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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MM을 이용한 춘천 거두 1지구의 LID 개념 용으로 인한 유출 감소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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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increases in impervious areas with rapid urbanization and land use changes are causing numerous hydrologic 
and environmental problems. In this study Low Impact Development (LID) was applied to investigate changes in runoff and 
peak runoff with LID plans. SWMM 5.0 was used to simulate LID Integrated Management Practices (IMPs) at study area. The 
SWMM estimated total runoff volume with conventional land use planning is (82.3%, 46.44 mm), (99%, 73.16 mm) greater 
than total runoff before urbanization, while total runoff with LID is (11.1%, 46.44 mm), (49%, 73.16 mm) greater than those 
before urbanization. With the LID adoption in land use planning, pervious area increases by 49.8% compared with that from 
the conventional urban land use planning, resulting in (32.7%, 46.44 mm), (23.6%, 73.16 mm) decrease in total runoff, and 
(32.6%, 46.44 mm), (18.5%, 73.16 mm) decreases in peak rate runoff.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indicate that peak 
rate runoff, time to peak, and total runoff can be reduced with the LID in urban land use planning because the LID secures 
pervious areas with various LID IMPs. The SWMM simulated result using design storm data and the US EPA suggested CN 
values for various LID IMPs implies that how environment-friendly urban land use planning with the LID adoption is 
importa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 urbanizing watershed. 

keywords : Curve number, Low impact development (LID), Low impact development design (LIDD), Storm water 
management model (SWMM) 

1. 서 론1)

인간은 자연 인 물 순환계를 개조하면서 발 해 왔다. 
20세기 이후 도시로 인구가 집 되면서 격한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토지 이용패턴이 변화하면서 농지, 
하천부지, 산림, 습지 등의 투수면 은 감소하는 반면 도로, 
건물, 주차장 등의 불투수 면 은 증가되고 있다. 이로 인

해 강우 시 토양으로의 침투량과 이에 따른 류량 감소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출량이 증 되고 유역 출구 까지의 

도달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한 첨두유량의 증가와 토양의 자

연정화 처리 기능의 감소로 인한 도시 비 오염원 문제, 
특히 first flush에 의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한 

불투수 면 의 증가로 인한 토양의 침투량 감소는 지하수 

함양 감소의 원인이 되어 이는 지표면의 지반 침하 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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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시키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시 더욱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건기 시인 경우는 기 유출의 반

인 감소로 인해 하천 건천화의 래 등 여러 문제 들을 

야기시키고 있다(Whittaker and Reddish, 1989). 이와 같이 

도시화된 유역에서 불투수층 증가로 인해 변경된 수문학  

역은 유역의 유출특성  오염 발생 특성에 많은 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한 물 순환계의 악 향

으로까지 이어져 환경 문제 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재산의 피해 등 여러 방면에서 그 피해의 심각성은 차 

커지게 될 것이다.
미국  선진 외국의 경우를 보면 과거에는 도시 개발로 

인한 유역의 수문학  유출 특성의 변화에 따른 문제들을 

방하기 해 유역 배수 구역의 말단 출구 이나 혹은 지

가 낮은 곳에 강우에 의해 발생된 유출수가 류될 수 있

도록 연못이나 는 물을 류시킬 수 있는 집  식 

BMP(Best Management Practices)를 설치하 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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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방법은 강우 유출수의 유속을 임으로써 상지역에

서는 개발 과 비슷한 첨두유량을 나타내지만 개발 에 

비해 유출의 지속시간과 유출량이 증가하는 문제 들을 보

여 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 들의 해결책으로  미국 

환경부에서는 국가 환경 정책으로써 LID(Low Impact 
Development)를 안 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LID란 에서 

언 한 기존의 집  식 BMP처럼 유출 발생 후에 처리를 

다루는 방식의 기법이 아닌 발생원 단계에서의 처리에 

을 맞춘 기법이다. 즉, LID란 다양한 략과 요소를 유출 

수 발생원 단계의 설계 안에 포함시킴으로서 유출수를 분산 

식으로 리하는 근방법으로(경기개발연구원, 2007) 이는 

토양의 수문학  특성을 유지･보 시켜 투수 면  비율을 

최 한 확보함으로써 기존 도시개발과 달리 유역 내 침투면

을 증가시켜 첨두유량 뿐만 아니라 홍수 도달시간, 더 나

아가 직  유출량까지도 도시 개발 이  상태의 수문학  

특성과 같도록 하는 보다 더 자연 친화 인 도시 설계 디자

인을 말하며, IMPs(Integrated Management Practice)로는 투

수성 아스팔트나 생물학  류지, 인공습지, Green roof 등
이 있다(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Washington 
D.C., 2003). 미국에서도 LID 개념을 용한 도시개발에 따

른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Dalziel and Cloak, 2006).
국토면 이 좁은 우리나라에서 인구 증가에 따른 원활한 

주택 공 을 해 농 이나 도시지역에 택지개발사업  

신도시 개발 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 에 있다. 우리나라

의 도시화 과정을 보면 1970년  이후 시작된 택지개발사

업은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의 공원녹지율이 낮은 반면, 개
발 도는 지역과 계없이 총 도는 200 인/ha 내외, 순 

도 540 인/ha 내외로 조성되었었지만(허재완과 박헌수, 
2007), 2000년  이후 들어서는 개발 도는 낮아지고 공원 

녹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환경 친화 인 

단지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한 수단으로 보여진다

(한국토지공사, 2008a).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도시 개발 

시 녹지 환경 개선이라는 책을 사용하고 있긴 하나 이는 

주거 환경 효과로써 사람들에게 있어 새로운 택지나 신도

시의 홍보  선 일 뿐이지, 미국이나 선진외국처럼 도시

화로 인해 변경된 수문학  역으로 인한 문제 들의 

책에 한 직 인 근으로 보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따

른다. 인구의 주택공 을 해 불가피한 도시화･산업화, 최
근 각 지방에서 잇따라 시행되어지고 있는 수질오염총량

리제, 이로 인한 개발 규제의 실  문제, 높은 인구 도

로 인해 1인당 강수량이 2,705 m³으로 세계 평균 2만 

2,096 m³에 비해 12% 밖에 안 되는 실, 1990년에 들어

서는 연간 1인당 재생산 가능한 수량이 1,452 m³으로 UN
에서 ‘물 부족 국가’로 분류, 2025년에는 ‘물 기근 국가’로
까지 락할 것으로 망되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

(서형하, 2001)과 미래를 고려할 때 도시화로 인한 수문

역 변화에 따른 문제 들의 근본 인 책 마련이 시 한 

실정이다. 따라서 비록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라는 실 인 

한계가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LID 개념의 도입은 

분명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 미국  선진

외국에서 친환경  도시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LID란 개념

을 도입 용하 다. 하지만 우선 LID의 개념을 우리나라

에 용하기에 앞서 LID 용에 따른 도시의 유역 내 수

문학  유출 특성과 오염 발생 특성에 한 변화에 한 

모의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 으로 유역 내 

유출특성 분석 시 직 유출에 향을 미치는 유효우량의 

산정은 유역 내의 토지 이용이나 수문학  토양 그룹에 의

해 계산된 유출곡선지수(Runoff Curve Number, CN)를 이

용한다. 따라서 유역 내 유효우량 산정 시 일반 인 도시

화에 따른 CN을 이용하여 계산하며 LID 용 시에도 마

찬가지로 LID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설계된 투수성 아스

팔트나 생물학  류지, 인공습지, Green roof등의 IMPs의 

CN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지난 수 십여 년간 유출곡선지수

를 이용한 SWAT(Soil Water Assessment Tool), HSPF 
(Hydrological Simulation Program-FORTRAN), L-THIA 
(Long-Term Hydrologic Impact Assessment), SWMM(Soil 
Water Management Model)등의 많은 수문 모델들이  세

계 으로 개발되어 이용되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LID 개념을 용한 도시의 유역 내 수문학  유출 특

성을 모의하기 한 모델로써, 도시유역 하수 거 시스템의 

유출과 수질 모의로 가장 리 알려진 SWMM을 선정하

는데(Metcalf & Eddy Inc., 1971), 이는 다른 모형에 비하

여 다음과 같은 장 이 있기 때문이다. 
1) 서로 다른 배수구역(LID IMPs)간의 유출수 흐름 모의가 

가능,
2) 각 배수구역의 CN에 따라 침투량이 각기 다르게 평가,
3) 도시 하수 거 평가 가능  도시 유역 내 수문의 특

성 분석이 용이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SWMM을 이용하여 최근 농

에서 도시로 토지 이용이 변화된 지역에 해 1) 개발 이

과 2) 기존 도시개발계획에 의한 개발, 그리고 3) LID 
개념을 용한 개발 시 유역 내 강우-유출수에 따른 총 유

출량, 유출지속시간, 그리고 첨두유량의 변화를 모의, 분석, 
평가하여 도시개발 시 LID 개념을 용한 도시 개발 계획

의 유용성을 리 알리고자 함에 있다.

2. 연구 방법

2.1. LID의 개요  LID를 용한 유출모의

2.1.1. 도시화에 따른 문제

기존의 지나 농경지, 산림과 같은 투수면 이 도시화로 

인해 주거지나 상가, 노면포장 등과 같은 불투수 면 으로 

변화하면서 강우 시 토양 침투량  지면 류량의 감소로 

지표유출량이 증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증가된 지표 유출

량은 유역 내 작은 지류나 큰 하천에서조차도 조 하기 힘

든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 결과 하천 침식, 침 물에 의

한 하천 막힘, 수  생태계 괴, 하천 범람의 증가와 도시 

비 오염원의 하천 유출 등에 이르는 여러 문제 들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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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the hydrologic response with conventional and LID development (Department of Environmental 
Resources, 1999).

생하고 있다. 한 강우에 의한 유출 수는 유역 내 수질

리에까지도 악 향을 끼치고 있다(U.S. EPA, 2007).

2.1.2. LID의 개요

LID는 재 미국 환경부(U.S. EPA)에서 국가정책 상으로 

도시화에 따른 수문학  역의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문

제 들에 해 지역 내의 자연  시설과 수문학  기능을 

보존하는 계획과 설계의 통합 인 근 방법으로써 미국 

내 많은 자치 도시의 개발 법령  미국 환경부(U.S. EPA)
의 수질 리 법령을 통하여 성공 으로 수행되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 LID는 지역의 개발과 건설과

정에서 야기되는 수질악화를 감소시키기 해 더욱 필요성

이 두되고 있으며 성공 인 LID 용을 해서 실제 미

국의 도시 유역 등에서 많은 모니터링 연구가 활발히 진행 

에 있다(Dalziel and Cloak, 2006). LID란 토지 이용 계

획 시부터 개발로 인한 향을 최소화한 디자인 기술이다. 
즉, LID란 기존의 집  식 BMP와는 달리 발생원 단계에

서의 처리 기법으로써 유역 내의 투수 면  비율을 최 한 

확보함으로써 토양의 수문학  특성을 유지‧보 시켜 유역

의 도시화 과정 이후에도 유역의 침투 면 을 유지시켜 첨

두유량 뿐만 아니라 홍수 도달시간 더 나아가 직  유출량

까지도 도시 개발 이  상태의 수문학  특성과 같도록 하

는 보다 더 자연 친화 인 도시 설계 디자인이다(Low 
Impact Development Center, Inc., 2008). IMPs로는 투수성 

아스팔트나 생물학  류지, 인공 습지, Green roof 등이 

있다(Virginia Department of Conservation & Recreation, 
2007). 여기서 IMP란 조경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 것

으로 조경을 비 오염물질 리에 이용한다는 개념을 뜻하

며 이러한 IMPs을 이용한 LIDD(Low Impact Development 
Design)에 의한 도시설계는 강우의 보 과 류, 불투수 면

의 감소, 강우유출수의 유역 출구 까지의 도달시간의 

증가 그리고 토양의 침투량 증 로 강우 유출수의 감소와 

도시 유역 내 지하수의 함량 증가를 가져온다(Coffman, 
2000). 그리고 한 LIDD 설계는 불투수 지표면에 있는 

먼지, 쓰 기 등이 강우 시 강우 유출 수에 의해 쓸려 수

체에 흘러 들어가 수체 오염의 한 원인이 되는 도시 

비 오염원에 해서도 도시개발 이  토양 침투와 같은 

자연 정화처리작용으로 기존 도시 개발 시보다 효과 이다. 
그리고  다른 도시 비 오염원에 한 책으로 생물학

 류지나 식물 습지 등에 의한 자연정화 처리 과정도 

들 수 있는데, 바로 이 생물학  류지나 식물 습지가 

바로 LID에 의한 IMPs의 활용 의 일부분이다(Department 
of Environmental Resources, 1999). 한 이런 식물을 이용

한 기술들의 사용은 도시비 오염원인 도시 유출수의 리 

외에도, 침투량 증 와 도시 수문특성  도시 생태계에 

미치는 향까지도 감소시킨다.

2.1.3. LID 용으로 인한 수문학  반응 특성

과거에는 도시 개발 후 유출  첨두유량 증가에 의한 

문제 들을 방지하기 해 유역 배수 구역 말단 출구 지

이나 는 지 가 낮은 곳에 강우에 의해 발생된 유출수가 

류 될 수 있도록 류지를 설치하여 강우유출수의 유속

을 이고 가능한 한 효과 으로 류, 유출될 수 있도록 

하 다. 즉 기존의 집  식 BMP는 강우 유출수의 유속을 

감소시킴으로써 개발 과 비슷한 첨두유량을 갖긴 하지만

(Fig. 1 Ⓑ) 개발  즉, 도시화 이 에 비해(Fig. 1 Ⓐ) 유
출의 지속시간과 유출량이 증가하는 문제 들을 보여 왔다. 
반면 LID는 유역 내의 투수 면  비율과 강우의 보 과 

류를 최 한 확보한 도시 설계이기 때문에 강우 시 투수

층에 강우 유출수의 침투량 증가와 지표 류증가로 인한 

강우 유출수 감소로 첨두유량 뿐만 아니라 유출의 지속시

간과 유출량 한 기존 도시 개발‧계획에 비해 감소된다. 
그러므로 LIDD 도시설계에 의한 수문 그래 (Fig. 1 Ⓒ)는 

기존 도시 개발‧계획 수문 그래 (Fig. 1 Ⓑ)에 비해 도시

화 이  수문 그래 (Fig. 1 Ⓐ)와 비슷한 분포 경향을 보

이는 것을 알 수 있다.

2.1.4. LID IMPs을 고려한 유출곡선지수

그 동안 유역에서의 유출량 평가를 해 CN 방법이 

리 활용되어 왔다. CN이란 총 우량으로부터의 직 유출에 

한 잠재력을 나타낸 것으로써 침투율, 증발율 토양수분, 
지체시간, 강우강도, 온도 등의 인자에 향을 받으며, NRCS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에서는 토지 이용 

상태, 수문학  토양군, 피복 도에 따라서 CN을 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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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urve number for various LID IMPs and hydrologic soil group (U.S. EPA, 2008)
IMPs No LID LID IMPs No LID LID

Imp. Driveway 98/98/98/98 　 Imp. Sidewalk 98/98/98/98 　

Per. Driveway 　 70/80/85/87 Per. Sidewalk 　 70/80/85/87
Imp. Parking lot 98/98/98/98 　 Imp. Street 98/98/98/98 　

Per. Parking lot 　 46/65/77/82 Per. Street 　 70/80/85/87
Imp. Patio 95/95/95/95 　  -Swales Street 　 76/85/89/91
Per. Patio 　 76/85/89/91  -Both Street 　 61/75/83/87
Imp. Roof 95/95/95/95 　 Wood 36/60/73/79
Green Roof 　 85/85/85/85 Lawn 49/69/79/84
 　 　 Bioretention 15/20/35/40

Fig. 2. Resume of SWMM (Metcalf & Eddy Inc., 1971).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Table 1은 미국 환경부에서 제시

한 LID IMPs 별 CN(U.S. EPA, 2008)을 보여 다.

2.1.5. SWMM을 이용한 유출 해석

SWMM은 1971년 미국 EPA의 지원 아래 Metcalf & 
Eddy, Florida 학,  Water Resources Engineers와의 공

동 연구로 도시유역 하수 시스템 내의 유량과 수질을 모의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델로써 월류, 배수, 압력류(sur-
charge)등으로 인한 수리학 인 향을 고려할 수 있으며, 
여러 류시설  수리 구조물에 한 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정교한 모델이다. 한 도시유역의 유출  오염원 

배출 상의 정량  평가에 이용될 수 있다. SWMM의 유

출 모의는 크게 소 배수구역  로요소 두 가지로 나

어지는데, 소 배수구역에서의 유출은 강우와 융설로부터의 

유입  증발과 침투로 인한 손실, 지면 류 등을 포함하

며 Runoff Block을 통해 수문 곡선  오염도 곡선이 추  

된다(이은주 등, 2005). 한 소 배수구역으로부터의 지표

류는 항상 로 는 유입구로 흐르며, 여러 갈래의 로

들은 Transport 는 Extran block을 통하여 Runoff block
에서 달되는 소 배수구역 유출로부터 수문 곡선과 오염

도 곡선을 추 한다(이종태 등, 1993). Warwick and Trade-
palli(1991)은 SWMM의 Runoff block을 이용하여 강우 시 

소유역의 유출량과 수질에 한 용성을 검토하 고, 
Tsihrintzis and Hamid(1998)은 SWMM을 이용하여 도시의 

토지이용별 유출수질을 모의하 다. 즉 SWMM은 도시유역 

내에서 우기  건기의 지표유출과 지하수유출, 배수 망 

내의 유출량 추 , 수질모의, 오염물질에 한 처리와 비용

계산 등을 모의할 수 있는 종합 인 모형이다.
SWMM의 유출과 련된 매개변수는 수문학  매개변수

와 물리  매개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Huber and Dickin-
son, 1988). 우선 수문학  매개변수로는 투수지역과 불투수

지역의 Manning 계수, 하천  하수 거의 Manning 계수, 
투수지역과 불투수지역의 류량, 침투방정식, 그리고 소유

역의 폭이 있고 물리  매개변수로는 소 유역 면 , 불투수

면 , 소 유역 경사, 하천  하수 거의 길이･폭･깊이･경

사 등이 있다. 특히 물리  매개변수 값은 지리정보시스템

을 이용하여 정 하게 추출하는 것이 효과 이다(Maidment, 
2002). Fig. 2는 SWMM의 구성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2.1.6. LID 분석 시 SWMM 선정 이유

Fig. 3은 CN을 이용하여 강우-침투  지표면 유출, 그리

고 하수 망 해석을 할 수 있는 SWMM을 LID 분석 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기존의 

행 도시 개발 시 건물 옥상에 떨어진 빗물과 도로변 주차

장에 내린 빗물은 흘러서 자 거 도로, 그리고 인도로 흘

러가다가 마지막으로 도로의 우수받이로 흘러 들어간다. 그
러나 Fig.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LID를 고려한 도시 개

발 후에는 투수성 포장의 주차장에 내린 강우는 일부 토양 

속으로 침투되어진 후 자 거 도로로 흘러가게 되고, 한 

투수성 포장의 자 거 도로에 내린 강우도 일부 침투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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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dvantages of using SWMM for simulating runoff, infiltration, and transport at urbanized area with LID adoption.

나 흘러 최종 으로 도로 우수받이를 통하여 하수 로 내

로 유입된다. 즉, SWMM 모의 시 입력된 설계 강우에서 

각각의 투수․불 투수 배수구역의 CN에 따라 침투량이 계

산되어지며 이 침투량을 제외한 유효우량 즉 직 유출량은 

서로 다른 배수구역으로 흐르다 각 배수구역의 CN  

SWMM의 용된 투수·불 투수 지역의 Manning 계수, 지
면 류량 등의 수문학  매개변수에 의해 다시 계산되어

진다. 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 으로 산출된 직 유출

량은 우수받이로 유입되어 하수 거로 흘러들어간다. 이
듯 SWMM은 도시 유역에서 서로 다른 배수구역 간의 흐

름을 고려하면서 각 배수구역의 CN 특성에 따라 각기 다

르게 침투  유출 흐름에 한 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에 

LID 용에 한 모의 분석에 합하다고 단된다. 물론 

도시 유역 내 하수 거 시스템에 의한 유출 수문 모의가 

가능하다는 도 SWMM을 선택한 큰 이유  하나이다.

2.2. SWMM을 이용한 LID 모델링

2.2.1. 연구 상지역 선정

본 연구에서는 최근 택지조성이 완공된 춘천시 동내면 

거두 택지 개발 지구를 연구 상지역으로 선정하 다. 
상지역은 동경 127˚ 44ˊ 57. ~ 127˚ 45ˊ 20., 북  37˚ 50ˊ 
59. ~ 37˚ 51ˊ 24. 에 치하 으며,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 1 택지개발지구로 총면 은 25.2 ha이다. 춘천시 거두 

1지구는 1997년 택지조성 사업이 착수되어 2002년 말 택

지조성이 완공되었다(한국토지공사, 2008b). Fig. 4는 도시 

개발이 완료된 춘천시 거두 1지구의 치  토지 이용도

를 보여 주는 그림이고, Fig. 5는 연구 상지역의 도시화 

개발 과 후 토지이용 황을 나타내는 그래 로 도시화 

이 에는 상 지역의 87.2%가 농경지 으나, 도시 개발 

이후에는 주거지 7.9%, 상가 21.5%, 포장도로가 48.3% 로 

도시 개발에 의해 농경지 었던 지역이 건물  도로 등으

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상지역은 우리나라 

택지조성 사업에 의한 형 인 모습을 보여주는 곳으로, 
개발   개발 후 토지이용 황 자료 구축이 용이하기

Fig. 4. Location of the Geo-du 1 district at ChunCheon, 
Kangwon.

때문에, 본 연구의 목 인 LID 개념 도입에 따른 수리･수

문학  특성이 기존 행 인 도시 개발 계획에 의한 개발

보다 얼마나 친 환경 인지 보여주기 합한 지역이다. 단, 
본 연구 상지역은 택지조성 사업 시 지역의 주변 여건 

 지형 인 이유로 기존 도시 개발과 달리 류지와 같은 

집 식 BMP를 용하지 않은 지역이다.

2.2.2. SWMM의 입력자료 구축  유출 모의

본 연구에서는 시간 분포에 따른 강우 특성 분석이 용이

한 Huff 4분  법을 이용한 설계 강우를 이용하여 개발 

, 기존 개발 계획에 의한 도시 개발, LID 용으로 인한 

개발 시나리오 별 유출 특성을 분석하 다. Huff의 4분  

법은 1967년 Huff가 미국 일리노이주의 강우기록을 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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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Development (b) Post-Development

Fig. 5. Landuse status Pre/Post development.

(a) Recurrence interval of 2 year (b) Recurrence interval of 10 year

Fig. 6. HUFF design storm used in SWMM runs - duration of 120 minutes and recurrence interval of 2 year and 
10 year.

으로 분석하여 강우량의 시간  분포를 나타낸 무 차원 

시간분포 곡선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설계 강우의 시간 분

포 형으로 “지역  설계 강우의 시간  분포(건설교통부, 
2000)”에 제시되어 있는 Huff 4분  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이정규와 추 재,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uff 
4분  법을 이용하여 2년･10년 빈도 - 2시간 지속 시간, 
그리고 홍수 시를 고려하기 해서 첨두 유출량의 크기가 

가장 큰 4분  설계 강우를(서일규와 송일 , 1998) 이용하

여 유출 특성을 분석하 다(Fig. 6).
우선 연구 상지역의 도시 개발 과 개발 후 수치지형

도와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서  1:500 하수도면을 이용

하여 SWMM에 배수 구역  분류식 우수 거를 디지타

이징하여 GIS DB를 구축하 다. 한 수치지형도의 표고

과 등고선을 이용하여 생성한 수치표고모형(DEM)에서 

배수 구역의 경사를 추출하 고, 마지막으로 세부자료 등을 

추출하여 물리  매개변수 입력 자료로 이용하 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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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SG Distribution for Pre-Development (b) HSG Distribution for Post-Development

Fig. 7. Hydrologic soil group at study area.

Table 2. Suggested CN for Pre/Post/LID development 
Pre-Development Post - Development LID - Development

Land use CN Land use CN
Paddy field 88 Parking 98 77
Upland 84 Commerce 95 85
House 98 Residential 92 85
Residential 82 Bare land 91 91
Road 87 Street 98 85
Street 98 Park 79 79
Waterway 98 Sidewalk 98 85
Water 98 Bicycle path 85 85
Pasture 74 Driveway 98 85

Water 98 98
Garden 74 74
Grass 86 86
Playground 86 86
Pasture 74 74
Green roof 85

배수 구역의 유출 특성을 나타내는 수문학  매개변수들은 

국가수자원 리종합정보(http://wamis.go.kr/)에서 제공하는 

토양도와 문헌을 참고로 배수 구역의 토지이용패턴에 따라 

CN(Table 2)을 이용하여 SWMM의 침투방정식 매개변수의 

입력 자료로 사용하 다. Fig. 7은 춘천시 거두 1지구의 수

문학  토양 그룹을 나타낸 것이다. 그 외 투수･불 투수 

지역의 Manning 계수와 류량, 하천  하수 거의 Man-
ning 계수 등의 수문학  매개변수들과 수질 련 매개변

수들은 SWMM 내 구축되어있는 매개변수들을 용하 다

(Rossman, 2005).
다음으로 LID 용 시에 한 수문 모의를 해 연구

상지역에 LID IMPs  도로나 자 거 도로의 투수성 아스

팔트 포장, 인도  주차장의 투수성을 고려한 포장, 건물 

옥상의 Green roof 등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를 고려하여 

실제 바로 용되어질 수 있는 IMPs들에 해서만 고려하

다. Table 2의 LID 용 시 미국 환경부에서 제안한 

CN(Table 1)에서 연구 상지역에 용할 IMPs들의 CN 
 토양 수문 특성(Fig. 7)이 C인 CN이다. 한 Table 2에

서 화살표는 도시 개발 후 토지 이용별 CN에서 LID IMPs
에 따른 CN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상지역의 수문 특성 변화 모

의를 해 SWMM에 연구 상지역의 도시화 이 , 기존의 

도시화 이후, LID 개념을 용한 도시화 이후의 배수 구역 

 분류식 우수 을 디지타이징한 후 구축한 여러 SWMM 
입력 자료들을 이용하여 도시화로 인한 토지이용 패턴의 

변화에 한 유출 특성에 해 모의를 실시하 다. Fig. 8
은 도시화 개발 ･후, LIDD 도시 설계 시에 따른 연구

상지역의 소 배수구역  우수 망, 수로, 맨홀 등의 

SWMM 입력 자료를 구축한 그림이다. Fig. 8(a)는 도시 개

발 이 의 수치 지형도를 이용하여 토지이용  하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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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Development

(b) Post-Development

(c) LID-Development
(Flow routing from one LID IMP to the other IMP)

Fig. 8. SWMM Input data sets for Pre/Post/LID development 
plans (Flow routing between IMPs are considered for 
practical simulation of LID).

특성을 나타낸 것이며, 디지 타이징된 우수 거는 농  지

역의 농수로로서 SWMM 입력자료 구축 시 개수로로 설정

하 다. Fig. 8(b)는 기존 도시 개발 계획에 따른 연구 상

지역의 우수 망  배수 구역을 디지타이징한 것이다. 그
림의 화살표를 보면 강우 시 강우 유출수는 서로 다른 배

수구역으로, 그리고 최종 으로 유출수의 흐름이 맨홀로 연

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c) 한 LIDD를 이용

한 도시 개발 시 연구 상지역의 우수 망  배수구역

을 디지타이징 한 것으로 디지타이징된 우수 거만을 놓고 

볼 때 Fig. 8(b)와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SWMM의 수문학

 매개변수  침투 방정식 CN을 기존 행 인 도시 개

발에 따른 CN이 아닌, LID IMPs에 따른 CN을 입력하 다

는 과, 기존 배수 구역에 LID IMPs 간의 유출 흐름까지 

고려하여 설계하 다는 에서 차이가 난다.

3. 결과  고찰

3.1. 도시화에 따른 투수면 의 변화

Fig. 9는 거두 1지구의 도시 개발 과 도시 개발 후, 그
리고 LID 설계에 의한 도시개발에 따른 지역 내 투수‧불

투수 면 비의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Fig. 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개발 이 에는 투수면 이 체 면 의 90.4%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도시화 개발이후의 투수면  비율은 

17.1%로 개발 이 에 비해 73.3%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LID IMPs를 용한 도시화 개발의 경우 도시

화 개발 이 에 비해서 투수면 이 23.5% 감소하 으나, 
기존의 도시 개발 방법에 의한 개발에 비해서는 투수면

이 49.8% 증가되는 결과를 보 다. 이는 LID IMPs의 도시

설계에 의하여 기존의 도시개발 시 사용되어 오던 도로나 

자 거도로 등의 불투수성 노면 포장재를 투수성 포장재로 

체하고, 주거지나 상가, 아 트 옥상에 Green roof를 설

치함으로써 기존 도시개발 시보다 넓은 투수면 이 확보되

었기 때문이다. 단, Fig. 9의 투수면  비의 수치에서 

Green roof IMPs는 투수면 에서 제외하 는데, Green roof 
IMPs는 강우 유출수가 직  토양으로 침투가 발생되어지

는 개념의 IMPs는 아니기 때문이다. Fig. 10은 연구 상

지역의 도시 개발 ･후, LIDD에 의한 도시 설계 시에 따

른 투수･불 투수 지역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Fig. 9. Changes in Pervious / Impervious areas with urbani-
zation and LID development.

3.2. 유출량  첨두유량의 변화 분석

3.2.1. 2년 빈도 설계 강우 시 유출 특성 모의 분석 결과

상 연구지역의 2년 빈도, 2시간 지속시간 설계 강우

(46.44 mm)에 따른 유출 특성 모의 분석 결과 유역내의 

총 강우량 11,697 m³에 한 유출률과 유출량은 Fig. 11(a)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각각 도시 개발 이  유출률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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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Development

(b) Post-Development

(c) LID-Development 
Fig. 10. Landuse conversion from pervious to impervious 

with urbanization.

출량은 46.0%, 5,377.2 m³, 기존 도시 개발계획에 의한 도

시 개발 시 유출률과 유출량은 83.8%, 9,801.6 m³, LID를

(a) Recurrence interval of 2 year

(b) Recurrence interval of 10 year
Fig. 11. Runoff and runoff coefficient for Pre/Post/LID deve-

lopment plans.

용한 도시개발 시 유출률과 유출량은 51.1%, 5,975.4 m³
로 분석되었다. 도시 개발 이 에 비하여 기존 방식에 의

한 도시 개발 시 유출률은 37.8%, 유출량은 4,424.4 m³ 증
가한 반면 LID를 용한 도시 개발 시는 유출률은 5.1%, 
체유출량이 598.2 m³ 증가하는 결과를 보 다. 이를 통

하여 도시 개발 시 LID를 용할 경우에 기존 방식에 의

한 개발에 비하여 유출률이 32.7% 감소, 유출량이 3,826.2 
m³ 감소하 음을 알 수 있다.

Fig. 12(a)는 강우 시 시간 경과에 따른 유출 수문 곡선

을 나타낸 그래 로 도시 개발 이 , 기존 도시 개발방법

에 의한 도시 개발 후, 그리고 LID 개념을 도입한 도시 개

발 시 유출 특성을 한 에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첨두유

출량을 비교해보면 도시화 이  50.4 m³/min, 기존 도시 개

발 이후 169.2 m³/min, LIDD에 의한 도시 설계 시 114 
m³/min로 기존 도시 개발 계획에 의한 도시화와 LID 도입

으로 인한 도시 개발로 도시 개발 보다 각각 235.7%, 
126%의 첨두유출량 증가를 보 지만, 기존 도시 개발에 비

해서는 LIDD에 의한 도시 설계 시 첨두유출량이 32.6% 
감소하는 결과를 보 다. 

3.2.2. 10년 빈도 설계 강우 시 유출 특성 모의 분석 결과

장기재해 향평가 분석을 한 10년 빈도, 2시간 지속시

간 설계 강우(73.16 mm)에 따른 유출 특성 모의 분석 결

과(Fig. 11(b)) 도시 개발 이  유출률과 유출량은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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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currence interval of 2 year

(b) Recurrence interval of 10 year
Fig. 12. Hydrograph for Pre/Post/LID development plans.

8,679.6 m³, 기존 도시 개발계획에 의한 도시 개발 시 유출

률과 유출량은 93.8%, 17,290.2 m³, LID를 용한 도시개

발 시 유출률과 유출량은 70.2%, 12,930.6 m³로 분석되었

다. 한 도시 개발 이 에 비하여 기존 방식에 의한 도시 

개발 시 유출률은 46.7%, 유출량은 8,610.6 m³ 증가한 반

면 LID를 용한 도시 개발 시는 유출률은 23.1%, 체유

출량이 4,251 m³ 증가하는 결과를 보 다. 이를 통하여 도

시 개발 시 LID를 용할 경우에 기존 방식에 의한 개발

에 비하여 유출률이 23.6% 감소, 유출량이 4,359.6 m³ 감
소하 음을 알 수 있다.

Fig. 12(b) 유출 수문 곡선 그래 에서 10년 빈도 설계 

강우 시에 따른 첨두 유출량을 비교해보면 도시화 이  

55.2 m³/min, 기존 도시 개발 이후 301.8 m³/min, LIDD에 

의한 도시 설계 시 246 m³/min로 기존 도시 개발 계획에 

의한 도시화와 LID 도입으로 인한 도시 개발로 도시 개발

보다 각각 446.7%, 345.6%의 첨두유출량 증가를 보 지

만, 기존 도시 개발에 비해서는 LIDD에 의한 도시 설계 

시 첨두유출량이 18.5% 감소하는 결과를 보 다. 이는 개

발 이 의 총 유출량  첨두유출량은 토양침투  지면 

류 등으로 인해 매우 은 반면 도시화 이후에는 불 투

수 면 의 증가에 따른 투수 면 의 감소로 유입되는 유

출량이 도시화 이 보다 증 되고 유역 출구 까지의 도

달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한 첨두유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LID IMPs 방식을 용한 도시설계의 경우에는 기

존의 도시 개발에 비해 토양의 수문학  특성을 유지･보

시켜 투수 면  비율을 최 한 확보함으로써 유역의 침

투 면  증가로 인해 첨두유량 뿐만 아니라 홍수 도달시

간 더 나아가 직  유출량까지도 기존 도시 개발에 비해 

도시 개발 이  상태의 유출수문곡선에 더 가까운 분포를 

보 다.

4. 결 론

최근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용 패턴변화로 불 투수 면

이 증가하면서 홍수 피해, 도시 비 원오염,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들이 심각한 실정이다. 비록 우리나라에서도 녹지 

환경 개선이라는 정책으로 녹지율을 높이고 있긴 있으나, 
이는 미국이나 선진 외국처럼 도시화로 인해 변경된 수문

학  역으로 인한 문제 들의 책에 한 직 인 

근으로 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유출 발생 후에 처리를 다루는 방식의 

집  식 BMP 기법이 아닌 발생원 단계에서의 처리를 

리하는 새로운 LID 개념을 춘천 거두 1 지구 지역에 

SWMM을 이용하여 도시화 이 , 기존 도시 개발 방법에 

의한 도시개발 이후, 그리고 LID 개념의 용에 따른 도시 

개발 후로 나 어 각각의 토지이용 패턴의 변화에 따른 유

출 특성을 모의 분석하 다. SWMM 모의 결과 연구 상 

지역의 총 유출량은 도시 개발 이 에 비해 기존의 도시개

발 이후 (82.3%, 46.44 mm), (99%, 73.16 mm) 증가하 고 

LIDD 도시설계 시에는 (11.1%, 46.44 mm), (49%, 73.16 
mm)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D IMPs에 의한 도시설

계로 기존의 도시 개발 계획에 의한 도시개발 보다 투수면

이 49.8% 증가, 총 유출량이 (32.7%, 46.44 mm), (23.6%, 
73.16 mm) 감소, 첨두 유출량이 (32.6%, 46.44 mm), (18.5%, 
73.16 mm)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즉, LID에 의한 도시

설계는 기존 도시개발과 달리 토양의 수문학  특성을 유

지･보 시켜 투수 면  비율을 최 한 확보함으로써 유역 

내 침투면 의 증가로 인해 첨두유량 뿐만 아니라 홍수 도

달시간, 더 나아가 직  유출량까지도 도시 개발 이  상

태의 수문학  특성과 같도록 한다는 을 알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개발 과 후의 유출량을 실측하여 

모형의 보정  검증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으나, 설계 강

우와 미국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CN을 이용하여 도시 개발 

시 LID IMPs를 이용한 환경 친화 인 도시 계획과 설계가 

도시 수문환경에 있어 얼마나 큰 향을 미치는지 보여주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LID IMPs를 용한 도시 개발이 기존의 도시 설계에 비해 

훨씬 더 도시화 이 의 수문학  유출 특성을 비슷하게 보

여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 LID 용 시 도시 유역 

내 투수면  증가 등으로 인한 총 유출량의 감소  토양

의 침투량  식생 의 증가로 도시 비 오염원 감소, 더 

나아가 도시 지하수의 재 함양 등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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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된다. 하지만 수문 모의 분석 시 사용한 LID의 IMPs
에 한 CN은 미국의 연구 문헌 등에서 산정한 값을 이용

하여 우리나라에 그 로 용한 결과이기에 유출  수질 

감에 한 정확성을 논하기엔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따
라서 실제 LID를 우리나라에 용하기 해서는 우리나라 

실에 맞는 IMPs에 한 개발  지속 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LID 용 시 좁은 국토 면

의 한계 과 주택비 상승 등에 의한 경제 인 이유 등의 

문제로 도시화 도시개발 시 LID IMPs를 용한 도시 설계

는 어려울 것으로 망되나, 재 진행형인 택지 개발 사

업, 신 도시 개발 등의 도시화, 산업화  물 부족국가 등

을 고려해 볼 때, LID에 의한 도시 설계는 꼭 필요한 것으

로 보인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에 LID를 용하기 

해선 우리나라에 합한 LID IMPs의 개발  모니터링 

연구, 신도시  택지 개발 사업 시 도시 유출량  도시 

비 오염원의 측 분석을 한 새로운 모델  모듈의 개

발, LID 개념을 도입한 주택단지에 한 여러 가지 인센티

 제공과 같은 극 인 지원이 도입된다면, 보다 더 효

율 인 친환경 인 도시 개발이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본 연구에서 LID 분석 시 실측 강우량  실측 유

출량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의 정확성 평가를 먼  수행했

어야 하나 자료의 부족  SWMM의 장기간 분 단  모의 

한계로 인해 수행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SWMM 
LID 장기간 분 단  모의를 해 SWMM 엔진 코드의 수

정  모듈 개발을 통하여 실질 인 LID 모델링 용성 

평가 분석, 더 나아가 도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 부터 장기 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LID 용에 

따른 유출 감  수질 개선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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