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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manage the non-point source pollution and restore the water circulation, many technologies including infiltration 

or reservoir systems were installed in the urban area. These facilities have many problems regarding maintenance as 

their operation period becomes lengthi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optimal maintenance timing 

through a long-term load test on the infiltration trench as one of the low impact development techniques. An 

infiltration trench was installed in the demonstration test facility, and stormwater was manufactured by Manual on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non-point pollution management facilities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and 

entered into the infiltration trench. Particle size distribution (PSD), suspended solids (SS) removal efficiency, and 

infiltration rate change tests were performed on inflow and outflow water. In case of the PSD, the maximum 

particulate size in the outflow decreased from 64 µm to 33 µm as the operating duration elapsed. The SS removal 

efficiency improved from 97 % to 99 %. The infiltration rate changed from 0.113 L/sec to 0.015 L/sec during the 

operation duration. The maintenance timing was determined based on the stormwater runoff requirements with these 

changes in water quality and infiltration rate. The methodologies in this study could be used to estimate the timing of 

maintenance of other low impact development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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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도시지역의 왜곡된 물순환을 회복하기 하여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국, 호주 등 세계 으로 향개발

기법을 도입  용 에 있다. 향개발기법(Low Impact 

Development, LID)은 분산형빗물 리 기법과 유사한 개념으

로 도시 개발로 인한 향을 최소화 하도록 빗물을 리하는 

기법을 말하며(Lee et al., 2011) 소규모 분산식의 강우유출

수 처리요소를 통합 으로 리하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

(Lim et al., 2014). LID에 용되는 기술로는 침투트 치, 옥

상녹화, 빗물통, 투수성 포장, 식생체류지, 식생수로, 식생여

과 , 인공습지, 수변림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강우유출량 

감, 첨두유량 감, 유출 지연, 지하수 함량 증 , 홍수피해 

감  비 오염 유출 감과 같은 기능을 통해 수질개선 

 물순환 회복에 정 인 향을 미친다(Martin-Mikle et 

al., 2015; Song et al., 2019; Sun et al., 2014). 

비 오염 리를 포함하는 수질개선 효과 측면의 경우 LID 

 분산형 빗물 리 시스템을 상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 에 있다. 국 스폰지 시티의 경우 분산형 빗물 리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  수질개선 부분에 해 빗물 

유출에 따른 수질  유량에 한 효율 인 제어가 분산형 

빗물 리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Li et al., 

2019; Xu et al., 2017). 한국에서는 울산 역시를 상으로 

LID 용을 통한 비 오염 감효율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빗

물통, 투수성포장, 식물재배화분 등 LID 요소기술별로 BOD

의 경우 60 % 이상 감되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 다(Lim et al., 2014). 한 송산그린시티, 에코델타시티 

등 신도시 개발 시 LID의 도입을 통해 비 오염 리가 자연

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도시 경   물순환 기능 회복을 고려한 신도시 개

발에서 LID는 극 으로 도입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에서는 김포한강신도시, 아산탕정신도시, 평택고덕신도시, 세

종행복도시를 건설하면서 LID를 극 도입하 으며, 특히 최

근에 건설 인 행복도시6-4 생활권의 경우 빗물 리 목표량

을 설정하고 지구단 계획 지침에 LID 반 을 통해 체계 으

로 LID 요소기술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 다(Choi et al., 2017). 

빗물 리목표량(Stormwater Runoff Requirements, SRR)은 LID

기법을 통해 빗물을 침투⋅ 류시켜 우수유출량을 감시키

는 목표량을 말하며 행복도시6-4생활권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별 빗물 리 목표량이 설정되어 있다. 토지이용계획별 빗물

리 목표량이 다르게 설정된 이유는 사업지구 체의 빗물

리 목표량 달성을 하여 침투⋅ 류가 용이한 공원⋅녹지

의 경우 높은 목표량을 설정하고, 도로 등 빗물의 침투⋅ 류

가 상 으로 어려운 용지는 목표량을 낮게 설정하 기 때

문이다(Choi et al., 2018). 

비 오염원 리, 도시조경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LID의 장   하나는 유지 리가 상 으로 용이하다는 

이다(Ishaq et al., 2019; Xu et al., 2019). 장치형 비 오염

감시설의 경우 장에 설치한 이후 역세척 설비의 운 , 처

리조에 한 설 등 다양한 형태의 유지 리가 동시에 수반

되어야 하나, LID는 장치형 비 오염 감시설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유지 리 수 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유역으로

부터 유출되는 입자상물질, 부유물질 등 비 오염물질의 특

성과 여과 정도에 따라 LID의 수질개선  침투효율은 변화

할 수 있다. 이는 장기간 운  시 LID 요소기술의 침투능 

하가 동반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유지 리의 필요

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Blecken et al., 2017; 

Lindsey et al., 1992). 한 최근 일부 산업체를 심으로 개

발되는 LID 요소기술의 경우 장치형 비 오염 감시설에 존

재하는 처리조가 존재하는 등 유지 리에 한 범 한 

필요가 발생하는 빗물 리  LID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침투  여과 기능이 있는 LID 요소기술의 경우 투

수능에 한 변화와 비 오염 감 능력에 한 분석을 통해 

정 유지 리 시 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한 본 

연구의 목 은 1) LID 요소기술  침투트 치에 한 장기 

부하시험을 통해 침투율  부유물질 감효율 변화를 분석

하고 2) 이를 통해 정 유지 리 시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Materials and Methods

2.1 기강우유출수 제조

본 연구에 사용된 기강우유출수는 비 오염 감시설의 

설치  리운  매뉴얼(ME, 2016)에 제시된 기강우유출

수 제조방법을 따라 제조하 다. 이 기 에서는 최  입경을 

200 µm 이하로 제시하고 있으며 63 µm 이하의 입경이 체 

구성의 70 ~ 80 %, 63 ~ 200 µm 입경이 20 ~ 30 %의 비율을 

권고하고 있다. 한 부유물질에 한 농도는 150 ~ 350 

mg/L를 제시하고 있다. 제조에 사용된 토사는 황토를 활용하

다. 기강우유출수 제조에 활용하기 하여, 황토는 110

℃에서 2시간 이상 건조되었으며 이 황토를 65mesh sieve에

서 10분간 흔들어 주어 최종 으로 통과된 황토를 시험에 사

용하 다. 시험수는 진흥원 실내시험시설에 구축된 5톤 규모

의 교반조에서 제조되었다. 교반조는 수 교반기와 시험체로 

시험수 공 을 한 수 펌 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수 제

조를 한 청수(clean water)는 진흥원 옥외시험시설에 구축

된 5,000톤 규모의 류지에 장된 빗물을 사용하 다.

2.2 시험 상 시설 설치

본 연구에 사용된 침투트 치는 진흥원 실증시험시설 내에 

치한 수로에 설치하여 진행하 다. 수로의 규모는 길이 

3,400 mm 폭 430 mm, 높이 450 mm이며 설치되는 침투트

치의 크기는 길이 3,000 mm, 폭 350 mm, 높이 400 mm이다. 

침투트 치는 표면여과로 비 오염물질을 여과하는 구조이

며 여과면 은 1.05 m2이다. 설치 시 시험수가 원활히 유입

될 수 있도록 좌우측에 마름모 형태의 유입 을 설치하 으

며 시험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비닐, 

우 탄폼 등으로 마감처리 하 다. 내부에 충진한 여재는 독

일 H社에서 개발한 물형태의 여재를 사용하 다. 여재의 

입경범 는 0.006 ~ 0.06 mm이며, 투수속도는 1.95×10-4 m/s

이다(제조사 여재 설명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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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험수 제조  침투율 변화 측정

유입수는 매 시험일 마다 제조를 하 으며 2019년 7월 8

일부터 9월 19일까지 진행된 시험에서 유입수 35회, 유출수 

70회 시료를 채수하여 분석하 다. 침투율 변화에 한 측정

을 해 침투도랑 여과면  1.05 m2에 청수와 제조 기강우

유출수를 각각 주입하 으며 이들이 1 cm에 해당하는 10.5 L

의 물이 침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 다. 시험은 체 

부하시험 기간  매 5번째 시험에 해당하는 시험일에 실시

하 으며 청수에 해 침투 시간을 먼  측정한 후 제조 

기강우유출수를 유입시켜 침투 시간을 측정하 다.

2.4 입도분석  부유물질 농도측정

제조 기강우유출수  침투도랑을 통과한 처리수에 한 

입도분포는 입도분석기(LIXELL, QICPIC, produced by 

Sympatec GmbH, Clausthal-Zellerfeld, Germany)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이 기기는 1 µm ~ 2,000 µm의 입자를 측정 할 

수 있다. 입자 크기  분포를 분석하는 주요 방법은 이  

회 법으로 이  빔이 물 시료를 통과 할 때 산란 된 빛 

각도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입자 분포를 측정한다. 큰 입자

는 작은 각도에서 빛을 산란시키는 반면 작은 입자는 큰 각

도에서 빛을 산란시키는데 이 게 측정된 입자 크기 분포는 

부피 당량 구 직경으로 결과가 산출된다.

한편, 각 시료에 한 SS 농도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 (국

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65호, ES 04303.1b, 2014)을 용

하여 측정하 다. 이 방법에 의한 SS 농도는 먼  필터에 부

착 된 유리 섬유 필터(1.2 µm)를 칭량하고, 일정량의 샘 을 

여과한 후, 건조 무게를 측정하고, 여과 후의 유리 섬유 필

터의 량 차이를 계산하여 SS 농도를 측정하 다.

3. Results and Discussion

3.1 제조 기강우유출수(유입수)  처리수의 입도분

포 특성

제조 기강우유출수(유입수)는 1회 제조 시 5톤이 제조되

었으며 총 35회 진행된 제조에서는 부분 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 에는 충족하 거나 더 미세한 입자가 80 % 이상 

분포하 으며 최  입경의 크기는 Figure 3(a)와 같이 191 

µm로 나타났다. 이 게 제조된 유입수를 침투도랑에 1시간 

Fig. 1. Schematic diagram and photos on testing infiltration trench

Fig. 2. Installation site of infiltration trench for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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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nflow
Outflow

(#1 to #20)
Outflow

(#21 to #50)
Outflow

(#51 to #70)

D10(µm) 17 8.5 5.8 8.6

D50(µm) 36 24 25 22

D90(µm) 80 44 44 35

※ D10, D50, and D90 of particle size distributions corresponds to the percentages 10 %, 50 %, and 90 % of particles

(a) Particle size distributions for the manufactured stormwater (b) Particle size distributions for the inflo0w and outflow treated by 
the infiltration trench in the early part

(c) Particle size distributions for the inflow and outflow treated by 
the infiltration trench in the middle part

(d) Particle size distributions for the inflow and outflow treated by 
the infiltration trench in the late part

(e) Mean particle size distributions for the inflow and outflow

Fig. 3. Particle size distributions of the inflow for the manufactured stormwater and the outflow treated by the infiltration 
trench. Vertical vars from (a) to (d) indicate the two standard deviations (2SD).

Table 1. Values of D10, D50, and D90 in the inflow and outflow of the infiltration tr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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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유입시켰다. 유입 유량은 시험 기에는 시간당 0.4톤

(6.8L/min) 규모로 유입하 으며 공극 막힘에 따른 침투율 

변화에 따라 침투트 치 상단이 넘치지 않도록 시간당 0.056

톤(0.93L/min)까지 조 하여 유입하 다.

침투도랑으로의 1시간 동안 유입실험을 총 70회 (#1-70) 

반복 수행하 으며, 시험 #1부터 #20까지를 기, 시험 #21

부터 #50까지를 기, 시험 #51부터 #70까지를 후기로 설정

하 다. 각 단계 별( 기, 기,  후기) 처리수의 최  입경

은 기 64 µm, 기 58 µm, 후기 33 µm로 나타났다. 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최  입경의 크기는 차 작아졌으며 

Figure 3(e)에서와 같이 평균 입자상물질분포에서도 기와 

기에 비해 후기에서 분포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Table 

1 에서와 같이 기 처리수에 포함된 입자의 평균 D10은 8.5 

µm, D50은 24 µm, D90은 44 µm 으며 기 처리수에 포함

된 입자의 평균 D10은 5.8 µm, D50은 25 µm, D90은 44 µm, 

후기 처리수에 포함된 입자의 평균 D10은 8.6 µm, D50은 22 

µm, D90은 35 µm 다.

Table 1에서와 같이 유입수에 비해 처리된 처리수의 경우 

D10에서는 약 50 %의 크기 감소가 있었으며, D50에서는 약 

34 %, D90에서는 약 48 %의 크기 감소가 발생하 다. 각 처

리 단계별 크기의 변화에서는 D10과 D50에서는 기, 기, 

 후기에서 큰 입경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D90에서는 

기, 기에 비해 후기에서 9 µm 크기 감소가 발생하 다. 

이는 상 으로 크기가 큰 입자들이 운 시간의 장기화에 

따라 표면 는 공극에 더 여과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수

질 개선 효율이 더 나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3.2 부유물질 감효율 변화

처리효율 평가를 해 침투도랑으로 유입된 제조 기강우

유출수의 평균 농도는 319.94 mg/L (±4.74) 수 이 으며 침

투도랑을 통과하여 유출된 처리수의 평균 농도는 4.74 mg/L 

(±0.99) 수 으로 나타났다. 유입수의 최   최소 농도는 

355 mg/L, 278 mg/L 으며 처리수의 최   최소 농도는 

6.7 mg/L, 2.0 mg/L로 나타났다. 처리효율은 평균 98.5 %

으며 97.78 ~ 99.42 %의 범 를 보 다. 단계별 차이를 보기 

해 실시한 사후검정(Tukey) 결과, 체 인 평균 농도에서

는 단계별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기 319.8 mg/L, 기 

320.3 mg/L, 후기 319.6 mg/L) 처리수에 있어서는 운 기간

이 지속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 다.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입수에서는 각 구간 간 비교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에서 차이가 없었으나(p>0.05), 유출수에서는 

각 구간 간 비교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유출수의 농도가 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낮은 수 으로 

변화하면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운 기간이 지속됨에 

따라 공극이 막히게 되고 표면에 부유물질이 여과됨으로써 

Fig. 4. SS concentration variations for inflow and outflow treated by infiltration trench

Table 2. Post-hoc (Tukey) test results for SS concentrations of inflow and outflow in each stage.

Factors
p-value

Inflow Outflow

early middle 0.997 0.000

late 1.000 0.000

middle early 0.997 0.000

late 0.995 0.000

late early 1.000 0.000

middle 0.99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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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여재의 여과 능력보다 더 많은 여과가 발생함에 따른 

상이라 할 수 있다(Siriwardene et al., 2007). 처리수의 농

도가 지속 으로 낮아짐으로 인해 수질개선 효과가 상승하

고 있으나, 처리수 부유물질의 농도만을 고려하여도 유지

리 시 을 단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3.3 침투율 변화

Figure 5에서와 같이 운  기에는 청수에서 0.124 L/sec, 

유입수에서 0.113 L/sec의 침투율을 보 으나 부유물질에 

한 부하가 지속 으로 발생하면서 기에서 기 기간 동안 

침투율이 감소 추세를 보 다. 후기에서는 청수의 경우 

0.021 L/sec, 유입수의 경우 0.015 L/sec까지 감소하 다. 후

기에 해당하는 9월 5일  9월 19일 측정된 유입수 침투의 

경우 두 측정값 모두에서 0.015 L/sec로 나타났다. 이는 기

에 비해 청수의 침투율은 16.9 %, 유입수는 13.3 % 수 까지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험에 용된 침투트 치의 길이 3

m와 간선도로 1차로 폭에 해당하는 약 3.3 m를 고려하여 

처리 상 배수구역을 10 m2로 가정하고 기강우유출수가 

유입하는 처리 가능한 강수량을 산정할 때, 본 시험에서 

용한 여과면  1.05 m2에서 이 시설은 운  기에 유

출고 기 으로 40.7 mm/hr까지 처리할 수 있으나 후기에는 

유출고 기  5.4 mm/hr로 처리가능 강수량이 변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침투도랑과 같은 침투형 LID 시설

의 유지 리 시 은 제조 기강우유출수가 유입될 때를 기

으로 세종시 행복도시6-4 생활권에 제시된 토지이용계획

별 빗물 리목표량으로 고려했을 때 Table 3과 같은 시 을 

제시할 수 있다. Table 3에 제시된 유지 리를 해 기 이 

되는 침투율 값의 산정은 실험으로 산정된 침투율 0.015 

L/sec에 해당하는 강우 유출고 5.4 mm/hr와 행복도시6-4

생활권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빗물 리목표량을 비율로 산정

하 다. 이 게 산정된 값을 기 으로 공동주택용지와 단독

주택용지의 경우 침투유량이 0.069 L/sec 이하로 될 경우, 

도로  상업지역은 침투유량이 0.02 L/sec되는 시 , 그리

고 교육⋅연구 시설용지의 경우 0.089 L/sec 이하로 되는 

시 에서 침투도랑에 해 여재층 상부층 제거, 여재층에 

한 교체와 같은 유지 리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Blecken et al., 2017).

4.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LID의 침투형 기술  하나인 침투도랑을 

상으로 장기 부하시험을 통해 유지 리 시 을 도출해보

고자 하 다. 이를 해 고려한 입자상물질 분포 변화, SS

감효율 변화,  침투효율 변화 등 3가지 항목에 해 분석

하 으며 결과 으로 침투효율 변화에 한 분석을 고려한 

유지 리 시 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Fig. 5. Variations of infiltration rate for infiltration trench as time elapses.

Table 3. Infiltration rate requiring the maintenance of infiltration trench according to the Stormwater Runoff Requirements 
(SRR) of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MAC)

Apartment 
housing site

Housing site Park Road Business district
Education, 
research

SRR(mm)a 25.0 25.0 41.0 7.1 7.1 32.0

Infiltration rate(L/sec) 0.069 0.069 - 0.020 0.020 0.089
a An SRR source: Adapted from Choi et al. (2017) in the Land and Housing Institute.



침투도랑 시설의 유지관리 시점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Environment, Vol. 36, No. 1, 2020

35

1) 장기 부하시험 결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SS는 99 % 수

의 높은 감효율을 보 으며 입자상물질 한 최  입경

이 64 µm에서 33 µm으로 감소하 다. 한 침투율은 기

에 비해 13.3 % 수 까지 낮아졌다. 이는 비 오염 리 측면

에서 유지 리 시 이 한계 에 가까워질수록 수질개선 효

과가 높아짐을 의미하며 침투율이 빗물 리 목표 시 에 도

달할 때까지 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2) 유지 리 시 은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상이하며 빗물

리 목표량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

된다. 세종 행복도시와 같이 빗물 리 목표량이 설정된 지역

에 침투도랑을 설치할 경우 토지이용특성에 따라 0.02 ~ 

0.089 L/sec의 침투율 이하가 되는 시 을 유지 리 시 으

로 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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