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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최근 도시계획분야에서 심의 상이 되고 있는 향개발기법은 강우 리  비 오염원 감 뿐만 아니라 사

회 , 경제 , 심미 으로 다양한 가치를 지니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통합 인 개발의 틀로서 이해되고 있다. 

수변지역 개발에 한 심이 증 되면서 향개발기법에 한 심 역시 증 되고 있지만 계획과정  요소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두 가지의 목 을 지닌다. 하나는 향개발기법에 한 선행연구검토를 통하

여 계획과정  요소를 도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출된 계획과정  요소를 모의 용과정을 통하여 효과를 악

하는 것이다. 향개발기법의 용은 토지이용계획의 변화를 기 로 하 다. 이는 보 지역  공공시설 구역의 

기능설정, 투수면  확 를 한 공간배치계획, 분산형 빗물 리체계 구축을 한 공간배치계획 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LIDMOD2를 이용하여 사례지역에서의 향개발기법 모의 용 효과를 추정하 다. 그 결과 연간표면 유출

량, 연간 침투량, T-N, T-P, BOD, 첨두유량 등에서 7~10%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강우관리, 비점오염원, 그린인프라, 다기능성, 통합개발

Abstract

In recently, the low impact development(LID) is discussed at various fields being related to urban 
stormwater, non-point source pollution, and quality of life. It is understood as an integrated development 
tool to induce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various value-social, economic, and aesthetic. As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waterfront area, the low impact development is interested in 
environmental planning. But the planning process and factors are not considered in precedent research. 
This study has two purposes. The one is to understand the planning process and factors of low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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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from literature review. The other is to apply the planning factors using case study and 
to know the effect of low impact development as the simulation plan. The simulation plan is based 
on some landuse planning. It is divided into the setting the reg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function of public facilities, spatial planning for enlarging permeable area, and spatial planning for 
circulation of water. The simulation model uses the LIDMOD2. The 14 planning factors of low impact 
development is applied to case region. And the effect is about 7~10 percent in reduction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and surface runoff. 

❙Keywords❙ Stormwater Management, Non-point Source Pollution, Green-infra, Multi-function, 
Integrated Development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도시홍수와 비점오염원 관리를 목적으로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기법이 물관리분야는 물론 도시계획분야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

고 있다. 저영향개발기법은 우수관리, 비점오염원의 최적대안(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 그린인프라, 자연배수체계, 물민감 도시설계, 지속가능한 도시설계

시스템 등 다양한 용어로 논의되고 있다. LID 기법의 적용가능성과 효과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990년대 미국의 프린스 조지 카운티에서였으며, 최근에는 미국뿐만 아

니라 유럽에서도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오염배출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LID기법

은 강우관리 및 비점오염원저감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심미적으로 다양한 가치

를 지니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통합적인 개발의 틀로서 이해되고 있다

(Ewing, R., 2007). 실제로 저영향개발기법은 강우의 관리(stormwater management)
와 그린 인프라(green infrastructure)의 구축을 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비점오염원

의 제거와 탄소흡수, 우수 유출량의 관리, 지하수의 충전, 생태적 서비스의 제공 등과 

같은 복합적이며 다기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두 가지의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저영향개발기법에 관한 선행연구검토를 통하여 친수구역 개발에 있어 저영향개발기법

을 토지이용계획의 단계에서부터 고려할 수 있는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계획과정을 도출하는 데 있다. 둘째, 실제 특정한 지역에 대한 계획요소의 

모의적용과정을 통하여 변화된 토지이용계획과 계획요소의 도입이 가져오는 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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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단, 수리․수문 모델링을 통하여 최적 수준에 대한 모의효과

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수리․수문 모델인 LIDMOD2를 이용하

여 LID 계획요소를 토지이용계획에 모의 적용하고 이에 따른 저감 정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의 검토

저영향개발기법은 친환경개발기법의 하나로 1990년대 미국의 프린스 조지 카운티

의 강우관리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식생 저류지 및 빗물 정원(rain garden)의 적용

을 통한 강우의 저류 및 오염원 정화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1998년 최초의 저영향개발

기법 매뉴얼이 작성되었다. 최근에는 각 주 및 도시별로 해당지역에 맞는 계획기법 및 

시공기법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이 보급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스마트 성장을 위한 최적개발기법(best development practices)으로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Ewing, R., 2007).
저영향개발기법은 다양한 전략과 요소를 강우 유출수 발생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도

록 토지이용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강우 유출수를 분산형으로 관리하는 접근방법으로 

정의된다(Bedan and Clausen, 2009; Dietz and Cluasen, 2008; Ewing, 2007). 이는 

자연상태와 유사한 물 순환 체계를 도시지역이 지닐 수 있도록 하는 접근 방법으로 

기존의 최적관리기법(BMPs) 시설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전체의 토지이용계획의 수

립을 통한 강우 유출수 관리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03). 특히, 기존의 자연지역을 최대한 보전함으로써 자연 상

태의 수문학적 패턴을 유지하거나 유사하게 창출하는 전략(PSAT, 2005)으로 지표수 

및 지하수의 보전은 물론, 다기능 설계요소의 적용을 통해 하천을 포함한 자연생태계

와 생물자원의 유지가 가능한 도구(김귀곤, 2009)이기도 하다. 이러한 저영향개발기

법은 비점오염원 관리 차원에서도 소유역 단위에서 도시계획과 결합될 가능성을 가지

고 있다(최지용 외, 2009)
저영향개발기법은 자연이 지닌 물 순환 체계를 유지하여 강우 시 해당 지역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접근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해당 지역의 물 순환 기능에 초점을 둔 접근 방법이다. 물 순환 기능 중 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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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술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우수의 침투, 저류, 저장, 재이용에 이용할 수 있는 구

조적 시설물에 관련된 기술적 연구를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김이호 외, 2006; 김미경 

외, 2007; 김영란, 2007; 환경부, 2003; 황희연 외, 2008). 공간 계획적인 측면에 초점

을 맞춘 연구는 주로 도시 및 단지차원의 연구로 우수의 저류 및 침투를 위한 계획요

소의 배치 및 연계를 다루고 있다(최인호, 2006; 한영해, 2005; 윤규현, 2005; 이태구, 
2008; 이상규, 2005). 또한 물순환기능과 관련된 구조적 시설물의 효과 및 시뮬레이

션을 통한 평가 등도 연구되고 있다(곽동근 외; 2008, 김동근 외, 2009; 김영민 외, 
2008; 김충일 외, 2008).

두 번째로 비점오염저감 및 도시홍수저감에 초점을 둔 접근 방법이다. 대부분 자연

지역에서 신규도시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및 유역 내 도시홍수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기존의 비점오염처리기법 및 도시홍수 저감기법을 대체할 수 있

는 대안으로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LID기법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프린

스 조지 카운티의 보고서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플로리다 주, 메사추세

츠 주, 조지아 주, 캘리포니아 주 등의 우수관리에 대한 매뉴얼 역시 기본적 메커니즘

은 도시홍수에 대한 대안적 관리로서 LID기법을 고려하고 있다. 도시홍수에 초점을 맞

추고 있는 연구의 경우, 비점오염원관리는 강우 초기에 발생하는 유출수를 제어함으로

써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결과이며 폭넓은 관점에서 식생의 도입으로 경관적 효과

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보전지

역과 자연지역을 최대한 보전하고 공간적 배치의 효율성을 더하는 대안 도출로 이어진

다(Bedan and Clausen, 2009; Dietz and Cluasen, 2008). 비점오염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초기 우수에 포함된 비점오염원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개별요소인 최적

관리기법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해당 단위요소의 효율에 중점을 둔 나머지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한계라 할 수 있다(최지용과 정유진, 2000; 
최지용 외, 2009; 최지용과 신창민, 2002; 최지용 외, 2005).

세 번째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개발방식에 초점을 둔 접근방법이다. 여기에서는 주

로 군집개발, 이동거리의 감소, 도로의 축소, 불투수층의 감소, 자연지역에 대한 보전, 
소규모 필지 구성(마당 감소), 대안적 쿨데삭(Cul-de-sac)의 형태, 식생지대의 활용, 
자연배수체계의 이용 등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의 요소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 도시계획 지침서인 미국도시계획협회(APA)의 계획 및 도시설계 

표준에 관한 지침서(Planning and Urban Design Standard)에는 환경관리 및 방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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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서 저영향개발기법에서 논의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 과정과 요소가 포함되

어 있다(APA, 2006). 국내에서도 친환경적 도시개발방식 중 하나로 저영향개발기법

에서 논의하고 있는 설계요소들을 부분적으로 포함한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 여기

에는 지구환경보전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저영향을 논의하고 개발면적 최소화, 자연

지형의 이용 및 절성토의 최소화 등을 제안하기도 하고(환경부, 2004), 생태도시 및 

단지조성을 위한 물순환 시설의 도입을 위해 우수이용 및 재생기술을 다루고 있다(국
토해양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08). 또한, 친환경도시의 그린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시개발의 계획과정과 연계하여 연구된 바 있다(장수환, 
2009). 

Ⅲ. 기존연구 검토를 통한 Framework 설정

1. 저영향개발기법의 계획과정 및 요소 도출

기존의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과 방법을 다루고 있는 문헌에 대한 검토과정을 통하

여 국내 적용가능한 계획요소 및 과정을 도출하였다.1) 문헌 검토를 통하여 저영향개

발기법의 계획과정 및 원칙을 검토하였으며, 주요한 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보전지역 

및 공공시설에 대한 기능설정, 투수면적 확대를 위한 공간배치계획, 분산형 물관리체

계 구축을 위한 공간배치계획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1) 향개발기법의 계획과정  원칙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한 토지이용계획과정은 일반적인 토지이용과정과 비교하여 

세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표 1>과 같다(Prince Goergy's County, 
1999). 일반적인 토지이용계획에서는 입지조건 및 수요에 따른 용도지역 및 시설의 

공간적 배치가 있다면, 저영향개발기법의 경우는 자연적 물순화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1) 이용된 문헌은 Low Impact Development Manual for Michigan(SEMCOG, 2008), Georgia Stormwater Management 

Manual(State of Georgia, 2001), Low Impact Development: Technical Guide Manual(PSAT, 2005), Low Impact 

Development: An Integrated Environmental Design Approach(Prince Georgy's County, 1999), The Minnesota 

Stormwater Manual(State of Minnesota, 2005), Low Impact Development: A Literature Review(U.S.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00), The Practice of Low Impact Development(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03), Unified Facilities Criteria: Low Impact Development(U.S. Department of Defense, 200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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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내 용도지역 및 시설의 공간적 배치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안의 평가에 있어 

계획 그 자체의 평가뿐만 아니라 저영향개발기법에 대한 부지적용의 사전․사후평가

를 통하여 대안의 적절성을 고려하고 있다. 

표 1  저영향개발기법 계획과정의 단계

일반 인 토지이용계획 향개발기법을 용한 토지이용계획  설계단계

단계 핵심내용 단계 핵심내용

1 계획구역의 설정과 기 조사 1
용 가능한 지역지구제(zoning), 토지 이용, 세부구역, 지역의 

규제사항 등에 한 확인

2 계획의 목표  지표설정 2 개발에서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 정의

3
입지조건  수요에 따른 공간  

배분  계획

3 배수(drainage)와 수문을 설계요소 이용

4 부지의 총 불투수면  최소화 방안

5 비 인 부지배치계획 통합

6 직 으로 연결되어 있는 불투수층 지역의 최소화

7 배수흐름경로의 조정

4 안의 평가  환류 8 개발이 과 이후의 수문학  상태 비교

5 계획의 확정  실행 9 향개발 부지계획 완성

자료: Prince Goergy's County(1999)

이러한 프린스 조지 카운티의 부지계획 단계는 저영향개발기법 계획과정을 논의하

는 다른 문헌의 기초가 되고 있다.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과정은 기존의 토지이용계획 

단계를 물순환체계와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여 상세화하고 있다는 데 차별성이 있다. 
이러한 계획과정은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원칙을 통하여 기존의 계획과정에 포함된다.

관련 문헌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원칙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계획하고자 하는 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 존재하는 지역의 토지이용 정도, 규제, 환경적 상태, 수리수문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EPA, 2000; US HUD, 2003). 구체적으로는 토양

분석, 수문학적 패턴 및 특성분석, 산림 및 토양보전 지역의 파악, 습지의 파악, 하천지

역의 파악, 범람원의 파악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PSAT, 2005). 둘째, 총 불투수면

적을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Prince Georgy's County, 1999; PSAT, 2005; 
SEMCOG, 2008; State of Georgia, 2001; State of Minnesota, 2005). 도시지역의 

개발은 도로, 주차장 등 다양한 불투수면적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강우 유출수의 증대, 
첨두시간과의 관계에 있어 상관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셋째, 이전의 수문학적 상태를 

고려하여 부지 내에서 빗물이 순환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저영향개발기법의 가장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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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인 목표와도 관련되는 것인데, 개발 이전의 수문학적 상태와 유사한 수문학적 상

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Prince Georgy's County, 1999; PSAT, 2005; 
SEMCOG, 2008; State of Minnesota, 2005). 넷째, 이러한 일련의 계획요소와 과정

은 하나의 계획으로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Ewing, 2007). 기존의 

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으로 논의되던 비점오염저감시설

과 강우관리시설 등을 이용한 개발계획과 차이점은 앞서 논의한 세 가지의 원칙이 하

나의 계획에서 유기적으로 포함되어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2) 향개발기법의 계획요소

(1) 보전지역 및 공공시설 구역의 기능설정

보전지역에 대한 고려는 앞서 논의된 저영향개발기법의 첫 번째 원칙과 관련된다. 
개발 이전의 부지에 대한 다양한 조사는 자연적으로 우수한 지역에 대한 보전을 개발

계획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보전지역에 대한 고려는 저영향

개발기법에서 논의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 하천변 완충지역, 범람원 지역, 경사지역, 
다공성 토양형성지역에 대한 보전 및 복원, 회피 등을 포함한다(Prince Georgy's 
County, 1999; PSAT, 2005; SEMCOG, 2008; State of Georgia, 2001; State of 
Minnesota, 2005). 

이러한 단계에서 저영향개발기법의 요소를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

기관, 학교, 공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 구역에 대한 기능설정과 관련된 부분이다. 전체

적인 저영향개발기법의 계획 틀 내에서 이러한 공공시설 구역은 우수관리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표 2  보전지역 및 공공시설 구역의 기능설정에 적용

향개발기법 분류 지역 유형 기법 용형태 용 단

보 지역  공공시설 

구역의 기능설정

자연녹지지역 보 면

하천변 완충지역 보 /복원 면

범람원 지역 보 /회피 면

경사지역 회피 면

다공성 토양형성 지역 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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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수면적 확대를 위한 공간배치계획

투수면적 확대를 위한 공간배치계획은 총 불투수면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저영향

개발기법의 두 번째 원칙과 관련된다. 공간설정 차원에서의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과 

함께 자연지반 및 경사지, 도로, 주거지 및 건축공간별로 저영향개발기법이 적용될 수 

있다(Prince Georgy's County, 1999; PSAT, 2005; SEMCOG, 2008; State of 
Georgia, 2001; State of Minnesota, 2005; U.S. HUD, 2003). 

우선, 공간설정과 관련해서는 군집방식의 필지배분이 적용된다. 군집방식의 필지배

분은 작은 단위의 필지들을 집중시키는 방법이며, 이는 개발지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SEMCOG(2008)에 따르면 군집개발방식의 경우 상업지역이나 소규모 

주거지역에 적용할 수 있으며 강우관리기능과 비점오염원 관리에 있어 높은 효과를 

보인다고 제시하고 있다.

표 3  투수면적 확대를 위한 공간배치계획에 적용

향개발기법 분류
계획기법 용

단구분 기법 용형태

투수면  확 를 한 

공간배치

공간설정 군집방식 필지배분 면

자연지반  경사지

지형에 맞춘 설계 면

경사의 완화 면

오 스페이스  확보 면

도로

(가로체계)

혼합형 도로배치 선

도로 폭  규모 조정 선

다기능 보행자 용도로 조성 면/선

선회구역 확보 면/선

도로안 시설 조성 면/선

진입로  골목 면/선

도로횡단의 최소화 선

식재공간의 최 화 면

주차장 면

건축 공간
주거지 내 공유녹지 최 화 면

건축공간 녹화 최 화 면

   

자연지반 및 경사지에서는 지형에 맞춘 설계 및 경사의 완화, 오픈스페이스의 확보 

등이 포함된다. 지형에 맞춘 설계는 부지 내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 순응형 단지

설계를 의미하며, 기존의 경사와 배수체계의 고려와 식생훼손의 최소화가 고려된다

(State of Georgia, 2001). 경사의 완화는 성토의 최소화를 포함하는 기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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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COG(2008)는 성토의 최소화가 강우관리 및 비점오염원 관리에 효과적임을 제시

하고 있다. 오픈스페이스 확보는 건축물의 밀집화와 이를 통한 넓은 오픈스페이스 확

보를 통하여 개발지역과 보전지역 사이에 자연적 완충지역의 역할 수행도 의미한다

(State of Georgia, 2001). 
가로체계와 관련한 도로는 혼합형 도로배치, 도로 폭 및 규모조정, 다기능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선회구역 확보, 도로안전시설 조성, 진입로 및 골목의 조정, 도로횡단

의 최소화 등이 포함된다. 도로는 계획에 있어 각 필지를 연결해주는 필수적인 요소이

지만 안전한 통행 및 접근성 확보를 인해 불가피하게 불투수면으로 존치되는 공간이기

도 하다. 곡선형 가로와 격자형 가로의 경우 20%~30% 불투수면의 차이가 나며

(Prince Georgy's County, 1999), 도로폭을 줄이는 것 역시 전체 도로 면적을 줄임으

로써 부지 내에서 불투수면적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로터리, 시케인 등 

도로시설물에서 식생지대를 이용한 기능설정과 오픈스페이스의 기능을 겸한 보행자 

전용도로, 진입로 및 골목의 공동이용, 하천의 도로횡단 최소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투수면을 이용한 주차공간 및 주차장 내 식재공간의 최대화 역시 논의된다. 
건축공간과 관련해서는 주거지 내 투수공간 및 공유녹지의 최대화와 건축공간 내 녹

화 최대화가 포함된다. 주거지 내 투수공간 및 공유녹지의 최대화는 주택 및 건물의 

마당, 진입로, 주차장 등을 최소화시켜 불투수면적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단독주택

의 경우 마당을 줄일 수 있는 필지배분 등이 포함된다. 건축공간 내 녹화 최대화는 옥

상녹화, 건축물 내 식생수로 배치, 상업지역에 있어 고층화 등이 포함된다.

(3) 분산형 빗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간배치계획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는 계획에 있어 분산형 빗물관리체계 구축은 강우 유출수

의 배수와 관련된다. 
우선, 가로변 연석을 대신한 식생지대 조성은 가로에서 발생하는 유출수를 빠르게 

효과적으로 배수시키거나 첨두유량, 비점오염물질의 저감하는 데 효과가 있다(State 
of Georgia, 2001). 도로를 따라 형성된 오픈형의 식생지대는 비점오염물질의 하천유

입 저감과 강우유출수 관리에 있어 친환경적인 저영향개발기법으로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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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분산형 빗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간배치 계획에 적용

향개발기법 설계 분류 계획 기법 계획기법의 용 용 단

빗물의 분산을 한 공간배치

가로변 연석을 신한 

식생지  조성
식생지  조성  조정 면/선

투수지역으로의 강우 유출수 

유도
강우 유출수 유도 면/선

완충지역  연속된 식생지 보 면

자연배수체계 활용 보 면/선

 

저영향개발기법 내에는 식생지역의 보전 및 조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투수지역이 존

재하는데 이들 지역으로 강우유출수를 유도하는 내용이 빗물의 분산배치를 위한 하나

의 요소로 포함된다. 이는 과거 우수관로로 유입되는 물의 흐름을 불연속적인 방향으

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도로, 지붕 등에서 발생한 강우유출수를 침투 가능한 지역

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SEMCOG(2008)는 이러한 빗물의 투수지역으로 분산은 강

우유출수 관리와 비점오염원 관리에 높은 효과가 있으며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광범위

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완충지역 및 연속된 식생지대는 강우 초기단계에 다양한 식생 및 침투지역을 이용하

여 물의 분산을 용이하게 하는데, 이러한 식생지대 아래는 투수성 토양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연배수체계의 활용은 구조적 배수체계와 우수관거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연형 수로를 이용한 물의 저장과 첨두유량 관리는 하천에 대한 부하를 줄이는데 도

움을 준다. 저영향개발기법의 주요한 요소는 기존의 자연 배수체계를 이용하고 이를 

보호하는 데 있다. 자연배수체계의 지도화와 전달체계 등으로 계획단계에서 포함시키

는 것이 필요하다.

2. 저영향개발기법의 모의효과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와 계획요소 적용에 따른 비점오염원

의 부하량, 첨두유량, 표면유출량 개선 등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리수

문학적 시뮬레이션 모델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수리수문학적 모델을 구성하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저영향개발기법의 계획요소와 과정을 수변지역을 사례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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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적용해보고, 적용에 따른 효과를 통해 기법적용의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목

적이 있다. 따라서 사례지역과 관련하여 기존 모델 중 모의 적용이 용이하고, 가장 적

합한 모델을 선택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모의효과 분석에 이용된 모델은 

LIDMOD2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개발된 수리수문 모델로 용인 모현 도시개발사업 지역, 안동 시외버

스 터미널, 안동문화관광단지 등에 적용되어 저영향개발기법의 모의효과를 추정에 유

용한 모델임이 증명된 바 있으며, 둘째, 본 연구의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청송군 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강우사상, 유출량, 토지피복에 따른 처리종류 등에 대한 값들이 낙동

강 유역에 맞게 보정되어 있다(김정진 외, 2011; 장태권 외, 2011; 전지홍 외, 2010).
LIDMOD2는 SET(Site Evaluation Tool)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버

전으로 개발되었으며, BMPs/LID 적용과 미적용에 따른 유출량 및 오염물질 부하량의 

변화를 모의할 뿐 아니라 비용계산 및 불투수층 면적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분석

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전지홍 외, 2010). 또한 LIDMOD2는 연간유출량 산정 방

법, 원단위법에 의한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수질오염총량제 지침에 의한 BMPs/LID 효
과 모의, BOD, TN, TP 등 오염 부하량 산정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 상황에 

적합한 CN값을 적용하여 수정된 모델이다(전지홍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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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례적용

본 연구는 앞서 논의된 저영향개발기법의 계획과정과 계획요소에 대한 모의적용과 

효과분석을 위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지역의 선정은 LID의 적용이 필요한 

지역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지역을 위성사진을 통해 후보지를 살펴본 후 

최종 선정하였다. LID 적용 선정의 기준은 ①수변과 인접해 있는 지역 ②수질관리에 

민감한 지역(상수원관리지역 등) ③홍수범람에 취약한 지역 ④낙후지역으로 LID적용

을 통해 도시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또한 모의효과 분석모형 적

용이 용이한 수리․수문적 조건을 갖춘 지역을 선택하였다. 

1. 저영향개발기법의 계획과정 및 요소의 적용

1) 사례지역의 황분석

사례지역 선정 기준에 부합한 지역으로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지역이 최종 선정되

었다. 이 지역은 낙동강 상류지역인 임하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지나는 낙동강 대권

역, 임하댐 중권역에 속하며,2) 상수원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내지의 일부 

지역은 200mm/일 이상의 강우발생 시 침수지역이 상당면적 나타나는 등 홍수 피해에 

취약한 지역이며, 낙후된 지역으로 도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다른 지

역과 달리 홍수지도가 공개되고 있으며, 모의효과 분석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수리․

수문적 조건을 갖춘 지역인 것으로 검토되어 최종 사례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이 지역의 유역 내 토지이용은 대부분 산림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강 주변을 따

라 농업지역과 시가화지역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다. 토양배수현황은 양호한 편이며, 
대상지역의 경사도는 주로 10~20%와 40~60%가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대상지역의 수질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1998년부터 용존산소량, BOD, COD, 부유물

질 등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총질소 및 총인의 경우 

2007년 이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BOD 발생부하량의 경우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T-N, T-P 모두 증가하고 있다. 배출

부하량의 경우 BOD는 발생부하량과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으나 T-N과 T-P의 

2)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을 이용하였다.

3) 국가수자원종합정보시스템(http://wamis.go.kr)을 이용하였다.

4)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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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002년 이후 거의 일정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그림 1  대상지 현황 분석 및 집수구역

A구역 B구역 C구역

대상지역의 개발현황을 파악하면 대부분이 시가화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농업

지역과 초지, 나지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능선 아래 대규모 공공시설구역

이 입지하고 있으며 저지대에 주거지역이 밀집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건축물의 형

태는 대부분 저층건물이며 주거 및 상업이 밀집된 지역에는 오픈스페이스가 거의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는 모두 양방향 통행도로이며 차량통행량은 거의 모

든 시간대에 원할한 소통을 보였다. 하지만 가로변 주차로 인하여 실제 통행에 이용되

는 도로는 대부분 1차선 형태였으며 지역 내 도로가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차도와 보도가 혼용되어 있었으며 아스팔트 및 보도블럭을 이용한 불투수포

장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는 시가화 지역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

으며 일부 소규모 경작지 및 초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과 연결된 지역

에서 부분적으로 밭 형태의 경작지가 다수 존재하고 있었으며 하천 제방 뒤쪽으로 저

류지가 오픈스페이스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5) 국가수자원종합정보시스템(http://wamis.go.kr)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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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의 집수패턴을 분석하여 집수구역을 설정하면 <그림 1>과 같다. 표고분석의 

결과 경사지형에서 유출되는 우수의 흐름이 하천을 따라 이어지고 있으며 주변의 경사

지형으로 인해 대상지 역시 동일한 집수패턴을 지닌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산악

지역에서부터 대상지 내 도로와 일부 복개된 하천을 통하여 큰 하천으로의 지표 유출

수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하천 제방 뒤쪽으로는 200mm/일, 300mm/일의 경우 발

생되는 침수구역이 제방 뒤 저지대에 걸쳐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민 인터뷰 결과 집중 강우 시 우수관로를 통한 역류로 인하여 홍수피해가 자주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수패턴을 고려하여 대상지 내에서 3개의 집수구역을 설

정하였으며 이들 구역을 중심으로 저영향개발기법의 모의적용 계획을 수립하였다. 

2) 향개발기법 용의 목표  개념 설정

사례지역에 저영향개발기법을 모의 적용하는 데 있어 목표는 대상지 현황분석을 통

하여 도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배후산림 및 도시지역의 하천완충지대를 보전지역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주요 

가로체계 전반의 정비를 통한 식생완충지대를 조성한다. 또한 현재 존재하고 있는 행

정기관, 교육청, 학교 등을 중심으로 공공시설 구역을 투수지역으로 기능을 설정하며 

분산형 빗물관리체계 구축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주거지역 내 투수포장 및 

옥상녹화, 오픈스페이스의 확보를 통하여 총불투수층을 감소시킨다. 대상지 전체의 목

표설정과 함께 A, B, C로 구분된 계획구역 및 집수구역 별 개념은 목표에 부합되도록 

설정하였다. A구역의 경우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빗물 침투와 저류를 기본적인 개념으

로 한다. 특히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는 전략을 택하였다. B
구역의 경우 대부분 침수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수변 완충지대를 확보하는데 중

점을 두었다. C구역의 경우 대부분 공공시설물로 구성되고 있어 이를 이용한 빗물의 

침투 및 저류를 기본적인 개념으로 활용하고 주거지역 내 오픈스페이스를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향개발기법의 모의 용 계획안

A구역에서의 저영향개발기법의 모의적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보전지역 및 공공

시설구역의 기능설정에 있어서는 기존의 하천 주변 완충지대를 보호하고 배후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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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개발기법의 

계획 용단계
A구역 B구역 C구역

보 지역  

공공시설 구역의 

기능설정

투수면  확 를 

한 공간배치

분산형 

빗물 리체계 

구축을 한 

공간배치

계획의 종합

녹지로 보호하기 위한 기능설정과 기존 공공용지를 활용하는 총불투수층 감소 및 빗물

분산계획으로 구성하였다. 투수면적 확대를 위한 공간계획에서는 옥상녹화가 가능한 

건물군을 선정하고 오픈스페이스 가능 대상지역을 확보하였다. 또한 이를 최대한 활용

하여 공간배치계획을 수정하였으며 도로 및 진입로 등의 요소를 고려하였다. 분산형 

빗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간계획에서는 가로재배치 및 주가로를 중심으로 한 분산

형 빗물관리체계를 구상하였다. 또한 공공시설물과 오픈스페이스를 활용한 분산형 배

수구역을 설정하였다.

표 5  분산형 빗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간배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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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구역의 보전지역 및 공공시설구역의 기능설정은 하천주변의 완충지대를 보전하며 

수변완충지대는 오픈스페이스로 활용하였다. 하천변 제방 후면을 강변저류지로 조성

하여 수변완충지대로 활용하였으며 홍수방지를 위한 보안림 식생지대를 구성하였다. 
하천주변의 주차장, 도로 등 불투수면적을 제거하며 침수구역에 해당되는 저지대는 재

개발지역으로 설정하였다. 투수면적 확대를 위한 공간계획에서는 옥상녹화 가능 건물

군을 선택하고 옥상녹화를 통하여 투수면적을 확보하며 오픈스페이스 가능 대상지를 

확보하여 도로의 진입로를 재배치하는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산형 빗물관

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간계획에서는 가로재배치 및 주가로를 중심으로 한 분산형 빗물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오픈스페이스를 활용하여 도로와 가로에 의한 초

기 우수의 저류 및 배수를 시도하였다.
C구역에서의 저영향개발기법 모의적용은 다음과 같다. 보전지역 및 공공시설구역의 

기능설정에 있어서는 기존의 논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을 녹지로 활용하고 이를 

보전하며, 공공시설물을 활용하여 총불투수층을 감소시키고 빗물을 분산시킨다. 투수

면적 확대를 위한 공간계획에서는 대규모 공공시설물을 중심으로 옥상녹화를 실시하

고 오픈스페이스 가능지역을 설정하여 지역 내 빗물의 분산과 연계시킨다. 분산형 빗

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간계획으로 주가로를 중심으로 한 분산형 빗물관리계획으

로서 도로와 가로에 의한 초기 우수의 배수를 유도한다. 또한 경사지형에 해당되는 지

역이므로 구배를 고려한 배수구역을 설정한다. 

2.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의 모의효과

저영향개발기법을 대상지역에 적용한 결과 유출량 및 첨두유량, 부하량에 있어 어떠

한 개선이 나타났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LIDMOD2를 통하여 그 효과를 추정하였다. 
LIDMOD2는 대상지역에 대한 기본 정보인 면적, 경사도, 토양구성, 강우량, 토지이용

구성 등을 토대로 하여 저영향개발기법이 적용되었을 경우 변화되는 토지이용구성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 사례지역에 적용된 저영향개발기법의 

계획요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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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례지역에 적용된 저영향개발기법의 계획요소

향개발기법 

설계 분류
구분

모의계획 용

A구역 B구역 C구역

보 지역  

공공시설에 한 

기능설정

미분할 자연녹지지역의 보 용 - 용
하천변 완충지역의 보 /복원 용 용 -

범람원 지역 보 /회피 용 용 -
경사지역 회피 - - -

다공성 토양형성 지역 보 용 - -

투수면  확 를 

한 공간배치

공간설정 군집방식 필지배분 - - -
자연지반  

경사지
지형에 맞춘 설계 - - -

도로(가로체계)

경사의 완화 - - -
오 스페이스  확보 용 용 용
혼합형 도로배치 - - -

도로 폭  규모 조정 용 - -
다기능 보행자 용도로조성 - - -

선회구역 확보 - - -
도로안 시설 조성 - - -
진입로  골목 용 용 -

도로횡단의 최소화 용 용 -
식재공간의 최 화 용 용 용

주차장 - - -

건축공간
주거지 내 공유녹지 최 화 - - -
건축공간의 녹화 최 화 용 - -

빗물의 분산을 한 

공간배치

가로변 연석을 신한 식생지  조성 용 용 용
투수지역으로의 유출수 유도 용 용 용
완충지역  연속된 식생지 용 용 -

자연배수체계 활용 - - 용

사례지역은 경사지형에 속하기는 하나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는 지역에서의 평균 

경사도는 2% 미만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토양의 구성은 대부분 불투수층으로 이루어

져 있어 90% 이상을 불투수층에 해당되는 토양구성비를 적용하였다. 
기존의 토지이용 구성과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한 후 제안된 토지이용 구성은 총 불

투수면적이 75.07%에서 73.41%로 감소하였다. 전체적인 토지이용구성 변화는 큰 차

이가 없으나 투수층을 구성하는 유형에 있어서는 산림과 잔디면적은 각각 10%, 2.3% 
정도 증가하였으며, 농경지는 4.9% 감소하였다. 또한 오픈스페이스는 5% 정도 감소

하였다. 주거지역의 면적에서는 불투수 옥상 면적이 12%, 진입로 및 주차장 역시 9% 
감소하였다. 도로는 2%, 기타 불투수층은 4%가량 감소하였다. 우수관련 시설에 있어

서는 강변저류지 및 하천완충지대의 설정으로 인해 연못 및 습지의 면적이 8.9% 증가

하였으며, 옥상녹화로 인한 면적이 10.2%, 기타 투수포장으로 인한 면적이 6.4% 증가

하였다. 배수구역은 계획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세 구역으로 나누었으며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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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Ps의 배치 없이 옥상녹화, 습지 및 연못, 불투수층의 변화 등 토지이용과 관련된 

변화만을 가지고 그 효과를 추정하였다.
LIDMOD2 적용 결과 연간 유출량 변화의 차이는 연간 표면 유출량에서 약 7.4%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침투율은 약 6.7%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오염부하량은 T-N이 11.5%, T-P가 9.3%, BOD가 9.4% 정도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첨두유출량은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함에 따라 약 8.3%의 개선이 나

타났다.6)

표 7  사례지역의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전·후 결과 비교 

구분
연간 표면 

유출량 (mm/yr)

연간 침투량

(mm/yr)

T-N

(kg/yr)

T-P

(kg/yr)

BOD

(kg/yr)

첨두유량

(5년 24시간)

용 959.12 77.35 2,381 345 13,960 16.04

용 후 888.28 82.57 2,107 313 12,650 14.71

비율(%) ▾7.4% ▴6.7% ▾11.5% ▾9.3% ▾9.4% ▾8.3%

그림 2  사례지역의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결과

(a) 연간 유출량 변화의 차이 (b) 연간 오염부하량의 차이

(c) 연간 첨두유출량 변화의 차이

6) 첨두유량의 효과는 비슷한 면적에 유사한 수준의 기법이 적용되더라도 불투수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

며, 실례로 양평군과 같이 고밀의 불투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경우 첨두유량이 13.1%로 높게 분석된 사례가 있음(최

희선 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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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저영향개발기법은 상수원관리를 위하여 사전적 환경규제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

라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기존 도시개발방식의 수질오염 문제로 인하여 토지

이용규제라는 강력한 사전적 환경규제제도를 도입한 결과 상수원확보를 위한 환경적 

관리에는 성과를 보였으나, 규제지역에 포함된 지역의 경우 각종 개발규제와 함께 행

위제한으로 인하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환경규제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발전 그 자체의 규제로 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은 

규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나타나게 되었다. 규제의 이미지를 벗고 실효성을 가진 환

경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통합적 정책이 필요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저영향개발기법은 도시의 개발방식이지만 비점오염원을 

제어하고, 홍수를 예방함은 물론 생태적, 경관적으로 도시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

에서 환경적으로 의미를 지니며,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계획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상수원관리지역의 저영향개발기법에 의한 도시재

생은 수질 및 물순환기능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역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적 환

경정책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저영향개발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사례에 적용하여 계획안과 효과를 도출

하였다. 계획과정에 이용된 계획요소는 미국 및 유럽 등의 문헌 및 사례연구를 통하여 

도출하였으며 국내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본 연구의 LID 모
형은 수리․수문 모델로서의 LID 모형이 아니라 계획과정으로서의 LID 모형으로 도

시계획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특정한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지역에라도 보편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계획과정임을 의미한다. 
또한 효과 추정에 있어서도 일정한 매개변수 값들이 원단위 및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

져 있어 시뮬레이션으로서의 의미는 존재하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향후 후속연구가 

더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이 의미하는 저감의 효과가 

기존의 개발방식과 비교하여 어떠한 측면에서 의미 있는 효과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메타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지역을 통해서 저영향개발기법이 우리나라 도시환경의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으나, 실제 적용 시에는 보다 치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기술의 수준(공학적, 생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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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통칭함)은 어느 정도이며, 요소별 효과(비점오염원 저감에 대한 원단위 산정 

근거)와 비용대비 경제적 효과, 적용 후 관리방안, 실효성 확보방안을 위한 법 및 제도

적 수단 등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에 있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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