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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since impervious areas have increased due to urban development, the water cycle system of urban 

watersheds has been destructed. Hence, researches on LID (Low Impact Development) technique have been 

conducted to solve such problems environmentally. In order to verify suitability with the scale and arrangement of 

LID technique, the runoff reduction effect of the LID technique should be analyzed per small watershed unit. In this 

study, pre-post difference of the runoff by applying the LID was estimated using the rational method and rainwater 

treatment capacity equation. As a result, the runoff before and after the application of LID were estimated as 22,533.5 

m3 and 14,992.1 m3, respectively. In addition, rainfall-runoff simulations were carried out using SWMM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the LID technique. The SWMM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runoff before and after the 

application of LID were 21,174 m3 and 15,664 m3, respective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two methods, the scale and 

arrangement of the LID technique were revised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 of the water cycle improvement. 

Rainfall-runoff simulations were carried out using the SWMM with the revised LID techniques. As a result, despite 

34.8 % reduction of pervious pavement area, the rate of runoff reduction increased by 2.1 %. These results indicate 

that designing the scale and arrangement of LID technique, while considering the total amount of inflow entering into 

each LID techniques, is essential to effectively achieve the goals of runoff reduction in urba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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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최근 도시개발로 인한 불투수면 의 증가에 따라 도시유역

의 물순환 체계가 왜곡되고 있다. 국 불투수면 은 1970년

에 3 %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 7.9 %로 2.63배의 증가가 나

타났으며, 이러한 불투수면 증가는 토양 침투량 감소, 하천 

직 유출 증가, 도심침수 발생빈도 증가, 갈수기 하천 건천

화 심화 등을 야기하여 물순환 시스템 훼손으로 이어진다

(ME, 2013). 이러한 피해를 친환경 으로 해결하고자 

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기법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LID 기법이란 도로, 주차장, 건물 등에서 투수기능의 시설

을 설치하여 기 지반으로 빗물을 침투  류하여 도시의 

물순환을 개선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법을 용하여 물순

환 개선 효율성을 검증하기 해 Kim et al. (2017)은 침투화

분 검증기기를 개발하여 유출 감 분석을 실시하 다. 한, 

Kim et al. (2019)는 침투화분을 이용한 물순환 실험을 통해 

Curve Number (CN)값을 산정하여 유출 감 효과를 분석하

으며, Choi at al. (2019)는 투수블록을 이용하여 투수성능 

 비 오염원 감 효율을 분석하 다.

LID 기법은 유출모형을 이용한 물순환 개선효과 분석 역

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Yeon et al. (2014)은 SWMM을 

이용하여 동일한 면 에서 투수성포장과 옥상녹화에 한 

물순환 개선 효과를 분석하 으며, Zahmatkesh et al. (2015)

은 SWMM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유출량에 

해 LID 기법 용 ⋅후의 물순환 개선 효과를 분석하

다. 한, Jung et al. (2018)은 8가지 LID 시설의 모니터링 

자료로 SWMM 모형을 구축하여 집수구역에서 67.7 %의 유

출 감 효과를 분석하 으며, Bea et al. (2019)는 SWMM 모

형을 이용하여 LID 시설의 용에 따른 상유역의 첨두유

출량 감 효과를 분석하 다.

기존 연구에서 상지 내 LID 기법 용 ⋅후의 유출

감 효율은 검증되었지만, 최 화된 LID 기법 용을 한 연

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LID 시설의 한 규모 산정  배

치에 한 연구는 효율 인 물순환 체계를 갖추기 해 반드

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유역별로 용되는 

LID 요소기술들의 유출 감 효율성을 분석하기 해 방정식

과 SWMM 모형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LID 기법 용 

⋅후의 유출 감량을 도출하고, 두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LID 요소기술의 한 규모 산정을 통해 물순환 개선 효율

성을 극 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2. Materials and Methods

2.1 연구 상지  LID 용

본 연구는 부산 역시 강서구 강동동에 치한 신도시의 

일부지역을 선정하 다. 상지는 Fig. 1과 같이 토지이용을 

주거, 상업, 녹지, 도로로 분류하 으며, 총 면 은 1,150,495 

m2(주거 333,542 m2, 상업 341,615 m2, 녹지 188,301 m2, 도

로 287,037 m2) 이다. 한, 상지 내에서 계획된 LID 기법

은 투수성포장, 침투 빗물받이, 식물재배화분으로 보도구간

과 차도구간에 설치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Fig. 2

Fig. 1. Land use of the research area.

Fig. 2. Drainage method and LID technology in the research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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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내었다. 투수성포장  식물재배화분은 보도에 용

하여 보도에서 집수된 빗물을 처리한다. 침투 빗물받이는 차

도의 토양 내에 용하여 토지이용별로 집수된 빗물이 유입

되며, 침투 빗물받이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빗물은 우수 으

로 유입되게 된다.

LID 기법 설계 시 침투, 류 등으로 지표면 유출을 감

시키기 해 물순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상지의 물순환 목표설정을 해 부산시 2009 ~ 2018년 강

우자료를 백분 수 분석으로 강우의 규모를 설정하 다. 

한, 설정된 강우량의 ±10 mm를 범 로 강우사상의 지속시

간에 해 간값과 최 빈도수를 산정하여 강우의 지속시

간을 설정하 다. 선정된 물순환 목표량에 따른 LID 용 

⋅후의 물순환 개선 분석을 해 합리식을 이용하여 LID 

용 의 유출량을 산정하 으며, LID 용 후의 유출량을 산

정하기 해 환경부에서 제시한 ｢비 오염 감시설의 설치 

 리운  매뉴얼(2016)｣ 내의 빗물 처리용량 산정식 Eq. 

(1)을 용하 다(ME, 2016).

 =   ×  + 10-3 ×  ×   ×  (1)

여기서, 는 빗물 처리용량(m3), 는 침투시설의 체

(m3), 은 시설내 충 재의 공극률을 나타내며, 충 재 정보 

불충분시 0.32 용한다. 는 하부토양의 침투속도(mm/h, 

13~210 mm/h 범 내), 는 유입시간으로 2시간 용하며 

단, 유입시간에 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활용한

다. 는 침투면 (m2, 하부토양과 하여 침투를 유도하는 

면 )을 표시한다. 이와 같은 산정식은 LID 시설의 공극 체

과 기 지반 침투에 의해 물순환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

2.2 SWMM 모형 선정  구축

물순환 개선에 한 분석을 해 강우-유출  빗물 리 

시설의 해석이 가능한 SWMM 모형을 선정하 으며, 모형을 

통해 LID 기법 용 ⋅후에 한 물순환 개선 효과를 분

석하 다. 상지는 유출지 을 기 으로 1, 2, 3Urban 유역

을 구분하 으며, Table 1에서 각 유역정보를 나타내었다. 

SWMM 모형은 Fig. 3과 같이 신도시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구축되었으며, 집수면 은 유역별로 1U 유역은 890개, 2U 

유역은 226개, 3U 유역은 262개로 구분하여 구축하 다. 

한, 우수 망은 우수계획평면도  종단면도를 바탕으로 집

수정이 총 361개, 우수 은 총 359개로 구분하 고, 우수

의 형태는 원형, 직사각형으로 구축하 다.

상지의 LID 기법은 투수성포장 47,206.9 m2, 식물재배화

분 352.8 m2, 침투 빗물받이 7,107.7 m2의 면 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상지 내 용된 LID 요소기술의 정보를 Table 2에

서 나타내었다. SWMM 내에서는 1. 투수성포장(Permeable 

Pavement), 2. 식물재배화분(Bio-Retention Cell) 3. 침투트

치(Infiltration Trench) 3가지 LID 모듈을 선정하여 지표면층, 

포장층, 토양층, 장층, 배수시스템에 한 매개변수를 입력

하 다. 구축된 SWMM 모형에서 보도구역과 차도구역 내 

LID 기법을 용하여 물순환 개선 분석을 수행하 다.

방정식과 SWMM 모형 2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LID 용 

⋅후에 따른 물순환 개선 결과를 비교분석하 다. 한, 

비교분석 결과에 따라 LID 기법의 효율성을 극 화하기 

해 각 LID 시설이 처리하는 집수유역의 유출량을 최 으로 

집약 할 수 있도록 LID 시설의 규모와 배치를 재설정하 다. 

이에 SWMM 모형을 재구축하여 LID 용 ⋅후의 효과를 

비교하 다. 즉, 집수면 에 따른 빗물을 처리하기 해 각 

Classification 1U 2U 3U Total urban

Land Use
(m2)

Residential 249,089.1 - 84,452.8 333,541.9

Commercial 124,864.9 155,775.7 60,974.5 341,615.1

Green 53,572.6 79,846.3 54,882.1 188,301.0

Road 123,510.5 44,462.0 28,273.0 196,245.5

Sidewalk 37,116.6 33,599.0 20,075.7 90,791.3

Total (m2) 588,153.7 313,683.0 248,658.1 1,150,494.8

Fig. 3. Model Construction using SWMM.

Table 1. Area of each Watershed in th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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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 기법의 한 규모  배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 다.

3. Results and Discussion

3.1 빗물 처리용량 산정식의 물순환 개선 효과

상지 내에 물순환 목표량을 설정하기 해 부산시 강우

자료(10개년)를 이용하여 강우사상별로 백분 수 분석을 실

시하 다(Fig. 4). 분석을 한 강우자료는 시간단  자료이

며, 유효강우를 제외하지 않고 모든 강우량을 고려하여 29.1 

mm의 강우량을 선정하 다. 한, 20 ~ 40 mm에 해당하는 

강우사상의 지속시간에 해 간값과 최 빈도수가 13시간

으로 산정되어 강우의 지속시간을 13시간으로 설정하 으며, 

Huff 4분 법  3분 로 분포하여 물순환 목표량을 설정하

다.

상지의 유출량을 산정하기 해 유출계수는 ｢하수도시설

기 (2011)｣의 토지이용별 기 유출계수 범 를 고려하여 주

거 0.60, 상업 0.80, 녹지 0.15, 도로 0.95로 설정하 다(ME, 

2011). 물순환 목표량 29.1 mm를 용하여 합리식에 의해 

LID 용 의 유출량을 산정하 으며, LID 용 후의 유출

량을 산정하기 해 환경부에서 제시한 빗물 처리용량 산정

식을 이용하여 LID 빗물 처리량을 산정하 다. 이에 방정식

에 의한 LID 용 ⋅후의 유출량 결과를 Table 3에서 나타

내었다. 합리식에 의해 산정된 유출량 결과는 22,533.5 m3으

로 산정되었다. 한, 빗물 처리용량 산정식에 의한 유출량 

결과는 7,541.4 m3으로 산정되었으며, LID 기법 용 후의 유

출량은 14,992.1 m3으로 33.5 % 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SWMM 모형의 물순환 개선 효과

상지의 토지이용으로 구분하여 Table 4에서 SWMM 모

형의 입력자료를 나타내었으며, 침투방정식은 Horton공식으

Fig. 4. Busan 10-Year Rainfall and Percentile Analysis.

Table 3. Runoff before and after applying LID based on Equation

Watershed Total Runoff before LID Application (m3) Total Runoff before LID Application (m3) Runoff Reduction Rate (%)

1U 11,930.3 8,295.4 30.5

2U 6,133.0 3,768.9 38.5

3U 4,470.2 2,927.8 34.5

Total 22,533.5 14,992.1 33.5

Land Use LID Technique Area (m2) Height (m) Quantity

Sidewalk Zone
Pervious Pavement

Block 32,705.9 0.36 -

Pervious + LID Block 6,605.6 0.36 -

Asphalt 7,895.4 0.35 -

Planter Box 4.2 1 84

Road Zone Infiltration Grate Inlet

Tunnel type
10 1.25 211

5 1.25 583

Box type

2.56 1.4 135

3.2 1.4 15

1.96 1.4 275

2.8 1 267

3.44 1 117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applied LID technique in th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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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문학  토양군 B 기 을 용하 다. 한, 앞서 선정

한 물순환 목표량을 입력하여 24시간 모의 후 유출량을 도출

하 다. 모의결과는 Table 5에서 볼 수 있듯이 LID 용 

의 유출량이 21,174 m3으로 나타났으며, LID 용 후의 유

출량은 15,664 m3으로 26.0 % 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SWMM 모형에서의 유출량 결과와 빗물 처

리용량 산정식에 의한 유출량 결과를 비교분석하 다. 빗물 

처리용량 산정식에 의한 LID 용 후 결과가 33.5 %의 유출

량이 감된 것으로 볼 때, SWMM 모형에서 LID 용 후 

결과는 26.0 %로 효율성이 7.5 %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의 원인을 분석하기 해 Table 6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SWMM 내의 각 LID 요소기술별로 발생한 유입, 증발, 침투, 

유출량을 산출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 보도구역에서 빗물이 집수되어 투수성포장  식

물재배화분으로 유입되는 총 유량은 2,335.5 m3으로 나타났

으며, 침투량은 1,896.2 m3, 유출량은 438.8 m3로 나타났다. 

증발산량은 모의시간이 24시간으로 비교  단기간이기 때문

에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보도구역의 LID 시설은 빗물 처리능력 산정식을 통해 

3,915.0 m3의 빗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SWMM 

모형에서는 보도구역의 LID 시설로 2,335.5 m3만큼 빗물이 

유입되며, 1,896.2 m3의 빗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WMM 모형에서 보도구역의 LID 요소기술에 한 물순환 

체계를 Fig. 5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보도구역에서 발생한 

Parameter Residential Commercial Street Green

Area (ha) 33.35420 34.16151 28.90368 18.83010

Slope (%) 1 1 1 0.1

Impervious area (%) 60 80 95 15

Mannings N
Impervious 0.015

pervious 0.25 0.25 0.25 0.40

Depression storage
Impervious 2.54

pervious 5.08

Horton Eq.

Max of infiltration rate (mm/hr) 200

Min of infiltration rate (mm/hr) 12

Decay constant (1/hr) 1

Drying time (days) 2

Table 5. Runoff before and after applying LID based on SWMM

Watershed Total Runoff before LID Application (m3) Total Runoff before LID Application (m3) Runoff Reduction Rate (%)

1U 11,201 8,354 25.4

2U 5,753 4,078 29.1

3U 4,220 3,232 23.4

Total 21,174 15,664 26.0

Table 4. Input Data of Subcatchment in the SWMM

Land Use Classification Inflow (m3) Evaporation (m3) Infiltration (m3) Runoff (m3)

Sidewalk Zone

Pervious 
Pavement

Block 1,327.8 0.0 1,268.7 59.1

Pervious + LID Block 343.3 0.0 343.3 0.0

Asphalt 269.2 0.0 250.1 19.1

Planter Box 395.2 0.5 34.1 360.6

Sidewalk Total 2,335.5 (100) 0.5 (0.0) 1,896.2 (81.2) 438.8 (18.8)

Road Zone

Infiltration 
Grate Inlet

Tunnel type
3,304.1 1.9 1,040.1 2,262.7

8,034.1 2.4 1,458.6 6,573.1

Box type

1,088.1 0.3 167.9 919.9

136.8 0.0 22.4 114.4

1,574.2 0.4 264.9 1,308.9

2,127.2 0.7 370.1 1,756.4

875.4 0.4 196.0 679.0

Road Total 17,140.5 (100) 6.1 (0.0) 3,520.0 (20.5) 13,614.4 (79.4)

Table 6. Water Balance of each LID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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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량은 모두 처리되고 다른 보도구역에서는 빗물을 효과

으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도구역에서 

한 LID 기법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LID 기법을 히 배치한다면 보

다 효율 인 물순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단하 다.

일반 으로 보도구역에서 LID 기법은 투수성포장으로 설

계하면서 유역단  빗물 처리용량을 산정  분석하고, 배치 

시에 해당 소유역마다의 물순환 개선을 분석하는 것이 부족

하다. 이에 빗물 처리용량 산정식을 통해 LID 기법의 한 

규모와 배치를 재설정하여 SWMM 모형을 통해 LID 용 

⋅후의 유출량을 분석하고자 하 다.

3.3 LID 시설 최  규모 설정

합리식에 의해 산정된 보도구역의 유출량은 2,509.9 m3이

며, 해당 유출량을 하게 처리하기 해 빗물 처리용량 

산정식을 이용하여 투수성포장의 규모를 재설정하 다. 이에 

보도구역에서 계획되어 있는 투수성포장은 투수성블록 이외

에 LID 시설을 제외하 으며, 2,518.6 m3의 빗물 처리용량을 

갖도록 보도구역의 투수성포장 총 면 을 47,206.9 m2에서 

30,790.0 m2으로 감소하 다(Table 7).

SWMM 모형에서 투수성블록 면 을 보도구역의 면 에 

비율 으로 용하여 LID 용 ⋅후의 물순환 개선 효과

를 분석하 다. 그 결과 보도구역에서 투수성포장의 총 면

Fig. 5. Runoff Results of each Sidewalk Areas depend on SWMM.

Land Use LID Technique Area (m2) Height (m) Quantity
Rainwater Treatment 

Capacity (m3)

Sidewalk Zone Pervious Pavement Block 30,790 0.36 - 2,518.6

Road Zone Infiltration Grate Inlet

Tunnel type
10 1.25 211 1,069.2

5 1.25 583 1,514.9

Box type

2.56 1.4 135 201.5

3.2 1.4 15 27.1

1.96 1.4 276 329.4

2.8 1 267 318.3

3.44 1 117 166.9

Table 8. Runoff due to revised LID Techniques in the SWMM

Watershed
Before LID 
Application

(m3)

Before LID Application Revision After LID Application Revision

After LID Application
(m3)

Runoff Reduction Rate
(%)

After LID Application
(m3)

Runoff Reduction Rate
(%)

1U 11,201 8,354 25.4 8,115 27.6

2U 5,753 4,078 29.1 3,892 32.3

3U 4,220 3,232 23.4 3,213 23.9

Total 21,174 15,664 26.0 15,219 28.1

Table 7. Characteristics of Revised LID Technique in th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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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6,416.9 m3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출량이 444 m3 만큼 

더 감되어 유출 감 효율성이 2.1 % 증가하 다(Table 8).

LID 기법을 용하고자 하는 유역에서 물순환 개선 효과

를 고려하여 LID 기법의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각 LID 시설이 처리하는 집수면 의 유출

량을 고려하여 LID 시설의 규모를 산정하 으며, LID 시설

의 물순환 개선 효율성을 극 화하는 결과를 도출하 다.  

LID 요소기술을 용하는 해당 소유역의 물순환 체계를 고

려한다면 LID 요소기술의 규모가 과도하게 설계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도로, 보도, 공원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배수구역별 정규모의 LID 계획이 이루어져야한다.

4.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신도시 지역 내 LID 기법 용 ⋅후의 

유출량 분석을 해 부산시 강우자료(10개년)를 백분 수로 

분석하여 29.1 mm의 물순환 목표량을 설정하 다. 이에 물

순환 목표량을 용하여 방정식을 통해 LID 용 ⋅후의 

유출량을 산정하 으며, 유출 감 효율은 33.5 %로 나타내었

다. 한, SWMM 모형을 통해 LID 용 ⋅후의 유출 감 

효율은 26.0 %로 나타났다. 두 가지 방법에 의한 유출 감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개선하기 해 

SWMM에서 소유역별 LID 요소기술로 물순환 체계를 분석

하 으며, 상지 내 LID 기법의 규모 산정  배치를 재설

정 하 다. 이에 수정된 LID 기법을 SWMM 모형에서 용 

⋅후의 강우-유출을 모의하 다. 그 결과 보도구역에서 

용되는 투수성포장의 면 이 34.8 %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물순환 개선 효과는 2.1 % 증가하 다.

즉, LID 시설의 한 규모 산정  배치는 물순환 개선 

효과 최 화 측면에서 효율 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LID 

기법 설계 시 LID 요소기술의 빗물 처리능력과 SWMM 모

의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 인 유출 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도시의 

유출량 감 목표를 효과 으로 달성하기 해 LID 기법 설

계 시 각 LID 기법에 유입되는 유량을 고려하여 히 설

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신도시 개발 에 SWMM 모형의 검증을 통한 

유출량 분석은 실 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개발 직

에 빗물 처리용량 산정식을 고려하여 SWMM 모의분석의 필

요성을 시사한다. 최근 물순환 개선을 한 빗물 리 목표량 

설정 기 에 해 확립되고 있는 과정으로 도시계획 시에 

SWMM 모형을 통해 빗물 리 목표량을 설정하여 LID 기법

에 한 효율성을 분석하고 있다. 도시설계 시 유역 내 LID 

기법의 유출 감 효과를 분석하는 것 외에도 와 같은 과정

을 통해 소유역별로 용된 각 LID 기법이 물순환 개선 효

과가 하게 모의되는지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

는 향후 LID 기술의 한 규모  배치 선정을 해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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