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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도시화에 따른 개발사업은 불투수층을 증가시키며, 강우시 비점오염물질의 유출량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도시화에 의
한 비점오염물질의 유출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기법을 도
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D 기법을 이용하여 도시지역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식생체류지를 개발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식생체류지의 효율 평가를 위하여 test-bed를 구축하여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1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유역면적 대비 식생체류지의 시설면적(SA/CA)이 약 2.2% 임에도 불구하고, 식생체류지 적용 이후 강우
시 저류 및 침투량의 증가로 인하여 유출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우량 기준으로 유출량 저감을 살펴보면 
0 mm<R<10 mm의 강우량 범위에서는 전량 침투 및 저류 되었으며, 10 mm<R<20 mm의 강우량 발생시 90% 이상 
저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mm 이상의 강우량 발생시에는 70% 이상 저류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높은 
유출저감은 비점오염물질의 저감효율을 향상시켰으며, 입자상 물질, 유기물 및 중금속 등을 약 90% 이상 저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비점오염원, 저영향개발, 식생체류지, 유출저감

Abstract

Urbanization increases the impervious cover, which affects the discharge of stormwater runoff and non-point 
source pollutants to the waterbodies. In order to improve the water quality and restore the aqua-ecosyste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OE), Korea MOE introduced the Low Impact Development(LID) techniques on 
development projects. Therefore, research was performed to develop the bioretention technology for managing 
the stormwater runoff from urban areas. The test-bed was established on 2013 up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pollutant and runoff reduction. A total of 11 storm events have been monitored from November 2013 to 
present. Even though the SA/CA (surface area of bioretention/catchment area) is approximately 2.2%, the facility 
shows high pollutant and runoff reduction during storm events by increasing retention and infiltration capacities. 
The bioretention shows a 100% total runoff reduction at 0mm<R<10mm rainfall range and more than 90% of 
runoff reduction at a rainfall range of 10mm<R<20mm. Due to runoff volume reduction, more than 90% of 
nonpoint source pollutant were also removed by the bioretention.

Key words : Bioretention, Low impact development (LID), Non-point Source, Volume reduction

1. 서 론
1)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은 입자상 물질, 중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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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이 있으며 이러한 비점오염원은 독성물질의 함량

이 높아 하천으로 유입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건강성에 영향

을 끼친다(Boxall and Maltby, 1995; Maltby et al., 1995; 

Perdikaki and Mason, 1999; Kim et al., 2006; Son et al., 
2008). 도시지역에서 비점오염물질의 유출로 인한 수질 악화

를 저감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다양한 제도를 도입·운영 중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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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and photo of the bioretention.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bioretention

Land use
Imperviousness rate

 (%)
Catchment area

 (CA, m2)
Surface area

(SA, m2)
Storage volume

 (SV, m3)
Design total rainfall 

(mm)
 Dimensions

(W☓L☓H, m)

Parking lot 100 139 3.06 3.6 8.0 1.0☓3.0☓1.2

최근에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기법

을 이용한 관리방안을 추진하고 있다(MOE, 2012).

LID 기법이란 개발 전 자연이 가지고 있던 기작(침투, 저류, 

증·발산)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개발 후 발생되는 강우유출수 

및 비점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법을 말한다

(Department of Environmental Resources, 1999). LID 기법은 

각종 개발사업에 적용하여 생태계 보전, 물순환 구축 및 환경영

향 저감 등을 목표로 1990년대부터 미국 및 유럽선진국에서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LID 기법에는 침투시설, 식생형시설, 

인공습지 등이 포함되며 이 중 식생형시설은 여재의 여과·흡착 

및 식물을 이용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을 말하며 

종류로는 식생체류지, 식생여과대, 식생수로 등이 있다. 

식생체류지는 식물이 식재된 토양층과 여재층으로 구성되

며, 강우유출수가 식재토양층 및 여재층의 지하침투 과정을 

통하여 강우유출수 및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시설이

다(MOE, 2014b). 식생체류지의 장점으로는 강우유출량 저

감을 통한 도시 내 물순환 구축에 기여하고 비점오염물질을 

저감 할 수 있으며, 친수 공간, 생태서식처 등을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도시 내 경관성과 심미적 효과 및 열섬 완화에도 

매우 높은 효과가 있다. 그러나 식생체류지의 적용시 국내의 

지형 및 강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외 설계기법을 도입하

여 침수피해, 유지관리의 어려움, 정체수로 인한 악취 및 해충 

발생 등이 발생되어 대민인식이 나빠지는 문제점이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가지고 있던 문

제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 시킬 수 있는 한국형 식생체류

지를 개발하여 도시지역(주차장)의 강우유출수 저감 및  비점

오염원 관리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2.1 식생체류지의 설계

식생체류지는 침투 및 저류의 물순환 기능을 가지면서 비점

오염물질의 흡착 및 여과가 가능한 LID 시설이다. 본 연구에서

는 도시지역의 비점오염원을 관리 하고자 Fig. 1과 같이 

Test-bed를 구축하였으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

를 처리하도록 설계하였다. 식생체류지의 구조는 입자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초기침강지, 미세입자와 용존성 물질을 제거하

기 위한 여재부 및 유출특성 평가를 위한 최종침강지로 구성되

어 있으며 Table 1은 식생체류지의 제원을 나타내고 있다. 

초기침강지와 여재부는 모두 침투 기능을 가지도록 설계하여 

강우유출수의 유출저감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여재부는 미세

한 입자와 용존성 물질을 흡착·여과하여 제거하도록 설계하였

다. 특히 여재부는 오염물질의 흡착과 여과기능 뿐만 아니라 

식생의 원활한 활착과 미생물의 활성공간을 늘리기 위하여 토양

(마사토), 모래, Bottom ash 및 우드칩을 충진 하였다. 또한 

유지관리 용이성 및 토사유입으로 인한 시설내부의 공극폐쇄현

상을 막기 위해 Geotextile을 배치하여 여재층을 구분하였다. 

2.2 식생체류지의 모니터링 및 분석 방법

식생체류지의 모니터링은 유입 및 유출부에서 수질시료

를 채취하였으며 강우초기에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유출되

기에 초기강우현상을 고려하여 시료채취(0, 5, 10, 15, 30, 

60분, 이후 1시간 간격)를 하였다(Kim and Kang, 2004a). 

채취된 수질시료는 환경부의 수질오염공정시험법에 준하여 

TSS, CODCr, TN, TP, 중금속(Total Fe, Total Zn, Total 

Pb)을 분석하였다(MOE, 2009).

분석 방법으로는 식생체류지의 물순환 및 비점오염물질

의 저감효율을 산정하였으며, 물순환 산정을 위하여 

Equation (1)과 같이 물수지 산정기법을 이용하였다. 유입

유량과 유출유량을 직접 측정하였으며, 나머지 양을 침투, 

저류, 증발 및 기타 손실량으로 간주하였다. 여기서 

은 유입유량, 은 유출유량, 은 침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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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infall depth in Cheonan

   

(b) Rainfall rate per month

Fig. 2. Rainfall characteristics in Cheonan from 2010~2014.

Table 2. Monitored rainfall and runoff characteristics at the bioretention

Event 
No.

Event Date
(yyyy/mm/dd)

ADD
(day)

Total 
rainfall
(mm)

Total 
runoff-
before 

LID (m3)

Total 
runoff-

after LID 
(m3)

Total 
rainfall 

duration
(hr)

Total 
runoff  

duration
(hr)

Rainfall 
intensity
(mm/hr)

Time
peak flow 

(hr)

Time 
delayed 
runoff
(hr)

E-1 2013-11-24 5.7 15.0 0.168 - 8.5 4.0 1.8 - -

E-2 2014-04-17 3.9 4.0 0.088 - 3.7 1.9 1.1 - -

E-3 2014-04-27 9.3 8.5 0.223 - 6.6 5.6 1.3 - -

E-4 2014-06-02 7.3 2.0 0.199 - 1.4 0.5 1.5 - -

E-5 2014-06-03 0.3 35.5 0.975 0.286 5.9 1.4 6.0 0.42 0.75

E-6 2014-07-02 9.1 6.0 0.499 - 9.3 4.6 0.6 - -

E-7 2014-07-17 4.8 10.5 1.543 0.006 1.4 1.0 7.7 - 0.15

E-8 2014-07-31 2.2 23.0 1.874 0.157 1.2 0.5 19.2 0.17 0.03

E-9 2014-08-13 2.6 6.0 0.086 - 10.6 0.3 0.6 - -

E-10 2014-08-17 2.5 3.5 0.365 - 5.1 3.8 0.7 - -

E-11 2014-09-24 20.2 19.5 3.633 0.103 8.3 4.3 2.3 0.08 1.67

Average 6.2 12.1 0.878 0.138 5.6 2.5 5.6 0.22 0.67

은 증발량, 은 저류량 및 는 기타 손실량을 나

타내고 있다.

      
Equation (1)

강우에 의해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의 부하량 산정을 위해

서는 유량가중평균농도(Event Mean Concentration, EMC)

의 산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단순히 산술 평균농도로 계산하

는 경우가 아닌 유량을 고려한 EMC를 산정해야 한다(Ujevic 

et al., 2000; Deletic and Mahsimivic, 1998). Equation (2)는 

유량을 고려한 EMC 산정식(Sansalone and Buchberger, 

1997; Irish et al., 1998)으로 여기서, 와 는 강우 

지속시간 t에 대한 오염물질의 농도와 유출율을 의미한다.

  
 

    
  

              












∙

Equation (2)

물순환이 고려된 비점오염물질의 저감효율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부하량을 이용한 산정기법이 활용되어야 하기에 

Equation (3)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와 는 강

우 지속시간 t에 대한 유입유량의 농도와 유출율을 나타내

며, 와  는 강우 지속시간 t에 대한 유출유량

의 농도와 유출율을 의미한다.

 

      




 






 

 


 



Equation (3)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천안지역 강우사상 및 식생체류지 모니터링 결과 

모니터링 지역(천안시)의 강우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Fig 2와 같이 나타내었다. Fig. 2(a)은 2010~2014년 천안

지역의 강우량과 강우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10 mm 이하

의 소규모 강우가 약 70%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국내의 강우특성상 10 mm 이하의 소규모 강우로 많이 발

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Maniquiz et al., 2012). Fig. 

2(b)는 2010~2014년 천안지역의 연간 강우량 대비 월별 

강우량을 나타낸 것으로 여름철(6~8월)의 강우량이 전체 

강우량의 약 57%로 분석되어 이는 몬순 기후의 영향으로 

북태평양 부근에서 발생하는 고온다습한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여름철에 많은 강우를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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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lationship between total runoff and peak flow

    

(b) Relationship between rainfall intensity and peak flow

Fig. 3. Changes of runoff and rainfall intensity after applying the bioretention.

Table 2는 식생체류지의 모니터링 결과를 정리하여 나타

낸 것으로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11회의 모니터링

이 수행되었다. 모니터링 결과, 강우 전 건기일수는 평균 

6.2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강우량은 12.1 mm, 평균 강

우지속시간은 5.6 시간, 평균 유출지속시간은 2.5 시간, 

평균 강우강도는 5.6 mm/hr로 나타났다. 식생체류지를 

통과한 후 강우유출수로 인한 첨두유량은 평균적으로 강

우시작 후 0.22시간 이후에 발생되어 시설 적용 전보다 첨

두유량 발생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식생체류지를 적용 한 이후, 적용 이전보다 강우유출수의 

발생시간을 평균적으로 0.67시간 지체 시킬 수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3.2 식생체류지 조성 후 유출량 저감효과

식생체류지는 침투와 저류 기작을 통하여 강우시 포장지

역으로부터 발생되는 강유유출수를 저감할 수 있다. Fig. 3

은 식생체류지의 강우사상별 유출량 및 첨두유량 저감능력

을 산정하여 나타내었다. Fig 3의 (a)는 식생체류지 도입 

전/후의 유출량과 첨두유량을 강우사상별로 보여주고 있으

며 (b)는 강우사상별 강우강도와 식생체류지 도입 전/후의 

첨두유량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E-6부터 E-8까지 

여름철로 가장 많은 유출량, 높은 강우강도와 첨두유량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식생체류지의 조성 이후 

2~35.5 mm 범위의 강우량에서 유출유량은 평균 85%가 

저감되었으며, 첨두유량은 약 82% 저감 되는 것으로 분석

되어 주차장에서 발생된 강우유출량과 첨두유량을 침투 및 

저류기작을 통하여 대부분 저감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는 강우사상별 식생체류지의 유출저감 능력을 산정

하여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0 mm<R<10 mm의 강우사상 

범위에서는 주차장에서 배출되는 유출수가 전량 침투 및 

저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0 mm<R<20 mm의 강우

사상 범위에서는 약 90% 이상 저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총 11회의 모니터링(2~35.5 mm 강우량 범위)을 통하

여 식생체류지의 평균 저류 및 침투량은 약 89%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SA/CA가 2.2% 밖에 되지 않는 작

은 규모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강우유출수를 

침투 및 저류시켜 식생체류지 적용을 통한 도시내 물순환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Fig. 4. Runoff volume reduction with rainfall ranges in the 

bioretention.

3.3 식생체류지 조성 후 배출되는 농도변화 및 저

감효율 산정

식생체류지의 조성으로 인한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의 변화는 Fig. 5와 같으며, 2014년 9월 24일 (E-11)에 

측정된 모니터링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주차장에서 배출되

는 강우유출수는 초기에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함유된 전형

적인 초기강우 현상(Kim and Kang, 2004b)을 보이고 있

으며, 식생체류지를 통과한 유출수는 농도가 낮고 안정적으

로 보이고 있다.

Table 3은 식생체류지의 EMC, 부하량 및 저감효율을 산정

한 결과이다. 주차장에서 배출되는 평균 EMC는 TSS는 72.9 

mg/L, CODCr은 90.6 mg/L, TN은 3.2 mg/L, TP는 0.2 

mg/L, 중금속은 0.144~1.583 mg/L의 범위로 나타났다. 식생

체류지를 통과한 이후 배출되는 평균 EMC는 TSS를 제외하고 

CODCr은 42.4 mg/L, TN은 0.6 mg/L, 중금속은 

0.121~1.373 mg/L의 범위로 유입 EMC보다 다소 낮게 나타

났다. 한편 TSS의 경우 평균 유입 EMC에 비하여 평균 유출 

EMC가 높게 산정되었는데 이는 2014년 6월 3일 (E-5)의 

35.5 mm의 많은 강우량과 6.0 mm/hr의 강한 강우강도로 

시설이 설치된 이후 첫 유출이 발생되었으며 이때 시설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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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DCr and TSS

  

(b) TN and TP

Fig. 5. Pollutant concentration changes for Sep. 24, 2014 after applying the bioretention.

Table 3. Changes in the average discharged load and pollutant removal efficiency after applying the bioretention

Parameters TSS CODCr TN TP Total Fe Total Zn Total Pb

Before 
LID

Avg. EMC mg/L 72.9 90.6 3.2 0.2 1.583 0.272 0.144

Avg. discharged load g 41.9 47.4 1.6 0.1 1.283 0.235 0.134

After 
LID

Avg. EMC mg/L 73.7 42.4 0.6 0.0 1.373 0.229 0.121

Avg. discharged load g 3.7 2.1 0.1 0.0 0.213 0.023 0.011

Avg. reduced load g 38.2 45.3 1.5 0.1 1.070 0.212 0.123

Avg. removal efficiency % 90.9 92.5 92.8 91.3 89.6 92.5 94.1

(a) TSS

 

(b) TN

 

(c) TP

Fig. 6. Comparison of pollutant removal efficiency with other LID facilities.

여재세척효과로 인하여 탁한 유출수가 유출되어 평균 TSS 

유출 EMC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높은 유출

저감으로 인하여 식생체류지를 통과한 이후에는 TSS가 약 

90%, CODCr은 93%, TN은 93%, TP가 91%, 중금속이 90% 

이상의 높은 저감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문헌

(Bratieres et al., 2008; Hwang, 2011; Lee et al., 2013; Li 

et al., 2014)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본 식생체류지가 약 

2~14% 정도의 높은 저감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기존 LID 시설의 SA/CA 대비 오염물질 저감효율 

비교

본 연구결과의 효율 비교를 위하여 기존에 적용된 LID 시설

인 빗물정원 (Rain Garden, RG), 소규모 인공습지 (Small 

Constructed Wetland, SCW), 수목여과박스 (Tree Box Filter, 

TBF), 수평지하흐름형 인공습지 (Horizontal Sub-Surface 

Flow Constructed Wetland, HSSF), 자유수면흐름형 인공습

지 (Free Water Surface Constructed Wetland, FWS) 및 침투

여과형시설 (Infiltration and Filtration, IF)의 연구결과와 비

교하였다(KICT, 2013; MOE, 2014a). 주요 비교항목은 Fig. 

6과 같이 유역면적 대비 시설면적(SA/CA)과 저감효율과의 

관계로 비교대상인 LID 시설의 SA/CA의 범위는 0.7~6.7%로 

나타났으며, 오염물질별 저감효율은 TSS의 경우 약 7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TN과 TP의 경우 최소 40%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 시설의 경우, SA/CA가 2.2%로 다른 

LID 시설에 비해 SA/CA 값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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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효율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본 시설이 가진 높은 

유출저감 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도시지역에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

수를 저감시켜 비점오염원 관리에 효과적인 식생체류지를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11

회의 강우시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

출하였다.

1) SA/CA가 2.2%인 본 연구시설은 20 mm 이하의 강우

량에서 90% 이상의 유출저감 능력을 보였으며, 20 mm 이

상의 강우에서도 유출저감 능력이 높게 나타나 물순환 효

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약 2~35 mm 범위(평균 12 mm)의 강우량에서 수행

된 식생체류지의 모니터링 결과, 입자상물질(TSS)은 약 

90%, 유기물(CODCr)은 93%, 영양염류(TN 및 TP)는 

92%, 중금속이 90% 이상의 높은 저감효율을 보여 침투와 

저류로 인한 높은 유출량 저감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3) 본 식생체류지는 물순환 및 비점오염저감 효과와 더불

어 시설내의 다양한 식종의 식생조성과 성장으로 높은 경

관성 및 생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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