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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iciency of LID technologies for controlling non-point 

source pollution from urban areas. The recent technical responses to managing water resource and 

urban areas according to the influence of climate change is an important national policy, along with 

green growth. Through various reference studies reasonable ways to consider a wholistic plan on 

urban-eco-friendly river management, the Low Impact Development (LID) as the adequate river 

management method is being undertaken in foreign countries to technically apply to urban plans. 

However, the LID is at the initial stage in Korea, with no specific studies implemented. Thus, this 

study explored whether LID technologies can be efficient measures to control non-point source 



2 임용균․정주철․신 석․하경

pollution on the cost side. Ulsan's Namgu and Bukgu have been chosen as case studies that illustrate 

the efficiency of the LID technologies. On investigation, if LID technologies are designed properly, 

the efficiency of them is expected to higher than that of sewage treatment plant.

Key Words：Low Impact Development, Green Infrastructure, Efficiency of LID, Water Resources 

Management, Rainfall, Non-point Source.

I.서  론

최근의 정책  방향으로 녹색성장  친환경

 도시계획 등 다양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

나, 이를 구 할 수 있는 실천계획에 한 구체

인 방안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 환

경부를 심으로 유역 리에 한 심이 증

되고 있으며, 다양한 법․제도가 정비되어 시행 

단계에 어들고 있으나, 실제 인 사업 시행 

시 이러한 요소들이 규제 인 측면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의 한계 을 

가지고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04). 그

리고 최근 유역 리를 한 최 리기법의 도

입에 한 논의들 , 비 오염원 리를 한 

장치 주의 구조  근방법의 문제 이 지속

으로 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이며 합리 인 유역 리, 특히 친환경  토지이

용 리에 바탕을 둔 비 오염원 리 방안에 

한 연구가 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07).

한 도시지역에서 발생되는 비 오염원은 

2009년 60%의 비 을 차지하 으며 2020년에는 

65%까지 증가할 것으로 상되나(Environmental 

Management Corporation, 2009), 이를 리할 수 

있는 효율 이고 경제 인 도시지역 비 오염

원 리방안이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에 

개별 으로 리, 규제되어 오던 홍수량 리, 

비 오염원 리, 오염총량 리 등을 효율 이

며, 통합 으로 리할 수 있는 실 인 안 

마련이 필요한 시 이다.

최근 들어 물순환에 한 요성의 부각과 

더불어 비 오염원과 강우유출수를 동시에 

리할 수 있는 친환경  토지이용 리방안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한 방안으

로 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기법이 두되고 있다. LID기법의 원리는 기본

으로 수환경에 부정 인 향을 최소화하기 

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토지이용을 통해 빗

물유출이 감되고 이는 비 오염원 감으로 

이어져 물순환 건 화와 비 오염원 리를 동시

에 이룰 수 있게 한다(Ministry of Environment, 

2009). 

재 미국에서는 LID기법 용 방법, LID기

법의 효율성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용을 극 권장하고 있으며 도시의 효율  

리를 해 LID기법 용 시 인센티 를 부여하

는 등의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SEMCOG, 2008). 

한편 국내에서는 재 LID기법 용에 한 연

구로 소하천유역  아 트단지 등의 소규모 지

역 주로의 용 방안에 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수 으로, 향후 국내에서 LID기법의 용

을 실화하고 정책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도

시 반에서 LID기법이 갖는 효율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 오염원 리방안으

로 LID기법이 실 인 안으로 용할 수 있

을지에 한 효율성을 비 오염원 처리효율  

비용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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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PA, (1999)

Figure 1. Relation between Impervious and Run-off.

II.선행연구  이론  고찰

1.비 오염원에 한 연구동향  이슈제기 

재 국내에서는 비 오염원에 한 인식 증

로 비 오염 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Ministry of Environment(2004)는 강우유출

수 리를 한 시설의 장단 과 처리시설별 

오염원 처리효율을 비교하 다. 국내 도시지역 

비 오염원을 정량화하기 한 연구는 비도시

유역보다 다소 앞서서 시작되었는데 그 이유는 

유역면 은 으나 높은 불투수율로 인하여 강

우유출량  오염물질의 유출량이 커서 단 면

당 오염부하가 크기 때문이다(Shin et al., 

2004). 한 Baek(2002)은 도시지역 비 오염

원의 리방안을 정리하 고, Lee et al.(2008)

은 낙동강 상류권역인 남천을 상으로 토지

이용 황, 강우사상에 따른 유량  오염물질

에 한 모니터링을 실시하 다. 앞 선 선행연

구는 비 오염원 리에 있어 장치형 주의 

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재 비 오염원에 한 주 처방안인 장치

형 주의 비 오염원 리로 인하여 막 한 

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 이 나타나고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비 오염원 리에 있어 LID(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의 요소를 용하고

자 한다.

국외에서는 1990년  반부터 LID기법에 

한 논의가 시작되어 LID요소별 처리효율  

비용은 물론 제도화 방안연구도 수행되었고, 이

미 상당부분 제도화 된 지역도 많다. Ben R. 

Urbonas와 John T. Doerfer(2003)는 도시생태계 

건강성과 수질 리는 물론, 나아가 침수피해 

감을 해 도시계획차원에서 도시유역을 제도

으로 리해야 할 필요성을 언 한 바 있다. 

Main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2005)의 연간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비 오염

원 리 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에 한 교육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유역

의 수질개선을 이 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

는 LID 방안을 국내에 용하기 해 우선 으

로 비 오염원 감량  비용효율을 검토해 보

는데 그 의의가 있다.

2.도시지역 비 오염의 특성

도시지역에서는 유역 면 이 작을수록, 불투

수면 비율이 높을수록 강우유출수에 비 오염

원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EPA, 2008). 도심지 

오염물의 하천유입은 강수의 유출량에 비례하

는데, Figure 1에서와 같이 자연 인 토양의 경

우 유출율이 10%, 도시와 같이 포장이 많고 불

투수지표면이 많은 경우 최고 55%가 하천으로 

유출된다(Curtis Hinman, 2005). 

비 오염원은 불특정지역에서 발생하고, 하

천으로의 유입 경로를 명확히 악하기 어렵다. 

한 강우발생과 동시에 비 오염원이 유입되

기 때문에 비 오염원 자체를 리하는 것은 용

이하지 않다. 따라서 강우유출수의 효과 인 

리가 무엇보다 요하다(EP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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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actors of LID.

Types LID Best Management Practices

Landscape Bioretention / Bioswales / Vegetated Swales

Building Green Roof / Treeboxfilter / Rain Chains

Street and Alley Sandfilter / Porous pavement / Street cleaning

Site planning Reforestation / Amending Construction Site Soils / Minimal Excavation Foundation

Source: Haan-Fawn Chau(2009).

Table 2. Factors of LID on the Land Use Characteristics.

LID Factors Residential area Commercial area Industrial area Road area

Rain Barrels ◯ △ ◯ ×

Rain Chains ◯ × ◯ ×

Green roof △ ◯ △ ×

Porous pavement ◯ ◯ △ △

Pot plant △ ◯ △ ◯

Treebox filter △ △ ◯ ◯

Street cleaning × × × ◯

Bioswales ◯ △ △ ×

Sandfilter × ◯ △ ×

◯: Suitability △: Inadequacy × : Unsuitability.

Source: California Stormwater Quality Association(2003).

3. LID 정의  요소

LID(Low Impact Development)는 상지 본

연의 수문패턴을 모방하기 해 상지의 자연 

상태를 보 하면서 소규모 분산식의 강우유출

수 처리요소를 통합 으로 리하는 기법이다

(Curtis Hinman, 2005). 기존의 물 리기법은 강

우발생시 빗물을 상지로부터 신속하게 배수하

는 것이 최  목표지만, 이와는 반 로 LID기법

은 빗물을 상지에 최 한 머 었다가 토양 

는 식물에 흡수․여과․증산․증발시키는 등의 

과정을 거쳐 지하수 충 , 오염물질 여과 등의 자

연의 수문패턴 기능과 유사하게 작동한다. 한 

규모 앙집 식 우․하수 처리시설을 지양하

고 소규모로 분산된 시설로써, 비 오염원이 강

우유출수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 으로 방지하는 

방식을 취하며 상지 지형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Haan-Fawn Chau, 

2009). LID기법의 요소는 크게 Table 1과 같이 4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Table 2는 California Stormwater Quality 

Association에서 발간한 BMP Handbook에 제시

된 각 용도지역별 합한 LID기술요소이다. LID

기술요소  투수성포장은 포장재를 통해 빗물

을 노상에 침투시켜 흙속으로 환원시키는 기능

을 하며, 차도나 주차장 등에 용된다(California 

Stormwater Quality Association, 2003). 옥상녹화

는 도시 내 건물에 다양한 용이 가능하며, 

소 규모의 강우에 해서 효과 인 빗물 리가 

가능하지만 단 면 당 설치비용 비싼 단 이 

있다(EPA, 2008). 빗물통과 홈통필터는 주거지

역, 공업지역 등에 용이 가능하며, 옥상에서 흘

러내려오는 강우유출수를 류시키는 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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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량 자 료 의 보 정

도 시 대 표 유 역 :여 천 천 유 역 비 도 시 대 표 유 역 :동 천 유 역

여 천 천 : 실 측 유 량 자 료 이 용
동 천 : 병 영 수 위 관 측 소 및 유 황 분 석 자 료 이 용

유 출 관 련 매 개 변 수 의 결 정
(도 시 및 비 도 시 유 역 )

수 질 자 료 의 보 정

유 출 관 련 매 개 변 수 의 결 정
(도 시 및 비 도 시 유 역 )

여 천 천 : 실 측 수 질 자 료 이 용 , QXC(kg/sec) 이 용
동 천 : 실 측 수 질 자 료 이 용 , Q XC(kg/sec) 이 용

기 저 유 량 및 수 질 산 정 (비 강 우 시 의 산 술 평 균 )

태 화 강 수 계 유 역 및 하 도 /관 망 구 성

대

표

유

역

관
리
대
유
역

토 지 이 용 별 소 유 역 구 분

도 시 유 역 비 도 시 유 역

단 위 유 출 량 산 정 (kg/ha/year)

Figure 2. Process for Computing Non-Point Source.

다(EPA, 2008). 나무화분여과장치는 도시지역의 

가로수에 용하기 합하며, 도로청소는 비구조

인 방법으로 별도의 면 이 필요하지 않으며 

효율은 높으나 주기 으로 실시해야 하는 단 이 

있다(California Stormwater Quality Association, 

2003). 비 오염원을 효율 으로 감시키기 

해서는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다른 LID기술요소

를 용해야 한다. 

III.연구방법

본 연구의 공간  범 는 울산시 남구  북구지

역으로 설정하 다. 울산시는 2003년부터 태화강 

수질개선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태화강 수질 개선

에 심 을 기울여 국  명성을 얻고 있다(Lee, 

2008). 그러나 태화강 수계의 비 오염원 조사에 

따르면, 비 오염원이 태화강 총오염원에 차지하

는 비율이 BOD(생물학 산소요구량)에 14.5%, 

COD(화학 산소요구량)에 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태화강수계에 지속 으로 요인이 되고 

있다.(Ulsan Metropolitan City, 2004, Lee, 2008). 

본 연구는 울산시를 비 오염원 감을 한 

LID 용 효율성을 검토하기 한 사례지역으로 

선정하 다. 구체 으로 용도지역별 최 리

기법을 검토하기 해 울산시 남구지역을 주거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도로지역으로 구별

하고 각 용도지역별 LID기법 기술요소를 용

하 으며, 울산시 북구지역은 택지개발사업 

상지역인 송정동과 화 동 일원 약 1,440,000m2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 완류 후 계획안을 기 으

로 상업지역, 주거지역, 도로지역, 주차장지역

으로 구별하여 용하 다.

연구의 내용  범 는 LID기법의 이론  고

찰을 바탕으로 유역 수리모형인 SWMM1)모형

1) SWMM모형은 도시 유역의 강우에 의한 홍수량을 산정하기 하여 1971년 미국EPA의 지원아래 Metcalf & 

Eddy사가 개발한 모형으로 강우, 유출과 수질, 수리 해석에 사용된다(Lee, 2011). 본 모형에서는 사용 로그램

인 PC-SWMM모형을 이용하여 정량  강우-유출 모의에 의한 기 우수량  부하량을 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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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reatment Efficiency and Cost of Factors of LID(Per 2,000m2).

LID Factors

Efficiency(%) Cost (1,000WON)

출처
BOD TN TP

Installation 

Cost

Maintenance 

Cost
Total

Rain Gardens and 

Bioretention
65 65 50 19,500 715 65 Tim D. Fletcher et al., 2004, Fairfax County, 2005

Bioretention cell 60 60 60 13,000 715 60 Sukalyan et al., 2009, Fairfax County, 2005

Bioslope 60 60 60 13,000 260 60 Fairfax County, 2005

Bioswale 65 65 65 13,000 260 65 Dennis Jurries, 2003,

Green Roof 60 60 60 325,000 650 60 Fairfax County, 2005

Treeboxfilter 75 68 74 24,700 195 68 Fairfax County, 2005

Catchbasin 60 60 15 26,000 650 60 Aronson et al., 1983, Fairfax County, 2005

Dry wells 60 60 60 13,000 325 60 CASQA,, 2003, Fairfax County, 2005

Filters 60 60 50 10,400 650 60 Sukalyan et al., 2009

Rain Chains 60 60 60 1,950 650 60 Fairfax County, 2005

Street cleaning 58 58 58 162,500 130 58 Tim D. Fletcher et al., 2004, Fairfax County, 2005

Sandfilter 60 60 60 39,000 780 60 Fairfax County, 2005

Waterqualityswale 35 35 35 7,800 260 35 IUGG, 1999, Fairfax County, 2005

Infiltration trench 60 60 60 13,000 845 60 CASQA, 2003, Fairfax County, 2005

Porous pavement 60 88 62 15,600 650 88 Fairfax County, 2005

Flow splitte 60 60 60 2,600 195 60 Dennis Jurries, 2003, Fairfax County, 2005

Improvement Soils 65 65 65 32,500 325 65 Fairfax County, 2005

Landscaping 50 50 50 6,500 520 50 Fairfax County, 2005

Planter box 60 60 50 5,200 520 60 CASQA, 2003

Reforestation 60 60 60 6,500 520 60 Fairfax County, 2005

Rain barrel 95 95 95 16,250 325 95 Sukalyan et al., 2009

을 이용하여 상지 비 오염 부하량을 산정하

고 LID 용에 따른 비 오염 감축량을 계산하

여 그에 따른 비용효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상지역의 LID요소기술을 용하여 처리효

율  소요비용을 산정하기 해 2가지 연구 방

법을 사용하 다. 먼 , 비 오염량을 산정하기 

해 표유역에서 비강우시 월별 수질  유량

의 실측값 는 미계측 유역의 자연유량을 산정

한다. 강우시 측정은 비 오염 유출특성 규명에 

가장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가을  

철의 강우사상을 최 한 반 할 수 있도록 여

천천  동천 유역에서 각각 3회에 걸쳐 실측을 

수행하 다. 이 게 실측하여 산정한 표유역

에서의 강우시  비강우시 수질, 유량 자료를 

바탕으로 SWMM모형의 변수에 용하여 울산

시 태화강 체 수계에 확  용하 고 이를 

근거로 상지 비 오염량을 산정하 다. 비

오염원 산정 차는 Figure 2와 같다.

둘째, 상지역의 LID요소기술을 용하여 

처리효율  소요비용을 산정하기 해 국외 문

헌에서 조사․분석 된 자료를 정리하여 Table 3

으로 정리하 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3값을 

상지 지역 황에 용하여 처리효율  소요

비용을 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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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ogle maps.

Figure 3. Residential Zones.

Source: Google maps.

Figure 4. Commercial Zones.

Source: Google maps.

Figure 5. Industrial Zones.

IV.사례 용 분석

1.울산 역시 남구

(1) LID적용지역 선정

울산시 남구는 체면 의 약 38%인 71.96km2

이 공업지역으로 비 오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ID 기술요소를 

울산시 남구에 용하여 가장 합한 LID 기술

요소를 선정하고 용 시 비 오염원 감가능

량을 산출하 다. 한 토지이용에 따라 비 오

염  강우유출패턴이 다르므로 각 용도지역별

(주거, 상업, 공업) 3개 지구와 도로지역으로 분

류해 LID기법을 용하 다. 울산시 남구의 LID

기법 용지역은 다음 Figure 3, 4, 5와 같다.

본 연구에서 도로지역은 도로 폭원이 다소 넓

고 주거, 상업, 공원 지역의 도로를 제외한 자동

차 용도로를 심으로 선정하 다. 울산시 남

구의 자동차 용도로는 총 연장 13,050m이며 

상지역의 면 은 자동차 용도로의 평균 폭

원 40m를 용하여 13,050m×40m = 522,000m2 

으로 산출하 다.

(2) LID적용에 따른 비점오염원 저감량 및 

비용

각 용도지역별 LID 기법 기술요소는 Table 2

의 토지 이용 특성에 따른 LID 용 기술요소에 

근거하 다. 주거지역에는 빗물통과 홈통필터

를 용하 으며, 아울러 투수성포장을 용하

여 주거지역 내 분포한 보도  불투수공간에 

용하고자 하 다. 상업지역 한 투수성포장

을 용하 으며 옥상면 이 넓은 건물이 분포

하는 상업지역에 옥상녹화를 용하 다. 아울

러 상지역에 식물화분을 함께 용하 다. 공

업지역은 나무화분여과장치, 빗물통, 홈통필터

를 설치하 으며 도로지역은 나무화분여과장

치, 식물화분, 도로청소를 용하 다. 도로지

역은 도로폭원이 넓은 자동차 용도로를 상

으로 용하므로 실 으로 투수성포장이 불

가능하여 도로청소를 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

에 용한 LID기법  처리효율은 Table 4와 

같다.

울산시 남구의 기존 비 오염부하량은 Figure 2

에서 제시한 SWMM모델을 이용하여 원단 를 

산정한 후, 토지이용별 유출계수2)와 토지이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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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 of Calculation of Treatment Efficiency.

Land use LID Factors
Efficiency(%) Average(%)

BOD BOD

Residential Zone

Rain barrel 95

72Rain Chains 60

Porous pavement 60

Commercial Zone

Porous pavement 60

60Green Roof 60

Planter box 60

Industrial 

Zone

Treeboxfilter 75

77Rain barrel 95

Rain Chains 60

Road

Treeboxfilter 75

64Planter box 60

Street cleaning 58

Table 5. Result of Estimation of the Unit.

Classify

Nonpoint Source Pollution Load 

(kg/ha/year)

Season BOD

Short

Simulation

(1year)

Yeo-Cheon

Stream

Wet (6∼8) 29.55

Dry (9∼5) 47.04

Total(1year) 76.59

Dong

Stream

Wet (6∼8)  7.36

Dry (9∼5) 12.61

Total (1year) 19.97

Long

Simulation

(10year Average)

Taehwa

River

Basin

Wet (6∼8) 34.84

Dry (9∼5) 33.28

Total (1year) 68.12

면 을 용하여 계산하 다. SWMM모델을 이

용하여 계산한 원단  산정결과는 Table 5와 같

으며 용도지역별 비 오염원부하량은 Table 6에 

제시하 다. 

용도지역별 비 오염 감 가능량은 상지역 

면 에 LID 기법의 요소별 처리효율을 곱하여 

다음 Table 6과 같이 비 오염원(BOD) 감량

을 산정하 다. 

2) 토지이용별 비 오염원 배출 원단 는 국립환경과학원(2006) ｢비 오염부하량 평가기법 연구｣에 의해 산정된 

결과를 이용하 다. 유출계수는 다음과 같다. 공업용지：0.65, 상업용지：0.80, 주거용지：0.50, 공원：0.15, 주

차장：0.80, 도로：0.85, 지：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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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mount of Reduction of BOD.

Land use
Area

(km2)

Nonpoint Source Pollution Load 

(kg/year)

Available reductions 

(kg/year)

BOD BOD

Residential Zone 13.16 267,357 192,497 

Commercial Zone 2.48 153,929 92,357 

Industrial Zone 27.24 394,791 303,989 

Road 0.52 27,424 17,551 

Total 843,501 606,394

Table 7. Cost by Land Use.

Land use Cost(1,000won/m2)
Area

(m2)

Total Costs

(1,000,000won)

Residential Zone  5.9 13,160,000 77,644 

Commercial Zone 57.9  2,480,000 143,592

Industrial Zone  7.3 27,240,000 198,852 

Road 32.2 520,000 16,744

Total 43,400,000 436,832

용도지역별 소요비용은 Table 7과 같이 계산

하 다. Table 7에서 제시한 기 비용은 용도지

역별 용 LID요소의 평균설치비용이며, 기

비용을 해당 용도지역의 면 에 용하여 총비

용을 산정하 다.

(3) 울산시 남구LID기법 적용 결과분석

LID 기법 기술요소의 용 후의 감효과를 

분석하기 하여 울산시 남구의 비 오염부하

량을 산정한 후 감효과를 분석하 다. 울산시 

남구의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BOD비 오염

부하량은 267,357kg/year로 산정되었으며 LID 

기술요소 용 시 감가능량은 192,497kg/year

로 분석되었다. 한 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 

BOD 비 오염부하량은 153,929kg/year로 산정

되었으며 LID 기술요소 용 시 감가능량은 

92,357kg/year로 분석되었다. 공업지역의 경우 

BOD 비 오염부하량은 394,791kg/year로 산정

되었으며 감가능량은 303,989kg/year로 산정

되었다. 도로지역의 경우 BOD 비 오염부하량

은 27,424kg/year로 산정되었으며 LID 기술요

소 용 시 총 감가능량은 17,551kg/year로 

분석되었다. 울산시 남구 LID 기법 용 시 용

도지역별 소요비용을 산정한 결과 주거지역이 

77,644백만원, 상업지역이 143,592백만원, 공업

지역이 198,852백만원, 도로지역이 16,744백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2.울산 역시 북구 택지개발사업지

(1) LID적용지역 선정

상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획하고 있

는 송정지구로 면  약1,440,000m2, 세 수 약 

6,800세 의 택지개발사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지역에 하여 비 오염원의 발생가능지역

인 도로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에 하여 비

오염부하량을 산정하고 LID 기법 기술요소를 



10 임용균․정주철․신 석․하경

Source: Korea Land&Housing Corporation((2007). Source: Korea Land&Housing Corporation(2007). 

Figure 7. Existing Site. Figure 8. Existing Land Use.

Table 8. Area by Land Use.

Land Use Area(1,000m2) Ratio(%)

Detached Houses 246 17.1%

Apartment Houses 369 25.6%

Road 304 21.1%

Parking 14 1.0%

Commercial Facility 58 4.0%

용함으로써 감효과를 분석하 다. Figure 7

은 상지역 황이다. 본 상지역은 재 나

지  논,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택지개발 완

료 후 주거지역으로 이용될 정이다.

사업 후 본 상지역의 비 오염부하량을 분

석하기 하여 비 오염발생 가능지역을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 지 등은 불투수면

이 을 것으로 단되므로 비 오염부하량산정

에서 배제하고 상업지역, 주거지역, 도로지역, 

주차장지역에 하여 비 오염부하량 발생가능

지역으로 제한하 다. 상사업지역에서 비 오

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68.8%로 분석되었다. 

용도지역별 면 은 Figure 8  Table 8과 같다.

(2)LID적용에 따른 비점오염원 저감량 및 비용

각 용도지역별 LID 기법 기술요소는 Table 

2의 토지 이용 특성에 따른 LID 용 기술요

소에 따라 Table 9와 같이 각 지역에 용하

다.

비 오염부하량은 Table 5와 같이 원단 를 

산정하고 LID 용 지역에 용하여 산정하고 

분석된 상지역별 비 오염부하량에 LID 기법 

기술요소 용 시 감되는 효과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10과 같다.

상지역내 LID 기법 기술요소 용 시 소요

비용은 19,067,500천원이 상된다. 상업시설의 

경우 옥상녹화의 소요비용이 단 단가가 상

으로 비싸기 때문에 다른 LID 기법 기술요소

에 비해 많은 비용이 산정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11과 같다.

V.비용효율성 분석

LID요소기술 비용분석은 Table 3에 따라 

2,000m2당 소요비용을 토 로 m2당 소요비용을 

산출하 다. 한 비교 자료로 하수종말처리시

설의 비용분석 시 처리장비용분석  하수종말

처리시설 운 리 황 자료를 바탕으로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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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reatment Efficiency.

Land Use LID Factor
Efficiency(%)

BOD

Detached Houses Rain barrel 95

Apartment Houses Bioswales 60

Road Treeboxfilter 75

Parking Sandfilter/Green Roof 60

Commercial Facility Porous pavement 60

Table 10. Amount of Reduction of BOD.

Area by Land use

(1,000m2)

Nonpoint Source Pollution Load

(BOD)

(kg/year)

BOD

handling

efficiency(%)

Available reductions 

(BOD)

(kg/year)

Detached Houses 246 8,422 95 8,000.9

Apartment Houses 369 12,633 60 7,579.8

Road 304 18,297 75 13,722.8

Commercial facility  58 4,109 60 2,465.4

Parking lot  14  511 60 306.6

Total 991 43,972 - 32,076

Table 11. Calculation of Cost.

Area by Land use

(1,000m2)

Cost

(1,000won/m2)

Total Costs

(1,000won)

Detached Houses 246 8.3 2,041,800 

Apartment Houses 369 6.9 2,546,100 

Road 304 12.4 3,769,600 

Commercial facility  58 182.7 10,596,600 

Parking lot  14 8.1   113,400 

Total 991 - 19,067,500

종말처리시설의 설치비용  1년간의 유지 리 

비용을 분석하여 비교하 다. 

1.하수처리장 비용분석

국내 연간 하수처리장 운 비는 아래 Table 

12와 같다.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의 운

비용은 약 7.3% 증가하 다. 한 하수 1톤당 

처리단가는 105.5원으로 년도 100.1원과 비슷

한 수 임을 알 수 있다. 하수처리장 설치  운

비용 산정을 해 6곳의 하수처리장 설치  

운 비용을 활용하여 Table 13으로 정리하 다. 

비용분석 결과 m2당 소요비용은 평균 35,800원

으로 산정되었다. 처리면 당 소요비용이 가장 

큰 하수처리장은 랑하수처리장으로서 1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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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Installation and Operation Cost of Sewage Treatment Plant in Korea.

Type Cost

'08

Operating Expenses(1,000,000won) 696,934

Processing Expenses(won/ton) 105.5

Processing Expenses of BOD(won/kg) 824.4

'07

Operating Expenses(1,000,000won) 649,582

Processing Expenses(won/ton) 100.1

Processing Expenses of BOD(won/kg) 760.9

Source: Ministry of Environment(2008)

Table 13. Compare Cost of LID and Cost of Sewage Treatment Plant.

Technique of 

Management
LID Factors Sewage Treatment Plant 

Applicable 

Area

Ulsan Namgu Ulsan Bukgu

Yong-

yon

On-

san

Jung-

rang

Tan-

cheon

Seo-

nam
NanjiResi-

dential 

Zone

Com-

mercial 

Zone

Indus-

trial 

Zone

Road

Detac-

hed 

Houses

Apart-

ment 

Houses

Road

Com-

mercial 

Facility

Park-

ing

Cost

(1,000won/m2)
5.9 57.9 7.3 32.2 8.3 6.9 12.4 182.7 8.1 20.5 20.1 123.1 18.4 18.2 13.9

원이고, 가장 작은 하수처리장은 난지하수처리

장으로서 13,900원으로 분석되었다.

2. LID기법 용 시 소용비용과 하수처리장 비용 

분석

앞서 살펴본 울산시 남구  북구 사례지역

에서 산정한 LID기법 용 시 소요비용과 6곳

의 하수처리장 소요비용을 Table 14로 나타내

었다. LID기술 용 시 울산시 남구 주거지역이 

가장 은 처리비용을 나타냈으며, 상 으로 

설치비용이 은 빗물통, 홈통필터, 투수성포장

이 용된 결과로 분석되었다. 한, 울산시 남

구 공업지역에 용한 나무화분여과장치, 빗물

통, 홈통필터와 울산시 북구 단독주택에 용한 

빗물통이 경제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분석되

어 주거지역 는 단독주택지역에 합한 LID

기술요소로 분석되었다. 반면 상 으로 울산

시 남구 상업지역과 울산시 북구 상업시설의 처

리비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LID요소

기술에 비하여 옥상녹화 설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울산시 남구의 도로

지역에 용된 도로청소 한 청소차량구입비

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요비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LID기술 용에 따른 소요비용을 하수처리

장 소요비용과 비교했을 때, 울산시 남구 주거

지역, 공업지역과 울산시 북구 단독주택, 공동

주택, 도로, 주차장에 용된 LID기술요소는 하

수처리장 소요비용 보다 렴한 효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LID기술요소

의 한 설계 시 하수처리장 보다 높은 효율

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13향개발기법 용을 통한 비 오염원 감  비용효율 분석에 한 실증  연구

Table 14. Calculation of Installation and Operation Cost of Sewage Treatment Plant.

No.
Sewage 

Treatment Plant

Projected Cost

Installation Cost*

(1,000won)

Operation Cost**

(1,000won/year) Total

(1,000won)

Handling 

Area

(ha)

Cost

(1,000

won/m2)Cost
Sewer 

Maintenance 

1 Yongyon 154,425,000 7,752,366 851,087,900 1,013,265,266 4,940 20.5

2 Onsan 58,302,000 4,148,873 380,750,000 443,200,873 2,210 20.1

3 Jungrang 259,462,000 51,185,166 1,135,594,000 1,446,241,166 1,175 123.1

4 Tancheon 226,598,000 30,811,548 1,062,005,000 1,319,414,548 7,053 18.7

5 Seonam 425,902,000 46,811,826 1,679,797,000 2,152,510,826 11,795 18.2

6 Nanji 183,450,000 27,012,646 690,930,000 901,392,646 6,494 13.9

Average 218,023,166 27,953,737 966,693,983 1,212,670,888 5,611 35.8

* Source: Ministry of Environment(2008).

** Source: Ministry of Environment(2007).

VI.결  론

본 연구는 울산 역시를 상지역으로 비

오염원 리에 있어 향개발기법 용에 따

른 효율성을 분석하 다. 울산 역시 남구 지역

을 상으로 LID 용의 효과를 살펴 본 결과, 

연간 606,394kg의 비 오염원량을 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비용  측면에서

는 주거 지역, 공업 지역, 도로 지역에서 단 면

당 처리비용이 기존 울산시 남구 지역의 하수

처리장인 용연 하수처리장의 단 면 당 처리

비용과 비교 했을 때 효율성이 있다고 분석되었

다. 두 번째 사례분석 지역인 울산시 북구 택지

개발사업지 한 연간 비 오염원 감량이 

30,076kg으로 분석되었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로, 주차장 부문에서 기존 하수처리장과 비교 

했을 때 비용 으로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Table 2, Table 3

의 용도지역별 LID 용요소  효율성․비용을 

국외 문헌에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하

으므로 국내 효율성 자료를 반 하지 못한 한계

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LID 기법의 실질

인 국내 용에 앞서 울산시를 상으로 LID 

요소기술을 용하여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

을 검증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 결과 LID기법

을 울산시에 용하여 하수처리장 비용과의 분

석 결과를 통해 LID기법이 경제  효율성이 존

재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향후 본 연구는 국

내 토질에 따른 비 오염원 감량 산정  설

치비용에 한 구체 인 연구가 뒷받침 되어 연

구를 확장해 나가야 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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