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73~181-반여지구다시

1904.1.2 22:57

페이지173

G7 JPC-ATALK 300DPI 60LPI

설계·감리사례

174

반여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계획
•황원선, 나진수, 이영섭, 김 주ㅤ

182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강우 관측망 설계 방법
•노정수, 김상우

194

에너지 절약을 위한 수평 우류식 응집지 최적 설계인자도출
•김자겸, 김태현, 안용호

205

국가 및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이명훈, 김동우, 이금찬, 주용우ㅤ

220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시 소하천 구간조정 사례
•서상원, 정소영, 이진수, 이광제

232

광주비행장 콘크리트포장 노후화에 따른 유지 보수방안 및 재포장 설계 사례
•최정훈, 윤한주

242

단경간 현수교형식의 울산대교 유지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
•정용태, 권영철, 박기정, 이대규

256

탄질셰일 지역내 터널 천단 및 갱구비탈면 보강 사례
•남윤섭

273

고성토부 교대 수평변위 대책방안 연구
•남윤섭

293

압해-암태 2공구(새천년대교2) 책임감리 추진현황
•백승목, 정경근

13-173~181-반여지구다시

1904.1.2 22:57

페이지174

G7 JPC-ATALK 300DPI 60LPI

< 유신기술회보_ VOL.23

반여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계획
Installation Planning of the Multi-purpose Storage Facility
with Disaster Mitigation Measures
Since the extreme weather and torrential rain occurs frequently, steady flood control
measures have been implemented for reducing flood damage. However, Rather than
mainly reducing the flood discharge, it has been centered on river maintenance, sewage
pipes, and pump stations in order to deal with the increasing floods. These measures have
been effective in terms of disaster prevention, but flood damage has been caused in the
vicinity of rivers by increasing the flood discharge.
Such as these background, in order to fundamentally solve flood damage that occur
locally every year, we are going to introduce a multi-purpose storage facility planning with
disaster mitigation measures to reduce the inflow load of sewer and river by reducing storm
drainage in the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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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계획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기상이변과 국지성호우 등이 빈번하게 발생
함에 따라 홍수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꾸준한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치수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홍수량을
줄이기보다는 증가하는 홍수량을 처리하기 위해 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반여지구

천정비, 하수관 및 펌프장 증설을 중심으로 이루어

는 2009년 7월 15일에 발생한 호우로 지구 내 삼어

져 왔다. 이러한 치수대책은 방재적인 측면에서는

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었으며 세월교 인근

효과를 보았지만, 하천 하류의 홍수량을 증가시켜

의 주차장 및 도로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하천주변에 침수피해를 일으키고 있어 보다 나은 대
책이 요구되고 있다.

삼어초등학교의 경우 유송잡물에 의해 배수로의
유입구가 폐색되고 관거 통수능력 이상의 우수 유입

이와 같은 배경에서 매년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

으로 월류현상이 발생하여 지하주차장에 침수피해

는 수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역에서 우

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세월교 인근은 수영

수유출량을 감소시켜 하수도와 하천의 유입 부하량

강 수위의 상승에 의해 내수배제가 원활하지 못하여

을 저감시키는 대책을 적용한 반여지구 재해저감형

저지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반여지구 인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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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4년 8월 25일에 발생한 호우로 인하여

원활하지 않은 송보자유아파트 일대에 침수피해가

삼어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었으며, 세월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따라 내수배제

인근은 수영강 수위의 상승(흔적수위 EL.5.80m)

불량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는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으로 맨홀에서 역류현상이 발생하였다. 내수배제가

제기되었다.

▶ 반여지구 일대 침수피해 현황

3. 사업개요 및 범위

반여지구내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와 우
수관을 정비하여 초기 우수유출량을 저감하고 침수

반여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계획
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변에 따른
돌발성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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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
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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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업위치

주요시설물 계획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일원
•우수저류조

사업내용

: A=2,400㎡, H = 3.25m, V = 7,800㎥

•유입 및 방류암거 : 유입→(BOX 1.0×1.0@1~1.2×1.2@1), L = 181.0m
방류→(D600mm), L = 19.7m
•우수관로 개량

: 우수관로(BOX 1.0×1.0@1~1.2×1.2@1), L = 230.9m

지를 거쳐 수영강으로 자연배제되는 형상이다.

4. 주요 검토사항

과거 2009년 및 2014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

4.1 과업대상지 현황 및 과거 침수피해현황

해 현황을 모의하고자 반여지구 인근의 AWS와 부
산관측소(기상청)의 자료를 이용하여 침수가 발생한

과업 대상지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으로
서측으로 옥봉산이 위치하고 동측으로 수영강과 인

기강우 사상을 적용하여 집중호우에 대한 검토를 시
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접해 있으며, 검토 대상지에서 발생한 우수는 도심

[2009년 7월 16일 집중호우 : 1시간 78mm, 3시간 178.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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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5일 집중호우 : 1시간 75mm, 3시간 145.0mm]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Line유역은 일부 통수

년 및 50년 강우를 적용하여 현재 상태에서 하류단

능력 부족관거에 의해 일시적으로 월류현상이 발생

의 경계조건을 자연방류로 설정한 후 유출해석을 수

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영향은 미미하며,

행하였다.

B-Line유역의 경우 삼어초등학교 인근 배수로의
통수능력 부족과 하류구간 박스단면이 급축소되면
서 내수배제가 원활하지 못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C-Line유역의 경우는 ALine유역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나 월류수의 방향을
고려할 때 주로 B-Line유역의 관거에서 발생한 월
류수가 C-Line유역의 저지대로 흐르면서 침수피
해가 가중된 것으로 검토되었다.

4.2 설계강우에 대한 유출해석 결과
설계강우는「확률강우량도 개선 및 보완 연구
(2011, 국교부)」
에서 제시한 값을 채택하였으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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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의 유입구가 폐색되어 원활한 우수 유입이
어려움
② 세월교 인근 저지대는 산지유역의 주배수로
의 단면이 급축소 됨에 따라 월류가 발생하였
고, 수영강 홍수위보다 지반고가 낮아 강물이
역류하여 침수피해를 가중
③ 기강우 사상에 대한 유출모의 결과 일부 관거
의 통수능력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침수피
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

▶ 기본 방향
[50년 빈도 설계강우 적용(시간 105.3mm, 3시간 178.0mm)]

① 삼어초등학교 상류측 산지에 침사지(저류시
설) 설치 및 배수로 개선

설계 강우에 대한 유출해석 결과 지구 내 모든 침수
피해의 원인은 관거의 통수능력 부족으로 나타났으

② 통수부족 관거개량
③ 수영강 역류방지 대책 수립

며, 침수피해 양상은 기강우사상의 유출해석시와 비
슷하나 침수범위는 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우수유출 저감시설 계획
반여지구의 산지에 명장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수

4.3 침수방지대책 수립

립되어 있으며 세부계획으로 주차장 및 체육시설 등
이 조성되어 있어 불투수층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

(1) 침수피해 원인 및 기본방향

다. 이로 인해 이상강우 등 일시적인 우수가 발생할

▶ 과거 침수피해 원인

경우 삼어초등학교 일원 및 유역 말단부에 유출량이

① 산지에서 발생한 유송잡물 및 토사에 의해 배

[도시화로 인한 홍수유출 증가]

단기간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침수방지 대

[홍수방어 및 홍수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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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

상이 아닌 우수유출에 대한 저감으로 홍수방어 및

하였다.

홍수조절에 대한 기능으로 구조물적 대책의 일환이

이는 도시화로 인해 홍수유출량을 증가시키는 형

다.

▶ 계획 및 기대효과

침수방지 대책수립으로는 침사지, 저류시설 및 관

4.4 우수저류시설 상부 계획

거개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류부 유출량 집중완
화로 설계빈도 초과 강우시 하류지역의 침수피해 저
감 효과를 가진다.
- 침사지 설치로 인하여 삼어초등학교 일원의 토
사재해 방지
- 저류시설 설치로 하류부 유출량의 집중 현상 완
화로 인해 하류지역 침수피해 감소
- 상부시설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 휴게 및 체
육 공간 조성
- 저류수를 이용한 빗물 재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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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시설은 부산광역시와 협의된 명장근린공원
중 다목적구장 경계 내로 위치를 선정하였고 다목적
구장의 경계에 적합하도록 저류시설의 상부 면적을
A=2,400㎡(B40m×L60m)로 결정하였으며 주
민 교류와 친화를 위한 운동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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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언

이러한 우수유출량을 감소시켜 하류 하천의 유입
부하량을 저감시키는 대책은 근본적인 치수대책과

반여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의 목

는 다른 접근 방향이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 유역의 보수 및 저

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기상이변과 도시화로 인한

수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다

홍수피해 급증에 대해 치수대책과 더불어 근본적 대

목적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앞으로 늘어날 것으

책인 우수유출 저감사업이 적절히 수행된다면, 홍수

로 예상되는 우수유출로 인한 과도한 하도의 홍수부

및 수해에 대한 경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담을 경감시켜 수해예방 및 치수안전을 도모하며,

이와 관련된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에 대한 이해를

저류된 빗물을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하여 기상이변

돕고 향후 유사과업 수립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

과 물부족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데 있다.

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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