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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나 도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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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후변화로 인하여 양적 및 질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도

시화는 인간 생활 편이를 위하여 지표의 다양한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자연적 지표가 도로, 주차장, 건물 등과 

같은 인공적 지표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도시화로 인한 불투

수층의 증가는 자연환경(대기, 물, 토양 등)의 오염, 물순환 및 

물질순환 왜곡, 에너지 흐름 단절 및 생태계 훼손 등의 다양한 

문제를 유발한다(Alihan et al., 2017; Choi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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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과거 물관리는 하천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단일 기능의 집중형 물관리였다. 미래 물관리는 집중형 관리로 인한 시설의 
대규모화를 극복하면서 재정의 낭비를 줄이고 다양한 부가 기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시설의 분산화, 기술의 다양성, 관리의 
통합화가 필요하다. 또한 시민이 살고 있는 유역에 설치되는 모든 사회인프라가 물관리의 기능을 가져야 하므로 시민들의 
환경인식과 참여는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도시환경과 LID(Low Impact Development) 적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 및 분석하여 LID 적용에 대한 타당성과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시민들의 LID 인지도는 약 59%로 
조사되었으나, 확대 적용에서 대해서는 46%만 동의하였다. 그러나 실제 LID 사진 및 정보를 접한 후에는 90%가 확대적용에 
동의하였으며, 94%가 회색인프라와 LID 인프라를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녹지공간을 다기능의 LID 
인프라 또는 그린인프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민들이 다기능을 가진 LID를 경관으로만 인지하는 
경우 향후 LID의 확대 적용에 장애가 될 수 있기에 특화된 교육과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LID의 확대적용을 위해서는 실질적 
효과검증에 대한 결과물과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사회인프라가 시민이 살고 있는 유역에 
조성되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인프라의 계획 및 관리가 필요하다. 

핵심용어 : 도시환경, 저영향개발, 물관리, 거버넌스, 교육 및 홍보

Abstract

The future water management needs decentralization of facilities, diversity of technology and integration of management 
to overcome the waste of financial resources and increase in scale of facilities that occurred from centralized water 
management. In addition, citizen’s environmental awareness and participation is important because all infrastructure 
installed in the watershed where citizens live should have the function of water management. Therefore, the research was 
performed by investigating the citizen’s recognition about urban environment와 LID application to analyze citizen’s 
perceptions and analyze the feasibility and possibility of LID application. The LID awareness of citizens was about 59%, 
but only about 46% of citizens agreed on the extension of application. However, after contacting  LID photographs and 
information, 90% of respondents agreed on the application of LID, and 94% of respondents were able to distinguish 
between grey infrastructure and LID infrastructure. Citizens appeared to have a tendency to recognize green spaces as 
multi-functional LID infrastructure or green infrastructure. If citizens recognize multi-functional LIDs only as landscapjng 
area,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extend the LID on the city areas. Therefore, for the extended application of the LID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use public relations strategy to utilize the results and visual data on the actual effect verification. 
In addition, as every social infrastructure is formed in watershed where citizens live, it is necessary to plan and manage the 
infrastructure through governance with citizen participation. 

Key words : Urban environment, LID, Water management, Governance, Education & 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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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et al., 2016). 그 중에서 물순환 왜곡은 도시의 에너지 

균형, 생태계 및 도시환경 등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자이

다(KMA, 2018). 도시화는 침투저하, 지표유출 증가, 도심지 

침수문제 등의 물순환의 문제와 함께 비점오염 물질 유출, 싱

크홀, 열섬현상 등의 문제를 유발시킨다. 도시화와 함께 세계

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도 도시생태계 및 인간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친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의 불균형은 가

뭄과 홍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면서 생태계의 훼손과 함께 

인명과 재산상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녹지공간과 수변 공간 조성 등의 도시환경 변화

를 요구하고 있다(Jeon et al., 2018; Land & environment 

information center, 2018; Noh et al., 2017). 도시 내 녹지공

간 및 수변공간의 증가는 도시가 안고 있는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인프라이다. 그러나 식물과 수생태계에 필요한 생태용수

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용수공급을 위한 하천 취수량에 영향을 

주면서 도시 물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MOE 2013, 

2014a, 2014b, 2016; MLIT 2010, 2014).  

이러한 도시화, 기후변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 등은 도시내 

물 사용량에 영향을 주면서 도시 내 자연적 물순환 뿐만 아니

라 상·하수도 및 배수시스템과 같은 인공적 물순환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과거의 물관리는 결과론에 근거한 단일 기능의 

사회인프라에 의한 집중형 물관리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정적 

낭비, 융합적 효과 저하, 관리의 어려움 등을 유발시켰다

(KMA, 2018; MAF, 2014; MCT, 2006). 집중형 물관리에 

의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미래 물관리 전략은 통합 물관리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WM)이며, 사회인프라의 

다기능을 유도하는 시설의 분산화, 기술의 다양성, 관리의 통

합화 등이 필요하다(MSPA, 2013; NIER, 2010). 통합 물관리

는 물의 근원인 유역을 하나의 유기체로 통합해 관리하는 기

법으로 자연계 물순환(지하수, 지표수, 강수, 강우유출수 등)과 

인공계 물순환(하수, 상수, 하수 재이용, 중수도 등)을 연계시

켜 안전하고 안정적인 물관리를 수행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통

합 물관리 추진전략은 자연계 및 인공계 물순환 연계와 안정

적 수자원 확보, 유역차원의 오염원별 수질 및 수량 관리, 물

관리 관련 제도의 개선 및 강화,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거버

넌스 구축 등의 세부전략이 필요하다(MOE, 2018). 

통합 물관리 정책 중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는 비용

효율적 물관리를 위하여 중요하다. 과거 물관리는 하천 중심의 

공유지에서 수행되는 물관리로 주로 정책입안자, 전문가, 기술

자 및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하여 수행되

었다. 즉, 유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

기에 일부만 물관리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미래 물관리, 즉 통

합물관리는 시민이 살고 있고 재산이 위치하고 있는 유역에서

의 모든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이기에 물관리는 시민

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준다(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3). 따라서 미래물관리는 정책책임자, 전문가, 설계자, 시

민단체, 시민 등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공유지 

중심의 물관리에서 시민들은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기에 물 

관련 정책에 무관심하거나 시민단체에게 역할을 위임하였다. 

그러나 유역물관리에서는 사유지 중심의 물관리가 필수적이기

에 협의를 위한 논의과정이 비용과 시간측면에서 지난할 것이

다. 이러한 물관리에 대한 지난한 논의를 줄이고 비용효율적 

물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도시환경에 대한 인식

의 개선과 사회인프라의 관리주체로서의 참여 유도를 위한 제

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은 기존의 

사회인프라에 물순환 기능을 부여하는 그린인프라 조성기법으

로 도시가 안고 있는 물순환, 열순환, 환경오염 등의 환경문제

를 해소하기 위한 자연기반해법(NBS, Nature-based Solutions 

for Water)이다. 도시는 다양한 토지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

나 토지이용별 조성되는 사회인프라는 도로, 주차장, 가로수, 

띠녹지, 조경공간, 인도, 빌딩, 교차로 등이다. LID는 이러한 

사회인프라에 생태계서비스 기능을 부여하는 기법으로 사회인

프라의 고유기능과 함께 환경적 기능이 표출된다. 환경적 기능

이 부여된 사회인프라는 침투도랑, 식물재배화분, 나무여과상

자, 옥상녹화,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식생체류지, 인공습지, 투

수성포장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린인프라로 분류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들의 도시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

여 LID 시설의 확대적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 연구방법

시민들의 도시환경조사 및 LID 적용을 통한 사회인프라 개

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지역은 의왕시, 수원시, 안양시의 526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

시되었다. 설문조사 대상의 소속별 분류는 의왕시 노인회, 새

마을부녀회, 농협주부대학, 사단법인 환경보호 감시본부 안양

시 지회 등 사회단체 회원, 공무원, 시민 및 학생 등의 다양한 

계층을 포함시켰다. 

설문조사는 Table 1과 같이 도시환경문제의 종류와 시급성, 

도시환경문제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으

며, 실물 LID 및 기능에 대한 인지도와 LID 확대에 대한 인식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도시화 및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도시 

환경문제는 하천오염, 도시녹지 감소, 온도상승, 미세먼지, 비

점오염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모든 도시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어렵다. 따라서 도시환

경 문제 중에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관리의 시급성에 대한 조

사를 수행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발생 

가능한 7개의 도시환경 문제(하천오염 및 건천화, 녹지감소, 

온도 상승, 싱크홀 문제, 자동차 및 미세먼지, 비점오염, 가뭄 

및 홍수 등)를 선정하여 관리의 시급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

였으며, 이 중에서 4개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도시환경 문제의 

원인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조사는 전문가가 제시하는 원인을 

기반으로 6가지(불투수율 증가, 녹지면적 감소, 자동차 운행, 

에너지 과다 사용, 지자체 환경관리 문제, 도시 및 주택설계 

문제 등)의 원인에 대하여 시민들이 3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도시환경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전문가의 구두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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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7가지 의견(조경녹지 확대, 불투수면 저감, 옥상녹화 

확대, 물의 저류공간 확대, 빗물 이용 및 확대, 도로 청소 확

대, 하수처리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시민이 3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LID 인지도 조사는 LID에 대한 효과를 설명한 이후 조사하

는 것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도시의 환경문제

(홍수, 가뭄, 녹지감소, 대기오염, 열섬효과, 불투수율, 지하수 

감소, 미세먼지 등)을 통합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효

율적 도시 물관리 기법이라는 것을 설명한 이후 LID에 인지도

를 조사하였다. 또한 불투수면적을 줄이고, 녹지를 확대하고, 

빗물의 유출량을 감소시키고, 빗물의 지하침투를 늘려서 지하

수량을 향상시킴으로써 도시의 비점오염원 저감, 도시 열섬현

상 저감, 도시 홍수 및 가뭄 해소, 도시 하천의 건천화 해소, 

수질개선 및 녹조개선 등이 LID의 기능과 효과라는 것을 설명

한 이후 LID의 확대 적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정부의 비점오염원 관리정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시민

들의 주변에서 LID 시설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홍

보와 교육의 부재로 인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Table 1. Purposes and questions of survey

Purposes Questions of survey

Urban environmental issues Which environmental issues in urban areas do you think most urgently need to be addressed? 
Choose 4 from 7 issues of stream pollution & dry stream, decrease urban green spaces, urban 
temperature rise, urban sinkhole problem, automobile & fine dust, nonpoint pollution during 
rainfall, urban drought & flood.

Cause of urban environmental problems What do you think is the cause of urban environmental problems? Choose 3 from 6 causes 
of increase of imperviousness rate, reduction of green spaces, vehicle activities, overuse of energy, 
local government environmental management issues, urban & housing design issues.

Solution of urban environmental problems What do you think will be needed to solve urban environmental problems? Choose 2 from 
7 solutions of enlargement of landscape & green space, reduction of imperviousness rate, enlargement 
of green roofs, expansion of water storage, rainwater harvesting, sewage treatment & management. 

Awareness of LID with simple knowledge An effective urban water management method is an integrated way to solve urban environmental 
problems. This water management technique is called LID (Low Impact Development). Have 
you heard about LID?

Awareness of LID with visual photos and 
more knowledge

The differences of LID facility with current infrastructure(landscaping area, parking lot, road, 
roof, etc) are the area of green spaces and water permeability to the soil. Do you recognize 
LID facility with current grey infrastructure?

Recognition of grey and green infrastructure 
from photos with more knowledge

Select the green and grey infrastructure from the following diagrams, respectively.

Ability of LID recognition with visual photos 
and more knowledge

Have you seen the LID facility around your living environment? 

Acceptance of LID with simple knowledge Low impact development techniques (LID) improve the underground water quality by reducing 
the impervious area of the city, expanding the green area, reducing the runoff of rainwater, 
and increasing the underground infiltration of rainwater. Also, LID can reduce non-point pollution, 
urban heat island phenomenon, and urban flood and drought. Do you agree with the expanded 
application of the LID technologies?

Acceptance of LID with visual photos and 
more knowledge

Do you agree to construct a LID around your living spaces with your knowledge and recognition 
of LIDs?

                

Fig. 1. Statistics of respondents of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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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에 기존 사회인프라와 LID가 접목된 그린인프라의 구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물 LID를 접한 

이후 LID의 확대적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조사내용에 포함

시켰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성별 구성은 Fig. 1과 같이 남성 283명

(53.8%), 여성 243명(46.1%)였으며, 연령별 현황은 20대가 

119명(22.6%), 30대가 66명(12.6%), 40대가 103명(19.5%), 

50대가 141명(26.5%), 60대 이상이 99명(18.8%)으로 나타났다.  

 

3. 결과 및 고찰

3.1 도시환경 문제 인지도 

다양한 도시환경 중에서 관리의 시급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

식조사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전문가가 추천한 도시환경 문

제 중에서 응답자별 4개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응답자 수를 

전체 응답자(526명)로 나누어 순위를 결정하였다. 약 77.7%의 

시민들이 자동차 및 미세먼지 관리를 가장 시급한 도시환경 

문제로 선정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도시 온도상승(63.3%), 하

천오염 및 건천화(62.9%), 그리고 도시 가뭄 및 홍수(45.4%)

로 나타났다. 도시의 싱크홀이나 비점오염원은 시급성에서 상

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시민들이 비점오염

이라는 용어에 대한 생소함과 직접적 영향 정도가 낮다고 생

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세먼지, 하천의 건천화, 도시 온도, 

가뭄 및 홍수의 문제도 물과 관련되는 문제이기에 이러한 문

제가 해결될 경우 비점오염원 및 싱크홀 문제도 많이 개선될 

것이다. 

시민들이 느끼는 도시환경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조

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ure 3과 같다. 도시환경 문

제의 원인은 전문가가 제시하는 원인 중에서 시민들에게 3개

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원인별 응답자를 총 응답자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약 60%의 응답자가 에너지 과다사용을 도시환경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선택하였으며, 불투수율 증가가 

53.9%로 나타났고, 녹지면적 감소가 46.1%로 나타났다. 시민

들은 도시 및 주택설계의 문제나 지자체의 환경관리 문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여 지자체의 환경관리는 

무난하게 수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택설계

가 환경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Fig. 2. Priority of management among urban environmental issues

Fig. 3. Causes of urban environment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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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도시설계나 주택설계 등이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

는 현실을 볼 때 고도화된 미래 환경문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인식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도시화 및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도시환경 문제의 해결방안

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전문가가 제시한 7가

지 원인 중에서 2개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Figure 4는 도시환

경 문제의 원인별 응답자를 총 응답자로 나눈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도시환경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조경녹지의 확대를 선

택한 응답자가 53.9%였으며, 41.6%가 하수처리 및 관리를 선

택하였다. 조경녹지 확대와 하수처리 및 관리는 그 동안 시민

들이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전통적 해결방안이며 나머

지 해결방안이 새로운 접근법임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환경인

식 해결에 대한 인지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시

민들이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난 불투수면 저감, 옥상녹화 확

대, 물의 저류공간 확대 등은 LID의 기본으로 융복합적 도시

환경 문제를 해결함에 선진적인 방식이나 시민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시민들의 교육수준

은 높아지고 있지만 융·복합적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새로운 

지식 및 정보획득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의 개

발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3.2 Grey-Infra 및 LID-Infra 인식도 평가

2010년 이후 정부의 다양한 비점오염원 관리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도시에서 LID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시민들의 주변에서 쉽게 

시설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LID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부재로 

시민들은 LID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Table 2는 물순환 

기능이 없는 단일 기능의 회색인프라(grey infrastructure)와 복합

기능(물순환 및 환경기능 등)이 겸비된 LID 인프라LID 

infrastructure) 또는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의 예를 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이 시민들의 생활 주변 인프라 시설(가

로수, 도로, 인도, 주차장, 옥상, 조경공간 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크게 의식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 회색인프라와 LID 인프

라의 비교사진을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에게 LID 인프라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Fig. 5와 같이 

526명의 응답자 중에서 78~81%가 도로와 주차장의 LID를 구분

하여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그 이유는 시민들의 생활공간이 도로

와 주차장이기에 회색인프라가 그린인프라로의 변화에 대해서는 

쉽게 인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도시의 조경공간과 

나무여과상자에 적용된 LID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48~5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조경공간이나 가로수 등의 녹지공간

이 LID 기능 겸비의 그린인프라 변환은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시민들이 경관성을 가진 녹지공간을 다기능의 LID 

인프라 또는 그린인프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LID에 대한 인지도는 향후 LID의 확대 적용에 애로가 될 

수 있기에 특별 교육과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Table 2. Recognition of grey-infrastructure and LID-infrastructure

Infrastructure LID Infrastructure Grey Infrastructure 

Road

Parking lot

Landscaping 
area

Street trees
 

Fig. 4. Solutions for urban environment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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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ID recognition rate for each infrastructure

3.3 정보전달 방식의 차별성에 의한 LID에 대한 인식 

변화

LID는 도시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기에 

LID 기능 및 효과에 대한 인지도와 확대적용에 대한 시민 의

식조사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LID는 시민들이게 매우 생

소한 용어로 알려져 있기에 간단한 설명을 통해 기능과 효과

를 설명한 이후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LID는 불투수면적을 줄

이고, 녹지를 확대하고, 빗물의 유출량을 감소시키고, 빗물의 

지하침투를 늘려서 지하수량을 향상시킴으로써 도시의 비점오

염원 저감, 도시 열섬현상 저감, 도시 홍수 및 가뭄 해소, 도시 

하천의 건천화 해소, 수질개선 및 녹조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

는 기법이다. Fig. 6과 같이 응답자 중에서 약 72%가 LID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46%가 LID의 

확대적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LID에 대한 

정보가 다양한 언론매체나 정부나 기관 및 기업의  홍보자료 

등에 포함되면서 시민들은 LID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환경부의 물순환선도도시, 

그린인프라 조성사업, 수질오염총량제 등의 다양한 제도와 서

울시 및 지자체의 물순환 조례 등이 시민들에게 LID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LID의 

확대적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낮은 이유는 LID의 효과에 

대한 결과물을 실질적으로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학계,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은 LID의 실질적 효과검증

에 대한 결과물을 활용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시민들이 실질

적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전략적 LID 도입정책이 필요하다. 사

실 과거 사회인프라 중에서 환경인프라는 환경오염물질을 처

리하는 단일기능의 인프라였기에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원인이 LID의 확대적용에 대해서는 시민들

이 의문을 제기하는 원인이기에 LID가 시민들에게 어떠한 직

접적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 및 홍보가 필요하다. 

생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실제 LID 사진을 접해보지 않

은 상태에서의 LID 확대적용에 대한 인지도와 LID를 접해본 

이후 확대적용에 대한 인지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LID의 기능과 효과 설명만으로 LID 확대적용에 

대한 조사에서는 약 4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LID 사진을 접한 이후 90%가 확대적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응답자 중에서 LID 사진을 본 이후에는 92%가 생활

주변에서 LID를 접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94%가 회색인프라와 LID 인프라를 구별할 수 있다고 응답하

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시민들은 LID의 확대적용이 도시

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존 환경인프라는 시민들에

게 직접적 효과를 주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외면으로 도시 외

곽으로 배치되었던 것과는 달리 LID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향후 

환경인프라의 설치시 인프라의 고유기능과 함께 시민들이 직

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설명과 각종 시범사업의 

결과를 홍보와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4. 결 론

  미래 물관리는 자연적 및 인공적 물관리가 연계되는 유역

물관리로 수행될 예정이기에 시민들의 생활공간이 물관리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는 시민들의 도시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

Fig. 6. Changes of awareness and acceptance with knowledge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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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LID의 적용확대 방안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로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시민들은 다양한 도시환경문제 중에서 언론과 방송에서 

자주 접하거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문제인 자동차 및 

미세먼지 관리, 도시 온도상승, 하천오염 및 건천화를 가장 시

급한 관리대상 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

적으로 용어가 낯설거나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은 문제에 대

해서는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도화된 미래 환경문

제에 대하여도 인식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시민들은 도시환경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통적인 방안을 선택하여 새로운 기술적 대안에 

대한 인지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과거에 비해 시

민들의 교육수준은 높아지고 있지만 융복합적 문제해결 능력

에 대한 새로운 지식 및 정보획득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시민들은 녹지공간을 다기능의 LID 인프라 또는 그린인프라

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다기능을 

가진 LID를 경관으로만 인지하는 경우 향후 LID의 확대 적용에 

애로가 될 수 있기에 특별한 교육과 홍보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4) 지자체의 물순환 조례 등은 시민들에게 LID에 대한 인

지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LID의 직

접적 효과를 접해보지 못하였기에 확대적용에 대해서는 낮은 

동의를 보였다. 실제 적용된 LID를 활용하여 시각적이고 현실

적인 결과물을 제시한 후에는 확대적용에 높은 동의율을 보였

다. 따라서 LID의 확대적용을 위해서는 실질적 효과검증에 대

한 결과물과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5) 미래 환경인프라 및 LID는 시민들에게 직접적 혜택 제

공 및 다기능을 가진 LID로 조성될 경우 시민들의 호응이 높

게 나타났다. 모든 사회인프라가 시민이 살고 있는 유역에 조

성되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을 통한 인프라의 계획 및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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