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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rbanization can be significantly affected the hydrologic cycle by increasing flood discharge and heat flux. In order to 
mitigate these modifications in urban areas, Low Impact Development (LID) technique has been designed and applied in 
Korea. In order to estimate runoff reduction rate using SWMM LID model, the characteristics of five LID techniques was 
firstly analyzed for water balance. Vegetated swale and green roof were not reduce flood discharge nor infiltration amount. On 
the other hand, porous pavement and infiltration trench were captured by infiltration function. The flood reduction rate with 
LID is substantially affected by their structures and properties, e.g., the percentage of the area installed with LID components 
and the percentage of the drainage area of the LID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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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기후변화와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최근 수 십 년간 우

리 생활 전반에 걸쳐 가장 위협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

다.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층의 증가는 우수유출량을 증

가시키고 우수의 도달시간을 단축시킨다.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층의 증가는 강우의 저류, 침투, 

증발산 그리고 지하수 함량 등과 같은 물순환시스템에 

큰 변화를 초래하며 나아가 비점오염 증가, 도시 열환경

의 변화, 생태계 악화 등 도시환경 전반에 걸쳐 자연적인 

순환 기능을 변화시킨다.

도시화에 따른 물순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

존의 중앙집중식 우수배제 시스템보다 가능한 유역에 저

류나 침투시켜 도시 내에 순환시키는 우수관리가 개발에 

따른 수문현상을 회복하는데 유익할 것이다(Liu 등, 

2014). 현재 미국, 독일, 호주, 일본 등 세계 각 국가에서

는 빗물을 발생원에서 저류, 침투, 여과시키거나 저류된 

우수를 자연 배수하여 이용하는 순환식 우수관리를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차원에서 도입하여 왔다.  

이러한 배경으로 도입된 저영향 개발(Low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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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LID)은 분산형 빗물순환 및 비점오염 저

감과 같은 직접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친환경

성, 지속가능성, 통합관리, 다기능성, 에너지 효율성을 달

성하고자 1990년대 초반 미국을 중심으로 도입하기 시

작하였다. 영국의 SUDS (Sustainable Urban Drainage 

System), 호주의 WSUD (Water Sensitive Urban Design), 

뉴질랜드의 LIUDD (Low impact urban design and 

development), 일본의 DFCP(Distributed Flood Control 

Policy) 등은 LID와 유사한 도시 빗물관리 개념이다 . 

이와 같이 도시화에 따른 물관리 대응이 접근방식은 

다소 차이는 있어도 분산형 빗물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

한 도시계획(urban planning)과 연계하려는 노력은 그 

지향점이 같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외의 LID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Hood(2007)

등은 투수성 포장재로 인한 지체시간이 기존의 포장재에 

비해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Asaeda와 

Ca(2000)는 도시의 열수지 개선방안으로 포장재의 효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Gao 등(2013)은 LID요소의 홍수저

감 및 비점오염물질의 삭감뿐만 아니라 도시의 생태복원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Yeon 등(2014)은 침투트렌치를 이용하여 비점

오염물질의 저감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고 Shin  등

(2013)은 옥상녹화와 투수성 포장재를 이용하여 강우-유

출량의 저감 효과에 대해 기술하였으나 LID의 적용이 

전체 홍수유출량의 저감에 기여하는 LID면적대비 홍수 

저감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을 지

적하였다. 

LID에 의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LID요소의 특성분석과 최적의 배치(Best Management 

Pacatices, BMPs)가 중요하다.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LID개별 요소의 특징에 대한 연구는 많은 진전

이 이루어졌으나 모형에서 구현하고자하는 전체 LID요

소의 특성에 대한 분석은 크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다양한 형태의 LID요소에 

대한 물수지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실제 적

용지역을 대상으로 LID배치에 따른 유출율 저감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물순환 도시계획 설계를 위한 최적 LID

기술의 설치방안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2.1. LID요소기술

LID요소의 기능은 크게 침투, 여과, 저류역할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LID기능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식생체

류지(bioretention), 옥상녹화(green roof), 나무여과상

자(treebox filter), 식물재배화분(planter box), 식생수로

(bioswale), 식생여과대(bioslope), 침투도랑(infiltration 

trench), 침투통(dry wells), 투수성포장(porous pavement), 

모래여과장치(sand filter), 빗물통(rain barrel) 등 9개로 

분류하여 그 기능과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LID요

소기술은 빗물 또는 비점 오염물질의 저감량에 따라 기

능을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Zare 등, 2012).  

실제 SWMM5.0모형에서 모의할 수 있는 LID요소로

는 식생체류지(bio-retention), 빗물정원(rain garden), 

녹색 옥상(green roof), 침투트렌치(infiltration trench), 

투수성 포장(permeable pavement), 빗물통(rain barrel), 

식생수로(vegetative swale) 등의 7개 기술이다. 

도시지역에 있어 옥상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

므로 옥상의 기능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연구되어 왔다. 

Oberndorfer 등(2007)은 옥상정원의 빗물 및 생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그 기능과 관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술하였다. Stovin 등(2007)은 도시의 배수시스템의 부

하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옥상녹화의 빗물저감 

효과에 대해 Pilot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총 9.2 mm의 단

일강우에 대해 57 %의 첨두 유출량 감소효과가 있음을 

실증하였다. 투수성 포장은 다공성 포장재질 또는 불투

수성 재질에 틈을 두어 빗물을 지중에 침투시키는 방법

으로 재질의 종류, 공간적인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적

용된다. 투수성 포장은 차도 또는 주차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Brown 등(2009)에 의하면 다공성 포

장재의 고형물(total suspended solids) 처리효율은 90 

%이상으로 보고하고 있다.  

2.2. SWMM의 LID적용방법

시가지에 있어서 기존 우수배제는 Fig. 1(a)와 같이 

투수지역(pervious) 또는 불투지역(impervious)에 관계

없이 우수 관거로 유입시키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LID

로 설계할 경우 우수의 배수구역 내 유출경로는 변경된

다. Fig. 1(b)에 제시한 바와 같이 배수구역 내에 내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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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불투수 층과 LID기술이 적용된 구간의 불투수 면

적에 의해 유출량이 계산된다. 각각의 불투수층으로부터

의 유입량은 토지이용 계획의 불투수 면적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불투수 지역에 계획하는 LID는 단일 또는 서

로 다른 기술을 적용할 수 있으며 어떤 LID요소를 적용

할지는 주변 경관, 지형조건, 목표관리 수량 또는 수질에 

따라 결정한다. 단, 이들 LID 전체 면적이 적용되는 불투

수 면적을 초과할 경우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된다. 

Fig. 1. Concept of LID and its application.

SWMM모형의 흐름은 Steady state, Kinematic wave 

및 Dynamic wave법 등의 3가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실

제 적용은 Kinematic wave과 Dynamic wave을 채택한

다(Daubney, 2014; Rossman, 2010). Kinematic wave

법은 사면구배가 비교적 급할 경우 마찰구배를 사면구배

와 같다고 가정하고 하류단의 조건이 상류에 미치지 않

음을 전제로 한다. Kinematic wave법은 큰 시간 계산 간

격을 가지므로 장기적이 예측에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비해 Dynamic wave법은 완전 혼합류를 가정할 경

우를 가정한다. 강우초기에는 자유수면을 가지는 개수로

의 흐름에서 지속적인 강우가 발생하면 관로의 수위가 

상승하여 압력차에 의한 흐름으로 전환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용한다. Dynamic wave법은 저류, Backwater등을 

적절히 구현할 수 있으므로 연구에서는 완전 혼합류를 

가정한 Dynamic wave법을 선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연구대상지 개요

본 사업은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에 따라 11.7 km2에 

대해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상지역은 

Fig. 2와 같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강동구, 대저2

동에 걸쳐 있으며 대부분 논, 밭과 같은 농경지로 구성되

어 있어 개발 후에는 불투수층의 증가로 표면 유출량의 

증가, 도시 생태계의 변화, 도시 열수지의 지속적인 변화 

등 도시환경 전반에 걸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본 지

역은 향후 기후변동 및 저지대인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빈도 강우량보다 많은 30년 빈도의 강우를 대상으로 우

수관로가 설계되었다. 또한 이 지역은 저지대이므로 배

수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식생수로, 투수성 포

장, 침투화분 등과 같은 LID요소기술을 적용하여 강우

에 따른 유출량을 발생원(on site)에서 저감하고자 계획

하였다. 

3.2. LID기술의 물수지 분석

적정 LID기술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LID기술

에서 구현할 수 있는 수리 및 수문학적 특성을 파악할 필

요가 있다. SWMM5 모형에서 구현할 수 LID기술 중에

서 서로 중복되는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LID기술

(빗물정원, 식생수로, 투수포장, 옥상정원 및 침투트렌

치)에 대해 증발, 침투 및 유출량 등 도시 물순환에 관한 

수문량을 구하였다. 이 지역은 상업지구이므로 불투수면

적은 90 %로 설정하였다. 식생수로와 옥상정원은 LID

기술을 적용해도 개발 후에 비해 유출량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식생수로는 다른 LID기술에 비해 침투량은 많

으나 저류나 침투기능보다 수송의 기능이 지배적이다. 

옥상정원은 불투수층에 식생 여재를 덮는 구조이므로 유

출량의 억제보다는 수질을 정화하는 역할에 더 효율적이

다. 반면에 투수성 포장 및 침투트렌치는 지중 침투량이 

표면 유출량보다 많은 것으로 계산되었고 빗물정원은 침

투기능과 저류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수성 포장은 지중으로 우수를 침투시켜 지표수를 일시

적으로 저장하도록 설계된다. 투수성 포장은 우수와 오

염물질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소에서 적

용된다. 침투트렌치는 소규모 지하저류 공간에 자갈을 

채워 우수를 침투시키는 얕은 시설을 통칭한다. 트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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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and cover of post-development in study area.

에 의한 우수의 지중 함양은 토양, 지하수위에 의해 결정

된다(Newcomer 등, 2014). 이와 같이 침투량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변하므로 LID 기술에 대한 물수지는 다음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Mitchell 등, 2007). 

∆                                              (1)

여기서 P는 강우량이고 I는 도수된 상수, E는 증발산

량, D는 배수량 그리고 ∆는 저류 변화량을 나타낸다.

연구대상 구간 내 0.151 km2의 소유역을 샘플로 각 

LID기술별 물수지 분포를 모의실험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본 사업지는 현재(Pre-developed) 농경지로 되어 

있으나 개발이 되면 일부 녹지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불투수 면으로 바뀌게 된다. 개발 전 단계에서 개발 후 

LID기술을 적용하기 전과 여러 종류의 LID기술을 적용 

후의 물수지를 분석하였다. 계산 조건으로는 소유역의 

90 %는 불투수층으로 보았고 각각의 LID기술은 소유역 

면적의 10 %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대상지역의 개발 전의 토지이용은 대부분 농경지이므

로 유출량은 개발 후에 비해 많지 않으나 LID기술을 적

용하기 전인 개발 후의 강우 유출량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각 LID기술의 물수지 계산 결과를 보면 투수성 포

장재와 침투트렌치를 적용했을 경우는 유출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식생수로와 옥상정원의 경우는 유출량의 

저감효과가 미미하였다. 빗물정원은 침투량과 유출량이 

비슷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강우 유출량의 

저감효과가 미미한 식생수로와 옥상정원의 경우 침투량

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홍수 저감에 있어 큰 기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침투트렌치와 투수성 포장

은 유출량의 감소량이 침투량의 증가로 수문량이 전환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3.3. LID기술의 적용

본 시범지구에 적용한 LID기술은 Fig. 4 및 Table 1

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식생수로와 투수성 포장재를 주로 

응용하였으며 도심지의 토지이용 형태를 고려하여 식생

수로와 투수성 포장과 같은 단일 LID기술 또는 2가지 기

술을 병합한 LID기술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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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imulated water balance with LID techniques.

(a) Vegetative swale (Clean Water Services, 2009). (b) Vegetative swale for Eco Delta City.

Fig. 4. Vegetative swale applied to Eco Delta City.

식생수로는 바닥 폭 2 m, 상단 폭 5 m, 높이 0.5 m이

며, SWMM의 Vegetative swale tool을 이용하여 구현

하였다. SWMM의 표준 식생 tool에서는 surface층만 

구현 할 수 있으므로 식생수로 하부의 지하 저류 용량은 

고려하지 않았다.

투수성 포장은  SWMM-LID에 있는 Porous pavement

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Surface, pavement, storage의 

값은 SWMM을 이용한 신도시 LID기법 적용에 따른 유

출저감효과 분석(Yeon 등, 2014)에서 참고하였다.

강우자료는 기상청 관할 부산지역의 최근 10년의 강

우자료를 이용하여 일강우량의 백분율(percentile)을 구

하였다. 

EPA의 기준에 따르면 LID의 설계는 95 Percentile에 

대한 유출저감 효과를 평가하고 있으나 이 값은 우리나

라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큰 범위의 강우 스텍트럼이므

로 본 사업지구의 경우 80 Percentile의 일강우량을 적용

하였다. 부산지역의 최근 10년 80 %에 해당되는 강우량

은 Fig. 5와 같이 22.5 mm/d이며 실제 모형에 입력한 강

우는 2009년 7월 21일 발생한 21 mm/d를 대상으로 하

였다.  

Fig. 6은 각각의 LID기술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 기

술의 점유율에 따른 첨두 유출량을 나타낸 것이다.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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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ent Item Value

Surface

Storage depth(mm) 2

Vegetation volume fraction 0

Surface roughness(Manning n) 0.013

Surface slope(%) 1

Pavement

Thickness(mm) 125

Void ratio(Voids/Solids) 0.2

Impervious surface fraction 0

Permeability(mm/hr) 360

Clogging factor 0

Height(mm) 300

Storage

Void ratio(Voids/Solids) 0.6

Conductivity(mm/hr) 10

Clogging factor 0

Underdrain

Drain coefficient(mm/hr) 0

Drain exponent 0.5

Drain offset height 0

Table 1. Value used for porous pavement

Fig. 5. 80 percentile precipitation in Pusan area.

연구(Shin 등, 2013)에 의하면 LID기술의 적용면적이 

많을수록 홍수 저감율은 증가하지만 본 연구의 적용지역

은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Fig. 6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식생수로와 투수성 포장재의 점유율이 증가해도 이에 

따른 홍수량은 각각 증가하지 않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6(a)의 식생수로의 경우 2UC, 3UB 등은 다른 소유

역에 비해 LID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음에도 불구하

고 홍수 저감율은 이에 비례하여 크지 않았다. 오히려 

LID점유율이 이 보다 적은 1UA, 1UE등이 홍수 저감율

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6(b)의 투수성 포장재의 

경우에 있어서는 LID기술의 점유율과 홍수 저감율과의 

관계는 별도의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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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getated swale.

(b) Porous pavement.

Fig. 6. The relationship between LID occupation rate and peak runoff reduction rate.

이 LID기술의 점유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홍수 저감량

이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는 주요 원인은 

LID기술을 적용하는 구역의 설정에 있다. 식생수로는 

일반적으로 녹지에 선형으로 설치하게 된다(Zimmer, 

2007). 따라서 제어하고자 하는 홍수 유량은 Fig. 7(a)와 

같이 LID기술을 적용하고자하는 구역과 불투수층으로

부터 설정된 일부 배수구역의 강우를 처리하게 된다.

LID기술의 점유율은 녹지 내에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정해지지며 그 한계는 녹지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식

생수로는 자연 배수되도록 경사를 조절하고 수질관리, 

조경, 일시적인 우수 유출수의 유속 저감 등의 목적으로 

조성한다. 투수성 포장재의 LID점유율은 Fig. 7(b)에 제

시한 바와 같이 LID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면적 전체

를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그 일부분을 적용할 수 있다. 

Fig. 7(c)는 실제 부산 에코델타 시티 조성사업의 LID 

설치 모식도의 일부를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식생수로와 투수성 포장 목적의 LID기술은 그 

유입 배수구역이 제한적이다. 이는 LID기술의 적용 면

적이 증가되어도 유입되는 배수면적이 크지 않다면 전체 

소유역으로 설정된 우수 유출구(outlet)로 배제되는 우수 

저감효과는 작게 계산됨을 의미한다. Fig. 3의 분석결과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투수성 포장은 침투의 효과로 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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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Vegetated swale.                                                          (b) porous pavement.

(c) LID practice to Pusan Eco delta City.

Fig. 7. LID techniques applied to Eco Delta City.

물을 억제시키는 효과는 탁월하지만 실제 그 기여율에 

있어서는 LID기술의 적용면적과 LID기술이 적용된 배

수구역에 의해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다.   

4. 결론

도시화의 확대에 따른 노면의 포장율 증가는 단기적

으로 도시 내 물수지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중, 장기적으

로는 도시의 열수지 변화를 야기시켜 생태계 전반에 악

영향을 주게 된다. LID는 이와 같이 왜곡된 도시의 물순

환 체계를 완화하거나 개발 전과 유사한 수문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먼저 SWMM

모형에서 구현할 수 있는 개별 LID기술의 침투, 증발 및 

유출의 물수지 분석을 동일한 강우와 면적비율을 고려하

여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식생수로와 옥상녹화의 저류 및 침투되는 

양은 미미하여 대부분 유출량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침투트렌치와 투수성 포장은 침투량은 다른 LID기술에 

비해 많음으로 유출 저감효과가 큰 것으로 계산되었다. 

나머지 빗물정원은 유출과 침투량이 비슷한 분포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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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부산 Eco-delta city에 주로 계획된 식생수로와 

투수성 포장을 대상으로 한 LID기술의 적용 면적별 유

출저감 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적용된 2개 기술 모두 적

용 면적이 증가해도 우수 유출저감 효과는 유의할 만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주된 원인은 

LID기술이 설치된 배수 구역으로 유입되는 우수 유출수

량이 LID배치 면적과 비례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개발지역의 최적화된 물순환 도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최적 LID기술의 효과는 각 LID기

술의 특성에 따른 배치, 배수구역의 범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밖에 LID 적용 배수구역의 

토지이용 특성(Schwartz, 2010), LID기술의 수리적인 

영향(Blażejewski 와 Murat-Blażejewska, 1997). 등도 

유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지속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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