 시 정확하고 신속한 정

보전달이 중요하다.

일본 국토청 방재국에서는 지하공간의 침수에 대한 대책을 <표 2-1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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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일본의 지하공간 침수방지대책(국토청 방재국)

추진대책 세부대책 세부내용

지하공간의 
홍수에 
대한 
위험성 
사전 홍보

․ 침수에 의한 
위험 상황 주지

․ 홍수시 지하층에 물의 급격한 유입, 수압에 의한 
도어의 개폐장애, 정전에 의한 엘리베이터 정지 등 
위험성에 대한 사전 주지

․ 침수실적의 공표 ․ 지하 공간의 침수 피해의 실적 공표·주지.
 - 피해 내용, 침수범위, 침수심, 강우, 지형 등

․ 침수예상구역의 
공표

․ 지하 공간의 위험성 인식을 위하여, 해당 
지하공간의 침수예상구역, 범람 시뮬레이션 등의 
공표·주지

지하공간  
홍수정보  
전달체계

․ 지하공간 관리자가 홍수시에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필요
․ 하천관리자는 홍수정보를 지하철 관리자에게 직접 전달
․ 지하상가 등 그 외의 지하공간은 수방관리자가 피난 등의 퇴거지시 
전달

대피체제  
정비

․ 지하상가 등의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있는 시설의 경우, 관리자에 
의한 원활한 대피 유도 등에 대해 검토

․ 지하철, 지하상가, 개별 빌딩이 일체가 된 지하공간의 경우, 각 조직의 
제휴 방책에 대해 검토

․ 하천 관리자나 지방 자치단체와 지하공간의 관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침수 재해의 발생을 상정한 훈련의 실시 내용에 대해 검토

침수피해  
경감대책  
추진

․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촉진

․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설치 민간 사업자 등에 
대한 은행 융자제도를 통해 활용을 촉진

․ 침수대책 사업의 
집중적 실시

․ 재해가 발생할 우려 지역은 빗물 대책, 하수도 사업 
및 하천 사업등과 연계하여 중점적인 대책 실시

․ 재해 발생 우려가 지역 침수에 대한 안전도를 
향상시켜 안심하고 도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5년 정도)에 집중해 하수도 사업 실시

지하공간침
수모형개발 

․ 침수방지대책의 기준이 되는 침수예상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하공간에서의 유입유량의 거동을 예측할 수 있는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해석 기법의 연구개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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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일본의 침수방지시설

<지하철역사의 방수판> <주차장의 가동식 방수판(전면)> <지하식 주차장의 차수문>

2) 시사점

외국의 경우,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방지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되어 있고 침수방

지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 지하공간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

하공간에 대한 연구예산을 투자함으로써 지하공간 침수모형 개발, 수리모형실험 등

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하공간의 침수실적을 공표하고, 지하공간 침수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침수 위험성과 행동요령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속한 홍수정보전달체계, 관련기관 및 조직간의 협력체계, 훈련실시 등 시민대피체

계가 잘 수립되어 있다.

지하공간 이용이 고도로 발달해 시민이용이 많거나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은 빗물대책, 하수도 사업 및 하천 사업 등과 제휴하는 등 도시방재 차원에서 집중

적인 침수대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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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서울시 지하공간 하천 향권5) 

지하공간의 침수원인은 크게 하천 범람에 의한 침수와 배수계통의 용량부족에 

의한 침수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천인접성과 하천범람에 의한 피해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하천에 인접 할수록 침수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므로 

서울시 지하공간들 중 하천주변에 위치한 지하공간들을 파악하여 보았다. 

하천 범람에 의한 침수가능 지하공간의 파악은 한강을 제외한 서울시 주요하천

에 대한 지하공간의 향권을 하천인접 300m, 500m, 1,000m로 구분하여 분석하

으며, 이 향권 내에 위치한 지역들은 서울시 하천과 제방을 고려할 때 대부분 계

획홍수위 이하의 저지대에 위치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서울시 지하공간 유형별 하천 향권 분석 결과는 <표 2-14>와 같다.

<표 2-14> 지하공간 유형별 하천 향권 분석 

지하공간유형
계

(개소)
300m 500m 1,000m 주요침수우려지역

지하철 86 29 14 43
중랑천 및 안양천 

유역

지하상가 25 12 4 9 청계천 주변

지하차도 63 37 7 19
중랑천 및 안양천

유역

지하보도 42 12 5 25 청계천 주변

5) 「하천 향권」이란 하천으로부터 지하공간(지하철, 지하상가, 지하차도 등)과의 거리를 의미하

며, 집중호우시 침수우려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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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철

서울시 지하철역사 하천 향권 조사 결과 하천인접 300m이하 지역 내에 위치한 

지하철역사는 29개소, 500m이하는 14개소, 1,000m이하는 43개소로 분석되었다. 이 

중 중랑천유역(37개 역사)과 안양천유역(20개 역사)은 하천인접 지하철역사가 많이 

위치하고 있어 하천범람에 의한 침수위험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 주요

하천에 대한 지하철역사 하천 향권 분석결과는 <그림 2-8>과 <표 2-15>에 나타

내었다.

<그림 2-8> 주요하천에 대한 지하철역사 하천 향권

<표 2-15> 주요하천에 대한 지하철역사 하천 향권(( )안은 환승역 지하철 호선)

주요 
하천

호선
하천 향권

300m 500m 1,000m

중랑천

1 신이문, 월계, 응봉
녹천, 도봉, 도봉산, 
방학, 성북, 석계

창동, 옥수, 외대앞

2 한양대 뚝섬, 성수
3 옥수

4 창동, 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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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주요 
하천

호선
하천 향권

300m 500m 1,000m

중랑천

5 장한평, 군자

6 석계, 태릉입구

7
수락산, 공릉, 도봉산, 

태릉입구

노원, 마들, 먹골, 
사가정, 어린이대공원, 
중계, 중곡, 용마산, 
하계, 중화, 군자

안양천

1 구일, 석수, 시흥, 독산, 신길(5)
가리봉(7), 온수(7), 
개봉, 구로

2  도림천 당산  문래, 등포구청(5)

5 양평, 오목교 등포시장

7 광명사거리, 철산 보라매, 천왕

도림천

1 신도림(2)

2
구로디지털단지, 
신대방, 신림

대림(7), 봉천

우이천
4 수유

6 돌곶이

성내천

2 성내

5 마천, 올림픽공원
개농, 거여, 둔촌동
방이, 오금

8 강동구청, 몽촌토성

탄천

2 삼성 종합운동장

3 대청, 수서, 학여울

8 장지 문정, 복정

홍제천 3 홍제

불광천

3 연신내

6
구산, 독바위, 마포구청, 
새절, 성산, 수색, 응암, 

증산
 성산, 역촌

정릉천

1 제기동

2 신답

4 길음 미아삼거리

6 고려대, 월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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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상가

서울시 지하상가 하천 향권 조사 결과 하천인접 300m이하 지역 내에 위치한 

지하상가는 12개소, 500m이하는 4개소, 1,000m이하는 9개소로 분석되었다.

지하상가는 대부분 도심에 위치해 있으므로, 도심에 위치한 청계천유역은 하천인접 

지하상가가 많이 위치해 있어 하천범람에 의한 침수위험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표2-16).

<그림 2-9> 주요하천에 대한 지하상가 하천 향권

<표 2-16> 주요하천에 대한 지하상가 하천 향권

주요
하천

하천 향권

300m 500m 1,000m

청계천

동대문1,2차 방산, 신당, 
을지로6가, 을지로입구, 
을지로, 종로2가, 종로4가, 
종로5가종오, 종로5가한일, 
청계천6가 지하상가

새서울, 소공 지하상가
인현 지하상가

남대문, 명동입구
청량리, 충무 지하상가
회현 지하상가

안양천 - -
등포시장, 등포3가 
등포역 지하상가 

성내천 - 잠실역 지하상가 -
반포천 - - 강남터미널 지하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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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차도

서울시 지하차도 하천 향권 조사 결과 하천인접 300m이하 지역 내에 위치한 

지하차도는 37개소, 500m이하는 7개소, 1,000m이하는 19개소로 분석되었다.

중랑천과 안양천유역은 하천변의 동부간선도로와 서부간선도로상에 하천인접 지

하차도가 많이 위치해 있어 하천범람에 의한 침수위험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7).

<그림 2-10> 주요하천에 대한 지하차도 하천 향권

<표 2-17> 주요하천에 대한 지하차도 하천 향권

주요 
하천

하천 향권

300m 500m 1,000m

중랑천
공릉, 군자, 노원, 녹천, 독구말, 마들, 방학, 상계, 
수락, 신이문, 월계2, 3, 월계, 장안, 장안교, 중랑

창동, 하계 지하차도 동일로 지하차도,

청계천
신답, 쁘랭땅 백화점앞, 세종문화회관 

지하차도
-

중앙, 답십리굴다리, 퇴계로, 
마장, 성동, 남산1호터널입구,

안양천
경인철도횡단, 고척2, 고척, 목동교동, 
서측, 염창 신정교동측, 오금교동, 서측

경인1, 오목지하차도
가마산, 구로역, 구로, 

구로큰길1, 구로큰길2, 등촌

탄  천 대치, 수서 지하차도 가락, 석촌 지하차도 송파 지하차도, 

양재천 염곡 지하차도 -  양재, 개포, 일원 

홍제천 모래내, 성산, 연희 지하차도 - 연남 지하차도

불광천 증산 지하차도 - -

반포천 구반포, 잠수교 남측 동작 지하차도 사평 지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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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보도

지하보도의 하천 향권 조사 결과 하천인접 300m이하 지역 내에 위치한 지하보

도는 12개소, 500m이하는 5개소, 1,000m이하는 25개소로 분석되었다.

대부분 도심에 위치한 지하보도는 청계천유역에 하천인접 지하보도가 많이 위치

해 있어 하천범람에 의한 침수위험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표 2-18).

<그림 2-11> 주요하천에 대한 지하보도 하천 향권

<표 2-18> 주요하천에 대한 지하보도 하천 향권

주요 
하천

하천 향권

300m 500m 1,000m

중랑천 군자, 송정지하보도 -
노원, 노일, 용화, 당현, 
휘경, 동일로, 인덕

청계천
광화문, 덕수궁, 

마장철도횡단 지하보도
동십자, 세종문화회관, 
신설동로터리 지하보도

광희문, 남대문, 무학APT진입, 사직공원앞, 
신당5동앞, 중앙우체국앞, 충무초교앞, 

한국은행앞

안양천 - - 신정기지 지하보도

탄  천
탄천변1, 탄천변2 
지하보도

- 양재5, 아시아공원앞 지하보도

양재천 - - 양재3, 양재4, 양재 지하보도

홍제천 - - 성산지하보도, 연남지하보도

반포천 국립묘지앞, 잠수교북단 갯마을, 반포지하보도 고속터미널연결 지하보도

정릉천
고대앞, 길음시장앞, 

길음역앞
- 정릉길지하보도



제1절  대상유역 선정 및 침수위험도 평가 방법

제2절  평가항목별 침수위험도 평가결과

제3절  지하철역사 침수위험등급 설정

제Ⅲ장 지하철역사 침수위험도 

평가(안양천유역 사례분석)



33

안양천유역 지하철역사들을 대상으로「침수위험도 평가」6)를 통하여 「침수위

험등급」7)을 설정하 으며, 이 자료는 향후 지하철역사의 침수방지대책 및 투자우

선순위 등을 결정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제1절 대상유역 선정 및 침수위험도 평가 방법

1. 대상유역

지하철역사의 하천 향권 조사 결과와 과거 침수실적, 향후 침수방지시설 설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양천유역을 대상유역으로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침수위험도 평가를 실시하 다.

2. 평가방법

지하철역사 침수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지하철역사의 과거침수실적, 지형, 외수

위험도, 내수위험도의 4가지 평가항목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선정하 으며(그림 

3-1),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표 3-1>과 같이 정성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점수

(1∼3점)를 부여한 후, 최종적으로 각 지하철 역사들에 대한 침수위험등급(1∼3등

급)을 설정하 다.

6) 「침수위험도 평가」는 침수를 발생시키는 인자들에 대한 침수위험 강도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

7) 「침수위험등급」은 침수위험도평가에 의한 침수위험정도를 등급(1∼ 3등급)으로 구분한 것

제Ⅲ장 지하철역사 침수위험도 평가(안양천유역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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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침수위험도 평가 및 침수위험등급 설정 방법

• 하천치수안전도 평가
- 계획홍수위, 여유고, 제방고의

관계

지하철역사 침수위험등급 설정

외수 위험도
(하천범람 및 제방붕괴)

내수 위험도

• 역사주변 침수이력 여부

지 형

• 계획홍수위 이하 저지대

- (계획홍수위-지반고)

과거침수실적

• 지하철역사 과거침수
이력 여부

3. 평가항목 및 기준

지하철역사 침수위험도 평가를 위해, 지하철역사의 과거침수실적, 지형, 외수위

험도, 내수위험도의 4가지 평가항목을 선정하 으며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은 <표 

3-1>과 같다.

<표 3-1> 지하철역사 침수위험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내용 평가기준 평가 평점

지하철역사
과거 

침수실적

지하철역사 
과거 침수이력 여부

침수실적 없음 상 1

침수실적 1회 중 2

침수실적 2회 이상 하 3

지형
계획홍수위와 지반고의 

차이
(계획홍수위-역사 지반고)

0 이하 상 1

0 ～ 3m 중 2

3m 이상 하 3

외수 
위험도

하천 치수안전도 평가
(계획홍수위, 여유고, 
제방고의 관계)

치수안전도평가 A(안전단면) 상 1

치수안전도평가 B(관리단면) 중 2

치수안전도평가 C(위험단면) 하 3

내수 
위험도

지하철역사 주변 침수이력 
유무

주변침수 실적 없음 
또는 역사 지상위치

상 1

주변침수 실적 1회 중 2

주변침수 실적 2회 이상 하 3

주) 평점이 높을수록 침수위험도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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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철역사 과거 침수실적

과거 침수실적이 없으면 “상(1점)”, 침수실적이 1회이면 “중(2점)”, 2회 이상이면 

“하(3점)”로 구분하 다.

안양천유역 내 지하철역사의 침수실적은 등포구청(‘84.9)만이 1회 침수되었고, 

서울시 전체로는 동대문운동장역(’87.7, ‘96.7)과 도봉산역(’98.8.6, ’99.8.2)이 2회로 침

수실적이 최대이다.

2) 지형

지형 분석은 하천 향권 조사를 통하여 하천인접 1,000m이내에 위치한 지하철

역사 지반고와 인접하천(안양천, 도림천) 계획홍수위를 비교하여 그 차이에 따라 상

(0이하: 1점), 중(0∼3m: 2점), 하(3m이상: 3점)로 구분하 다.

안양천유역 내 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지반고가 낮은 역사들의 평균 차(계획홍

수위-지반고의 평균)는 3.2m로 나타나, 계획홍수위와 지반고의 차이에 따라 계획홍

수위가 지반고 이하이면 “상”, 계획홍수위가 지하철역사 지반고 보다 3m이하로 높

으면 “중”, 계획홍수위가 지하철역사 지반고 보다 3m 이상이면 “하”로 구분하 다.

<그림 3-2> 지형 평가 방법

지하철역사
지반고

③ 상(h<0)

② 중(0<h<3m)

① 하(3m<h)
제방

하천

지하철역사
출입구

계획홍수위

h

(h : 계획홍수위 –역사지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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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수 위험도

외수 위험도에 대한 평가기준은 안양천과 도림천에 대한 치수안전도 평가를 실

시하여 치수안전도 평가 A이면 ‘상(1점)’, B이면 ‘중(2점)’, C이면‘하(3점)’로 결정하

다(표 3-2).

하천 치수안전도 평가 기준은 계획홍수위와 여유고를 제방고와 비교하여 안전, 

관리, 위험 단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방의 안전도를 A, B, C의 3등

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표 3-2).

<표 3-2> 외수위험도 평가 기준(하천 치수안전도 평가)

외수위험도 
평가기준

평점
하천치수 
안전도평가

구  분  기준

상 1 A
안전 

단면
계획홍수위+여유고 < 제방고

중 2 B
관리 

단면
계획홍수위 < 제방고 < 계획홍수위+여유고

하 3 C
위험 

단면
계획홍수위 >제방고

<그림 3-3> 치수안전도 평가 기준

제 방 고

여 유 고

③ 치 수 안 전 도 A(안 전 단 면 )

② 치 수 안 전 도 B(관 리 단 면 )

① 치 수 안 전 도 C(위 험 단 면 )

계 획 홍 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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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획홍수량에 따른 여유고

계획홍수량(㎥/sec) 여유고(m) 비고

200 미만 0.6 이상

200 이상 ~ 500 미만 0.8 이상

500 이상 ~ 2,000 미만 1.0 이상

2,000 이상 ~ 5,000 미만 1.2 이상

5,000 이상 ~ 10,000 미만 1.5 이상

10,000 이상 2.0 이상

4) 내수 위험도(지하철역사 주변지역)

내수 위험도 평가는 안양천유역의 과거 3개년(’98, ’01, ’03년)의 침수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지하철역사 주변지역의 침수 실적이 없는 경우, 침수 횟수 1회, 침수 횟수

가 2회 이상을 각각 상(1점), 중(2점), 하(3점)로 구분하 다.

침수실적 자료로 사용한 과거 3개년도 자료는 최근 서울시 침수피해가 가장 심

하 던 1998년, 2001년, 2003년의 3개년도 자료 으며, 대상유역인 안양천유역의 경

우 3개 년도에 외수범람의 실적이 거의 없고(2001년 도림천 일부 범람), 대부분 내

수에 의한 침수피해 이므로 과거 침수실적을 내수에 의한 침수피해로 간주하여 평

가하 다.

그러나, 지하철역사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변지역 침수실적이 있

더라도 내수 위험도 “상(1점)”으로 판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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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침수위험등급설정 

침수위험등급은 침수위험1등급, 침수위험2등급, 침수위험3등급으로 3단계로 구분

하 으며,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표 3-4>와 같은 기준으로 등급을 설정

하 다.

4개의 평가항목의 평점을 합산한 최소점수는 4점, 최고점수는 12점으로 나타났

으므로 침수위험등급은 최소점수와 최고점수 사이를 3등급으로 나누어서 <표 3-4>

와 같이 범위를 지정하 다

침수위험 1등급은 과거 지하철역사 침수이력이 있거나 하천의 위험지점에 인접

해 있어서 범람 및 붕괴로 인한 외수침수 우려가 큰 곳으로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에 있고, 하수관거 소통능력 부족으로 인한 내수침수에 취약하여 침수위험이 

가장 높은 곳을 나타내며, 침수위험 2등급은 하천에 인접해 있거나 계획홍수위 보

다 낮은 저지대여서 호우시 하천관리가 필요하며, 내수침수의 가능성이 높고 역사

출입구가 계획홍수위 보다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이

고, 침수위험 3등급은 역사가 계획홍수위 보다 높은 곳에 있으며 외수 및 내수에 

대한 침수 위험성이 적은 지역으로 침수에 대하여 안전지역을 나타낸다.

<표 3-4> 지하철역사 침수위험등급 기준

침수위험등급 총점 범위 상황

침수위험1등급 10～12 침수위험 매우 높음

침수위험2등급 7～9 침수 가능성 높음

침수위험3등급 4～6 침수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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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평가항목별 침수위험도 평가결과

1. 지하철역사 과거침수실적 분석

대상유역인 안양천유역에서는 1984년 9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 등포구청역

사」(1회 침수)가 통신구를 통하여 노면수가 유입되는 침수피해 실적이 있으며, 최

근 1998, 2001년 홍수에 의하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관악구 일대 등이 침수피해

를 크게 입었으나, 지하철역사 내부 침수피해 사항은 없었다.

2. 지형분석

안양천유역 지하철 역사들에 대한 지형분석 평가결과는 <표 3-5>, <표 3-6>과 같다.

<표 3-5> 지형분석 침수위험도 평가결과(안양천유역 지하철역사)

평가요소 평가기준 평가 평점 결과

계획홍수위와 
지반고의 차이

(계획홍수위-역사 지반고)

0 이하 상 1 신대방역사 외 5개 

0 ～ 3m 중 2 대림역사 외 4개 역사

3m 이상 하 3 오목교역사 외 13개 역사

주) 평점이 높을수록 침수위험도가 크다.

<그림 3-4> 안양천유역 지하철역사 지형분석(계획홍수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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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안양천유역 지하철역사 지형 분석 평가결과

호선 역사 위치

지형
인접
하천

평가 평점계획
홍수위①

표고
②

①-②

2 도림천 14.07 7.13 6.94 안양천 하 3

5 오목교 13.99 7.23 6.76 안양천 하 3

5 양평 13.98 7.62 6.36 안양천 하 3

7 광명사거리 14.47 8.7 5.77 안양천 하 3

1, 7 가리봉 지상 14.54 8.91 5.63 안양천 하 3

2, 5 등포구청 13.99 9.13 4.86 안양천 하 3

1, 5 신길 지상 14.05 9.33 4.72 안양천 하 3

1 독산 지상 14.67 10.03 4.64 안양천 하 3

7 철산 14.54 10.06 4.48 안양천 하 3

2 문래 14.03 9.58 4.45 안양천 하 3

1 시흥 지상 14.72 10.9 3.82 안양천 하 3

1 구일 지상 14.23 10.46 3.77 안양천 하 3

1 구로 지상 14.18 10.45 3.73 안양천 하 3

1, 2 신도림 지상 14.07 10.44 3.63 도림천 하 3

2, 7 대림 지상 14.07 10.99 3.08 도림천 중 2

1 석수 지상 16.14 13.2 2.94 안양천 중 2

1 개봉 지상 14.23 11.87 2.36 안양천 중 2

2 구로디지털단지 지상 14.76 13.15 1.61 도림천 중 2

2 당산 지상 13.82 12.35 1.47 안양천 중 2

2 신대방 16.18 18.01 -1.83 도림천 상 1

2 신림 19.78 22.33 -3.05 도림천 상 1

7 보라매 14.2 18.07 -3.87 안양천 상 1

2 봉천 19.78 25.52 -5.74 도림천 상 1

7 천왕 14.36 31.4 -17.04 안양천 상 1

1, 7 온수 지상 14.28 31.63 -17.35 안양천 상 1

주) 평점이 높을수록 침수위험도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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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수 위험도 분석

안양천유역의 외수 위험도는 안양천 개수사업 등에 의하여 비교적 낮으나, 치수

안전도평가 결과 몇 개의 역사들의 하천 제방고가 계획홍수위 보다 높지만 여유고

가 약간 부족하게 평가되었다. 하지만 서울시 치수과에 확인한 결과 여유고가 부족

한 지점은 치수사업을 통하여 개선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안양천의 외수에 대

한 위험도는 모두 “상”으로 평가하 다.

만약 외수 위험에 취약한 역사로 파악되면 취약 원인을 파악하고 관리가 필요하

므로 지하철역사 인접하천 관리 주체인 시청과 구청의 개선사업 (예 : 여유고 확보, 

수위 저하방안 등)을 통하여 외수위험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그림 3-5> 안양천유역 지하철역사 외수위험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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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안양천유역 지하철역사 외수 위험도 평가 결과

호선 역사 위치
계획 
홍수위

여유고
실제 
여유고

인접하천
치수안전
도 평가

평가 평점

1 개봉 지상 14.23 1.0 0.67 안양천 A 상 1

1 구일 지상 14.23 1.0 0.67 안양천 A 상 1

1 독산 지상 14.67 1.0 0.89 안양천 A 상 1

1 시흥 지상 14.72 1.0 0.95 안양천 A 상 1

2 당산 지상 13.82 1.2 1.118 안양천 A 상 1

2 문래 14.03 1.2 0.76 안양천 A 상 1

5 오목교 13.99 1.2 1.067 안양천 A 상 1

7 광명사거리 14.47 1.0 0.42 안양천 A 상 1

1, 7 온수 지상 14.28 1.0 0.57 안양천 A 상 1

2, 5 등포구청 13.99 1.2 1.01 안양천 A 상 1

1 구로 지상 14.18 1.0 1.25 안양천 A 상 1

1 석수 지상 15.1 1.0 1.1 안양천 A 상 1

2 도림천 14.07 1.0 1.79 안양천 A 상 1

2 구로디지털단지 지상 14.76 1.0 1.744 도림천 A 상 1

2 신대방 16.18 1.0 1.18 도림천 A 상 1

2 신림 19.78 도림천 A 상 1

2 봉천 19.78 도림천 A 상 1

5 양평 13.98 1.2 1.628 안양천 A 상 1

7 보라매 14.2 1.0 2.74 안양천 A 상 1

7 천왕 14.36 1.0 1.019 안양천 A 상 1

7 철산 14.54 1.0 1.2 안양천 A 상 1

1, 2 신도림 지상 14.07 도림천 A 상 1

1, 5 신길 지상 14.05 1.2 2.55 안양천 A 상 1

1, 7 가리봉 지상 14.54 1.0 1.101 안양천 A 상 1

2, 7 대림 지상 14.07 도림천 A 상 1

주) 계획홍수위 및 여유고 자료는 「안양천 하천정비기본계획」(2002. 건설교통부)자료를 사용함.
    평점이 높을수록 침수위험도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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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수 위험도 분석(지하철역사 주변)

안양천유역 지하철역사 중 보라매역사 외 3개 역사 주변지역이 총 3회 , 오목교

역사 외 4개 역사 주변이 2회, 가리봉 역사 외 13개 역사 주변이 1회 침수 되었으

며, 온수 및 구일역사 주변지역은 침수 실적이 없었다(표 3-8).

지하철역사 주변 내수에 의한 침수방지대책으로는 주변지역 하수관거 정비, 원

활한 우수배제시설 확충, 우수 유출억제시설의 설치, 침수위험지역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을 실시하여 침수를 예방하여야 한다.

<그림 3-6> 안양천유역 지하철역사 내수위험도 평가

온수 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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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안양천유역 지하철역사 내수 위험도 평가 결과

호선 역사 위치
과거침수실적

인접하천 평가 평점
’98 ’01 ’03 총횟수

2 구로디지털단지 지상 ○ ○ ○ 3 도림천 하 3

2, 7 대림 지상 ○ ○ ○ 3 도림천 하 3

7 보라매 ○ ○ ○ 3 도림천 하 3

2 신림 ○ ○ ○ 3 도림천 하 3

2 당산 지상 ○ ○ × 2 안양천 하 3

1 석수 ○ ○ × 2 안양천 하 3

2 신대방 ○ ○ × 2 도림천 하 3

2,5 등포구청 ○ ○ × 2 안양천 하 3

5 오목교 ○ ○ × 2 안양천 하 3

1 구로 지상 × ○ × 1 안양천 중 2

1 시흥 지상 × ○ × 1 안양천 중 2

7 천왕 × ○ × 1 안양천 중 2

1, 7 가리봉 지상 × ○ × 1 안양천 중 2

1 개봉 지상 × ○ × 1 안양천 중 2

7 광명사거리 × ○ × 1 안양천 중 2

2 도림천 × ○ × 1 안양천 중 2

1 독산 지상 × ○ × 1 안양천 중 2

2 문래 × ○ × 1 안양천 중 2

2 봉천 × ○ × 1 안양천 중 2

1,5 신길 지상 × ○ × 1 안양천 중 2

1,2 신도림 × ○ × 1 도림천 중 2

5 양평 × ○ × 1 안양천 중 2

7 철산 × ○ × 1 안양천 중 2

1 구일 지상 × × × 0 안양천 상 1

1, 7 온수 지상 × × × 0 안양천 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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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하철역사 침수위험등급 설정

안양천유역 25개 지하철역사들의 침수위험도를 각 평가항목별로 정성적 평가 

후, 평가 점수를 종합하여 지하철역사의 침수위험등급(1∼3등급)을 설정하고 각 등

급에 따른 침수대책을 제시하 다.

1. 안양천유역 지하철역사 침수위험등급 설정

안양천유역 지하철역사들의 침수위험등급은 <표 3-9>과 같으며, 25개 역사 중 침

수위험1등급 역사는 없었으며, 침수위험2등급 11개소(오목교역사 등), 침수위험3등급 

14개소(개봉역 등)로 나타났다.

특히, 안양천유역은 역사 대부분(18개소) 지형적으로 계획홍수위 보다 낮은 저지

대에 위치하고, 과거 주변지역 침수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므로 침수위험지역에 대

한 예상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인 침수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3-7> 안양천 유역 침수위험등급별 지하철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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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안양천유역 침수위험등급 평가 결과

호선 역사 위치

평가항목별 침수위험도 평가

총점 침수위험등급
인접 
하천과거

침수 지형 외수 
위험도

내수 
위험도

2, 5 등포구청 2 3 1 3 9 침수위험 2등급 안양천

5 오목교 1 3 1 3 8 침수위험 2등급 안양천

7 광명사거리 1 3 1 2 7 침수위험 2등급 안양천

2 문래 1 3 1 2 7 침수위험 2등급 안양천

1, 7 가리봉 지상/지하 1 3 1 2 7 침수위험 2등급 안양천

2, 7 대림 지상/지하 1 2 1 3 7 침수위험 2등급 도림천

1, 5 신길 지상/지하 1 3 1 2 7 침수위험 2등급 안양천

2 도림천 1 3 1 2 7 침수위험 2등급 안양천

1, 2 신도림 지상/지하 1 3 1 2 7 침수위험 2등급 도림천

5 양평 1 3 1 2 7 침수위험 2등급 안양천

7 철산 1 3 1 2 7 침수위험 2등급 안양천

1 개봉 지상 1 2 1 1 5 침수위험 3등급 안양천

2 당산 지상 1 2 1 1 5 침수위험 3등급 안양천

1 독산 지상 1 3 1 1 6 침수위험 3등급 안양천

1 시흥 지상 1 3 1 1 6 침수위험 3등급 안양천

1 구로 지상 1 3 1 1 6 침수위험 3등급 안양천

1 구일 지상 1 3 1 1 6 침수위험 3등급 안양천

1 석수 지상 1 2 1 1 5 침수위험 3등급 안양천

2 구로디지털단지 지상 1 2 1 1 5 침수위험 3등급 도림천

2 봉천 1 1 1 2 5 침수위험 3등급 도림천

2 신대방 1 1 1 2 5 침수위험 3등급 도림천

2 신림 1 1 1 3 6 침수위험 3등급 도림천

1, 7 온수 지상 1 1 1 1 4 침수위험 3등급 안양천

7 보라매 1 1 1 3 6 침수위험 3등급 안양천

7 천왕 1 1 1 1 4 침수위험 3등급 안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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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침수위험등급별 지하철역사

등포구청역(침수위험2등급)

오목교역(침수위험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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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수위험등급별 침수방지대책

모든 역사에 대하여 동일한 침수대책을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은 곳에

는 과다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침수위험등급(1∼3등급) 평가결과에 따라 지하철 

역사들에 대한 침수방지대책을 다양하게 차등화해야 할 것이다(표 3-10).

지하철역사의 침수방지대책은 평가요소별 침수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침수위험등급을 설정함으로서 위험등급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침수위험등급별 침수방지대책을 <표 3-10>에 제시하 다.

<표 3-10> 침수위험등급별 침수방지대책

침수위험등급  위험 상황 대책

침수위험 
1등급

침수위험이 매우높음

․지하철 관리자 뿐만 아니라 하천, 하수도 관리자 
등의 관련기관과 부처의 협력을 통한 종합대책 

필요

․지하철 관리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
․비상시 대응계획 및 시민대피체계 수립

침수위험 
2등급

침수 가능성 높음

․지하철 관리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
․비상시 대응계획 및 시민대피체계 수립
 - 대피로 확보, 행동요령 수립

침수위험 
3등급

침수에 안전
․기본적인 침수방지시설은 설치
․대피로 등 비상시를 위한 시민대피체계를 수립

본 연구에는 침수위험도평가를 정성적인 방법으로 평가하 으며, 향후 서울시 

전체 지하철역사에 대한 침수위험도 평가시 계량화 할 수 있는 평가요소를 도출하

여 표준화하고, 침수안전도지수 등을 개발하여 정량적으로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록 6 참고).



제1절  오목교역사 주변 침수예상분석

제2절  오목교역사 내부 침수예상분석

제Ⅳ장 지하철역사 주변 및 내부 

침수예상분석(오목교역사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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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지하철역사 주변 및 내부 침수예상분석을 실시하여 예상침수심, 침

수면적, 침수시간 등 침수상황을 파악하 으며, 제5장에서는 본 분석을 토대로 지하

철역사들의 침수방지시설 보완을 위한 검토기준 설정과 시민대피체계를 수립하 다.

제1절 오목교역사 주변 침수예상분석

오목교역사는 침수위험 2등급(표 3-9)으로, 하천 주변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지역의 침수흔적이 2회 이상으로 내수 침수위험도 역시 크게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의 사례분석으로 선정되었다(※ 현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오목교역사의 침수방

지시설계획을 수립중이다).

오목교역 출입구에 대한 침수방지시설(방수판 등)을 주변지역 침수예상분석 없

이 단순히 계획홍수위에 근거해서 적용시킬 경우 설치비용 과다투자 및 비효율적인 

설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도시지역의 홍수특성을 고려하여 내수침수예상 분석에 

의한 침수방지시설(방수판 등)의 설치기준 수립이 이루어져야한다.

1. 하천 범람예상 분석(외수)

오목교역사 주변 안양천에 대한 범람예상 분석은 안양천 계획홍수위에 대한 제

방붕괴를 가정하 으며, HEC-RAS에 의해 시간별 홍수위를 계산하고 범람체적을 

구하여 범람예상지도를 작성하 다(서울특별시 2004).

제Ⅳ장 
지하철역사 주변 및 내부 

침수예상분석(오목교역사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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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은 오목교역사 주변 안양천에 대한 범람예상 분석방법을 나타내었다.

<그림 4-1> 범람예상 분석방법

범람면적 결정범람면적 결정

범람예상지도 작성범람예상지도 작성

제방 범람 시나리오
유형 설정

제방 범람 시나리오
유형 설정

수치지형도(1/1,000)에
범람체적 적용

수치지형도(1/1,000)에
범람체적 적용

- 지형학적 방법
- 과거홍수피해 자료

- 지형학적 방법
- 과거홍수피해 자료

- 계획홍수위 제방붕괴- 계획홍수위 제방붕괴

침수심 산정침수심 산정

범람체적산정
(수리수문분석)

범람체적산정
(수리수문분석)

1) 범람유량 및 체적 산정 

오목교역사 주변 안양천 범람예상 분석을 위한 범람체적 산정은 강우에 의한 홍

수량 및 홍수위 산정, 수위 수문곡선 작성, 범람지속시간 및 월류수심 산정, 범람유

량 산정, 범람체적 산정으로 이루어진다.

범람체적 산정을 위한 범람시간 및 산정과정은 <표 4-1>, <그림 4-2>, <그림 

4-3> 과 같다.

<표 4-1> 오목교 상류 계획홍수위, 제방붕괴폭, 범람시간

측점
(No.)

지 점
계획 
홍수위
(EL.m)

하 폭
(m)

기설제방고 
(EL.m) 

제내지
지반고 
(EL.m)

제방 
붕괴폭
(m)

범람 
시간
(분)

비고

좌안 우안

No. 16
오목교 
상류

14.00 250 15.31 15.01 15.00 100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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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외수범람 및 범람 지속시간 개념도

제방고까지 수위 상승

범람시작범람시작

제방붕괴제방붕괴

범람종료범람종료

제내지 지반고까지 수위 하강

PMP수위 도달

t1

t2

범람 지속시간(T): t1~t2

제방고까지 수위 상승

범람시작범람시작

제방붕괴제방붕괴

범람종료범람종료

제내지 지반고까지 수위 하강

PMP수위 도달

t1

t2

범람 지속시간(T): t1~t2
  

범람체적 산정을 위한 범람유량 산정은 De Marchi공식을 적용하 으며, 범람유

량에 범람지속시간을 곱하여 체적을 계산하 다.

범람유량 산정 공식은 <표 4-2>와 같으며, 계산 결과는 <표 4-3>과 같다.

<표 4-2> 범람유량 산정 공식

공식 구  분 월류상태 계산식 비고

Homma
공식

1 h2/h1 < 2/3 완전월류 Q = 0.35Bbh1
√
2gh1

2 h2/h1 ≥ 2/3 잠수월류 Q = 0.91Bbh2
√
2g (h1− h2 )

De Marchi 
공식 q =

2⋅ 2g
3

⋅ μ ⋅ ( h - W ) 3/2
금회 
적용

실험식 Qs = [ 0.29 × ( LB )
0.70

- 0.06 × Fr 0 ] × 2g × L × h 3/2s

※ h1 : 제방파괴부로부터 보아 높은 곳의 수위,  h2 : 제방파괴부로부터 보아 낮은 곳의 수위, 

   Bb : 제방 붕괴폭(m), μ  : 유량계수(0.623),   h : 본류수심, W : weir 높이 ,B : 수로폭 (m),

    L : 위어길이(m), h s  : 월류수심, Fr 0  : 월류전(제방상류단)의 Froude 수  

ㆍ실험식 적용한계

    L/B ≒ 3～9, W/h = 0.5～1.0,  Fr 0 = 0.1～0.4

유량(㎥/s)

<그림 4-3> 오목교 상류지점(No. 16) 유출 및 수위수문곡선

수위(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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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교역사 주변 안양천 범람예상 분석에 의한 범람유량 및 범람체적 산정결과

는 <표 4-3>과 같다.

<표 4-3> 오목교 상류 범람유량 및 범람체적

측점
(No.)

지 점
범람유량
(CMS)

범람체적
(㎥)

비고

No. 16 오목교 상류 559.85 4,602,005

2) 오목교역사 주변 하천 범람예상 분석결과(외수)

앞절에서 산출된 범람체적을 지형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1/1,000 수치지형도에 

범람예상지역을 상정하여 오목교역사 주변 하천범람예상지도를 작성하 다.

오목교역사 주변 안양천에 대하여 계획홍수위에 대하여 하천범람 및 제방붕괴를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오목교역사 주변 예상 침수심은 최대 약 3.0m로 나타났으며. 

범람예상 지도상의 외수에 의한 침수예상지역 면적은 824,752㎡ 정도로 산출되었다.

침수심은 범람체적을 수치지형도 상에 범람예상지역을 상정하여 구하 으며, 오

목교역사 주변 외수에 대한 침수예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최종 범람예상지

도는 <그림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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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오목교역사주변 하천범람(외수)에 의한 침수예상분석

침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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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수 침수예상 분석

오목교역사 주변 내수 침수예상 분석은 도시유역 유출해석 프로그램인 

XP-SWMM을 이용하여 대상지역 하수관망 해석을 통하여 침수예상분석을 하 다.

1) 내수 침수예상 분석 방법

오목교역사 주변 내수 침수예상 분석은 오목교 역사 주변 하수관 통수능력 분석

을 통하여 하수관 통수능력을 초과하는 월류량을 산정한 후 오목교역사 주변 내수 

침수예상지도를 작성하 다.

<그림 4-5>은 오목교역사 주변 내수 침수예상 분석 방법을 나타내었다.

<그림 4-5> 내수에 의한 침수예상 분석 방법

1. 하수관거 및 유역자료 구축1. 하수관거 및 유역자료 구축

3. 수치지형도에 범람체적 적용3. 수치지형도에 범람체적 적용

• 관망 자료 구축
- 관망 구성(GIS)
-기본자료 입력 : 관경, 관형상, 길이 등

• 유역자료 구축
-소유역분할
-기본자료입력 : 면적, 유역폭 등

• 관망 자료 구축
- 관망 구성(GIS)
-기본자료 입력 : 관경, 관형상, 길이 등

• 유역자료 구축
-소유역분할
-기본자료입력 : 면적, 유역폭 등

• XP-SWMM에서 산정된 월류량

(범람체적) 적용

• XP-SWMM에서 산정된 월류량

(범람체적) 적용

4. 내수침수에 의한
범람예상지도 작성

4. 내수침수에 의한
범람예상지도 작성

• XP-SWMM 모형 적용
- 통수능력 초과 월류량 산정

• XP-SWMM 모형 적용

- 통수능력 초과 월류량 산정
2. 하수관거 통수능력 분석2. 하수관거 통수능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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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P-SWMM 모형

① 기본구조

SWMM 모형은 도시유역 내에서 강우사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출량과 오염물

질에 대한 지표면 및 지표하 흐름, 배수관망에서의 유출량 추적, 저류량 산정, 오염

물질의 처리와 비용계산 등을 모의할 수 있는 종합적인 모형이다.

SWMM(Storm Water Management Model) 모형은 1971년 미국 EPA의 지원 

아래 Metcalf & Eddy사가 Florida 대학 및 W.R.E와의 공동 연구로 도시유역 하수

시스템 내의 유량과 수질을 모의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1981년에는 SWMM 

모형내의 TRANSPORT 블럭을 확장, 보완하기 위해 수공구조물의 월류, 배수, 압

력류 등의 계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EXTRAN 블럭을 SWMM 모형에 포함시켜 

보완시켰으며, 1992/1993년에 많은 기능 향상이 이루어지면서 XP-SWMM 모형으로 

변경되었다. 

<그림 4-6>은 XP-SWMM 모형의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6> XP-SWMM 모형의 구성

EXECUTIVE

블럭

RUNOFF 블럭 STATISTIC 블럭

GRAPH 블럭
TRANSPORT 

블럭

COMBINE 블럭

EXTRAN 블럭
RAIN 블럭

STORAGE & 
TREATMENT 

블럭
TEMP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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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TRAN 블록

SWMM 모형내 EXTRAN 블록은 개수로와 관망에 대해 수리학적 유량 추적을 

수행하는 모형이며, 특정 node에서 상위블록, 즉 RUNOFF 블록으로부터 수문곡선 

자료를 전달받게 되거나, 수문곡선 자료를 직접 사용자가 입력시킴으로써 받게 된

다. 

모형은 주요 배수시스템을 통해 동역학적 홍수 추적을 수행하며 우수관거 네트

워크의 향과 배수 향의 계산, 개수로 흐름, 압력류 혹은 과부하 흐름계산 및 웨

어, 오리피스, 펌프와 같은 수공구조물에 대한 해석 등을 수행할 수 있다. 

EXTRAN 블럭은 관로, 접점, 분류구조물의 망을 통해 유입수문곡선을 추적하

며, 물리적인 특성과 Saint-Venant 식의 수학적 해법을 나타내기 위해 관로 시스템

을 node(절점)과 연결된 link(관로)의 나열로서 구성하고 있으며, link와 node는 전

체 관망을 나타내는 특성을 잘 나타낼 뿐만 아니라 수공구조물을 나타내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

Link는 node와 node 사이에 유량을 전송하는 관로와 같으며, Link와 관련된 특

성치들은 조도계수, 길이, 단면적, 동수반경과 수로폭 등이며, 여기서 단면적, 동수반

경, 수면폭은 수심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Link내에서 중요한 종속변수는 유량이고, 각각의 link에 대한 평균유량을 구한 

해는 각 연산 단위시간구간에서는 일정하다고 가정되며, 유속, 흐름 단면적, 수심은 

link의 수치해석과정의 변수가 된다.

Node는 배수시스템에서의 저류요소이며 맨홀 또는 접합점과 관련이 되며, Node

와 관련된 변수들은 유량, 수두 및 표면적이고, 주요 종속변수는 수위(H)이며 시간

에 따라 변하나 어떤 하나의 node를 통해서는 일정하다고 가정된다. 

유입 수문곡선과 같은 유입부분과 웨어와 같은 수공 구조물에 의한 유출부분은 

개념화된 관로 시스템의 node로 지정된다.

Node의 체적은 node 사이에 연결된 양쪽 관로 길이의 중간까지 저류된 물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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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같다고 가정하고 주어진 시간 간격에서의 node의 체적변화는 수두와 유량을 

구하는 기초를 이루게 된다.

<표 4-4>와 <그림 4-7>은 EXTRAN 블록에서 Node와 Link의 특성과 개념도

를 나타내고 있다.

<표 4-4> EXTRAN 블록에서 Node와 Link의 특성

구    분 Node Link

제약조건 ∑Q=저류 변화량 Qin= Qout

각 시간 단계별 
계산되는 특성치

체적, 표면적, 수두
단면적, 동수반경, 수면폭, 

유량, 유속

상수 최심고도, 지면표고
수두손실계수, 관형태, 길이, 

경사, 조도계수

<그림 4-7> EXTRAN 블럭에서의 Link와 Node의 개념도 (Roesner, 등,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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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목교역사 내수침수예상 분석

XP-SWMM을 이용한 하수관망 해석을 통하여 오목교 역사 주변 내수 침수예

상분석을 하 다.

(1) 적용강우

하수관망 설계기준 강우는 간선인 경우 75mm/시간(10년 빈도), 지선인 경우 

65mm/시간(5년 빈도)이며, 하수관거 설계시 계획빈도 강우에 대하여 통수능력이 충

분하도록 설계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계획빈도에 대하여는 침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고 가정하 다.

오목교역사 주변은 1998년, 2001년 집중호우시 내수침수피해가 발생된 지역이었

으며,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서울지역 및 대상 지역에 가장 큰 침수피해를 발생시킨 

2001년 강우인 126mm/시간(약 200∼300년 빈도)를 적용하여 통수능력을 평가하고 

예상침수심을 산정하 다.

(2) 하수관거 및 유역자료 구축

분석 대상 역사인 오목교역사는 목동 3배수분구에 위치하며 대상지역 하수관망 

및 배수분구 현황은 <그림 4-9>와 같다.

XP-SWMM모형은 주간선에 대하여 관망을 구성하 으며, 오목교역사 주변에 

대하여는 좀더 세 한 모형의 수행을 위하여 지선에 대한 관망을 추가하 다. 모형

구성을 위하여 95개의 노드와 94개 링크가 사용되었으며 XP-SWMM에 의하여 구

축된 오목교역사 주변지역에 대한 모형현황은 <그림 4-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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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2

신월1

신월2
신월3

목동3
신정고지

<그림 4-8>배수분구 및 하수관망현황 <그림 4-9> XP-SWMM 모형구성 현황

(3) 하수관거 통수능력 분석

XP-SWMM을 이용한 하수관거 통수능력 분석결과 오목교역 1번 출입구 근처 

맨홀을 통하여 월류된 범람체적은 약 2,300㎥이었으며(표 4-4), 이 자료는 다음절의 

오목교역사 내부침수에서 분석에 활용되었다.

<표 4-5> 오목교역사 주변 내수분석에 의한 범람체적

범람 
시간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 70분 80분 90분 총계

범람 
체적
(㎥)

18.3 82.1 182.5 224.5 501.9 786.5 410.3 93.4 1.6 2301.1 

(4) 오목교역사 주변 범람예상지도 작성

범람지점(맨홀)에서 발생되는 범람유량과 체적을 산정하 으며, 1/1,000 수치지

형도에 침수예상지역을 상정하여 내수 침수예상지도를 작성하 다(그림 4-10).

오목교역사 주변 내수침수분석 결과, 역사 주변 예상 침수심은 최대 0.5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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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오목교역사 주변 내수침수예상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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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오목교역사 내부 침수예상분석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집중적이고 돌발적인 홍수로 인한 피해가 증대되면서 지하

공간 침수방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지하공간에 대한 수치해석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절에서는 지하철역사 주변 침수예상분석(제1절)을 바탕으로 오목교역사에 대

한 지하철역사 내부 침수예상 분석을 경험식과 XP-SWMM을 이용하여 지하철역사 

내부 유입량과 침수시간 등을 산출하 으며 내부 침수예상 분석을 통하여 다음 장

에서 지하철역사 침수방지시설별 검토기준설정 및 시민대피체계를 수립하 다.

<그림 4-11> 지하공간 침수예상분석 절차

지하철역사 자료 구축지하철역사지하철역사 자료자료 구축구축

지하철역사 내부
침수 유입량 결정
지하철역사지하철역사 내부내부
침수침수 유입량유입량 결정결정

지하철역사의 침수특성 산정지하철역사의지하철역사의 침수특성침수특성 산정산정

지하철역사 침수예상지도 작성지하철역사지하철역사 침수예상지도침수예상지도 작성작성

• 오목교역사 적용

- 지하철역 제원

• 지하철역사 주변 침수예상분석 이용
• 대상유역 설정후 유출량 산정
• 지하공간 유입량 결정

• 모형수행을 통한 침수심,

흐름속도 등 산정
- XP-SWMM, 경험식

• 시간에 따른 침수구역 및

침수방향 도시

지하철역사 대피지도 작성지하철역사지하철역사 대피지도대피지도 작성작성
• 침수구역에 따른 대피방향 및

대피경로 표시

지하철역사 시민대피체계 수립지하철역사지하철역사 시민대피체계시민대피체계 수립수립
• 상황기준 및 행동요령

• 정보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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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목교역사 내부 침수예상 시나리오 설정

오목교역사 내부 침수예상분석을 위한 시나리오는 내수 침수예상에 의한 침수예

상만을 고려하 다. 

본 지역은 실제로 ’98, ’01년 집중 호우 시에도 역사 주변의 내수 침수피해만  

발생하 으며, 제1절의 오목교역사 주변 침수예상분석 중 하천 범람예상 분석(외수)

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현실성이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는 적용하지 않았

다. 따라서 오목교역사 내부 침수예상시나리오는 내수침수로 인한 하수관거 월류량

이 지하철 역사 내부로 유입된다고 가정하 다.

전절에서 분석된 적용강우는 2001년 호우시 시간당 126mm이었으며, 오목교역 1

번 출구 부근 맨홀에서 2,300㎥/시간 의 유량이 월류되어 일부는 1번출구로 유입되

고, 나머지는 저지대인 4, 5, 6번 출구로 유입될 것으로 가정하 다.

오목교역사 내부 침수예상 시나리오는 <표 4-6>과 같이 4단계로 설정하 다.

<표 4-6> 지하공간 침수예상 시나리오

단계 침수예상 시나리오

1
․ 노면 배수불량 및 하수관거 용량 초과로 인해 1번 출입구 주변을 중심으로 
침수발생

2

․ 계속적인 강우로 침수지역의 확대 및 지하철 출입구를 통한 지하공간으로의 
홍수량 유입

 - 1시간동안 2,300㎥의 유량이 출입구를 통해 지하철역사내로 유입되는 
것으로 가정하 음(유입조건은 내수침수예상분석 자료를 활용함.).

3
․ 지하공간으로 유입된 홍수량은 표고가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며, 입구쪽으로 
유입된 물이 빠르게 전체면적에 확산되고, 지하철의 경우에는 지하도를 
통과하여 가장 표고가 낮은 지하철 선로로 유량이 유입됨.

4
․ 지하철 선로 공간을 중심으로 침수가 되기 시작하여 시간에 따라 침수고가 
증가되고 점차적으로 침수범위가 증대되며, 침수심이 큰 경우에는 상층으로 
확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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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지하철역사 침수예상 시나리오

출입구

지하3층

지하2층

지하1층

지상

출입구

2. 오목교역사 내부 침수예상 분석

1) 지하공간의 구성

대상공간인 오목교역사는 모두 지하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1층은 지하

보도 및 상가, 지하 2층은 매표소와 역무실이 위치하고 있고, 지하 3층은 승강장과 

지하철 선로 구간으로 구성되어있다.

오목교역사는 총 8개소의 출입구가 있으며 이 출입구를 통하여 외부의 물이 유

입될 수 있으며, 왼쪽에 3개소의 출입구와 안양천에 인접한 오른쪽에 5개소의 출입

구로 구성되어 있다.

각 층과 층으로 연결된 통로는 4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목교역사의 현황은 

<그림 4-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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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오목교역사 현황

1번출입구

2번출입구

3번출입구
4번출입구

5번출입구

6번출입구7번출입구

8번출입구

<오목교역사 평면도>

<오목교역사 측면도>

2) 분석방법 및 결과

지하철역사 내부 침수예상 분석 방법으로 현재 행정차치부에서(2004) 경험식(일

본의 국토기술정책 종합연구소에서 제시한 경험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는 기존의 경험식과 XP-SWMM 모형의 장, 단점을 새롭게 비교하여 최종 침수심 

및 침수시간 등 계산에 적용하 으며, 경험식과 XP-SWMM모형의 장특징 및 단점

은 <표 4-7>과 같다.

경험식은 단순히 하나의 출입구로 물이 유입되고, 침수속도를 가정하여 지하공

지하1층

지하3층

지하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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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침수심을 예상하지만, XP-SWMM 모형은 지하공간의 구조물과 지형을 고려

할 수 없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시간별, 층별, 지점별 침수속도, 흐름방향, 침수심

을 계산 및 도시하여 나타낼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저지대 출입구로 물이 유입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최종 침수시간을 구할 수 있다.

<표 4-7> 지하철역사 내부 침수예상 분석방법

분석
방법

경험식 (행정자치부, 2004) XP-SWMM 모형

산출물

․ Input
 - 시간별 지상 침수고, 역사 바닥면적
 - 침수시간, 침수속도
․ Output
 - 시간별 유입량, 시간별 예상 침수심

․ Input
 - 시간별 유입량
․ Output
 - 시간별, 지하층별 예상침수심
 - 최종 침수시간

장점 ․ 계산이 용이
․ 시간별 흐름특성(침수속도, 침수심, 
방향)의 산정가능하며, 시간대별, 각 
지점별로 침수심 도시 가능

․ 지하층별 침수상황파악이 되며, 
최종침수시간을 계산할 수 있음.

단점

․ 침수고 가정에 따른 오차발생
․ 흐름방향, 흐름속도의 표현불가능
․ 지하층별 침수상황  파악이 안됨
․ 최종 침수시간을 계산할 수 없음.
․ 지하공간의 구조물 및 지형을 고려할 
수 없음.

․여러 개의 출입구로 유입되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한 개의 출입구로만 

유입된다고 가정함.

․ 하류경계조건의 선정의 어려움.
․ 지하공간의 구조물 및 지형을 고려할 
수 없음.

․ 실제의 경우와 같이, 여러 개의 
저지대 출입구로 유입되는 상황을 

모의할 수 있음.

비고
․ 행정자치부 (2004)
․ 일본자료참조 ․ 내수침수분석모델(미국)

금번 
적용 
내용

․ 최종 침수심은 경험식과 XP-SWMM의 결과를 평균함(0.7m).
․ 최종 침수시간은 XP-SWMM의 결과를 사용함(1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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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험식(행정차치부, 2004) 

① 모형의 구성 및 분석방법

오목교역사에 내부의 침수예상 분석을 위하여 일본의 국토기술정책 종합연구소

에서 제시한 경험식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경험식을 이용하여 내부 침수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역사 내부의 침

수상황을 설정하고, 지하철역사 내부로의 유입상황을 판단하여야 한다.

지하철 역사 내부의 침수상황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하철 역사 출입구 주변의 침

수고, 유입상황, 지하철 역사 상황을 검토하며, 지하철역사 내부로의 유입상황을 판

단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역사의 각 유입구에 대한 위치, 표고, 규모 등을 정리하여

야 한다.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험식을 이용하여 각 유입구에서 지하철 역사 내부에 

유입한 유량을 산출함과 동시에 그것을 합산하여 시간에 따른 지하철 역사 내부로

의 유입용량을 산출하고, 입구쪽으로 유입된 물이 빠르게 전체면적에 수평으로 된

다는 가정하에 시작시각부터 t 시각까지 지하공간의 유입체적은 시작부터 t 시각까

지의 유입량을 적분하여 산출한다.

지하철 역사 내부의 유입량은 시간에 따라 변하며 일본의 국토기술정책 종합연

구소에서 제시한 침수고에 대한 시간별 유입량과 시간에 따른 침수심 산정식은 

<표 4-8>과 같다.

<그림 4-14> 침수고에 대한 시간별 유입량

유량  Q

침수고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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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경험식(행정자치부, 2004)

구분 경험식

유입량 Q(t)=1.59 BH(t) 1.65

침수심 h(t)=V(t) /As

침수속도
수심 0.0～0.5m - 추정 침수속도 2㎝/분
수심 0.5～2.0m - 추정 침수속도 3㎝/분
수심 2.0m 이상 - 침수속도는 별도설정

 주) B      : 유입폭(m)

     H(t)  : t 시각의 지상의 침수고(m)

     Q(t)  : t 시각의 지하공간의 유입량(㎥/s)

     h( t)  : t 시각의 지하철 역사 내부 침수심(m)

     V(t) : t 시각의 지하철 역사 내부에 유입한 용량(m)

     As   : 유입수가 지나는 지하철 역사 내부의 바닥면적(㎡)

오목교역사 주변지역 내수분석에 의한 지상침수고 0.5m와 하수월류에 의한 침

수체적 2,300㎥을 고려하여 지상침수고가 0.5m에서 시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표 

4-9>와 같이 낮아진다고 가정하 다.

경험식을 이용하여 가정된 지상 침수고에 대한 시간별유입량을 계산한 후 시간

에 따른 10분간의 역사내부 유입량을 계산하고 이를 통하여 역사 내부 침수심을 계

산하 다(표 4-9).

② 분석결과

역사내부 총 유입량은 2,386㎥로 산정되었으며 역사내부 최종 침수심은 0.53m로 

계산되었다.

시간에 따른 오목교역사 경험식적용 계산결과는 <4-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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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오목교역사 경험식적용 계산결과

시간
지상침수고(m)

H(t)
시간별유입량(㎥/s)

Q(t)
역사내부유입량(㎥)

V(t)
역사내부침수심(m)

h

10분 0.50 1.236 742 0.17 

20분 0.40 0.855 513 0.28 

30분 0.35 0.686 412 0.37 

40분 0.30 0.532 319 0.44 

50분 0.25 0.394 236 0.50 

60분 0.20 0.273 164 0.53 

계 2,386

(2) XP-SWMM 모형

XP-SWMM 모형은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유역 내에서 강우사상으

로 인해 발생하는 유출량과 오염물질에 대한 지표면 및 지표하 흐름, 배수관망에서

의 유출량 추적, 저류량 산정, 오염물질의 처리와 비용계산 등을 모의할 수 있는 종

합적인 모형이다.

지하철역사 내부의 침수예상 분석에 대한 XP-SWMM 모형의 적용을 위하여 개

수로와 관망에 대한 수리학적 유량 추적을 수행할 수 있는 EXTRAN 블록을 이용하

여 지하철역사를 하나의 커다란 박스관으로 간주하고 모형을 적용하 다.

하수관거의 월류량이 4개의 출입구인 1, 4, 5, 6번 출구로 유입된다고 가정하여 

XP-SWMM모형을 적용, 오목교역사 내부 침수예상분석을 실시하 다.

① 모형의 구성

유입구 8개소, 지하 3층의 구조이며, 총 33개의 관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축된 모

형에 4개의 유입구(1, 4 , 5 ,6번 출입구)에 침수체적 2,300㎥가 1시간 동안 유입된다

고 가정하여 적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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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SWMM을 이용한 오목교역사 내부 침수예상분석을 위한 모형 구성현황은 

<그림 4-16>과 <표 4-10>과 같다.

<그림 4-15> 오목교역사 모형 구성현황

1번출입구
2번출입구

3번출입구

7번출입구 6번출입구

5번출입구

4번출입구

8번출입구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표 4-10> XP-SWMM 모형의 구성

구분 주요내용 비고

유입
조건

총 유입체적 2,300㎥

유입지속시간 1시간
․ 1, 4, 5, 6번 출입구로 
균등하게 유입되는 

것으로 가정

지하철 
역사 
제원

지하 1층
․ 유입구 폭 : 5m
․ 바닥 면적 : 4,485㎡ (19.5m × 230m)
․ 높이 : 3m

지하 2층
․바닥 면적 : 4,485㎡ (19.5m × 230m)
․높이 : 3m

지하 3층
․ 승강장구간 
 - 바닥 면적 : 4,485㎡(19.5m × 230m)
 - 높이 : 3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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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석결과

XP-SWMM 모형을 적용하여 오목교역사 내부 침수예상분석 결과, 지하 1, 2층

은 물이 유입되는 초반에 약간의 침수심이 발생하 으나, 곧바로 지하 3층으로 물

이 모두 빠져나갔으며, 지하 3층의 예상 침수심은 0.4m로 나타났고, 흐름이 종료된 

최종 침수시간은 침수 후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침수도달시간은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물이 유입된 후 지하 1층까지 10분 이내

으며, 지하2층에 최초로 도달된 시간은 약 20분, 지하 3층까지 최초로 도달된 시간

은 약 25분이었으므로, 지하철 출입구로 물이 유입된 후 최소 25분 이내에 대피를 

해야 할 것이다.

<표 4-11>은 XP-SWMM 모형의 적용에 의한 오목교역사 내부 침수예상분석 

결과를 나타내며, <그림 4-16> ∼ <그림 4-18>는 시간별 침수상황을 나타낸 그림

이다.

<표 4-11> XP-SWMM 모형의 적용결과

구분 적용결과

지하 3층
․ 총 침수체적 : 2,215㎥
․ 최대 예상 침수심 : 0.4m
․ 침수시간 : 약 1시간 30분

지하 2층 ․ 초기에 일부 침수되나, 지하 3층으로 물이 모두 빠져나갔다.

지하 1층
․ 지하철 출입구로 물이 들어올 때 일부 침수되다가 10분 이내에 모두 
지하2층으로 물이 빠져 나갔다.

 주) 침 수 시 간  : 침수 시작시각부터 침수 종료시각까지의 시간
     침수도달시간 : 각 층에서 최초침수가 시작되는 시각까지 걸리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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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오목교역사 내부 침수종료 후 침수상황 

지하1층

지하2층

지하3층

침수심

<그림 4-17> XP-SWMM에 의한 오목교역사 내부 침수예상 분석결과(흐름단면)

각 지점에서의 시간에 따른 침수상황 및 침수심

지하
1층

b11 b12 b13 b14

b15 b16 b17

침수시작 10분 경과(시간변화에 따른 수위변동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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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계속>

각 지점에서의 시간에 따른 침수상황 및 침수심

지하
2층

b21 b22 b23 b24

 침수시작 10분 경과

침수시작 30분 경과

침수시작 1시간 30분 경과

지하
3층

b31 b32 b33 b34

침수시작 10분 경과

침수시작 30분 경과

침수심

침수시작 1시간 30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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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XP-SWMM에 의한 오목교역사 내부 침수예상 분석결과(종단면도) 

지하 1층의 침수상황

유입
10분

b11 b12 b13 b14

b15

b16 b17

유입
30분
경과

지하 1층

유입
1시간 
30분 
경과

지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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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계속>

지하 2층의 침수상황

유입
10분 b21 b22 b23 b24 b25

지하 2층

유입
30분
경과

지하 2층

유입
1시간 
30분 
경과 지하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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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계속>

지하 3층의 침수상황

유입
10분

b31 b32 b33 b34 b35

지하 3층

유입
30분
경과

지하 3층

유입
1시간 
30분 
경과

지하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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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분석 결과

경험식과 XP-SWMM을 이용하여 오목교역사 내부 침수예상분석결과 경험식에 

의한 예상 침수심은 0.53m, XP-SWMM 모형을 적용한 경우 예상 침수심은 0.4m로 

나타났으며, 각 방법의 장․단점과 가정 사항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두 값

의 평균값인 0.47m를 최종 오목교역사 내부 예상침수심으로 산정하 다.

오목교역사 내부 침수시간은 물의 흐름 양상을 표현할 수 있는 XP-SWMM에 

의해서만 산정 할 수 있으므로 XP-SWMM의 결과인 1시간 30분으로 결정하 다.

본 장에서 산정한 오목교역사 내부 최종 예상침수심과 침수시간 결과를 이용하

여 5장에서 지하철역사 침수방지시설별 검토기준설정 과 시민대피체계 수립에 활용

하 다.

<표 4-12> 오목교역사 내부 침수예상 최종 분석 결과

최종 분석 결과 비고

예상 침수심

․ 0.47m
 - 경험식 : 0.53m
 - XP-SWMM : 0.4m

․ 최종 침수심은 경험식과 
XP-SWMM의 결과를 평균한 
결과 이용

지하철역사 
내부침수시간

․ 1시간 30분
 - XP-SWMM결과 이용



제1절  지하철역사 침수방지시설별 검토기준 설정

제2절  지하철역사 시민대피체계

제Ⅴ장  지하철역사 침수방지시설별 
검토기준설정 및 시민대피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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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교역사 주변 및 내부 침수예상분석을 통하여 오목교역사 침수방지시설에 대

한 보완내용을 제시하 으며, 이를 통하여 서울시 지하철역사 침수방지시설별 검토

기준을 설정하 다. 또한 오목교역사 사례를 통하여 서울시 지하철역사 내부 침수

에 대한 대피기준 및 대피경로의 설정과 정보전달체계를 설정하여 시민대피체계를 

수립하 다.

제1절 지하철역사 침수방지시설별 검토기준 설정

1. 오목교역사 침수방지시설 현황 및 검토의견

1) 출입구 침수방지턱의 높이

(1) 현황

지하철에서 침수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를 통하여 지상

의 물이 지하로 유입되어 침수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출입구에는 침수방지턱을 설

치하여 침수를 방지하며, 방지턱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방수판을 설치하고 있다. 오

목교역사의 출입구 침수방지턱은 8개의 모든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출입구 침

수방지턱 현황은 <표 5-1>, <그림 5-2>와 같다.

오목교역사의 출입구 침수방지턱 설치 현황은 2번 출입구를 제외하고 모두 2단

으로 침수방지턱의 높이는 25cm이다.

제Ⅴ장 
지하철역사 침수방지시설별 검토기준설정 

및 시민대피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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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오목교역사 출입구 및 주변현황

<표 5-1> 오목교역사 출입구 침수방지턱 현황

출입구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계단수 2단 4단 2단 2단 2단 2단 2단 2단

방지턱
높이

25cm 90cm 25cm 25cm 25cm 25cm 25cm 25cm

<그림 5-2> 오목교역사 출입구 및 침수방지턱 현황

<1번 출입구> <2번 출입구> <3번 출입구> <4번 출입구>

<5번 출입구> <6번 출입구> <7번 출입구> <8번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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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의견

오목교역사 출입구 침수방지턱의 설치 높이 및 설치 위치 등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 5-2> 오목교역사 출입구 침수방지턱 검토의견

검토의견 세부 내용

침수방지턱 
설치 높이

․예상침수심(50cm)에 대한 침수방지턱 높이 설치

 - 오목교역사 주변은 외수의 대한 침수피해가 발생한 적은 없었으나 
내수에 대하여 침수피해(‘98년, ’01년)가 발생되었던 지역이므로 
최소한 내수에 대한 예상 침수심 50cm에 대하여는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침수방지턱을 설치해야 할 것임.

침수방지턱 
설치 위치

․하천인접 저지대 위치 출입구 침수방지턱 보강
 - 특히, 하천에 인접하여 있고, 저지대인 4, 5, 6번 출입구는 도로보다는 

다소 높은 위치에 있으나 반드시 침수방지턱을 보강해야 함.

기타대책

․모래주머니 및 방수판 비치
 - 외수에 대해서는 하천범람 및 제방붕괴 등 극한 상태를 
가정하 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현재 준비하고 시행중인 
이동용 방수판과 모래주머니를 이용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임.

2) 환기구 

(1) 현황

지하철 출입구와 함께 지하철 침수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환기구는 예상침

수고보다 높은 지점에 설치하거나 차수판설치와 같은 침수방지대책을 반드시 실시 

하여야한다

오목교역사에는 지면형 2개소, 탑형 4개소로 총 6개의 환기구가 있으며 그 현황

은 <표 5-3> 및 <그림 5-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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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오목교역사 환기구 현황

환기구 
위치

3번출입구 4번출입구 5번출입구 6번출입구 7번출입구 8번출입구

높이 0.6m 0.6m
1.35m

구체: 0.45m
투시차수벽 :0.9m

1.2m 1.3m 1.2m

유형 지면형 지면형
탑형

(투시차수벽설치)
탑형 탑형 탑형

<그림 5-3> 오목교역사 환기구 현황

<3번 출입구> <4번 출입구> <5번 출입구>

<6번 출입구> <7번 출입구> <8번 출입구>

(2) 검토의견

오목교역사에 설치된 환기구는 전부 4장에서 분석한 역사주변 예상침수심 50cm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고, 특히 5번 출입구쪽 환기구의 경우 투시차수벽을 설치하여 

노면수 유입을 방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침수방지대책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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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수판8) 및 모래주머니

(1) 현황

지하철 출입구에 방지턱을 설치하여 지하시설내 침수를 방지하는 것이 일반적이

지만 예상침수심이 클 경우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이동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방지

턱의 적정높이 이상 설치가 어려우므로 방지턱을 넘어 유입되는 물을 차단하기 위

하여는 방수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방수판 설치가 불가피 할 경우 모래주머니를 준

비하여 비상시 활용하여야 한다.

오목교역사에서는 침수방지를 위하여 방수판, 모래주머니 및 차수문9)을 설치하

으며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4> 오목교역사 방수판, 차수문 및 모래주머니 설치 현황

방수판 모래주머니 차수문

․규격
 - 대형 : 폭 3.5m × 
높이 1m

 - 소형 : 폭 2.44m × 
높이 0.45m

․설치개소 : 총 12개
  - 8번출입구(대형 

2개(7,8번출입구용))
  - 3번출입구(대형 5, 
소형5

    (3,4,5,6,7번출입구용))

․수량
 - 총 300포 
 - 8번출입구 : 50포
 - 3번출입구 : 2개소 총 

200포
 - 비축창고 : 50포(예비 
비축용)

․규격
 - 폭 6m × 높이 3.08m
 - 모터에 의하여 

0.75m/분의 속도로 
자동개폐

 - 10.6m의 수압에 견디게 
설계

  - 현대백화점에서 설치 
및 관리

  - 인터폰을 통하여 
역사와 정보전달

8) 방수판 : 역사 출입구에 노면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되는 판 모양의 침수방지시설

9) 차수문 : 지하시설물의 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문 모양의 침수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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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오목교역사 방수판, 차수문 및 모래주머니 현황

<방수판> <모래주머니함>

<방수판 설치 훈련> <차수문>

(2) 검토의견

오목교역사 방수판, 모래주머니, 차수문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 5-5> 오목교역사 방수판, 모래주머니, 차수문에 대한 검토의견

검토의견 세부 내용

방수판의 규격

․이동성과 신속성을 고려한 방수판 크기 및 재질 결정
 - 방수판은 규격은 예상 침수심, 출입구 방지턱을 고려하 을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람이 이동하여 설치하기에는 다소 크고 
무거우므로 이동성과 신속성을 고려하여 크기와 재질을 

결정하여야 함.

방수판 및 모래
주머니 준비위치

․방수판 및 모래주머니의 준비위치를 현재 위치보다는 저지대이고 
하천과 가까운 위험한 지점인 오목교역 4, 5, 6번 출입구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 듯함.

차수문의
추가설치

․오목교역사 내부와 연결된 주변지하층에 대해 차수문의 추가설치 고려 
 - 정전 등에 대비한 수동개폐 가능 구조로 설치해야 할 것임.

모래주머니 
대체용품

․추후 모래주머니 대신 물의 흡수속도가 빠르고 모래가 필요없으며, 
비축이 편리한 아쿠아 블록과 같은 대체 물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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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아쿠아 블록 및 자동방수판

<아쿠아 블록> <자동 방수판>

4) 배수펌프, 집수정 및 배수구 역류방지

(1) 현황

지하철과 같이 지하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홍수시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지하로 유입된 물을 효과적으로 배수 시켜주는 배수펌프의 이용은 매

우 중요하다

◦ 배수펌프 현황 

현재 오목교역사에는 배수펌프가 총 7대 설치되어 있으며 세부 제원은 <표 

5-6>과 같다.

<표 5-6> 오목교역사 배수펌프 제원

분류 용량 대수 비고

지하수 22kw 3대 29.3hp

생활하수 22kw 2대

비상 2.2kw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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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수정 현황 

오목교역사에는 11.6m × 5.4m × 3.4m 규격의 집수정이 지하3층에 설치되어있

고, 집수정의 용량은 212.976㎥ 이며, 토사나 불순물 유입 방지를 위한 침사지는 설

치되어 있지 않다.

◦ 배수로 현황

오목교역사에는 주로 청소를 위해 역사 구내에 배수로를 설치하 으며, 역사 내

부로 들어온 물은 지하3층에 위치한 집수정으로 모인 후 배수펌프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며, 배수구에는 역류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그림 5-6> 오목교역사 내부 배수로 현황

<출입구 양쪽의 배수로> <지하1층 복도 배수로> <지하 3층 배수로>

(2) 검토의견

오목교역사의 배수펌프, 집수정 및 배수구 역류방지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 

<표 5-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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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오목교역사 배수펌프, 집수정 및 배수구 역류방지에 대한 검토의견

검토의견 세부 내용

배수펌프 
용량 결정

․역사내부 유입량을 고려한 배수펌프용량 결정
 - 오목교역사 배수펌프 용량 및 갯수 등의 계획시 역사내부 
유입량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할 

것이며, 이러한 검토용량 이외에 예비로 최소 1대 이상의 펌프를 
준해해야 할 것임.

비상용 펌프 ․현재 비상용으로 설치된 펌프의 용량이 작아 보임.

집수정 
침사조 설치

․집수정 내에 침사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토사나 부유물이 유입될 
수 있음.

5) 누전 및 정전방지

(1) 현황

오목교역사의 전력공급은 전력실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전기시설 직원이 관리하

고 있으며 전력실에는 누전 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역사 구내 정전시 비상전력 

시설을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그림 5-7> 오목교역사 전력실 및 콘센트 현황

<오목교역사 전력실> <오목교역사 내 콘센트> <오목교역사 내 콘센트>

(2) 검토의견

오목교역사의 누전 및 정전방지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 <표 5-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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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오목교역사 누전 및 정전방지에 대한 검토의견

검토의견 세부 내용

콘센트의 위치

․역사내부 예상침수심을 고려하여 콘센트 설치(누전방지)
 - 콘센트는 모두 덮개로 덮혀 보호되고 있고, 난간아래에 위치한 
콘센트의 경우 청소시 편의성을 위하여 바닥에서 25cm 위에 
설치되어 있음. 

 - 역사 내부 예상 침수심이 47cm이므로 이 보다 위쪽에 설치하여 
침수시 누전을 방지해야 할 것이며, 가능한 지하 3층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전력실
 침수방지대책

․전력실의 출입구문을 역사 내부 예상 침수심 47cm보다 위쪽에 
설치하고, 이동은 계단을 설치하여 이동함으로써 전력실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6) 침수피해 확산 방지대책 검토

(1) 현황

침수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지하층 계단통로와 엘리베이터 이동통로 등 지

하철역사 내부와 연결되어 피해 확산 우려가 예상되는 곳을 차단하여야 한다.

오목교역사는 1, 2, 6번 출입구가 주변건물 지하와 연결되어 주변건물의 침수에 

의한 역사내부 침수피해 확산이 우려되며, 오목교역사측은 관련건물 담당자들과 협

조체계를 통하여 침수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행중이다.

<그림 5-8> 오목교역사 내부 지하연결부 현황

1번출입구 대학학원 지하연결부 2번출입구 현대백화점 지하연결부 6번출입구 스카이락 지하연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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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계속>

1번출입구 대학학원 외부 2번출입구 엘리베이터 6번출입구 스카이락입구 모래주머니

(2) 검토의견

오목교역사의 침수피해 확산 방지대책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 <표 5-9>와 같

다.

<표 5-9> 오목교역사 침수피해 확산 방지대책에 대한 검토의견

검토의견 세부 내용

1번
출입구 쪽
대책

․지상 및 역사 연결부에 방수판 및 모래주머니 설치 필요
 - 1번 출입구는 대학학원 지하와 연결되어 있으며, 역사 
지하연결부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는 없는 실정임.

 - 오목교역사는 대학학원 측에 지하연결부를 통한 침수에 대비한 
시설설치를 요구하 으며, 대학학원측은 지상(1층)에서의 
침수방지대책을 통하여 지하층 침수를 차단할 계획이나 역사 

지하연결부에 방수판 및 모래주머니를 통한 침수피해 확산 

방지대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2번
출입구 쪽
대책

․차수문설치 운  및 지상 엘리베이터 침수 방지턱 설치

 - 2번출입구는 현대백화점 지하 및 엘리베이터 연결부로 침수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폭 6m × 높이 3.08m의 차수문을 
설치하여 운 하고 있음.

 - 지상에 위치한 엘리베이터는 높이 0.9m 6단의 침수 방지턱 계단을 
설치하여 침수에 대비하 음.

6번
출입구 쪽
대책

․지상건물(1층) 출입구 방지턱 설치 필요
 - 6번 출입구는 스카이락 레스토랑 지하부와 역사가 연결되어 
있으며, 오목교역사의 요구로 지상(1층) 출입구에 모래주머니를 
통한 침수방지대책을 실시하 으나 미비하므로, 출입구의 높이를 
올리는 등 보다 확실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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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민대피를 위한 시설 검토

시민대피를 위한 시설로는 대피경로의 지정 및 대피안내시설, 대피로의 난간설

치, 비상조명시설 등이 있다.

(1) 현황

◦ 대피경로 및 대피안내시설 

오목교역사는 역사내부 사고 및 위험상황에 대비하여 대피경로를 설정하여, 대

피안내도 및 비상조명시설과 안내표시 등을 설치하 으며, 시설현황은 <그림 5-9>

와 같다.

<그림 5-9> 오목교역사 내부 대피안내시설 현황

<오목교역사 비상대피안내도> <대피안내등> <대피안내표지>

◦ 난간 및 방송시설

지하철역사 내부로 노면수가 유입될 경우 유입수의 빠른 유속 때문에 대피시 위

험하므로 지상으로 대피시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물의 압력을 지탱할 수 있는 난간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오목교역사에는 <그림 5-10>과 같이 계단마다 기본적으로 난간이 적절한 

높이로 설치되어 있다.

지하철역사 내부에서는 외부지상의 상황전달 및 대피 방송을 위한 방송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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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 오목교 역사에는 <그림 5-9>와 같이 방송시스템을 구축하 다.

<그림 5-10> 오목교역사 내부 난간 및 방송시설 현황

난간 난간 방송용 스피커

(2) 검토의견

오목교역사의 대피경로 및 대피안내시설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 <표 5-10>과 

같다.

<표 5-10> 오목교역사 대피경로 및 대피안내시설에 대한 검토의견

검토의견 세부 내용

대피경로 및 
대피안내시설

․침수에 대한 대피경로 설정 필요
 - 대피경로와 대피안내도가 침수상황에 대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화
재에 대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침수와 화재를 고려한 대피경로 및 
대피안내도의 수정보완이 필요함.

난간 및 방송시설

․오목교역사 내부의 방송장비 및 난간 현황은 <그림 5-9>와 같이 잘 
설치되어 있음.
․지하철역사 내부에서는 외부지상의 상황전달 및 대피 방송을 위한 방
송시스템이 필요함. 
 - 정전 등에 대비하여 확성기 등을 준비해 두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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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사항

오목교역사의 지령실 침수 방지, 방재교육, 훈련 및 홍보 등 기타사항에 대한 검

토의견은 다음 <표 5-11>과 같다.

<표 5-11> 오목교역사 기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검토의견 세부 내용

지령실 침수방지

․지령실은 침수되지 않기 위하여 가급적 지상의 침수고 이상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출입문에 대한 방수대책이 필요함.
 - 오목교역사의 지령실(역무소)은 지하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별도의 방수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역사내부 침수시에도 대피 및 복구등의 활동을 위하여 지령실에 
대한 침수대책이 필요할 것임.

방재교육, 훈련 
및 홍보

․방재 훈련
 - 오목교역사는 역사직원, 공익근무요원, 청소요원 등과 합동으로 
수방훈련(1회), 방수판 설치훈련(2회), 차수문 점검(2회) 등을 
실시하 음.

 - 다양한 침수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인력배치 및 시민안내, 
대피안내방송, 정전 등에 대비한 수동조작 훈련 등을 실시하고, 
현장훈련 뿐 아니라 도상훈련 등도 함께 병행하여 함. 

․교육 및 홍보
 - 직원훈련 뿐 아니라 침수피해 사진전을 역사에서 열거나, 
안내물을 작성하여 시민에게 배포하는 등의 홍보노력도 꾸준히 

해야 할 것임.

9) 오목교역사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

오목교 역사는 침수방지턱 설치, 환기구 인상, 차수문 및 방수판 설치, 계단 난

간 설치, 방수판 설치훈련 실시 등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 지속적인 훈련과 홍보를 한다면 침수에 

안전한 지하철역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목교역사 침수방지시설 검토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5-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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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오목교역사 침수방지시설 검토내용

침수방지시설 검토내용

방지턱 보강

․ 예상 침수심 50cm에 대하여 침수 방지턱 설치 필요
 - 오목교역사 주변은 내수침수피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이므로 최소한 
내수에 대한 예상침수심 50cm에 대하여는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함.

 - 특히, 하천에 인접하여 있고, 저지대인 4, 5, 6번 출입구는 
도로보다는 다소 높은 위치에 있으나 반드시 방지턱을 보강해야 함.

환기구
․환기구는 예상 침수심 50cm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침수방지대책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음.

방수판 및 
모래주머니

․ 방수판은 이동성과 신속성을 고려하여 크기와 재질 결정
 - 방수판 규격은 예상 침수심과 출입구 방지턱을 고려하 을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사람이 이동하여 설치하기에는 다소 크고 무거운 느낌이 있어 
이동성과 신속성을 고려하여 크기와 재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방수판 및 모래주머니의 준비위치는 4, 5, 6번 출입구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 듯 함. 

 - 현재 위치보다는 저지대이고 하천과 가까운 위험한 지점인 
오목교역 4, 5, 6번 출입구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 듯 함.

차수문 설치

․ 오목교역사 내부와 연결된 주변 지하층(대학학원건물 지하, 스카이락 
지하)에 대한 차수문의 추가설치 고려가 필요

 - 정전 등에 대비하여 수동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해야 할 것임.

배수펌프 및 
집수정

․ 홍수시 역사 내부 유입량을 고려한 배수펌프 용량 결정
 - 검토용량 이외에 예비로 최소 1대 이상의 펌프를 준비해야 함.
․ 집수정 내에 침사조를 설치하여 토사나 부유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누전방지대책

․ 역사내부 예상침수심을 고려하여 콘센트 및 전력실 배치
 - 역사 내부 예상 침수심이 47cm이므로 이 보다 위쪽에 설치하여 
침수시 누전을 방지해야 할 것이며, 가능한 지하 3층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전력실의 출입구문을 역사 내부 예상 침수심 47cm보다 위쪽에 
설치하고,  계단을 설치하여 이동함으로써 전력실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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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침수방지시설 검토내용

침수피해 
확산방지대책

․ 대학학원 지하연결부(1번출입구 지하)에 대한 침수방지시설(방수판, 
모래주머니 등) 설치가 필요함.

․ 오목교역사와 연결되어있는 스카이락 레스토랑(6번출입구 지하)의 
지상(1층) 출입구에 방지턱의 높이를 올리는 등 보다 확실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대피경로 및 
대피안내도

․ 오목교역에는 대피경로와 대피안내도가 작성되어 비치되어 있으나, 
침수와 화재를 고려한 대피경로 및 대피안내도의 수정보완이 필요함.

 - 주대피경로와 함께 보조대피경로를 함께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지령실 
침수방지

․ 오목교역사의 지령실은 지하2층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령실이 
침수되지 않기 위하여 가급적 지상으로 옮기거나, 출입문 등을 예상 
침수심 보다 높은 곳에 설치하는 등 침수에 대한 대비책을 갖추어야 

할 것임.

교육 및 홍보

․ 방재 교육 및 훈련
 - 다양한 침수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인력배치 및 시민안내, 
대피안내방송, 정전 등에 대비한 수동조작 훈련 등을 실시하고, 
현장훈련 뿐 아니라 도상훈련 등도 함께 병행하여 비상시에 

당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침수피해 사진전을 역사에서 열거나, 안내물을 작성하여 시민에게 
배포하는 등의 홍보노력도 꾸준히 해야 할 것임.

2. 지하철역사 침수방지시설별 검토기준 설정

지금까지 오목교역사 주변 및 내부 침수예상분석을 통하여 오목교역사 침수방지

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검토하여 보았으며 이를 기초로, 지하철역사에서 침수방지시

설을 점검하고 보완해야할 검토기준을 설정하여 <표 5-13>과 같이 제시하 다.

지하철역사 침수방지시설별 검토를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의 침수위험도를 평가

하여 역사의 침수위험의 원인이 지형적인 것인지, 외수에 의한 것인지, 내수에 의한 

것인지, 또는 복합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 등을 사전에 파악을 해야하며, 이러한 사

전파악 자료를 바탕으로 역사의 취약특성을 고려한 침수방지시설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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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침수위험도 평가 수행후, 역사 주변 및 내부의 침수예상분석을 실시하여 

역사주변의 예상 침수심을 산정하고, 역사 내부의 예상 침수심 및 침수상황을 분석

하여 효과적인 침수방지시설의 위치, 규모 등을 결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것이다. 

<표 5-13> 침수방지시설 검토 기준 및 내용

침수방지시설 기준설정 내용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

․ 지하철역사의 침수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외수에 대비해야 할 
것인지, 내수에 대비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

․ 내수에 대비해야 할 역사인 경우에는 내수 예상 침수심을 감안한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를 결정(예상치 못한 외수에 대한 대비는 
모래주머니나 방수판 등을 준비)

 - 역사의 출입구 및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방지턱을 설,(저지대와 
하천 방향의 출입구쪽은 반드시 예상 침수심보다 높게 방지턱을 

설치

환기구 및 
채광용 창 
위치

․ 예상 침수심보다 높은 지점에 환기구를 설치하거나, 천막 등을 
이용하여 방수가 되도록 해야함.

 - 기타사항은 출입구 방지턱 높이 검토내용에 준함.

비상조명 및 
안내표시

․ 지하철역사 내부 침수시 인지가 가능하도록 비상조명과 안내표시 설치
 - 정전시 최소 1시간이상 표시가 가능해야 하며, 침수방지캡을 
설치하거나 야광판을 이용

 - 전력공급장치가 지하에 설치되었을 경우, 비상용 조명 및 안내표지 
등의 전기시설은 옥상 및 침수가능성이 적은 곳에 설치하여 운

누전 및 정전 
방지

․ 누전 차단장치 설치 및 접지
․ 콘센트 등 출력단자는 지하철역사 내부 예상 침수심 이상으로 설치
 - 지하 최하층의 경우에는 가급적 설치를 안하거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상단부에 설치하고 방수캡으로 보호해야 함.

방수판, 
모래주머니

․ 방수판 또는 모래주머니를 준비
 - 방지턱을 설치하여도 지하침수를 방지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예상치 
못한 홍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수판 또는 모래주머니를 준비

 - 방수판은 자동운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으나, 이동식인 
경우 사람이 운반하기에 적정한 규모가 되도록 크기와 재질을 결정

 - 지하철역사의 출입구 여건을 고려하여 저지대와 하천 방향의 출입구 
등 침수에 취약한 출입구에 가까운 곳을 중심으로 방수판,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

배수구 
역류방지

․ 배수구를 통한 역류방지를 위해 역류방지 밸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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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침수방지시설 기준설정 내용

배수펌프 및 
집수정 설치

․ 배수펌프, 예비배수펌프 및 집수정 설치
 - 집수정내에는 토사나 불순물 유입 방지를 위해 침사지를 설치하거나 
예비 배수펌프를 추가 설치

 - 배수펌프의 용량 결정은 반드시 역사 주변 침수예상분석을 하여 
역사내로 유입되는 유입총량을 기준으로 펌프의 용량 및 개수를 결정

침수피해 
확산 

방지시설

․ 지하층 계단통로와 엘리베이터 이동통로, 환기 등을 차단 방안
 - 대피경로가 결정되면 안전한 대피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차수문 등의 
침수확산 방지시설을 대피경로 중심으로 설치

대피경로의 
확보

․ 지하철역사 내부 침수 예상분석을 통한 대피경로 설정
 - 예상침수심 및 물의 이동경로 등 흐름특성을 파악하여 안전한 
주대피경로를 설정하고, 예상치못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조대피경로를 설정하여, 이를 도면에 도시하여 일반시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피경로를 중심으로 역사의 조명과 대피로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 
되어야 함.

․ 침수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경보방송과 함께 대피경로에 대한 
안내방송이 가능하도록 시설이 설치

경보방송

․ 경보방송 시설 설치
 - 지하철역사 시설물의 관리자는 경보방송 시설을 설치하고 정전에 
대비하여 확성기 등을 준비해 두어야 함.

 - 경보방송시설은 지상에 위치하도록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

난간 설치
․ 계단 및 탑승구, 에스컬레이터 등에 난간을 설치
 - 특히 주대피경로, 보조대피경로를 중심으로는 반드시 설치

지령실 

․ 지령실 침수방지대책
 - 침수시에도 활용하기 위하여 지상의 예상 침수심 이상 지역에 
위치해야 하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지하 최상층에 위치하도록 
해야하며, 예상 침수심 이상으로 출입구의 높이를 높여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함.

전력실, 
기계실

․ 전력실 및 기계실 침수가 되지 않는 안전한 곳에 위치

방재교육 및 
훈련

․ 평상시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침수시 대피경로, 대피장소 등을 
인지하도록 방재교육 실시

 - 유인물이나 언론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여 행동요령을 숙지
․ 지하철 침수피해 사진전 등을 역사에서 개최하는 등 시민의 경각심을 
유발시키고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는 이벤트 등을 기획

대피방송

․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 및 모의 훈련
 - 수시로 도상훈련 실시를 통해 대피경로와 근무자의 역할을 숙지
 - 대피방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한 확성기 및 정확한 비상 
연락체계의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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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하철역사 시민대피체계

1. 지하철역사 시민대피기준 설정 및 단계별 행동요령

1) 기상 및 홍수 예․경보

홍수 및 침수피해 예방과 대피상황관리를 위한 정보의 유형은 기상청에서 발령

하는 기상특보와 관할 홍수통제소 및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령하는 홍수 예․경보

가 있다.

현재 대피상황관리 및 대피행동에 관한 예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기상특보는 호

우, 태풍, 폭풍우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상특보의 종류와 발표기준은 <표 5-14>와 같다.

 

<표 5-14> 우리나라 기상특보의 종류와 발표기준

구  분 주의보 경  보

호  우 ․ 12시간 강우량이 80㎜이상 예상될 때 ․ 12시간 강우량이 150㎜이상 예상될 때

태  풍

․ 태풍의 향으로 평균 최대풍속이 
14m/s 이상의 태풍 또는 호우, 해일 
등으로 재해가 예상될 때

․ 태풍의 향으로 평균 최대풍속이 
21m/s 이상의 태풍 또는 호우, 해일 
등으로 재해가 예상될 때

폭  풍

․ 태풍 최대풍속이 14m/s 이상이고, 
이러한 상태가 3시간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또는 순간 

최대풍속이 20m/s 이상 예상될 때

․ 태풍 최대풍속이 21m/s 이상이고, 
이러한 상태가 3시간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또는 순간 

최대풍속이 26m/s 이상 예상될 때

홍수 예․경보는 하천법 제26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 홍수규모를 예측

하여 하천 연안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사전에 홍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

며, 한강에 대한 홍수예․경보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발령하며, 한강 인도교 수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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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발표한다. 홍수 예․경보 발표기준은 다음의 <표 5-15>과 같다.

<표 5-15> 홍수 예․경보 발표기준 
구분 상황기준

홍수주의보
․홍수예보 발령지점의 수위가 경계홍수위(한강 인도교수위 8.5m)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홍수경보
․홍수예보 발령지점의 수위가 위험홍수위(한강 인도교수위 10.5m)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홍수예보해제

․홍수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지점의 수위가 위험홍수위 또는 
경계홍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될 때 홍수경보 해제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어 있는 지점의 수위가 경계홍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될 때 홍수주의보 해제

 주) 홍수경보는 일단 홍수주의보로 바꾼 후 해제함을 원칙으로 함

2) 지하철역사 시민대피기준 설정

지하철역사의 경우에는 지하공간이란 특성상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대피하기 위

한 여건이 지상에 비해 훨씬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부의 기상상태, 

주변 하천수위, 인근 주택지의 침수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상황발생시 신속히 대처

해야 한다.

지하철역사의 시민대피기준은 앞에서 살펴본 기상 특보 기준 및 홍수예경․보 

기준을 고려하여 <표 5-16>과 같이 3단계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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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단계별 시민대피기준 및 상황 설정

대피
단계

기 준 상 황

준 비 
․ 기상 주의보  또는 
홍수주의보 

․ 호우, 태풍, 폭풍 주의보 또는 홍수주의보 발령
․ 집중호우의 가능성 인지
․ 주변하천의 수위상승(경계수위에 임박)

경 계
․ 기상 경보 또는 
홍수경보

․ 호우, 태풍, 폭풍 주의보 또는 홍수주의보 발령
․ 주변하천의 수위가 경계수위를 지나 위험수위에 임박
․ 역사 인근 주택지 일부 침수피해 발생

대 피

․ 지하철역사 일부 
노면수 유입 또는 

내수 침수발생

․ 외부의 기상상황은 강우 계속
․ 지하철역사 출입구로 일부 노면수가 유입되어 
침수피해 발생

․ 지하철역사 내부 배수불량으로 침수피해 발생

3) 단계별 지하철역사 직원 행동요령

시민대피기준에 따른 단계별 지하철역사 직원 행동요령 및 승객대피계획은 <표 

5-17> 및 <표 5-18>과 같다.

오목교역사 내부 침수예상분석 결과 지상으로부터 지하3층으로 최초 물 도달시

간은 약 30분이므로, 승객 등 시민들을 상황발생 후 30분 이내에 안전한 곳으로 대

피를 유도해야만 큰 동요가 없을 것이며, 최대 1시간 이내에 모든 대피행동이 이루

어져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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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단계별 지하철 직원 행동요령

단계 상황 행동요령

준비
단계

․ 기상주의보, 
홍수주의보 발령

․ 계속적인 강우 발생
․ 주변의 하천 수위 
상승

․ 전직원 비상소집
․ 순찰강화 및 침수취약지구 직원배치
․ 집중호우 등 외부기상상황에 대한 안내방송 실시
․ 관계부처 정보 수시확인(서울시 및 
자치구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시소방방재본부, 
기상청 등으로부터 강우, 수위, 피해상황 등의 정보)

경계
단계

․ 기상경보, 홍수경보 
발령

․ 계속적인 강우 발생
․ 주변 하천 수위 
위험수위에 임박

․ 인근 주택지 침수피해 
상황이 발생

․ 순찰강화 및 침수취약지구 직원배치
․ 유입우려 출입구에 방수판, 모래주머니 설치
․ 집중호우 등 외부기상상황에 대한 안내방송 실시
․ 저지대 및 하천 방향 출입구, 유입우려 출입구 봉쇄
․ 안전한 출입구 쪽으로 시민안내,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재해취약자에 대한 안전요원의 안내실시

․ 관계부처 정보 수시확인(서울시 및 
자치구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시소방방재본부, 
기상청 등으로부터 강우, 수위, 피해상황 등의 정보)

대피
단계

․ 계속적인 강우 발생
․ 주변지역 침수피해 
발생

․ 노면수 지하철 
출입구로 일부 유입

․ 역사 내부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피해 

발생

․ 외부의 상황과 침수경로를 빨리 파악해 주대피경로의 
수정 여부를 신속히 결정

․ 역사 상황 및 대피안내방송 실시(주대피경로로 안내)
․ 주대피경로 중심으로 승객 등 시민대피 
안내유도(지하 최하층 시민을 중심으로 신속한 
대피를 유도)

․ 관계부처 보고 및 지원요청
․ 인근역 전파 및 지원 요청
․ 물 유입 개소 차단 노력
․ 열차운행 중지 요청
․ 물 유입 지점으로 시민 접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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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8> 승객대피계획

구분 주요내용

열차운행 
가능시

․ 침수역 무정차 통과 실시
 - 역사내 및 전동차내 승객 안내방송 실시(열차운행 상황)
․ 역사 외부출입구 통제 및 역사내 승객 외부 출입구로 유도
 - 승객 타 교통수단 이용토록 안내문 게시
․ 시민의 교통이용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도기관(TV, 라디오, 신문)을 
통해 신속히 전파

열차운행 
불가능시

․ 침수지역 출입자 및 승객을 통제하고 경계 및 방어 조치
․ 시민의 교통 이용이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열차운행 상황을 보도기관(TV, 
라디오, 신문)을 통해 신속히 전파

․ 유관기관(서울시, 구 재해대책본부, 소방서등)과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수해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여, 응급복구와 동시에 침수원인 제거 조치

․ 응급복구 침수역사 청소 및 소독
․ 역사나 시설물 정상유지 상태 확인 및 열차운행 여부 확인
․ 최단시간내 열차 정상운행

2. 대피경로의 설정

1) 지하철역사 대피경로 설정을 위한 기본방향

지하철역사 내부 침수시 시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대피경로를 

지정해야 하며 대피경로 설정 기본방향은 <표 5-19>와 같다.

<표 5-19> 대피경로 설정 기본방향

대피경로 설정 기본방향

1
․ 대피경로는 침수예상분석을 통하여 노면수 유입 예상 출입구를 피하여 침수가 
발생하는 지점에서 떨어진, 안전한 출입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함.

2
․ 시민대피 시 혼잡이 예상되므로 보조 대피 출입구를 선정하며 대피행동에 
장애가 되는 곳은 피해야 함.

3
․ 역사 침수상황 발생시에는 출입구 밖의 침수상황을 고려하여 대피 출입구를 
수정해야 함.

4
․ 지하철역사와 주변상가와의 연결 상황, 침수방지시설 여부 등 역사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안전한 출입구를 중심으로 대피경로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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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목교역사 대피경로 선정(사례분석)

오목교역사의 대피경로는 4장 2절의 오목교역사 주변 침수예상 시나리오인 오목

교역사 1번 출입구 부근 맨홀에서 2,300㎥/시간 의 유량이 월류되어 일부는 1번출입

구로 유입되고, 나머지는 저지대인 4, 5, 6번 출입구로 유입될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역사 상황을 고려하여 주대피경로와 보조대피경로를 지정하 다.

<표 5-20> 침수예상에 따른 대피경로 설정

대피경로 내  용

주 대피경로
․ 8번출입구를 주대피 출입구로 정하고 대피경로를 설정
․ 지하 2,3층에서 8번출입구 쪽의 최단경로 설정

보조 대피경로 ․ 7번출입구를 보조대피 출입구로 지정하여 대피경로 선정

오목교역사 내부침수 예상시 노면수 유입 예상 출입구인 1번 출입구와 4,5,6번 

출입구를 제외하고 안양천에서 제일 멀리 떨어졌으며, 내수침수예상 지역에 포함되

지 않은 8번출입구를 주대피 출입구로 정하고 대피경로를 설정한다.

또한 지하철역사 내부 침수로 대피가 이루어질 때 대피인원이 많아서 주대피 출

입구로의 대피인원 집중시 신속하고 원활한 대피를 위하여 보조출입구를 지정할 필

요가 있으며, 안양천 쪽에서 반대방향이며 내수침수예상지역에서 벗어난 7번출입구

를 보조대피 출입구로 지정한다.

위에서 설정된 원칙에 따른 오목교역사의 대피경로 <그림 5-10>과 같다.

주대피 경로는 빨강색 선으로 나타내었으며 노면수 유입예상출입구를 피하여 주

대피 출입구인 8번출입구로 연결되는 최단경로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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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오목교역사 대피경로 

주대피경로

노면수유입
예상출입구

보조대피경로

주대피주대피출구출구

보조대피보조대피출구출구

노면수유입
예상출입구

3. 정보전달체계

지하철 관리자는 외부의 기상상황, 하천의 수위상황, 주변지역의 침수피해현황 

등에 대해 신속히 정보를 전달받고, 지하철역사의 상황을 전달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기상청, 자치구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시소방안전본부 등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신속히 전달받아, 대피단계(준비-경계-대피)별 상황을 판단하여, 각 단계에 맞는 행

동요령에 따라 대피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6

<그림 5-12> 지하철역사 내부침수시 정보전달체계

하천범람위험 및
지하공간 침수우려

기상청 및 펌프장
재해대책본부
구청 치수과 등

지하철 상황실

주민 및
지하철 관리자

홍수정보 전달
침수 및 피난
정보 전달 침수상황 보고

시민 대피 유도
침수 및
피난정보 전달

침수 및 피난
정보 전달

홍수정보 전달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건의

제Ⅵ장 결론 및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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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론

1. 지하공간 침수 원인 및 방지대책 수립

◦ 서울시 지하공간들의(지하철, 지하상가, 지하공동구 및 지하변전소, 지하도 

및 지하차도) 주요 침수원인은 집중호우시 하천범람과 하수관거의 월류에 의

한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 서울시 지하철역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침수방지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유역별

로 지하철역사들에 대한 침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 침수위험등급별(1∼3등

급)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지하철역사 침수위험도 평가

◦ 지하철역사 침수위험도 평가를 위해 지하철역사의 과거침수실적, 지형, 외수

위험도, 내수위험도의 4가지 평가항목을 선정한 후, 사례 분석으로 안양천유

역 25개 지하철역사들에 대한 침수위험등급을 설정하 다.

- 안양천유역 침수위험등급 평가 결과, 25개 역사 중 침수위험1등급 0개소, 침

수위험2등급 14개소, 침수위험3등급 11개소로 나타났다.

◦ 침수위험등급 평가결과(1∼3등급)에 따라 지하철역사에 대한 침수방지대책을 

다양하게 차등화해야 할 것이다.

- 침수위험1등급의 경우 침수위험이 매우 높고 그 원인도 다양해 지하철 관리

자 단독의 침수대책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하천관리자, 하수도관리자 등의 관련

기관과 부처의 협력을 통한 종합대책과 관계기관 간의 역할분담(외수, 내수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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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철역사 침수방지시설별 검토기준 설정

◦ 서울시 지하철역사들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점검 및 보완 검토기준을 제시하

기 위하여 안양천유역의 오목교역사 침수방지시설들을 검토하 다.

- 지하철역사 침수방지시설들의 보완을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의 침수위험도를 

평가하여 역사의 침수위험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

  ․역사의 침수위험의 원인이 지형적인 것인지, 외수에 의한 것인지, 내수에 의

한 것인지, 또는 복합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 등을 사전에 파악을 해야 하며, 

이러한 사전파악 자료를 바탕으로 역사의 취약특성을 고려한 침수방지시설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역사 주변 및 내부의 침수예상분석을 통한 역사주변 및 내부의의 예상 침수

심을 산정으로 효과적인 침수방지시설의 위치, 규모 등을 결정하거나 보완해

야한다.

 4. 지하철역사 시민대피체계 제시

◦ 오목교역사 내부 침수예상분석을(예상 침수심, 침수시간, 흐름방향 등) 통하

여  지하철역사의 시민대피기준 및 직원행동요령, 대피경로선정 등 시민대피

체계를 수립하 다.

- 지하철역사 시민대피기준은 준비-경계-대피의 3단계로 설정 되었으며, 각 단

계별 지하철역사 직원의 주요 행동요령들이 제시되었다.

 ․ 지하철역사의 시민대피기준은 지하공간이란 특성상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대

피하기 위한 여건이 지상에 비해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부

의 기상상태(기상 특보 기준 및 홍수예경․보 기준), 주변 하천수위, 인근 

주택지의 침수상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단계별 직원행동요령은 준비 단계에서는 홍수정보 확인 및 순찰 강화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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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경계 단계에서는 유입우려 출입구에 방수판 및 모래주머니 설치와 역사

나 안내방송을 통한 대피준비를 실시하며, 대피단계에서는 대피경로를 통하

여 시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시킨다.

- 시민대피경로는 지하철 내부 침수예상 분석 결과와 주변상가와의 연결 등 지

하철역사 특성을 고려하여 노면수 유입예상 출입구를 피하여 안전한 주대피

경로를 지정한다.

제2절 정책건의

1. 서울시 지하공간에(지하철 등) 대한 침수위험도 평가

◦ 서울시 지하철역사들의 체계적인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서울시 251개 

지하철역사 및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위험도 평가와 침수방지시설 우선 설치 

역사 선정이 필요하다.

- 지하공간 및 지하철역사의 침수위험도 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침수방지시설 

설치 기준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 개발

2. 하천변 저지대의 침수위험 지하공간(지하철 등)에 대한 체계적인 침수예상분석

◦ 지하철역사 주변지역에 대한 하천범람해석 및 내수침수분석에 의한 종합적인 

침수예상분석 필요.

- 종합적인 침수예상분석을 통한 침수방지시설 설치기준 근거를 제시하여 시설 

설치비용의 과다투자 방지 및 효과적인 침수예방 대책 수립.

- 지하철역사의 침수예상 분석을 통하여 침수경로 등을 파악하여 시민 대피기

준, 정전에 대비한 시설보안 방안, 안전대피로 설정, 정보전달체계 수립 등의 

종합적인 시민안전대피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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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공간에 대한 수치 모델 개발과 수리모형실험을 통하여 지하공간 침수의 

양상 및 흐름분석을 통하여 과학적인 침수예상분석 필요.

3. 지하공간(지하철 등) 침수방지와 관련된 제도 개선방안 수립

◦ 지하공간 대한 효과적인 침수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침수위험지역의 하천 

및 배수계통 등에 대한 관리 주체(서울시 및 구청)와 위험역사관리주체(도시

철도공사, 지하철공사)와의 상호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 서울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다중이용지하공간 설계 

시 침수방지대책에 대한 향평가 실시(안)

4. 종합적인 지하공간 방재시스템 구축

◦ 지하공간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종합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지하공간에 대한 홍수시 위험성을 시민들에 주지시키기 위하여 과거 침수실

적에 대한 침수실적도, 내수침수분석 및 하천범람분석, 이와 연계된 지하공간

의 침수예상분석 등을 통한 침수예상지도가 작성

- 홍수발생시 홍수정보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지하공간에 대

한 홍수예경보시스템 구축

- 지하공간 관리자 및 시민들에 대한 대피 교육 및 훈련 실시.

- 침수방지시설의 확충 및 침수방지사업의 실시 등을 통한 침수피해 경감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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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의 후쿠오카 홍수나 2000년의 도쿄 홍수와 같은 대규모 도시형 홍수가 최

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지하공간 침수방지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

고 있으며, 침수방지대책의 기준이 되는 침수예상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하공간

에서의 유입유량의 거동을 예측할 수 있는 수치해석 기법의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

행되고 있음.

<그림 부록 1-1> 지하철 침수분석 수리모형실험

(일본 쿄토대학 방재연구소, 2003)

부록1 일본의 지하공간 침수모형 개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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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침수지역
지하도 침수지역

지하철 침수지역

<그림 부록 1-2> 지하철 침수분석 사례

(일본 쿄토대학 방재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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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본의 지하공간 침수피해 

<표 부록 2-1> 일본의 유형별 지하공간 침수피해(2002)

구분
발생
일시

발생
지역

피해현황
최대강우
(㎜/시간)

지하철

1973 나고야 ․ 히가시야마 메조선의 침수심은 승강장에서 40㎝ 음. 80

1981 도쿄 ․ 우치사이와이쵸역(미타선) 침수 -

1985 도쿄 ․ 니시마고메역(아나쿠사선) 침수 68

1987

쿄토 ․ 카모 강으로부터 침수유량 유입 78

도쿄
․ 고탄다역(아사쿠사선) 침수 70

․ 아사쿠사-미스케역(마루노우치선) 침수 -

1999

후쿠오카 ․ 하카타역 침수 77

도쿄
․ 시부야역(한조몬선) 침수
․ 타메이케-산노(긴자선) 침수

-

2000 나고야

․ 헤이안 도리역의 침수심은 승강장에서 70㎝ 음.
․ 노나미역(사쿠라-도리선) 침수
․ 시오가마구치역(츠루마이선) 침수

93

2001 나고야 ․ 나고야역(사쿠라-도리선) 침수 -

지하상
가

1970 도쿄 ․ 야에스 지역 침수 -

1971 나고야 ․ 나고야역의 유니몰 지하상가 침수 30

1981 도쿄 ․ 신주쿠 subnard 침수심 - 30㎝ -

1982 나고야 ․ 센트럴파크 침수 33

1999 후쿠오카 ․ 하카타역 인근의 Deitos, 텐진 침수 77

2000 나고야 ․ 나고야역 인근의 유니몰, 센트럴 파크 침수 -

부록2 외국의 지하공간 침수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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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쿠오카 지하공간(지하철 및 지하건물) 침수피해

<표 부록 2-2> 후쿠오카 지하공간 침수피해

구분 주요내용

침수
원인

․ 집중호우로 인한 내수침수
 - 시간당 77㎜의 호우
․ 미카사강의 월류로 인한 외수범람

피해
현황

․ 하카타역 주변의 빌딩지하와 역구내 및 지하거리까지 홍수가 유입하여 
도시기능이 마비

 - 침수심이 1m 정도의 깊이에 도달하 으며, 역 주변지구에서의 지하시설의 
침수면적은 약 5만 ㎡가 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

 - 호우에 의한 지하침수로 인해 빌딩의 지하 1층에서 음식점의 종업원 1명이 
익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

 - 도로와 같은 높이의 5개소 환기구를 통해 홍수량이 유입되어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

<하카타역 치쿠시구 주변 침수> <하카타역 출입구 침수>

<하카타역 주변 침수>

<그림 부록 2-1> 후쿠오카 침수피해(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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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쿄 지하공간(지하철 및 지하건물) 침수피해

<표 부록 2-3> 도쿄 지하공간 침수피해

발생

일시
구분 주요내용

1999
.7.21

침수원인
․ 네리마구를 중심으로 번개를 동반한 호우발생
 - 10분간 강우량은 30㎜, 시간당 강우량은 131㎜인 폭우가 발생

피해현황 ․ 신주쿠구 니시오치아이의 빌딩 지하실에서 1명 사망

1999
.8.29

침수원인
․ 도쿄 23개구를 중심으로 한 폭우 발생
 - 시부야에서 시간당 114㎜의 강우량을 기록

피해현황

․ 시부야역(한조몬선) 침수
 - 시부야역에서는 지하철로 통하는 지하 중앙광장이 흘러든 
빗물에 의해 순간적으로 무릎까지 침수가 발생

․ 타메이케-산노(긴자선) 침수

<그림 부록 2-2> 도쿄 시부야역 침수피해(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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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카이 호우시 지하공간(지하철) 침수피해(2000)

<표 부록 2-4> 도카이 호우 지하침수 피해현황

구분 주요내용

침수
원인

․ 집중호우
․ 인근 하천의 월류에 의한 홍수량 유입

침수
피해현황

․ 헤이안도리역 침수
․ 노나미역 침수
․ 시오가마구치역 침수
․ 나고야역 인근의 유니몰, 센트럴 파크 침수

지하철 메이조선 헤이안역 선로 침수 지하철 오오소네역의 지하통로 침수

지하철출입구 주변 침수 지하철출입구 수방시설 설치 

<그림 부록 2-3> 도카이 호우시 지하철 침수피해(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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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국의 지하공간(지하철 및 지하건물) 침수피해

<표 부록 2-5> 미국의 지하공간 침수피해(행자부 보고서, 2004)

발생일시 피해현황 침수원인

1992.4.13
․ 시카고 지하의 화물터널
 - 터널 전체 50마일 침수

․ 터널 중 1개에서 누수가 발생 
1992.12.2

․ 뉴욕의 해안에서 전철 및 지하철 
시스템이 침수되어 운행 중단

․ 해안에서 발생한 강력한 호우
1996.10 ․ 보스턴 Kenmore Square역 침수 ․ 홍수
2001.6.14

․ 휴스톤 공립도서관의 지하서고 침수
 - 3,000점 이상의 도서관 품목과 
서적이 피해를 입음.

․ 호우
2003.6.12 ․ Virginia Street 지하도 침수 ․ 홍수

보스턴 Kenmore square 역의 
침수피해(1996)

버지니아 지하차도 침수피해(2003)

휴스톤 공립도서관의 지하서고 침수피해(2001) 

<그림 부록 2-4> 미국의 지하공간 침수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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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타 국가의 지하공간(지하철 및 지하상가 등) 침수피해 현황

1. 체코

<표 부록 2-6> 체코의 지하공간(지하철) 침수피해(2002)

구분 주요내용

침수원인

․ 500년 빈도의 홍수
․ 침수된 5개역에서 누전으로 인해 차단문이 오작동하여 유입된 물이 
터널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하철을 완전히 침수시킴.

피해현황

․ 프라하시의 지하철을 비롯한 지하건물이 침수피해를 입음.
 - 두달 동안 도심의 3개 지하철 노선운행이 중단
 - Pinkas Synagogue 건물 내부가 2.1m까지 침수
 - 13개의 지하철역을 침수시켰으며, 연계된 지하철 시스템 노선도 마비
 - 복구비용 2억 3천만 유로 소요, 복구기간 6개월 

<프라하의 침수지역>

<Florenc  Metro 역의 침수>

<그림 부록 2-5> 체코의 침수피해(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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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만

<표 부록 2-7> 대만의 침수피해(2001)

구분 주요내용

침수원인
․ 태풍 ‘나리’의 직접 통과
 - 하루동안 강우관측 이래 최대의 강우량인 425㎜가 발생

침수피해현황

․ 대만 북부지역이 큰 피해를 입음
 - 타이페이에서 지하철과 지하상가 침수
 - 난강역의 운전실 침수로 인한 지하철 운행 중단

<그림 부록 2-6> 대만의 지하철 침수피해(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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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고시 제2005-66호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정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의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한「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31일

소 방 방 재 청 장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정 고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홍

수, 해일 등에 의한 침수취약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된 주

거 또는 저장시설, 지하상가 등 지하 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 업무담당자들이 침수방지 대책을 수립하거나 지하시설물 및 지하공간 설계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지하시설물의 침수 안정성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지하도 및 지하차도, 지하철 및 전철, 지하상가, 상시 

부록3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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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가 있는 지하 변전소, 지하공동구 등의 공공용 지하공간이나 주택 및 지하다

층 건물에 대한 유형별 침수방지를 위한 계획이나 설계시 적용한다.

제 2 장  침수방지 대책의 수립

제3조(예상침수높이의 결정)①예상침수높이는 다음 각호에 언급한 침수높이 및 

기타 침수관련 자료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지하공간의 침수방지대책 적용시 활용

하여야 한다.

1. 과거 침수실태 또는 집중호우나 이상기후에 의한 호우시 예상침수높이

2. 홍수범람위험지도가 작성되어 있다면 이에 의한 예상침수높이 

3. 하천범람 모의, 해일범람 모의 등의 침수위 분석결과

②제1항의 자료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과거의 강우기록과 침수피해, 인근주민들

의 탐문조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예상 침수높이를 추정하되 과대․과소 추정되지 않

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4조(침수방지대책 수립시 기본고려사항)①침수예상구역에 지하시설물 계획시 

지하공간 관리자는 지하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침수시 원활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침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지하공간에서 침수가 발생한 경우에 지하공간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

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침수대책 시설의 설치와 함께 원활

한 대피행동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5조(단계별 계획수립) 지하공간은 대피경로가 한정되어 있으며 침수시 외부상

황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배

수설비 등의 기능이 정지되어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공간적 특성을 고려

하고 지하공간 이용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각호와 같이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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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침수피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1. 1단계 :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

2. 2단계 : 침수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는 대책의 확보

3. 3단계 : 지하공간의 이용자수와 침수예상시간을 고려한 안전한 대피로 확보

4. 4단계 : 신속한 배수대책

제6조(침수방지 대책 포함내용) 지하시설 관리자가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방지대

책을 수립할 때에는 각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침수위험성의 사전 주지 및 계몽의 실시 

2.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정보수집 및 전달 

3. 지하공간 침수에 대비한 훈련의 실시 

4. 지하공간시설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방안 제시 

5. 침수피해 경감대책의 제시 

제 3 장  유형별 침수방지 대책을 위한 기술적 기준

제 1 절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공통 적용사항

제7조(출입구 방지턱의 높이)①출입구 방지턱의 높이는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

하고 침수 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지하공간 출입구의 침수높이를 감안하여 설정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 결정시 시설 이용자 및 차량통행 등을 감안하여 침수

높이보다 낮게 설치하는 경우 방지턱을 넘어 지하로 유입되는 물을 방지하기 위하

여 방수판 등을 설치하거나 비상시 활용할 모래주머니를 준비해 놓음으로써 침수를 

지연시키거나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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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환기구 및 채광용 창 위치)지하공간과 연결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

우에는 예상침수높이 보다 높은 지점에 환기구를 설치하여 홍수시 또는 이에 상응

하는 수위발생시 환기구를 통한 물의 유입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공간, 통행자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예상침수높이보다 낮은 지점에 환

기구를 설치할 경우 방수판, 차수문 등 유입되는 물을 방지하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침수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9조(비상 조명 및 안내표시)①지하공간이 침수되어 전력공급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피에 필요한 비상 조명 및 안내 표시는 대피자가 인지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② 전력공급 장치가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하 을 경우에도 비상 조명 및 안내

표시 등은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된 소형발전기 또는 축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 및 안내표시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10조(누전 및 정전 방지)지하공간 침수시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다

음 각호와 같은 누전과 정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누전 차단장치 설치 및 접지 

2. 콘센트 등 출력단자의 지하 침수높이 이상에 설치

3. 전기공급 시설(배전반, 콘센트 등 전기시설)의 침수높이 이상에 설치

제11조(방수판, 모래주머니)①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대책으로 출입구에 방지턱을 

설치하여도 지하 침수를 완벽하게 방지하지 못하는 경우 방수판 또는 모래주머니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방수판은 자동 운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방수판 설치가 

여의치 않는 경우 모래주머니를 활용토록 하고, 모래주머니는 비상시 원활한 활용

을 위하여 충분한 양을 출입구 주변에 비축하여야 한다.

제12조(역류방지 밸브 설치)배수구 역류방지 지하시설로부터 외부로 배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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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설치한 배수구를 통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배수펌프 및 집수정 설치)지하공간내 유입된 물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배수펌프 및 집수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집수정내 토사나 불순물 유입이 

우려되는 경우 침사지를 설치하고 예비 배수펌프를 1대이상 추가하여야 한다.

제14조(침수피해 확산의 방지)침수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하층 계

단통로와 엘리베이터 이동통로, 환기구 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

다.

제15조(대피경로 확보) 지하다층 건물의 경우 외부로의 탈출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명을 갖춘 대피경로를 각호와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의 조명과 대피로의 폭 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대피처는 사전

에 숙지가 이루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2. 침수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경보방송과 함께 대피로에 대한 안내방송이 가능

하도록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경보방송)① 지하공간 시설물의 관리자는 침수 또는 침수예상시 적절한 

대피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알리기 위한 경보방송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보방송 시설이 설치된 사무소는 가능한 한 지상에 위치토록 하고 지하 

시설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CCTV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난간설치)지하도 및 지하차도, 지하상가, 지하철 및 전철에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단 및 탑승구, 에스컬레이터 등에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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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별 적용 기술적 기준

제18조(지하도 및 지하차도대피용 출입시설)① 지하도 설계시에는 홍수시 빗물

이 지하공간으로 유입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하보도 및 지하출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피를 위한 출입시설 설치시 대피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행동한계수

심을 고려하여야 하며 침수시 출입문의 개폐가 이루어지도록 개폐방향을 결정하여

야 한다.

제19조(지반 부등침하 방지)① 지하도나 지하차도의 빈번한 이용으로 인한 지반

의 부등침하가 일어나 지하수위 유입에 의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야 한다.

②홍수시 지하수위를 적절히 예측하여 지하수위에 의하여 지하시설 외부의 수압

이 증가되어 구조물을 손상시키거나 구조물내로 지하수 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제20조(지하변전소 개구부 높이 결정)①변전소의 개구부(출입구, 장비반입구, 외

부환기구)는 계획 침수높이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판, 방수문 

등으로 인하여 계획 침수높이 이상의 높이까지 폐쇄된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변전소의 경우 전력구를 통해 우수가 유입될 경우 방화문이 위치한 방화벽이 

1차 차수벽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방화문의 여닫이 방향이 변전소 방향인 경우 수

압에 의해 파손될 수 있으므로 전력구 방향으로 여는 여닫이 형식을 채택하여야 한

다.

제21조(변전소와 전력구의 연결)① 변전소와 기존 전력구와 연결은 일체식 구조

로 하여 연결부를 통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하변전소에 근무자가 상근하는 경우, 유사시에 대비한 근무자의 안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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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 관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침수방지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확인) 침수가 발생하 을 때 변전소의 

안전과 변전소내 인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적합성

과 노후도, 사용가능성에 대하여 각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하여야 한

다. 

 1. 방수문, 차수문 등 빗물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물의 작동 여부

 2. 배수설비 및 내부 수위 탐지 장치의 작동 여부

 3. 환기구, 차수벽, 장비반입구 등의 수 성 여부

제23조(지하공동구 개구부의 위치) 인원의 출입, 장비의 반입을 위한 개구부(출

입구, 장비반입구)의 설치위치는 침수위험성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개구부

의 설치시 예상침수높이 이상의 높이로 하여야 하며, 지반의 도가 높고 지하수가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

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24조(맨홀의 설치) 배수를 위한 집수정 및 배수구, 배수펌프 등을 설치하고 침

수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수판 또는 방수문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구를 통하여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도록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거나 배수구 주변의 구조물 결함

부위를 통하여 누수된 물이 시설물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수 및 지수 공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제25조(저지대내 주택 신축 억제) 저지대내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내 주택신

축은 가급적 억제하고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침수높이 이상의 여유고를 확보하

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은 건축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반지하 주택의 출입구 높이 확보) 저지대에 반지하 주택을 신축하는 경

우 출입구 높이는 예상 침수높이 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지하다층 건물 다단계 배수펌프 설치)① 지하다층 건물내 지하에 원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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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를 위해 집수정과 배수펌프를 설치하여야 하며, 집수정의 크기는 유입수량과 

펌프의 용량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침수에 대비하여 배수펌프는 수중형으로 하여야 

한다. 

②지하다층건물의 경우 침수시 펌프의 배제 유효수심을 감안하여 필요시 다단계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침수된 물을 원활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절 침수대비 피해 방지대책

제28조(지하상가 인원 및 상품보호 활동) 다양한 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상가내 

종사자들이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있는 지하상가의 경우 각호와 같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평상시의 침수예방대책

  2. 침수우려시 안전 대책

  3. 침수후 안전 및 상품 보호대책

제29조(대피경로 확보)지하상가내 침수우려가 있는 유입구에 연결되는 지상의 

출입구를 폐쇄하고 해당 출입구 이외의 통로를 준비하거나 긴급대피를 위한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적절한 대피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30조(방재훈련) 지하상가 침수시를 대비하여 상가내 거주자들이 대피에 대한 

행동요령을 인지하도록 하고, 실제 모의 방재훈련을 통하여 침수 발생시 이용객들

의 적절한 대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지하철 및 전철 지령실 침수 방지) 지하철 및 전철을 운행하는 지령실은 

침수시에도 활용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지

하철 및 전철의 지령실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조정실의 침수방지 대책을 수립하

여 침수시에도 활용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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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방재를 위한 홍보) 지하철 및 전철의 운 기관은 평상시 지하철 및 전철 

이용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 침수시 행동요령을 게시하는 등 방재를 위한 다양한 홍

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3조(대피 방송) 지하철 및 전철의 지하공간 내 대피 방송은 피해 감소뿐 만 

아니라 상황의 조기 종료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침수에 따른 여려 환경에 대비하

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대피 방송체계를 구축․운 하여야 한다.

제 4 절 기준의 적용 및 실무매뉴얼 등 작성 보급

제34조(기준의 적용)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하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적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준공검사 필증

을 교부하거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실무매뉴얼 등 작성 보급) 소방방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실무자들이 이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용 및 활용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무매뉴얼 또는 해설집 등을 작성 보급하여야 한다.

부  칙(2005.  8. 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변전소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지하

변전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

여 변경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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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하천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지하철역사 출입구(도시철도공사)

지하철
호선

지하철
역명

출입구 인근하천 출입구와 
인근하천 
높이차
(m)

역과 
인근하천
이격(직선)
거리(㎞)

번호
보도 
G.L
(m)

계단수
출입구 
E.L
(m)

하천명
(측정위치)

계획홍수위
(H.W.L)

5

오목교

1 107.850 1 108.015 

안양천
(고척교)

113.500 -5.485

0.37

2 107.850 107.850 113.500 -5.650

3 107.590 2 107.920 113.500 -5.580

4 107.378 2 107.708 113.500 -5.792

5 108.245 2 108.575 113.500 -4.925

6 107.378 2 107.708 113.500 -5.792

7 107.590 2 107.920 113.500 -5.580

8 107.930 2 108.260 113.500 -5.240

양평
1 107.940 3 108.435 안양천

(고척교)
113.500 -5.065

0.5
2 107.940 3 108.435 113.500 -5.065

장한평

1 112.910 2 113.240 

중랑천
(성동교)

117.050 -3.810

0.68

2 112.910 2 113.240 117.050 -3.810

3 112.745 2 113.075 117.050 -3.975

4 112.745 2 113.075 117.050 -3.975

5 113.075 2 113.405 117.050 -3.645

6 113.075 2 113.405 117.050 -3.645

7 113.075 3 113.570 117.050 -3.480

8 113.075 2 113.405 117.050 -3.645

군자

1 116.440 3 116.935 

중랑천
(성동교)

117.050 -0.115

0.68
2 116.440 3 116.935 117.050 -0.115

3 116.440 3 116.935 117.050 -0.115

4 116.440 3 116.935 117.050 -0.115

거여 8 113.500 1 113.665 
성내천

(몽촌펌프장)
114.000 -0.335 0.8

6

수색 5 113.515 113.515 
불광천
(증산교)

113.530 -0.015 0.08

마포구청

1 114.273 2 114.603 

홍제천
(성산2교)

114.810 -0.207

0.05

4 112.592 10 114.242 114.810 -0.568

5 112.420 10 114.070 114.810 -0.740

6 109.800 109.800 114.810 -5.010

8 114.191 2 114.521 114.810 -0.289

석계 2 118.385 2 118.715 
중랑천

(월계1교)
118.850 -0.135 0.49

부록4
지하철역사 출입구 현황

(도시철도공사, 5호선~8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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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지하철
호선

지하철
역명

출입구 인근하천
출입구와 
인근하천 
높이차
(m)

역과 
인근하천
이격(직선)
거리(㎞)

번호
보도 G.L

(m)
계단수

출입구 
E.L
(m)

하천명
(측정위치)

계획홍수위
(H.W.L)

7

마들

1 125.898 1 126.063 

중랑천
(노원교)

127.820 -1.757

0.583

2 125.898 1 126.063 127.820 -1.757

3 125.870 2 126.200 127.820 -1.620

4 125.756 1 125.921 127.820 -1.899

5 125.786 1 125.951 127.820 -1.869

6 125.870 1 126.035 127.820 -1.785

7 125.898 2 126.228 127.820 -1.592

8 125.898 1 126.063 127.820 -1.757

노원

3 124.510 3 125.005 

중랑천
(노원교)

127.820 -2.815

0.557

4 124.736 1 124.901 127.820 -2.919

5 124.736 1 124.901 127.820 -2.919

6 124.736 2 125.066 127.820 -2.754

7 124.691 1 124.856 127.820 -2.964

8 124.510 2 124.840 127.820 -2.980

태릉입구
4 118.444 1 118.609 중랑천

(월계1교)
118.850 -0.241

0.38
5 118.444 2 118.774 118.850 -0.076

먹골

1 117.063 1 117.228 

중랑천
(월계1교)

118.850 -1.622 0.559

2 117.124 2 117.454 118.850 -1.396

3 117.124 2 117.454 118.850 -1.396

4 117.124 1 117.289 118.850 -1.561

5 117.124 2 117.454 118.850 -1.396

6 117.063 1 117.228 118.850 -1.622

중화

1 116.430 1 116.595 

중랑천
(월계1교)

118.850 -2.255 0.582

2 116.430 2 116.760 118.850 -2.090

3 116.430 2 116.760 118.850 -2.090

4 116.430 2 116.760 118.850 -2.090

가리봉

2 109.300 3 109.795 

안양천
(광명제방)

114.280 -4.485 0.771

3 109.200 3 109.695 114.280 -4.585

4 109.835 109.835 114.280 -4.445

5 109.630 4 110.290 114.280 -3.990

6 109.630 109.630 114.280 -4.650

8 문정 1 117.590 1 117.755 
탄천

(탄천2교)
117.960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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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치화 기법

유‧무형의 가치나 편익을 계량화하거나 서열을 매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

으나 크게 주관적 평가법, 비용-편익 평가법, 종합적 평가법이라는 세 가지로 대별

할 수 있다. 이들 방법별로 여러 가지 기법과 지표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한다. 다만, 지역별 홍수피해특성을 계량적 지표로 나

타내기에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기 위해 각 방법별 장‧단점을 요약하면 <부록 표 

5-1>과 같다.

<부록 표 5-3> 계량화 방법별 장‧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주관적 평가
접근법

자료‧분석비용이 부족한 경우, 객관성 확보가 어려움

 환경변화를 예측키 어려운 경우, 사업의 향 파악이 곤란

 소규모투자사업으로서 결과가 대체사업과의 타당성 비교‧검정 곤란 
 분명할 때 유용 바람직한 대안 파악이 곤란 

순수주관적
판단법

향후 전망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 사업 전후 파생되는 문제점들에 

 하여 직관이 합리적일 경우에 
유리

 대한 대안수립이 곤란

대규모 공공사업에는 부적합

서 열 법
사업효과를 분류‧점수화하여 점수화 과정이 주관적이어서 

 사업의우선순위를 결정  대규모공공사업에는 부적합

델파이 법

반복수정으로 주관적 평가를 
객관화

반복과정이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

고립성‧반복성‧환류성이 특징
비용편익
평가법

금전적 가치로 계량화되므로 계량화의 한계 및 어려움

 비교가 명확함 다수의 소규모 사업은 분석에 

 많은 시간과 비용 필요

자료 : 국토연구원. 2004. 자연형하천정비를 위한 하천환경특성 분석연구.

부록5 계량적 지표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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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5-3> 계량화 방법별 장‧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종합적평가법

계획대차
대조표법

계량화가 어려운 항목도 고려 
가능함

단일지표로 나타나지 않아 
인자간의

계량‧비계량 요소를 모두 고려 
가능

 상대적 우열비교가 곤란

체크리스트
법

비용-편익법에 비해 다양한 
투자우선

부문별로 상이한 결정기준이나 
지표

 순위 결정기준을 고려할 수 있음
 를 채택할 경우에는 다른 
부문간의

계산방법 및 적용이 간편  직접적 비교가 곤란함

복합변수 
의사결정 
분석법

양적‧질적 기준이 혼재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음

신뢰할만한 자료 확보가 관건임
주관적 판단에 따름

매트릭스법 단일지표를 이용 인자간의 인과성 규명이 곤란

목표성취
행렬법

단일지표를 이용 상대적 계량화만 가능

가중치 산정과정에 정책결정자 
참여

절대적 타당성평가는 곤란

인자간의 가중치를 고려함

공조분석법 계량화된 판단기준을 이용함 여러 개의 대안비교에는 불리

자료 : 국토연구원. 2004. 자연형하천정비를 위한 하천환경특성 분석연구.

2. 표준화 방법

임의지역의 홍수피해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선정하여도 인자마다 단위나 가

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합산하여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인자 값들의 크기

와 단위에 따른 편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표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반

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표준화 방법들로는 정규분포상의 표준치 적용법, 

순위적용법, 기준치비율 적용법이 있으며, 각 방법별 장‧단점을 요약하면 <부록 표 

5-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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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5-4> 표준화 방법별 장‧단점

방    법 장    점 단    점

표 준 치
적 용 법

모든 인자에 대해 표준치를 계산하면 
서로 다른 의미의 인자를 단일한 척도 

로 효과적으로 전이시킬 수 있음

평균치 이하의 점수는 음수 값으로 
산정 되므로 별도로 처리해야 함

순    위
적 용 법

인자별 점수를 명확히 부여할 수 사업의 개수에 따라 모든 

 있음  사업대안의점수가 변할 수 있음

비율척도인 인자점수를 서열척도의

 등간격으로 전이시키면서 점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기 준 치
비    율 
적 용 법

각 인자의 비율을 설정하는 작업이 

 값을 왜곡시킬 수 있음

기준치 설정이 문제시 됨

상 한 치
내

전 이 법

한 인자 내에서는 주어진 점수와 추가된 사업의 점수가 기존 평가점수의

 동일한 비율로 적용될 수 있기  최대치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대안의

 때문에 등간척도화되지 않음  평가점수를 재계산해야 함

모든 인자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봄

자료 : 국토연구원. 2004. 자연형하천정비를 위한 하천환경특성 분석연구.

3. 가중치 산정 방법

가중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조사목적, 항목의 중요도, 체계구성 

그리고 설문조사의 용이성 등에 따라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다. 대표적인 가중치 산

정방법으로는 척도표시법, 순위척도법, 전문가에 의한 점수할당법, 다중회귀분석법, 

교환분석법, 개인질문법, 계층분석법, 컨조이트분석 등이 있다. 이들의 장‧단점을 요

약하면 <부록 표 5-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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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5-5> 가중치 산정방법별 장‧단점

방    법 장    점 단    점

척도표시법
적용이 용이함 인자간의 상대적 중요도 파악이 곤란함

질문의 표현방법에 따라 응답이 다름

순위척도법

인간의 사고방식에 적합함 순위는 우선도를 나타낼 뿐 가중치나

적용이 용이함  인자간의 상대적 중요도 파악이 곤란

우선순위에 따라 부여하는 점수 

 자체가 임의적일 수 있음

조사항목이 많으면 왜곡된 결과 도출

점수할당법

점수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균형잡힌 인자수가 증가하면 배점이 곤란함

 상대적 중요도의 도출이 가능 인자의 측정단위, 상한과 하한, 과제의

가중치 도출이 신속‧용이함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함

다중회귀
분석법

작성자의 저항감이 없음 다수의 프로필을 준비해야 함

프로필의 설계와 구성이 곤란

개인질문법

전문가 방법보다 다양성 확보가 가능 설문자 수가 많고, 시간도 많이 소요

대상자의 의식측정을 기초로 하는 국민적 이해가 어려운 내용에는 

 계량심리학적인 방법  적용이 곤란함

보편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음

교환분석법 이론적 타당성을 잘 갖추고 있음 질문과 응답에 많은 시간과 노력 필요

계층분석법

숫자를 지표로 사용하므로 인자들의 조사방법이 까다롭고, 긴 시간이 필요

 향을 상대적 크기로 표시 가능 전문가집단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하는

대안별로 종합적인 비교‧검토가 가능  것이 바람직
판단의 적합성 검토가 가능

컨조이트 통계분석 프로그램의 이용이 가능

자료 : 국토연구원. 2004. 자연형하천정비를 위한 하천환경특성 분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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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derground spaces(Subway, underground Shop, underground transformer 

station and underground driveway) in Seoul were inundated by rivers's overfloods and 

the overflow of sewer systems.  We must establish the inundation prevention  and 

evacuation systems of underground spaces in Seoul by evaluating the risk of 

inundation for the underground spa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inundation prevention  and 

evacuation systems of underground spaces in Seoul. This study consists of four parts. 

The first part deals with the inundation damages of underground spaces and  

influencing zones of the river in Seoul. The second one discusses a flood risk 

assesment for subway stations in the An-yang basin. The third one discusses a 

inundation analysis in the Omok-gyo subway station. Finally, this study presents a 

inundation prevention  and evacuation systems of underground spaces in Seoul.



144

Table of Contents

Summary and Policy Recommendations

Chapter 1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Purpose

2. Scope 

3. Process

Chapter 2  Major inundation damages of underground spaces and  influencing zones 

of the river in Seoul

1. The states of underground spaces inundation damages and causes in seoul

2. Inundation prevention plan in seoul

3. The states of underground spaces inundation damages in foreigncountry

4. Influencing zones of the river in Seoul

Chapter 3  Flood risk assesment for subway stations in the An-yang basin

1. Method of flood risk assesment

2. Flood risk assesment for subway stations in the An-yang basin

3. Setting the flood risk grades for subway stations in the An-yang basin

Chapter 4  Inundation analysis in the Omok-gyo subway station

1. Inundation analysis around the Omok-gyo subway station

2. Inundation analysis in the Omok-gyo subway station

Chapter 5  Inundation prevention  and evacuation systems of subway station in 

Seoul

1. Investigation standard of inundation prevention in the subway station 

2. Evacuation systems of subway station

Chapter 6  Conclusions and policy proposal

1. Conclusions

2. Policy proposal



145

• References

• Appendices



시정연 2005-R-41

서울시 지하공간 침수방지대책

- 지하철 침수방지대책을 중심으로 -

발 행 인 강 만 수

발 행 일 2005 년   월   일

발 행 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전화 (02)2149-1292  팩스 (02)2149-1319

값 0000원     ISBN 00-0000-000-0-0000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개요
	제2절 주요 연구내용
	제3절 연구체계

	제2장 지하공간 관련 현황 및 하천영향권
	제1절 서울시 지하공간 침수피해현황 및 원인 
	제2절 서울시 지하공간 수방계획 현황
	제3절 외국의 지하공간 침수피해 사례 및 침수방지대책
	제4절 서울시 지하공간들의 하천영향권 현황

	제3장 지하철역사 침수위험도 평가(안양천유역 사례분석)
	제1절 대상유역 선정 및 침수위험도평가 방법
	제2절 평가항목별 침수위험도 평가결과
	제3절 지하철역사 침수위험등급 설정

	제4장 지하철역사 주변 및 내부 침수예상분석(오목교역사 사례분석)
	제1절 오목교역사 주변 침수예상분석
	제2절 오목교역사 내부 침수예상분석

	제5장 지하철역사 침수방지시설별 검토기군설정 및 시민대피체계
	제1절 지하철역사 침수방지시설별 검토기준 설정
	제2절 지하철역사 시민대피체계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건의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