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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w impact development (LID) technique is relatively new concept to reduce surface runoff and pollutant loading from land 
cover by attempting to match predevelopment condition with various integrated management practices (IMPs). In this study, 
computational model for designing and evaluating LID, named LIDMOD, was developed based on SCS-CN method and 
applied at Andong bus terminal to evaluate LID applicapability and design retention/detention area for volume or peak flow 
control. LIDMOD simulated with 21 years simulation period that yearly surface runoff by post-development without LID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with LID showing about 2.8 times and LID could reduce efficiently yearly surface runoff with 
75% reduction of increased runoff by conventional post development. LIDMOD designed detention area for volume/peak 
flow control with 20.2% of total area by hybrid design. LID can also efficiently reduce pollutant load from land cover. 
Pollutant loads from post-development without LID was much higher than those from pre-development with showing 37 times 
for BOD, 2 times for TN, and 9 times for TP. Pollutant loads from post-development with LID represented about 57% of those 
without LID. Increasing groundwater recharge reducing cooling and heating fee, creating green refuge at building area can be 
considered as additional benefits of LID. At the point of reducing runoff and pollutant load, LID might be important technique 
for Korean TMDL and LIDMOD can be useful tool to calculate unit load for the case of LID application.

keywords : Green building, Low impact development (LID), Storm water management, Total maximum daily load, Urban 
design

1. 서 론1)

우리나라는 과거 수 십년 동안 좁은 국토면 에 비하여 

격하게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속한 도시화를 래하

다. 이원섭(200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의 인구 2만 이

상의 읍과 동지역 인구를 기 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도시

화율은 1960년에는 35.8%에서 2005년에는 86.5%로 해마다 

지속 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단기

간에 세계 최상  수 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도심지의 불투수층 면 비율은 다른 외국에 비해 높

으며 서울시를 기 으로 주거지는 87%, 상업지역은 92%, 
공업지역은 84%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오경두 등, 2005). 
이러한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층면 비율의 증가는 물순환 

장애를 래함으로써 많은 환경 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불투수층 면 비율의 증가는 지표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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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과 첨두유량의 증가(Jennings and Jarnagin, 2002; Leopold, 
1968), 지하수함량의 감소, 용천수 고갈 등에 의한 하천 건

천화를 래하게 되는데(Ferguson and Suckling, 1990; 
Wang et al., 2001), 우리나라의 경우 국 지방2  하천의 

482개소가 건천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환경

부, 2006). 수생태측면에서 볼 때, 불투수층면 비율의 증가

는 하천내 어류의 종 다양성과 풍부성을 감소시키며, 하천 

수로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류 미생물을 감소시키기 때문

에 불투수층면 은 하천의 건강성의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

다(Arnold and Gibbons, 1996; Dietz and Clausen, 2008).
최근 들어 지속가능한 발 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

는 가운데, 친환경 도시개발기법 에 하나인 low impact 
development(LID)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LID는 도

시지역의 강우유출수를 효율 으로 감시키기 한 비교

 최근에 도입된 새로운 개념으로 새롭게 조성될 도시에 

투수성 포장, 우수 류시설, 옥상녹화, 식생수로 등과 같은 

다양한 통합 리기법(integrated management practices, IMP)
를 설치하여 도시개발 이 의 수문상태로 되돌리려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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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지 까지 비 오염원 감소에 사용되었던 최 리기

법(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은 선개발 후조치라면 

LID는 선조치 후개발의 개념으로 수질학  측면에서는 토

지에서의 발생부하량을 원천 으로 감시키는 기법이다. 
LID 개념은 1990년  매릴랜드주의 린스 조지아 카운티

에서 최 로 사용되었다. 그 후 미국의 포틀랜드와 오래건

주를 포함한 다양한 곳에서 LID를 성공 으로 용시켜 

도시화에 따른 강우유출수를 효율 으로 조 할 수 있었다

(Main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1995). 이는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하는 많은 국

가에서 LID 개념을 성공 으로 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Prince George's County, 1999a). 우리나라에서

도 물환경 리  수생태계 보 을 한 정부의 최상  

계획이자 10년단 의 법정계획인 물환경 리 기본계획에서

도 LID와 유사한 개념인 불투수면 리를 통한 물순환구

조개선에 한 수질 책이 수립되어 이와 련된 법개정과 

지표개발, 시범 설치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유철상 등

(2008)과 김경  등(2008)은 LID의 IMPs기법 에 하나인 

빗물 류  이용에 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나 여 히 

LID 기법 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환
경부, 2006).
본 연구에서는 LID 기법의 설계  용을 하여 모델

을 개발하고 새롭게 조성될 개발지구에 하여 LID 모델

을 용함으로써 LID 용에 따른 유출량의 감효과를 

평가하고, 수질오염총량제도에 LID 기법의 용방법  

용성에 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LID 기본이론

2.1.1. LID 개요

LID는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환경 인 규제를 만족시키기 

해 자연의 수문상태를 유지시키거나 복원시키기 한 강

우유출수 리기법으로, 비교  작은 단 의 설계 기법(
를 들어 아 트 단지)이며 통합 리기법을 이용한 분포형 

조  기법(decentralized source control techniques)이다(De-
partment of Defense, 2004). LID-IMPs에는 ① 식생 류시

설, ② 건조우물, ③ 식생여과 , ④ 식생수로, ⑤ 우수받

이, ⑥ 침투도랑, ⑦ 옥상녹화, ⑧ 침투성 포장 등이 있다

(Prince George's County, 1999a). Fig. 1은 ① 자연상태의 

수문곡선과 ② 개발이 이루어진 후의 수문곡선, ③ 개발 

후 기존의 강우유출수 리기법 용시 수문곡선, 그리고 

④ LID-IMPs를 용시 수문곡선을 비교한 그래 이며 각

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Prince George's County, 1999b).
∙수문곡선 1: 개발 이  자연상태의 수문곡선으로 유출유

량  첨두유량은 서서히 증가했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수문곡선 2: 불투수층 면 비율증가에 다른 수문곡선으

로 유출유량  첨두유량은 격히 증가하고 격히 감

소하며 지체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Fig. 1. Hydrologic alteration due to site development and 
conventional and LID IMPs application (Source: 
Prince George's County, 1999b).

∙수문곡선 3: 불투수층 면 비율증가 후 유역말단의 류

지와 같은 기존의 IMPs 용에 따른 수문곡선으로 비록 

첨두유량은 감소하고 지체시간은 길어졌지만 여 히 

체 유출유량은 증가하며 유출지속시간이 증가한 경향을 

나타낸다.
∙수문곡선 4: 불투수층 면 비율증가 후 LID 용시 수문

곡선으로, 유역의 말단에 IMPs를 설치하는 기존의 집

형 조 방법에 비해 유역 상류부에 IMPs를 설치하는 분

포형 조 방법으로 인하여 총 유출유량과 첨두유량, 유
출빈도와 지속시간은 개발이 의 상태로 유지하는 경향

을 나타낸다.

2.1.2. LID 용순서

LID모델링의 가장 표 인 방법이 유출곡선식의 용이

다. Prince George's County(1999b)는 유출곡선식을 이용하

여 류지/체류지 설계에 하여 자세히 설명하 는데, 그 

계산순서는 Fig. 2와 같다. 첫째, 개발이 상태와 LID가 

용된 개발이후의 상태에 한 CN과 첨두유출도달시간을 

각각 계산하고, LID가 용된 첨두유출도달시간이 개발 이

 상태의 첨두유출도달시간과 작거나 같을 때까지 추가

인 IMPs기법을 용한다. 둘째, 설계강수량과 개발이 상

태와 LID가 용된 개발이후의 상태에 한 CN을 이용하

여 증가된 유출량 체 을 류하기 한 류지의 면 과 

비 오염 조 과 기유출 류를 한 류지 면 을 각

각 산정하여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류지 면 을 결

정한다. 셋째, 증가된 첨두유량을 류/체류시켜 개발이  

상태의 첨두유량을 유지시킬 수 있는 체류지의 면 과 

류지의 면 을 결정한다. 총 유출량 조 을 한 체류지 

면 과 첨두유량 조 을 한 류지와 체류지의 면 등을 

고려하여 최종 으로 류지  체류지의 소요 면 을 결

정한다. 
CN은 도시화가 이루어진 이후의 상태에 하여 LID 미
용시 CN과 LID 용시의 CN을 각각 산정한다. LID 미

용시의 도시화에 따른 CN은 TR-55(SCS, 1985)에서 제시한 

불투수면 비에 따른 CN값을 도출한다. 불투수층 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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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cedure to determine storage volume required for IMPs to maintain predevelopment runoff volume and peak 
runoff rate.

하여 투수층면  증가를 하여 잔디나 나무를 조성함으

로써 LID를 용할 수 있다. 토지피복 변경에 의한 LID 용

시 Table 1에 의해 토지피복별 CN값을 참조하고 식 (1)에 의

해 단일의 CN을 산정한다(Prince George's County, 1999b).

Table 1. Representative LID curve numbers

Land use/cover
Curve number for hydrologic soil group

A B C D
Impervious area 98 98 98 98

Lawn* 39 61 74 80
Woods* 32 58 72 79

Porous pavement** 76 85 89 91
Swale/garden* 35 51 63 70
Green roof* 75 75 75 75

* Source: Center for Neighborhood Technology, 2007.
** Source: Seattle Department of Planning and Development and Seattle 

Public Utilities, 2000.

 

   (1)

여기서, 는 조합된 CN, 는 각각의 토지피복에 한 

면 , 는 각각의 토지피복에 한 CN을 나타낸다. 

불투수층 면 비율이 체면 의 30% 미만이고, 불투수

층의 강우유출수가 배수로로 직 유입되지 않고 투수층을 

거쳐서 유출될 경우 식 (2)에 의해 CN을 보정한다.

 
 × ×   (2)

여기서, 는 보정된 CN, 는 투수층 면 에 의해 조

합된 CN, 는 불투수층의 면 비율, R은 불투수층의 

총면 에 한 투수층으로 강우유출수가 유입되는 불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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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omponents of Andong bus terminal
Parking lot Driveways Building Sidewalks Wood

Area (m2) 17,856.4 (66%) 3,236.5 (12%) 2,793.1 (10%) 478.3 (2%) 2717.8 (10%)

층 면 에 한 비율을 의미한다. 
첨두시간계산은 TR-55의 방법을 그 로 이용한다. 첨두

시간은 1)지표면 흐름(sheet flow)에 의한 지체시간(Tt1)과 

2)지표면 흐름의 일정한 양이 모인 흐름의 형성(shallow 
concentrated flow)에 의한 지체시간(Tt2), 3)수로에서의 흐

름(channel flow)에 의한 지체시간(Tt3)을 식 (3), (4), (5)에 

의해 각각 구한 후 식 (6)에 의해 계산되어진다.

 


  (3)

 


 (4)

 
⋅

  (5)

    (6)

여기서, n은 Manning의 조도계수, L은 흐름의 길이, P2는 

강수량, s는 흐름의 기울기, V는 평균유속, r은 경심이다.
LID 기법 용시 투수층 면  증가외의 요한 IMPs  

하나가 류지  체류지설치이다. Prince George's County
는 설계강우량별 총유출량 조 을 한 류지와 첨두유량 

조 을 한 류지와 체류지에 한 설계를 LID를 용

했을 경우의 CN과 LID를 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CN을 

이용하여 도표로써 제시하 다. 의 방법에 의해 설계된 

첨두유량 조 을 해 설계된 체류지의 면 이 총 유출량 

조 을 한 체류지/ 류지의 필요면 보다 클 경우, 하이

리드 설계를 통하여 체류지를 설계함으로써 경제성을 고

려할 수 있다.

2.2. LID 설계를 한 모델 개발

Prince George's County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LID를 설

계하기에는 한계 과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우선 산정된 

CN에 의한 유출량 산정시 CN기법을 사용하는 별도의 유

역모델 용이 필요하다. 한 총 유출량  첨두유량 조

을 한 체류지/ 류지 설계시 사용자가 직  도표를 읽어

야 한다. Fig. 3은 도표를 통한 류지/체류지 설계수심의 

를 나타내고 있으며, 체류지/ 류지의 설계수심은 내삽을 

통해 계산해야 하므로 사용자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Prince George's County
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LID를 모델링하기 해서는 CN기법

을 포함해야 하며, 복잡한 도표에 의한 체류지/ 류지 소요

면  산정에 하여 계식을 도출함으로써 모델에 의한 

수치화가 필요하다. 모델개발은 다음과 같은 작업에 을 

맞추어 수행되었다.

Fig. 3. The example of chart of detention/retention depth 
design for LID application.

∙CN기법에 의한 유출량 산정코드 개발

∙투수층 면 비율에 한 CN값과의 계식 개발

∙설계강우별 LID 용시 CN, 미 용시 CN, 총유출량 조

을 한 류지 설계면 과의 계식 도출

∙설계강우별 LID 용시 CN, 미 용시 CN, 첨두유량 조

을 한 류지 설계면 과의 계식 도출

∙설계강우별 LID 용시 CN, 미 용시 CN, 첨두유량 조

을 한 체류지 설계면 과의 계식 도출

∙설계강우별 LID 용시 CN, 미 용시 CN, 하이 리드 

설계를 통한 체류지 설계면 과의 계식 도출

2.3. 용 상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송 동에 새롭게 조성될 안동시외버스

터미 을 용 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자동차 정류장과 주

차장 그사이에 존재하는 도로에 하여 LID를 용하 다

(Fig. 4). 총 용면 은 27,083.1 m2이며 이  주정차 지역

을 포함한 주차지역의 면 은 17,856.4 m2이며, 도로 면

은 3,236.5 m2, 건물의 면 은 2,793.1 m2, 인도 면 은 

478.3 m2, 조경면 은 2,718.8 m2으로 주차장이 체면 의 

66%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면 을 나타내었다(Table 2).

2.4. 모델입력자료 구축

CN기법을 이용한 LID 모델링을 해서는 평면도와 토지

이용도, 토양배수도 등의 공간자료와 일강우자료를 필요로 

한다. 평면도의 경우 안동시청으로부터 자료 조를 얻어 캐

드 일의 형태로 취득하 다. 평면도를 이용하여 연구 상

지역의 범 를 설정하 으며, 개발이 이루어진 이후의 토지

피복도를 생성하 다(Fig. 4). LID 용의 도시개발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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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layout of Andong bus terminal.

Fig. 5. Land cover for pre-development. Fig. 6. Hydrologic soil groups of study area.

토지피복도는 Fig. 4의 개발 정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하여, Table 1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IMPs가 용 

가능한 요소를 선택하여 LID의 IMPs를 용한 토지피복도

를 생성하 다. 개발 이 의 토지이용도는 안동시청에서 제

공한 평면도 내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환경부에서 제

공하는 분류 토지피복보다 최근의 자료이기 때문에 평면

도 내에서 제공하는 개발이 의 토지이용도를 사용하 다

(Fig. 5). 토양배수도는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하는 정

토양도를 이용하 다. 일별 강수자료는 기상청에서 재 운

행 인 측정소  연구 상지역과 가장 가까이에 치한 안

동지 에 하여 1983~2006년(24년) 동안의 일별 강수자료

를 취득하 다.
CN값 산정을 해서는 토지피복도와 토양배수도를 첩

시켜 산정하 다. 개발 이 의 토지이용별 배수상태별 CN
값은 Table 3과 같이 TR-55에서 제시한 값을 사용하 으

며, LID 미 용 개발이후의 CN값은 Prince George's County 
(1999b)에서 제시한 방법인 불투수층 면 비율에 의한 CN

Table 3. CN for the combination of land use and hydrologic 
soil group

Land use/cover
Curve number for hydrologic soil group
A B C D

Load 98 98 98 98
Paddy field 66 74 80 82

을 산정하 다. LID 용 개발에 의한 CN값은 Table 1에 

의해 산정하 다.

3. 결과  고찰

3.1. LIDMOD 개발

LID 효과분석  체류지/ 류지 설계를 하여 본 연구

에서 개발된 모델(LIDMOD)의 계산과정은 Fig. 7과 같다. 
개발 이 의 CN값(CNext)은 TR-55에서 제시한 토지피복별 

CN값을 식 (1)에 의해 조합된 CN값을 계산한다. LID 용

시 개발지역에 한 CN값(CNlid)은 각각의 구성요소에 

한 CN값을 Table 1을 참조하고 식 (1)에 의해 조합된 CN
값을 계산한다. LID 미 용시 개발지역에 한 CN값(CN-
nolid)은 TR-55에서 제시한 불투수층의 면 비율에 의해 

CN값을 추정한다. 이를 하여, TR-55에서 제시한 토양배

수도별 불투수층 면 비율에 한 CN값의 자료를 이용하

여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도출된 추정식에 의해 불투수

층 면 비율별 CN값을 산정하도록 하 으며 그 추정식은 

Table 4와 Fig. 8과 같이 도출되었다.
LIDMOD는 CN기법을 사용하여 지표유출량을 산정한다. 

선행토양함수조건(antecedent soil moisture condition, AMC)
은 지표유출량에 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수 있도

록 Table 5에서 제시한 5일 선행 총강우량을 기 으로 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한 LID평가모델(LIDMOD)개발과 수질오염총량제에 한 용성 평가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Quality, Vol. 25, No. 1, 2009

63

Fig. 7. Flow chart for executive procedures in LIDMOD.

Table 4. Th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pervious area and 
CN for each hydrologic soil group: Imp (%) is 
average percentage of impervious area

Hydrologic soil group Regression equations R2

A CN= 0.586×Imp(%)+39.116 0.99
B CN= 0.377×Imp(%)+60.666 0.99
C CN= 0.238×Imp(%)+74.090 0.99
D CN= 0.175×Imp(%)+80.402 0.99

조 상태인 AMC I 조건, 보통 상태인 ACM II 조건, 젖은 

상태인 AMC III 조건을 고려하여 식 (7)과 식 (8)에 의해 

CN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 다. 5일 선행 총 강우량의 

기 은 작물의 생장기와 비생장기에 따라 다르게 고려된다

(SCS, 1985). 

 

  (7)

 

  (8)

여기서, 은 AMC I 조건에서의 수정된 CN값이며, 

는 AMC III 조건에서의 수정된 CN값이다.

총유출량  첨두유량 조 을 한 체류지/ 류지 소요면

을 산정할 수 있도록 LIDMOD를 개발하 으며, 본 연구

를 통해 도출된 추정식은 Table 6과 같다. 도표에 의해 제

시된 설계기 에 있어 설계강우량은 인치 단 로 되어있어

Fig. 8. Regression analysis between impervious area (%) 
and CN.

Table 5. Total 5-day antecedent rainfall for AMC adjustment

AMC
Total 5-day antecedent rainfall

Dormant season Growing season
I <12.70 <35.56
II 12.7-27.94 35.56-53.34
III >27.94 >53.34

Fig. 9. Scatter plot for detention area percentage calculated 
by chart and regression equation.

본 연구에서도 인치 단 에 한 추정식 개발이 불가피하

다. 
설계강우량별 계식은 LID 용시의 CN값과 개발이 의 

CN값의 차이 15를 기 으로 상이한 계를 나타내어 별도

로 구분하여 추정식을 도출하 다. Fig. 8은 도표에 의해 

계산된 체류지/ 류지의 면 비율과 본 연구에서 도출된 

추정식을 통해 계산된 체류지의 면 비율을 분산도로 표

한 그림이다. 
Fig. 9를 살펴보면 1:1 선에 집해 있으며, 1차 회귀

식은 결정계수(R2)가 1.00으로 1:1 선 라인과 거의 첩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류지 면 계산을 

해 개발된 추정식의 정확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LIDMOD에 용 가능한 것으로 단되었다.

3.2. LID-IMPs 설계

연구 상지역에 하여 투수층면  증가를 한 용 가

능한 IMPs로는 주·정차장과 인도에 한 투수성 포장과 건

물옥상에 한 옥상녹화등이 있었다. 투수성 포장은 고속주

행이 이루어지는 도로에는 합하지 않은 반면, 속주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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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stimation equation of detention area for IMPs by hybrid design in LIDMOD

Control item
24-hr 
storm 
event

Condition Percentage of area needed for IMP

Volume 
control by 
retention

3"
CNlid - CNext<15 =(0.0003203 × CNext

2 - 0.01196 × CNext + 0.3092) × CNlid - (0.0494 × CNext
2 - 3.5433 × CNext + 80.28)

CNlid - CNext>15 =(-0.0005415 × CNext
2 + 0.089065 × CNext - 2.2612) × CNlid - (-0.0171 × CNext

2 + 4.5369 × CNext - 136.05)

4"
CNlid - CNext<15 =(0.0002214 × CNext

2 - 0.0028953 × CNext + 0.40338) × CNlid - (0.0402 × CNext
2 - 2.3454 × CNext + 58.337)

CNlid - CNext>15 =(-0.0004810 × CNext
2 + 0.07753 × CNext - 1.5602) × CNlid - (-0.0158 × CNext

2 + 4.3303 × CNext - 115.7)

5"
CNlid - CNext<15 =(0.0000706 × CNext

2 + 0.012238 × CNext + 0.32315) × CNlid - (0.0267 × CNext
2 - 0.6447 × CNext + 21.95)

CNlid - CNext>15 =(-0.0004210 × CNext
2 + 0.06606 × CNext - 0.8613) × CNlid - (-0.0145 × CNext

2 + 4.1243 × CNext - 95.379)

6"
CNlid - CNext<15 =(-0.0000083 × CNext

2 + 0.016523 × CNext + 0.56393) × CNlid - (0.0160 × CNext
2 + 0.5292 × CNext + 2.8002)

CNlid - CNext>15 =(-0.0003145 × CNext
2 + 0.048555 × CNext - 0.0578) × CNlid - (-0.0104 × CNext

2 + 3.4994 × CNext - 65.796)

7"
CNlid - CNext<15 =(-0.0000873 × CNext

2 + 0.020836 × CNext + 0.80381) × CNlid - (0.0053 × CNext
2 + 1.6965 × CNext - 16.149)

CNlid - CNext>15 =(-0.000209 × CNext
2 + 0.03117 × CNext + 0.7422) × CNlid - (-0.0063 × CNext

2 + 2.8744 × CNext - 36.213)

Peak flow 
control by 
retention

3"
CNlid - CNext<15 =(0.0001987 × CNext

2 - 0.0062931 × CNext + 0.26324) × CNlid - (0.0312 × CNext
2 - 2.2133 × CNext + 55.608)

CNlid - CNext>15 =(-0.00112 × CNext
2 + 0.1423 × CNext - 3.513) × CNlid - (-0.0743 × CNext

2 + 9.9822 × CNext - 266.86)

4"
CNlid - CNext<15 =(-0.0000326 × CNext

2 + 0.019392 × CNext - 0.23235) × CNlid - (0.0113 × CNext
2 + 0.187 × CNext - 5.7148)

CNlid - CNext>15 =(-0.0004615 × CNext
2 + 0.06025 × CNext - 0.8814) × CNlid - (-0.0288 × CNext

2 + 4.4164 × CNext - 95.526)

5"
CNlid - CNext<15 =(0.0121 × CNext + 0.2749) × CNlid - (1.5127CNext - 34.311)
CNlid - CNext>15 =(0.0002005 × CNext

2 - 0.022065 × CNext + 1.7621) × CNlid - (0.0168 × CNext
2 - 1.1501 × CNext + 75.834)

6"
CNlid - CNext<15 =(0.0068 × CNext + 0.7432) × CNlid - (1.2560CNext - 13.047)
CNlid - CNext>15 =(0.001205 × CNext

2 - 0.13165 × CNext + 4.8011) × CNlid - (0.1068 × CNext
2 - 10.934 × CNext + 339.56)

7"
CNlid - CNext<15 =(0.0014 × CNext + 1.2114) × CNlid - (0.9993CNext + 8.2194)
CNlid - CNext>15 =(0.002209 × CNext

2 - 0.24117 × CNext + 7.8378) × CNlid - (0.1969 × CNext
2 - 20.717 × CNext + 603.28)

Peak flow 
control by 
detention

3"
CNlid - CNext<15 =(-0.0000647 × CNext

2 + 0.017512 × CNext - 0.35913) × CNlid - (0.0062 × CNext
2 + 0.2029 × CNext - 6.9383)

CNlid - CNext>15 =(-0.0000775 × CNext
2 + 0.008745 × CNext + 0.5276) × CNlid - (0.001 × CNext

2 + 0.3548 × CNext + 25.868)

4"
CNlid - CNext<15 =(-0.0000477 × CNext

2 + 0.012378 × CNext - 0.007615) × CNlid - (0.0026 × CNext
2 + 0.5359 × CNext - 8.4629)

CNlid - CNext>15 =(-0.000254 × CNext
2 + 0.02702 × CNext + 0.1232) × CNpro - (-0.0199 × CNext

2 + 2.7109 × CNext - 38.206)

5"
CNlid - CNext<15 =(0.0034 × CNext + 0.4607) × CNpro - (0.7317CNext - 5.8094)
CNlid - CNext>15 =(-0.00043 × CNext

2 + 0.04523 × CNext - 0.2791) × CNpro - (-0.0409 × CNext
2 + 5.0663 × CNext - 102.26)

6"
CNlid - CNext<15 =(0.0015 × CNext + 0.6512) × CNpro - (0.6693CNext + 1.1506)
CNlid - CNext>15 =(-0.000127 × CNext

2 + 0.00751CNext + 0.8966) × CNlid - (-0.0162 × CNext
2 + 2.0334 × CNext - 11.656)

7"
CNlid - CNext<15 =(-0.0003 × CNext + 0.8414) × CNpro - (0.6069CNext + 8.1073)
CNlid - CNext>15 =(0.0001765 × CNext

2 - 0.030275 × CNext + 2.0744) × CNlid - (0.0085 × CNext
2 - 0.9996 × CNext + 78.947)

Hybrid
design

3"
CNlid - CNext<15 =(0.0003177 × CNext

2 - 0.018027 × CNext + 0.61703) × CNlid - (0.0418 × CNext
2 - 3.1673 × CNext + 80.436)

CNlid - CNext>15 =(-0.0005415 × CNext
2 + 0.089065 × CNext - 2.2612) × CNlid - (-0.0171 × CNext

2 + 4.5369 × CNext - 136.05)

4"
CNlid - CNext<15 =(0.0000909 × CNext

2 + 0.0071768 × CNext + 0.14928) × CNlid - (0.0226 × CNext
2 - 0.8301 × CNext + 21.402)

CNlid - CNext>15 =(-0.001114 × CNext
2 + 0.14549 × CNext - 3.3757) × CNlid - (-0.0728 × CNext

2 + 10.45 × CNext - 279.2)

5"
CNlid - CNext<15 =(0.0154 × CNext + 0.1983) × CNpro - (1.9493CNext - 51.1)
CNlid - CNext>15 =(-0.001687 × CNext

2 + 0.20198 × CNext - 4.4923) × CNlid - (-0.1285 × CNext
2 + 16.364 × CNext - 422.38)

6"
CNlid - CNext<15 =(0.0111 × CNext + 0.6385) × CNlid - (1.8172CNext - 34.315)
CNlid - CNext>15 =(-0.0009905 × CNext

2 + 0.11376CNext - 1.6501) × CNlid - (-0.0759 × CNext
2 + 9.8514 × CNext - 221.26)

7"
CNlid - CNext<15 =(0.0067 × CNext + 1.0788) × CNlid - (1.6849CNext - 17.521)
CNlid - CNext>15 =(-0.0002935 × CNext

2 + 0.025485 × CNext + 1.1942) × CNlid - (-0.0233 × CNext
2 + 3.3383CNext - 20.139)

이루어지는 주·정차장과 도로에는 매우 합한 IMPs이다. 
새롭게 조성될 안동시외버스터미 에 하여 개발 과 LID
를 용했을 경우와 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토지피복상태

와 CN값은 Table 7과 같다. 
유역의 평균개념의 조합된 CN값은 개발 이 의 경우 82
으며, LID 미 용시 개발이후의 경우 96으로 히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제안된 

LID 용시 CN값은 88을 나타내어 LID 미 용시와 비교

하여 매우 낮은 CN값을 나타내었다.

3.3. LIDMOD 모의 결과

LIDMOD에 의한 1983~2006년 동안의 연간 지표유출량

의 모의 결과는 Fig. 10과 Table 8과 같으며, 2002년 8월 

7~17일 동안의 일별 유출량 모의 결과는 Fig. 11과 같다. 
개발 이 의 연간 유출량과 비교하여 LID 미 용시 개발 

이후의 연간유출량은 최소 215%에서 최  569%로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4년 평균 27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LID가 용되고 개발이 이루어진 경

우 매우 효율 으로 지표유출량을 감시킬 수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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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ison of land cover and CN values of pre-development and post-development without LID and with LID

Land cover Pre-development
Post-development

without LID with LID
Paddy field (m2) 25623.5 0.0 0.0
Wood (m2) 0.0 2718.8 2718.8

Driveway (m2)
Impervious 1459.6 3236.5 3002.6
Pavement 0.0 0.0 233.9

Parking lot (m2)
Impervious 0.0 17856.4 0.0
Pavement 0.0 0.0 17856.4

Sidewalk (m2)
Impervious 0.0 478.3 0.0
Pavement 0.0 0.0 478.3

Building (m2)
Impervious 0.0 2643.1 0.0
Green roof 0.0 0.0 2643.1

Composed CN value 82 96 88

Fig. 10. The comparison of daily surface runoff by pre-development and post-development without LID and with LID during 
Aug. 7~17, 2002.

Table 8. Simulation results of yearly surface runoff from pre-development and post-development without LID and with LID by LIDMOD

　 Pre- development
Post-development

Increasing rate* Reducing rate**

without LID with LID
1983 132.2 477.9 224.5 362 73 
1984 155.9 518.5 257.9 333 72 
1985 356.6 781.2 486.7 219 69 
1986 120.1 374.0 176.3 311 78 
1987 164.6 561.0 272.4 341 73 
1988 80.3 304.8 136.4 380 75 
1989 81.6 464.0 175.6 569 75 
1990 233.7 604.7 329.7 259 74 
1991 120.3 465.7 210.1 387 74 
1992 108.3 322.1 164.7 298 74 
1993 280.9 713.0 408.2 254 71 
1994 78.6 250.3 116.8 318 78 
1995 157.2 390.5 219.8 248 73 
1996 100.0 354.9 162.8 355 75 
1997 222.1 596.2 327.6 268 72 
1998 347.8 765.5 476.1 220 69 
1999 282.4 790.1 433.5 280 70 
2000 264.3 568.2 358.0 215 69 
2001 102.0 380.2 176.6 373 73 
2002 301.4 719.0 428.9 239 69 
2003 361.3 873.1 511.2 242 71 
2004 311.9 736.4 435.7 236 71 
2005 80.3 340.2 142.3 424 76 
2006 233.0 547.3 316.9 235 73 

* Increasing rate was calculated by yearly surface runoff from pre-development and post-development without LID.
** Reducing rate was calculated by increased yearly surface runoff by post-development without LID and with 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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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mparison of yearly surface runoff by pre-development and post-development without LID and with LID.

Fig. 12. The comparison of number of wet days by pre-development and post-development without LID and with LID.

로 나타났는데, LID 미 용시 증가량에 하여 최소 69%, 
최  78%, 평균 72%를 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ID 기법은 강우에 의한 유출발생일수를 효과 으로 

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Fig. 12는 개발이 의 

경우와, LID 용･미 용시 연간 유출일수를 비교한 그래

이다. 개발 이 의 경우 평균 21회의 유출발생빈도를 나

타내었으나 LID 미 용에 의한 개발은 평균 48회의 유출

빈도를 나타내어 유출발생빈도가 하게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내었다. 반면에 LID 용후 개발에 의한 연평균 유

출발생빈도는 30회인 것으로 나타나 LID 용시 강우에 

의한 유출발생빈도를 효율 으로 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불투수층 면 이 증가하고 도시화가 이루어질수

록 기세척(first flush)효과가 뚜렷하게 발생한다. 강우

에 의한 기세척효과는 유량이 은 반면 고농도의 유출

수가 수계에 유입될 우려가 있어 수질학  측면에서도 

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할 때, LID 용시 

효율 으로 유출발생일수를 감시킴으로써 도시화에 따른 

기세척효과에 의한 향을 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3.4. LIDMOD에 의한 체류지 설계

LIDMOD에 의한 총 유출량 조   첨두유량 조 을 

한 체류지/ 류지 설계는 설계 강우량 5인치에 하여 LID 
용 후의 CN값 15이하에 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계식(Table 6)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총 유출유량과 첨두유량 조 을 한 체류지의 면

은 각각 4,511 m2과 6,011 m2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총 유출유량 조 을 한 류지의 면 은 2,995 m2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두유량 조 을 한 체류지의 

소요 면 이 총 유출유량 조 을 한 류지/체류지의 소

요면 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성을 고려하여 하이 리드 설

계에 의한 체류지의 설계가 필요하며, 그 면 은 5,485 m2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체 개발면 의 약 20%를 필요

로 한다.

3.5. LID 기법의 수질오염총량제 용성

우리나라의 4 강 권역 수질보 기본계획에 있어서 

LID기법과 유사한 불투수면 리를 통한 물순환구조개선에 

한 책은 비 오염 리 책과는 별도로 수문학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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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tention/detention area designed by LIDMOD in this study
Retention area

Detention area for volume control Retention area by hybrid design
for volume control for peak control

Area 4,511.2 (16.6%) 6,001.1 (22.1%) 2,994.7 (11.1%) 5,484.6 (20.2%)

Table 10. Unit loads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from landuse type
Upland Paddy Forest Urban Others

BOD (kg/km2/day) 1.59 2.30 0.93 85.90 0.960
T-N (kg/km2/day) 9.44 6.56 2.20 13.69 0.759
T-P (kg/km2/day) 0.24 0.61 0.14 2.10 0.027

에서 근하고 있다. 그러나 선개발 후처리라는 기존의 

BMPs 기법과 비교해 볼 때, LID 기법은 비교  최근에 도

입된 기법으로 개발과 동시의 방효과를 가지고 있어 물

순환개선이라는 수문학 인 측면뿐만 아니라, 비 오염 감

효과라는 수질학 인 측면에서도 요한 의미를 가진다. 오
경두 등(2005)의 연구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도시화 지역

의 불투수층 면 비율이 상 으로 높은 것을 감안해 볼 

때, 도시화에 따른 비 오염부하량의 증가 역시 상 으로 

높을 것으로 단되며, LID기법과 비 오염원 리 책은 

서로 별개의 책이 아닌 서로 연 된 책으로써 근해

야 할 것이다.
수질오염총량제에 의해 지자체별 허용 부하량이 할당되

어 있으며, 할당된 부하량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수질오염총량제에 있어서 토지이용별 발생 부하량은 

도시지역과 같은 지에서 가장 높은 원단 를 나타내고 

있다(Table 10). 지자체는 도시개발에 의한 비 오염원 부

하량 증가에 부담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지자체에 있어서는 LID기법은 도

시개발에 따른 비 오염원 부하량을 효율 으로 감할 수 

있어 감된 부하량 만큼의 추가 인 개발이 가능하기 때

문에 지자체 측면에서도 LID기법은 여러 가지 장 을 가

지고 있다. 한 아 트 단지조성과 같은 민간건설에 있어

서의 LID기법 용은 비 오염부하량 삭감을 한 일부 

비용을 민간업자와 분담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 히, 류지나 체류지에 의한 추가 인 유출량 

조 은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 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용성이 떨어질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투수층 면  증

가에 의한 IMPs 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되며, LID기

법은 앞으로의 비 오염원 책수립과 수질오염총량제도에 

있어서 그 용성이 높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므로 LID
기법의 수질학  측면에서의 평가와 효과분석에 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 수질오염총량제 용을 하여 LID 용시

의 토지계 발생부하량 계산방법을 식 (9)와 같이 제안한다. 
식 (9)는 LID 용시의 토지계 발생부하량은 지 지목의 

원단 를 사용한 LID 미 용시의 토지계 발생부하량에 

LID 용시 연 유출량 비 LID 미 용시 유출량의 비율

을 곱한 값으로 산정하도록 하 으며, 이는 지표면에 쌓이

는 오염물질의 양은 동일하나 오염물질의 유실은 강우 유

출량에 비례한다는 가정에 의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

Table 11. Comparison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loadings 
from pre-development and post development without 
LID and with LID

Pre-development
Post-development

without LID with LID
BOD (kg/year) 22.7 849.5 457.6
T-N (kg/year) 64.9 135.4 72.9
T-P (kg/year) 2.4 20.8 11.2

한 방법을 통하여, 연구 상지역에 용한 결과는 Table 11
과 같다. LID 미 용시 개발후 부하량은 개발이 의 부하

량에 비해서 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간 BOD, 
TN, TP 발생부하량은 각각 849.5 kg, 135.4 kg, 20.8 kg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LID 용시 부하량은 457.6 kg, 72.9 
kg, 11.2 kg인 것으로 나타나 도시화에 따른 발생부하량의 

약 54%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9)

LID 용에 한 단일의 원단  값이나 감효율을 제시

할 수 없는 이유는 도시 개발시 어떠한 종류의 IMPs가 

용되었느냐, 얼마만큼의 불투수면 에 LID가 용되었느냐

에 따라 비 오염원의 유출 부하율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수질오염총량제에 있어 LID 용에 의한 삭감효율 산정을 

해 필지단 의 개발지역에 해서 SWAT이나 HSPF, 
SWMM과 같은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 고도의 문성

을 요구하는 모델을 용하는 것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이 요구하는 자료가 간단하고 사용이 비교  쉬운 

LIDMOD에 의한 원단  산정이 보다 효율 이며, 더욱 신

뢰성 있는 LIDMOD 용을 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은 

IMPs별 CN 도출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개발을 한 LID 
기법의 설계  평가를 해 LIDMOD를 개발하여 안동시

에 새롭게 조성될 시외버스터미 에 용하 다. LIDMOD
는 CN기법을 기반으로 하며, Prince George's County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 다. 여러 가지 복잡한 도표를 이용

한 체류지/ 류지 소요면 산정에 있어서는 추정식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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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모델화하 다. 과거 24년 동안의 강우량을 이용

하여 LIDMOD를 용한 결과, LID 미 용시 유출량은 개

발 이 의 상태보다 약 2.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지계 발생부하량은 오염물질에 따라 게는 수배에서 많

게는 수십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수문학  뿐만 아니라 수질학  측면에서도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LID 용시에는 개발에 따른 

유출량 증가분의 약 70%를 감할 수 있었으며, LID 용

시 부하량은 LID 미 용시 부하량의 약 54%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LID 기법은 앞으로 도시화가 이

루어질 지역에 있어서는 유용한 유역오염 리기법일 것으

로 단되며, 개발부하를 효율 으로 감시킬 수 있어 수

질오염총량제의 용성이 높을 것으로 상된다. 안동- 천

지역이 경북도청이 지역으로 결정되어 계획인구 10만의 

도시가 조성될 정이다. 그 동안 낙후되었던 경북 북부지

역의 균형있는 발 과 동시에 청정지역 이미지 유지는 앞

으로 풀어야할  하나의 숙제이다. 이러한 에서 볼 

때, 새롭게 조성될 경북도청 정지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친

환경  도시개발을 한 LID 용을 극 추천하며, LID
와 련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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