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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도시재생 사업이 한창이다. 도시재생 사업이 순환형의 지속가능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빗물순환 복원이 필수적이다. 즉,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LID 

설계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먼저 기존 LID 설계 과정을 조사, 분석하였다. 기존 LID 설계는 현장의 특성과 빗물 흐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적절한 

LID 시설 선정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기존 설계 과정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GIS를 이용한 수계분석이 필요하고, 빗물 흐름을 고려하는 LID 

시설 설치가 중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토지주택연구원을 대상으로 LID 시범단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들을 정리, 분석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저영향개발, 물순환, 도시재생

ABSTRACT

Recovery of rainwater cycle is vital to be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means that LID design process is necessary for the urban regeneration. 
First of all,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existing LID design process. The existing LID design processes have many limitations 
to be applied to proper LID facilities because it is not considered in site conditions and water flow of the site. To solv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LID design process, this study present the improved LID design process to be considered in hydrographic analysis through GIS 
analysis and finding points to install proper LID facilities. Through these considerations, this study present the improved LID design process 
to be applied to urban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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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급속한 도시화는 홍수, 하천 건천화와 열섬 등 여러 도시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들은 도시 물순환의 왜곡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도시 물순환의 복원은 인간과 도시, 그리고 환경이 함께하

는 지속가능한 물순환 도시 구현에 있다. 이를 위해 LID 기

반의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설계 통합모델을 개발하

였다.

본 연구는 LID 기반의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설계 

통합모델을 바탕으로 하였다. 또한, 기존 부지인 대전 LH 토

지주택연구원 내에 LID 시범단지를 실제 조성하면서 나타난 

설계와 빗물관리 용량 산정 과정과 자료에 기초한다. 

현재 대부분의 LID 기법은 신도시 위주이며, 기존도시와 

신도시 구분이 모호하기도 하다. 도시재생 관점에서 LID를 

적용하기 위한 계획․설계는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하여 문헌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기존 LID 

설계 절차를 분석하였다. 또한, 시범단지 현장을 대상으로 문

제점을 분석, 보완하였다. 

이에 도시재생 현장에 적용 가능한 설계와 빗물관리용량 

산정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1)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주저자 및 교신저자: pobyasu@lh.or.kr)
2)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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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pplication site of LID pilot project

2. LID 시범단지 설계절차

2.1. 대상지 현황 및 특성

건전한 도시물순환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구분없이 전체적인 부분을 아우르며 핵심지역에 LID 요소기

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한쪽에 치

우치지 않는, 공공과 민간에 모두 영향력이 있는 장소를 선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건설분야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

부문의 중간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

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그림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번지에 위치하고 있

으며, 다양한 토지이용형태가 존재하고, 국내 인식이 낮은 

LID의 확대를 위해 지자체 등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주

민들이 LID 완성차 모델현장 체험이 가능하며, 토지 특성을 

반영한 토목, 조경 등의 복합 건설 및 관리 과정 등에서 공공

과 민간이 같이 다학제적 의견을 나눌 수 있다. 또한,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모든 토지 공간에 적용하여 물순환 복원과 

안전도시를 위한 LID 효과, 현장 경험 등의 소통이 가능하며, 

건축물 등의 좌우대칭 형태를 활용하여 LID 적용과 비적용 

효과를 비교 분석 할 수 있다.

시범단지 대상지의 총 면적은 42,170 m2으로 투수면적 

17,868 m2, 불투수면 적이 24,302 m2로 불투수면적이 약 

57.6% 차지하고 있고, 토지피복은 건물, 차도, 보도 및 주차

장이 대상지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며, 녹지 등은 대상지 외

곽으로 위치해있다. 

2.2. LID 설계기법 문헌조사

환경영향평가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 매뉴얼은 환경

부(2013)에서 개발사업의 단계별 LID 기법 적용방안을 다음

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LID 기법은 개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또는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한다. 주

변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LID 기법의 적용 위치를 결

정할 때, 인구밀집지역,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에서 물고

임 등의 민원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한다. 

LID 기법이 적용된 지역은 일정시간 후 자연배수 또는 전량 

침투가 가능하도록 하고, 불투수면과 투수면을 연계하여 불

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투수면에서 침투되도록 한다. 

LID 기법은 발생원 제어가 가능하도록 소규모 침투시설에 

우선 적용하고, 비용을 최소화 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LID 기법이 수환경 보전 및 환경친화적 목적이 적용 

되도록 한다. PSAT(PSAT, 2005, Low impact development 

technical guidance manual for Puget Sound)는 빗물관리시설 

적용, 평가를 위한 대상지 분석을 다음의 프로세스에 따라 실

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1단계는 대상지의 지형도 분석으로 경사가 25%보다 더한 

급경사에서는 침투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지 않으며, 2단계는 

대상지 토양 성상 분석으로 대상지의 토양성상, 수문유형, 침

투가능량, 지하수위 등에 대한 분석을 해야한다. 3단계는 수

문분석으로 강우패턴, 유입, 유출, 저류 지역, 배수로 등을 분

석 또한 홍수 범람원, 방수로, 배수위험지역 수질영향(식생수

로, 습지) 등에 대한 분석을 하고, 4단계는 대상지의 식생 및 

생태환경 조사로 수목, 식생, 토착 생물의 보호 등에 대한 분

석을 한다. 5단계는 주변 토지이용형태 조사는 허가되거나 

요구되는 계획인구 또는 개발형태, 또는 보존지역의 존재 여

부, 개발 구역의 크기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6단계는 기

반시설의 조사로 상하수도관, 우수관, 전기, 전화 케이블 등 

잠재적인 빗물관리의 간섭영향 분석의 단계를 거쳐 대상지 

분석을 한다.

국토교통부(2014)에서는 빗물관리를 위한 단계별 계획방

법을 3단계로 제안하였다. 1단계는 빗물의 흐름을 조정하여 

천천히 유출되도록 유도, 2단계는 빗물의 저류구간을 적용하

고, 3단계로 대상지의 소유역에서 침투를 통한 빗물 유출량 

저감의 단계로 제안하였다.

2.3. 기존 LID 설계 절차 정립

첫 번째로 대상지의 물순환 체계 및 현황을 분석한다. 대

상지의 강우사상은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하고, 도면과 현장 

확인을 통해 대상지의 배수체계를 검토한다. 기존 문헌과 현

장조사를 통해 생태환경 및 경관 특성을 검토하고, 투수계수 

등의 기존 자료를 토대로 대상지의 토양환경을 확인한다. 두 

번째로 검토된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지의 물순환 

기능향상을 위한 목표를 설정한다. 세 번째로는 토지이용 형

태별로 적용 가능한 LID 요소기술을 선별하고, LID 요소기

술을 검토하여 대상지 적용에 유리한 LID 요소기술을 선정

한다. 네 번째로 생태적 기능 및 경관성 향상 방안을 제시한

다. 기후변화 적응 및 생태적, 환경적 기능을 충분히 고려된 

식물종을 선정하고, 생태환경 개선 및 경관성 향상 가능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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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법, 모듈을 선별하여 적용한다. 다섯번째로 기술의 최적 

적용된 계획 및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마지막으로는 LID 시

범적용단지의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기존의 생태환경, 

경관시설 및 LID 시설의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각 요소별 

주요 운영 및 관리방안 취합 및 중복 요소를 배제하여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정리하여 기존 LID Retrofit 설계 절차

를 정립하면 그림 2와 같다. 

Figure 2. The design procedure of the existing LID Retrofit

2.4. 기존 LID 설계 절차 적용

2.4.1 대상지 현황 분석

대상지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대상지의 최근 10년간의 강

우사상을 분석하였고,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우배수채계를 도

면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검토하였다. 또한 측량 및 GIS를 이

용한 분석을 통해 지표면에서 빗물이동경로를 파악하였고, 

현장 확인을 통해 빗물이 고이는 곳을 확인하였다.

Figure 3. The percentile of Daejeon City's rainfall in 2004 to

2013

대상지의 강우사상 분석은 기상청의 대전시 관측소 자료 

중 최근 10년간(2004년∼2013년)자료를 사용하였다(그림 3). 

대상지 최근 10년간의 전체 강우일수는 1,174일이며, 10mm

이하의 강우는 전체 강우일수의 약 68.7%에 해당하는 807일

로 나타났으며, 20mm이하의 강우일수는 약 82.4%에 해당하

는 978일로 나타났다. 

Figure 4. The status analysis of the application site

2.4.2 물순환 기능 향상을 목표 설정

대상지의 지표면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측량을 실시하였

으며,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림 4와 같이 GIS를 이용하여 

향, 고도, 경사를 검토하여 대상지의 빗물 지표흐름 예상도를 

작성하였다.

 상기의 대상지 현황에 따라 빗물관리 목표량을 전체 강우

의 약 80%이상을 관리할 수 있는 20mm까지의 일강우를 저

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GIS 분석과 현장 확인 결

과에 따라 LID 요소기술의 설치 위치를 설정하였다.

2.4.3 LID 요소 기술 선별

LID 요소기술 설치 위치 설정에 따라 적합한 LID 요소기

술 리스트를 작성하고, 빗물유출저감효과, 오염부하 저감효

과, 경관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치시설

을 결정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기본 설계 및 실시 설

계 도서를 작성하였다.

2.5. 기존 LID 설계 프로세스 도입에 따른 한계점

물순환 체계 검토를 위한 배수체계 분석 시 제시된 여러가

지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지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한 후,  

LID 요소기술을 선정하고 위치를 결정하였지만, 실제 현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활용

되는 자료의 정밀도가 낮고, 도시재생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

하여 발생되는 문제로 정밀한 현장 측량을 통한 분석이 추가

적으로 필요한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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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ID 시범단지 설계 프로세스 개선

3.1 LID 설계 단계별 개선안 제시

기존 한계점 분석을 통해 자료의 정밀도에 따른 현황분석 

오류 발생사항 및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새로이 

설계 프로세스를 정립하였다. 1:5,000의 수치지형도를 토대

로 대상지 내부의 경사분석 조차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주요 지점에 세부측량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계분석

을 해본 결과 테니스장에서 발생하는 물이 주차장을 거쳐 흘

러가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문쪽에 추가 조사된 표고값이 없

어 외부에서 들어왔다 나가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의 문제점

이 발생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그림 5).

Figure 5. The Hydrographic analysis Using ArcGIS(Point

is additional  survey point)

이에 추가적으로 대상지에 대한 표고값 측량을 실시하여 

분석을 해본 결과, 현황에 대한 보다 정밀한 예측이 가능했

다. 테니스장에서 유출되는 물이 파고라 주변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이 단절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현장분석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테니스장 입구에서 발생하는 빗물은 

연못으로 흘러가지 않고, 포장을 따라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6). 

Figure 6. The status of Hydrographic analysis 

후문에서 흘러오는 물은 일부 합쳐지기도 하지만 양갈래

로 구분되어 흘러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Retrofit 수준의 

실시설계를 위해서는 수치지형도 외에 정밀한 측량이 요구되

며, 이를 토대로 수계 분석을 실시해야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의 자료를 토대로 유역조사를 

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7).

Figure 7. The analysis of water flow using ArcGIS

유역이 도로 중심선을 따라 일자로 구분되기보다 지그재

그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비록 대상지의 특성상 평탄지가 많

아서 정확한 구분은 다소 어려울 수 있겠지만, LID시설별 유

역 구분에 있어 고려사항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먼저 물순환 기능향상을 위한 목표 설정 작업을 대상지 현

황분석 보다 먼저 선행하고 대상지 현황분석에 세부측량을 

추가로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LID 요소기술을 선별한 후 

LID 시설 우선 도입지역을 선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현장에 맞는 물순환 목표량을 산정하고 LID 시설 설

치 이후의 물순환 변화를 검증하여 최종 실시설계를 수립한

다. 이를 요약한 것이 그림 8과 같다.

Figure 8. The improved design procedure of the 

existing LID Retrofit

4. LID 시범단지 빗물관리용량 산정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지의 LID시설 적용 전 자

연녹지는 13,253.9㎡이고, 적용 후에는 13,150.5㎡으로 변경

되었으며, 차도는 적용 전 9,066.6㎡, 적용 후는 8,425.0㎡으

로 변경되었으며, 보도는 적용 전 7,808.3㎡이고 적용 후 

6,488.6㎡으로 변경되었으며, 테니스장 및 배구장은 적용 전 

2,839.0㎡에서 적용 후 2,688.9㎡으로 변경되었다. 전체 적용

된 빗물관리시설의 면적은 2,214.7㎡로 나타났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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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The classification of LID pilot project with types

Classification
Before application of 

LID facility
After application of 

LID facility

natural green 13,253.9 13,150.5 
road 9,066.6 8,425.0 

sidewalk 7,808.3 6,488.6 
playground 2,839.0 2,688.9 

building 7,314.3 7,314.3 
sculpture 113.1 113.1 

pond 911.4 911.4 
green roof 863.8 863.8 
Rainwater 

management facility
- 2,214.7

total 42,170.3 42,170.3

Table 1. The land use patten change before and after 
development

4.1 건축형 시범구역 빗물관리량 산정

건축형 시범구역의 빗물관리를 위해 그림 10과 같이 세부 

소유역을 구분하여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각 소유역

별 토지이용형태는 다음 표 2와 같다. 소유역으로 구분이 필

요한 이유는 가능한 비가 내리는 지점에서 자연형의 LID 시

설로 자연스럽게 유출빗물이 유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각 

소유역의 토지이용형태는 녹지, 보도, 건물, 차도, 옥상녹화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적용된 빗물관리시설은 빗물정원, 인

공습지, 자갈도랑, 띠형녹지, 포트가든, 틈새블럭 주차장, 식

생도랑, 빗물저류공간 등이 적용 되었다. 각 소유역의 특징에 

따라 빗물관리시설을 선별 적용하였으며, 위치의 특성에 따

라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구역도 존재한다.

Figure 23. The water flow classification of architectural type

number 1 2 3 4 5 6 7

green 1,606.6 2,342.8 16.8 - 72.0 - 12.9 

sidewalk - 307.6 464.0 - 572.8 417.1 409.9 

building - - - 717.6 84.0 - -

rain garden - 303.1 29.2 - - - 31.0 

artificial 
wetlands

- - 6.0 - - - -

gravel - - 20.8 - - - 17.2 

strip of 
green

- - - - 525.1 160.4 -

Table 2. The rainwater management facilities areas of 

architectural type

number 8 9 10 11 18 27

green - - 316.5 84.4 - 87.3 

road - - - 270.7 1,005.1 249.5 

sidewalk - - 1,762.1 - - 163.7 

building 729.3 1,913.0 12.2 12.2 - -

gap-block 
parking lot

- - - - - 48.0 

Plans
ditch

- - - 37.5 - 45.6 

Table 2. The rainwater management facilities areas of 

architectural type 

number 28 29 30 31 32

green - 58.6 101.7 - -

road 123.3 - 210.0 - -

sidewalk - 47.4 123.0 304.5 -

building - - - 1.0 1,318.4 

green roof - - - - 863.8 

rain garden - 9.0 - - -

pot garden - - - 47.2 -

Rainwater 
storage space

- - 17.8 - -

Table 2. The rainwater management facilities areas of 

architectural type 

표 3은 건축형 시범구역의 소유역을 토지이용형태별로 구

분하여 수리학적 면적을 산정하였다. 여기서 수리학적 면적

은 토지형태별 면적을 빗물이 유출될 수 있는 면적으로 환산

한 것으로 면적×유출계수의 값이다.

다음 표 4는 각 소유역별로 빗물관리시설을 적용함에 따라 

일유출저감량을 유출량(t)과 강우량(mm)으로 산정한 것이다. 

건축형 시범구역의 수리학적 면적은 10,264.5㎡이고 연간 빗

물유출량은 14,493.7㎥으로 나타났다. 적용된 빗물관리시설

의 일간 빗물유출저감량은 345.9t으로 강우량으로 환산하면 

약 33.7mm로 나타났다. 

건축형 시범구역의 적용된 빗물관리시설의 연간 빗물유출

저감량은 11,101.8t으로 강우량으로 환산하면 약 1,081.6mm

로 나타났다. 전체 유출저감율은 76.6%로 나타났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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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 green road sidewalk building
green 

roof

total 

hydrologic 

area 

runoff 
factor

0.1 0.85 0.85 0.85 0.3

1 160.7 0.0 0.0 0.0 0.0 160.7 

2 234.3 0.0 261.5 0.0 0.0 495.7 

3 1.7 0.0 394.4 0.0 0.0 396.1 

4 0.0 0.0 0.0 609.9 0.0 609.9 

5 7.2 0.0 486.9 71.4 0.0 565.5 

6 0.0 0.0 354.5 0.0 0.0 354.5 

7 1.3 0.0 348.4 0.0 0.0 349.7 

8 0.0 0.0 0.0 619.9 0.0 619.9 

9 0.0 0.0 0.0 1,626.1 0.0 1,626.1 

10 31.6 0.0 1,497.8 10.3 0.0 1,539.8 

11 8.4 230.1 0.0 10.3 0.0 248.8 

18 0.0 854.3 0.0 0.0 0.0 854.3 

27 8.7 212.1 139.1 0.0 0.0 360.0 

28 0.0 104.8 0.0 0.0 0.0 104.8 

29 5.9 0.0 40.3 0.0 0.0 46.1 

30 10.2 178.5 104.5 0.0 0.0 293.2 

31 0.0 0.0 258.9 0.8 0.0 259.7 

32 0.0 0.0 0.0 1,120.6 259.1 1,379.8

Table 3. The hydrological area with land use types

zone
hydrologic 

area 

annual 

rainfall

annual 

rainfall

runoff

(t)

daily 

reductive 

runoff(t)

daily 

reductive 

runoff

(mm)

1 160.7 

1,412.0 

226.8 0.0 

2 495.7 700.0 151.5 305.7 

3 396.1 559.2 16.3 41.1 

4 609.9 861.2 0.0 

5 565.5 798.5 105.0 185.7 

6 354.5 500.6 32.1 90.5 

7 349.7 493.8 16.4 46.9 

8 619.9 875.3 0.0 

9 1,626.1 2,296.1 0.0 

10 1,539.8 2,174.2 0.0 

11 248.8 351.4 5.6 22.6 

18 854.3 1,206.3 0.0 

27 360.0 508.3 12.7 35.3 

28 104.8 148.0 0.0 0.0 

29 46.1 65.1 4.5 97.6 

30 293.2 414.0 0.9 3.0 

31 259.7 366.6 0.8 3.2 

32 1,379.8 1,948.3 0.0 

total 10,264.5 14,493.7 345.9 33.7

Table 4. The daily runoff reduction by each LID facility types 

for architectural type 

zone

annual 

rainfall

runoff

(t)

day of 

rainfall for 

10 year

daily 

reductive 

runoff(mm)

daily 

reductive 

runoff(t)

percentage 

of runoff(%)

1 226.8 0 0.0 0.0 0.0 

2 700.0 1,186 1,412.0 700.0 100.0 

3 559.2 1,105 1,154.2 457.1 81.7 

4 861.2 0 0.0 0.0 0.0 

5 798.5 1,185 1,407.4 795.8 99.7 

6 500.6 1,168 1,355.8 480.6 96.0 

7 493.8 1,118 1,197.1 418.6 84.8 

8 875.3 0 0.0 0.0 0.0 

9 2,296.1 0 0.0 0.0 0.0 

10 2,174.2 0 0.0 0.0 0.0 

11 351.4 999 911.5 226.8 64.6 

18 1,206.3 0 0.0 0.0 0.0 

27 508.3 1,080 1,099.8 395.9 77.9 

28 148.0 0 0.0 0.0 0.0 

29 65.1 1,174 1,366.6 63.0 96.8 

30 414.0 581 235.7 69.1 16.7 

31 366.6 588 246.4 64.0 17.4 

32 1,948.3 0 0.0 0.0 0.0 

total 14,493.7 1,070 1,081.6 11,101.8 76.6

Table 5. The annual runoff reduction by each LID facility 

types for architectural type 

4.2 공원형 시범구역 빗물관리량 산정

공원형 시범구역의 빗물관리를 위해 그림 11과 같이 세부 

소유역을 구분하여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각 소유역

별 토지이용형태는 표 6과 같다. 각 소유역의 토지이용형태는 

녹지, 보도, 건물, 차도, 연못, 주차장, 조형물, 운동공간(배구

장, 테니스장)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적용된 빗물관리시설은 

빗물정원, 자갈도랑, 빗물주차장, 빗물이송로, 틈새블럭 주차

장, 식생도랑, 빗물저장조 등이 적용 되었다. 각 소유역의 특

징에 따라 빗물관리시설을 선별 적용하였으며, 위치의 특성

에 따라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구역도 존재한다.

Figure 24. The water flow classification of park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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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 19 20 21 22 23 24 25 26

green 934.6 - 414.0 1,014.8 345.2 7.2 363.1 71.0 

road 1,503.1 - - - - 221.1 477.8 853.5 

sidewalk 391.8 - 565.5 - - - - -

playground - - - 1,849.2 839.7 - -

building - 25.0 32.0 28.5 - 349.2 108.7 -

sculpture 113.1 - - - - - - -

pond - 911.4 - - - - - -

rain garden 237.7 - 80.3 - - - - -

parking lot - - - - - - - 165.3 

Plans
ditch

30.6 - - - - - - -

gravel - - - 91.0 59.1 - - -

rain 
way

6.2 - 19.6 - - 5.8 - -

Table 6. The rainwater management facilities areas of park

type

표 7은  공원형 시범구역의 소유역을 토지이용형태별로 구

분하여 수리학적 면적을 산정한 것이다.

zone green road
side

walk

play

ground

buil

ding
sculpture pond

green 

roof

total 

hydrologic 

area 

runoff 
factor

0.1 0.85 0.85 0.5 0.85 0.85 1 0.3

19 93.5 1,277 333.0 0.0 0.0 96.1 0.0 0.0 1,800.2 

20 0.0 0.0 0.0 0.0 21.3 0.0 911.4 0.0 932.6 

21 41.4 0.0 480.6 0.0 27.2 0.0 0.0 0.0 549.2 

22 101.5 0.0 0.0 924.6 24.2 0.0 0.0 0.0 1,050.3 

23 34.5 0.0 0.0 419.8 0.0 0.0 0.0 0.0 454.4 

24 0.7 188.0 0.0 0.0 296.8 0.0 0.0 0.0 485.5 

25 36.3 406.1 0.0 0.0 92.4 0.0 0.0 0.0 534.8 

26 7.1 725.5 0.0 0.0 0.0 0.0 0.0 0.0 732.6 

Table 7. The rainwater management facilities areas of park 

type

표 8은 각 소유역별로 빗물관리시설을 적용함에 따라 일유

출저감량을 유출량(t)과 강우량(mm)으로 산정한 것이다. 공

원형 시범구역의 수리학적 면적은 6,539.6㎡이고 연간 빗물

유출량은 9,234.0㎥으로 나타났다. 적용된 빗물관리시설의 

일간 빗물유출저감량은 201.0t으로 강우량으로 환산하면 약 

30.7mm로 나타났다. 

zone
hydrologi

c area 

annual 

rainfall

annual 

rainfall

runoff

(t)

daily 

reductive 

runoff(t)

daily 

reductive 

runoff

(mm)

19 1,800.2 

1,412.0 

2,542.0 124.3 69.1 

20 932.6 1,316.9 0.0 0.0 

21 549.2 775.5 43.1 78.5 

22 1,050.3 1,483.1 4.8 4.5 

23 454.4 641.6 3.1 6.8 

24 485.5 685.5 0.9 1.8 

25 534.8 755.2 0.0 0.0 

26 732.6 1,034.4 24.8 33.8 

total 6,539.6 9,234.0 201.0 30.7

Table 8. The daily runoff reduction by each LID facility types

for park type 

공원형 시범구역의 적용된 빗물관리시설의 연간 빗물유출

저감량은 7,264.9t으로 강우량으로 환산하면 약 1,110.9mm로 

나타났다. 전체 유출저감율은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78.7%로 나타났다.

zone

annual 

rainfall

runoff

(t)

day of 

rainfall for 

10 year

annual  

reductive 

runoff(mm)

annual  

reductive 

runoff(t)

percentage 

of runoff(%)

19 2,542.0 1,152 1,299.9 2,340.2 92.1 

20 1,316.9 0.0 0.0 0.0 0.0 

21 775.5 1,157 1,328.5 729.6 94.1 

22 1,483.1 653 324.7 341.0 23.0 

23 641.6 716 439.8 199.8 31.1 

24 685.5 485 155.2 75.3 11.0 

25 755.2 0.0 0.0 0.0 0.0 

26 1,034.4 1,070 1,083.2 793.5 76.7 

total 9,234.0 1,026 1,110.9 7,264.9 78.7

Table 9. The annual runoff reduction by each LID facility 

types for park type  

4.3 복합형 시범구역 빗물관리량 산정

복합형 시범구역의 빗물관리를 위해 그림 12와 같이 세부 

소유역을 구분하여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각 소유역

별 토지이용형태는 표 10과 같다. 각 소유역의 토지이용형태

는 녹지, 차도, 보도, 건물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적용된 빗물

관리시설은 빗물정원, 저상녹지, 포트가든, 식생도랑 등이 적

용 되었다. 각 소유역의 특징에 따라 빗물관리시설을 선별 적

용하였으며, 위치의 특성에 따라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구역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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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The water flow classification of complex type

number 12 13 14 16 17

green 62.4 221.7 87.0 94.8 -

road 181.9 2.1 - - -

sidewalk - 173.1 74.3 - 109.8 

playground - - - - -

building - 25.0 - - -

rain garden - 76.1 - - -

low-grade green - - 33.8 35.8 -

pot garden - - - - 50.0 

Plans ditch 25.8 - - - -

Table 10. The rainwater management facilities areas of 

complex type 

표 11은 복합형 시범구역의 소유역을 토지이용형태별로 

구분하여 수리학적 면적을 산정하였다. 

zone green road sidewalk building total

runoff factor 0.1 0.85 0.85 0.85

12 6.2 154.6 0.0 0.0 160.8 

13 22.2 1.8 147.1 21.3 192.3 

14 8.7 0.0 63.1 0.0 71.8 

15 483.5 2,827.8 512.0 1,664.6 5,488.0 

16 9.5 0.0 0.0 0.0 9.5 

17 0.0 0.0 93.3 0.0 93.3 

Table 11. The rainwater management facilities areas of 

complex type

표 12는 각 소유역별로 빗물관리시설을 적용함에 따라 일

유출저감량을 유출량(t)과 강우량(mm)으로 산정한 것이다. 

복합형 시범구역의 수리학적 면적은 6,015.8㎡이고 연간 빗

물유출량은 8,494.4㎥으로 나타났다. 적용된 빗물관리시설의 

일간 빗물유출저감량은 53.3t으로 강우량으로 환산하면 약 

8.9mm로 나타났다. 

zone
hydrologic 

area 

annual 

rainfall

annual 

rainfall

runoff

(t)

daily 

reductive 

runoff(t)

daily 

reductive 

runoff

(mm)

12 160.8 

1,412.0 

227.1 3.9 24.0 
13 192.3 271.6 38.1 197.9 
14 71.8 101.4 5.1 70.6 
15 5,488.0 7,749.1 0.0 
16 9.5 13.4 5.4 567.2 
17 93.3 131.8 0.9 9.4 

total 6,015.8 8,494.4 53.3 8.9

Table 12. The daily runoff reduction by each LID facility types

for complex type

복합형 시범구역의 적용된 빗물관리시설의 연간 빗물유출

저감량은 1,821.1t으로 강우량으로 환산하면 약 302.7mm로 

나타났다. 전체 유출저감율은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4%로 나타났다.

zone

annual 

rainfall

runoff

(t)

day of 

rainfall for 

10 year

annual 

reductive 

runoff(mm)

annual  

reductive 

runoff(t)

reductive

percentage 

of runoff(%)

12 227.1 1,006 938.2 150.9 66.4 
13 271.6 1,185 1,408.6 270.9 99.8 
14 101.4 1,154 1,305.3 93.7 92.4 
15 7,749.1 0 0.0 0.0 0.0 
16 13.4 1,186 1,412.0 13.4 100.0 
17 131.8 784 549.4 51.3 38.9 

total 8,494.4 1,026 302.7 1,821.1 21.4

Table 13. The annual runoff reduction by each LID facility 

types for complex type

4.4 빗물관리량 산정 결과

대상지의 전체의 빗물유출 저감량은 표 14와 같다. 일유출 

저감 가능량은 약 26.3mm로 전체 강우일수의 86.5%에 해당

하는 강우량이다. 빗물관리시설에 의한 연간 유출저감 가능 

강우량은 977mm로 유출 저감 유량은 22,294.0t으로 나타났

으며 전체 강우유출량의 69.2%를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나

타났다. 여기에서 설계 등 계산 및 이해 편의를 위하여 일유

출 저감 가능량은 약 26.3mm에서 25mm, 전체 강우일수의 

86.5%는 85%로 관리 가능 목표량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daily 

reductive 

runoff (t)

daily 

reductive 

runoff (mm)

day of 

rainfall for 

10 year

annual 

reductive 

runoff

(mm)

annual 

reductive 

runoff (t)

reductive

percentage 

of runoff

(%)

600.1 26.3 1,026.0 977.0 22,294.0 69.2 

Table 14. The calculation of rainwater runoff reduction in pilot

project for 26.3mm of rainfall runoff reduction

대상지의 강우유출저감량을 30mm로 설정할 경우 연간 유

출저감 강우량은 1,033.0mm로 나타나 현재 적용된 빗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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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대비 약 56mm의 연간 강우량 저감이 가능하고, 유출저

감 유량은 23,572.9t으로 현재 적용된 빗물관리시설 대비 약 

1,278.9t를 추가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 강우 유출저감량을 

50mm로 설정할 경우 연간 유출저감 강우량은 1,216.7mm로 

나타나 현재 적용된 빗물관리시설 대비 약  227.7mm, 유출저

감 유량은 23,572.9t으로 현재 적용된 빗물관리시설 대비 약 

5,470.9t를 추가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표 15).  

daily 

reductive 

runoff (mm)

day of rainfall 

for 10 yea

annual 

reductive 

runoff (mm)

annual 

reductive 

runoff (t)

reductive

percentage 

of runoff

(%)

30 1,045 1,033.0 23,572.9 73.2
50 1,126 1,216.7 27,764.9 86.1

Table 15. The calculation of rainwater runoff reduction in pilot

project for 30mm and 50mm of rainfall runoff 

reduction

5. 결론

현재까지 도시재생 사업에 활용할 정도의 LID 설계 과정

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제안

하고 있는 LID 계획기법을 종합하여 설계 프로세스를 적용

하여 보았다. 프로세스에 따라 먼저 대상지 현황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설치시설을 결정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도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현장조사 외의 자료는 반영하기 어려웠고, 도시재

생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아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Retrofit 수준의 실시 설계를 위해

서는 수치지형도 외에 정밀한 측량이 필요하고, 둘째, 대상지 

내부의 주요 지점의 레벨값을 측정한 후 추가 분석하며, 셋

째, GIS를 이용한 표면 유출수의 흐름을 분석하여 LID 시설 

우선 도입지역을 도출하고, 넷째, LID 시설 설치에 따른 물순

환 변화를 최종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대상지 빗물유출 저감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

생하였으며 이는 개선된 설계 프로세스에 현장여건이 반영되

어 정확한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개선 프로세스에 의해 건축형 등 토지 특성별로 설

치 가능한 LID 시설을 유출계수 등을 고려한 소유역별로 계

획, 설계한 후 유출 저감 일강우량을 85%의 25mm로 제시하

게 되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물관리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12기

술혁신CO4)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1. 국토교통부(2016), 「LID 기반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설

계 통합 모델 및 적용기술 개발 연구(4차년도)」

2. 국토교통부(2014),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의 녹색공간을 활용한 

방재시스템 개발 연구」

3. 환경부, 2013, 전국 불투수면적률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

고서

4. 문영일, 윤선권, 김종석, 안재현(2006) 도시화 정도에 따른 유역

의 유출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논문

집. 2006(5) : 730～734  

5. 정종석, 현경학, 임석화, 최정주(2016) 물순환 효과 검증을 위한 

LID 시범단지 설계 개선. 한국도로학회  학술대회 발표회 논 문

집. 2016(18) : 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