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의 도시지역은 폭염과 열

대야, 태풍과 도시홍수 그리고 가뭄 등 다양한 기상재해

를 매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기상재해는 다수의 인명

과 재산 피해를 동반한다 (Kysely and Ki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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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verse types of meteorological disasters that are frequently occurring at the present time, such as urban 

flooding, draught, heat waves, or tropical nights do not only cause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s but also make it difficult 

to preserve the natural environment of the city. That is why Low Impact Development or Green Infrastructure has recently 

received lots of attention as a means to minimize meteorological disasters, adapt to climate change and to leave a better 

urban environment for the next generation. As of now, Korea’s low impact development and green infrastructure technology 

are standing at the stage of incubation or demonstration. Both cent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have accelerated the 

updating of laws and regulations, which allows us to turn the Gray City with Gray Infrastructure that only uses water into a 

Green City with Green Infrastructure that manages the water. To spread and distribute such a notion in a systemic way, it 

requires new technology development tailored to Korea, verification of technology, and maintenance of related 

technological standards, cooperation with other industries, training & promotion, and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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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도시홍수, 가뭄, 폭염과 열대야 등 다양한 기상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양한 기상재해를 최소화 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기 위한 목적으로 저영향개발 또는 그린인프라가 주목 받고 있다. 한국의 저영향개발 및 그린인프라 기술은 현재 보육 

(incubating) 또는 시연 (demonstrating) 단계에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법률 정비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물을 이용만 하는 회색인프라 (Gray Infrastructure)로 구성된 회색도시 (Gray City)에서 물을 관리하는 그린인프라 

(Green Infrastructure)로 구성된 녹색도시 (Green City)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보다 체계적인 확산과 보급을 위해서는 한국형 

신기술의 개발, 기술의 검증, 기술 기준의 정비, 다분야의 협력과 협업, 교육과 홍보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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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2012). 20세기 최대의 기상재해는 1994년 발생

한 폭염이고 이로 인해 3,384명이 사망에 이르렀다 

(Table 1).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순위 1위는 1936년 

발생한 태풍 제3693호에 의해 1,232명이었고 재산피해

의 경우 태풍 ‘루사 (Rusa)’에 의해 5조가 넘는 피해액

을 나타냈다. 기록적인 기상재해는 21세기에도 계속되

고 있다. 올해는 5월임에도 불구하고 폭염주의보가 여러 

번 발효되고 있어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010년 9월 서울 ․ 경기 지방과 영서 지방에 

시간당 100 mm가 넘는 비가 내려 광화문 일대와 주택이 

침수되고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

였다 (Wikipedia 2016). 특히 서울에는 하루에 259.2 

mm가 내려 1908년 관측시작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

린 것으로 기록되었다. 서울의 강남역 일대는 2010년부

터 2012년까지 3년 연속으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 

2014년 8월 제주 한라산에는 태풍 ‘나크리 (Nakri)’의 

영향으로 하루 동안 1,000 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

기도 했다. 또한 2012년에는 전국적으로 104년 만의 극

대가뭄이 발생하였고 2014년과 2015년은 2년 연속 가

뭄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Lee 2015).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32만여 명 

중 91.66%에 해당하는 4,705만여 명이 도시지역에 거

주하고 있다 (MOLIT 2015). 따라서 도시민의 정주공

간을 제공하기 위해 건축물,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이 급속하게 증가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땅속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면적의 비율이 1970년 

전 국토의 3%에 불과했으나 2012년 7.9%로 2.6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OE 2013). 서울특별시의 경

우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면이 1962년 7.8%에서 2010년 

약 47.7%로 증가함에 따라 지표면 유출량이 10.6%에서 

51.9%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대기 중으로 돌아가는 증발

산량은 43.3%에서 18.3%로 현저히 낮아졌다 (Seoul 

Table 1. Documented large natural disasters (>100 deaths) affecting the Korean Peninsula since 1901 (Kysely and 
Kim 2009, KMA 2012).

Year Event Death toll
Property 

damage ($ 
Million)

Affected region for which death toll is 
given

1994 Heat waves 3,384 - South Korea

1936 Typhoon No. 3693 1,232 - South, North Korea

1923 Typhoon No. 2353 1,157 - South, North Korea

1959 Typhoon Sarah 849 - South Korea and Japan

2006 Flooding 844 - North Korea

2007 Flooding 610 - North Korea

1972
Typhoon Betty (Seoul, Gyeonggi-do 
flood)

550 - South Korea

1925 Typhoon No. 2560 516 - South, North Korea

1914 Typhoon No. 1428 432 - South, North Korea

1933 Typhoon No. 3383 415 - South, North Korea

1969
Gyeongsangbuk-do, 
Gyeonsangnam-do, Gangwon-do 
flood and landslides

408 - South Korea

1987

Typhoon Thelma 
(Chungcheongnam-do, 
Jeollanam-do, 
Gangwon-do flood and landslides)

345 391 South Korea

1998 Massive rain, floods and landslides 324 1,248 South Korea

1934 Typhoon No. 3486 265 - South Korea

2002 Typhoon Rusa 246 5,148 South Korea

1990
Seoul, Gyeonggi-do, Gangwon-do, 
Chuncheongbuk-do massive rain

163 520 South Korea

2003 Typhoon Maemi 131 4,223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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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politan 2013). 이러한 변화는 도시의 물 순환과 

열 순환을 왜곡시켰고 도시는 더욱 기후변화에 취약한 상

태로 변모하였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도시화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인프라 관리 방식으로 저영향개

발 (low impact development, LID) 또는 그린인프라 

(green infrastructure, GI)가 주목 받고 있다. 본 고에

서는 물순환 관리 정책 변화, 기술 개발 동향과 적용 특

성 그리고 확대 ․ 보급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물순환 관리 정책 현황

먼저 Kim (2014)이 조사한 우리나라 물순환 관리 정

책의 변화에 대해 보완하여 Fig. 1에 정리하였다. 우리

나라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를 거쳐 수자원 개발이 

진행되었고 1980년대에 안정적으로 수자원이 확보되면

서 도시화와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확보된 

수자원은 정수장에서 안전한 용수로 정수되어 송수과

정을 통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으로 공급된다. 사용

한 물은 하수관이나 오수관을 거쳐 하수처리장에서 처

리된 후 방류하거나 추가적인 처리를 통해 재이용되기

도 한다. 이러한 인위적인 인공계 물순환은 1990년를 

거치면서 완성되었다. 1991년 대구의 페놀오염사건 등

으로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00년대 이후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

였다. 

자연계 물순환의 근원이 되는 빗물은 그 동안 하수도

를 거쳐 빠르게 하천에 방류되어 왔으나 2001년 ‘수도

법’에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빗물이 

도시 내에서 새로운 대체수자원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태풍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도시홍수가 빈번

해지면서 도시 내에서 빗물의 유출을 저감하기 위한 노

력으로 2004년 ‘자연재해대책법’을 통해 우수유출저감

시설의 설치를 권고하게 되었다. 또한 ‘수질 및 수생태

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2007년에 만들어지면서 점오염

원관리 중심에서 비점오염원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

고 오염총량관리를 통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적은 양의 

강수를 관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도시지역에서 물

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수도법’에 있던 빗물이

용시설, ‘수도법’에서 ‘하수도법’으로 이동하였던 중수

도 시설, 그리고 새롭게 하 ․ 폐수처리수의 재이용을 

2010년에 하나의 법률로 만든 것이 ‘물 재이용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2010년에 만들어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2

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관리)에는 기후변화에 의

한 가뭄 등 자연재해와 물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

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특히 ‘친수구역의 활용에 관

한 특별법’ (2010년)에는 친수공간 조성에 의한 오염부

Fig. 1. Laws on water cycle management for resilience to climate chang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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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량의 최소화와 하천유량 영향의 최소화를 도모하도

록 명시하고 있다. 친수구역 조성지침 (2011년)의 제4

조 (친수구역의 조성계획 기본방향)에는 토지이용계획

에 LID 기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5조 (물순환

계획)에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LID 기법을 이용

하여 도시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012년 ‘하수도법’을 개정하여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인 “하수저류시설”에 대한 정의가 만들어

져 침수피해와 수질오염 예방 및 하수의 재이용을 지원

하는 제도정비가 이루어졌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제13조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

리기준)이 규정되면서 방재기능을 갖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의 인증)

에 의거 2013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

부령으로 녹색건축인증기준이 개정 ․ 고시되면서 “수자

원” 평가항목이 “물순환 관리” 항목으로 변경되어 녹색

건축물이 물을 소비하는 공간에서 물을 관리하는 공간

으로 변모하는 기반이 구축되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016년 녹색건축인증기준을 개정할 계획에 

있으며 이를 통해 건축공간이 저영향개발을 선도하고 

그린인프라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Table 2 and 3). 2013년에 개정된 ‘도시 ․군 계획

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자

연물순환 회복을 위한 빗물유출의 최소화 및 분산형 빗

물관리 설치를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

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은 분산형 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이 되었고 이를 통해 발생원에서부터 강우의 유출

을 저감하여 자연물순환이 회복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식수대의 경우 보도 등 해당 면의 높이 보다 

Table 2. The criteria on certificate entry of stormwater management in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G-SEED).

Rating 
grade

Installation of facilities for reducing or control stormwater management capacity
Weighted 

value*

1
Installation of Low Impact Development Technologies or Green Infrastructures to manage 
more than the capacity of Stormwater Management Area (m2) × 0.03 (m), and more than 
80% of the total area of impervious area is to be linked.

1.0

2
Installation of Low Impact Development Technologies or Green Infrastructures to manage 
more than the capacity of Stormwater Management Area (m2) × 0.02 (m), and more than 
80% of the total area of impervious area is to be linked.

0.8

3
Installation of Low Impact Development Technologies or Green Infrastructures to manage 
more than the capacity of Stormwater Management Area (m2) × 0.01 (m), and more than 
50% of the total area of impervious area is to be linked.

0.6

4
Installation of Low Impact Development Technologies or Green Infrastructures to manage 
more than the capacity of Stormwater Management Area (m2) × 0.005 (m), and more than 
50% of the total area of impervious area is to be linked.

0.4

* Evaluation score = (weighted value) × (possible points for stormwater management), possible points for stormwater 
management: 5.

Table 3. The criteria on certificate entry of rainwater and effluent groundwater utilization in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G-SEED).

Rating 
grade

Installation of facilities for storage capacity (m3) of rainwater·effluent groundwater and/or for direct 
rainwater utilization

Weighted 
value*

1
Installation of facilities to store more than the capacity of rainwater·effluent groundwater (Building 
Area (m2) × 0.03 (m)) and/or in the case of designing the direct rainwater utilization system

1.0

2
Installation of facilities to store more than the capacity of rainwater·effluent groundwater (Building 
Area (m2) × 0.02 (m)) and/or in the case of designing the direct rainwater utilization system

0.8

3
Installation of facilities to store more than the capacity of rainwater·effluent groundwater (Building 
Area (m2) × 0.01 (m)) and/or in the case of designing the direct rainwater utilization system

0.6

4
Installation of facilities to store more than the capacity of rainwater·effluent groundwater (Building 
Area (m2) × 0.005 (m)) and/or in the case of designing the direct rainwater utilization system

0.4

* Evaluation score = (weighted value) × (possible points for rainwater and effluent groundwater utilization), possible points 
for rainwater and effluent groundwater utilizati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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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빗물이 녹지에서 관리

되도록 만든 규정은 공원 ․ 조경 분야의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정비로 자리매김하고 있

다. 2014년 ‘물 재이용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대형판매시설, 골프장 등 민간시설

의 빗물이용을 의무화 하여 발생원에서의 물이용 효율

화가 강화되었으나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과정에서 의무

화 대상규모가 한정적으로 변화되어 그 실효성이 문제

가 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2014년 8월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

하여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고시 제2016-43호를 통해 2016

년 4월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

수립 기준’을 제정 ․ 고시하였다. 이를 통해 발생원에서

의 분산형 빗물관리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의원입법으로 각

각 ‘물순환도시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물관리기본법(안)’이 

제출되어 계류 중이다. 이와 같이 물순환 관리와 관련한 

제도 정비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 정비는 도시 

인프라가 물을 이용하는 공간에서 물을 관리하는 공간

으로 변모시키는 기반이 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2009년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물순환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의 물순환 시

대를 열었다. 이후 서울시는 2014년 1월 9일 기존 ‘빗

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물을 관리하

는 부서뿐 아니라 도시계획, 건축, 도로, 조경 분야 등 

다분야가 도시 물순환 관리에 관여하는 공간을 만들었

다. 이로써 본격적인 물순환 회복과 저영향개발의 시행

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 조례를 통해 2015년 1월부터

는 대지면적 1,000 m2 이상 건축물 신축을 포함한 41종

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인허가시 빗물분담량을 할당하고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보도의 

경우 투수성포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폭 8 m 

이하 이면도로는 201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므로 

명실공히 도로 분야의 물순환 관리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서울시는 2015년 8월 지속가능성 확보

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존 도시안전실 산하 물관리

정책국을 행정2부시장 산하 물순환안전국으로 확대 개

편하였다 (Fig. 2). 물순환 회복을 위한 이러한 조직개

편은 세계 최초이며 국내는 물론 해외의 벤치마킹 사례

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원인자 부담 원칙에 기초

한 ‘저영향 사전협의제도’ 운영과 물순환정책자문 기구

인 ‘물순환 시민위원회’ 운영은 조직개편과 함께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자체의 물순환 회복 정책 개발과 실행은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3. LID/GI 기술 개발 동향 및 적용 현황

3.1 LID/GI 요소기술

빗물을 발생원 근처에서 관리하는 기법은 흐름을 조

절하거나 저류 및 저장 그리고 침투시키는 방법이 있으

Fig. 2. Reorgan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of the Seoul Metropolitan for Low Impac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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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atents per inventor location.

Table 4. Keywords classification for the patent analysis.

No. Typical keywords Linked keywords

1 Rainwater harvesting
Rainwater utilization, Rainwater treatment, Rain barrels, Cistern, Stormwater 
utilization, Rainwater storage

2 Permeable pavement
Pervious concrete, Porous pavement, Porous block pavement, Permeable block 
pavement

3 Infiltration devices Infiltration trench, Infiltration well, Infiltration pipes, Infiltration pavement

4 Green roofs -

5 Stormwater runoff control
Stormwater treatment, Stormwater pre-treatment, Stormwater filtration, 
Stormwater harvesting

6 Nonpoint source treatment
Nonpoint source pollution control, Nonpoint source pollution, Nonpoint source 
pollution treatment

7 Rain gardens Bio-retention cells, Bioretention, Vegetative swales

Fig. 3. Low impact development (LID) and green infrastructure (GI) facilities ma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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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식생 등을 활용한 여과 및 처리 기능을 활용하기도 

한다. 기계적 방식과 생물학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

며, 종류에 따라 강우를 관리하는 용량이 달라진다. 각

각의 시설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시설이 조합된 시스템의 경우 아직까지 

정량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새롭게 개발되어 

이용하고 있는 요소 기술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시

설까지 포함하여 조합이 이루어질 경우 보다 효율적인 

적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기법들

은 유역단위, 공동주택, 개별 건축물, 공원, 주차장 및 

도로 등에 다양한 형태로 조합하여 적용되고 있다. 

LID/GI 기술을 새롭게 적용하거나 기존 시설의 성

능 향상을 위한 LID/GI 기술 적용 최적화 설계를 할 

경우 환경을 배려함과 동시에 가능한 최소의 비용과 

변화를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 요구되며, 건전한 물순

환 및 열순환을 위한 전체적인 시스템 선정과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LID/GI 물순환 체계는 기존 관

로 중심의 대규모 시설위주의 강우관리가 아닌 발생

원 중심의 소규모 강우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도시 배

수시스템과 효율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구축된다.

강우 발생 시 발생원에서 소규모 분산형 생태저류 

(bioretention) 또는 침투시설에 의해 강우 관리가 이

루어지며 현장관리 용량을 초과하는 강우유출수는 유

공관이나 우수 관거를 통해 유출되어 중 ․ 대규모 저류

지 (retention) 또는 유수지 (detention) 시설에 의해 

관리된다. LID 강우 관리를 통해 강우 유출량을 줄이

고 유출을 지연시키며, 도시의 물순환 기능 회복 및 

하천 오염을 최소화하고 도시 열환경 개선과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저영향개발 기술은 크게 빗물의 흐름을 조절

하거나 저류 및 침투를 통해 발생원에서 관리하게 되

는데 기능별로 흐름조절, 저류, 저장, 침투, 여과 및 

처리 등 총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Fig 3).  6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각 요소기술을 Fig. 3에 세분화하였

다. 좌측에 위치한 기술들은 주로 기계적 시설이며, 

우측으로 배치될수록 자연형 시설에 속한다. 하단에 

비해 상단으로 갈수록 빗물관리 용량이 큰 것을 의미

한다. 흐름조절은 강우가 집중적으로 흐르는 것을 감

쇠시켜 첨두유출량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

다. 식생여과기술은 식생과 토양의 여과 및 흡착작용

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줄임과 동시에 동식물 서식공간

을 제공하면서 녹지경관과 침투기능을 하는 기술이며 

(A1 - A10), 침투기술은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켜 유

출량을 조절하고, 토양의 여과, 흡착작용에 따라 비점

오염물질을 줄이는 기술이다 (B1 - B7). 저류기술은 

빗물을 저류하여 유출량을 조절하고, 침전 등에 의해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기술을 말한다 (C1 - C5), 빗

물이용기술은 건축물의 지붕면 등 상대적으로 깨끗한 

집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모아 간단한 처리를 통

해 이용하는 기술이다 (D1 - D2). 

3.2 LID/GI 기술 개발 동향

LID/GI 관련 특허 및 기술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LexisNexis 사의 PatentStrategiesTM을 활용하였다. 

LID/GI 기술에 대해 “빗물이용 (rainwater harvesting)”, 

“투수성포장 (permeable pavement)”, “침투시설 

(infiltration devices)”, “옥상녹화 (green roofs)”, “강우

유출수관리 (stormwater runoff control)”, “비점오염물

질처리 (nonpoint source treatment)” 그리고 “빗물정원 

(rain gardens)” 등 대표 키워드를 7가지로 분류하였고 

연계 키워드를 포함하여 특허 분석을 진행하였다 

(Table 4). 전체 검색된 특허 수는 총 32,822건이었고 

대표 키워드에 중복된 213건을 제외하면 총 32,609건

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소멸되지 않고 등록되어 있는 

특허는 총 10,090건이고 대표 키워드에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총 9,955건이다. 9,955건의 등록 특허를 대

상으로 국가별 특허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 

(4,996건), 일본 (1,718건), 한국 (900건), 미국 (566

건), 독일 (257건), 호주 (151건), 러시아 (140건), 영

국 (139건), 스위스 (108건), 프랑스 (89건)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Fig. 4). 2000년이후 중국이 급속도로 물

순환 관리 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3번째로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일

본에 비해 절반 수준이지만 미국과 독일의 보유 건수

와 비교할 때 물순환 관리 기술에 상당한 관심과 노력

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7가지 대표 키워드 별로 기술 개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9,955건 중 빗물이용 분야가 8,145건 

(80.7%)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 건수를 나타냈다 

(Fig. 5). 그 다음 투수성포장 (804건, 8.0%), 침투시

설 (443건, 4.4%), 옥상녹화 (356건, 3.5%), 강우유출

수관리 (139건, 1.4%), 비점오염물질처리 (1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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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빗물정원 (76건, 0.8%) 순으로 나타났다 (Fig. 

5). 수질관리 기술 또는 녹지 기반의 물관리 기술에 비

해 투수성포장과 침투시설 등 적극적으로 빗물을 땅속

으로 스며들게 하는 기술의 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7가지 기술 분류에 대해 중국

은 빗물이용, 투수성포장, 침투시설, 옥상녹화 분야 등 

4가지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Table 5). 한국은 

비점오염물질처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옥상녹화와 강우유출수관리 분야 2위, 빗물

이용과 침투시설 및 빗물정원 분야에서 3위 그리고 투

수성포장 분야에서 4위를 나타내어 물순환 관리 기술에 

관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은 

강우유출수관리 및 옥상녹화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

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빗물이용, 

투수성포장, 침투시설 분야에서 2위를 나타냈으나 비점

오염물질처리 및 빗물정원 분야에 순위에 들지 못해 발

생원에서의 수질관리와 녹지 기반의 빗물관리에 대한 

기술 개발은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LID/GI 기술 관련 상위 20개의 기업이 보유하고 있

는 특허 (7,593건)를 대상으로 보유건수와 매출 규모를 

분석한 결과를 Fig. 6에 나타냈다. 1874년 창업한 스위

스의 위생기구 전문기업인 Geberit AG 사가 116건

(14.9%)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인 Hitachi 사가 $89,419,886,648 (LID/GI 기술

에 대한 매출이 아닌 기업의 전체의 매출)로 가장 많은 

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기업인 Beijing 

Tidelion S I Rainwater Harvesting Technology 사는 

빗물 저류조, 빗물받이 등을 생산하는 전문업체로서 85

건 (11.0%)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매출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ICT)은 24개 (3.1%)

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비영리단체이므로 매출은 발

생하고 있지 않다. LID/GI 분야의 시장분석을 위해 기

업의 비전과 자원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Fig. 7에 나타

냈다. X축은 특허 보유건수, 분야 및 인용건수 등을 반

영한 비전을 나타내고, Y축은 매출과 위치 그리고 소송 

등을 고려한 자원을 나타낸다. 1사분면은 시장을 선도

하는 기업으로서 Panasonic과 Hitachi 등 일본 기업이 

점유하고 있고 2사분면은 기술과 제품의 우위를 점유하

고 있는 기업으로 Toshiba와 Hitachi이다. 3사분면은 

비영리조직이나 잠재력이 있는 기업으로서 Sekisui와 

KICT 등이 있다. 4사분면은 기술력은 있으나 상대적으

로 매출이 적은 기업을 나타내는데 Geberit AG 사나 

Beijing Tidelion 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3-4사분면의 

Fig. 5. The number of patent on low impact development 
(LID) and green infrastructure (GI) classification.

Fig. 6. The number and percent of patents and revenue on 
the top 20 companies (Geberit AG, patents 116, 14.9%, 
revenue $2,334,345,839; Beijing Tidelion S I Rainwater 
harvesting Technology Co., Ltd., patents 85, 11.0%; 
Sekisui Chemical Co., Ltd., patents 62, 8.0%, revenue 
$10,148,796,730; GWA Group Limited, patents 58, 
7.5%, revenue $589,200,000; Panasonic Corporation, 
patents 54, 7.0%, revenue $71,209,510; Viega GmbH & 
Co KG, patents 49, 6.3%, revenue $754,227,800; Hitachi, 
Ltd., patents 39, 5.0%, revenue $89,419,886,648;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patents 24, 3.1%).

Fig. 7. Market analysis of the top 20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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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저비용으로 기술협력이 가능한 기업군으로 분

류할 수 있다. 한국의 일부 기업은 Sekisui사의 빗물저

류조 사업에 협력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KICT는 국내 중소기업과 기술실시계약

을 체결하여 LID/GI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3.3 LID/GI 기술의 적용 특성과 기술사업화 단계

도시의 건전한 물순환 관리를 위해 한국은 물론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접근방식은 

발생원에서 빗물을 관리하는 것이다 (Table 6). 주로 자

연의 배수 특성을 모사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

수면의 면적을 최소화하거나 그로 인한 영향을 줄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도시 인프라와 경관 시설에 빗물을 관리

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기술사업화 단계를 분석하기 위

해 Jolly (1997)가 제시한 착상 (imagining), 보육 

(incubating), 시연 (demonstrating), 촉진 (promoting), 지

속 (sustaining) 등 기술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련의 5단계 

활동을 활용하였다. 각국의 기술사업화 단계를 살펴보면, 

한국은 보육 (incubating) 및 시연 (demonstrating) 단

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학, 연구기관 그리

고 중소기업 등이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

며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물순환 관리 관련 법률과 조례가 시행되면서 빗물 

저류조, 투수성포장 등이 보급되고 있으나 빗물정원, 식

생체류지 (bioretention), 식생수로 (bioswale) 등 녹지 

기반의 LID/GI 기술은 시범적용 단계에 머물고 있어 

공원 ․ 녹지 분야의 협력과 협업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

한 관련 기술의 검증과 시장기회의 실현시점 추정이 아

직까지는 어려운 상태이다. 미국의 경우 부분적으로 보

육 단계에 있으나 녹지 기반의 LID/GI 기술은 시연 

(demonstrating) 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옥상녹화, 

빗물정원, 식생체류지, 식생수로, 나무여과상자 (tree 

box filter), 침투화분 (infiltration planter) 등 녹지기

반의 기술 적용은 점차 일반화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독일은 시연 단계 및 촉진 단계에 있는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빗물을 하수로 분류하여 발생원에

서 적극적으로 빗물을 관리하도록 법률이 시행되고 있

으며 이를 통해 투수성포장은 물론 옥상녹화, 빗물이용,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filter strip) 등이 일반적으로 활

용되고 있다. 신규 개발지역의 경우 빗물을 발생원에서 

방류되지 않도록 조성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일본

은 도시 인프라에서 빗물을 관리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시연 단계로 평가할 수 있고 녹지 등 경관시설을 이용한 

빗물관리는 착상 (imagining)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투수성포장, 배수성포장, 보수성포장 등 다

양한 포장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발생원에서 적극적

인 저류와 침투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빗물정

원, 식생체류지, 식생수로, 침투화분 등 녹지 기반의 물

관리 기술은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5. Inventor location and the number of active patents on keywords classification. Numeral in the parenthesis 
is indicated the number of the active patents.

Typical keywords
Inventor location

1st 2nd 3rd 4th 5th

Rainwater harvesting
China
(4,266)

Japan
(1,405)

South Korea
(623)

United States
(274)

Germany
(219)

Permeable pavement
China
(384)

Japan
(226)

United States
(90)

South Korea
(56)

Ecuador
(11)

Infiltration devices
China
(288)

Japan
(44)

South Korea
(37)

United States
(26)

Germany
(22)

Green roofs
China
(79)

South Korea
(77)

United States
(65)

Japan
(48)

Belgium
(13)

Stormwater runoff control
United States

(90)
South Korea

(28)
Japan

(9)
Australia

(5)
Germany

(2)

Nonpoint source 
treatment

South Korea
(118)

United States
(5)

China
(4)

- -

Rain gardens
United States

(38)
China
(16)

South Korea
(15)

New Zealand
(2)

German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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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mplementation technologies for urban water cycle in countries.

Korea USA Germany Japan

Common features - Managing stormwater at the source
- Mimicking natural drainage
- Reducing amount and impact of impervious surfaces
- Making landscape and infrastructure multifunctional

Commercialization phase Incubating/
Demonstrating

Incubating/
Demonstrating

Demonstrating/
Promoting

Demonstrating
(infrastructure)
Imagining  
(landscape) 

Applied 
technologies 
according to the 
infrastructures

Building - Green roof
- Rainwater 
harvesting

- Green roof
- Rainwater 
harvesting

- Disconnect roof 
drains and direct 
flows to vegetated 
area

- Conveyance and 
stormwater art

- Green roof
- Rainwater 
harvesting

- Disconnect roof 
drains and direct 
flows to vegetated 
area

- Conveyance and 
stormwater art

- Green roof
- Rainwater 
harvesting

Road - Drainage pavement
- Porous asphalt 
pavement(demonstr
ation)

- Porous asphalt 
pavement

- Direct flows from 
paved areas to 
stabilized vegetated 
areas

- Curb extension

- Drainage pavement
- Infiltration box
- Direct flows from 
paved areas to 
stabilized vegetated 
areas

- Curb extension

- Drainage pavement
- Porous asphalt 
pavement

Sidewalk - Permeable block 
pavement

- Infiltration planter 
(demonstration)

- Tree box filter 
(demonstration)

- Porous concrete  
pavement

- Permeable block 
pavement

- Infiltration planter
- Tree box filter

- Permeable block 
pavement

- Permeable block 
pavement

 (partially)

Parking lot - Cistern
- Plastic permeable 
paver

- Grass paver

- Porous asphalt 
pavement

- Plastic permeable 
paver

- Grass paver
- Direct flows from 
paved areas to 
stabilized vegetated 
areas

 (Vegetated swale)

- Permeable block 
pavement

- Plastic permeable 
paver

- Grass paver
- Direct flows from 
paved areas to 
stabilized vegetated 
areas 

 (Vegetated swale)

- Permeable 
pavement

- Cistern
- Detention reservoir
- Infiltration chamber

Green area - Rain garden
- Infiltration trench

- Rain garden
 (Bioretention)
- Vegetated swale
- Infiltration basin
- Detention pond
- Stormwater wetland
- Filter strip

- Rain garden
 (Bioretention)
- Vegetated swale
- Infiltration basin
- Detention pond
- Vegetated swale
- Filter strip

- Detention pond
- Infiltration trench

Cases - Asan-Tangjeong 
new city, Asan-si

- Ochang science 
industrial complex, 
Cheongju-si

- High point 
community, Seattle

- Villanova university, 
Philadelphia

Kronsberg, Hannover
Humboldt university, 
Berlin

- Urban Mirai 
Higashiomiya, 
Saitama

- Suwano park city, 
Fukushima 
Pref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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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영향개발 확대를 위한 해결 과제

물순환 도시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

는 데는 행정적, 기술적, 산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

다. 신규 도시의 경우 도시계획단계부터 도시 기반시설

에 물순환 관리 기능을 부여할 수 있으나 기존 도시의 

경우 지하 매설물의 존재, 인근 건축물의 영향, 적용하

기 곤란한 구배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거

나 기술적용이 용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를 극복하

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도전사항이 존재한다.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기존 배제중심의 물관리 

방식을 고수하기 보다는 강우 유출의 발생원인 기반시

설에서부터 물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인식과 공감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오목형 녹지인 빗물정원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도시 기반시설이 

물순환 기능을 갖도록 도시 시스템 변화를 구축하는 것

이다. 즉 소규모 강우관리와 대규모 강우관리를 균형있

게 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한국형 물순환 

관리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기후특성과 다

양한 도시문제 및 적용 용이성 등을 고려한 극복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건축공간을 물순환 관리 공간으로 조성

- 지붕저류와 옥상녹화

- 관거에 직접 연결된 불투수면의 최소화

- 지붕배수를 직접 방류하기 보다는 연결관로를 통

해 수요처에 직접 빗물을 공급

2) 볼록형 녹지 개선과 물순환 시설 연계처리

- 오목형 녹지로 전환

- 볼록형 녹지를 저비용으로 물순환 관리 기능의 부

여 (수직형 침투시설 등 활용)

- 물순환 관리 시설을 연계하여 처리

3) 공원 및 교통 공간의 강우 유출저감 기능 강화

- 보도, 녹지 등 지하공간 활용 등 입체적 공간 활용

- 공원 및 주차장을 낮게 조성하여 빗물의 일시 저류

를 통한 유수지 기능 부여

- 도로, 보도, 녹지를 연계한 물순환 관리 기능 강화

4) 보도 및 차도의 투수 성능 및 지속성 향상

- 투수 성능 향상을 위한 토목 재료 생산 능력 향상

- 투수포장 시공능력 향상 및 기준 강화

- 유지관리 기술 확보를 통한 투수 지속성 확보

- 투수 성능 회복력이 강화된 투수블록 개발

5) 지속가능성 평가 기법 개발과 도입

- 물순환 관리를 위한 도시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

가 또는 가치 평가 기법 개발

   (경제적 ․ 환경적 ․ 사회적 가치 평가 기법)

-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원단위 개발

-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계획 ․ 설계 기법 개발

6) 다분야 협력과 협업 시스템 구축

- 협력 ․협업 제도 개선 및 프로젝트 개발

- 협력 ․협업 전문가 양성

- 협력 ․협업 매뉴얼 작성 등 기반 조성

5. 결론 및 전망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도시의 안전도와 가치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서울시는 건강한 물순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일

환으로 저영향개발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회색인프라를 

친환경적인 그린인프라로 변모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Fig. 8). 하나의 예로 서울시청 인근과 

광화문 지역에 빗물이 유입되는 경관시설을 시범적으로 

조성하였으며, 물이 스며들도록 보도에는 투수성 블록

을, 도로에는 침투시설을 설치하여 도시 기반시설이 물

을 관리하는 시설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공공시

설을 대상으로 물순환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계획하

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함께 재해저감형 공원 조성 시

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Fig. 8. Future perspectives of low impact development 
(LID) and green infrastructure (GI) for a healthy water 
cycle with the triple bottom line: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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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도시 인프라가 물을 관리하는 시설로 재편

되고 있다.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이라는 정책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얻어진 성과는 국민

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한 물순환 도시로 변모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네 가지 사항을 고

려할 수 있다. 첫째, LID 개념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

한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

향개발 기본조례｣를 통해 41개 공공분야 개발사업과 일

정 규모 이상의 민간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토지이용별 빗물관리분

담량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둘째는 건축, 도로, 

보도, 주차장, 공원 및 녹지 공간 등 도시기반시설에 물

관리 기능을 부여하여 녹색인프라를 확대한다. 셋째로

는 물순환 관리시설은 발생원 인근에서 용량관리 차원

에서 계획 ․ 설계한다. 이를 통해 물순환 관리시설이 다

목적이고 다기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비용 효율적이고 

생태 효율적인 시설이면서 경관성은 물론 부가가치 향

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몬순 기후의 특

성을 고려하여 대규모 강우관리 기법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지속가능한 도

시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시 기반시설을 운영

하는 개별 부서 및 전문분야가 상호 협력하고 협업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의 구축, 시범사업 추진 및 매뉴얼 

작성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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