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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uideline of selection of Integrated Management Practices (IMPs), such as wood, green roof, lawn, and porous pavement, 
for Low Impact Development (LID) design was proposed by ranking the reduction rate of surface runoff using LIDMOD1.0. 
Based on the guideline, LID was designed with several scenarios at two apartment complexes located at Songpa-gu, Seoul, 
Korea, and the effect of LID on surface runoff was evaluated during last 10 years. The effect of runoff reduction of IMP by land 
use change was highly dependent on the kind of hydrologic soil group. The wood planting is the best IMPs for reduction of 
surfac runoff for all hydrologic soil groups. Lawn planting is an excellent IMP for hydrologic soil group A, but reduction rate is 
low where soil doesn't effectively drains precipitation. The green roof shows constant reduction rate of surface runoff because it 
is not influenced by hydrologic soil group. Compared to the rate of other IMPs, the green roof is less effect the surface runoff 
reduction for hydrologic soil group A and is more effect for hydrologic soil group C and D followed to planing wood. The 
porous pavement for the impervious area is IMPs which is last selected for LID design because of the lowest reduction rate for 
all hydrologic soil group. As a result of LID application at study areas, we could conclude that the first step of the strategy of 
LID design at apartment complex is precuring pervious land as many area as possible, second step is selecting the kind of plant 
as more interception and evapotranspiration as possible, last step is replacing impervious land with porous pavement.

keywords : Integrated management practices (IMPs), Low impact development (LID), LIDMOD, Storm water management,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Urban drainage

1. 서 론1)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는 환경과 개발에 한 세계

원회(WCED)가 1987년에 발표한 “우리의 미래(Our Com-
mon Future)”라는 보고서에 의해 공식화되었으며, 이후 국제

회의들을 통해서 그 개념은 세계 인 패러다임으로 확산되

어 나가고 있다(이상문 등, 2004). 최근 들어서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한 Low Impact Development (LID)기법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다. LID기법은 새롭게 조성될 도시지

역에 하여 투수성 포장, 우수 류시설, 식생수로, 옥상녹화 

등과 같은 통합 리기법(Integrated Management Practises, 
IMPs)을 용함으로써 도시에서의 유출을 억제시키고 침투

를 증가시킴으로써, 도시개발 이 의 수문상태로 되돌리려는 

기법으로 비교  최근에 도입된 개념이다( 지홍 등, 2009a).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tdkim@andong.ac.kr

우리나라의 경우 LID기법의 일부분인 우수이용에 하여 

꾸 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이경림 등(2001)이 우리나라

에서의 우수 이용 가능성에 한 분석을 실시하 으며, 한
무 (2003)은 지속가능한 도시의 물 리를 한 빗물이용

에 한 연구를 실시하 다. 한무  등(2003)은 옥상녹화를 

통한 홍수방지효과를 SWMM을 통해 모의한 바 있다. 최지

용(2008)은 충남도청 이  정지에 조성될 신도시에 하

여 자원 약형 환경순환 구축 연구 보고서에 있어서 LID 
기법 용을 제안하 다. 박 호 등(2008)은 SWMM모형을 

이용하여 춘천 거두 택지개발지구를 상으로 LID 기법 

용에 따른 유출량 감효과를 모의하 다. 지홍 등(2009a)
은 LID 기법 용에 따른 효과분석과 유출량  첨두유량

조 을 한 체류지/ 류지 설계를 한 모델(LIDMOD1.0)
을 개발하여 수질오염총량제에 있어서 LID 기법 용시 원

단  산정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수문학  뿐만 아니라 수질

학  측면에서의 LID 기법 정량화에 하여 근한 바 있다.
최근 들어 겨울철 극심한 가뭄 상으로 인하여 유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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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 한 물순환구조개선을 필요로 하며,  정부의 주요 

정책인 탄소 녹색성장 실천 운동 에 하나인 녹색도시

개발(옥상녹화)은 LID기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한 

LID 기법은 홍수조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
시에서의 유출량  유출빈도를 감소시켜 도시비 오염부

하량을 감시키고 도시녹화를 통한 도시민의 휴식처를 제

공할 수 있어 비 오염 감시설이 오시설이 아닌 친환경 

시설이라는 인식 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수문학 인 측면뿐만 아니라 수질학  측면에서 LID 기법

의 용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단되며 이와 련된 다양

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LIDMOD1.0을 이용하여 토양배수상태에 

따라 토지피복 변화에 의한 IMP별 유출량 감효과를 평가

함으로써, 토양배수특성별 IMP 우선순 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에 치한 아 트단지

를 상으로 LID를 설계 후 유출량  첨두유량 조 을 

한 추가 인 장치형 IMP 소요면 을 산정함으로써, 아 트

단지 정지구에 한 LID 용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LIDMOD1.0 개요

LIDMOD1.0은 미환경부(USEPA)의 도움아래 Prince George's 
County(1999a)에서 제안한 LID 수문분석 방법을 지홍 등

(2009a)이 수치화하여 개발한 LID기법 평가모델이다. LID-
MOD는 유출곡선식(curve number, CN)을 이용하여 지표유

출량을 산정하는 모델로 그 용과정은 Fig. 1과 같다. 우
선 개발 과 개발 후의 LID 용시․미 용시 CN값을 각

각 계산하는데, TR-55에서 추천한 토지구성요소별 CN값을 

참조하여 식 (1)과 같이 면 가  CN값을 계산한다(Prince 
George’s County, 1999b).

Fig. 1. Flow chart executive procedures in LIDMOD1.0 
(Jeon et al., 2009a).

 

    (1)

여기서,  는 조합된 CN,  는 각각의 토지피복에 한 

면 ,  는 각각의 토지피복에 한 CN을 나타낸다. 다

만 LID 용시 CN값을 계산할 경우, 불투수층면 비율이 

30%미만이고, 불투수면에서의 강우유출수가 투수층을 거쳐

서 배수로로 유입될 경우에는 식 (2)에 의해 CN값을 보정

해야 한다(Prince George’s County, 1999b).

  
 ×  ×   (2)

여기서,  는 보정된 CN,  는 투수층 면 에 의해 조

합된 CN,  는 불투수층의 면 비율, R은 불투수층의 총

면 에 한 투수층으로 강우유출수가 유입되는 불투수층 

면 에 한 비율을 의미한다.
개발 의 CN값과 LID 용 후 CN값을 이용하여 개발  

상태보다 증가된 유출량과 첨두유량 조 을 한 체류지/
류지의 소요면 을 계산한다. 이때, 설계된 체류지/ 류

지의 면 이 과다하여 경제성이 떨어질 경우 경제성을 고

려한 체류지의 소요면 (hybrid design)을 계산해 다( 지

홍 등, 2009a).

2.2. 연구 상지역

서울특별시 송 구 방이동에 치한 올림픽선수 아 트

(Site 1)와 송 구 잠실동에 치한 잠실주공5단지(Site 2)
를 연구 상지역으로 선정하 다(Fig. 2). 올림픽선수 아

트와 잠실주공5단지의 면 은 각각 41 ha, 34 ha 으며 아

트단지 조성 ･후에 한 토지피복 구성요소는 Table 1
과 같다. 올림픽선수 아 트의 경우 개발이 에는 논이 가

장 많은 비 을 차지하 고, 투수층면  비율이 95.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 트 단지 조성 후에는 주차장이 가

장 많은 비 (37.5%)을 차지하 고 투수층면  비율은 

28.2%로 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실주공5단지

의 경우에는 개발 에는 나지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고 투수층 면 비율이 77.5% 으며, 아 트 단지 조성 

후에는 잔디가 가장 많은 비 (36.9%)을 차지하 고 투수

층 면 비율은 53.2%로 올림픽선수  아 트에 비해 상

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2.3. 자료구축

LIDMOD1.0을 용하기 해서는 공간자료(토지피복도와 

토양배수도)와 기상자료(일강수량)를 필요로 한다. 우선 토

지피복도의 경우 개발이 의 토지피복상태를 악하기 해

서 국가수자원 리 종합정보시스템(http://www.wamis.go.kr)
에서 제공하는 1975년 분류 토지피복도를 사용하 다. 
아 트 단지 조성 후의 토지피복분석은 아 트 단지를 구

성하는 피복요소 구분을 악하기 해서 Daum에서 제공

하는 Daum 지도(http://www.daum.net/)를 캡쳐하여 Arc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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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cation of study areas

(b) Land cover of site 1 (c) Land cover of site 2
Fig. 2. Study areas (source of (b) and (c) was ⓒ 2009 Daum-Map data).

Table 1. The components of land cover at study area (Unit: m2)

Land cover
Site 1 Site 2

Pre-development Post-development Pre-development Post-development

Pervious area

Paddy field 248,321 0 80,411 0
Barren 7,927 7,384 109,315 　15,306
Grass 0 6,936 14,081 126,124
Wood 135,750 102,033 61,157 40,508
Subtotal 391,998 116,353 264,964 181,938

Impervious area

Driveway 0 31,102 0 30,627
Parking lot 0 154,840 0 　78,225
Sidewalk 0 45,199 0 　15,034
Building 20,609 65,113 77,144 　36,254
Subtotal 20,609 296,254 77,144 160,140

Total 412,607 412,607 34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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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te 1 (b) Site 2

Fig. 3. Hydrologic soil group at study areas.

Table 2. The components of hydrologic soil group at study 
area

Soil
Site 1 Site 2

m2 % m2 %
A 80,553.0 19.5 342,078.4 100.0
B 221,519.0 53.7 0.0 0.0
C 110,536.0 26.8 0.0 0.0
D 0.0 0.0 0.0 0.0

Total 412,607.0 100.0 342,078.4 100.0

로그램에서 shape 일의 형태로 재작성하 다. Daum에서 

제공하는 지도는 아 트 건물과 기타건물, 나지, 식생지역, 
포장지역(주차장과 인도), 도로로 구분되어져 있다. LID 기
법을 용하기 해서는 식생지역을 잔디와 숲으로, 포장지

역을 주차장과 인도의 추가 인 분류가 필요로 하 다. 이
를 해서 Daum 지도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자료를 참조

로 하여 LID 기법 용에 필요한 토지피복요소를 Fig. 2와 

같이 재분류하 다. 토양배수도의 경우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하는 정 토양도의 속성  토양배수상태의 값을 추출

하여 사용하 다. 일별강수자료는 기상청(2007)에서 홈페이

지에서 제공하는 측소별 일별 강수자료를 이용하 다. 연
구 상지역과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측소인 서울지 에 

하여 1991~2008년(10년)동안의 강수자료를 사용하 다.

2.4. IMP설정 가이드라인 제시  LID 설계

Prince George’s County(1999a)에서 제시한 LID 설계 순

서는 개발지역에 한 토지피복 설계 후 설계강우량에 

하여 개발 에 비해 증가된 유출량  첨두유량 조 을 

한 체류지/ 류지 설계를 순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ID 용을 한 토지피복 설계시 토양배수특성에 따른 

IMP의 우선순 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하여, 토양

배수상태별 나무식재, 잔디식재, 옥상녹화, 투수성 포장에 

따른 지표유출량을 산정하여 비교하 다. 불투수면 지표유

출량 비 각 토양배수상태별 토지피복별 지표유출량을 식 

(3)에 의해 지표유출량 감율을 산정하고 토양배수상태별 

IMP별 우선순 를 설정함으로써 LID에 의한 토지피복 설

계시 IMP 우선순 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다.

   

 
× (3)

여기서,  는 불투수면에서의 지표유출량이며   

IMP에서의 지표유출량이다. 토지피복설계 가이드라인이 제

시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연구 상지역을 상으로 토지

피복변환에 의한 LID를 설계하고 수문분석을 실시하 다. 
설계 강우량에 하여 개발이 의 총유출량과 첨두유량을 

유지시키기 한 추가 인 장치형 IMPs( 류지/체류지)의 

소요면 을 산정하 다.
개발 ･후의 수문분석과 총유출량과 첨두유량 조 을 

한 체류지/ 류지 소요면  설계는 LIDMOD1.0에 의해 

이루어졌다. LIDMOD1.0에 사용된 토지피복별 CN값은 

Table 3과 같으며, 분석과 설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CN값의 일부는 우리나라에서 장기간동안 검･보정된 

값을 사용하 다( 지홍 등, 2009b). 장치형 IMP 소요면  

설계시 설계강우량은 건설교통부(2000)에서 제시한 서울지

역의 재 기간 2년 지속기간 24시간(141.0 mm)의 확률강

우량을 이용하 다.

Table 3. Curve number for LID modeling

Land use/cover
Curve number for hydrologic soil group

A B C D
Impervious area* 98 98 98 98
Paddy field* 69 79 86 89
Barren/open space* 48 65 74 78
Lawn* 52 73 83 89
Woods* 37 59 68 73
Porous pavement*** 76 85 89 91
Green roof** 75 75 75 75

*Source: Jeon et al., 2009b
**Source: Center for Neighborhood Technology, 2007

***Source: Seattle Department of Planning and Development and Seattle Public 
Utilities, 2000

3. 결과  고찰

3.1. LID-IMP선정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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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ydrologic soil A group (b) Hydrologic soil B group

(c) Hydrologic soil C group (d) Hydrologic soil D group

Fig. 4. Comparison of surface runoff of IMPs for hydrologic soil group.

토양배수상태에 따른 토지피복 변화 IMPs별 지표유출량

은 Fig. 4와 같다. 토양배수상태에 따라서 IMP별 유출량 

감효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는데, 반 으로 토양배수

상태가 양호할수록 토지피복변화에 의한 IMP의 유출량

감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MP별 토양배수상태에 따

른 유출량 감효과를 살펴보면, 토양배수상태가 매우 양호

한 경우(Hydrologic soil A group)에는 나무를 식재하는 것

이 가장 높은 유출량 감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다음이 잔

디식재, 옥상녹화, 투수성 포장 순이었다. 토양배수상태가 

다소 양호한 경우(Hydrologic soil B group)에는, 나무식재

와 잔디식재의 유출량 증가율이 상 으로 높아 옥상녹화

가 잔디식재보다 유출량이 낮아 나무식재-옥상녹화-잔디식

재-투수성 포장의 순으로 지표유출량을 나타내었다. 토양배

수상태가 다소 불량한 경우(Hydrologic soil C group)에는 

토양배수상태가 다소 양호한 경우와 유출량 순 가 동일하

으나, 나무식재와 옥상녹화와의 유출량 차이는 다소 감소

하 으며, 옥상녹화와 잔디식재와의 차이는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토양배수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Hydrologic 
soil D group)에도 나무식재-옥상녹화-잔디식재-투수성 포장 

순이었으나 나무식재와 옥상녹화와의 차이가 매우 좁 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 으로 모든 토양배수조건에 해서 

나무식재가 가장 유출량이 낮았으며, 토양배수상태가 매우 

양호한 경우에는 잔디식재가, 토양배수상태가 불량할수록 

옥상녹화가 나무식재 다음으로 유출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투수성 포장은 토지피복 변환에 의한 IMP  유출량 

감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록 투수성 포

장의 지표유출량은 토양배수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지라도, 도로와 주차장의 침하방지를 한 지반다짐을 고려

할 때, 토양배수상태가 가장 불량한 Hydrologic soil D 
group으로 가정하여 LID 설계시 모델을 용하는 것이 타

당할 것으로 단된다.
불투수성 포장을 Fig. 4의 IMP로 체하 을 경우 각 

IMP별 지표유출량 감효율은 Fig. 5와 같다. 토양배수상

태가 양호한 지역을 우선으로 LID기법을 용하는 것을 

추천하며, 나무식재가 가장 우선 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잔

디식재와 옥상녹화는 토양배수상태에 따라서 우선 으로 

고려할 수 있는 IMP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배수상태에 

따라서 IMP별 유출량 감효과를 비교할 수 있어 개발지

역에 한 토양배수상태가 악되면 우선 으로 고려되어

야할 IMP를 결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단된다.

3.2. 연구 상지역의 IMP별 효과분석

LID 설계를 해서는 Fig. 5의 토양배수도별 IMP별 유

출량 감효율을 참조하여 Site 1과 Site 2의 LID를 설계할 

수 있다. Fig. 5를 참조한 결과 Site 1의 경우에는 나무식재

-옥상녹화-잔디식재-투수성 포장의 순으로 유출량 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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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duction rates of surface runoff of IMPs.

Table 5. The components of land cover by IMP priorities at site 1 (Unit: m2)

Land cover Pre-development
Post-development with IMP

1st priority* 2nd priority** 3rd priority***

Pervious area
Barren 7,927 0 4,252 4,252
Paddy field 248,321 0 0 0

Impervious area

Waterway 0 3133 3,133 3,133
Driveway 0 31,102 31,102 0
Parking lot 0 154,838 154,838 0
Sidewalk 0 45,199 45,199 0
Building 20,609 65,114 0 65,114

IMPs

Grass 0 0 6,936 6,936
Wood 135,750 113,221 102,033 10,233
Green roof 0 0 65,114 0
Porous pavement 0 0 0 231,139

Composed CN 72.4 86.7 83.4 83.1
*Land change from lawn and barren to wood

**Land change from impervious rooftop to green roof
***Land change from impervious pavement to pervious pavement

Table 4. Priority of IMPs selection and target area at study 
areas (Unit: m2)

Priority IMP design
Target area

Site 1 Site 2
1 Grass/barren → wood 14,320 141,430
2 Building → green roof 65,113 36,254

3 Sidewalk/driveway/parking lot →
porous pavement 231,141 123,886

를 나타내었다. Site 2의 경우에는 토양배수상태 A 그룹을 

참조하면 나무식재-잔디식재-옥상녹화-투수성 포장 순이었

다. 여기서 투수성 포장은 토양배수상태 D그룹으로 간주한

다. 우선순 별 IMP와 상 면 은 Table 4와 같으며, 우
선순 별 Site 1과 Site 2의 토지피복변화는 Table 5와 6과 

같다. Site 1은 유출량 감 효과가 가장 은 투수성 포장 

상 면 이 가장 많은 면 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출 감 

효과가 가장 높은 나무식재 상 면 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Site 2는 유출량 감효과가 가장 높은 

나무식재 상이 가장 많은 면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상지역을 상으로 우선순 가 높은 순서로 각각

의 IMP를 용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개발 후 불투수

층 면  비율이 상 으로 매우 높은 Site 1의 경우에는 

지표유출량이 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D 용

에 있어서도 투수층 면 이 상 으로 기 때문에 유출

량 감 효과가 가장 높은 나무식재는 공간 으로 제한되

며 이에 따라 나무식재에 의한 감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투수성 포장 상 면 이 매우 높음에도 불

구하고 투수성 포장의 유출량 감효과가 매우 낮기 때문

에 옥상녹화( 상면  65,113 m2)와 투수성 포장( 상면  

231,141 m2)에 의한 유출량 감효과는 거의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에 투수성 면 이 상 으로 높은 Site 
2의 경우에는 개발이후에도 유출량 증가는 상 으로 낮

았으며, 추가 으로 나무식재가 가능한 면 이 많기 때문에 

LID 용시 나무식재에 의한 유출량 감효과는 더욱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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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components of land cover by IMP priorities at site 2 (Unit: m2)

Land cover Pre-development
Post-development with IMP

1st priority 2nd priority 3rd priority

Pervious area
Paddy field 109,315 0 15,306 15,306
Barren 80,411 0 0 0

Impervious area

Driveway 0 30,627 30,627 0
Parking lot 0 78,225 78,225 0
Sidewalk 0 15,034 15,034 0
Building 77,114 36,254 36,254 36,254

IMPs

Grass 14,081 0 126,124 126,124
Wood 61,157 181,938 40,508 40,508
Green roof 0 0 36,254 0
Porous pavement 0 0 0 123,886

Composed CN 62.5 66.5 69.0 68.9

Table 7. Comparison of surface runoff and increase rate compared to IMP application

Land cover Pre-development Post-development 
without LID

Post-development with IMP
1st priority 2nd priority 3th priority

Site 1
Surface runoff (mm) 388.6 557.8 549.0 484.9 479.7
Increase rate (%) - 65% 62% 43% 42%

Site 2
Surface runoff (mm) 248.7 329.3 273.4 304.8 303.8
Increase rate (%) - 32% 10% 23% 22%

것으로 나타나 개발이 의 상태보다 유출량이 10%밖에 증

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의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록 토양배수

특성이 불량할수록 옥상녹화의 유출량 감효과가 크다 할

지라도, 아 트단지에서의 옥상녹화 면 비율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 트 단지 설계시 효율 인 LID 용을 

해서는 우선 으로 투수성 면 비율을 최 한 확보하는 것

이 요한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수성 면  자체

에서 유출량 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강우 차단효과

와 증발산량이 많은 식물을 식재함으로써 유출량 감효율

을 극 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불투수층 면

이 증가하면, 투수성 재질로 포장할지라도 기 다짐, 공극

의 막힘 상 등으로 인해 유출량 감효율이 떨어져 다른 

IMP에 비해 상 으로 유출량 감효과가 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 으로 양호한 유출량 감효율을 나타내

는 옥상녹화는 지붕의 면 이 상 으로 많은 상공업지역

에 있어서 그 효과가 극 화될 것으로 단된다.

3.3. 연구 상지역에 한 LID 설계

개발 상지역에 한 IMP별 우선순 가 결정이 되면 이

를 고려하여 LID를 설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순

가 가장 높은 IMP에서부터 순차 으로 하나씩 추가하여 

용하 는데, 나무식재만 용한 경우(Scenario 1), 나무식

재와 옥상녹화를 용한 경우(Scenario 2), 나무식재와 옥상

녹화, 투수성 포장을 용한 경우(Scenario 3)에 하여 수

문분석을 실시한 후, 설계강우량 기  총유출량과 첨두유량

을 조 할 수 있는 류지/체류지 소요면 을 산정하 다. 
Site 1과 Site 2의 각 시나리오별 LID 설계 결과는 Table 8
과 Table 9와 같다. Site 1의 경우 IMP별 용가능 면 은 

나무식재가 27%, 옥상녹화가 16%, 투수성 포장이 56%
으며, Site 2의 경우에는 나무식재 53%, 옥상녹화 11%, 투
수성 포장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LIDMOD1.0에 의해 연구 상지역별 시나리오별 LID 용

에 따른 유출량 감효과 모의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과거 

10년(1999~2008)동안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LIDMOD1.0로 

모의한 결과, Site 1의 경우 개발 이 의 상태에서는 연평

균 지표유출량은 388.6 mm 으며, LID가 용되지 않은 

재 상태에서는 연평균 지표유출량은 557.8 mm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지와 잔디에 나무를 식재하는 LID 설계의 

경우에는 연평균 지표유출량은 549.0 mm, 나무식재와 옥

상녹화를 시행하는 LID 설계시 479.7 mm, 나무식재와 옥

상녹화, 투수성 포장을 모두 시행하는 LID 설계시 418.6 
mm인 것으로 나타났다. Site 2의 경우 개발 이 의 상태에

서는 연평균 지표유출량은 248.8 mm 으며, LID가 용되

지 않은 재 상태에서는 연평균 지표유출량은 329.3 mm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지와 잔디에 나무를 식재할 경우

에는 연평균 지표유출량은 273.4 mm, 나무식재와 옥상녹

화를 시행할 경우 253.6 mm, 나무식재와 옥상녹화, 투수성 

포장을 모두 시행할 경우에는 233.3 mm인 것으로 나타났

다. Site 1은 개발지역의 모든 토지피복을 IMPs를 용시

켜도 개발이 의 지표유출량보다 24%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난 반면 Site 2의 경우에는 개발지역에 있어서 나무식재

와 옥상녹화만으로도 개발이 의 상태로 유출특성을 되돌

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ID 용은 강우시 유출량과 첨두유량을 감시킬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유출발생일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수문학  측면뿐만 아니라 기세척효과가 뚜렷한 도시지역

의 수질학  측면에서도 요한 의미를 가진다. LIDMO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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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components of land cover by LID design at site 1 (Unit: m2)

Land cover Pre-development
Post-development with LID

Scenario 1* Scenario 2** Scenario 3***

Pervious area
Barren 7,927 0 0 0
Paddy field 248,321 0 0 0

Impervious area

Waterway 0 3,133 3,133 3,133
Driveway 0 31,102 31,102 0
Parking lot 0 154,838 154,838 0
Sidewalk 0 45,199 45,199 0
Building 20,609 65,114 0 0

IMPs

Grass 0 0 0 0
Wood 135,750 113,221 113,221 113,221
Green roof 0 0 65,114 65,114
Porous pavement 0 0 0 231,139

Composed CN 72.4 86.7 83.1 79.1
*LID design by first priority of IMP

**LID design by combination of first and second priority of IMP
***LID design by combinaton of first, second, and third priority of IMP

Table 9. The components of land cover by LID design at site 2 (Unit: m2)

Land cover Pre-development
Post-development with LID

Scenario 1 Scenario 2 Scenario 3

Pervious area
Paddy field 109,315 0 0 0
Barren 80,411 0 0 0

Impervious area

Driveway 0 30,627 30,627 0
Parking lot 0 78,225 78,225 0
Sidewalk 0 15,034 15,034 0
Building 77,114 36,254 0 0

IMPs

Grass 14,081 0 126,124 126,124
Wood 61,157 181,938 40,508 40,508
Green roof 0 0 36,254 0
Porous pavement 0 0 0 123,886

Composed CN 62.5 65.5 63.1 60.5

Table 10. Comparison of surface runoff and number of wet days of LID designs

Pre-development Post-development
without LID

Post-development with LID
Scenario 1 Scenario 2 Scenario 3

Site 1
Annual runoff (mm) 388.6 557.8 549.0 479.7 418.6
Increase rate (%) - 65% 62% 42% 24%
Number of wet days 16.2 32.1 31.1 25.6 22.1

Site 2
Annual runoff (mm) 248.8 329.3 273.4 253.6 233.3
Increase rate (%) - 32% 10% 2% -6
Number of wet days 12.2 15.6 13.2 12.4 11.4

에 의한 모의결과, Site 1의 경우 개발이 의 상태에서는 

유출발생일수 16.2일에서 LID가 미 용된 재의 상태에서

는 32.1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D가 용되는 

Scenario 1, 2, 3의 유출발생일수는 각각 31.1일, 25.6일, 
22.1일로 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ite 2의 경우에

는 개발이 과 이후의 유출발생일수는 12.2일, 15.6일이었

으며, LID 용에 따라 유출발생일수는 감소하 으며 개발

지역을 상으로 나무식재와 옥상녹화가 용된 Scenario 2
에서 개발이  상태의 유출발생일수로 되돌릴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아 트 단지 설계시 상부지의 토양배수특성과 아 트 

단지 피복 종류에 따라서 지표유출량은 큰 차이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LID 용 

효과에도 큰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LID 용을 고려한 아

트 단지 설계시에는 투수성 면 의 확보가 우선 으로 선

행되어야 하며, 잔디 보다는 침엽수를, 침엽수보다는 활엽수

를 식재하는 것이 효율 으로 유출량을 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법은 옥상녹

화인데, 옥상녹화는 토양배수상태와 상 없이 일정한 유출

량 감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토양배수상태가 불량할수

록 유리한 IMP기법이다. 옥상녹화는 아 트 단지 조성시 

용면 이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인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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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Detention and retention areas for volume and peak control (Unit: m2)
Site Structure IMPs Scenario 1 Scenario 2 Scenario 3

Site 1

Detention area for volume control 63,140 52,207 40,059

Retention area
for volume control 111,560 86,265 58,160
for peak control 111,995 94,207 74,442
by hybrid design 107,315 86,753 63,906

Site 2

Detention area for volume control 20,945 13,887

-
Retention area

for volume control 25,102 10,226
for peak control 38,695 27,736
by hybrid design 28,016 15,585

도로, 주차장에 하여 투수성 포장을 고려할 수 있으나 기

다짐과 막힘 상으로 인한 투수율 하 등과 같은 기술

인 보완과 지속 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설계 강우량에 하여 개발이 의 상태로 총 유출량과 

첨두유량을 되돌리기 하여 LIDMOD1.0에 의해 산정된 

체류지/ 류지 소요 면 은 Table 11과 같다. IMP 항목을 

추가할수록 제류지/ 류지의 소요면 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투수율 면 이 상 으로 높은 Site 1은 모

든 IMPs를 용한 Scenario 3에서 경제성을 고려한 체류지

의 소요면 이 63,906 m2으로 체 아 트단지 면 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수율 면 이 상 으

로 높은 Site 2의 경우에는 나무식재와 옥상녹화(Scenario 
2) 만으로도 15,585 m2(4%)의 체류지 면 으로 설계강우량

(재 기간 2년 지속기간 24시간의 확률강우량)에 하여 

개발이  상태의 총 유출량과 첨두유량 상태와 유사하게 

되돌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ID 평가와 설계를 해서 개발된 LIDMOD 
1.0을 이용하여 토지피복변환에 의한 IMP별 유출량 감효

과를 분석하여 토양배수특성별 유출량 감효과의 우선순

를 결정하여 LID 설계시 IMPs 선정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 의해 제시된 IMPs 선정 가이드라인

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송 구에 치한 토양배수특성과 

피복특성이 상이한 두 아 트단지에 하여 토지피복에 의

한 LID를 용에 의한 유출량 감효과를 분석한 후 설계

강우량에 한 유출량과 첨두유량 조 을 한 추가 인 

설치형 IMPs의 소요면 을 산정하 다. 토지피복변환에 의

한 IMP인 나무식재, 잔디식재, 옥상녹화, 투수성 포장에 

하여 토양배수특성별 유출량 감효과를 분석하 다. 그 결

과, 토양배수특성에 따라 IMP별 유출량 감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모든 토양배수특성에 하여 나무식재가 가장 

높은 감효율을 나타내었다. 잔디식재는 토양배수가 양호

한 경우에 유출량 감효과가 높았으나 배수상태가 불량할

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상녹화는 토양배

수상태와 계없이 일정한 감효율을 나타내어 토양배수

가 불량한 지역에서는 나무식재 다음으로 고려되어야할 

IMP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수성 포장은 감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 다짐과 막힘 상으로 인

한 투수율 하에 한 기술 인 보완과 지속 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두 연구 상지역에 

용한 결과, 아 트단지 조성시 LID 효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투수층 면 을 최 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려되어야할 요소가 투수층 

면 에 식재될 식물선택이며, 강우의 차단효과와 증발산량

이 많은 식물식재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 이기 때문에 잔

디보다는 활엽수 식재를 추천한다. 다음의 고려사항은 옥상

녹화인데, 옥상녹화기법은 개발 상 지역의 토양배수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다른 IMPs에 비해 효과 이나 아 트단

지에서 옥상 면 이 비교  작다는 단 이 있다. 투수성 

포장은 불투수성 면 을 최소화한 후 고려할 수 있는 IMP
이며 평가기법  유출량 감효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IMP 선택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연구 상지역에 LID를 

설계하고 용한 결과, 투수율이 높은 아 트 단지에서는 

LID 용시의 유출량 감효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LID 기법으로 개발이 의 수문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설계강우량에 한 유출량과 첨두유량 조

을 한 장치형 IMPs( 류지/체류지) 소요면 은 나무식재

와 옥상녹화를 시행할 경우 체 면 의 4%로 충분하 다. 
반면에 투수율이 낮은 아 트 단지에서는 모든 토지피복에 

LID를 용하더라도 투수성 포장의 낮은 감효율로 인하

여 개발이 의 상태보다 연간 유출량의 24%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계강우량에 한 유출량과 첨두유량 

조 을 한 장치형 IMP의 소요면  한 체면 의 

15%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 트단지에서

의 LID에 의한 유출량 감을 해서는 아 트단지의 설

계단계에서부터 LID를 고려하여 토지피복을 결정해야만 

LID의 유출량 감효과를 극 화할 수 있을 것으로 단

된다.
LID기법은 기존의 도시우수 리 기법에 비해서 환경학

이나 수문수문학  측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여

러 가지 이 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주요 정책과 맞

물려 앞으로 그 용성이 기 된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

타났듯이 LID 용시 IMP설계에 따라 유출량 감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LID 용시 획일

인 IMP설계보다는 LIDMOD1.0과 같은 다양한 분석기법을 

통해서 최소비용 비 최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LID 용

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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