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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칙

1.1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를 소개하고 이를 

적용하는 경우 검토해야 하는 제도적, 기술적 사항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해설 】

○ 개발로 인한 토지이용의 변화로 강우유출량이 증가하면서 

도시 침수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유기물, 중금속 등 

비점오염물질 배출량 증가로 하천에 가해지는 오염부하가 

높아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기온상승, 

강우량·강우강도 증가 및 국지성 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와 하천 건천화, 지하수 고갈, 도시 열섬현상 등 개발로 

인한 문제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발로 인해 

증가되는 불투수면에서 발생되는 강우유출량 및 오염부하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의 적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저영향개발은 저류, 침투, 여과, 증발산 등의 기능 제공을 

통해 불투수면으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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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가이드라인은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을 위해 개발사업 

추진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개발 

사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요소를 소개하고 있다. 소개된 

기술요소들은 대규모 개발사업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업장, 소규모 공동주택, 공공 청사·학교, 도심 재개발 

사업 등 다양한 토지이용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신규개발과 재개발 사업 뿐 아니라 이미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 인프라 개량을 통해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를 

적용할 수 있다.

<그림 1. 도심 내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 모식도>

(Philadelphia Water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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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저영향개발 및 기술요소의 개요

1.2.1 저영향개발

저영향개발(LID ; Low Impact Development)은 자연의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하여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 해설 】

○ 저영향개발에 대한 정의는 지역, 기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개발로 인해 변화되는 수문특성을 개발전과 

최대한 유사하도록 하는 것을 공통된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의 사례를 보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하여 

개발하는 것"(국립환경과학원, 2012), "홍수 및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우수의 침투, 저류, 물순환 체계를 고려한 토지이용 

계획기법"(국토교통부, 2012), "자연이 지닌 물순환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강우 시 해당 지역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최희선 등, 2010), 개발 이전 수문학적 체계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광범위한 토지 계획 및 공학적 설계를 고려하는 

방식이며, 발생원에서 가까운 곳에서 빗물을 관리함으로써 지표

유출과 오염부하를 줄이기 위해 설계된 일련의 시설들과 

그 관리방법(토지주택연구원, 2010)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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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사례를 보면, 미국 환경 보호청(U.S. EPA, 2007)은 도시화로 

인해 변화되는 수문특성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지역 내의 수문학적 기능을 도시화 이전의 수문특성과 같게 

보존하는 계획과 설계의 접근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청(U.S. Department of HUD, 2003)은 

다양한 전략설정과 더불어 우수 유출 발생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에 기술요소들을 포함시킴으로써 

강우유출수를 분산식으로 관리하는 접근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도시지역이 자연 상태와 유사한 물순환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접근 방법으로, 기존의 최적관리기법(BMPs) 

적용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물순환을 

고려한 강우유출수 관리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 2. 옥상녹화 적용 예(Philadelphia Water Department)>



1. 총 칙

- 5 -

1.2.2 적용효과

저영향개발은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향상, 도시 침수 및 

열섬현상 완화, 도시경관 개선 등의 효과를 갖는다.

【 해설 】

○ 도시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불투수면 증가로 인한 물순환 

변화가 주 원인이다. 집중 호우시 첨두 유량의 증가로 인한 

도시 침수, 자연적 침투량 감소로 인한 지하수 고갈 및 

하천 건천화, 비점오염 물질로 인한 하천오염, 도시 열섬 현상 등 

물순환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저영향개발 기술

요소는 저류, 침투, 여과, 증발산 등의 기작을 통해 도시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며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생태서식처 

제공, 도시경관 개선의 효과를 갖는다.

○ 주요 효과로 강우유출량 및 오염물질 유출량 저감을 기대할 수 

있다. 강우 유출량의 경우 국내에는 저영향개발 적용 전·후의 

저감효과에 대해 실측된 사례가 없으나 국외에서는 다양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유역 단위에서의 강우유출량 저감효과에 

대해 미국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 2010)에서 

메사추세츠주 입스위치(Ipswich) 강 유역의 사례를 보고하고 

있는데, 0.25인치(6.35mm)이하의 강우량에서 유출계수가 

0.1에서 0.04로 약 60% 이상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상의 강우량에서는 0.14에서 0.13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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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고 있다. 미국환경청(U.S. EPA, 2012)에서는 위스콘신주의 

사례를 보고하고 있는데 0.2인치(5.08mm)이하에서는 유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1인치(25.4mm)이하에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유출 빈도(Wisconsin, 1999-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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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출저감효과 사례(Effectiveness of Low Impact Development(2012), US EPA)>

○ 개별 기술요소별 강우유출량 저감효과는 식생체류지 

25~50%, 옥상녹화 45~60%, 투수성 포장 45~75%, 식생수로 

10~20%, 침투시설 50~90%(Center for Watershed Protection 

& Chesapeake Stormwater Network, 2008)로 보고되고 있다. 

적용되는 기술요소의 종류와 유역면적 대비 저영향개발 적용 

면적 비율에 따라 유출저감량 효과는 증감할 수 있을 것이나, 

초기강우에 대한 유출저감효과는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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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영향개발은 초기우수와 함께 유출되는 고농도 

비점오염물질의 제어에도 효과적으로, TSS, T-N, T-P, 

중금속 등 다양한 오염물질에 대해 유출저감효과가 있다. 

미국환경청에서 제시한 시애틀시의 사례를 보면, TSS 84%, 

BOD, T-N 63%, T-P 63%, 중금속 76~83%(U.S. EPA, 2012)의 

저감효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기술요소별 저감

효율도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3.2장에서 소개하고 있다. 

○ 저영향개발은 강우유출량 및 오염물질 유출량 저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주요 효과로 

도심열섬 완화, 심미성 및 지역 가치 상승, 친수 공간 제공, 

생태서식처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기질 개선, 에너지 

절약 등의 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4. 저영향개발 적용에 따른 편익분석(LID symposium philadelphia, 2011,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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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영향개발의 비용 절감효과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사례로 제시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저영향개발은 기존 

전통적 방식의 개발에 비해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강우유출수 처리를 위한 기존 인프라 및 포장, 조경을 

위한 비용 등이 상당히 절감되어 기존의 강우유출수 처리 

및 관리비용보다 약 15%~80%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기존 개발과 저영향개발 비용 비교>

                  구  분

    지   역
기존개발 LID 절감비용

절감율

 (%)

2nd Avenue SEA Street $868,803  $651,548  $217,255  25% 

Auburn Hills $2,360,385 $1,598,989  $761,396  32% 

Bellingham City Hall $27,600  $5,600  $22,000  80% 

Bellingham Bloedel Donovan Park $52,800  $12,800  $40,000  76% 

Gap Creek $4,620,600  $3,942,100  $678,500  15% 

Garden Valley $324,400  $260,700  $63,700  20% 

Kensington Estates1) $765,700  $1,502,900  -$737,200  -96 % 

Laurel Springs $1,654,021  $1,149,552 $504,469 30% 

Mill Creek $12,510  $9,099 $3,411 27% 

Prairie Glen $1,004,848 $599,536  $405,312 40% 

Somerset $2,456,843 $1,671,461 $785,382  32% 

Tellabs Corporate Campus Tellabs $3,162,160  $2,700,650  $461,510 15% 

 Reducing Stormwater Costs through Low Impact Development (LID) 

Strategies and Practices(2007, US EPA)

1) Kensington Estates의 경우 고가의 포장재 사용, 우수관로 정비 등으로 인해 

전체 사업비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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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는 자연 상태와 유사한 수문특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저류, 침투, 여과, 증발산 등의 기능을 통해 

강우유출량을 관리하는 시설 및 설계방법을 말한다. 

【 해설 】

○ 저영향개발은 토지이용계획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종합적 

토지계획과 저류, 침투, 여과, 증발산 등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개별 기술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저영향개발의 개별 기술요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 대표적인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에는 식생체류지, 옥상녹화, 

나무여과상자, 식물재배화분,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침투도랑, 

침투통, 투수성 포장, 모래여과장치, 빗물통이 있다. 기술요소는 

각각의 대표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명명되었으나, 실제 

적용 시에는 각 기술요소들이 한가지의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기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식생체류지의 

경우 식생의 여과기능, 체류기능, 침투기능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며 복합적 기능 확보를 통해 효과적인 강우유출수 

관리가 가능하다.

○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는 설치 위치에 따라 현장형(in-s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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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시 유출을 현장에서 직접 저감하는 방법)과 차집형

(out-situ, 유출된 초기우수를 특정 공간에 모아 저감시키는 

방법)이 있다. 현장형(in-situ) 기술요소의 대표적인 형태는 

투수성포장, 옥상녹화 등이며, 식생체류지, 식생수로, 침투저류지, 

나무여과상자 등이 차집형(out-situ) 기술요소의 대표적 

형태이다. 각 기술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3장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별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한다.

○ 기술요소의 주요 효과로 강우유출량 및 오염물질 유출량 

저감을 기대할 수 있다. 3장에서 각 시설별 저감효율을 

제시하였으며 실제 유역에 적용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저감효율에 대하여 수치모델(EPA SWMM)을 이용하여 모의하였다. 

적용면적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저감효과가 증가되며, 국외의 

문헌자료와 같이 5mm 이하의 초기우수에서 저감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강우사상에 따른 저감효율>

강우사상 5 mm 이하 30 mm 이하

적용면적 비율 유출량 BOD TP 유출량 BOD TP

1% 3.3% 5.6% 5.8% 1.9% 7.2% 7.2%

2% 8.9% 11.3% 11.4% 5.5% 13.2% 13.2%

3% 11.8% 15.6% 15.9% 8.4% 17.3% 17.4%

※ 도시지역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에 대한 효과 모의 결과

(적용모델: EPA SWMM 5.0.022(2011.05)with 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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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관련 제도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과 연관된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

- 생태면적률 제도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해설 】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 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및 10,000㎡ 이상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중 법에서 정한 업종에 대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시행 후 증가되는 

비점오염물질의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에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등 비점오염 저감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본 가이드라인에서 소개하고 있는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도 저감시설로 신고할 수 있다.

동 제도를 적용받는 개발사업 및 사업장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7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량을 저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저영향개발 

단독으로 하거나 모자랄 경우 기존 저감시설과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의 검토를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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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리·운영 매뉴얼」(2008.12,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별 용량 산정을 수행하여야 하며, 단일 기술요소 적용으로 

대상면적의 수질처리용량(WQv)을 저감하지 못할 경우 복합 

기술요소(저류+침투 등)의 적용이나 분산적용이 가능하다. 

이때, 투수성포장, 옥상녹화 등 현장형 기술요소로 설치되는 

지역은 수질처리용량 대상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수질처리용량(WQv, Water QualityVolume)(㎥) 산정예>

◯ 누적유출고 5mm로 산정하는 경우

WQv(㎥)= 배수면적(ha)  ×  5mm  × 10

예1) 배수구역면적이 120ha인 경우

       WQv = 120 × 5 × 10 =  6,000㎥

예2) 배수구역면적 120ha 중 20ha에 투수성포장이 적용된 경우

       WQv = (120-20) × 5 × 10 =  5,000㎥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개발사업에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를 

적용할 경우 이를 비점오염저감시설로 간주하여 저감효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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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2012,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라 

비점오염 저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비점오염저감시설별 

효율은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12, 국립환경과학원) 

표 Ⅷ-10에 따른다.

○ 생태면적률 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추진 시 생태적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표로 도입 및 적용 중인 생태면적률 제도는 목표 

생태면적률을 설정하고 토지이용계획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옥상녹화, 투수성포장 등 저영향개발 

기술요소가 적용된 면적은 생태면적으로 포함되어 산정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2011.6. 

환경부)에 따라 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본 제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부지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길이가 2km이상인 경우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시행하여 개발로 인한 재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시행이전에 예측·분석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하여 재해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제도를 적용받는 개발사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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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를 적용할 경우 강우유출

저감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저감방안에 포함하여 

산정할 것인지는 정량적 저감효과 분석 후 협의기관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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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관련 규칙 및 지침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과 연관된 규칙 및 지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친수구역조성 지침(국토교통부, 2012)

-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국토교통부, 2010)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2012)

【 해설 】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지침」을 수립하여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저영향개발 기법적용을 권장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강우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 및 유출량 저감이 가능하도록 저영향개발 

기법과 분산식 빗물관리시스템이 적용된 물순환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우수저류를 통한 빗물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신도시 개발시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다. 본 기준은 분산형 

빗물관리를 위한 유출량 저감과 지하수 함양, 투수성면적확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연지반면적률을 제시함으로써 

투수성 및 녹지 공간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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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도로, 공원, 하천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중 도로, 인도 등에서 발생된 강우유출수가 인접한 

녹지공간에 유입되는 형태로 설치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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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사업 추진단계별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 방안

2.1 기초조사

2.1.1 개 요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역에 대한 

충실한 기초조사 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해설】

○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의 목적인 수문학적 변화 최소화를 

위해서는 개발전의 수문상태와 개발후의 수문상태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와 관련 개발계획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초조사는 다음과 같다.

    - 관련계획 및 문헌조사

    - 유역현황 및 수리수문조사

    - 토질 및 지반조사

    - 토지이용 및 정밀토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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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관련계획 및 문헌조사

개발예정지의 개발기본계획, 개발시행계획, 토지이용계획, 

각종 토지이용관련 규제 및 제한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 개발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을 통하여 개발 전 토지이용상황과 

개발 후 변화되는 상황을 분석하고 부지 내 녹지, 공원, 

완충지역 등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의 적용이 용이한 지역을 

확인하고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처리구역, 

하천정비기본계획 등 강우 및 유출관리 관련 상위계획을 

조사하여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의 용량 및 종류 선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상수도 및 하수도 기본계획을 조사하여 유역의 배수현황, 

관망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모델링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개발예정지가 포함되어 있는 지자체의 상위 개발계획 등을 

조사하여 장래 개발계획에 부합되는 계획수립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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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등의 자료를 통한 

수질 및 오염원에 대하여 조사하고 최적위치 선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문화재 조사 및 관련 보고서 등을 조사하여 개발 계획시 

문화재를 보호하도록 한다.

○ 다기능 시설 계획이 가능하도록 유역 내 유수지 등 기반시설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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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유역현황 및 수리수문조사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을 위한 개발 예정지역의 유역현황, 

기상특성, 유출, 피해현황 등을 조사하여 해당 유역의 입지 

타당성 및 효과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한다. 

【해설】

○ 수문학적 변화 최소화를 위해 개발 전 수문상태와 개발 후 

수문상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분석결과는 기술요소 

적용에 따른 유출저감 효과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대상 사업은 동 검토서에서 분석한 

수리수문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나 기타 개발사업의 경우 

별도의 수리수문 분석이 필요하다. 

○ 수리수문 현황 분석을 위해서는 인근지역 기상관측소를 

선정하여 강우량, 증발량 등의 기상자료를 조사하고 강우분석을 

통하여 용량산정, 유출 및 저감효과 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전의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현황 및 침수

피해 현황을 조사하여 침수지역에 타당한 시설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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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토질 및 지반조사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의 선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인자 중 

하나인 토질 및 지반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시추조사, 토질조사, 현장시험 및 실내

시험 등을 시행한다.

【해설】

○ 관련계획 및 문헌조사를 통하여 유역의 지질현황, 투수계수, 

지하수위, 토양 오염도 등을 조사하여 기법선정 등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지형 및 지질조사를 통하여 지형, 경사, 지질에 적합한 시설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지하수위 조사를 통하여 침투시설 등 지하수위를 고려한 

시설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토양 오염도 조사를 통하여 오염 저감을 위한 시설계획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토양개량 등 적합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관련계획 조사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시추조사 및 토질조사를 

시행하며, 지하수위 및 지하수 오염도를 조사하여 시설계획의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

- 22 -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으로 투수율, 간극비, 포화도, 흙의 

침강분석 등을 분석하여 토질특성에 맞는 계획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2. 개발사업 추진단계별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 방안

- 23 -

2.1.5 토지이용 및 정밀토양조사

토지이용조사를 통하여 전, 답, 임야, 대지 등의 지목을 

조사하고 개발사업(도로, 단지, 택지)을 중심으로 오염이 

집중되는 곳을 조사하며, 정밀토양조사를 통해 토양의 배수특성에 

적합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가 계획될 수 있도록 한다.

【해설】

○ 토지이용도는 대분류 1/50,000, 중분류 1/25,000, 세분류 

1/5,000의 지도로 구분되며 각각의 토지피복특성이 반영된 

토지이용도를 조사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Arc GIS를 활용하여 유역의 지형, 경사도, 토지이용상태 등의 

유역요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전국의 토양특성이 정밀 조사된 농촌진흥청의 토양통 분류

기준에 따라 SCS 수문학적 토양군 A, B, C, D로 분류된 

정밀토양도를 조사하고  TYPE별 토양특성에 따른 수문학적 

토양군 분류기준을 참조하여 최적위치 및 기술요소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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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NRCS 수문학적 토양그룹>

토양그룹 토양의 특성

Type A
유출이 가장 적음, 침투율이 가장 큼

실트와 점토를 약간 포함한 모래층 및 자갈층으로 배수양호

Type B
비교적 낮은 유출율, 비교적 높은 침투율

자갈이 섞인 사질토로 배수가 대체로 양호

Type C
비교적 높은 유출율, 비교적 낮은 침투율

상당수의 점토와 콜로이드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배수불량

Type D
유출율이 가장 큼, 침투율이 가장 낮음

대부분이 점토질로 이루어져 배수가 대단히 불량

<표 4. NRCS 수문학적 토양특성>

토성분류
토양그룹

(HSG)

종기침투율

(in/hr)

종기침투율

(cm/hr)

모래 (Sand) A 8.27 21.01

양질사토 (Loamy Sand) A 2.41 6.12

사질양토 (Sandy Loam) B 1.02 2.59

양토 (Loam) B 0.52 1.32

미사질양토 (Silt Loam) C 0.27 0.69

사질식양토(Sandy Clay Loam) C 0.17 0.43

식양토 (Clay Loam) D 0.09 0.23

미사질식양토(Silt Clay Loam) D 0.06 0.15

사질점토 (Sandy Clay) D 0.05 0.13

미사질점토 (Silt Clay) D 0.04 0.10

점토 (Clay) D 0.02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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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검토시기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는 토지이용계획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요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검토·반영되어야 한다.

【 해설 】

○ 토지이용계획 수립 단계에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을 

위한 부지가 미 확보될 경우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는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들이 하수처리장 등과 같이 차집 후 별도의 공간에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형태가 아니라 불투수면, 강우 유출면과 

인접하여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면적 개발사업의 대표적 형태인 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 사업과 선적 개발사업의 대표적 형태인 도로개발 

사업에 대하여 추진단계 분석 및 단계별 검토사항을 제시하였다. 

그 밖의 개발사업에서는 토지이용 형태에 따라 유사한 사항을 

인용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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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단계별 검토사항

2.3.1 행정계획 단계

- 용도지역 지정·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

단계에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을 고려한다.

- 개발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형태를 

제시한다.

- 상위계획 및 관련 법령, 관련 지침 등에 대해 검토한다.

【 해설 】

○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은 대상토지의 

용도지역 현황,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결정되며 이 단계에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의 적용을 고려한다. 특히 녹지 공간 등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의 적용이 용이한 토지가 최대한 확보

될 수 있도록 한다.

○ 개발사업의 형태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술요소가 결정된다. 

저류, 체류 등 빗물을 모아 일정시간 이상 모아 두는 형태의 

기술요소들은 주변의 민원, 안전사고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며, 

고층빌딩, 국도, 고속국도 등 지반의 침하가 구조물의 안전에 

대해 영향을 줄 경우 대규모 침투기술의 적용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를 통한 유출량 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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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다양한 기술요소를 중복적으로 설치하여 

첨두유량을 줄이고 첨두시간을 늦출 수 있다. 

○ 일부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는 용도지역, 지목 등에 따라 

설치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요소가 

해당지역에 설치 가능한지 관련 법령, 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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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행정 계획 단계에서 검토사항>

단계 구분 기존 검토사항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시 

검토사항

행정

계획

기초조사

⦁대상지의 자연, 물환경, 지형 

등 종합적인 현장조사 실시

⦁SWOT분석 등을 통해 개발

방향 모색

⦁대상지의 자연, 물환경, 지형 

등 종합적인 현장조사 실시

⦁SWOT분석 등을 통해 개발

방향 모색

개발계획

수립

⦁기본구상안 작성을 통한 대상지의 

전반적인 계획을 구상

⦁토지이용계획을 비롯한 부문별 

계획 작성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수질오염총량제도 등 

개발관련 인허가 사항 추진

⦁기본구상안 작성을 통한 대상지의 

전반적인 계획을 구상

⦁토지이용계획을 비롯한 부문별 

계획 작성시 용도지역․지구, 

수계, 지형 등을 감안하여 

저영향개발 기술요소가 고려된 

토지이용계획 수립

⦁사업의 개발성격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술요소 방향을 

제시하고 설치와 관련된 

상위계획 및 관련법령, 지침 

등 검토

⦁저영향개발 기술요소가 포함된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수질오염총량제도 등 

개발관련 인허가 사항 추진

심의 및 

고시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결정 

신청 후 해당위원회에 심의 

상정

⦁심의통과 후 고시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결정 

신청 후 해당위원회에 심의 

상정

⦁심의통과 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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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개발계획 단계

행정계획 단계에서 검토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오염물질 

및 유출량 저감 등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후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를 배치한다. 

【 해설 】

○ 행정계획 단계에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의 적용이 가능한 

면적 등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진 후 실제 개발계획단계에서는 

기술요소를 선정하고 배치하게 된다. 이때 인접지역의 

토지이용계획, 강우유출수 관리능력, 오염원 발생 및 저감 능력, 

입지타당성, 유역 특성, 기타요소 등을 고려하여 기술요소를 

선정하고 배치한다. 

○ 배치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를 실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이전에 목적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검토한다. 

단순히 조경적 측면에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를 도입한 

경우 본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나, 수질개선, 유출량 저감 

등의 정량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적용한 경우에는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의 효과를 모의할 수 있는 수치모형을 이용하여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석결과가 목표한 값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배치계획을 수정하여 재검토한다. 모의 

결과가 목표한 수치를 만족할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실제 설치될 수 있도록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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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개발 계획 단계에서 검토사항>

단계 구분 기존 검토사항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시 

검토사항

개발

계획

실시설계 

작성

⦁개발계획에 따라 실시설계 

작성

⦁개발계획에 따라 실시설계 

작성 전 개발계획 수립 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계획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배치 

및 효율검토

⦁저영향개발 기술요소가 포함된 

기본 및 실시설계 작성

인가신청

⦁작성된 실시설계를 해당 

관청에 인가 신청

⦁필요시 건설심의 등의 행정

절차 진행

⦁작성된 실시설계를 해당 

관청에 인가 신청

⦁필요시 건설심의 등의 행정

절차 진행

착공 ⦁실시설계 인가 후 공사 착공 ⦁실시설계 인가 후 공사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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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개발사업별 검토 절차

2.4.1 도시개발사업

1) 개요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 추진시 단계별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을 검토한다.

【 해설 】

○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 추진시 행정계획, 개발계획 

단계별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행정계획단계에서는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의 적용이 가능한 

면적을 확보하고 기술요소 적용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개발계획단계에서는 기술요소의 선정, 배치, 효과분석과 

기술요소가 반영된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추진한다.

○ 행정계획 단계에서는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을 통해 

사전예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개발계획 단계에서는 

개발의 목적에 부합하고 대상유역 여건에 적합한 기술요소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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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사업 추진절차 및 고려사항

(1) 행정계획 단계

관련 법령 및 조항 업무절차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시 고려사항

·도시개발법 제6조 기 초 조 사
·기초조사시 수량, 수질, 지질

여건 등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과 관련사항을 선검토

ê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5조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법률 제18조

개발계획 수립
·기초조사에 따라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 가능 항목을 

고려하여 작성

ê

·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에 저영향

개발 관련 검토내용 포함

·토지소유자 → 시장･군수

ê
·도시개발법 제7조 주민공람공고 ·시장･군수 → 시･도지사

ê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시

저영향개발 관련 검토가능

전문가 포함

ê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 ·각종 영향검토서 포함

ê

·도시개발법 제8조 관계행정기관(실과)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에 저

영향개발 관련 검토내용 포함

·도시개발구역지정과 관련하여

계획설명서에 저영향개발 기술

요소 내용 기재 

ê

·도시개발법 제8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저영향개발 관련 행정조치

필요 내용 검토(도시개발관련 

법령, 지침 기준 등 검토)

ê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결정고시

ê

·도시개발법 제13조 조합설립인가(필요시)

ê

·도시개발법 제11조 사업 시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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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승인절차는 도시개발에 따른 구역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계획 단계와 설계안을 승인받는 

개발계획 단계로 나누어진다.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 및 부지를 마련한다. 

○ 단지계획시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 내 

일정부분 이상의 공원 및 녹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상 녹지 및 공원의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비점오염저감 및 재조림, 식생체류지 및 식생수로 등 공원과 

녹지에 적용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를 적극 적용하며 

이때 공원과 녹지 설치관련 지침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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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계획 단계

관련 법령 및 조항 업무절차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시 

고려사항

·도시개발법 제17조 실시계획 작성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

계획 구역 지정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

ê

·도시개발법 제17조 실시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ê

시장․ 군수 의견청취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ê

·도시개발법 제19조 관계행정기관(실과) 협의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가능

여부 및  이행방안에 대한 

검토

ê

·제1,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지침
공동위원회 자문

ê

·도시개발법 제18조 실시계획인가 결정고시

ê

사업시행

·기본 및 실시설계시 저영향

개발 기술요소를 반영하여 

설계하고 효과분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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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 인가단계를 

거치게 되며, 이에 따라 실시설계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시, 비점오염 저감방안으로써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 실시설계안 작성 시에는 기존의 공사 표준시방서에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를 반영한다.

○ 관계 행정기관 협의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의 운영 및 

유지관리주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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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관련 규정 검토

(1) 조경기준과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적용 관련 규정 적용시 고려사항

< 조경기준과 조경공사표준시방서 

6-7 (보행포장)>

∙ 보행포장: 보행자용 통행로의

바닥은 물이 지하로 침투될 수 

있는 투수성의 포장구조이어야 

하며 , 허가권가자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투수성의 포장을 권장하며, 보도 

및 차도의 녹지를 이용한 침투 

및 배수시설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 저영향개발 기술 요소인 투수성 

포장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며,

보도 및 차도와 인접한 녹지는 

보도 및 차도보다 낮게 설치하여 

보도 및 차도에서 유출된 강우

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원활한 배수기능 확보를 위해

기존의 배수관로와 연계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 인도의 가로수 등 식생이 식재

될 공간은 식생체류지, 나무여과

상자 등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의 

설치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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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2012.4)

적용 관련 규정 적용시 고려사항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제3장 부문별 계획수립 기준

∙ 제4절 환경관리

3-4-3.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다

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

립한다.

(1) ~ (3) (생략)

(4) 강우시 유출수에 의한 환경오

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투수성 포장 등

비점오염(non-point source pollution)

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

여야 한다.

∙ 저감대상면적에 대해 적정한

시설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대상 

부지의 제한사항과 인접 구조물의

안전,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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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적용 관련 규정 적용시 고려사항

∙ 제18조(녹지의 설치기준)

①-4-가. 연결녹지는 다음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1) 비교적 규모가 큰 숲으로 이어지

거나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상징적인 녹지축 혹은 생태통로

가 되도록 함

(2) 도시 내 주요 공원 및 녹지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 학교 등

공공시설과 연결망 형성

(3) 산책 및 휴식을 위한 소규모

가로공원이 되도록 할 것

∙ 개발사업시 조성되는 녹지공간

(생태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를 적용하

는데 가장 유리하다. 시행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태통로, 녹지

축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배수로,

녹지 등을 저영향개발 시술

요소를 적용하여 오염저감 

및 유출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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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이용관련 계획 수립시 검토사항

(1) 개요

토지이용관련 계획 및 운영지침 작성시 부분별 계획에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해설 】

○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이용관련 가장 중요한 계획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 작성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에 

대해 반영하도록 한다.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2012.4) 제3장 제4절 환경관리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점오염물질 관리방안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기술요소의 적정규모 및 종류는 대상부지의 여건에 적정하게 

결정한다.

(2) 제1종 지구단위계획 적용예

￭ 기정

제35조 (가로수 식재방법)

① 도로폭 15m이상 또는 보도폭 3m이상의 도로에 가로수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그 폭원보다 도로의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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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계속)

② 가로조명과 교통안내표지판 , 가로장치물 등이 가로수

차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

③ 간선도로의 교차부분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인이 도로

변화를 쉽고 인지할 수 있도록 수목·식재를 배제하여

시야를 개방한다 .

④ 일반가로변 식재는 간격 6~8m를 유지하되 버스정차장 

주위에는 이용객 및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일정거리

(20m)를 후퇴하여 식재한다 .

⑤ 가로변 독자성과 식별성 구현을 위해 일정구간을 기본단위로

수종선택 및 배식기법의 다양화를 기하며 수목을 통한 

지역특성의 차별화를 도모한다 .

⑥ 보행밀도가 높은 곳의 가로수는 생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수목보호대를 폭 1~2m이하로 설치하고 수목보호대를 이용한

다용도 휴게 벤치공간(공개공지)을 조성한다 .

⑦ 지하 공동구와 같은 구조물이 있는 인공지반위에 식재할 경우

1.2m의 토심과 주당 최소 9㎡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권장안

제35조 (가로수 식재방법)

① ~⑦ 생략

⑧ 보도 및 차도에서 발생하는 빗물이 가로수 및 화단으로 

유입되어 여과 , 침투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단 빗물의 

배수지연으로 인한 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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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적용예

￭ 기정(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주택단지조성사업)

<경관에 관한 사항>

제17조 (단지내 조경)

① 단지내 녹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식재하도록 권장한다.

1. 보행자 통로변에는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식재 및 유도식재를 한다.

2.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에는 수관이 크고 기엽이 멸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한다.

3. 주거동 주변에는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과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수목을 식재한다.

￭ 권장안

<경관에 관한 사항>

제17조 (단지내 조경 및 포장)

① 단지내 녹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식재하도록 권장한다.

1. 보행자 통로변에는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식재

및 유도식재를 한다.

2.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에는 수관이 크고 기엽이 멸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한다.

3. 주거동 주변에는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과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수목을 식재한다.

4. 보행자도로 또는 도로조성시 도로변 화단 등은 식생체류시설,

식물재배화분 등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의 적용한다.(추가)

② 단지내 도로와 보행자통로는 투수성포장을 한다.(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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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산업단지 개발사업

1) 개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 추진시 단계별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을 검토한다.

【 해설 】

○ 산업단지개발의 경우 현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특법)에 따라 승인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개발사업과는 달리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시 

행정계획단계와 개발계획단계의 구분 없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수립 초기인 투자의향서 접수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을 고려한다.

○ 승인권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시 투자의향서·기본 및 실시 

설계상에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여부를 검토한다. 이때 

비점오염관리 부분을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로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산업단지개발계획의 경우 유치업종에 따라 공해유발시설, 

사고시 수질 민감시설이 입지할 경우가 많으므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와 저류조 형태의 사고 대응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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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단지개발사업 추진절차 및 고려사항

관련 법령 및 조항 업무절차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시 고려사항

·산특법 제7조 투자의향서 작성

·투자의향서 작성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관련 사항 등을 선검

토

ê
투자의향서 접수

ê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조회

ê

·산특법 제8조, 시행령 제10조

·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 

제18조

산업단지계획(안)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관련 검토내용 포함

·산업단지계획설명서에 저영

향개발 관련내용 기재 

·기술요소 적용가능 부지 확보

ê

·산특법 제9조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

서 접수

ê

·산특법 제9조 주민의견청취

·주민의견청취: 20일이상

·주민설명회․공청회

공고일부터 10일 이내

ê
·산특법 제10조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ê
·산특법 제11조 통합조정회의

ê
·산특법 제13조

·조경공사표준시방서

·건설공사표준시방서, 하수도

시설기준

기술검토서 작성

·기술요소 적용 설계안 작성

·기술요소 적용시 소요면적 

산정하여 반영

ê

·산특법 제14조 산업단지계획심의

·심의위원회 구성시 저영향개발 

관련 검토가 가능한 전문가 

포함하여 설계안 검토

ê

·산특법 제15조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ê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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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산업단지개발은 산특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및 실시계획이 동시에 승인되므로,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수립 전 투자의향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을 검토한다.

○ 산업단지 계획 수립 시에는 산특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보는데, 이때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의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비점오염저감관련 계획을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서도 

일정면적 이상의 공원 및 녹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녹지 및 공원의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를 

적용한다.

○ 관계기관 협의와 기술 검토서 작성시 관련된 시설기준 및 

표준시방서를 검토해야 하며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을 

위한 기술적 상세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관련 규정 검토

○ 산업단지개발은 도시개발과 유사한 면적개발 사업으로 

2.4.1 도시개발사업 부분에서 검토된 규정에 따라 

검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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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이용관련 계획 수립시 검토사항

○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토지이용에 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의 적용을 위해 산업

단지개발은 현재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승인절차가 추진됨에 따라 별도의 토지이용관련 계획

수립은 없으며, 승인신청서 중 녹지 계획 등의 부문별 계획에 

자연현황 및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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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공단지조성사업 계획설명서 적용예

￭ 기정

2. 녹지계획

• 농공단지는 공장과 도로 공동이용시설 건축물 등으로 구성되어

획일적으로 경직된 요소들이 많으므로 단지의 지형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 친화적 농공단지조성

• 농공단지 내부의 도로변에도 가로수를 식재하고, 부지 동측에

마을과 인접한 곳에 소공원을 조성

• 공장 부지에 대해서도 식재와 잔디밭 조성 등을 유도하여 

산업단지 전체적으로 녹지총량을 증대시켜 환경 친화적인 

농공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함

￭ 권장안

2. 녹지계획

• 농공단지는 공장과 도로 공동이용시설 건축물 등으로 구성되어

획일적으로 경직된 요소들이 많으므로 단지의 지형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 친화적 농공단지조성

• 농공단지 내부의 도로변에도 가로수를 식재하고, 부지 동측에

마을과 인접한 곳에 소공원을 조성

• 가로수 식재시 나무여과상자 등의 설치를 고려하고, 사면 및 

옥상녹화, 공장부지내  식재와 잔디밭 조성 등을 유도하여

산업단지 전체적으로 녹지총량을 증대시켜 환경 친화적인 

농공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함. 이때 소공원 등의 녹지에는 

도로 및 인도 등 불투수면에서 유출된 유출수가 유입될 수 

있는 형태로 조성

• 보행자도로 또는 도로조성시 도로변 화단 등은 식생체류지, 식

물재배화분 등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의 적용한다.(추가)

• 단지내 도로와 보행자통로는 투수성포장을 한다.(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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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도로개발사업

1) 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로법」에 따라 

도로개발 사업 추진시 단계별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을 

검토한다.

【 해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로법」에 따라 

도로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각 대상지의 지형적 여건 및 

도로의 선형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도로와 같은 선형사업은 사업부지

(도로구역)를 확정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사업부지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사업계획 초기에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을 

위한 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도로와 같은 선형사업은 배수구역이 작은 규모로 나뉘므로 

저감시설 설치를 통한 관리는 시설 개소수 과다 등의 문제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가급적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의 

적용을 통해 비점오염물질 및 강우유출수를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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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도시 개발사업과 같이 행정계획 

단계와 개발계획 단계로 사업승인절차가 나누어져 있다. 

행정계획 단계에서는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을 통해 

사전예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개발계획 단계에서는 

개발의 목적에 부합하고 대상유역 여건에 적합한 기술요소를 

적용해야 한다. 

○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선정시 도로는 빠른 배수가 중요하고, 

침하에 안전해야 하며 겨울철 미끄럼방지, 결빙에 따른 

제설제 살포 등 다양한 검토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한다.

○ 비점오염저감방안으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를 적용할 수 있는데, 

교량, 터널과 같이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을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운 구간의 경우 노면청소 등 별도의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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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개발사업 추진절차 및 고려사항

(1) 행정계획 단계

관련 법령 및 조항 업무절차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시 고려사항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기 초 조 사

·기초조사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과 관련된 영

향인자 선검토

ê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7-3-1-1, 7-3-3-3

도시계획시설(도로)신청서 

작성

·기초조사에 따라 기술요소 

적용가능 항목을 고려하여 

작성

·기술요소 적용 부지 확보

ê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도로법 시행령 제2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청

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28조

공람ᆞ공고

(주민의견청취)
·14일 이상 일반 공람

ê

·도로법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구조에 관한 규칙

관련실과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검토 

포함)

·전략환경평가 검토에 저영

향개발 관련 검토내용 포함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하여 

계획설명서에 저영향개발 

관련 내용 기재 

ê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저영향개발 관련 행정조치 

필요 내용 검토(도로법 등 

관련 법령, 지침 기준 등 검토)

·시장군수 위임사항은 시도

시계획위원회 심의

ê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결정고시

ê
일반공람 시장ᆞ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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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 도로구역 결정단계에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도로주변 토지이용현황을 검토하여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를 

선정해야 한다. 식생체류형 시설을 적용할 경우 주거지역, 

농경지 등 주변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하며, 침투형 시설과 

투수성 포장은 도로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부등침하 및 결빙에 

의한 도로파손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용해야 한다.  

○ 관계 행정 기관 협의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설치와 관련된 

담당 부서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며 특히 도로는 강우시 

배수, 포장의 안전성, 녹지와의 연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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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계획 단계

관련 법령 및 조항 업무절차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시 고려사항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 

인가신청서 작성

·도로설계관련 시방서에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설계

기법을 적용

ê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

인가신청

ê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시ᆞ군 관련실과 협의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에 대한 

적용여부 및 이행방안에 

대한 검토

ê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실시계획인가고시

(사업승인 도지사)

ê

사업시행
·공사시 기술요소 시공에 대해 

현장실사 병행

【 해설 】

○ 도로구역지정 및 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 인가단계를 거치게 되며, 

기정계획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게 된다. 이때 

도로변 녹지 및 배수시설 등에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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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관련 규정 적용시 고려사항

∙ 13-8(가로수 식재)

3.1.1 가로수는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간별 수

형 및 수고, 지하고가 유사한 

수목을 반입하여 시공 한

다.

∙가로수 식재시 나무 또는 큰 관

목이 식재 가능한 구간은 식재토

양층의 여과기작을 통해 강우유출

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저감시

키는 나무여과상자를 검토한다.

∙검토시 도로 쓰레기 유입문제 ,

제설제 유입에 대한 대책 등을 

강구한다.

3) 도로개발사업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관련 규정 검토

(1) 도로설계기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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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관련 규정 적용시 고려사항

∙ 4-6-2 (마운딩)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

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

되도록 조성하고, 강우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 도면 등

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운딩의 

경사기울기는 10~30°를 표준으로 

하되 최소 5°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내 설치되는 녹지, 중앙분리대

등 마운딩 형태로 조성된 부지를

도로유출수 유입이 가능한 구조로

변경하여 도로노면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저류, 침투시킬 수 있도록 

고려한다.

∙이때 침투로 인한 노반지지력약화가

발생해서는 안되며 홍수시를 대비

하여 충분한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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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이용관련 계획 수립시 검토사항

○ 토지이용에 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서 작성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도시계획시설결정 계획설명서 작성예

￭ 기정

3. 시설계획

• 도로 내 포함된 보행자도로는 가로수, 자전거도로의 조성 폭을 

감안하여 4m 를 확보 

• 학교 및 공공시설 주변의 교차로에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 시설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토록 함 

￭ 권장안

3. 시설계획

• 도로 내 포함된 보행자도로는 가로수, 자전거도로의 조성 폭을 

감안하여 4m 를 확보 

• 학교 및 공공시설 주변의 교차로에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토록 함 

• 가로수 식재시 나무여과상자 등을 고려하며 도로변 녹지에 생

태저류시설 등의 설치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도로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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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별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3.1 공통사항

3.1.1 개요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의 주요 기작인 저류, 여과, 침투, 증발산 

등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구현되도록 설치하며, 기능 유지를 

위해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해설】

○ 기술요소의 종류에 따라 주요 기작이 상이하며 다수의 기술

요소는 복합기능을 갖는다. 기술요소의 효율담보를 위해 

주요 기작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 퇴적, 막힘, 식생고사, 침하, 침수 등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효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지관리 사항, 문제점 등의 관리를 위해 

기록대장을 구비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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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설치기준

○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는 강우유출수의 유입 및 유출이 원활한 

구조로 설계한다. 

○ 식생의 활착 및 생육에 유리한 구조로 한다.

○ 침수에 안전하며, 인근 도시기반시설의 성능 및 안전성을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

○ 시설의 규모(용량)는 설치 목적과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히 

산정한다.

○ 침투능력, 지하수 영향, 지반침하 등을 검토 후 설치한다.

○ 시설의 목표효율, 설치비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체류시간, 여과 속도, 식생종류, 지반치환, 처리시간, 여재 

종류 등을 결정한다.

○ 기술요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시설과 조합하여 

설계할 수 있다.

【해설】

○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는 물길의 왜곡을 최소화 하면서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강우를 유입시켜 저감하는 기술로 

원활한 유입 및 유출이 매우 중요하다. 강우유출수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유출지역과 유입부 사이의 구조가 중요

하며 유입수로, 유도 관거 등의 적용이 필요하다. 유입부는 

강우가 지체되거나 역류되지 않는 형태로 설치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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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잡물이 시설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전단에 침전, 스크린 

기능을 갖는 전처리부를 배치하여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전처리부의 용량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2008.12)를 참조하여 산정한다. 

○ 식생은 여과, 증발산, 피복, 생태서식처 등의 복합기능을 

구현하는 요소로, 해당 식생이 생장할 수 있는 토양층 확보가 

필요하다. 침투기능을 확보해야 할 경우 쇄석 등으로 하부를 

치환하고 최소한의 식생토층을 확보한다.

○ 원활한 배수를 위해 유출부 폭을 넓게 하고 우회수로 설치, 

우수 배제시설과의 연결 등을 통해 침수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한다. 토양개량을 통하여 인공적으로 투수성을 증대시킨 

경우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침하에 대해 고려하여야 하며, 

막힘 등으로 인해 시설 내부로 원활하게 유입되지 못하는 

경우 신속한 우수 배제가 가능한 우회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수로형태의 기술요소는 배수기능의 확보와 토층의 세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시설규모 및 용량은 현장여건에 맞도록 산정하여야하며, 

설치하는 목적에 따라 결정한다. 시설용량은 저감 대상 

유역면적과 시설 내 체류시간, 여과속도, 제거효율, 막힘 주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하나의 기술요소 적용으로 목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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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복합적인 기술요소의 적용을 

검토한다.

○ 해당 지반의 침투능력, 지하수위, 지하수 이용 상태, 주민의견, 

사회 기반시설과의 인접성, 건축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요소를 선정하고 설치한다. 다량의 토사 유입이 예상되는 

곳이나 석유류를 함유한 유출수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는 

적합하지 않다.

○ 목표한 저감량을 달성 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하며, 설치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계획한다. 

협잡물 제거 및 침사기능이 좋은 전처리 시설을 적용할 경우 

막힘 주기 연장, 체류 공간 축소 등이 가능하다. 시설의 

표면적 및 여재깊이는 수질처리용량과 여과속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지하수 오염이나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주유소나 

세차장 등의 지역에서는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의 설치를 

신중히 해야 한다.

○ 단독설치로는 유출량 저감을 기대할 수 없고 목표한 저감 

효율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전단부 식생형 시설, 후단부 

침투시설 등 다른 기술요소와 조합하여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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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식생 선정기준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중 식생을 이용하는 시설은 식생종류, 

식재 위치, 밀식 정도, 생장력 등 다양한 인자를 검토해야 한다.

【해설】

○ 식생의 종류는 대상지의 기후, 토양, 침수빈도, 지하수위 등 

환경조건에 적합함과 동시에 홍수 등의 외력에 저항할 수 

있는 수종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대상 유역의 식생조사 

결과 및 지역 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식생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종을 선정해야한다.

   ① 기후

개발예정지의 기후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지하수위

지하수위가 높으면 뿌리의 생장이 방해될 수 있다. 뿌리가 

넓게 분포하는 수종 대부분은 지하수위의 상황에 따라 

뿌리형태를 변화시켜 생장하지만, 일부 수종은 지하수위에 

대한 적응성이 낮고, 지하수위가 높을 경우에는 넘어지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③ 토양

수종에 따라서는 토양의 조건이 한정되는 것이 있다. 

식재할 장소의 토양 조건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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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음양성

수목에는 일사량이 많은 장소를 좋아하는 양수와 그늘을 

좋아하는 음수가 있다. 독립식물과 같이 직사광선을 

전면으로 받는 경우에는 양수가 바람직하다. 또 간벌 등에 

의해 일사조건이 변하는 경우에는 음양성에 주의해야 한다.

   ⑤ 내전정성

수목을 치수적인 필요성에 의해 전정(가지치기) 할 경우

내전정성이 있는 수종이 적합하다.

   ⑥ 생장속도

일반적으로 생장이 빠른 수종은 조기에 뿌리가 활착하므로 

내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다.

   ⑦ 수리 및 수질 특성

식생의 생장에 영향을 주는 수리특성은 유속, 유량, 침수

주기, 침수기간 등이 있고, 수질특성에는 수온, 용존산소, 

BOD, TN, TP 등이 있다. 

   ⑧ 외래종

생태학적 견지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고유종이 

바람직하다. 한번 들여오면 그 분포의 확대 등에 의해 

생태계의 영향을 미치는 외래종도 있기 때문에 외래종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 식재 위치 선정시 식생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속·유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유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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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선정한다. 홍수시 식생이 뽑혀서 유실되면 다른 

시설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식생뿌리가 뽑힌 웅덩이가 

세굴되어 시설물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식생을 식재하는 경우 식생이 쓰러지거나 떠내려가지 않도록 

외력이 작은 장소에 한정하거나 또는 내력이 큰 식생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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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유지관리 기준

○ 계획한 저감 효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입부, 체류·저류부, 

침투부, 유출부 등의 기능점검 및 관리가 중요하며 

유지관리만으로 효율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시설개선, 교체, 

보충 등을 고려한다.

○ 식생을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안정화되는 기간에는 

강우유출수를 우회시킨다.

○ 침전물질이 식생을 덮거나 시설의 처리용량을 감소시키기 

시작하면 침전물을 제거한다.

○ 동절기 등 주기적으로 식생을 제거한다.

○ 강우 후 침투시설의 배수, 토사 퇴적, 침투층 막힘 여부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한다.

○ 전처리 기능을 갖는 유입부는 주기적으로 협잡물과 침전물을 

제거한다. 

【해설】

○ 저영향개발 시설의 유입부, 체류부, 유출부 등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에 대해 수시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며 주변부의 여건변화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기능의 

저하 및 저하우려가 있을 경우 유지관리를 시행한다. 

주기적인 유지관리 후에도 효율개선이 미미한 경우 시설 

구조 재검토, 재료 교체, 여재·쇄석 등 충진제 보충 등을 

시행하여 기능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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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생을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식생의 활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식재 초기에는 고농도 유출수나 장기간 

침수 등에 대해 취약하므로 식생이 안정화 되는 기간에는 

강우유출수를 우회시켜 시설이 조기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한다.

○ 장마 및 우기 전후에 육안 조사 및 정기조사를 통하여 침전물의 

퇴적, 이물질 등으로 인한 용량 감소가 발생하면 침전물을 

제거 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시설에 식재된 식물이 과도하게 성장하거나 동절기 고사될 

경우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적절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식생부패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강우 

종료 후 유입된 침전물질이 식생을 덮거나 식생 넘어짐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리한다. 식생뿌리가 기술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야 하며 뿌리의 성장방향과 굵기에 따라서는 

시설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식생 생장형태를 관찰하고 

관리한다. 

○ 퇴적토 준설, 침투부 삭층 등 규칙적인 점검과 유지관리는 

침투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관측정을 

통해 강우시 침투속도를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전처리 및 

시설의 토사 퇴적, 막힘 및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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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리부의 주기적인 침전물 준설과 협잡물 제거가 매우 

중요하다. 토사 등 협잡물이 전처리부에서 제거되지 못하면 

기술요소 각 부분의 급격한 기능저하를 발생시킨다. 막힘으로 

인한 여과기능 감소, 침투기능 저하, 식생 고사, 부패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주기적인 준설 및 퇴적토 제거에도 

불구하고 기술요소의 기능 저하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전처리부 용량 증가 등 시설개선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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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별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를 11가지로 구분하고 각 기술요소의 설계, 유지관리시 

고려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기술요소별 저감 효율을 국내외 사례를 인용하여 제시하였으며 저감 효율은 

대상지역의 토양, 강우조건, 대상지 면적, 기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표 7.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의 종류 및 특성>

기술요소 저류기능 여과기능 침투기능 증발산 생태서식처 지하수함양 심미성
적용성

단지 도로
식생체류지(Bioretention) ∨ ∨ ∨ ∨ ∨ ∨ ∨ ◉ ◉

옥상녹화(Greenroof) ∨ ∨ ∨ ∨ ∨ ◉ -
나무여과상자(Treeboxfilter) ∨ ∨ ∨ ∨ ◉ ◉
식물재배화분(Planter box) ∨ ∨ ∨ ∨ ∨ ∨ ◉ ○

식생수로(Bioswale, Vegetated Swale) ∨ ∨ ∨ ∨ ∨ ∨ ∨ ◉ ◉
식생여과대(Bioslope) ∨ ∨ ∨ ∨ ∨ ○ ◉

침투도랑(Infiltration trench) ∨ ∨ ∨ ∨ ∨ ∨ ◉ ◉
침투통(Dry wells) ∨ ∨ ∨ ∨ ◉ ○

 투수성 포장(Porous pavement) ∨ ∨ ∨ ∨ ◉ ○
모래여과장치(Sandfilter) ∨ ∨ ∨ ○ △

빗물통(Rain barrel) ∨ ◉ -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매뉴얼(환경부,2008.12), 수질오염총량 관리기술지침(2012.8)에서 구분하고 있는

기술요소의 종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적용목적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적용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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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식생체류지(Bioretention)

주요기능
ü 저류기능

ü 여과기능

ü 침투기능

ü 증발산

ü 생태서식처

ü 지하수 함양

ü 심미성

적용성
단지: 매우 좋음

도로: 매우 좋음

유지관리
매우 쉬움

【기술개요】

Ÿ 토양에 의한 여과, 생화학적 반응, 침투 및 저류 등의 방법으로 

강우유출수를 조절하는 식생으로 덮인 소규모의 저류시설이다.

【적용후 장단점】

장점 단점

§ 강우유출수 지하침투 유도

§ 오염물질 유출량 저감

§ 첨두유량 감소 , 첨두시간 지연

§ 도심 기온 저감효과

§ 다량의 토사는 저감효과 미미

§ 막힘에 취약

§ 단독으로 큰 배수구역 관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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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가능 위치】

Ÿ 주거단지, 산업단지, 각종 공원, 도로, 주차장 등 다방면의 

입지에 적용 가능하며, 기존 녹지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부지

확보가 용이하다.

Ÿ 기존 녹지공간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비교적 넓은 부지면적이 

소요되므로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설치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계 및 시공】

Ÿ 식생체류지는 일반적으로 유입부, 전처리부, 저류부, 식생 및 

피복, 토양층, 지하배수구, 월류부로 구성된다.

Ÿ 유입부 및 전처리부는 도로 등의 불투수면에서 발생한 다양한 

협잡물이 유입되는 곳으로 최대한 협잡물을 포집할 수 있어야한다.

Ÿ 식생체류지는 저류용량 및 침투량이 제한적이므로 용량을 

초과하는 우수 유입시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접한 

우수관로와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Ÿ 지하수위와 기반암의 인접여부에 따라 설치가 제한적이므로 

충실한 기초조사가 중요하며, 침투가 불량한 토양에서는 쇄석층을 

충진하여 침투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Ÿ 지하수위가 지표에 인접하여 있어 침투기능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매립지, 성토지 등 지반이 불안정한 경우 설치에 신중하여야 한다.

Ÿ 식생 및 피복은 설치 대상지의 기후여건, 발생오염원 특성, 

토질조건 등을 고려하여 생장률이 높고 심미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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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식생토는 모래 50%, 흙(식물생육) 30%, 활엽수 조각(뿌리덮개) 

20% 등의 비율로 구성하며 관목, 다년초 등을 적절히 구성하여 

식재한다.

【유지관리】

Ÿ 식생체류지는 개발 사업지에 폭넓게 분포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람의 접근이 빈번한 곳에 위치하므로 수시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청소가 매우 중요하다. 

Ÿ 협잡물 등이 모이는 전처리부는 수시로 준설, 쓰레기 수거 등을 

실시한다.

Ÿ 기능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상시: 잡초제거, 협잡물, 쓰레기 제거

    - 연중 2회: 고사식물 교체, 피복식물 교체, 토양 및 자갈층 보충

    - 필요시: 유출량 및 오염도 모니터링

    - 기타: 장마, 태풍 등 큰 강우시 안전 점검

【기술효율】

BOD T-N T-P
유출

저감량(Q)
TSS 기타

231)～542)% 221)～492)% 172)～813)% 401)% 804)%
Zn 993)%,
Pb 993)%

1) Bioretention Basin Practices(Virginia Tech, 2011)

2)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12.8)중 빗물정원 인용

3) The Practice of Low Impact Development(HUD's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2003)

4) Dane county erosion control and stormwater management 

manual(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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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Ÿ 식생체류지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저류시설, 

침투시설, 식생형 시설의 기능을 갖는다.

Ÿ 식생체류지는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국립환경과학원, 

2012.8) 에서 구분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침투저류지, 

빗물정원의 기능을 갖는다.

【설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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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옥상녹화(Green roof) 

주요기능

ü 저류기능

ü 여과기능

ü 증발산

ü 생태서식처

ü 심미성

적용성
단지: 매우좋음
도로: -

유지관리
쉬움

【기술개요】

Ÿ 식생 지붕으로도 알려진 옥상녹화는 강우유출수를 옥상에서 

차집하여, 여과, 증발, 저류함으로써 도시화된 지역의 유출을 

저감하는 기술요소이다.

Ÿ 옥상녹화는 이끼, 잔디, 작은 관목 등과 같은 식생으로 구성되며, 

도심 내 열섬해소 효과, 휴게 공간 제공 등 부가적인 편익 

창출이 가능하다.

【적용후 장단점】

장 점 단 점

§ 강우유출수 여과/증발/저류 유도

§ 유출량 저감

§ 심미적 기능 및 도심 열섬해소효과

§ 옥상 하중 안전성 검토필요

§ 겨울철 식생관리 곤란

§ 방수 및 용수시설 부대비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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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가능 위치】

Ÿ 토지이용에 상관없이 건축물 옥상에 적용되는 기술요소이다.

【설계 및 시공】

Ÿ 강우량, 온도, 습도, 풍속, 일광 조건에 적합한 지역이어야 하며, 

최소한의 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Ÿ 일반적으로 아래부터 방수막, 배수층, 식생토, 식생층으로 구성된다.

Ÿ 토양층의 깊이가 주요 설계변수로 포화된 하중을 지붕에서 

지탱할 수 있는지의 검토가 가장 중요하며, 이때 단순 토층의 

하중만을 고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Ÿ 녹화식물로는 견고하고 자생력이 강하며 가뭄에 잘 견디는 

식물들이 좋으며 구하기 쉽고 심미성이 좋은 식물을 선택한다.

【유지관리】

Ÿ 토사나 쓰레기 등의 유입이 적어 다른 기술요소보다 유지관리가 

비교적 편리하다. 정기적으로 식생토층과 식물을 보충하여야 하며, 

방수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Ÿ 장기간의 가뭄에 대비하여 관수시스템의 설치가 필요하며 강풍에 

의한 토양 손실, 식재 전도시 즉각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Ÿ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할 부분은 토양 안정과 식물의 성장 

정도를 수시로 검사하는 것이다. 설치 후 안정기(약 1년)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후에도 식생 활착이 어려울 경우 수종의 

교체를 검토한다.

Ÿ 토양의 침식이나 식물 상태를 매년 점검하고 토양보충, 식재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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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보수를 실시하며, 필요시 일시적인 침식 제어를 위해 

그물, 비닐 등으로 보호한다.

Ÿ 동절기 동사 및 팽창으로 인한 파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지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비닐하우스 등 임시적인 실내공간으로 

관리도 가능하다.

【기술효율】

TSS 유출저감량(Q) 금속류

901)% 50～71.72)% 801)%

 1) Charles River Watershed Association Low Impact Best 

Management(BMP) Information Sheet(2008)

 2) 옥상 녹화 시스템이 강우유출시간에 미치는 영향, 한국물환경학회(2009)

【참고사항】

Ÿ 옥상녹화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식생형 시설의 

기능을 갖는다.

【설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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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나무여과상자(Treebox filter)

주요기능

ü 여과기능

ü 침투기능

ü 지하수 함양

ü 심미성

적용성
단지: 매우좋음

도로: 매우좋음

유지관리
매우쉬움

【기술개요】

Ÿ 기존 가로수나 신규 식재되는 가로수 부지를 활용하므로 추가적인 

부지소요가 적어 도심이나 도로에 적용하기 용이한 기술요소이다. 

가로수 하부에 여과부가 포함된 구조물(콘크리트 박스)을 매립하여 

강우시 유출되는 우수를 유입시킨 후 여과, 침투기작을 거쳐 

기존 우수관로로 유출되도록 설치한다.

【적용후 장단점】

장 점 단 점

§ 강우유출수 지하침투 유도

§ 오염물질, 유출량 저감

§ 첨두유량 감소, 첨두시간 지연

§ 계절의 영향으로 인한 겨울철 동파 

및 제설제에 의한 식물고사 가능

§ 토사 등 협잡물에 의한 막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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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가능 위치】

Ÿ 도로, 인도, 주차장 등에서 발생된 유출수의 유입이 용이하도록 

불투수면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설계 및 시공】

Ÿ 연간 유출량을 처리하기 위한 여과상자의 표면적은 대략 배수

지역의 0.33%2)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강우량이 많아 

설계 유입량을 초과할 경우 기존 우수관로로 넘어갈 수 있는 

월류부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Ÿ 도로에 설치시 설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설치한다. 초기우수에 대한 처리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대규모 저류시설 개념의 설치는 안된다. 쇄석 및 자갈층을 

충분히 배치하여 여과 및 체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도로의 침하 등 안전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Ÿ 나무여과상자에 과도하게 유입되는 우수는 식생고사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적정유량이 유입이 되도록 설치한다.

【유지관리】

Ÿ 관리자는 강우가 나무화분에 적절하게 유입 ․ 여과되는지 수시 

점검 하며 뿌리덮개 부위가 부패되거나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한다. 나무여과상자 설치초기에는 뿌리의 활착이 불량하여 

건기시 식물 고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수해야 한다.

2) 필터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0.33%는 중부 대서양지역의 필터실험값임.

Fairfax County – LID BMP Fact Sheet – Tree Box Filters  February2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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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수시로 나무여과상자에 축적된 협잡물의 제거, 토양 침투능 점검을 

실시한다.

【기술효율】

BOD T-N T-P TSS 중금속

541)% 491)～682)% 742)% 852)%  822)%

1)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12.8)중 수목여과박스 인용

2) Fairfax County - LID BMP Fact Sheet -

Reforestation/Afforestation(treeboxfilter) February28, 2005, Charles 

River Watershed Association Low Impact Best Management 

Practice(BMP) Information Sheet(2008)

【참고사항】

Ÿ 나무여과상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식생형, 침투형, 

여과형 시설의 기능을 갖는다.

Ÿ 나무여과상자는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국립환경과학원, 

2012.8)에서 구분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수목여과박스의 

기능을 갖는다.

【설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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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식물재배화분(Planter box)

주요기능

ü 여과기능

ü 침투기능

ü 증발산

ü 생태서식처

ü 지하수 함양

ü 심미성

적용성
단지: 매우좋음

도로: 좋    음

유지관리
쉬움

【기술개요】

Ÿ 식물재배화분은 도심 녹지공간이나 기존 수목이 식재된 화분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우수를 저류, 체류 할 수 있는 시설물로 

지피식물, 관목류 등의 식재를 통해 녹지기능과 우수관리기능

을 확보한다. 기존 화단이 갖는 식재기능과 함께 우수 체류, 

여과, 침투의 기능을 조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적용후 장단점】

장 점 단 점

§ 강우유출수 지하침투 유도

§ 오염물질 유출량 저감

§ 첨두유량 감소, 첨두시간 지연

§ 계절의 영향으로 인한 동파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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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가능 위치】

Ÿ 식물재배화분은 보도, 주차장, 건축물 인접 화단 등 도심내 

다양한 공간에 적용이 가능하다.

【설계 및 시공】

Ÿ 식물재배화분은 내구력, 안전성, 우수배제 능력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강우 종료 후 장기간 물 빠짐이 

불량할 경우 부패, 식생고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수가 

용이 하도록 한다.

Ÿ 단독으로 설치될 경우 보도 또는 연석과 어울리는 자재로 시공하며, 

식물의 생장을 위해 토양층이 적절히 확보되어야 한다.

Ÿ 식재는 도심내 환경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장기간 건조시에도 

생육이 가능한 식물을 선정하는 것이 관리에 유리하다.

【유지관리】

Ÿ 유지관리는 수시로 쓰레기, 협잡물 등을 제거하며, 강우 종료 후 

물 빠짐에 대한 점검, 고사식물에 대한 교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효율】

BOD T-N T-P
유출

저감량(Q)
TSS COD

Oil 및 

그리스

541)% 491)% 651)% 402)% 973)% 673)% 983)%

1)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12.8)중 통로화분 인용

2) Low Impact Development Center(2009)

3) Bioretention Basin Practices, Virginia Tech(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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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Ÿ 식물재배화분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침투시설, 

식생형 시설의 기능을 갖는다.

Ÿ 식물재배화분는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국립환경과학원, 

2012.8)에서 구분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통로화분, 

빗물정원의 기능을 갖는다.

【설치 예】



3.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별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 79 -

3.2.5 식생수로(Bio swale)

주요기능
ü 저류기능

ü 여과기능

ü 침투기능

ü 증발산

ü 생태서식처

ü 지하수 함양

ü 심미성

적용성
단지: 매우좋음

도로: 매우좋음

유지관리
매우좋음

【기술개요】

Ÿ 식생체류지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배수 구조물로서 강우유출수의 

여과 및 침투, 배수 기능을 갖는다.

Ÿ 유출량 저감을 위해 하부 침투부의 용적을 증가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물리적, 생물학적 기능을 유도할 수 있다.

【적용후 장단점】

장 점 단 점

§ 강우유출수 지하침투 유도

§ 오염물질, 유출량 저감

§ 첨두유량 감소, 첨두시간 지연

§ 도심 기온저감효과

§ 토사 등에 의한 막힘에 취약함

§ 제설제 대량 유입시 취약 

§ 단독으로 큰 배수구역 관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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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가능 위치】

Ÿ 도로, 주차장, 건축물 인접부 등 다양한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며 

토사유출이 많은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계 및 시공】

Ÿ 수로의 기능유지가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수로관리 및 1차 

침전기능 확보를 위해 전처리 시설의 설치가 고려되어야 하며 토사 

포집이 가능한 설비와 연결하여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Ÿ 지중 매설된 암거를 대체하여 설치할 경우 해당지역의 구배 및 

배수능력을 검토하여 배수관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용량을 결정한다.

Ÿ 모래 50%, 흙 (식물생육)30%, 활엽수 조각(뿌리덮개) 20% 등으로 

토층을 형성하고 지피식물, 다년초 등을 식재한다.

수로 내에서 유속 감소 및 표토세굴 방지를 위해 낮은 구배

(5%미만)로 유속을 감소시켜 안정성을 증대하고 웨어(체크댐)를 

설치하여 유속 및 유량의 쏠림을 제어한다.

【유지관리】

Ÿ 배수기능, 유입·유출부 퇴적여부, 식생 피복 밀도와 식생생장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연간 유지보수 사항으로 식생의 

제초 및 정리, 퇴적된 침전물과 협잡물의 제거, 고사된 식재 

교체 등을 실시한다.

Ÿ 수로 내 하부 침식 발생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특정 부분에 

반복적인 침식발생시 돌무더기 등 보강재를 적용하여 안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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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다.

Ÿ 강우 종료후 배수 및 침투가 원활한지 육안 점검하고 48시간 

이상 경과시에도 배수가 불량할 경우 경사도 조절, 유공관 세척, 

토양 개량으로 침투율 회복 등 유지관리를 시행한다.

【기술효율】

BOD T-N T-P
유출

저감량(Q)
TSS 기타

341)～582)% 0～153)%
451)～622)%

10～253)%
482)～511)% 103)% 30～653)%

842)%
Zn 20～503)%
Pb 20～503)%

1)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12.8)중 식생수로 인용

2) Analysis of Bioswale Efficiency for Treating Surface Runoff, Donald

Bren School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Management(1999)

3) The Practice of Low Impact Development(HUD's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2003)

【참고사항】

Ÿ 식생수로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침투형, 식생형, 

여과형 시설의 기능을 갖는다.

Ÿ 식생수로는「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국립환경과학원, 2012.8) 에서 

구분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식생수로의 기능을 갖는다.

【설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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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식생여과대(Bio slope)

주요기능

ü 여과기능

ü 침투기능

ü 증발산

ü 생태서식처

ü 심미성

적용성
단지: 보    통

도로: 매우좋음

유지관리
쉬움

【기술개요】

Ÿ 생태제방으로도 알려진 식생여과대는 자갈 및 식생활착이 유리한 

토양으로 구성되며 강우유출수를 감소시키고 사면안정과 함께 

여과기능을 수행하여 수질개선 및 도심내 녹지공간으로의 기능을 

갖는다.

【적용후 장단점】

장 점 단 점

§ 강우유출수 지하침투 유도

§ 오염물질, 유출량 저감

§ 첨두유량 감소, 첨두시간 지연

§ 도심 열섬저감효과

§ 성토부 등의 지반 조건 제약

§ 막힘, 단회로에 취약함

§ 제설제 대량 유입시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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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가능 위치】

Ÿ 도로, 보도 등의 완경사 사면에 설치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높은 안전성을 요구하는 급경사지에는 설치가 어려우며, 하천

제방부에 적용할 수 있다.

Ÿ 1:4 경사를 초과하는 곳이나 불안정한 경사면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설계 및 시공】

Ÿ 배수면의 유출수가 식생여과대 전폭에 대해 균일하고 

일정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Ÿ 폭은 인접한 배수 면적을 모두 처리할 만큼 충분하여야 하며 

식생사면은 최소 폭 0.6m 이상, 토양층 깊이 0.3m 이상, 측면 

경사 1:4보다 완만해야 한다.

Ÿ 식생여과대 하부에 투수능 확보를 위해 자갈층 설치시 

폭 0.3m~0.6m 이상을 확보한다.

Ÿ 경사가 급할 경우 수로형성에 의한 단회로 문제(세굴)가 일어 날 

수 있고 너무 완만할 경우 여과대 표면에 물이 정체될 수 

있으므로 1~2%의 경사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유지관리】

Ÿ 일반적인 유지관리 방안으로 식생대 및 자갈층에 퇴적된 협잡물의 

제거, 단회로 발생에 의한 세굴 등을 점검하며, 연간 유지보수 

사항으로 식생의 제초 및 정리, 고사식물 교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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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효율】

BOD T-N T-P TSS 중금속

441)% 421)% 421)～602)% 882)% 772)%

1)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12.8)중 식생여과대 인용

2) Fairfax County - LID BMP Fact Sheet -

Reforestation/Afforestation(Bioslope) February28, 2005

【참고사항】

Ÿ 식생여과대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식생형, 여과형, 

침투형 시설의 기능을 갖는다.

Ÿ 식생여과대는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국립환경과학원, 

2012.8)에서 구분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식생여과대의 

기능을 갖는다.

【설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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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침투도랑(Infiltration trench)

주요기능

ü 저류기능

ü 여과기능

ü 침투기능

ü 증발산

ü 지하수 함양

ü 심미성

적용성

단지: 매우좋음

도로: 매우좋음

유지관리
매우쉬움

【기술개요】

Ÿ 침투도랑은 돌로 채워진 형태의 도랑으로 강우시 유출수를 

담아두고 토양으로 침투시키는 기술요소이다.

【적용후 장단점】

장 점 단 점

§ 강우유출수 지하침투 유도

§ 오염물질, 유출량 저감

§ 첨두유량 감소, 첨두시간 지연

§ 막힘에 취약함

§ 지하수위에 따라 설치위치 제한

§ 단독으로 큰 배수구역 관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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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가능 위치】

Ÿ 도로, 주차장 등 불투수면과 인접한 수로, 녹지에 설치가능하며 

배수구역 말단 영구저류지 등 대규모 저류시설의 바닥부에 

설치 가능하다.

【설계 및 시공】

Ÿ 토양특성을 조사하여 투수가 양호한 토양에 설치하며 지하

수위가 높아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설치가 어렵다. 잔디 

또는 식생 여과대를 침투도랑 유입 전에 설치하여 토사 등의 

1차 처리가 가능하다.

Ÿ 개별 침투도랑 처리대상 면적은 최대 20,000㎡ 이하로 설계한다. 

최소 여과대 폭은 0.5m 이어야 하며 부지 상태에 따라 침투도랑 

하부층과 계절별 최고 지하수위 또는 기암반과 1.2m 이상 

이격되도록 설계한다.

【유지관리】

Ÿ 주요 유지관리는 침투 도랑의 기능저하를 일으키는 막힘 현상을 

예방하여 침투 도랑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침투 도랑의 표면과 전처리 시설에 축적된 협잡물은 주기적으로 

제거한다.

Ÿ 침투도랑 상부에 토목섬유 적용시 막힘에 대해 검사하며 막힘시 

세척하고, 세척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기능이 상실되

었음을 의미하므로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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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효율】

BOD T-N T-P
유출

저감량(Q)
TSS 기타

771)% 40～602)%
621)%

40～602)%
731)%

15～353)%
254)% 80～1002)% Zn 80～1002)%

Pb 80～1002)%

1)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12.8)중 침투도랑 인용

2) The Practice of Low Impact Development(HUD's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2003)

3) California Stormwater BMP Handbook New Development and 

Redevelopment, CASQA, January, 2003

4) Connecticut Stormwater Quality Manual(2004)

【참고사항】

Ÿ 침투도랑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침투형, 여과형 

시설의 기능을 갖는다.

Ÿ 침투도랑은「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국립환경과학원, 

2012.8) 에서 구분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침투도랑의 

기능을 갖는다.

【설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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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침투통(Dry well)

주요기능

ü 저류기능

ü 여과기능

ü 침투기능

ü 지하수 함양

적용성
단지: 매우좋음

도로: 보통

유지관리
좋음

【기술개요】

Ÿ 자갈 또는 돌 등으로 채워져 있고 건축물의 홈통과 연결되어 있거나 

불투수면의 유출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 토양으로 

침투시키는 기술요소이다. 필요에 따라 표면은 초화류 또는 기타 

재료로 덮을 수도 있다.

【적용후 장단점】

장 점 단 점

§ 강우 저류 가능

§ 첨두유량 감소, 첨두시간 지연
§ 단독으로 큰 배수구역 관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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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가능 위치】

Ÿ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사용되며 건축물의 지붕에서 유입되는 유출수 

처리에 적합하고, 주차장과 같은 불투수 표면에 적용할 수 있다.

Ÿ 토사유입이 많거나 토양 침투능이 떨어지는 지역은 적합하지 

않은 기술 요소이다.

【설계 및 시공】

Ÿ 지표면 유출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잔디 또는 식생 여과대가 침투통 

주위에 설치되도록 하며 경사도가 40%이상이거나, 배수 유역이 

넓은 지역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Ÿ 토양의 침투능이 좋은 곳에 설치하며 부족시 토양 개량 등을 

실시하여 원활한 침투능을 확보한다.

【유지관리】

Ÿ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사용되며 침투통 표면의 협잡물 제거가 가장 

중요한 유지관리 사항이다.

【기술효율】

BOD T-N T-P
유출

저감량(Q)
TSS 기타

531)% 40～602)%
721)%

40～602)%
461)% 50～653)% 80～1002)% Zn 80～1002)%

Pb 80～1002)%

1)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12.8)중 침투통 인용

2) The Practice of Low Impact Development(HUD's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2003)

3) California Fairfax County - LID BMP Fact Sheet - Dry Wells 

February2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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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Ÿ 침투통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침투시설의 

기능을 갖는다.

Ÿ 침투통은「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국립환경과학원, 2012.8) 에서 

구분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침투통의 기능을 갖는다.

【설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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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투수성 포장(Porous pavement)

주요기능
ü 여과기능

ü 침투기능

ü 증발산

ü 지하수함양

적용성
단지: 매우좋음

도로: 좋    음

유지관리
쉬움

【기술개요】

Ÿ 강우유출수와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다공성 아스팔트·콘크리트·

투수블록 등과 쇄석의 공극을 통과하여 강우유출수를 토양에 

침투시키고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술요소이다.

Ÿ 다공성 지표면 아래는 쇄석기층이 깔려 있으며 쇄석은 도로나 

주차장의 기반, 노반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히 두껍게 설치해야 한다.

【적용후 장단점】

장 점 단 점

§ 강우유출수 지하침투 유도

§ 오염물질, 유출량 저감

§ 첨두유량 감소, 첨두시간 지연

§ 토양 및 자동차 등의 하중에 의한 

침하 발생 우려

§ 지반 조건 제약

§ 막힘에 취약함

§ 동절기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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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가능 위치】

Ÿ 포장도로, 주차장, 보도 등에 적합한 기술요소이며, 주유소와 

같이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고속국도에는 사용하기 

부적합한 기술요소이다.

【설계 및 시공】

Ÿ 일반적인 포장도로 시공과 유사하며, 쇄석기층과 토목섬유 등을 

추가하여 시공한다.

Ÿ 토양 및 자동차 등의 하중으로 인한 포장면의 침하를 고려해서 

계획하여야 하며 토양 침투능이 낮은 지역에서는 천공 암거 등 

침투능 확보가 가능한 부가적인 공사를 실시한다.

Ÿ 주변 비포장 화단 등에서 투수성 포장면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배수관계를 설계해야 하며 강우시 주행성 

및 동절기 파손에 대비하여 배수경사를 확보한다.

【유지관리】

Ÿ 주요 유지관리방안은 미세 토사물질에 의한 막힘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연간 유지보수 사항으로 평균 

토사유출량에 따라 3~4회 청소해야하며, 포장도로용 블럭 

침하가 발생되면 재설치하고,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침하, 내부 

균열 시에는 절단 및 대체 시공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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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효율】

BOD T-N T-P
유출

저감량(Q)
첨두유량

751)2)% 831)2)% 651)2)% 15.7～38.23)% 19.9～40.33)%

1)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12.8)중 투수성포장 인용

2) 투수성 포장재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삭감부하량 특징 비교, 한국방재학회, 2011 

3)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한 호우시 우수유출 저감효과 분석, 대한토목학회, 2001

【참고사항】

Ÿ 투수성포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침투시설 중 

유공포장의 기능을 갖는다.

Ÿ 투수성포장은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국립환경과학원, 

2012.8) 에서 구분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투수성포장

의 기능을 갖는다.

【설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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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모래여과장치(Sand filter)

주요기능

ü 여과기능

ü 침투기능

ü 지하수 함양

적용성
단지: 좋    음

도로: 보    통

유지관리
보통

【기술개요】

Ÿ 불투수면의 강우유출수를 모래여과를 통해 유출수내 협잡물 및 

부유물질을 제거하여 수질을 개선시키는 기술요소이다.

Ÿ 오염물질의 제거는 여과 작용과 침전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며 

여과된 강우유출수는 배수관을 통해 기존 배수관거로 유출된다.

【적용후 장단점】

장 점 단 점

§ 좁은 면적에서 적용이 가능함

§ 오염물질, 유출량 저감

§ 첨두유량 감소, 첨두시간 지연

§ 막힘에 취약함

§ 토사 대량 유입시 취약 

§ 단독으로 큰 배수구역 관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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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가능 위치】

Ÿ 도로, 주차장, 건물 옥상 등에서 발생한 강우유출수 처리가 

가능하고 도심 지역에 소규모 기술요소로 적용이 용이하다.

식생 여과대, 식생체류지 등 다른 기술요소 전․후단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Ÿ 여과가 기본기작 이므로 대량의 토사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적용은 불가능하다.

【설계 및 시공】

Ÿ 여재부에 유입되는 입자성 물질의 양을 최소화 하는 것이 시설

효율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전처리

시설이나 침전, 스크린 기능이 가능한 유입부를 반드시 설치

한다.

Ÿ 유입부와 여재부의 유지관리가 효율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소이므로 

시설 설치시 유지관리가 원활한 구조로 설치한다.

Ÿ 설계 강우 이상 유입될 경우 시설의 안전 및 대상유역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우회수로를 반드시 설치한다.

【유지관리】

Ÿ 강우 종료 후 전처리·유입부의 협잡물과 침전물 제거를 수시로 

실시한다. 유출량 모니터링을 통하여 모래 여과장치의 처리량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여재부의 수위가 상승될 경우 여재부 삭층 

및 여재교체 등의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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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효율】

BOD T-N T-P

501)% 39～712)% 541)～602)%

1)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12.8)중 모래여과시설 인용

2) Fairfax County - LID BMP Fact Sheet - 

Reforestation/Afforestation(sandfilter) February28, 2005

【참고사항】

Ÿ 모래여과장치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여과형시설의 

기능을 갖는다.

Ÿ 모래여과장치는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국립환경과학원, 

2012.8) 에서 구분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모래여과시설의 

기능을 갖는다.

【설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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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빗물통(Rain barrel) 

주요기능

ü 빗물이용

ü 유출저감

적용성
단지: 매우좋음

도로: 적용불가

유지관리
쉬움

【기술개요】

Ÿ 빗물통은 지붕 유출수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되는 저류시설로 

소규모의 강우에 대해서 유출량 저감과 대체용수 확보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Ÿ 집수된 물은 조경용수, 화장실 세척수 등으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다른 지표면 유출수와 비교하여 오염물질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적용후 장단점】

장 점 단 점

§ 강우유출량 관리

§ 집수된 수원 이용 가능

§ 경제적인 설계비용

§ 단독으로 큰 배수구역 관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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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가능 위치】

Ÿ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장단지 등 다양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적용이 가능하다.

【설계 및 시공】

Ÿ 저류된 빗물을 이용 및 보관하기에 유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어린이 등 사람에게 안전한 형태로 설치한다.

Ÿ 유입부에 스크린을 설치하여 낙엽 등 부유물을 거르고 모기 등 

해충의 번식을 방지 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한다.

Ÿ 식수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표기해야 한다.

【유지관리】

Ÿ 유지관리방안은 다른 기술요소에 비해 손쉬운 편이며, 주기적으로 

장치 및 부속물의 막힘을 점검한다.

Ÿ 부대시설로 작은 부속물들은 필요에 따라 교체되어야하고, 

침전물을 연간 1회 이상 제거한다. 매년 침전물 제거를 하는 

동안 빗물통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검사한다.

【기술효율】

Ÿ 빗물통 저류량 만큼 유출량이 저감될 수 있다

Ÿ 저류된 물은 대부분 무강우시 조경용수로 사용되므로 침투, 

증발에 의해 유출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으며, 화장실 세척 등으로 

이용될 경우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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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Ÿ 빗물통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

표 6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저류시설의 기

능을 갖는다.

Ÿ 빗물통은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국립환경과학원, 2012.8)에서 

구분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지하저류조의 기능을 갖는다.

【설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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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선정 및 적용

4.1 기본원칙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선정시 고려할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개발지역의 물순환이 개발 전과 최대한 유사하여야 한다.

 - 빗물은 최대한 발생지점에서 관리한다.

 - 사회기반시설 고유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 심미적, 경관적 편익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 다기능(Multi Function)화를 최대한 고려한다.

 - 설계기법과 기술요소가 효과적으로 복합 적용되도록 한다.

 -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의 기능유지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형태이어야 한다.

【해설】

○ 개발지역의 물순환이 개발 전과 최대한 유사하도록 고려한다.

   - 개발사업 전의 배수과정을 가급적 모방하는 것이 최선이나 

대부분 개발사업이 완전히 새로운 배수시스템을 구성하게 되어 

개발전의 배수과정을 모방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유출량, 오염물질 발생량 등 유역하류 수체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개발전의 상황과 최대한 유사하도록 계획한다.

   - 각각의 영향인자별 적정 기술요소를 검토하고 개발계획 

수립시 최대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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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물은 최대한 발생지점에서 관리한다.

   - 계획단계에서 불투수면 최소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불가피하게 증가되는 불투수면에 

대해서는 투수화를 적극 고려한다. 최종 불투수면으로 

개발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유출수의 저감을 위해 배치되는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는 최대한 발생원에 인접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강우유출 모의 등을 통하여 1차적으로 모이는 지점을 

선정하고 지점별 우선순위 및 최적위치, 최적기술요소를 

선정한다. 이때 기초조사부분의 검토내용을 반드시 반영한다.

○ 사회기반시설 고유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를 적용함에 있어 도로, 주차장, 

공원, 유수지,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 고유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침투기능 확보를 위해 지반공극을 크게 할 경우 지반침하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며 투수성포장재로 설치된 시설의 

경우 동결에 의한 파손, 보행 안정성저하, 막힘에 의한 

배수 불량 등에 대해 검토한다. 공원, 학교 등 주민의 접근이 

상시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기술요소 선정시 안전, 민원발생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유수지의 경우 치수용량의 저하가 

없도록 계획한다. 

   - 기반시설 고유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생원과 인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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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소유역 단위의 분산배치를 고려한다.

○ 심미적, 경관적 편익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 최대한 개발전의 지형 및 피복 상태와 유사하도록 

계획함으로써 심미적 기능과 경관성을 확보하고 주민 친수를 

위한 편익시설로서 기능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신규 및 

기존 녹지공간과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다기능(Multi Function)화를 최대한 고려한다.

   - 다기능이라 함은 시설이 갖는 원래의 기능에 추가적인 

기능이 복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화단형 도로분리대에 저류 및 침투기능을 부여하여 

도로에서 발생하는 초기우수저감과 도로분리대의 기능, 

조경공간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 제한적인 부지에 여러 가지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도심 내 

토지이용 극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다기능화를 

위해 시설 고유의 기능이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 침투 및 

저류기능 부여로 인한 식생고사, 투수기능 확보를 위한 

투수성포장재의 주행성능 저하와 내구성 저하, 건축물 

옥상 녹화시 하중증가로 인한 안전성 저하 등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한 후 적용한다.

○ 설계기법과 기술요소가 효과적으로 복합 적용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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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급적 자연지형을 유지하는 설계기법을 활용하여 유출 

저감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이때 식생

체류, 토양치환, 투수성재료, 저류 공간 확보 등 기술요소

가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계획한다.

   - 기술요소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설계기법을 적용한 지역과 

수문학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하며, 경제성, 경관성, 안전성, 

환경성 등을 고려한다.

○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의 기능유지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형태이어야 한다.

   - 설치 후 지속적인 기능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막힘, 기능

저하, 식생고사, 여재교체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 

가능하고 기능유지가 손쉬운 형태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선정시 가급적 유지관리가 용이한 

형태로 계획하고, 상시 유지관리가 필요한 구조물 계획시 

수시 및 정기점검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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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적용위치 선정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해야할 

주요항목은 개발사업지와 인접지역의 토지이용계획, 강우유출수 

및 오염원 관리능력, 유역 특성, 기타 검토사항 등으로 구분된다.

4.2.1 개발사업지와 인접지역의 토지이용계획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의 적정 설치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지와 인접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한다.

【해설】

○ 본 단계는 설계자가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 부지를 확보하고 토지이용상태에 

가장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한 검토단계이다. 전체 

개발면적 중 교란 면적과 비교란 면적을 구분하고, 교란면적 

중 불투수화 되어 유출량증가가 예상되는 면적에 대해 증가

유량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불투수화 되는 부지중 

인접토지에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을 위한 부지확보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최대한 발생원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 유출량, 오염원 등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점을 선정한다. 

이중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을 통해 저감이 가능한 부지를 

선택해야 하며 해당 부지에 적합한 기술요소를 분석해야 한다. 

이때 기술요소별 저감 기작을 고려하여 해당 토지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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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요소를 선택해야 하며 토질, 지하수위, 투수계수 등의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 개발 예정지 내 단지배치나 도로계획, 조경 및 식재계획, 

주차장, 건물배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될 수 있는 

시설을 선정하고 적용한다.

4.2.2 강우유출수 및 오염원 관리 능력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으로 강우유출수 최소화, 지하수 

재충전, 수질개선, 수생태공간 확보, 하천유지유량 확보 등 

수량 및 수질 관리 능력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해설】

○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의 기본 기작인 저류, 체류, 침투 등은 

개발 후 불투수면 면적이 증가하는 사업대상지의 수환경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들이다. 지하수 재충전, 하천 

수질개선, 수생태 공간 확보, 하천유지유량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때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고 적정한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유출수량 관리가 용이하도록 불투수면과 인접하여 소규모로 

설치하거나 배수구역 말단에 중대규모로 설치하는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저감하고자 하는 수량의 목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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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설치 대상면적이 결정된다. 저감 목표량이 과다할 경우 

지하 저류조 등 인공구조물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는 저영향개발 

기술 요소를 충분히 적용한 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때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배수지체, 투수불량 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 수질관리는 유출수량 관리와 별도의 독립적인 시설설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출량 관리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저류, 체류, 

침투과정에서 유출수내 포함되어 있는 비점오염물질이 침전, 

여과, 생물학적 분해 등으로 저감된다. 설계시 유출량 저감이 

용이한 위치를 선정할 것인지, 고농도 오염부하가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할 것인지를 적절히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유역특성 분석이 필요하다. 

4.2.3 유역 특성

개발 대상지의 수계적 특성을 분석하여 수계 상·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해설】

○ 개발사업으로 인해 수체에 발생하는 가장 큰 변화는 유량의 

증감과 오염물질 유입량의 변화이다. 이는 상·하류 수계와 

밀접한 연관을 갖으며,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저영향개발의 

기본적인 목적이다. 이를 분석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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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대상지가 위치하고 있는 유역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 특히 하류 수체가 상수원 등 중요한 기능을 갖는 수체일 경우 

개발사업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 수립 

단계에서 개발로 인한 수문, 수질 부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2.4 기타 요소

주민에게 친근하고 심미적으로 우수하며, 생태계보전·편리한 

유지관리 등의 기능 확보가 가능한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

【해설】

○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는 강우시 유출량과 비점오염물질 저감의 

기본 기능과 함께 주민 녹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주민들의 심미적 요구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적용 후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검토하고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 개발대상지내 보전가치가 있는 식생대 보전 계획, 개발로 

인해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식생대의 재조림(Reforestration) 

및 이들 보전지역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전방안을 포함하여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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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중 식생체류지, 식생수로 등은 도심내 

소규모 생태계 서식처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 후 지속적인 청소, 준설, 식생관리 

등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유지관리 도로, 폐기물 적치공간  

편의성, 서식지, 지역사회 수용성, 비용 및 기타 환경요소에 

대해 적용 기법을 비교 및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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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술요소 선정 

4.3.1 개요

해당 유역에 적합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 선정기준 도출

- 기준에 따른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선정

【해설】

○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선정은 해당 유역의 강우 및 배수 상황, 

토지이용계획, 주민민원, 발생 가능한 오염원 등 다양한 

영향인자를 반영한다. 

○ 유역별 영향인자 및 중요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역특성에 

맞는 선정기준을 도출해야 한다. 호우 및 배수에 대한 문제 

해결이 중요한 유역에서는 유출량 관리 부분의 평가가 가능한 

기준을 포함하고 가중치를 두어야 하며, 주민 친수 및 생태

건강성이 중요한 유역에서는 해당 부분의 기준을 포함하고 

가중치를 두어 산정한다. 

○ 본 가이드라인에서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선정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기준을 해당유역의 특성에 

맞게 조정·가감하여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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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선정기준

 기술요소 선정시 고려되어야 할 강우 및 배수 상황, 토지이용

계획, 주민민원, 발생 가능한 오염원, 설치가능 입지, 유지관리,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① 부지확보가 가능한가?

② 수문학적으로 설치 가능한가? 홍수에 안전한가?

③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가?

④ 민원발생의 가능성은 없는지?

⑤ 토양의 투수가 가능하며, 지하수위의 영향은 없는가?

⑥ 유입가능한 오염물질에 대응이 가능한가?

⑦ 유지관리가 용이한가?

⑧ 경제적으로 유리한가?

① 부지확보가 가능한가? 

【해설】

○ 기술요소 적용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부지의 

확보이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 토지이용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검토되어야 한다.

○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별 소요되는 부지의 면적은 매우 상이하다. 

소요면적은 기술요소가 구현하고자 하는 저감목표에 따라 

결정된다. 강우유출저감을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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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 목표량이 결정인자가 되며, 비점오염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비점오염원설치신고제도에서의 수질처리용량, 

수질오염총량제도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얻고자 하는 삭감량이 

결정인자가 된다.

○ 부지확보가 어려울 경우 옥상 또는 유수지, 주차장, 학교 등 

추가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② 수문학적으로 설치 가능한가?

【해설】

○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는 강우발생이후 유출수의 흐름에 대해 

인위적인 변경없이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물 흐름을 

인위적으로 변경하여 기술요소를 적용할 경우 비용, 구배, 

배수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유역의 

수문학적 특성과 배수체계를 검토하여 기존 물 흐름에 

순응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민원발생, 부지 확보 불가능 등 불가피하게 기존 물 흐름을 

인위적으로 변경하여 기술요소를 적용할 경우 홍수에 대한 

안전성, 민원발생, 배수체계와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원활한 

물 흐름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 홍수시 기술요소의 유실, 파손, 침수 피해 발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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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여야 하며 식생의 경우 침수로 인한 고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속한 배수처리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원활한 배수가 어려울 경우 저류조 등 유출량 관리가 가능한 

기술요소의 설치를 고려한다.

③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가?

【해설】

○ 설치할 기술요소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있는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주민 및 이용자가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를 

접할 경우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시각적으로 편안해야 하는 

심미적 안정감,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로워야 하는 경관성 

등을 고려한다.

○ 특히 투수성 포장의 경우 차량의 주행성, 보행의 안전성 등에 

영향을 미치며, 침투시설의 경우 침투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

극이 큰 충진재로 채울 경우 주변 공간과의 심미적 부조화 등이 

발생될 수 있다.  나무여과상자 주변 쉼터 조성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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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민원발생의 가능성은 없는지?

【해설】

○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로 인한 주변의 민원발생 가능성을 

고려한다.

○ 공원 내에 식생체류지 설치시 초기 우수에 포함된 오염물질 

퇴적에 따른 악취, 해충발생, 투수성 확보를 위해 투수블럭 

적용시 보행 안전성 저하, 침투시설 설치 후 발생하는 

부등침하, 옥상녹화 적용 후 방수 불량으로 인한 건축물 

누수 등 다양한 민원 가능성에 대해 고려한다.

⑤ 토양의 투수가 가능하며, 지하수에 대한 영향은 없는가?

【해설】

○ 침투형 기술요소 적용시 대상 토양의 투수 및 배수가 

원활한지와 지하수위에 대한 영향이 없는지를 고려한다. 

투수성이 불량한 지역에서는 침투형 시설의 설치가 제한적이며, 

투수성이 우수한 지역에서는 지하수 오염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 침투형 기술요소는 투수계수가 시간당 13mm 이상이어야 하며 

최고 지하수위 또는 기반암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한다. 이때 초과 유입되는 유량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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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우회시설을 설치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강우 

종료 후 최대 72시간 내에 침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⑥ 유입 가능한 오염물질에 대응이 가능한가?

【해설】

○ 토지이용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의 농도 및 

형상이 상이하다. 또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별 저감 가능한 

용량 및 대상 물질이 상이하다. 따라서 사업대상지의 

토지이용특성을 검토하여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의 농도와 

입자상 물질의 크기 등을 검토하여 이에 적합한 기술요소를 

선정한다.

○ 개발 사업지 등 지속적으로 토사가 유출되는 지역에 침투형 

시설이나 여과형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고농도 유기물질이 포함된 초기우수가 발생하는 지역에 

식생체류지의 적용은 적절치 않다. 

○ 토사발생이 많은 지역에서 토사침전 효과가 큰 전처리 시설

물 설치 후 후단시설로 침투형, 여과형 시설을 설치할 경우와 

같이 보완적인 기술을 접목하여 설치할 경우 다양한 기술요

소의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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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유지관리가 용이한가?

【해설】

○ 기술요소 설치 후 시설의 효율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지관리이다. 각 기술요소에 적합한 유지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설치시에는 유지관리가 손쉬운 형태로 

설치하도록 최대한 고려한다.

○ 유지관리는 준설, 협잡물제거, 식생 제거, 식생교체 등을 

포함하며 유지관리를 위한 동선, 장비의 진입, 적치 공간, 

교체재료의 확보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기술요소를 선정해야 한다.

○ 기술요소 적용 후 유지관리 및 비용에 대한 책임기관을 

고려한다. 

⑧ 경제적으로 유리한가?

【해설】

○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으로 인해 계획된 사업비를 

초과하거나, 기존 설치방법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기술요소의 적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 

○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의 효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량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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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는 효과 이외의 부가적인 편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설치비용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을 통해 총량제, 비점오염설치신고제도 등에서 

얻게 되는 효과에 대해 비용분석하여 가용한 사업비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술요소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리효율만을 고려하여 대규모 시설을 계획하기보다 비용대비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요소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설치비용과 함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반드시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비용과 설치비용, 저감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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