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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층 증대는 강우시 유출을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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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도시 침수, 지하수위 저하, 비점오염물질 유출 증가, 도시 온

도 상승 등의 다양한 도시환경 문제를 증가시킨다. 또한 기후변

화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홍수기에 집중되고 갈

수기에 감소되는 계절적 편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

한 가뭄과 홍수도 빈발하고 있다(Brown and Peake, 2006; Choi 

et al., 2016; KMA, 2018). 도시지역의 계절적 집중화된 강수량

과 높은 불투수층으로 인한 토양과 대기의 건조는 도시 미기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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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회인프라 시설로 분류되는 LID(Low Impact Development) 시설은 지속적 유지 및 관리를 통하여 경관지속성과 기능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LID 기법은 자연기반해법이기에 잡초, 폐기물 및 식생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LID 
시설은 도시에 분산적으로 설치되며 유지관리가 단순하기에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LID 
시설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LID 시설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유지관리 인자를 도출하고 시민들의 참여도를 조사함으로써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LID 시설의 경관지속성은 폐기물, 잡초관리가 중요한 인자로 도출되었으며, 
기능지속성은 고사체 원인규명 및 관리와 적용토양과 식물종 선정이 중요한 인자로 도출되었다. 시민들은 LID 시설의 확대 
및 관리, 조례제정 및 범국민 운동 참여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모두 80% 이상의 높은 동의를 보였다. 일자리와 연계된 
LID 관리 참여의향은 약 64%로 나타나 LID가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LID의 유지관리는 비전문가도 
쉽게 수행할 수 있기에 시설별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유지관리 비용은 지자체의 
LID 적용을 통해 저감된 사회인프라 관리비용과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용어 : LID 유지관리, 경관 지속성, 기능 지속성, 시민참여

Abstract

LID(Low Impact Development) facility classified as a social infrastructure can maintain landscape sustainability and functional 
sustainability through continuous maintenance and management. Since LID is a natural-based solution, the sustainability can 
be secured through the management of weeds, wastes and vegetation. The LID facility is distributed in the city and is an 
infrastructure that can be managed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because of simple maintenance.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maintenance factors affect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LID facilities and to suggest measures for 
maintenance by investigating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s. The factors for landscape sustainability were derived to waste and 
weed management. Also the factors for functional sustainability were assessed to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of dead bodies 
and selection of applicable soil and plant species. The citizens showed high agreement of more than 80% in the questionnaires 
on expanding and managing LID facilities, enacting LID ordinances, and participating in the national movement.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LID management linked to jobs was about 64%, indicating that LID could become a job for the vulnerable. 
Maintenance of the LID can easily be carried out by non-specialists, which can lead to citizen participation with low cost for 
each facility. The maintenance cost for citizen participation can be allocated from the social infrastructure management cost 
reduced by LID applic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social welfare budget of the central government. 

Key words : LID Maintenance, Landscaping sustainability, Functional sustainability, Citizen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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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끼쳐 도시가뭄과 도시홍수를 유발시키며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적 비용을 상승시키고 있다(FHA, 1996). 도시화와 기후

변화로 인한 강수의 계절적 편중은 도시지역의 우수관거의 통수

능력을 한계에 도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환경부의 

관거개선 비용은 물 관련 예산 중 가장 높다(Choi et al., 2018; 

Flores et al., 2016; Geronimo et al., 2014). 환경부는 기후변화

와 도시화로 인한 도시환경 문제를 저감하고자 자연적 물순환 

회복을 위한 물순환 도시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도시내 주요 

사업들에 대하여 저영향개발기법(Low Impact Development, 

LID)의 적용확대를 점차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를 비롯

하여 환경부가 선정한 5대 물순환선도도시(대전광역시, 광주광

역시, 울산광역시, 안동시, 김해시) 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주시 

등 많은 도시가 물순환과 관련되는 조례 제정을 통하여 도시내 

불투수율을 줄이고 강우유출수 관리를 위한 LID 기법 적용을 

확대해가고 있다(MOE, 2013, 2016). 

환경부는 도시의 LID 정책도입과 함께 불투수면을 줄이고 

녹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에 생태면적률 제도를 도입

하여 운영 중이며, 하천의 생태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태하천복

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생태면적율은 각종 사회인프라의 생태

성을 자연녹지 기준으로 가중치를 둔 것으로 녹지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생태에 필요한 물을 고려하지 않아 인공 인

프라 내 식물과 생태를 위한 관수계획의 필수적 수립이 필요

하다(MOE, 2013, 2016).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도시내 하천의 

생태성을 높여 도시가 생태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

는 사업이나 생태용수의 안정적 공급 없이는 지속성이 낮을 

수 밖에 없다(KOSIS, 2018). 이렇듯 도시환경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추진 중인 각종 제도와 정책은 물이 중요하게 고려

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 효과는 크게 감소한다.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 선진국에서 도시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도

입 중인 LID, SUDs(Sustainable Urban Drainage System), 

WSUD(Water Sensitive Urban Design), Blue-Green Network 

(BGN) 등에 물을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기

법의 특징은 자연기반해법이면서 시설을 도시 내 분산배치 통

해 도시의 넓은 면을 고르게 활용한다는 것이다. LID의 적용

은 도시 내 관거 개선 비용 및 환경비용 절감, 경관성 향상, 도

시 복원력 증대 등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 과거 도시 물관

리는 홍수저감을 위하여 빠른 배제와 공유지 중심의 처리시설 

도입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물관리는 도시가 이용

할 수 있는 수자원의 양은 크게 감소시켰다(Kim et al., 2015; 

Kim, 2003; Maniquiz et al., 2010; MLIT, 2014). 미래 물관

리는 도시 내 늘어난 녹지와 복원된 하천의 생태적 지속가능

성을 위하여 LID, 분산형 하수처리시설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물과 관련되는 시설의 분산적 배치를 통한 물의 저류량과 침

투량을 늘리는 통합 물관리이다. 이 중에서 LID는 도시 불투

수면 토지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영역이 크게 관련되

기에 시민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2018년 UN Water에서는 도

시화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자

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을 중요하게 제안

하였으며, NBS는 물과 녹지를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이면서 

연계대상으로 추천하고 있다(Hong et al., 2017, 2018). NBS

의 추진전략은 적용기술의 다양화, 시설의 분산화 및 관리의 

통합화이다. 도시내 적용되는 LID는 NBS에 근거한 기법으로 

생태계의 주요 구성성분인 식물, 토양 및 미생물을 주요 구성

원으로 하여 자연적 물질순환(물순환 포함)과 에너지 흐름을 

구축하는 것이다(Whitford et al., 2001). LID 기술은 식물의 

증발산과 토양침투능력을 보유한 다양한 기술들이 있으며, 일

반적으로 식생체류지, 빗물정원, 침투도랑, 식생수로, 투수성 

포장, 옥상녹화, 나무여과상자, 식물재배화분, 인공습지 등으로 

분류된다(Alihan et al., 2018; Hong et al, 2017; Jeon et al., 

2018). LID 기술은 개발과 관련되는 각종 법과 제도로 인하여 

도시내 공공용지 뿐만 아니라 민간용지에도 다양하게 조성되기

에 토지소유주 또는 인근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과거 

물관리는 하천의 공유지 중심 물관리였기에 정부, 지자체, 수면

관리자,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미래 

물관리는 도시내 각종 토지에 조성되기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시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선진국에서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환경관리를 중요한 국가적 정책으로 도입 중이다. 

또한 과거 환경 관련 인프라는 시민들에게 직접적 혜택을 주지 

못하였기에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도시 외곽에 조성되는 

과정을 겪었다. 그러나 LID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

써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재산가치를 향상시키기에 도

시환경 문제에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며, 유지관리가 단순하

여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분야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도시내 설치된 LID의 유지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시민들의 

LID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하여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환경부는 도시물순환 정책의 확대에 앞서 도시 내 물순환을 

구축하는 빗물유출제로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는 물순환선도도시 추진에 중요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도시내 적용된 LID 시설의 유지관리 현황을 분석하

여 시민참여 유지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조성한 청주시 오창과학단지 빗물유출 

제로화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LID 시설의 기능과 경관성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 현황과 시민

참여 유지관리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시민의 입장에서 

시설의 개선방안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식물고사 확인을 위한 

Table 1. LID facilities for site investigation

Types of LID LID facility No. of LID facility

Facility of 
vegetation type

Planter box 64 locations

Tree box filter 124 locations

Bioretention 4 locations

Infiltration facility 

Infiltration trench 338㎡

Infiltration device 12 locations

Porous pavement 5 locations



김영만･김이형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Vol. 21, No. 1, 2019

59

현장조사는 식물이 식재된 식물재배화분 64개소와 나무여과상

자 124개소를 대상으로 2016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수

행되었다(Table 1). 

LID 시설의 현장조사 내용은 시설의 경관성과 기능평가를 

위하여 물의 흐름의 원활성,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낙엽 등)

의 시설 내 축적여부, 식물 성장과 식물고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인공구조물의 유지관리, 계절 변화에 따른 

잡초 관리 등의 조사도 포함하였으며, 지속적인 기능유지에 필

요한 시설의 훼손 사항도 조사하였다(Choi et al, 2018a, 

2018b; Gurong et al., 2018; Hong et al., 2015). 

LID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526명의 시민

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공무원, 시민, 사회단체 및 학생 

등의 다양한 계층을 포함시켰다. 설문조사 내용은 Table 2

와 같이 총 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LID시설의 관리에 

대한 시민참여 동의, LID 관리위한 일자리 연계시 참여의

향, LID 확대위한 조례제정 및 LID 확대 운동 참여의향 등

을 포함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성별 구성은 남성 283명

(53.8%), 여성 243명(46.1%)이었으며, 연령별 현황은 20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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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D 시설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기능지속성(functional 

sustainability)과 경관지속성(landscape sustainability)에 의하

여 결정된다. LID 시설의 기능지속성은 지속적 물순환 및 오

염물질 제거 등의 기능을 위하여 필요하다. LID 시설은 시민

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에 위치하기에 조성 당시 구축된 

경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유지관리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LID 시설의 지속가능성 인자(폐기

물 관리, 식물 고사체 관리, 잡초관리, 시설파손 등)를 도출하

고, 시설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유지관리에 시민들의 참여 가능

성을 조사하여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3.1 LID의 경관지속성 위한 잡초 및 폐기물 관리

LID 시설의 경관 지속성은 시민들에게 생태계서비스를 제

공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LID는 시민들의 생활공간에 조성되

기에 경관성을 고려하는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경관성에 영향

을 끼치는 인자는 잡초와 폐기물 관리로 조사되었다. LID 시

설의 기능지속성에 영향을 끼치는 식물 고사체와 달리 잡초는 

식물의 경관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나타났다. LID 설계

시 식재는 기능과 경관을 고려하면서 설계되지만 운영 중에 

잡초의 성장은 필연적이다. LID 시설에서 잡초는 봄철~여름

철에 왕성하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식생의 성장

에 장애를 주고 경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

은 스스로 진화하는 특성이 있기에 잡초의 성장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인간이 조성한 사회인프라의 기능유지와 원하

는 경관유지를 위해서는 관리가 필수적이다. Fig. 1(a)는 LID 

시설에서 발견된 잡초 성장사례이다. LID 시설에 우점하여 성

장하는 잡초는 주로 기존 현장에서 다량 서식하는 쑥부쟁이, 

강아지풀, 개망초, 바랭이 등의 토종 식물로 나타났다. 잡초가 

무성한 LID 시설에서는 적용 식물의 성장이 둔화되거나 생육 

부진 등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LID 시설

의 경관지속성을 위해서는 수종 선택 시 가급적 지역에 기반

을 둔 식종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잡초는 투수

성 포장, 나무여과상자, 식물재배화분, 식생체류지 등에 고르

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경관지속성 유지를 위한 잡초

관리는 년간 약 2회 정도(5월과 7~8월)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

었다. 

잡초와 더불어 LID 시설의 경관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

는 폐기물이다. LID 시설에서 발견되는 폐기물의 종류는 1회 

용품인 비닐, 종이, 플라스틱, 담배꽁초 등으로 대부분 생활폐

기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폐기물은 LID 시설의 경관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장기간 체류시 분해되어 새로운 오염물

질이 될 수 있기에 주기적 제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LID 시설에 유입된 폐기물의 유입 과정은 자연적인 유입과 인

위적인 유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자연적 유입 폐기물은 바람

과 강우에 의하여 느슨한 유입구와 하부 틈새로 유입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인위적 폐기물 유입은 주민의 환경인식 

Table 2. Purposes and questions of survey

Purposes questionnaires of survey

Agreement of citizen 
participation on LID 
management

LID facility should be managed by building the governance with local residents, civic groups, local 
governments, and central governments. Also The management cost should be allocated from national 
welfare resources and local government. Do you agree with this plan?

Participation on LID 
management linked a job

It is very difficult to be managed the current social infrastructures by the citizens due to a 
centralized facility and complex features. However, the maintenance of LID facility can be easily 
performed by removing weeds, sediments, and solid wastes. Do you intend to participate in 
maintenance if your local LID facility is implemented in conjunction with job policy?

Enactment of ordinance for 
LID expansion

In order to expand the LID infrastruc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ID ordinances that require 
LID creation in the city. Do you think the citizens and social organizations have an important role 
for LID ordinance?

Participation on LID 
expansion initiatives

If the LID facility is developed as a national movement, do you intend to participate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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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에 의한 무단투기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b)

는 사람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LID에 설치된 덮개와 폐기물 

유입저감을 위해 설치된 스크린 및 유입 폐기물 축적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오염물질 저감능력을 가진 LID 시설에서의 폐

기물 축적은 주요 기능 중의 하나이다. 만약 폐기물이 LID 시

설에서 축적되지 않았다면 우수관거로 유입되어 관거통수능력

에 영향을 주고 최종적으로 하천으로 배출되어 심각한 수질오

염원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LID 시설에서의 주기적 관리를 통

한 폐기물의 제거는 경관지속성 뿐만 아니라 시설의 기능유지

를 위해서 필요하다. 폐기물 관리는 강우가 시작되는 3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정도 수행함이 바람직하며, 강우가 집중되는 

여름철에는 장마기간과 태풍의 전과 후에 수행함이 타당하다. 

3.2 LID의 기능지속성 위한 식물 선정·관리

LID 시설의 경관 지속성 평가는 LID 시설 내 식재된 식물

의 성장상태 및 고사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

행되었다. 식물의 고사는 계절적 원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계절적 원인은 식물이 가을철에 성장을 멈추면서 발

생하는 자연적 변화이기에 겨울철 고사체 관리를 통하여 지속

적 경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정 토양수분량, 제설제

(염화칼슘), 제초제 살포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식물의 고사체는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며 LID의 경관에 큰 

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기능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계절적 영향을 크게 받는 초본이 조성된 식물재배

화분과 식생체류지의 고사현황보다는 목본이 조성된 나무여과

상자를 대상으로 식물의 고사현황을 조사하였다. 청주시 오창

과학단지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나무여과상자(124개소)의 식물

고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6년도에는 18개소에서 목본이 고

사하여 약 14.5%의 고사율을 보였으며, 2017년도에는 21개소가

  

Fig. 2. Plant mortality rate of tree box filter and dead plants

 

(a) Aster(Aster lautureanus) in infiltration planter

   

(b) Solid wastes in a tree box filter

Fig. 1. Weeds and solid wastes in LID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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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하여 16.9%의 고사율을 보였다(Fig. 2). 나무여과상자는 

도로변에 설치되는 LID 시설이며 겨울철 염분 및 각종 중금속 

및 유류 등이 함유된 도로 강우유출수가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시설이다. 도로변에 설치된 나무여과상자의 고사율이 높은 이

유는 나무여과상자의 시설 설계과정(식종 선정, 토양 선정 등) 

및 운영 중 환경적 요인(염분, 높은 오염물질 농도 등)에 의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그 중에서 내염성에 약한 식종 선정과 

적정 토양함수량을 유지하지 못하는 토양층 설계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LID는 자연적 물질순환과 에너지 흐름

을 구축함으로써 유지관리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자연기

반해법이므로 식물은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LID 시설에서 식

물의 기능은 물질순환, 물순환, 에너지 흐름에 기여할 뿐 아니

라 시민들에게 심미적 안정감과 함께 경관을 제공한다. 따라서 

식물 선정시 및 관리시 효율성 및 경관성과 같은 지속가능성

과 이를 유지시키기 위한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중요하게 검

토하여야 한다. 또한 LID 시설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내염

성, 내공해성, 내습성, 내건성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적용되는 토양이 충분한 침투능력과 물의 보유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공성 식생토의 적용이 식물고사를 줄이면서 LID 시

설의 기능지속성에 중요하다. 

3.3 LID의 기능지속성 위한 시설의 보수·보강

LID 시설의 훼손은 물순환 및 오염물질 저감 기능에 영향

을 줄 수 있기에 파손시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하다. 현장조사 

결과 LID 시설의 다양한 훼손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훼손 사례로는 유출수와 유입부 막힘에 의한 배출 기능 저하, 

폐기물 거름망 훼손으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 물질 및 일회용 

폐기물 유입, 도로 L형 측구 훼손, 시설의 시공이음 불량 및 

누수에 의한 겨울철 동파 등으로 조사되었다. 훼손의 원인은 

시설의 유지관리의 용이성 부재, LID 요소기술 원천적 기능 

미흡, 시설에 대한 시민의 인식 부족 등으로 분석되었다. 일반

적으로 LID는 소규모 강우에 능동적으로 대응가능한 시설이

어야 하나 현장조사 결과 소규모 강우시 유입이 매우 낮게 발

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되었다. 그 이유는 LID 시설의 유입부

가 Fig 3과 같이 물의 흐름에 직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유입수로의 경사가 수평이기에 도로 청소시 유입된 

토사가 입구를 막는 현상이 발생하여 대부분의 시설에서 소규

모 강우시 유입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LID 시설 내에 

축적된 폐기물의 주기적 관리를 위한 기술적 기법도 미흡하여 

폐기물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3은 유

입부 및 폐기물 관리를 위한 개선기법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폐기물 스크린을 탈부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폐기물 관리가 

가능하며, 시설 벽체와 경계석 틈새에 지수판을 시공이음으로 

설치할 경우 누수를 저감하고 도로 L형 측구의 훼손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LID 시설 유지관리 참여에 대한 시민의식 평가

LID 시설은 시민의 생활공간에 분산형으로 조성되기에 비

용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LID 시

설의 관리는 유역물관리에 해당하며 융·복합적 기능의 자연기

 

⒜ Improvement of flow channel 

 

⒝ Improvement of cover of maintenance

Fig. 3. Suggestion of improvement of LID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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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itizens's willingness for maintenances and expansion of 
LID facilities

반해법이기에 지자체,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구

성원의 참여를 통해 가능하다. 시민단체는 시민이 참여하는 단

체이긴 하지만 LID 시설이 분산형으로 다양한 지역에 조성되

기에 그 지역의 시민참여가 필수적이다. Fig. 4는 LID 시설의 

유지관리와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의향을 조사한 결과이

다. LID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문항

에 92%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일자리와 연계하여 

LID 유지관리가 수행될시 64%가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개진

하였다. 시민참여 필요성에 비해 일자리에 대한 참여도가 낮은 

이유는 LID 시설의 유지관리에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

하지 않기에 낮은 비용이 책정될 것이라는 것이 주요한 이유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을 볼 때 LID 시설의 유지관리는 지

역의 취약계층에게 중요한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LID 확대를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88%의 시민

이 동의하였다. LID 조례는 지역에 적용되는 규범으로 시민의 

동의하에 제정되며, 적용과정에 시민들의 재정투입이 필요하

다. 이러한 조례에 대하여 시민들의 동의가 높다는 것은 LID

가 가진 다양한 혜택에 대하여 재정 지불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LID 확대 운동이 광범위하게 진행될 시 84%

가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보여 시민들은 LID 적용 및 확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3.5 시민참여 LID 구축방안

도로, 주차장, 조경공간, 인도, 우수관거 등의 기존 사회인

프라시설의 우수시스템은 강우시 빠른 배제를 목적으로 유출

수를 조경공간에서 포장지역으로 유도하여 우수관거로 배출하

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우수배제시스템은 토양내 함수량을 감

소시켜 조경공간에 관수시스템을 도입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가뭄시 도심지 가로수에 물주머니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를 유

발시키고 있다(Fig. 5). 또한 조경공간에서 다량의 토사가 유출

되어 우수관거로 유입됨으로써 관거 통수능력을 감소시켜 도

심지 침수뿐만 아니라 관거청소 비용 상승 등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단일기능의 사회인프라 시설을 그레이 인프라(grey 

infrastructure)라고 한다. Table 3은 기존 인프라와 LID 그린

인프라를 비교한 것으로 시민들이 쉽게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작성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은 LID를 새로운 

사회인프라 시설로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에 교육과 홍

보자료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LID 인프라는 기존인프라에 물

순환 기능과 생태적 기능을 추가하면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았

기에 이와 같은 교육자료의 준비 및 활용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LID 그린인프라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 주민

이 참여하는 LID 구축 및 관리가 가능하다. 각 도시별 도시환

경 문제는 시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시민들로부터 물순환 

  

 

Fig. 5. Environmental problems of conventional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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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conventional and LID green infrastructures

Infrastructure Conventional infrastructure LID green infrastructure

Landscaping area

Pavement or parking lot

Drainage channel

Roof

Planters

Street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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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조성 및 도시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 받을 수 있

으며, 이 경우 계획, 설계 및 관리 과정에 시민들의 관심도가 

크게 향상되어 비용효율적 환경관리가 가능하다. 즉, 도시 내 

불필요한 불투수면 지역이나 포장면(인도, 보도, 주차장 등)으

로 토사유출이 있는 조경공간 등을 시민들이 직접 발굴하여 

지자체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제안함으로써 바텀업 방식

(bottom-up)의 도시환경관리를 추진하는 것이다. 시민이 주

도적으로 발굴한 사업은 도로 띠녹지 사업, 보도블록 교체사

업, 가로수 조성사업 등에 반영하여 다기능 LID 그린인프라가 

조성된 도시 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민참여 사업발

굴과 함께 공공기관(학교, 주민센터, 시청 등)의 지붕 우수관

거를 조경공간으로 유도하여 토양 내 저류 및 침투사업도 중

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업이며, 기존 환경부의 그린빗물인프라

사업 등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LID 시설은 사회인프라 시설로 지속적 유지 및 관리를 통

하여 경관지속성과 기능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LID 시설은 

자연기반해법이 적용된 시설이기에 유지관리가 수행되지 못하

면 자연의 복원기작에 의하여 자연으로 귀화되고 고유의 기능

이 사라지게 된다. 본 연구는 LID 시설의 지속가능성을 고려

한 유지관리 인자를 검토하고 유지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

여 수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도시환경문제를 가진 많은 지자체는 LID 시설 조성시 

유지관리가 필요 없도록 조성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LID 

시설도 도로, 주차장, 건물, 조경, 가로수, 보도, 교량 등과 같

은 사회인프라 시설이기에 기능유지를 위한 유지관리는 필수

적이다. LID 시설의 경관지속성을 위해서는 폐기물, 잡초관리

가 중요한 인자로 나타났으며, 기능지속성을 위해서는 고사체 

원인규명 및 관리와 적용토양과 식물종 선정이 중요한 인자로 

도출되었다. 

2) LID 시설은 강우시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을 포착하여 

수질개선과 녹조저감에 기여함으로써 수질개선비용을 크게 절

감할 수 있다. LID의 물순환 기능은 지하수량 확보, 도시침수 

저감, 도시 온도 저감, 관거 통수능력 확보 등의 혜택을 제공

하기에 경제적 기여도가 높다. 수질개선 및 물순환을 통해 저

감된 사회인프라 비용이 LID에 투입되면 도시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3) 시민들은 LID 시설의 확대 및 관리, LID 조례제정 및 

LID 확대 운동 참여에 대해서 80% 이상의 높은 동의를 보였

다. LID와 일자리와의 연계조사에서는 LID가 취약계층의 일

자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4) LID는 자연기반해법으로 비전문가도 쉽게 유지관리 업

무를 수행할 수 있기에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비용효율적 관

리가 가능한 사회인프라이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유지관리 비

용은 지자체의 LID 적용을 통해 저감된 사회인프라 관리비용

과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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