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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 in the Global Climate causes flood, drought, heavy snow, and rainfall patterns in the Korean Peninsula. A

variety of alternatives related to climate change are considered. The foreign researchers are interested in Low Impact

Development(LID); the utilization of water resources and eco friendly development, over 10 years ago.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related technology has been advanced to apply LID techniques in order to develop several projects in the

country. However, sharing of technology or system that can be used easily in the private sector is insufficient. The performance

of the elements of LID Technology has not been fully agreed. LID elements of this technology are easy to apply to Apartment

complex. The elements are classified technology. The infiltration of elements performs the functions of apartment complex

landscaping space technology applied to the target. The water cycle simulation(SWMM 5.0) and technology the implementation

of the effectiveness is also verified. For this purpose, three different places in apartment complex to target by SWMM5.0

U.S. EPA conducted utilizing simulated rainfall and applying LID techniques before and after the simulated water cycle

(infiltration, surface evaporation, and surface runoff) were conducted.

The importance of green space in the LID technique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torm water control as well as

the role of Apartment Housing is to promote Amenity.

Remember that the physical limitations of apartment complex and smooth water circulation system for the application

of LID integrated management techniques should be applied. To this end, landscapes, architecture, civil engineering,

environmental experts for technical consilience between the Low Impact Development efforts are required.

Key Words: LID, BMPs, IMPs, SWMM5.0, Infiltration Trenches



LID 기술 적용을 통한 공동주택단지 물순환 개선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159

한국조경학회지 제 41권 5호(2013년 10월)  69

국문초록

세계적인 기후변화 영향은 한반도의 강우패턴 변화와 그로 인한 홍수와 폭설, 가뭄 등의 급격한 기상이변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에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대응 관련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선진외국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저영향개

발(LID)을 통한 수자원의 활용과 환경 친화적인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개발 사업에 LID 기법을

적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민간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및 기술이전이 부족한 실정이며, LID 요소기술의 실효성 또한 충분히 합의되지 못한 현실이다.

이에 LID 요소기술 중 공동주택단지에 적용하기 용이한 요소기술을 분류하고, 그 중 침투기능을 수행하는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공동주택단지 조경공간에 적용하고, 물순환 모의(SWMM 5.0)를 시행하고, 기술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기 다른 지역의 공동주택단지 3개소를 대상으로 미국 EPA의 SWMM 5.0을 활용한 강우모의를 실시하고, LID

기법 적용 전, 후의 물순환 모의(침투량, 지표증발량, 지표유출량)를 실시하였다. 녹지공간에서 LID 기술의 중요성은 빗물

의 양적․질적 조절과 공동주택단지의 Amenity를 증진 시키는 역할이다. 공동주택단지의 물리적 한계를 이해하고 원활한

수순환 계통의 적용을 위하여 LID 통합관리기술(IMPs)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경, 건축, 토목, 환경전문가간의

저영향개발에 대한 기술적 통섭의 노력이 요구된다.

주제어: 저영향개발(LID), BMPs, 통합관리기술(IMPs), 침투트렌치, SWMM5.0, 물수지 분석

Ⅰ. 서론

경제성장 위주의 도시화, 산업화 등이 진행되면서 도시 내

녹지면적의 감소, 불투수면 증가, 친수공간 감소 등으로 환경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로 인해 자연적 물순환 체계의 파괴

가 야기되고 있으며, 하천 유량 감소, 홍수, 가뭄, 하천 및 호소

의 수질 악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 도시 계획시 자연 상태 물순환 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개발을수행하고, 빗물을저류, 침투, 증발등의기작으로 빗물을

관리하는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을추진하

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빗물관리는 빗물을 신속히 배제시키는데

목적이있으나, 최근소단위별로빗물을침투및저류, 이용을목

적으로 친환경적 빗물관리 방안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LID를

적용하여 개발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김이형, 2008). 또한

친환경도시의 그린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저영향개발 기법을

도시개발의 계획과정과 연계하여 연구된 바 있다(장수환, 2009).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매뉴얼 또는 가

이드라인의 미비로 인하여 적절한 도입이 이뤄지고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에 공동주택단지의 다양한 토지이용 형태를 고

려하여저영향개발(LID)의다양한적용기술(BMPs: Best Manage-

ment Practice) 중 침투기술을 활용한 물순환 개선효과를 연구

하고자 하며, 본 연구에서는 물순환 분석모델(SWMM 5.0) 적

용을 통하여 LID 요소기술의 공동주택단지 적용성과 효과 검

증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저영향개발(LID) 동향 및 사례

1. LID 정의 및 요소기술

1) 정의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은 도시화에 따

른 불투수면 증가로 인한 자연적 물순환 체계 훼손 및 파괴, 수

생태계 등을 개발 이전의 상태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표 1 참조). 기존 물

순환시스템은빠른배수와 도시내 홍수등을방지하는목적으

로 구성되어 있으나, LID 방식은 강우 유출 발생지점에서부터

침투, 저류 등을 이용하여 발생원에서부터 빗물을 관리하여 유

출량저감및비점오염원저감등자연적물순환체계를확립하

고, 건전한 열 순환 등을 유도할 수 있다(강두기, 2009). 물순환

기법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도시계획 기법인 저영향개발은 1990

년대 미국의 프린스 조지카운티(Prince Georgy County)의 우

수관리계획에서 출발하였으며, 양호한 경관을 바탕으로 지속가

구분 저영향개발(LID)의 정의

국립환경과학원

(2012)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하여 개발하는 것

국토교통부

(2011)

홍수 및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우수의 침투, 저류, 물순환

체계를 고려한 토지이용 계획기법

환경부(2013) 자연의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하여 개발하는 것

U.S.

Department of

HUD(2003)

다양한 전략설정과 더불어 우수 유출 발생 단계에서 고려

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에 기술요소들을 포함시킴으로

써 강우 유출수를 분산식으로 관리하는 정근방법

U.S. EPA

(2007)

도시화로 인해 변화되는 수문특성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

점들에 대해 지역 내의 수문학적 기능을 도시화 이전의

수문특성과 같게 보존하는 계획과 설계의 접근 방법

표 1. 저영향개발(LID)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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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존 배수 시스템과 LID 방식

자료: UACDC(2010)

기존 방식 LID 방식

빠른 배수 발생원 강우 유출수 관리

하천 유량․오염 부하 증가 하천 유량․오염 부하 감소

제방 증대/슈퍼제방 도입 녹지 확보/자연적 물순환

하천주위 비점저감시설 토지이용계획 연계

시설조성 및 관리비용 증대 관리비용 감소, 효율 증가

표 2. 기존도시와 LID 개발 도시의 빗물관리 형태

구분 LID 요소기술

수변지역
도시재생에 있어
LID의 적용방안

및 효과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2010)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개발사업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

(국립환경과학원,
2010)

LID기법을 활용한
자연형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환경부, 2009)

도시개발지역
lid기법적용 위한
BMPs별 효과분석
(김정진, 2009)

가로 조경공간을
활용한 수직여재
겸비된 소규모
인공습지 개발
(강창국, 2011)

친환경적
도시개발을 위한
LID기술 적용에

대한 연구
(임용균, 2011)

비고

복합
(침투)
(여과)
(저류)

빗물정원
(Bioretention)

식생저류지
(Bioretention,
rain garden)

빗물정원
(Rain garden)

생태저류셀
(Bio-retention)

식생저류지
(Bioretention,
rain garden)

식생저류지
(Bioretention,
rain garden)

식생저류지
(Bioretention,
rain garden)

식생수로
(Grassed swales)

식생수로
(Grassed swales)

식생수로
(Vegetated swale)

　
식생수로

(Grassed swales,
vegetated swales)

식생수로
(Vegetated swales,
bio swale)

생태식생수로
(Bioswale,

waterquality swale)

옥상조경
(Green roofs)

옥상조경
(Green roofs)

　
식생지붕

(Vegetated roofs)
옥상녹화

(Green roofs)
옥상녹화

(Green roofs)
옥상녹화

(Green roofs)

침투

투수포장
(Permeable pavement)

투수포장
(Permeable/porous

pavement)

투수성포장
(Porous pavement)

투수성포장
(Permeable
pavement)

투수성포장
(Permeable
pavement)

투수성포장
(Permeable
pavement)

투수성포장
(Permeable
pavement)

침투트렌치
(Infiltration trenches)

침투트렌치
(Infiltration
trenches)

침투도랑
(Infiltration trench)

침투도랑
(Infiltration
trenches)

　 　
침투도랑

(Infiltration trench)

침투정
(Dry wells)

건식우물
(Dry wells)

침투통, 침투관,
침투측구

건식우물
(Dry wells)

　 　
건식우물

(Dry wells)

침투화분
(Infiltration planter)

　

침투화분, 통로화분
(Infiltration planter,
flow through

planter)

　 　 　 　

여과
수목여과박스

(Tree box filters)
수목여과박스

(Tree box filters)
수목여과박스

(Tree box filter)

나무화분상자
여과장치

(Tree box filters)
　

수목여과박스
(Tree box filter)

수목여과박스
(Tree box filter)

저류

습지연못
(Stormwater pond)

인공습지
(Constructed
wetland)

인공습지
(Stormwater
wetland)

　
빗물우수습지
(Stormwater
wetlands)

　
식생체류장치

(Bioretention cell)

빗물저장탱크
(Rain barrels)

빗물저장탱크
(Cistens/rain
barrels)

　
빗물통

(Rain barrels)

빗물저장탱크
(Cisterns/rain
barrels)

　
빗물저장탱크
(Cisterns/rain
barrels)

표 3. LID 요소기술 분류 및 용어정리

능한 개발을 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으로서, 기존 자연시스템

과 수문,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자, 적용이 용이한 기

술을 통해 저비용의 유연성을갖는접근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최희선, 2010).

LID 기법은 개발 지역의 물순환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으로 저류, 침투, 증발산 등을 통해 우배수 관거로 빗물 유출수

의유입을저감함으로써배관의설치비용감소및도시경관개

선을 통한 지역 토지가치 상승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림 1, 표 2 참조).

2) LID 요소기술

LID 기술은 크게 침투기술, 여과기술, 저류기술 등으로 구

분할 수 있으며, 국내 관련논문 및 연구서를 기준으로 공동주

택 단지에 적용하기 용이한 10가지 LID 요소기술(BMPs: Best

Management Practice)을 선정하였다. 또한 국내외 사례를 검

토하여 아직 정리되지 않은 LID-BMPs 용어를 국문과 영문으

로 정리하였다(표 3 참조). 표 4는 정리된 10가지 BMPs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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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

요소기술

토지이용별 적용성1) 오염정화능력2)

비고주거지역 상업

공업공공

도로

주차장
토사 영양물질 쓰레기 금속 박테리아 유류 유기물질

고밀도 중밀도 저밀도

빗물정원 ○ ○ △ × ○ ○ △ ○ ○ ○ ○ ○

수생태보전법
시행규칙 별표6의

저감시설

식생수로 ○ ○ ○ △ ○ ○ △ ○ ○ ○ ○ ○

투수포장 ○ ○ △ △ ○ △ △ △ ○ △ ○ △

침투트렌치 × △ ○ △ △ ○ △ ○ ○ ○ ○ ○

습지연못 △ ○ ○ △ × ○ △ ○ ○ ○ ○ ○

침투정 × △ △ △ × ○ △ ○ △ × ○ ○

LID 기반의
개발사업추진
가이드라인
(환경공단)

침투화분 × × △ △ △ ○ ○ ○ ○ ○ ○ ○

수목여과박스 △ △ ○ ○ ○ ○ ○ ○ ○ ○ ○ ○

옥상조경 △ ○ ○ ○ × △ × × △ × △ △

빗물저장탱크 ○ ○ △ ○ △ △ × △ × × × ×

○: 좋음, △: 보통, ×: 부족

자료: 1) LID기법을 활용한 자연형 비점오염 관리방안 마련. 환경부(2009)
2)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개발사업 및 사업장 비점오염 최적관리방안연구. 국립환경과학원(2009)

표 4. LID 요소기술 적용성 검토

하여 토지이용별 적용성과 오염정화능력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하여 공동주택단지에 적용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2. LID 정책 및 동향

1) 정책 및 동향

국내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중심으로 LID를 이용한

환경수리학적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다

양한 정부정책및 지침, 규정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박근혜정

정부정책 기관 세부내용

에너지 절약형 신도시

조성방안 (2010)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 신도시 개발 시 물, 환경 및 에너지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조성 방안을 설정, 도시 내 우수저감

- LID 등의 정책적 개념 도입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0)

국토교통부

친수사업과

- 국가하천변 친수구역의 체계적 개발 목적

- 친수구역 조성에 따른 우수저감 및 친환경적 조성의 기술적 방안 제시

친수구역 조성 지침

(2010)

국토교통부

친수사업과

- 친수법을 구체화하고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 규정

- LID 기법 적용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건전한 물순환과 수해방지를

위한 법률 (2012, 안)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 도시 및 국토의 건전한 물순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수행방지 기술 개발 규정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물환경 관리 여건 변화에 따른 계획 수정

- LID 기법과 총량관리제와 비점오염정책과 연계 강화

제2차 비점오염관리

종합대책 (2012)

정부합동

(국무총리실,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 건강한 수질확보를 위한 비점오염 관리 필요성

-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LID 기법 적용 및 사업 추진 고려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개발사업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 (2012)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수계오염총량 관리기술지침’에서 정의하는 비점오염저감기법에 대한 기술적 해설 제공

-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설계, 설치 및 유지관리의 적절한 수행 등 최적관리계획 수립 유도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2013) 환경관리공단 - 총 11개의 LID 기술요소 소개 및 적용시 고려해야 할 제도적 기술적 사항 제시

환경영향평가시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 매뉴얼 (2013)
환경부

- 저영향개발기법의 개요, 종류, 적용시 고려사항 제공

- 개발사업의 단계별(전략평가, 환경평가, 사후관리) 저영향개발기법 적용방안 제시

표 5. LID 관련 정부정책 및 지침

부 국정과제 99번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을 통하여 기후

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속가능사회를 구현할 수 있

도록 정부와 민간 등 사회 전 분야의 적응역량을 제고하기 위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표 5 참조).

2) 국내 적용사례

(1) 서울시 광진구 스타시티 주상복합단지

2007년 시공된 35~58층에 이르는 건물 4개 동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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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동주택단지로서, 단지 내에 내린 강우를 100mm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3,000m3 규모의 빗물저장조를운영하고 있으

며, 옥상빗물 저장조는 지붕면에서 모아진 빗물을 저장하고, 대

지빗물 저장조는 단지 내 조경공간에 모아진 빗물을 자갈트렌

치 등으로 저장하여 침수 예방 및 상수 절약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조경용수로 사용된 빗물은 비포장면을 통해 침투하

여 저장조로 다시 들어오는 순환이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빗물

의 이용률을 높였다.

(2) 분당 공동주택단지 빗물관리시설

2005년 시공된 단지로 외곽 주변 녹지에 빗물정원은 도랑과

연계하여 아파트 옥상으로부터 유출되는 빗물을 유입시켜 초

기 빗물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빗물을 침투시키도록 적용되었

고. 그 외 시설로는 지하공극쇄석 저류조, 홈통받이 등을 설치

하여빗물의오염물질및유출량을저감하였다. 빗물정원은10mm

의 강우시 옥상 우수 전량을 저류시켜 유출을 억제할 수 있도

록 설계되었으며, 빗물 저류 후 약 9시간 내 바닥 토양으로 침

투 유도하였다. 지하공극 쇄석 저류조는 단지 내 배드민턴장

지하에 공극률 35%, 총저류량 4.2ton 규모로 설치되어 있으며,

투형홈통받이는 기존홈통받이 대신 3~4cm쇄석을 충전하여

빗물을 저류 및 침투시켜 빗물의 유출량을 저감하도록 시공되

었다.

(3) 용인 신갈 공동주택단지 빗물관리시설

2005년 시공된 단지로 4개동 옥상(1,100m2)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침투정과 침투트렌치를 이용하여 1차적으로처리 및 저

감하여 빗물저류조로 유입하였고. 빗물저류조로차집된 빗물은

단지 중앙 벽천수로 활용하고 있다. 옥외 주차장 우수를 침투

정과 침투트렌치를 이용하여 배수하고, 주차장 우수가 LID 시

설로 유입되어 홈통에서 부유고형물을 제거하는 시스템이다.

공동주택 단지 내 침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배수유역에서 발

생하는 빗물의 유출량 및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LH토지주택연구원(2008)에 따르면 COD 82%, SS 97%의 오

염물질 저감효과를 보였으며, 배수유역에 약 12mm 강우 유출

을 억제하여 시설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아산신도시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로 아산 신도시를 분산식 빗물관리

시스템을 설치할 시범지역(175만m2)으로 선정 운영하고 있다.

분산식 빗물관리시스템은 지하빗물침투시설과 지상 빗물저장

시설로 구성되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20만 원/호, 관리비

용절감 2.5만 원/호로 분산식 빗물이용시설은 설치 후 8년 이

내에 수돗물 절약 및 관리비용 절감으로 회수가 가능하며. 사

업지구의 평균 강우량은 아산은 평균 강우량 1,313mm의 40%

에 해당하는 505mm의 빗물을 침투 및 저류할 수 있는 양이며,

연강우일수의 70% 이상은 신도시 밖으로의 빗물 유출이 없게

된다. 강우시처음 5mm까지는 지하로 침투시켜지하수로 활용

되고, 다음 10mm까지는 지상 저류조에 저장되며, 그 이상의

우수는 하천으로 방류된다. 따라서 하천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우수(강우시 초기우수 5mm)를 공공수역으로 유출시키지

않고, 자연적으로 정화시켜처리함으로써하천수질도 개선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국토해양부 2010).

Ⅲ. 연구내용 및 방법

1. LID 적용계획 및 방향

본 LID 적용 물순환 모의는 각자 위치와 입지 조건이 다른

공동주택단지 3개소를 대상으로 LID 요소기술 중 투수기능의

적용성과 효율을 검증하는 과정이며, 향후 세부설계 및 시공

모니터링을 통해 LID 침투시설의 적용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입지적 조건과 규모가 다른 공동주택단지 3개

소를 대상으로 LID 요소기술(침투기술) 적용 전후에 대하여

구분 위치 세대수
대지면적

(m2)

연면적

(m2)

건축면적

(m2)

조경면적

(m2)

동탄지역 화성시 동탄 2지구 874 52,395 147,637 8,688 43,983

신갈지역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12 27,890 98,700 5,339 10,677

송도지역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520 32,899 110,475 5,653 14,310

표 6. 연구대상지 개요

구분 투수면적(m2)(%) 불투수면적(m2)(%)

동탄지역 23,210.99(44.3) 29,184.02(55.7)

신갈지역 10,988.66(39.4) 16,901.34(60.6)

송도지역 14,587.94(56.5) 18,587.94(56.5)

표 7. 대상지 투수, 불투수면적 현황

기술요소 모식도 특징 및 설치위치

침투정

(Dry wells)

․자갈 가득 차 있는 홈통으로 구성

․물을 침투시키고 모아주는 요소기술.

․BOD: 53%, TN: 72%, TP: 46% 저감

․녹지대 상습 정체구간, 우수홈통 주변

침투트렌치

(Infiltration

trench)

․돌로 채워진 선형의 도랑(침투+유출)

․공동주택단지 적용성 우수

․BOD: 53%, TP: 46%, TN: 72% 저감

․단지 외곽경계녹지, 표면 우수 차단 구간

․녹지와 포장 경계부

자료: 국립환경과학원(2010). 요소기술 특성 중 BOD, TN, TP의 저감율은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개발사업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 참조

표 8. 공동주택단지에 적용 가능한 침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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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 분석과 물순환 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통하여 단지별 강

우침투량, 지표증발량, 지표유출량을 모의하여 공동주택단지에

LID 요소기술의 적정성과 효과를 검증하도록 한다(표 6, 7 참

조). 표 8은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성이 용이한 침투기능의 요

소기술이며, 금번 물순환 모의는 다양한 LID 요소 기술 중에

복합기능(침투+여과+저류)을 제외한 순수 침투기능 중심의

물순환 분석 내용으로 BOD, TN, TP의 처리성능을 통해 강우

의 양적(Quantity) 조절뿐만아니라, 질적(Quality) 통제가 가

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2. 연구대상지 LID 적용 물순환 분석

1) 기상 및 강우분석

(1) 기상관측소 현황

연구대상지 강우분석에 필요한 우량관측소 선정 시 우량관

측소의 위치, 관측연수, 1시간 미만 강우자료보유 등을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우량관측소를 선정한다. 대상지구 주변 우량관

측소를 조사한결과, 연구대상지 내 우량관측소는없고 대상지

와 인접한 기상청 관할 관측소를 선정하였다. 관측소의 위치

및 Thissen 망결과는 아래 그림에 나타내었으며, 동탄과 신갈

의 경우 수원관측소를 적용하였다. 송도의 경우 인천관측소를

적용하였으며, 장기연속유출모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원관측

소와 인천관측소의 강우자료와 증발량 자료를 수집하였다. 강

우량 자료는 SWMM 5.0 모형의 입력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증발량 자료는 과거관측자료의

월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a: 동탄유역 b: 신갈유역 c: 송도유역

그림 2. 연구대상지 Thiessen 망도

(2) 강우 분석

인천관측소와 수원관측소의 최근 10년(2003~2012년)의 강

우량을 분석하였으며, 인천관측소의 연평균강우량은 1,234.5mm

이며, 10년 중 2010년에 1,777.7mm로 최다 강우기록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7년은 1120.0mm로 최갈수년으로 기록

되었으며, 수원관측소의 경우 연평균강우량은 1,312.2mm이며,

2011년은 1,975.9mm로 최다 강우기록을 나타내었다. 2004년은

1,217.0mm로 최갈수년을 나타내었으며, 표 9와 표 10에서는 인

천관측소와 수원관측소의 연평균 강우량을 나타내었다. 본 연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3 9.5 31.7 26.3129.0 99.6148.8351.4588.3210.5 35.5 61.2 10.4 1,702.2

2004 18.5 48.0 14.2 64.4169.0 97.5410.4111.0259.1 5.0 87.4 23.0 1,307.5

2005 2.5 17.0 12.9 76.4 82.0145.3228.9201.3302.6 41.3 38.7 6.9 1,155.8

2006 33.2 14.9 5.0 35.0186.5134.0765.0 36.2 11.2 19.5 36.2 23.4 1,300.1

2007 3.5 10.0 108.3 28.0134.1 59.5228.5239.0224.4 52.7 24.9 7.1 1,120.0

2008 13.7 4.9 45.8 48.5 63.9102.3522.8165.7 76.0 55.7 18.0 20.1 1,137.4

2009 6.1 25.1 64.1 40.4134.5 91.4470.6316.0 51.0 88.5 77.0 17.4 1,382.1

2010 29.2 50.1 62.9 57.3104.9200.2275.4485.1454.1 29.0 13.4 16.1 1,777.7

2011 7.0 32.5 14.5127.6 44.2307.6864.2208.4 26.4 30.3 55.7 7.1 1,725.5

2012 4.0 0.0 26.6104.5 14.0 90.8425.3365.2161.1 77.7 95.5 50.4 1,415.1

평균 20.6 20.8 40.5 57.7100.3112.0319.6285.8153.5 53.4 51.0 19.3 1,234.5

표 9. 인천관측소 연평균 강우량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3 10.4 46.2 28.3182.0 85.5159.0341.9293.7271.5 30.6 51.6 14.1 1,514.8

2004 17.8 42.6 14.4 63.8125.2135.7382.0157.4183.4 2.0 67.5 25.2 1,217.0

2005 5.7 15.0 25.6 85.6 89.6160.8251.7357.5315.2 70.2 38.8 12.0 1,427.7

2006 38.6 19.5 6.9 59.9133.2156.7754.7 66.4 21.9 18.0 61.6 25.3 1,362.7

2007 9.3 15.1 135.3 24.2146.7 74.2269.7295.0268.8 18.3 57.1 11.3 1,325.0

2008 13.6 8.7 55.9 42.2 92.7198.4540.8217.2101.9 35.6 18.5 17.4 1,342.9

2009 7.9 26.8 59.5 45.0102.4118.8766.0207.1 56.3 64.5 68.2 18.7 1,541.2

2010 26.9 56.7 78.7 58.6100.7116.1206.8372.8375.9 30.0 18.1 29.3 1,470.6

2011 11.3 49.8 23.4186.4 74.2391.5794.3315.1 32.8 38.4 46.3 12.4 1,975.9

2012 9.9 0.7 43.1125.5 16.5100.8572.3426.2241.0 98.6 66.5 47.2 1,748.3

평균 22.4 24.2 47.9 61.3 97.8129.2351.1299.8153.9 53.1 49.7 21.8 1,312.2

표 10. 수원관측소 연평균 강우량

구에서는 수원기상대와 인천기상대의 최근 10년간(2003~2012

년)의 연속시강우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상청(2013)에서 제

공하는 월평균 소형증발량(mm/day)을 적용하였다.

(3) 연구대상지 증발량 분석

단일 호우사상의 유출모의와 달리 장기연속 유출모의를 수

행함에 따라 연구대상지의 증발량 자료도 중요한 매개변수이

다. 표 11은 인천관측소와 수원관측소의 최근 10년(2003~2012

년)에 대한 월평균 증발량을 나타내었다.

2) 적용모델 선정

국내에서 물순환 분석에 이용되는 모형의 종류는 표 1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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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관측소 44.6 51.2 80.8 119.3 133.7 134.1 118.8 129.7 111.1 90.8 58.6 46.0

수원관측소 36.4 45.5 77.6 116.6 138.9 141.0 122.3 128.3 105.8 85.1 49.7 37.3

표 11. 월평균 증발량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159 서주환 ․ 이인규

74 한국조경학회지 제 41권 5호(2013년 10월)

보는 바와 같이 SWMM, STORM, MUSIC, RainstockTM 등

이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지의 물순환 효과

분석을 위하여 SWMM 5.0 모형을 활용하였다. SWMM 5.0 모

형은 미국 EPA(미환경보호국)에서 기존 SWMM 모형에 빗물

정원, 습지, 침투트렌치, 침투정, 식생도랑, 투수성포장, 빗물정

원 등의 LID 시설 모의가 가능하도록보완개발된 모형으로 기

존의 SWMM 모형에 LID 빗물관리시설의 수문영향분석이 가

능하도록 추가 수정 개발된 것이다(그림 3 참조).

그림 3. SWMM 5.0 모형의 지표면 유출 개념도

자료: EMCOG(2008)

분류 SWMM STORM RainstockTM MUSIC

모의화면

모의 공간적 범위

도시유역, 농촌유역 등 권역별 분

석 가능. EPA에서 수정․보완으

로 신뢰도 높음

합리식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A≤

25km2 적용

A≤5km2 사용 시 신뢰도 높음

합리식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A≤

25km2 적용

A≤5km2 사용 시 신뢰도 높음

0.1~100km2

모의 시간간격 1 hr 5 min(default) 조정 가능 1 day 6 min~24 hr

입력자료
기후자료, 집수면, 배수시스템 정

보, 설비 재원

기후자료, 집수면, 배수시스템 정

보, 설비 재원
강우자료, 집수면 및 사용기기현황

기후자료, 집수면 특성, Node별

주요 매개변수

장점

자연하천의 홍수터 분석, CSOs 최

소화 전략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홍수기 및 장기 모의 가능.

미국 EPA의 LID시설(식생수로,

침투도랑, 바이오리텐션, 투수성포

장, 빗물이용시설 등) 유출저감량

모의 가능. 비점오염원 모의 가능

습지(trough), 옥상녹화, 저류조,

트렌치시설 등 다양한 우수배수

시스템 설계 및 효과분석 가능

설계강우에 따른 단기모의뿐 아

니라 10년 이상의 장기모의 동시

가능. 시설 개략설계 가능

(Pre-Dimensioning)

건축물 빗물관리시설의 계획․설

계에 적합

강우량, 집수면 특성, 빗물 활용

용도 등과 같은 간단한 정보로도

활용 가능

습지, 완충지, 연못, 생태저류 시

설, 침사지 등 다양한 우수배수

시스템의 용량설계 및 수질개선

효과 모의 가능

빗물관리시설 도입 시 개략 적

분석에 적합

단점

빗물이용시설 설계시 storage unit

으로 환산 적용 필요. 침투시설 고

려에 어려움이 있음. 장기연속 모

의시 침투시설내 침투가 무한개념

증발량 등 일부 이론식이 독일 경

험식을 활용하므로 국내 자료로

조정 필요. 강우자료 포맷이 복잡

하여 입력자료 구축 시일 소요

현재 이수용도의 빗물저류조에 국

한되어 지원(업그레이드 진행중)

중간유출 이후의 지하로 침투는

손실량으로 산정. 배수 시스템 위

주로 연산이 수행되어 장래 증발

량 등의 물 순환 모의 불가

표 12. 물수지 분석 가능한 모델 현황

SWMM 5.0은 국내 LID 계획의초기단계에서널리 활용되는

물순환 분석 모형으로 통상적인 공동주택단지 물순환분석의 모

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토지주택연구원(LHI) 연구 결과

에 따르면 SWMM 5.0은 기상자료, 소유역 자료, 관거자료 등

을 입력하여 유역의 유출량, 침투량, 증발량, 수질 등을 예측

할 수 있다(이정민과 김종림, 2012)라고 발표하였으며, 최근 국

내 적용사례로는아산탕정지구시범구간(LH)과부산에코델타시티

(K-WATER)의 대규모 단지계획에 SWMM 5.0을 도입하여 물

수지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3) SWMM 물순환 모의

(1) 연구대상지 현황 및 자료구축

연구 대상지에 대하여 물순환 분석을 위한 유역특성은 GIS

프로그램과 설계도면(CAD)를 이용하여 대상지의특성을 도출

하였으며, CN(Curve Number)의 경우 평상시 유역에 대한 물

순환 모의에 적용 가능한 AMC-Ⅱ를 적용하였다(표 13 참조).

소유역

유역

면적

(m2)

유역폭

(m)

평균

경사

(%)

불투수

면적비

(%)

조도계수(－)
지면저류량

(mm)
Curve

Number

(AMC)불투수 투수 불투수 투수

동탄 52,395 165 2.20 55.7 0.02 0.15 1.6 6.4 79.63

신갈 27,890 148 0.67 60.6 0.02 0.15 1.6 6.4 79.79

송도 32,899 150 0.32 56.5 0.02 0.15 1.6 6.4 80.58

표 13. 연구대상지 현황 및 유역특성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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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탄지역

b: 송도지역 c: 신갈지역

그림 4. 연구대상지

범례: 도로, 주차장 보도 건폐면적

놀이터, 휴게소 녹지

(2) SWMM-LID 모형 구축

개별공동주택단지유역에LID 시설설치후수문순환인자에

대한변화를살펴보고자물순환분석을수행하였다. 아래의그림

은 물순환 분석을 위하여 SWMM 5.0 모형 구축화면을 나타낸

것이며, SWMM 5.0 모형으로 공동주택단지 유역에 대한 개발

후LID 시설설치후의물순환모의를수행하였다(그림 4 참조).

(3) 대상지별 LID 적용 및 유출모의

대상지의 LID 기법 적용 전 후 연구 대상지별 물순환 분석

을 실시를 위하여 LID 침투시설 적용을 통한 문순환 분석을 수

행하였으며(그림 5 참조), LID 적용 관리 목표량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5mm 강우로 적용하였고, 금번

물순환 모의는 여과, 저류기능을 제외하고 투수기능을 수행하

그림 5. 연구대상지 물순환 분석을 위한 SWMM 5.0 구축화면

구분 주요내용 비고

빗물관리목표량
5mm

(100% 처리)
환경부, 국토교통부 권장

빗물관리대상
불투수면

(도로 및 주차장 등)
녹지, 투수면 제외

기본방향 침투 극대화 비포장면 우수 침투처리

LID 적용 시설
침투도랑 및 침투측구

(도로 및 녹지형)
시설형, 자연형

표 14. 대상지 유출모의 내용

소유역
유역면적

(m2)

불투수면적

(m2)

투수면적

(m2)

설치개수

(개소)

단위용량

(m3)

동탄 52,395 29,163 23,232 69

2.12신갈 27,890 16,904 10,976 78

송도 32,899 18,588 14,311 44

자료: LID 면적/전체면적 비율은 동탄 0.95%, 신갈 96%, 송도 97% 적용

표 15. 토지이용면적 및 LID 시설 적용 현황

는 침투트렌치, 침투정을 설치하는 물순환 모의를 실시하였다

(표 14, 15 참조).

(4) 연구대상지 LID 적용 전, 후 모의결과

동탄지역의 경우, 개발 후의 침투량은 전체 강우량의 29.4%

인 438.1mm/yr이며, 지표증발량은 180.5mm/yr, 지표유출량

은 909.8mm/yr이다. LID 시설 설치 후의 침투량은 전체 강우

량의 45.6%인 679.8mm/yr이며, 지표증발량은 194.5mm/yr,

지표유출량은 606.4mm/yr이다. LID 설치에 따른 침투량 증가

및 지표 유출저감의 효과는 각각 55.1%, 33.3%이다.

신갈지역의 경우, 개발 후의 침투량은 전체 강우량의 31.6%

인 471.6mm/yr이며, 지표증발량은 184.0 mm/yr, 지표유출량

은 869.3mm/yr이다. LID 시설 설치 후의 침투량은 전체 강우

소유역

강우량

mm/yr

[%]

침투량

mm/yr

[%]

지표증발량

mm/yr

[%]

지표유출량

mm/yr

[%]

동탄

개발후
1,490.5

[100.0]

438.1

[29.4]

180.5

[12.1]

909.8

[60.1]

LID

설치후

1,490.5

[100.0]

679.8

[45.6]

194.5

[13.1]

606.4

[40.7]

신갈

개발후
1,490.5

[100.0]

471.6

[31.6]

184.0

[12.3]

869.3

[58.3]

LID

설치후

1,490.5

[100.0]

719.2

[48.3]

201.1

[13.5]

578.4

[38.8]

송도

개발후
1401.0

[100.0]

404.2

[29.4]

174.9

[12.5]

854.8

[61.0]

LID

설치후

1401.0

[100.0]

692.4

[49.4]

183.9

[13.1]

522.6

[37.3]

표 16. 연구대상지 물순환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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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48.3%인 719.2mm/yr이며, 지표증발량은 201.1mm/yr,

지표유출량은 578.4mm/yr이다. LID 설치에 따른 침투량 증가

및 지표유출저감의 효과는 각각 52.5%, 33.5%이다.

송도지역의 경우, 개발 후의 침투량은 전체 강우량의 29.4%

인 404.2mm/yr이며, 지표증발량은 174.9mm/yr, 지표유출량

은 854.8mm/yr이다. LID 시설 설치 후의 침투량은 전체 강우

량의 49.4%인 692.4mm/yr이며, 지표증발량은 183.9mm/yr,

지표유출량은 522.6mm/yr이다. LID 설치에 따른 침투량 증가

및 지표유출저감의 효과는 각각 71.3%, 38.9%이다(표 16 참조).

Ⅳ. 결과 및 고찰

1. LID 적용 기대효과

LID 기법은 자연 순응형 기법으로써, 강우시 발생하는 빗물

에 대하여 수자원 확보, 비점오염원 저감, 유출량 저감, 도시열

섬 방지 및 재해예방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번

물순환 모의는 LID 침투시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단지의 유출

모의를 시행하였는데, 투수기능 및 저류, 여과기능 간의 통합적

관리계획(IMPs)이 병행된다면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

수의 양적(Quantity) 조절뿐만 아니라, 질적(Quality) 통제와

더불어 지역의 어메니티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6. 지속 가능한 도시 물관리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자료: SEMCOG(2008)

a: 동탄지역 b: 신갈지역 c: 송도지역

그림 7. 연구대상지별 물순환 모의 결과

2. 연구대상지 물순환 모의 결과

연구대상지별 해당 관측소의 최근 10년(2002년부터 2012년

까지) 동안의 시강우자료를 이용하여 공동주택단지별 물순환

모의를 수행하였다. 침투 기작을 가지고 있는 LID 요소기술을

도로부 및 녹지부에 적용하였을 때 5mm 강우량 전량을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적용하는 시나리오로 계획되었으며, 단위

용량 2.12m3를 가지는 침투시설을 동탄에 69개소 신갈에 78개

소, 송도에 44개소에 적용하였고, 연구 대상지별 LID 적용 전․

후의 침투량, 증발량, 지표유출량의 모의결과 동탄지역의 지표

유출량이 전체 강우량의 LID 설치에 따른 지표유출저감 효과는

33.3%로 분석되었으며, 신갈지역의 경우 33.5%, 송도지역은

38.9%로 모의되었다(그림 7 참조).

Ⅴ. 결론

SWMM 5.0 모델을 이용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LID 침투시설

(침투트렌치, 침투정) 물순환 모의를 시행하여 연구대상지에 대

한강우유출량, 침투량, 증발량을분석하였다. 동탄, 신갈, 송도 3

개지역의강우유출량분석결과, 동탄지역의경우LID 설치전과

비교하여 설치후유출량이 19.4%감소하였으며, 신갈지역의경

우 약 19.5%, 송도지역은 23.7% 감소하였다. 침투량의 경우

동탄지역 16.2%, 신갈지역 16.7%, 송도지역 20.0%로 증가되

었으며, 증발량의 경우는 적용 전․후 0.1~1.2% 상승하였다.

연구 대상지별 해당관측소의 최근 10년(2002년부터 2012년

까지) 동안의 시강우자료를 이용하여 공동주택단지별 물순환

모의를 수행하였으며, 침투특성을 가지고 있는 LID 요소 기술

을 도로부 및 녹지부에 적용하였을 때 5mm 강우량 전량을 처

리할 수 있는 시설을 적용하는 시나리오로 계획되었다. 단위

용량 2.12m3을 가지는 침투 시설을 동탄과 신갈에 각각 69개도,

78개소, 송도의 경우 44개소 적용하였다. 연구 대상지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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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에 대한 LID 적용 면적은약 0.95~0.97%로 1%미만의 면

적을 이용하여 빗물의 유출량 저감, 침투량 및 증발량을 증가

시켰다. 이는 적은 면적으로 도시 내 물의 침투, 저류기능을 증

대시키는 저영향개발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국내의강우특성에따라 7월에서 9월사이에전체강우의

60%이상이집중되는집중호우가빈번해지고 있으며. 자연 지반

율이 낮은 공동주택단지의 물리적 한계를 이해하고 원활한 수순

환 계통의 적용을 위하여 LID 통합관리기술(IMPs: Integrated

Management Practices)이 선행되어야겠다. 이를 위하여 조경,

건축, 토목, 환경전문가들의 저영향개발에 대한 기술적 통섭의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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