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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의 필요성

1.1�과업의�배경

서울특별시�물순환�회복�및�저영향개발�기본조례�

(1)�목적

•�도시�물환경�악화에�따른�문제를�해결하기�위해,�빗물의�침투·저류를�통한�빗물의�표면�유출�억제와�버려지는�물을�재이용

하려는�목적으로�저영향�개발을�유도하여,�악화된�물순환과�물환경을�회복하고자�함�

(2)�주요�내용�

•�개발사업�등으로�인한�물환경�훼손�및�오염방지의�책무와�원인자�책임원칙�명시

•� ‘빗물관리�기본계획’�수립�기준을�구체화하고,� ‘빗물분담량’�제시

•�저영향개발�사전�협의제도�등�저영향개발�유도를�위한�방안�신설

•�중앙행정기관장�또는�지방자치단체장이�시행하는�관광단지�개발사업�등�44개�개발사업�등에�대한�빗물관리�의무�신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등�빗물관리시설�설치�권고�확대�

•�풍수해,�가뭄,�지하수�함양�및�비점오염관리�등�지역�여건을�고려한�빗물관리�촉진근거�마련�

•� ‘물순환�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근거�규정�

•�물순환�회복을�위한�정책�지원(성능시험기준�마련,�재정지원,�연구개발�촉진,�홍보�및�교육)

연구의�필요성

•�공공에서�선도하는�물순환�도시�조성�필요

•�신도시�조성�및�재개발�지역을�대상으로�물순환�회복�성공모델을�통한�인식�전환�계기�마련

•�물순환에�대한�효과�분석�및�실험�검증

•�체계적인�관리�및�활용�방안�도출�필요

물순환�효과분석�및�인프라구축기술�개발연구�용역

01. 과업의 개요

01
과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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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유지관리�지침서�마련

•�재개발�및�재건축�등�각종�개발사업에�대한�물순환�시설�적용�유도�방안�마련

2 과업의 목적

•�도시�물환경의�악화로부터�개발과�환경의�조화를�기반으로�한�지속�가능한�물순환�체계�구축

•�강우�유출수�관리를�자연의�특성을�활용하여�불투수에�의한�영향을�최소화하고�유역의�수문학적�또는�생태적�기능을�

유지�및�복원하여�도시우수를�효율적으로�관리

•�도심�물순환�시설에�대한�실증적�연구를�통하여�효과를�검증하고�확대�적용�등�도시안전도�향상

3 과업의 범위

3.1.�공간적�범위

•�효자배수분구,�도봉동�‘새동네’,�마곡지구(지역별)

•�침투형�빗물받이,�침투배수로,�생태�저류형배수로,�옥상저류,�투수포장(시설별)

•�서울�시내�총�7개소�지점에�LID�시설과�LID�시설�모니터링�계측기�설치

그림�1.1�서울�시내�LID�시설�및�모니터링�장비�설치�지점

3.2.�내용적�범위

물순환�관련�국내·외�자료조사�및�분석

•�물순환�관련�국내외�제도·정책,�기술,�실험검증,�경제성�분석�등에�관한�한국,�미국,�일본,�독일�등�국내외�주요�국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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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조사�및�분석을�통한�물순환�시설의�지침�마련

물순환�시설�모니터링�및�효과검증

•�대상지인�효자배수분구,�도봉동�새동네,�마곡지구�등에서�기�설치�시설�및�설치�예정�시설을�대상으로�수질,�수문,�미기후,�

식생�모니터링�

•�계측값은�효과검증을�위한�모델링의�검증값으로�활용

강우�유출�및�수질오염�저감효과,�토양오염�영향분석

•�필터�막힘,�투수능�변화,�시설�내�퇴적량�확인�등�시설의�유지관리를�위한�조사�진행

환경적�비용을�고려한�물순환�시설�도입의�편익비용�분석

•�물,�에너지,�대기질�개선,�기후변화�대응�등�카테고리별�정량적�발생�편익�평가�방식

•�단계별�프레임워크�평가�방식

물순환�시설의�적정구축방안�및�효과분석

•�추후�계획�및�시설을�위한�시설별�최적화�대안을�제시

유역별�토지이용�특성,�자연지형�등을�반영한�빗물관리계획�및�그�효과분석

•�검증결과를�바탕으로�개별�시설의�강우�유출�모델을�도출하고�다양한�강우에서의�수량적�효과�추정

설계�기준,�시공�기준,�계획수립�및�유지관리�지침서�작성�등

•�국내외�기술지침�수집/분석을�통해�시설기준�항목과�내용�정리

•�개별시설�모니터링을�통해�시설별�효과검증�및�시공/유지관리에�관한�실무적�지침�제시

•�대상지역�비용편익�분석을�기반으로�한�효과�모의를�통해,�기존�시설과의�연계에서의�최적�설계용량/배치/연계�지침�제시

4 과업수행 접근방법

4.1�LID�물순환�시설�모니터링

•�개별�물순환�시설에�대해서는�유입-유출부에서�수질�및�수량�모니터링을�실시하여�효과를�분석하고,�물순환�시설의�목적

에�따라�모니터링�방향을�결정�

•�소유역�또는�집수구역�규모에서는�설치�전후를�비교하거나�단일�시설을�설치했을�때와�여러�시설을�연계하여�설치하였을�

때�효과를�알아볼�수�있도록�모니터링을�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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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물순환�시설�모니터링�접근방법

4.2�LID�물순환�시설�모델링

•�LID�물순환�시설의�모델링은�①�불투수면-투수면-유출,�②�개별�집수구역-별도�LID�구역-유출,�③�개별�집수구역-부분�

LID�구역-유출�등�세�가지�모형을�기본으로�하여�진행�

•�이를�통하여�물순환�시설의�효과�분석뿐만�아니라�효율적인�배치방안을�도출할�수�있음

그림�1.3�물순환�시설의�모델링�접근방법

4.3�비용편익분석

•�서울시�모니터링�시설에�대한�효과�검증을�통해,�서울시�빗물�분담량�산정시의�빗물관리�대책량으로�환산시키는�방안을�

제시

•�서울시�빗물�분담량�적용대상�시설(기존�보고서�내)을�3개의�대상지역에�배치�후�효과�분석�및�배치/연계�등의�최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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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물순환�목표에�도달할�수�있도록�함

•�편익이�발생할�수�있는�편익�분석�항목들을�물,�에너지,�대기질�개선,�기후변화�대응�등�카테고리별로�분류하여�각�카테고

리별로�발생하는�편익�항목들을�정량화�한�후�화폐�가치로�평가

•�서울시�저영향개발�사전협의제�운영�성과에�기반하여�사전협의제�운영에�따른�서울시의�물순환�시설�보급에�따른�편익�

효과를�공공교육시설,�도로교통시설,�공원녹지시설,�민간건축시설별로�분류하여�평가

•�서울시�투수성�보도�면적�확대�계획에�따른�현재의�투수성�보도�현황에�대한�편익�효과를�분석하고,�향후�2025년까지�

전면�확대�되었을�경우�기대�할�수�있는�연간�편익�효과를�산정

그림�1.4�물순환�시설의�비용편익�분석�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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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역 단계별 업무 흐름도

용역�수행조직�및�인원현황

총 괄 책 임 자

총괄책임연구원, 김이호

물순환 효과분석 및 
가이드라인 작성

도로시설의 안전성 검토 수문모니터링 및 효과검증 수질모니터링 및 효과분석

책임연구원, 김이호
연구원, 이정훈
연구원, 이승원
연구원, 김미경

연구보조원, 이대희

책임연구원, 유인균
연구원, 조혜진
연구원, 이수형

책임연구원, 권경호
연구원, 하랄드 좀머
연구보조원, 박미라

보조원, 송혜진
 

책임연구원, 김이형
연구보조원, 최지연
연구보조원, 홍정선
연구보조원  유기경
연구보조원, 문소연

과업의�수행조직의�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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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부과업 수행방안

6.1�물순환�관련�국내외�자료조사/분석

•�물순환�관련�국내외�제도·정책,�기술,�실험검증,�경제성�분석�등에�관한�한국,�미국,�일본,�독일�등�국내외�주요�국가들의�

사례�조사�및�분석을�통한�물순환�시설의�지침�마련�및�비용편익분석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

6.2�LID�물순환�시설�모니터링�및�효과검증

•�대상지인�효자배수분구,�도봉구�새동네,�마곡지구�등�지역의�기�설치�시설�및�설치�예정�시설을�대상으로�모니터링�목적에�

맞게�계측기를�설치

•�계획된�일정에�맞게�수질,�수문,�미기후,�식생�모니터링을�진행하고�모니터링으로부터�나온�계측값은�효과검증을�위한�

모델링의�검증값으로�활용

•�필터�막힘,�투수능�변화,�시설�내�퇴적량�확인�등�시설의�유지관리를�위한�조사�진행

•�검증결과를�바탕으로�개별�시설의�강우�유출�모델을�도출하고�다양한�강우에서의�수량적�효과�추정�

•�추후�계획�및�시설을�위한�시설별�최적화�대안을�제시할�것임

6.3�대상지/모의�효과분석

대상지�특성

•�물순환�시설의�효과�검증을�위한�대상지역:�효자배수분구,�마곡지구,�도봉구�새동네

•�대상지역�특성:�대상지역의�특성은�아래의�표에�정리됨

표�1.1�용역�대상지역의�특성

효자배수분구 마곡지구 새동네 

총면적 528 ha 366 ha 4 ha 

관거 체계 합류식 관거지역 완전분류식 관거지역 물순환, 빗물이용 

도시개발 형태 기존도시 신도시 재개발 지역

대상지 특성

- 2011년 광화문 침수지역
- 시가화 지역으로 불투수면적 비율

이 높음
- 유역에 속하는 산지면적이 넓고, 

경사 급함

- 호수 공원 등 녹지공간의 비율이 
높음

- 도로, 공원, 아파트단지를 중심으
로 빗물관리시설이 설계됨

-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재생사업과 연
계, 빗물순환도시 시범 모델 제시

- 침투형 빗물받이, 유공관, 지하침투
형 저류조 시범설치, 투수포장, 옥상
녹화 등 다양한 시설 도입

모의�프로그램

•�STORM.XXL�:�독일�IPS�사가�연방�환경청의�지원을�받아�개발한�빗물관리�계획(물순환(이용,�침투,�증발산),�홍수대책,�

비점오염)�모의�가능한�전문가�버전

•�독일:�베를린시,�하노버시,�함부르크시,�엠셔유역�등�독일�내�주요�도시의�빗물관리�기본계획�수립시�적용

•�유럽�연합:�다수의�연구과제�수행�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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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모의/검증�항목

표�1.2�효과�모의/검증을�위한�지역별�주요�항목

효자배수분구 마곡지구 새동네 

총면적 528 ha 366 ha 4 ha 

관거 체계 합류식 관거지역 완전분류식 관거지역 물순환, 빗물이용 

주요 효과분석 항목
물순환 효과
CSOs 저감

도시배수능 향상

물순환 효과
비점오염 저감

도시배수능 향상 

물순환 효과
CSOs 저감

도시배수능 향상

목표량 설정 
- 침투/증발산/이용량
- CSOs 부하량/빈도
- 관거 통수가능 재현빈도 상승

- 침투/증발산/이용량
- 비점오염 부하량
- 관거 통수가능 재현빈도 상승 

- 침투/증발산/이용량
- CSOs 부하량/빈도
- 관거 통수가능 재현빈도 상승

효과�모의/검증�방법�

•�해당�효과를�모의/검증하기�위한�대상지�조사�항목,�기본방향/목표량�설정,�빗물관리�시설의�종류와�규모�선정,�모의를�

위한�기본계획�수립�등의�프로세스는�다음과�같음

그림�1.5�모의�검증�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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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비용편익분석

카테고리별�편익�분석�항목을�바탕으로�한�단계별�프레임워크�평가�방식

•�다양한�편익�분석�항목을�사회적·환경적·경제적�효과를�기반으로�물,�에너지,�대기질�개선,�기후변화�대응�등의�카테고리

로�분류하여,�물순환�시설이�각�카테고리별로�기여할�수�있는�발생�편익을�추정

•�각�편익�분석�항목들에�대한�편익�효과들을�정량화�하는�1단계와�정량화된�편익�효과들을�화폐�가치로�산정하는�2단계의�

단계별�프레임워크�평가�방식�준용

그림�1.6�다각적�편익�발생�효과를�평가하기�위한�편익�산정�방안

표�1.3�대상지의�경제성�평가를�위한�주요�항목

공간적 범위 효자배수분구 마곡지구 새동네

목표량 설정 (경제성 비교)
- CSOs 부하량/빈도
- 관거 통수가능 재현빈도 상승

- 비점오염 부하량
- 관거 통수가능 재현빈도 상승 

- CSOs 부하량/빈도
- 관거 통수가능 재현빈도 상승

기존 집중형 시설
소요비용

(Grey Infrastructure)

- CSOs 저감시설
  (하수처리장, 하수저류지/처리

설비 등) 
- 통수능 증가 비용

- 장치형 비점오염 저감 시설 

- 통수능 증가 비용 

- CSOs 저감시설
  (하수처리장, 하수저류지/처리

설비 등)
- 통수능 증가 비용

기존+분산형(LID)  
소요 비용 

기존+분산형(LID) 시설 소요비용 기존+분산형(LID) 시설 소요비용 기존+분산형(LID) 시설 소요비용

Triple�Bottom�Line�평가�방식

•�환경적,�사회적�가치를�정량적으로�나타내는�것은�결코�쉬운�일은�아니지만,�해외�연구�사례와�자료를�수집,�분석해서�

이를�바탕으로�유추

•�여가공간�창출(녹지,�오픈스페이스),�주거지�경관개선에�따른�지가상승가치,�도시열섬저감�가치,�미세먼지�저

감�등�대기질�향상가치,�기존방식의�공사로�인한�교통통제,�통행불편저감�가치,�저소득층�비숙련노동자�일자리

(소득증대)�창출�가치,�동식물�서식처�조성가치�등을�기존방식과�분산형�방식으로�나누어�경제성평가를�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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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Triple�bottom� line�평가방식과�기존방식

표�1.4�물순환�시설의�환경적/사회적�편익�비교�예시

환경적/사회적 가치 분산형(LID)방식 기존 방식

여가공간 창출(녹지, 오픈스페이스) 천원 천원 

주거지 경관개선, 지가상승 가치 천원 천원 

도시열섬저감 효과와 가치 천원 천원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향상 가치 천원 천원 

(기존방식)공사로인한 교통통제, 통행불편 저감 가치 천원 천원 

저소득층 비숙련 일자리(소득증대) 창출 가치 천원 천원 

동식물 서식처 조성 가치 천원 천원 

(항목추가)… … … 

6.5�설계/시공/유지관리�지침�마련

•�국내외�기술지침�수집/분석을�통해�시설기준�항목과�내용�정리�

•�개별시설�모니터링을�통해�시설별�효과검증�및�시공/유지관리에�관한�실무적�지침�제시�

•�대상지역�비용편익�분석을�기반으로�한�효과�모의를�통해,�기존�시설과의�연계에서의�최적�설계용량/배치/연계�지침�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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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설계/시공/유지관리�지침�마련�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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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순환 관련 기술 동향

1.1�물순환�관리�기술

물순환�관리의�개념�및�주요�용어

재해에�안전하고�생물다양성�및� 자연자원을�보전하기�위해�독일,� 일본,� 미국�등� 선진국들은�물순환형�도시

(Water�Cycle�City)에�주목하고�있다.�최근에는�기후변화에�적응하고�다음�세대에�온전한�상태의�자연환경을�넘

겨주기�위해,�보다�물에�민감한�도시�인프라를�조성하는�방안을�마련하고�있다.�이러한�움직임은�국가별로�다양한�

용어를�생산하는�계기가�되었다.�

독일의� 분산식� 도시계획(Decentralized� Urban� Design,� DUD),� 영국의� 지속가능한� 빗물관리(Sustainable�

Urban� Drainage� System,� SUDS),� 일본의� 건전한� 물순환� 국가계획(Sound� Water� Cycle� on� National�

Planning,� SWCNP),�미국의�저영향개발(Low� Impact�Development,�LID),�그리고�호주의�물�민감성�도시계획

(Water� Sensitive� Urban� Design,�WSUD)�등이�있다(표� 2.1).�

각국이�사용하는�용어는�다르나�강우가�발생하는�도시�공간에서�물순환�관리를�보다�적극적으로�시행하여�보다�

지속가능한�도시를�구현하고자�하는�관점에서는�동일한�목적을�지니고�있다.�즉�공통적으로�녹지를�보전하고�발생

한�강우유출수를�발생원에서�관리하여�개발�이전의�수문학적�특성을�유지하거나�회복시키는�물관리�정책을�추진하

고�있다.�결국,�개발의�편리성과�인위적�운영이�강조된�기존의�회색�인프라(Grey� Infrastructure)를�자연현상을�

모사하고�지속가능성을�강조한�녹색�인프라(Green�Infrastructure)로�변모해나가고�있는�것이다.�독일과�미국에

서는�불투수�면적에�직접�또는�간접적으로�관련한�빗물요금을�부과하고�있다.�이를�통해�발생원에서�빗물을�저류

하거나�침투시키는�기법을�활용하도록�장려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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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각국의�물순환�관리�개념과�특징

국가 개념 특징

독일

분산형 도시설계

(Decentralized Urban 

Design, DUD)

Ÿ 도시계획 단계에서 강우 유출수 관리 계획 수립

Ÿ 생태건축 기반의 분산식 빗물관리

Ÿ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한 빗물요금 부과

Ÿ 사업화 단계 (본격적 양산 및 품질관리)

영국

지속가능한 

도시배수시스템

(Sustainable Urban 

Drainage System, 

SUDS)

Ÿ 탄소 중립형 도시계획 추진

Ÿ 발생원에서 빗물을 관리하여 강우유출수를 저감

Ÿ 빗물 저류 및 이용, 빗물 침투 및 증발산 증진

Ÿ 연계처리 기법 활용

Ÿ 실용화 단계 (실제 환경에서 검증 단계)

미국

저영향 개발/

그린 인프라

(Low Impact 

Development, LID/ 

Green Infrastructure, 

GI)

Ÿ 강우 유출수를 발생지역에서 관리하는 토지개발 방식 및 자연 상태의 강우-유출 

양상을 유지시키는 소규모 기술의 조합

Ÿ 자연 상태 수문특성 유지, 녹색 인프라의 확보, 자연형 공간 조성, 비점오염 저감, 

연계처리 기법 활용

Ÿ 불투수 면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한 빗물요금 부과

Ÿ 실용화 단계 (실제 환경에서 검증 단계,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단계)

호주

물 민감형 도시설계

(Water Sensitive 

Urban Design, WSUD)

Ÿ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홍수, 가뭄, 환경보전 등 다목적의 빗물관리를 도시계

획 단계에서 수립

Ÿ 빗물 저류, 침투, 활용 등 다각도로 강우관리

Ÿ 물 확보(해수담수화) 및 절약(하수재이용) 추진

Ÿ 실용화 단계 (실제 환경에서 검증 단계)

일본

균형있는 물순환 시스템

(Well-Balanced 

Hydrological System, 

WBHS)

Ÿ 지속가능한 물순환 건전화를 위해 국가계획에 반영

Ÿ 유역 내 빗물의 하천 배제를 지양하고 가능한 강우 발생 지역에서 저류하고 침투시

켜 하류 하천의 부하를 최소화

Ÿ 조절지 등 강우유출 저감 시설 유역 내에 조성하고 공원, 학교, 체육시설 등을 조절

지로 활용

Ÿ 실용화 단계 (실제 환경에서 검증 단계,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단계)

현재�우리나라는�빗물과�관련하여�“빗물”,�“강우유출수”,�“우수”�등�다양한�용어가�사용되고�있다.�또한�부처

별로�관장하는�영역과�목적에�따라�“빗물이용시설”,�“우수유출저감시설”,�“빗물관리”,�“비점오염저감시설”�등이�

이용되고�있다.�지방정부에서는�빗물과�관련하여�“물순환”,�“빗물저류시설”,�“빗물이용시설”,�“빗물침투시설”�등

으로�구분하여�사용하기도�한다.�도시�지역에서�빗물과�관련한�용어로�분산식�빗물관리,�저영향�개발(Low�Impact�

Development,� LID),� 그린� 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GI)� 또는� 그린� 빗물� 인프라(Green� Stormwater�

Infrastructure,� GSI)라는�용어도�사용되고�있다.�법령과�자치법규에서�사용하고�있는�용어와�정의를�표� 2.2에�

정리하였다.�빗물을�효율적으로�이용하고�관리하기�위한�다양한�용어가�사용되고�있지만�분산식�빗물관리,�그린�

인프라�또는�그린�빗물�인프라에�대한�명확한�법률적�정의는�아직�없다.�빗물은�자연계와�인공계�물순환의�근원이

다.�이를�효율적으로�관리하다면�물환경�관리와�유용한�자연자원�보전�및�가뭄과�풍수해로부터�안전한�도시를�

구축하는�근간이�될�것이다.�여러�중앙부처�및�지방정부에서�빗물과�관련한�다양한�용어를�사용하고�있는�것은�

그�만큼�빗물의�순환·관리·이용이�점차�중요해지고�있다는�증거이다.�

저영향�개발�기법은�제한된�예산으로�기후변화에�적응하고�다양한�도시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주목받

고�있다.�저영향�개발�기법에�대한�미국의�일반적인�정의는�“개발�이전의�수문학적�특성을�유지하거나�회복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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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강우�유출수를�최대한�발생�지역에서�관리하는�토지�개발방식”이다.�우리나라는�친수구역�조성지침에�“홍수�

및�수질오염�저감을�위한�우수의�침투,�저류,�물순환�체계를�고려한�토지�이용계획기법”으로�정의하고�있다.�즉,�

자연�상태의�강우-유출�양상을�모사하는�다양한�규모의�기술�조합�및�계획기법으로�오염원�유출�부하량�최소화,�

강우�시�총�유출량�감소를�소규모�구획단위에서�유도하여�최종적으로�개발�이전의�자연�상태의�수문순환�구조에�

유사하게�관리하는�방식을�의미한다.�

표�2.2�물순환�관리와�관련한�용어

용어 정의 출처

빗물이용시설
Ÿ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

하는 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우수유출

저감시설

Ÿ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

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6호

강우 유출수
Ÿ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비점오염

저감시설

Ÿ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불투수층
Ÿ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

트·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물순환

Ÿ 바닷물, 호수, 강, 하천 등의 물이 증발하여 빗물로 내려 지하수

나 하천에 흘러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다시 바라로 돌아오는 자연

계 물의 순환과 상수도나 하수도 등의 급배수 시설의 영향에 따

라 발생하는 인공계 물의 순환을 포함한 물의 순환계

Ÿ 물이 빗물의 형태에서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호수·늪 등으

로 흘러들었다가 다시 증발하여 빗물로 되는 연속된 물 흐름의 

체계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2조제1호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

저영향개발

Ÿ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2조제2호

빗물분담량
Ÿ 도시화 이전 자연계 물순환의 회복과 빗물의 표면유출 증가에 따

른 재해예장을 위해 각 발생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목표량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2조제5호

빗물침투시설

Ÿ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Ÿ 빗물의 유출제어를 목적으로 빗물을 저류 또는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 시설

Ÿ 우수 유출 저감시설의 종류 중 저류시설: 쇄석공극 저류시설, 운

동장저류, 공원저류, 주차장저류, 단지 내 저류, 건축물 저류, 공

사장 임시저류, 유지(溜池)·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2조제3호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제5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2호

빗물저류시설

Ÿ 빗물을 저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Ÿ 빗물 유출수를 땅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침투 저류지, 침투도랑, 침투통 등을 포함

Ÿ 우수 유출 저감시설의 종류 중 침투시설: 침투통, 침투측구, 침투 

트렌치, 투수성 포장, 투수성 보도블록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2조제3호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1호

물의 순환이용

Ÿ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빗물, 중수도, 

하수 처리수 등이 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생활·공업·

농업·조경·하천 유지용수 등 사용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것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조례」제2조제9호

빗물관리시설

Ÿ 건축물의 지붕, 도로 및 그 밖의 불투수 지표면에 내린 빗물을 관

리하는 시설로서 빗물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및 빗물침투시설 

등

Ÿ 건축물의 지붕, 도로 및 그 밖의 불투수 지표면에 내린 빗물을 이

수·치수·환경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는 시설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조례」제2조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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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중앙�집중형�빗물관리와�새로운�저영향�개발�개념의�분산식�빗물관리를�표�2.3에�비교하였다.�기존�방식이�

강우가�발생하면�관거에�직접�접속하여�신속하게�배제하는�방식이라면�새로운�개념의�분산식�빗물관리는�강우가�

발생한�지역에서�소규모�분산형�빗물관리�시설을�통해�저류�또는�침투를�유도하여�유출을�지연하는�것이�큰�차이

점이다.�특히�첨두�유출량�관리�중심에서�강우�총량관리�차원으로�변모하고�있다.�즉�연중�내리는�빗물의�절반�

정도는�일�강우�10�mm�이하이며�강우총량의�80%�정도는�약�40�mm�이하이다.�그러므로�불투수면에서�발생원에

서�강우를�녹지�등에�저류하고�침투시키거나�추가적인�침투시설�또는�저류시설을�통해�관리함으로써�분산형�소규

모�빗물�관리시설을�통해�강우총량을�관리하게�된다.�이를�통해�소규모�강우와�함께�유출되던�비점오염물질이�관

리되고�지하수�함양은�물론�양질의�빗물을�수자원으로�이용할�수�있게�된다.�이러한�분산형�빗물관리�기법은�도시

계획�단계에�반영하는�것이�가장�비용�효율적이며�지금까지�마운드�형태의�녹지를�오목하게�언더마운드�형태로�

조성하면�동일한�토지이용에서도�빗물을�효과적으로�제어할�수�있게�된다.�또한�언더마운드�형태의�녹지는�강우�

발생�시�우선�침투가�발생하지만�침투�기능이�완료된�이후에도�상부에�일부�담수되었다가�침투�기능이�회복된�이후�

다시�침투될�수�있도록�시간적·공간적�확보를�제공하는�장점이�있다.�초기빗물이�녹지로�유입되는�경우�녹지�입장

에서는�영양물질이�공급되는�것으로�간주할�수�있으며�식생,�토양�및�미생물의�활동�등을�통해�유입된�오염물질의�

자연정화가�이루어지게�된다.�따라서�소규모�분산형�빗물관리를�중심으로�한�저영향�개발�기법은�공원�및�조경�

분야의�역할이�중요하며�특히�도시계획�단계에�반영하는�것이�보다�효과적이다.�

표�2.3�기존�빗물관리(중앙집중형)와�LID�빗물관리(분산형)�방식의�비교

기존 빗물관리 (중앙집중형) 구분 LID 빗물관리 (분산형)

배수구역 말단 대응위치 배수구역 내부 (발생원)

신속 배제(관로 이용) 접근방식
유출지연

(관로와 연결된 불투수면 최소화)

유역 말단의 유수지 활용 저류방식 강우 발생지역에서 저류

해당 없음 침투방식 강우 발생지역에서 침투

하수처리장(합류식 관거지역)

우수토실(분류식 관거지역)
수질관리 발생원에서 수질관리용량 제어

첨두유출량 관리

빗물펌프장 의존
홍수관리

총 유출량 관리

(개발 이전 수준의 수문량 관리)

해당 없음 물순환 물순환 건전화 (침투, 증발, 수온관리)

중수, 하수재이용 물이용 빗물이용, 중수, 유출지하수 연계활용

댐, 관거, 빗물펌프장, 유수지 주요시설 빗물정원, 저류시설, 침투시설

택지개발시 하수도계획 도시계획 건축, 단지, 지역 공간계획

신속한 집수와 배수 장점

저비용 고효율, 유지관리 용이

도시 생태 및 경관 환경 개선

대체수자원 확보 및 폭염 등 대응

빗물순환 및 열순환 장애, 건천화

수질오염부하 증가, 증발산량 감소

미기후 악화 및 폭염 대응능 부재

막대한 재원, 사회적 비용, 환경피해

단점
집중 호우시 저류 효과에 한계

(영구저류조, 우수관 등 확보로 보완)



02. 물순환 관련 국내외 자료조사 및 분석

21

저영향�개발(Low� Impact�Development,�LID)

저영향�개발은�개발이전의�수문학적�특성을�유지하거나�회복시키기�위해�강우유출수를�최대한�발생지역에서�관

리하는�개념이다.�지속가능한�도시�및�산업�개발의�패러다임이�확산되면서�국내외적으로�물순환의�건전성�회복을�

위한�저양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기술이�중요시되고�있다.�

* LID(Low Impact Development, 저영향 개발) 

• 일반적 개념: 저영향 개발은 개발 이전의 수문학적 특성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키기 위해 강우 유출수를 최대한 발생지역에
서 관리하는 토지개발 방식 개념 (Low impact development is a stormwater management and land development 
strategy applied at the parcel and subdivision scale that emphasizes conservation and use of on site natural features 
integrated with engineered, small-scale hydrologic controls to more closely mimic pre-development hydrologic 
functions. (Low impact development, puget sound action team, 2005))

• 국토해양부: 홍수 및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우수의 침투, 저류, 물순환 체계를 고려한 토지이용 계획기법(친수구역 조성지
침, 2011. 11)

전통적인�중앙�집중식�빗물관리에�반대되는�개념으로�소규모-분산형-자연지형�이용-식생과�경관�고려-토지계획

의�연동을�특징으로�하며,�개발�사업에서�통합적�환경계획을�수립하고�부지선정�단계에서부터�지역�단위의�강우�

유출수�관리계획을�수립한다.�자연지반과�지형을�이용하므로�저비용이며�투자에�비해서�편익이�높고,�자연�상태와�

유사한�유역관리를�통하여�유지관리에�따른�추가비용�발생�부담이�적다.�한정된�공간만이�아니라�개방된�공간에서

도�적용이�가능하며,�신도시�개발�및�도시�재개발에도�적용이�가능하고�다양한�형태의�토지이용�계획을�수립할�

수�있다.

LID�기법에�대한�용어는�미국에서�최초로�도입되었지만�세계적으로�LID�기술과�유사한�형태로�각국의�현실에�

적합하게�발전되어�왔으며,�각각의�특색을�가진�산업과�정책이�창출되고�있다.�국내에서도�LID와�관련된�관심은�

계속�증가하고�있으며�최근�5∼6년에�걸쳐�국토교통부,�환경부,�국민안전처�등�정부기관을�중심으로�도입�및�타당

성�분석,�국내�적용방안에�대한�논의와�연구가�꾸준히�진행되고�있다.

(1)� LID�적용�목적과�원칙

성공적으로�저영향�개발�기술을�적용하기�위해서는�기본원칙이�필요하다.�이러한�원칙을�따라�기술을�적용할�

경우�그�효과를�최대한으로�이끌어낼�수�있으며,�저영향�개발�기술관련�설계�매뉴얼의�내용을�바탕으로�다음과�

같이�정리하였다(SEMCOC,� 2008;� UACDC,� 2010;NAHB� Research� Center,� 2003).� � � �

가.�계획�단계에�적용

빗물�유출의�영향을�최소화하고�저영향개발의�이점을�최적화하기�위해서는�저영향개발�기법을�적용한�

통합적�빗물관리가�계획단계에서�적용되어야�한다.

나.�유출의�최소화

�저영향�개발의�1차�목적은�개발과정에서�비구조적인�시스템을�통합하여�빗물�유출을�최소화하는�것이

다.�여기에는�자연�특성의�보존,�클러스터�개발,�불투수면의�최소화�등이�포함될�수�있다.�대상지에�대



물순환 효과분석 및 인프라구축기술 개발연구 용역

22

한�전략적인�설계로�유출방지를�최대화시키면,�세부적인�설계는�다양한�요소기술의�적용을�통해�이루어

질�수�있다.� � � �

다.�분산형�빗물�관리

�빗물의�저장�및�침투와�같은�빗물�관리시스템은�대상지역에�골고루�분산되었을�때�자연적인�유출패턴

과�가장�유사하므로�분산형�빗물�관리시스템의�구축이�중요하다.�또한,�효과적으로�빗물을�관리하기�

위해서는�저영향�개발�기법의�세부�기술요소를�전략적으로�배치하는�것도�중요하다.�

라.�빗물의�발생원�관리

�빗물을�발생지점에서�저류·침투시킴으로서�하류�지점에서의�유출수�집중을�방지하고,�배수로를�통해�

비점오염물질의�이동을�감소시킬�수�있어�유량�및�수질관리를�동시에�할�수�있다.�

마.�빗물은�하수가�아닌�수자원

�포괄적인�설계�과정의�한�부분으로서�저영향�개발을�적용시킬�경우,�빗물은�가능한�빨리�배제되어야�

하는�대상이었던�기존의�개념이�아닌�지하수�충전,�하천�유지용수,�호소나�습지�생태계�보존,�물�공급,�

쾌적한�환경�등을�제공하는�소중한�자원이라는�인식으로�전환될�수�있다.� �

바.�자연�물순환의�복원�

�저영향�개발�기법을�이용한�빗물관리는�대상지역의�자연적인�배수과정과�기능을�그대로�복원하고,�침

투나�저장과�같은�수문�과정을�조정하여�목표수질과�수량�확보�및�자연�환경�보호�등을�실현할�수�

있다.�

사.�저영향�개발�기법은�신개발�뿐�아니라�재개발지에도�적용:�

�저영향�개발�기법은�신개발�지역�뿐�아니라�재개발에도�적용할�수�있다.�실제로�저영향�개발은�기존에�

저영향�개발�기법을�고려하지�않았던�합류식�하수관망�지역,�재개발�지역�등�기존�지역에�적용할�수�

있으며,� 저영향� 개발� 기법의� 광범위한� 적용은� 수자원�보호� 및� 복원의� 가능성을�향상시킬� 수� 있다.

(2)� LID�요소�기술

빗물을�발생원�근처에서�관리하는�기법은�흐름을�조절하거나�저류�및�저장�그리고�침투시키는�방법이�있으며,�

식생�등을�활용한�여과�및�처리�기능을�활용하기도�한다.�기계적�방식이나�생물학적�방식을�이용할�수�있으며,�

종류에�따라�강우를�관리하는�용량이�달라진다.�각각의�시설에�대한�정량적인�평가는�활발히�이루어지고�있으나�

이들�시설이�조합된�시스템의�경우�아직까지�정량화되지�못하고�있다.�또한�최근�새롭게�개발되어�이용하고�있는�

요소�기술이�늘어나고�있으며�이들�시설까지�포함하여�조합이�이루어질�경우�보다�효율적인�적용이�가능해�질�것으

로�기대하고�있다.�이들�기법들은�유역단위,�공동주택,�개별�건축물,�공원,�주차장�및�도로�등에�다양한�형태로�

조합하여�적용되고�있다.� � �

LID�기술을�새롭게�적용하거나�기존�시설의�성능�향상을�위한�LID�기술�적용�최적화�설계를�할�경우�환경을�



02. 물순환 관련 국내외 자료조사 및 분석

23

배려함과�동시에�가능한�최소의�비용과�변화를�충분히�발휘하는�것이�요구되며,�건전한�물순환�및�열순환을�위한�

전체적인�시스템�선정과�설계를�하는�것이�중요하다.�LID�물순환�체계는�기존�관로�중심의�대규모�시설위주의�강우

관리가�아닌�발생원�중심의�소규모�강우관리를�기본으로�하고�도시�배수시스템과�효율적으로�연결함으로써�구축

된다(그림� 2.1).

강우�발생�시�발생원에서�소규모�분산형�생태저류((Bio)�Retention)�또는�침투시설에�의해�강우�관리가�이루어

지며,� 현장관리� 용량을� 초과하는� 강우� 유출수는� 유공관이나� 우수� 관거를� 통해� 유출되어� 중․대규모� 저류지
(retention)�또는�유수지(detention)�시설에�의해�관리된다.�LID�강우�관리를�통해�강우�유출량을�줄이고�유출을�

지연시키며,�도시의�물순환�기능�회복�및�하천�오염을�최소화하고�도시�열환경�개선과�에너지�사용량�절감을�유도

할�수�있도록�한다.�

그림�2.1�기존�및�LID�물관리�방식의�비교

1.2�물순환�관련�기술의�분류와�동향

물순환�관련�기술의�분류1)

국내외적으로�물순환의�건전성�회복을�위한�LID�기술이�중요시되면서�선진국을�중심으로�LID�요소기술의�개발

과�이를�효과적으로�적용하기�위한�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하고�있다.�LID�기술의�주요�기능에�따라�식생여과기

술,�침투기술,�저류기술,�빗물이용기술�및�유량조절기술로�크게�구분된다(그림�2.2).�식생여과대,�빗물정원,�식생수

로�등�식생여과기술에�포함된�기술은�녹지공간에�의한�유출저감,�침투�등에�의한�수자원보전,�식생과�토양에�의한�

수질정화�및�생태경관�개선�등�다양한�기능을�수행한다.�침투저류지,�투수성포장�등은�저류와�침투를�통한�유출저

감�및�수자원보전에�좀�더�집중적인�기능을�나타내고�있다.�저류시설에서는�빗물연못,�인공습지�등�식생이�포함된�

기술은�식생여과기술과�마찬가지로�다양한�기능을�나타내지만�지하저류조의�경우는�유출저감,�수자원보전�등에�

기능이�집중되어�있기도�하였다.�빗물이용과�유량조절시설과�같이�기계적�특성이�나타내는�시설에서는�유출저감�

및�수자원보전�등�특정�기능으로�상대적으로�제한적이다(Kwater,� 2012.5).

1) 수변구역 LID 적용 마스터플랜 수립 보고서(Kwater, 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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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변구역 LID 적용 마스터플랜 수립 보고서(Kwater, 2012.5)

그림�2.2�주요�LID�기술의�분류

표�2.4에서는�저영향�개발�요소�기술의�개요�및�성능�수준을�국내외�자료를�참고하여�정리하였다(환경부,2008;�

환경부�2010;�UACDC,�2010;�US�EPA,�2000).�식생�여과대,�빗물�정원,�식생�수로�등�식생�여과�기술에�포함된�

기술은�녹지�공간에�의한�유출�저감,�침투�등에�의한�수자원�보호,�식생/토양에�의한�수질정화,�생태경관�개선�

등�다양한�기능을�수행할�수�있으며,�침투�저류지,�투수성�포장�등은�저류/침투를�통한�유출저감�및�수자원�보호에�

좀�더�집중적인�기능을�나타내고�있다.�저류시설�중�빗물연못,�인공습지�등�식생이�포함된�기술은�식생여과기술과�

마찬가지로�다양한�기능을�나타내지만�지하저류조의�경우는�유출저감,�수자원보호�등에�기능이�집중되어�있기도�

하였다.�빗물이용과�유량조절시설과�같이�기계적�특성이�나타내는�시설에서는�유출저감�및�수자원보호�등�특정�

기능으로�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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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주요�저영향�개발�요소기술의�성능�검토

번호

요소기술명(영문명) 저영향개발 요소 성능수준

기술의 개념
유출
저감

수자원
보호

수질
개선

열환
경
개선

생태경
관개선

A1

식생여과대/식생완충지대

(Vegetated filter strip/vegetated buffer strip)

○ ◎ ◎ ○ ○식물체를 통한 여과와 토양침투에 의해 비점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고안된 시설로 균일하게 경사진 지면에 조밀한 식생을 

갖춘 넓은 풀밭으로 정의함.

A2

빗물정원/식생저류지/빗물가든 (Rain garden/bioretention)

○ ◎ ◎ ○ ◎풀, 초본식물, 나무 등 다양한 식물들을 식재하여 조성한 

정원으로 일시적 저류시설로 기능하며, 강우유출수를 침투 및 

여과시켜 수질개선 및 심미적으로도 효과적인 시설.

A3

식생수로 (Bioswale/vegetated swale)

○ ◎ ◎ ○ ○얇게 잔디로 덮인 유압식 수로로 유출수의 흐름을 늦추고 침투를 

활성화함. 빗물이 수로를 따라 흐르면서 오염물질 제거.

A4

수변완충대 (Riparian buffer)

○ ◎ ◎ ○ ◎호소, 하천, 강을 따라 형성되어 경관을 형성, 퇴적물과 

화학물질을 제거하여 수질을 개선, 홍수조절, 지하수 충전, 

생물서식처 제공 등의 기능을 함.

A5

연석식생지 (LID Curb extention)

○ ◎ ○ ○ ◎도로 또는 보도의 외부를 확장하여 식재하고 침투가 가능한 

지역을 조성하여 포장면에서 유출수의 양과 오염부하를 저감시킴.

A6

옥상녹화/식생지붕 (Vegetated roof/green roof)

○ ○ ◎ ◎건물 집붕면에 설치된 정원생태계로서 빗물의 지체 및 증발산을 

통해 유출량을 줄이고, 빗물 중 질소오염 관리에 도움.

A7

통로화단 (Flow through planter)

○ ○ ◎ ◎ ○침투화단은 자갈, 토양, 식생으로 구성되고,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하였다가 식생을 통해 천천히 침투시키며 물을 여과함. 

불투수 표면에 놓여지는 시설로 침투시설은 아님.

A8

수목여과박스 (Tree box filter)

○ ◎ ◎ △ ○나무가 식재된 콘크리트 박스로 식재토양층의 여과기작을 통해 

빗물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저감시킴.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빈칸: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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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소기술명(영문명) 저영향개발 요소 성능수준

기술의 개념
유출
저감

수자원
보호

수질
개선

열환
경
개선

생태경
관개선

A9

벽면녹화 (Vegetated wall/green wall/vertical garden)

◎ ○식생과 토양/무기성장배지 등으로 얇은 판을 형성하여 건물을 

감싸고 있는 시설로서 옥상녹화와 마찬가지로 빗물의 유출량을 

줄이고, 건물의 열환경 개선에 도움을 줌.

B1

침투저류지/침투저류조 (Infiltration basin/wet meadow)

◎ ◎ ◎굴착이나 둑을 쌓아 형성한 저수지로서 빗물을 얕은 수심의 

저류지에 차집하여 저류/침투를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함. 

B2

투수성 포장/유공포장

(Pervious paving/porous pavement/permeable pavement)

◎ ◎ ○포장체를 통해 빗물을 하부 지층으로 침투시키며, 포장체 하부는 

여과층, 침투수의 일시 저류 기능을 하는 자갈층, 섬유여과층 및 

적정 침투율을 갖는 토양층으로 구성.

B3

유공관 (Porous infiltration pipe)

◎ ◎ ○관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이 있어 빗물의 이송 뿐 아니라 침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

B4

침투측구 (Infiltration channel/infiltration lateral ditch)

◎ ◎ ○강우시 빗물 유속을 저감, 침투시키는 시설로 측구주변을 

쇄석으로 충진, 빗물을 측면 및 바닥을 통하여 땅속으로 

침투시킴.

B5

침투도랑/침투 트랜치 (Infiltration trench)

◎ ◎ ○빗물을 처리하기 위해 일정 깊이로 굴착한 도랑에 자갈이나 돌을 

충전하여 조성한 일종의 지하저수조로서 차집된 빗물은 

48시간(최대 3일 이내)에 걸쳐 침투시킴. 

B6

침투통/침투조/침투집수정 (Infiltration chamber)

◎ ◎ ○통의 저면에 모래, 사석을 충전하여 채운구조로, 침투조 하부 

저면에서 빗물을 불포화대/포화대를 통해서 분산 침투됨.

B7

침투화분 (Infiltration planter)

◎ ○ ○ △ ○구조체 또는 컨테이너 등에 빗물이 침투될 수 있도록 바닥부가 

없거나 구멍이 있는 형태로서 자갈, 토양 표면 식재층으로 구성. 

강우시 빗물을 일시 저장 후 지반으로 침투시킴.

B8

보수성포장 (Water-retentive pavement)

○ ◎ ○ ◎포장체의 공극에 주입된 보수재에 의하여 빗물 등 수분을 

흡수/축적할 수 있는 포장으로서 축적된 수분이 증발하여 노면 

온도를 낮추고 포장체로부터 대기 방열을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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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소기술명(영문명) 저영향개발 요소 성능수준

기술의 개념
유출
저감

수자원
보호

수질
개선

열환
경
개선

생태경
관개선

C1

빗물연못/연못형저류지

(Stormwater pond/ wet pond/retention pond)

○ ◎ ◎ ○ ◎연중 또는 우기에 물을 보유하고 있는 인공 저류지로 인공 습지와 

비교할 때 평균 깊이가 더 깊으며 연못은 유입된 빗물을 저류시킨 

뒤 오염물질을 생물학적 반응으로 처리함.

C2

인공습지 (Constructed  wetland/Stormwater wetland)

○ ◎ ◎ ○ ◎침전, 여과, 흡착, 미생물 분해, 식생 식물에 의한 정화 등 

자연상태의 습지가 보유하고 있는 정화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임.

C3

유수지 (Detention reservior)

◎ ○ ○ △ △홍수시 제내 측에 내린 강우의 유출에 의해 발생하는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우수의 저류 공간 및 배수지.

C4

지하저류조 

(Underground detention/ Stormwater storage tank)

◎ ○ ○빗물저류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 지상부를 주차장, 공원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 한 것으로 지가가 비싼 시가지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임.

D1

빗물이용시설 (Rainwater harvesting system)

◎ ◎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개별적으로 모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D2

다중수원 물공급시스템 (Multi-water supply system)

◎ ◎ ○용도별 수질기준에 따라 빗물공급 시스템에서 화장실용수, 

세탁용수, 정원용수 등 적절 사용처로 공급하여 빗물의 활용성을 

늘리고, 상수도의 사용을 줄일 수 있음.

E1
유량분배장치 (Flow spiltter)

◎
맨홀 또는 집수구역 내에 유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장치.

E2

대구경우수관거 (Oversized pipes)

◎첨두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관거 직경을 대구경으로 조성한 지하 

관거 시설.

E3

일시저수제방 (check dam)

◎ ○큰강우시 빗물의 흐름을늦 추거나 일시적으로 저류시키기 위해 

수로를 가로질러 설치된 소형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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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관련�기술�동향

(1)�기술동향

저영향�개발�기법들은�유역단위,�공동주택,�개별�건축물,�공원,�주차장�및�도로�등에�다양한�형태로�조합하여�

적용�되고�있다(그림� 2.3).�유역단위�빗물관리는�하류�유역에�조성하는�유수지는�지양하고�상류�유역에�소류지�

또는�조절지를�적용하는�방식이�있다.�또한�조절지와�연계하여�공원,�학교�등의�부지를�활용하는�사례도�있다.�

이러한�적용은�도시계획�단계에서�반영하는�것이�중요하며�개발로�인한�강우유출�부하의�저감�및�효율적인�토지이

용�측면에서�장점이�있다.�공동주택이나�개별�건축물에는�주로�경관�시설로�활용되는�녹지나�옥상녹화�등�식생�

등을�이용한�빗물관리가�주를�이룬다.�신축�시�지하�공간의�일부에�격벽을�조성하면�쉽게�빗물�저류조를�조성할�

수�있으며,�너무�낮은�지하층에�저류조를�설치할�경우�물�공급을�위한�에너지�소모가�우려되므로�적절한�설치위치

의�판단이�요구된다.�또한�투수성�포장,�침투통,�침투트렌치,�침투측구�등�다양한�침투시설�적용이�가능하지만�지

하�주자창이나�구조물�안전을�위해�적정한�이격�거리를�확보할�수�있을�경우�적용할�수�있다.�공원의�경우�빗물을�

가능한�많이�저류할�수�있는�공간을�확보할�수�있다면�인근�도로나�건축물에서�유출되는�강우도�받아들일�수�

있어�방재�기능의�공원으로�조성할�수�있다.�도로나�주차장은�내리는�통로화단,�침투화단,�연석�식생지,�수목�여과

박스�등을�조성하여�유출되는�강우를�식생에서�관리함으로써�하수관거�또는�우수관거로�직접적으로�유출되는�것

을�제어할�수�있다.�또�도로나�주차장�자체를�투수성이나�보수성�포장으로�포설하여�강우의�유출을�저감할�수�

있다.�그러나�아직까지�기술적�한계와�비용의�부담이�문제점으로�제기되고�있다.2)

그림�2.3�토지이용�특성별�LID�기법의�적용�예시

2) 김이호(2013), 한국BIM학회지 3권2호,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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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동향

국내외에서�물순환에�대한�다양한�연구가�진행되고�있으며,�그림�2.4는�최근�10년�동안의�국내외�물순환�관련�

논문현황을�보여주고�있다.�국외�논문은�http://www.sciencedirect.com�서�stormwater,�urban,�LID의�키워드

로�검색하였으며,�국내�논문은�http://kiss.kstudy.com�에서�강우�유출수,�도로,�비점오염,�저류�등의�키워드로�

검색하였다.�국외�논문으로는�약�3,559편�출판된�것으로�조사되었으며,�국내�논문은�약�998편으로�조사되었다.

국외의�연구�활동은�2005년대부터�꾸준히�증가하는�경향을�나타났는데,�이는�기후변화와�도시화로�인한�문제를�

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물순환과�비점오염�관리에�관한�관심과�연구개발이�활발하다는�것을�의미한다.�그러나�

국내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꾸준한�증가현상을�보이다가� 2013년�이후�감소하는�추세로�나타나고�있다.�

그림�2.4�물순환�관련�기술의�국내외�논문�현황

최근�10년간(2005년부터�2014년까지)의�물순환�관련�기술의�종류와�국가별�기술개발�현황�분석은�특허�조사를�

통해�가능하며,�표�2.5는�국내외�특허와�신기술�현황을�보여주고�있다.�10년�동안�미국은�85건의�특허를�등록하였

으며,�유럽은�11건,�중국은�8건,�일본은�5건으로�나타났다.�물순환�관련�LID�기술�개발�분야는�LID를�선도적으로�

이끌고�그�동안�많은�적용�사례를�가진�미국이�물순환�분야�기술의�선도국으로�조사됐다.�

국내외�특허는‘한국특허정보원�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이용하여�LID,�LID�bioretention,�LID�rain�garden으로�

검색한�결과�미국,�일본,�유럽�등에서�많은�기술이�검색되고�있으며,�물순환�관련�기술은�개념정립�단계를�넘어�

기업화�단계로서�기술�안정화�단계에�접어드는�것으로�나타났다.�

현재�국내에�등록되어�있는�특허는�총�33건이�등록�되어�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그림�2.5는�키워드�별�국내�

특허를�분석하여�나타낸�것이다.�국내�특허는�식생형�시설이�10건으로�가장�많이�등록되어�있으며,�저류형,�인공습

지,�침투형�시설이�각각�7건,� 9건,� 7건으로�조사되었다.�그러나�이러한�기술분야�분류법은�지속적으로�발전하는�

물순환�기술의�변화를�반영하지�못하기에�향후�국내�기술의�수준을�명확히�파악하기�위해서는�기술의�세분화가�

필요한�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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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5�국내외�특허�출원�및�등록�건수(출원일�기준)

국가명
년 도 총 

건수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미국 23 11 16 11 7 3 6 4 4 0 85

유럽 0 2 2 3 2 0 2 0 0 0 11

중국 0 1 2 0 1 2 1 0 0 1 8

일본 1 1 0 2 0 1 0 0 0 0 5

한국 2 1 0 4 4 8 7 1 6 0 33

그림�2.5�국내�키워드별�국내�특허�분석

국내�환경�신기술은�수처리�기술,�재이용,�비점오염원�외�40여개의�분야로�분류되어�있다.�LID�시설은�비점오염�

관리�및�강우�유출수�저감,�물의�재이용�등�물순환에�관한�기술이기에�비점오염원�분야로�분류하여�조사를�수행하

였다.

비점오염원�분야의�국내�신기술�현황은�표�2.6과�같으며,�평가가�완료된�기술은�6건으로�나타났다.�현�국내의�

환경�신기술�대부분은�여과를�이용한�여과기술로�물리적�처리에�집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저류형�및�식생

형�등과�같은�신기술은�거의�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표�2.6�국내�LID�신기술�현황

회사명 대표자 기술분야 기술명

평가

완료

㈜ 엔비너지
최문선, 

차호영
여과형

고정상  생물여과지를 이용한 하수처리장 2차침전지 

월류수 재처리 및 초기우수처리기술

㈜엔포텍디에스 최원석 여과형
소수성  발포여재(EPP)를 이용한 포장도로면의 초기우수 

처리장치

GS건설㈜ 허명수 저류형
유량과 전기전도도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한 강우유출수 

선택차집 및 분리저류기술

㈜환경시설관리공사 이수영　 식생형
Catch Basin과  메디아 및 식생대를 이용하여 도로상의 

초기강우 유출수 중의 비점오염물질 사전처리기술

㈜피앤아이휴먼코리아 홍봉창 여과스크린
자동 유지관리 시스템을  갖춘 방사형 초기우수 및 

합류식 하수 월류수(CSOs)처리 기술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코오롱엔솔루션,

코오올워터텍㈜

이수영 여과형
경사판 침전 및  EVA(Ethylene Vinyl Acetate)여재를 

이용한 초기우수처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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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국토교통부�물관리�연구사업의�일환으로�‘건전한�도시�물순환�인프라의�저영향�개발(LID)�및�구축·

운영�기술�연구단'이�구성되어�연구를�진행하고�있다.�연구단은�핵심�LID�요소기술의�선진화를�목적으로�기후변화

에�대응할�수�있는�생태�도시�조성을�위해,�공간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교통시설을�대상으로�LID�기반의�친환경�

물순환�그린�인프라�구축기술을�개발하고�있다� (표� 2.7).�

표�2.7�GI�&�LID�연구단�주요�기술개발�내용

주요 연구목표 개발기술 내용

물순환 기능형 그린보도 조성 

기술 개발

보도의 유출저감 능력 향상을 위한 투수블록, 개별시설 간 연계시스템, 

수직/수평 띠녹지 등 LID 요소기술 및 설계기법 개발

녹색 건축물 물순환 구축기법 

개발

공공시설물 등에 건축물의 유출저감 및 물순환 관리를 위해 적절한 

빗물저류/침투/이용시설을 적용한 녹색건축물 조성 기법 개발

녹색 방재 힐링 공원 조성 기법 

개발
공원을 유출저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LID 요소기술 적용 설계기법 개발

건축물 및 소규모 단지형 GI & 

LID 요소기술 개발

공간시설, 공공 문화체육시설의 지붕 유출수 및 교통시설에서 유출되는 강우 

유출수 저감 기술 개발

강우 유출수 및 지하수위 연계 

LID 저류활용시스템 개발
친수구역 특화 LID 저류활용 시스템의 프로토타입 및 요소기술 개발

한국형 LID 기반 도로 교통시설 

물순환 기술 개발

저영향 개발 기법을 접목하여 국내 도심에 적합한 도로 교통시설 내 포장구조 

개발 및 성능평가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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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순환 정책 및 제도동향

2.1�국내�물순환�정책�및�제도�동향

국내�LID�관련�법률�및�제도의�동향�분석

국민의�안전과�지속가능한�도시�기반을�마련하기�위해,�그동안�정부는�그림�2.6과�같이�다양한�정책�개발과�

법령�정비를�진행해�왔다.�2000년�이후�환경과�개발의�조화를�위한�법령�정비가�이루어졌고,�이명박�정부의�저탄소�

녹색성장의�정책�기조를�통해�기후변화�대응�물관리,�물이용�효율화�및�친수구역에서의�수량과�수질에�대한�영향�

최소화와�더불어�물순환�관리의�중요성을�강조하기�시작하였다.

그림�2.6�지속가능�도시�기반을�위한�정부�법령�정비�내역

정부는�쾌적하고�지속가능한�환경�조성이라는�국정기조�아래,�저영향�개발을�적용한�지속가능한�물순환�체계�

구축을�주도하고�있다.�이에�따라�녹색�건축물,�도시공원과�녹지는�물론�도시계획시설�전반에�걸쳐�물을�관리하는�

기능을�강화하고�있다.�국토교통부는�2013년�「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의�개정을�

통해�제8조의�3항(자연�상태의�물순환�회복)을�신설하였다.�이를�통해�대부분의�도시�계획시설이�자연�물순환�회복

을�위해�빗물�유출을�최소화하거나�분산형�빗물�관리시설�설치하도록�변모하였다.�이와�같은�중앙�정부의�법제도�

정비는�도시의�공간이�물을�이용하는�공간에서�물을�관리하는�공간으로�탈바꿈하는�기반이�되고�있다.

지방정부�차원에서는�2009년�수원시와�남양주시가�물순환�관리에�대한�조례를�제정하여�도시의�물순환�시대가�

출발하였다.�이후�서울시는�2014년�1월�9일�기존�「빗물관리에�관한�조례」를�전부개정하여�「물순환�회복�및�저영향�

개발�기본조례」를�제정함으로써�물을�관리하는�부서뿐만�아니라�도시계획,�건축,�도로,�조경�분야�등�다분야가�

도시의�물순환�관리에�참여할�수�있는�공간을�제공하였다3).�조례를�통해�2015년�1월부터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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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법률」에�따른�도시·군�계획시설사업�등� 44개�개발사업에�대해�빗물관리시설을�설치하도록�규정하였다.�이�

중�폭�8�m�이하�도로�중�차도의�경우는�2017년�1월부터�시행하는�것으로�되어있다.�이러한�지자체의�물순환�회복�

정책은�관련�산업을�활성화하는�계기가�될�것으로�전망된다.� � � �

표�2.8�물순환�관리�관련�주요�법령�및�행정규칙�정리

시기 법령�및�행정규칙 관련�부처 물순환�관리�관련�주요�내용

2004.12 자연재해대책법 소방방재청
-제2조(정의)�“우수유출저감시설”의�정의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의�수립�및�우수저감기준의�제정과�운영)
-시행령�제16조(우수유출�저감시설의�설치�대상사업�등)

2007.1
수질�및�수생태계의�
보전에�관한�법률

환경부

-제2조(정의)�“비점오염저감시설”의�정의
-제4조(수질�오염물질의�총량관리)
-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게획의�수립�등)
-수질오염�총량관리를�위한�개발사업의�비점오염물질의�
최적관리지침(2010.6)

2010.4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국무총리실

-제52조(기후변화�대응을�위한�물관리)�기후변화에�의한�가뭄�등�
자연재해와�물�부족,�수질악화�및�수생태계의�변화에�효과적으로�
대응할�수�있는�시책의�수립·수행

-물�절약�등�수요관리,�빗물이용,�하수�재이용�등�순환체계의�정비�및�
수해�예방

2010.6
물의�재이용�촉진�및�
지원에�관한�법률

환경부
-제2조(정의)�빗물�이용시설,�중수도,�하폐수�처리수의�재이용�시설�정의
-제5조(물의�재이용�기본계획�수립)
-제6조(물의�재이용�관리계획�수립)

2010.12
친수구역�활용에�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국가하천�하천구역의�경계로부터�양안�2�km�범위�내의�지역을�50�%�
이상�포함하는�지역을�친수구역으로�지정�개발

-친수공간�조성에�의한�오염�부하량의�최소화,�하천유량�영향의�최소화�
도모

2011.11 친수구역�조성지침 국토교통부

-제4조(친수구역의�조성계획�기본방향)�토지이용계획에�저영향�개발(LID)의�
적용을�규정

-제15조(물순환�계획)�수질오염을�최소화하기�위해�LID�기법을�이용한�
물순환�시스템�구축

2012.2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국토교통부

-제2조(정의)�녹색�건축물이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54조에�따른�
건축물을�말함

-제16조(녹색�건축물의�인증)�운영기관�및�인증기관을�지정하여�녹색건축�
인증�업무를�위임.

2012.5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법률
국토교통부

-시행규칙�13조(저류시설의�설치�및�관리기준)�저류시설의�설치�및�
관리기준�규정

2013.6 녹색건축�인증기준
국토교통부/환경

부
-제3조(인증기준�및�등급)�신축�건축물�및�기존�건축물�종류별�
인증심사기준�규정

2013.8.3
0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

관한�규칙
국토교통부

-제8의3조(자연�상태의�물순환�회복)�불투수면에서�발생하는�빗물�유출을�
최소화하여�자연�상태의�물순환�회복에�이바지할�수�있도록�결정하여야�
함

-제12조(도로의�구조�및�설치에�관한�일반적�기준)
-제14조의3(보도),�제19조(보행자전용도로),�제21조(자전거전용도로),�
제30조(주차장)�빗물관리시설�설치하고�식수대의�높이를�바닥�높이보다�
낮게�할�것.

2014.7
물의�재이용�촉진�및�
지원에�관한�법률

환경부

-�민간시설에도�빗물시설을�의무적으로�설치할�것을�규정
-�공동주택(건축면적�1만�㎡�이상),�학교(5천�㎡�이상),�
대규모점포(매장면적합계�3천㎡�이상),�골프장(부지면적�10만�㎡�이상)�
등으로�확대

�

3)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13. 11. 8) 건강한 물순환도시 조성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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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및�LID�기법과�관련한�법제도를�분석해보면,�빗물�관리·이용과�전반적인�물순환�체계�기능�회복을�다루

고�있는�법제도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이�외에도�생태�면적률의�적용을�권장하거나�각�법·제도의�제정�목적에�

따라�수질관리나�비점오염원�저감,�홍수나�침수재해�예방,�우수유출�저감�등의�기능을�갖는�개별�법제도가�마련되

어�있다4)

표�2.9�물순환�관련�법률�및�제도의�기능적�분류

구
분

빗물
관리이용

홍수재해
예방

생태
면적적용

물
재이용

수질
관리

물순환
회복

비점
오염저감

우수
유출저감

투수
포장

녹지축
보전

1 ○ ○ ○ ○ ○

2 ○ ○

3 ○ ○

4 ○

5 ○ ○

6 ○

7 ○ ○ ○ ○

8 ○ ○

9 ○ ○

  주 1: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친수구역의 활용에 관한 특별법

     4: 친수구역 조성지침

     5: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6: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7. 수질오염 총량관리 제도

     8: 생태면적률 제도

     9: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

4) 저영향개발기법의 환경영향평가 적용 방안(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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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LID�관련�주요�법률�및�제도

(1)�지속가능한�신도시�계획기준(2010.01,�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한�신도시�조성을�위하여�빗물은�외부로�유출시키지�않고�최대한�저장하여�재활용하는�체계를�도입한

다.�시설설치에�의한�우수저장�및�활용시스템을�도입함과�동시에�지반의�침투를�통해�토양흡수�및�저장시설과의�

연계를�확보하여야�한다.�

배수체계�계획�시에는�비점오염원에�의한�하천�및�저수지의�수질오염,�토양�및�지하수�오염�등을�사전에�예방하

고,�도시녹지의�생태성을�강화하기�위해�유수녹지�및�잔디도랑�도입,�침투트렌치�설치�등�자연배수체계�능력을�

향상시키도록�한다.

표�2.10�지속가능한�신도시�계획�기준

조항 내용

제3절 홍수예방 
등을 위한 유수지 

조성

(1) 우수유출 억제시설 계획
   빗물을 저류하거나 침투시키는 우수유출 억제대책을 도입하고 홍수를 방어(조절)하기 위하여 재해 

영향평가에 의한 종합 치수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2) 담수능력 배양 및 지하수 함양
   신도시 내 담수능력 배양 및 지하수 함양을 위해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투수성 포장재를 적극적

으로 사용한다.

제5절 에너지이용 
및 자원순환 

(2)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1) 우수, 중수, 하천수의 활용
   ① 우수는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고 최대한 저장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② 시설설치에 의한 우수저장 및 활용시스템을 도입함과 동시에 지반의 침투를 통해 토양흡수 및 

저장시설과의 연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갈수기에도 저류지와 실개천의 상시 유수가 가능하도록 하천처리수의 재이용 등 유입수 확보대

책을 마련하며, 인접 하천수를 지형경사를 이용하여 유입시키거나 인공적으로 유입시키는 방법도 
강구한다.

   ④ 빗물, 계곡수, 하천수, 지하수, 중수 등을 이용하는 지천(실개천)은 단지, 공원, 광장 등을 통과할 
경우 물길을 외부에 노출시켜 환경성과 이용성을 제고시키도록 한다.

   ⑤ 배수체계 계획 시에는 비점오염원에 의한 하천 및 저수지의 수질오염,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녹지의 생태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수녹지 및 잔디도랑 도입, 침투트렌치 
설치 등 자연배수체계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⑥ 환경계획 차원에서 우수의 저류 및 침투,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유수지 도입, 하천수 활용, 갈수기 
유지용수량 확보 등 신도시의 종합적인 물순환 체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비포장확대, 투수성 포장
   ① 공원, 보도, 공공주차장. 공공시설용지는 가급적 투수성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공주택단지 내를 포장할 경우 포장면적(자동차도로 제외)의 30～40% 정도를 투수성포장 재료

로 활용하고, 조경 대상지에서 자연지반 면적율을 20%이상 확보한다.
   - 자연지반 면적율 :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어 물의 자연 순환이 가능한 지반 면적 [산식 : (자연지

반 면적/대지면적)×100]

(2)�친수구역의�활용에�관한�특별법((2010.12,�국토교통부)�및�친수구역�조성지침(2011.11,�국토교통부)

•�4대강�하천�경계로부터�2�km�안팎에�있는�지역을�수자원�공사�등�공공기관이�'친수구역'으로�지정해�주택,�관광시설�

등을�개발할�수�있도록�하는�것을�주요�골자로�하는�특별법(주관처-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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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조성�시,�이상홍수로�인한�제방의�월류·파괴�등에도�친수구역�내�인명·재산�피해가�최소화되도록�한다.�

또한,�오염부하량�최소화�및�하천유량에�대한�영향이�최소화되도록�명시하였다.

표�2.11�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조항 주요 내용

제5조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 

방향) 

친수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이상홍수로 인한 제방의 월류·파괴 등에도 친수구역 내 인명·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2. 친수구역조성사업 이후 오염부하량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3.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하천유량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4. 하천의 고유한 생태·역사·문화·경관적 가치와 조화롭게 할 것

저영향�개발�기법(LID)�적용�등을�통해�강우에�의한�오염원�배출이�최소화되도록�계획하여야�한다.�수질오염�저감형�하천�

및�습지�등을�조성하여�친환경적�물환경�관리를�할�수�있도록�계획하여야�한다.�강우에�의한�오염물질�배출을�최소화하기�위하여�

분산식�빗물관리시스템을�도입하고�우수의�저류�및�수자원�재이용이�가능하도록�계획하여야�한다.

표�2.12�친수구역�조성�지첨

조항 내용

제15조 (물순환 계획)

① 사업계획은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하
는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영향 개발 기법(LID)적용 등을 통해 강우에 의한 오염원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수질오염 저감형 하천 및 습지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적 물환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
여야 한다.

  3. 강우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산식 빗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우수의 
저류 및 수자원 재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친수구역으로부터 우수의 직접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투수성 포장,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확대하고, 초기우수 저장시설, 수질저감형 생태하천 및 습지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자연배수
체계를 마련하여 수질관리 및 홍수영향 저감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주요 도로변 녹지는 저영향 개발 기법(LID)을 적용하여 우수의 침투 및 저류가 가능하도록 계
획하여야 한다.

(3)�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2012.06,�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범위)에�
따르면,�주차장,�공원,�녹지,�유원지,�광장,�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청소년수련시설�및�종합의

료시설을�재해에�취약한�지역(재해취약지역)이나�그�인근에�설치하는�경우에는�저류시설�및�주민�대피시설�등을�

포함하여�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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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7�도시·군�계획�시설�상의�오픈스페이스가�갖는�복합기능

그림�2.7에서와�같이,�소방방재청�소관의�대규모�지역�외�저류시설에�생태,�경관,�문화적�가치를�지닌�도시�오픈�

스페이스�기능을�부여하고�다양한�시민�편익�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허락하고�있으며,�기존의�오픈�스페이스에�

방재를�위한�저류기능을�부여토록�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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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3�도시·군�계획시설에서의�물순환�관련�조항과�내용

조항 내용

제8조 (환경·문화·경관의 
보호)

-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8조의3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

- 도시·군 계획시설은 불투수면(不透水面)에서 발생하는 빗물 유출을 최소화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3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
랑, 저류·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
를 보행자우선도로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제21조 
(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
랑, 저류·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
를 자전거전용도로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제30조 
(주차장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 기준)

- 재해취약지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주
차장에는 지형 및 배수환경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의 지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
할 것. 다만,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
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제51조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주민의 휴식·오락·경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광장에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미
관을 고려하고,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의 빗물
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제58조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유원지의 주차장 표면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잔디블록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고, 배수로의 표면
은 빗물받이 폭 이상의 생태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제61조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빗물유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식생대,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 바닥은 녹지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투수성 포장을 하거나 블록 및 석재 
등의 자재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미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제64조 (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유통업무설비인 경우에는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
생도랑, 저류·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

한편,�도시공원�또는�공원시설이�저류시설의�기능을�겸할�수�있게�함으로써,�물순환�시설의�도입이�가능하도록�

하였다.�저류시설은�주변지형,�지질�및�수리·수문학적�조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도시공원으로서의�기능과�

방재시설로서의�기능을�모두�발휘할�수�있는�장소에�입지하도록�하여야�하며�가급적�자연유하가�가능한�곳에�입지

하도록�한다.�저류시설은�공원의�풍치�및�미관을�해치지�아니하면서�공원시설과�기능적으로�또는�미관상으로�조화

되도록�하고�이용자의�안전�등을�고려하여�저류장소와�저류용량을�정하여야�한다.

(4)�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2010.06,�환경부)

•�빗물이용,�오수�및�하ㆍ폐수처리수의�재이용�촉진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

법률”을�제정�및�공포하였고�수도법�개정�내용을�반영한�하위규정을�마련�중에�있음



02. 물순환 관련 국내외 자료조사 및 분석

39

•�물의�재이용정책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환경부장관이�10년마다�물�재이용기본계획을�수립ㆍ시행토록�하였고�

시장ㆍ군수는�관할�지역에서�물�재이용관리계획을�수립하도록�함

•�빗물이용시설,�중수도,�하ㆍ폐수�처리수�등�물�재이용시설의�설치�의무대상을�늘려�물의�재이용�확대를�도모�

•�하ㆍ폐수�처리수�재이용업과�하ㆍ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계ㆍ시공업을�새로�도입해�하ㆍ폐수�처리수�재이용사업

을�하려는�경우�환경부장관의�인가를�받아�재처리수를�공급할�수�있도록�함

•�빗물이용,�오수�및�하ㆍ폐수처리수의�재처리�기술개발�촉진을�위한�연구개발�및�재정지원�등에�관한�사항�규정

(5)�서울시�건강한�물순환�도시�조성�종합계획

서울시는�건강한�물순환�도시�조성�종합계획을�수립하고�지자체�중�가장�적극적으로�LID�적용을�선도하고�있다

(표�2.14).�서울시는�물순환�도시�조성�기본계획을�통하여�기후변화로�증가한�강우량의�추세를�반영,�최근�10년�

평균�강우량�1,550�mm(약�8.8�억톤)의�40%에�해당하는�연간�620�mm(약�3.53�억톤)의�표면유출량을�2050년까

지�침투․저류(이용)�등을�통해�관리하여�표면으로의�직접�유출을�줄이고자�한다.�서울시�건강한�물순환�도시�조성�
종합계획은�크게� 5가지�의미를�포함하고�있다.�

①�도시의�물순환�회복을�위해�공공에서�선도

②�재개발․재건축�등�각종�개발사업�적용�유도
③�다양한�시설지원�등�민간보급�확대를�위한�재원방안�마련

④�연구개발․제도정비로�튼튼한�정책초석�마련�
⑤�시민과�함께�만드는�물순환�도시�조성

표�2.14�서울시�건강한�물순환�도시�추진�노력

물순환 회복 정책 및 
지표 설정

- 건강, 재난ㆍ재해, 산림ㆍ생태계, 물순환 관리 등 4개 분야 대책 수립
- 2050년 연간 빗물 표면유출량의 620 mm 저장ㆍ침투ㆍ이용

정책 구현을 위한 
법령·제도 정비(제도 

개선 28건)

- 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기본조례 제정ㆍ시행(2014.2)
-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 제도: 44개 개발사업 대상 (2014년 577건 사전협의 실시)
- 제도개선: 물순환 총괄업무체계(자치구 물순환 총괄부서 지정), 투수포장 실명제 , 물순환 시민위

원회 운영 등

물순환 관리 행정체계의 
강화 및 부서간 
협업체계 운영

- 빗물관리 T/F 구성ㆍ운영: 13개 부서 협업 체계 마련(2013∼)
- 물순환 총괄 계획단 운영(2015∼): 물순환 사업 추진 전문성 제고 및 정책의 일관성 유지

실천계획 추진 
(11개 사업)

- 신규ㆍ재개발ㆍ재건축 등 개발사업 적용 확대: 물순환 도시 조성, 시 주관 신규사업 물순환 설계 
의무화, 빗물 분담량 적용,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민간보급 확대: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90 %), 용적률 인센티브

시민과 함께하는 물순환 
도시 추진

- 물순환 시민위원회 운영, 주민 참여형 빗물관리 시범마을 조성
- 물순환 도시 심포지엄, 공모전, 엑스포 개최
- 물순환 투어 프로그램, 빗물관리 우수사례 발굴

서울시는�저영향�개발�사전협의제를�도입하여�개발행위�이전에�물순환�회복을�위한�사전�조치가�이행되도록�고

도의�행정�기술을�반영하고�있다.�2014년~2015년�기준으로�민간부분에�저영향개발�사전협의제를�통하여�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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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건,� 32.212�㎡/hr�에�해당하는�빗물분담량을�부여하여�물순환�시설의�확대를�도모하였다.

또한�서울시는�물순환�시설�확대를�위해�공공투자를�통하여�투수블록�33개소(46,700�㎡),�빗물저장소(330�㎥),�

빗물정원(3,920�㎡),�띠녹지,�통로화분(1,630�㎡),�생태주차장(480�㎡)�등�의�빗물관리시설을�설치보급�하였고,�민

간�학교,�공동주택�등에�빗물이용시설� 307�개소(611�㎥)�를�보급하였다.

이러한�다양한�정책을�통하여�서울시는�건강한�물순환�회복을�위한�2050년�빗물관리�목표�달성�시�빗물의�직접

유출이�21.9�%�감소하고,�지하�기저유출이�2.2�배로�증가하는�등�훼손된�물순환이�대폭�회복될�것으로�예상하고�

있다(그림�2.8).�또한,�비점오염�부하량이�23.5�%�저감되고�첨두�홍수량이�3∼8�%�감소되는�등�빗물�유출�증가로�

가중되던�홍수�위협이�완화되고,�증발량이�23.1�%�증가함으로써�도시�열섬현상�완화와�새로운�친환경�수자원�확

보를�기대할�수�있다.�

그림�2.8�서울시�건강한�물순환�도시�종합계획�2050년�목표달성�시�기대효과

2.2�국외�물순환�정책�및�제도�동향

국외�LID�관련�법률�및�제도의�동향�분석

국가별로�물순환�도시�조성�기술�개발에�접근하는�방식은�일부�다르나�공통적으로�발생한�강우를�그�지역�내에

서�관리하는�개념이�도입,�분산식�빗물관리를�통해�하천으로�방류하는�빗물을�최소화하고�수량과�수질을�동시에�

관리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미국,�독일,�영국,�일본�등�선진국을�중심으로�국토의�자연자원을�보전하고�생물

다양성�및�하천의�건강성을�위해�물순환(Water�cycle)�시대를�열어가고�있다.�더욱이�기후변화에�적응하기�위한�

일환으로�물에�민감한�도시(Water� sensitive� city)를�구현하려는�물관리�정책으로�변모하고�있다(그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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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9�물관리의�변천�(Brown�et�al.�2008,�일부수정)�

국외의�물순환�관련�법률/제도의�주요내용을�표� 2.15에�정리하였다.

표�2.15�국외�물순환�관련�법률/제도�주요�내용

미국 독일 일본

주 요

내용

§ LID 매뉴얼 제작 

Ÿ 2000년 Prince George's 

County에서 작성, 이후 정부

차원에서 작성(2003, 2007)

§ 불투수면 총량제(2007), 코네티

컷 주 

Ÿ 미국 최초 시행, 불투수면 

11% 이내로 유지

§ 행정부지시(2009), 미국환경청 

Ÿ 465 ㎡ 이상 규모 개발시 개

발 전 수준의 수문학 특성 유

지.

§ 강우유출수 관리 기준에 관한 기

술지침 (2009), 미국환경청

Ÿ 빗물관리 목표량 산정 기술 , 

녹지기반시설 및 LID를 중심

으로 지침 작성

§ 빗물저장량 규제 및 빗물저장증

서 거래제(2015~), 워싱턴 DC

Ÿ 빗물저장/침투 의무화, 빗물

저장증서의 발급 및 거래 가

능

§ 건물을 대상으로 한 의무사항, 

권장사항, 인센티브(빗물이용) 

Ÿ 독일상수도법(2003): 해당시

설의 신고 의무

Ÿ 독일표준공업규격(DIN1989) 

시설의 구체적 사항 명시

Ÿ 지원금 등 지역별 인센티브

§ 택지를 대상으로 한 의무사항, 

권장사항, 인센티브(빗물침투) 

Ÿ 물순환 관리법(2002): 빗물을 

하수로 정의, 처리 후 하천방

류 명문화 함

Ÿ 연방 건설법: 개발시 빗물저

류침투 면적 규정

Ÿ 연방 토양보전법: 침투에 의

한 토양 보전 규정

§ 지자체 주도의 빗물관리 

Ÿ 함부르크 물관리법/하수도법, 

헷센주 수자원 관리법, 베를

린시 생태적 건설프로젝트 가

이드라인 등  

§ 하수도 요금제 

§ 생활환경시설 정비 긴급 조치법

(1963) 

Ÿ 시정촌의 침수피해 방지를 목

적으로 빗물관련 내용 포함

§ 특정도시하천침수피해대책법 

(2003) 

Ÿ 빗물을 이수 뿐만 아니라 치

수적 측면에서 고려, 도시하

천과 연계하여 관리하는 제도 

마련

§ 물순환 기본법(2014) 

Ÿ 빗물관리에 대한 규정만을 담

은 법률 

Ÿ 물순환정책을 종합적 체계적

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이

념을 규정

§ 관련 지원제도 

Ÿ 빗물저류침투시설 보조금 지

급 

Ÿ 도시빗물대책시설정비사업 융

자제도

Ÿ 빗물저류이용시설을 위한 세

제특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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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LID�관련�주요�법률�및�제도

(1)�미국

미국에서는� Maryland� 주의� Prince� George's� County에서� LID의� 소개� 및� 설계방법에� 대한� 매뉴얼로서�

Low-Impact�Development�Design�Strategies(1999)를�처음�만들었으며,�그림�2.10에서�보는�바와�같이�2000

년�LID�매뉴얼을�인쇄�및�배포하면서�미국�전역으로�확산되었다.�Prince�George's�County에서�제작된�LID�매뉴

얼�이후�정부�차원에서� The� Practice� of� Low� Impact� Development(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2003),�Reducing�Stormwater�Costs�through�LID�Strategies�and�Practices(United�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07)�등의� LID�매뉴얼�및�지침서를�제작하였다.

2009년�10월�5일�오바마�대통령은�행정부�지시(Executive�Order�13514,�Section�14)를�통해,�465�㎡�이상�

규모인�연방시설물의�개발�또는�재개발의�경우,�강우�유출수의�수온,�용량,�유출률과�유출기간�등이�개발�전�수준

의�수문학�특성을�갖도록�유지하거나�복원하는�계획,�설계,�시공�및�유지관리�지침(빗물관리�지침,� Stormwater�

Guidance)을�60일�이내에�작성하도록�요구하였다.�이에�따라�미국�환경청은�2009년�12월에�빗물관리�목표량�산

정�기술�,�녹지기반시설(Green�Infrastructure)�및�LID를�중심으로�“에너지�자립�및�안보법의�438절에�따른�연방

사업�수행�시�강우유출수�관리�기준에�관한�기술지침(Technical�Guidance�on�Implementing�the�Stormwater�

Runoff� Requirements� for� Federal� Projects� under� Section� 438� of� the�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Act)”을�작성하였다.�본�기술�지침에서는�비가�내리는�대상�지역에서�침투와�함양,�증발산�및�빗물이용을�

적용하여�개발�전�수준의�수문학적�특성을�유지하거나�복원하도록�제시하고�있다.

Chapter 1 - Introduction

Chapter 2 - LID site Planning

Chapter 3 - LID Hydrologic Analysis

Chapter 4 - LID Integrated Management

Chapter 5 - Erosion and Sediment Control Erosion and 

Sediment Control Considerations for Low 

impact for LID

Chapter 6 - LID Public outreach LID Public Outreach 

Program

그림�2.10�저영향�개발�설계�계획�관련�가이드라인



02. 물순환 관련 국내외 자료조사 및 분석

43

표�2.16�미국�그린�인프라�주요�시설�사례

구분 내용

계획원칙
- 개발이전의 인공계 및 자연계 물순환 복원

- 우수유출 발생원에서 우수유출량 및 비점오염 저감, 유출속도 지연

계획방향

- 도시 및 생태계등의 개발영향 최소화

- 토지이용계획와 연계한 빗물관리 계획 수립

- 소강우(10㎜~20㎜)시 도시내에서 순환

- 녹지 및 식물소재 활용한 자연 배수,침투 활용

- 시설·장치 계획 지양, 자연지형 이용한 계획

주요 시설

빗물정원 지붕층 녹화 보도,가로수 저류공간 빗물저장조

식생습지 투수성포장 생태 수로 비점오염원 저감

LID는� 미국� 환경보호청(US� EPA)에서� ‘그린� 인프라(green� infrastructure)’로�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으며,�

2013년�현재�미�상원에서�그린�인프라를�위한�센터�설립�법안을�상정한�상태이다.�이는�인구,�물�소비�및�불투수면

의�증가와�도시화,�기후변화에�따른�부정적�영향으로�미국의�수자원이�감소하고�있으며,�특히�도시지역에서의�심각

함을�인지함에�따른�조치이다.�

가.�빗물관리�배출권�제도�시행

�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 시는� 홍수를� 대비한� 빗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빗물� 크레딧� 프로그램

(Stormwater� Credit� Program)”과� 이를� 연계한� “빗물� 시설요금제(Stormwater� Utility� Fee�

System)”를�개발하였다.�요금체계의�기본은�지표면의�불투수�포장�면적을�기준으로�하며,�요금은�주택

지�단위(ERUs:�Equivalent�Residential�Units)를�기준으로�ERU�개수로�산정한다.�1�ERU는�부지면적�

185�m2� (2,000�ft2)의�불투수면을�가진�주거주택을�나타내는�요금의�기본단위이다.�부지면적�185�m2�

(2,000�ft2)의�주거주택은�1�ERU의�요금의무를�가지게�되며,�1,850�m2�면적의�주거주택은�10�ERU의�

의무를�가지게�된다.�기타�상업�및�공장건물은�주거주택보다�좀�더�큰�가중치를�가진다.

� � “빗물�크레딧�프로그램”은�주거주택을�제외한�상업�및�공장건물�등을�대상으로�해당지역에서�배출될�

빗물을�감축할�경우�그�만큼의�빗물시설�요금부담을�삭감해주는�제도이다.�빗물관리의�자발적�배출량�

감소노력을�촉진시키는�역할을�한다.�

� �미니아폴리스도�2005년�3월부터�빗물시설요금제를�시행하고�있으며,�시내�모든�부동산에�대하여�월

별�부과하고�있으며�불투수면�부지�ESU(Equivalent�Stromwater�Units,�1�ESU=1,530�ft2)를�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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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산정하고�있다.�이는�우수처리에�대한�세금이�아니라,�시설�이용에�대한�이용요금으로�워싱턴�D.C.

의�경우�빗물세(Stormwater� fee)를�빗물관리�펀드로�운용하고�있다.

나.�미�의회의�“혁신적인�유출수�관리�인프라�(the�Innovative�Stormwater�Infrastructure�Act�of�2013,�

S.1677,� H.R.3449)”�법안

� �미국의�Tom�Udall�상원의원과�Donna�Edwards�하원의원이�중심이�된�"수질오염�방지법을�위한�그

린�인프라(The�Green�Infrastructure�for�Clean�Water�Act,�S.1115,�H.R.2030)"�법안이�“혁신적인�

유출수�관리�인프라(the� Innovative� Stormwater� Infrastructure� Act� of� 2013)”로�명칭�변경되어,�

2013년�미국�의회에�다시�제출되었다.�

� �이�법안에서�의미하는�‘그린�인프라’는�일반적으로,�자연의�물순환�체계를�보전,�복원,�개선�또는�모

방하는�모든�빗물관리�기술을�나타낸다.�또한,�토양과�식생을�통한�흡착,�여과,�침투,�침루,�증발산을�

유도하는�모든�방법이�포함되며,�자연�지형의�보전,�수질�보전�기능을�하는�생태적�과정을�보호하기�

위한�자연�생태시스템의�네트워크,�삼림,�초지,�하천,�호수,�습지�등을�모두�그린�인프라에�포함하고�

있다.�

그림�2.11�미국�그린�인프라�법안�표지

� �미국�그린�인프라�법안에�따르면�미국�환경보호청은�적절한�보조금을�지원해서�미국�전역에�3�∼�

5�개소의�유출수�관리�혁신�연구센터(Centers�of�Excellence�for� innovative�stormwater�control�

infrastructure)를�설치하고,�해당�지역에서�그린�인프라�시설을�통한�유출수와�합류식�관거�월류수

(CSO)�저감,�수자원�함양을�비롯한�환경,�경제,�사회적�효과�등을�연구하도록�유도한다.�이�연구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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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주�정부,�지방정부�및�민간�부문에서�그린�인프라�시설�사용을�위해�필요한�시설�계획�및�설치�

매뉴얼과�관련�제품�개발을�위한�공업규격에�관한�연구를�하도록�한다.�주�정부�또는�지방�정부의�그린�

인프라�시설�설치와�운영�및�관리를�위한�기술적�지원을�하며,�인근에�위치한�대학이나�연구�기관과�

협력하여�학교나�계절학기�교육기관�등에�그린�인프라�교육과�관련된�커리큘럼�개발을�지원한다.�

� �또�미국�환경보호청은�그린�인프라를�장려하기�위해�사업허가,�계획절차,�기술�지원,�재정�확보에�

그린�인프라�개념을�반영하도록�하며,�연방정부�산하의�다른�기관,�주�정부,�지방�정부,�기타�단체�및�

민간�부문에서�그린�인프라�사용을�증가시키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미국�환경보호청�산하의�

지역�사무소는�해당�지역에서�그린�인프라가�활성화�되도록�모니터링,�재정지원,�도면화,�설계�계획을�

수립해야�하며,�교육과�훈련�프로그램을�만들도록�한다.�

(2)�독일

연방주의�국가인�독일에서�수리권과�건설권은�전통적으로�개별�주의�고유한�권한이다.�기본법(Grundgesetz)과�

함께�건설법(Baugesetz)과�물순환법(Wasserhausgaltsgesetz)은�주정부�수준에서의�법규와�규정,�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조례를�제정하는�기본�틀을�형성하고�있다.

가.�건물을�대상으로�한�의무사항,�권장사항,�인센티브(빗물이용)

•�의무사항

��-�2003년�1월�1일부터�발효된�독일�상수도법(Trinkwasserverordnung:�TrinkwV,�2001)은�빗물이용�시설의�

사용자가�각�지방자치단체의�담당�부서(예를�들면�위생�보건국)에�해당�시설의�운영을�신고하도록�규정�

� � -�지방자치단체의�상수도�공급�규정�“물공급법(AVBWasserV,�2010)”에는�상수�공급�기관이�의무적

으로�해당�지역의�모든�상수�필요량을�담당해야�한다는�조항이�있음�

� � -�개정된�조항에는�상수도�공급�기관이�개별�사용자가�스스로의�사용�목적을�위해�설치하는�시설로�

감당할�수�있는�사용량을�전체�공급�의무량에서�제외할�수�있게�하였으며,�그러한�사용자는�공급

자와�협의된�범위�내에서의�상수�공급량에�만족하도록�규정함으로써,�상수도�공급자�관점에서�빗

물�사용자�간의�의무와�권리의�한계를�설정함�

� � -�이를�바탕으로�상수도�공급자는�개별�사용자가�제출하는�“상수도�사용�의무�면제�신청”에�대해�

허가�처분이�가능하도록�함�

� � -�또한,�빗물�이용시설과�같은�자체�물�공급�시설을�갖추려는�자는�그�시설�설치�전에�해당�지역�

물�공급�기관에�신고하여야�하며,�공공�상수도에�영향을�주지�않기�위해�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

함

� � -�빗물이용�시설과�관련된�구체적인�사항은�독일공업규격(DIN�1989)에�명시되어�있으며,�이�규격은�

빗물이용�시설의�계획,�시공,�운영,�관리(DIN� 1989-1),�필터(DIN� 1989-2),�저류조(DIN� 1989-3),�

제어장치�및�상수�보충장치(DIN� 1989-4)�등으로�구분됨

� � -�각�지방자치단체의�건설관련�인허가�절차와�방법을�구체적으로�나타내고�있는�주�정부�건설�시행규

정(Bauordnung)은�해당�주�정부마다�차이가�있으며�일반적으로�단독주택�빗물저류조는�허가�대

상�건축물로�분류되지�않음



물순환 효과분석 및 인프라구축기술 개발연구 용역

46

� � -�함부르크와�브란덴부르크�주를�제외한�다른�주의�경우,�높이�3�m,�저류용량�50�톤까지의�저류�

조는�허가대상�건축물이�아님�

� � -�슐레스비히-홀스타인�주와�자란트�주의�경우는�저류용량�50�톤,�저류조�높이�5�m까지는�허가�대

상�건축물이�아님�

� � -�함부르크�주의�경우,�빗물이용�시설은�건축물의�배수�관련�시설�설치,�보수,�변경�등과�함께�반드시�

인증�기업을�통해서�이루어져야�함�

� � -� 이러한� 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은� 주� 정부� “도시개발� 및� 환경보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Hamburgische� Bauordnung)�

� � -�빗물이용�시설의�수질�기준은�“수영�가능한�하천�수질�관리와�기준�마련을�위한�지침”�상의�수영�

가능�수질에�맞추고�있으며,�시설�설치�기준은�DIN� 1989에서의�설치�기준을�준용

� � -�함부르크�환경청의�경우�빗물을�모아서�세탁용수로�사용하는�것이�아무런�위생상의�하자가�발생하

지�않는다고�공지

� � -�Lahn-Dill�군청의�환경위생국의�경우�일반�가정집,�공공청사,�학교,�유치원,�공공체육관,�공동시설�

등의�화장실�용수와�정원용수로�빗물을�사용하는�것은�위생학적으로�아무런�문제가�없으며,�경제

적�이유를�근거로�추가적인�정화�처리나�소독이�필요�없다고�결론

•�권장사항과�인센티브

��-�주�정부�및�지방자치단체마다�서로�다른�규모와�방법으로�빗물이용�보급�지원�정책을�수립하여�집행�중이며,�

연방정부�차원의�일원화된�지원책은�없음�

� � -�바이에른,�헤센,�자란트,�브레멘,�바덴�뷰텐베르크�등의�주에서는�지원금을�직접�지급하는�것으로�알려져�

있으며,�그�규모는�각�지방자치단체�마다�상이

� � -�브레멘�주의�경우�빗물이용�시설에�최대�2000�유로까지�지원하며,�지원�전제�조건은�사용�용도가�

화장실�또는�정원용수이고,�집수면으로�사용하는�지붕면적�최소�50�m2�이상�및�저류조�용량�최소�

2�톤�이상

� � -�지원�신청�대상은�개별�대지�및�건축물�소유자�혹은�소유자의�동의를�받은�세입자,�그리고�건설권

한을�위임받은�자�등으로�지원금은�자체�인건비나�PVC로�된�건축�재료를�제외한�토목공사,�건설�

재료비,�설치비�명목으로�교부

� � -�바덴�뷰텐베르크�주의�하이델베르크�시에서는�독일�공업규격�DIN�1989와��상수도법을�준수하고,�

상수도�추가공급�기능이�설치되어�있으며,�저류조가�PVC로�만들어지지�않은�빗물이용�시설에�대해�

경제적�지원

� � -�정원�용수로�사용하는�빗물�시설의�경우,�자동화된�상수�보충�시설은�필요하지�않으며,�총�비용의�

25�%,�저류조�용량을�기준으로� 100�유로/m3�비율로�지원

� � -�건물�내부에서의�용도로�빗물을�사용할�경우에는�총�비용의� 25�%,�최대� 1300�유로까지�지원�

� � -�이미�설치되어�있는�건축물의�경우,�빗물�사용량�측정�계량기�설치비용의�50�%,�최대�25�유로까지�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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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택지를�대상으로�한�의무사항,�권장사항,�인센티브(빗물침투)

•�의무사항

��-�유럽연합�물�관리�기본�지침(EG�ERROL(Wasserrahmenrichtlinie),�2000년�10월)은�유럽�내의�하천(호수,�

강,�해안,�지하수)을�보호하고,�2015년까지�하천의�생태적�기능을�복원하는�것을�목표로�하여�유럽연합�내�

모든�국가의�물�관리�정책의�방향을�규정하는�기본�지침

� � -�빗물�침투�시설과�관련된�연방법:�물순환�기본법(WHG:�Wasserhaushaltsgesetz),�연방�건설법

(BauGB:�Baugesetzbuch),�연방�토양보전법(BBodSchG)�등

� � -�물순환�기본법(WHG:�Wasserhaushaltsgesetz,�2002)은�자연�순환체계의�구성원임과�동시에�동

식물의�서식처인�하천은�보전되어야�하며,�공공의�복리에�조화되도록�관리�되어야�하며�하천의�생

태적�기능을�보전하고,�지속가능한�개발이�보장될�수�있어야�한다고�정의

� � -�또한�하천에�영향을�줄�수�있는�모든�행위를�준수(하천�오염�혹은�하천의�성상에�변화를�줄�수�

있는�모든�행위�금지,�수자원을�고려한�물�절약,�자연적인�물순환�기능�보전,�유출량과�유출속도�

완화�등)

� � -�이를�통해,�빗물�관리(침투,�이용)�시설의�설치를�정당화�하였으며,�빗물을�하수로�정의함으로써�

적절한�처리를�통한�하천�방류를�명문화�

� � -�또한,�무분별한�침투로�인한�지하수�오염을�막기�위한�대응�방안도�수립하여야�한다고�규정

� � -�연방�건설법(BauGB:�Baugesetzbuch)은�토지이용�계획(F�Plan)과�건설계획(B�Plan)을�통해�개별�

필지�내에서의�건설�행위�및�일체의�이용을�규정하는�건설�기본계획의�근간을�이루는�법으로서�토

지이용�계획에서�물순환과�관련된�시설�지역,�홍수�예방�및�유출�저감�시설�지역을�표시할�수�있으

며,�빗물�저류�및�침투�시설에�필요한�면적을�건설계획�수립�시에�이미�확보�할�수�있도록�규정

� � -�연방�토양보전법(BBodSchG)은�빗물�침투�시설로�인해�스며들�수�있는�유해�물질에�대한�토양�

보전에�관한�규정을�정의

� � -�대지�소유자나�사용자�또는�그�위임자가�토양의�속성을�변화시킬�수�있을�경우�이�법의�규정을�

따라야�하며,�이에�근거하여�침투�시설에�적절한�대응�방안�수립�의무

� � -�독일의�각�주마다�스스로의�물관리법과�하수도법,�건설시행�규정�제정

� � -�함부르크�물관리법(HWaG�:�Hamburgisches�Wassergesetz)의�경우,�일정�조건을�충족할�경우�

관청의�특별한�허락�없이도�주거�단지�내에서�빗물을�침투시킬�수�있도록�규정

� � -�빗물침투�규정은�빗물�침투를�위한�기본적인�전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이를�충족할�경우�특별

한�허락�없이�침투�시설�설치가�가능하도록�하였으며,�수자원�보호구역�규정은�수자원�보호구역�

내에서�설치�가능한�빗물�침투�시설의�종류와�전제�조건을�제시

� � -�1990년�1월�22일에�발표된�헷센주�수자원�관리법(HWG:�Hessische�Wassergesetz)은�“중수,�빗

물�사용이�어려운�경우에만�지하수를�뽑아�쓸�수�있도록�제한하고,�하수�특히�빗물은�그것이�내린�

그�장소에서�처리�또는�이용되어야�하며,�물�관리�측면에서�중대한�악영향을�끼치지�않는다면�빗물

은�그�장소에서�침투�시켜야�한다(§51.Abs.3� HWG).”고�규정

� � -�또한,�“하수�처리를�목적으로�하는�단체나�협회는�정관을�통해�하수도�사용료를�지방�조세에�관한�

법률의�규정에�따라�적절한�조사를�근거로�새로이�징수�할�수�있다(§52.Abs.5�HWG).”고�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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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하수도�사용료�분리�산정�제도의�기틀을�마련

� � -�함부르크�하수도법(HmbAbwG�:�Hamburgisches�Abwassergesetz)은�건축물�혹은�불투수면으

로부터�발생하는�유출수(빗물)를�하수로�간주하지만,�분산형�빗물관리의�중요성으로�인하여�이러

한�유출수를�하수관거로�연결해야만�하는�규정에�예외를�두어서,�오염되지�않은�유출수를�해당�

대지�내에서�침투�혹은�개수로를�통해�하천�유입�가능할�경우�우수관�혹은�합류관에�연결시키는�

행위를�거부

� � -�더�나아가�주�정부는�빗물�혹은�오염되지�않은�유출수를�하수관망에�연결하는�것을�금지하는�지역

을�지정

� � -�함부르크의�건설시행�규정(Hamburgische�Bauordnung)에�따르면�빗물침투시설과�저류�시설도�

건축물의�배수�관련�시설로�간주되고,�이러한�시설의�설치,�보수,�변경�등은�반드시�인증�기업을�

통해서�실시

� � -�상하수도�요금�부과와�관련된�사항은�각�지방자치단체의�조례를�통해�규정

� � -�독일에서는�현재�그림� 2.12와�같은�두�개의�하수도�요금�산정방식으로�요금�부과

� � -�우리나라처럼�상수�사용량을�기본으로�하여�하수도�요금이�함께�통합해서�산정하는�방식(통합�산

정법)과,�상수�사용량에�따라�발생되는�오수�요금과�대지�경계선�내의�불투수면에�의해�발생하는�

우수에�대한�요금을�이원화해서�산정하는�방법(분리�산정법)

그림�2.12�독일�베를린�시와�서울시의�하수도�요금�부과�체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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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3�독일의�도시�규모별�하수도�사용료�산정�방법�현황(DWA,�2007:�1-3)

� � -�2006년�기준으로�전체�독일�주민의�73�%는�오수�요금과�빗물�배출�요금이�분리�산정된�요금�고지

서를�발급

� � -�지자체�하수도�사업�주체의�규모가�작을�경우,�시행�비용이나�행정�효율�측면에서�통합�산정법을�

택하는�경우가�많고,�대도시�등과�같이�규모가�클�경우�대부분�분리�산정법을�사용해서�하수도�

요금을�부과(DWA,� 2007� :� 1-3)�

� � -�이러한�분리형�하수도�요금제에�대한�독일�연방행정법원에서�이루어진�일련의�재판과�판결에�따르

면,�상수�사용량을�기준하여�오수와�빗물�요금을�일괄적으로�한꺼번에�산정하여�부과하는�것은,�

우수�배출에�소요되는�비용이�무시될�수�있을�정도로�작을�경우에만�허용

� � -�여기서�무시될�수�있을�정도로�작은�비율이라�함은,�전체�하수도�소요�비용의�12%�를�넘지�않을�

경우(BVerwG,� 1972)

� � -�독일�물관리�협회(DWA)는�빗물�침투�시설의�적절한�계획,�시공,�유지관리를�위해서�가이드라인�

“DWA-A138:�빗물침투시설의�계획,�시공,�관리(Planung,�Bau�und�Betrieb�von�Anlagen�zur�

Versickerung� von� Niederschlagswasser,� 2005)”를�제시

•�권장사항과�인센티브

��-� 베를린�시� “생태적�건설�프로젝트�요구조건�가이드라인(Ecological� Construction:� Requirements� for�

Construction�Projects�-�Guidelines)”에서는�에너지,�물,�녹지,�폐기물,�건설�재료의�5가지�생태적�건설�

요소�가운데�하나인�물을�보전해야�할�수자원으로�파악하고,�지속가능한�지하수와�지표수,�음용수�이용을�

위한�생태적�실행계획을�제시

� � -�음용수�보전을�위한�절수기기,�상수�대체효과가�있는�중수와�빗물�사용,�유출수�관리를�위한�빗물�

저류시설과�침투�시설�적용�권장

� � -�베를린�시의�“현상설계를�위한�생태적�계획�기본요건(KOLOGISCHE�PLANUNGSKRITERIEN�FÜR�
WETTBEWERBE,�2001)”에는�빗물관리와�관련된�사항을�명시해서,�현장설계�참여자에게�빗물�관

련�시설을�권장

� � -�기존의�빗물�배수용�하수관망�설치를�지양하고�빗물�저류,�침투,�이용�목적의�분산형�빗물관리�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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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본5)

일본은�1985년�도쿄돔이�건설된�이래로�용수의�공급과�유출�제어를�위해�빗물이용이�효과적이라는�생각이�전국

적으로�확산되기�시작하였다.�더욱이�1995년�일본서부에서�발생된�대지진�때�기존�급수�체제의�마비로�심각한�물�

부족을�겪으면서�빗물�이용에�대한�관심이�더욱�크게�증가되었다.

일본은�주로�도심지역의�빗물이용에�많은�관심을�쏟고�있는데�일본�도심에서의�빗물이용은�용수공급�이외에도�

홍수제어�역할의�증대,�수자원�보전,�하천오염의�감소,�지하수의�함양,�배수관망시스템의�건설경비�절감�등의�효과

를�위한�것이다.�또한�화재진압과�비상시�물공급에�대비하기�위해서�빗물을�사용하기도�하며�환경교육�측면에서도�

빗물의�이용을�장려하고�있다.

일본의�“건전한�도시�물순환”�개념은�1995년�일본�건설성의�중점시책의�하나로서�“도시�내�적정�물순환계�재생

방안”이�제시되어�“도시의�물순환계�재생구상�책정매뉴얼”의�작성과�동시에�사례연구로서�전국의�6개�유역을�대

상으로�“각�유역의�물순환계�재생구상”이�추진되었다.�“도시의�물순환계�재생구상�책정매뉴얼”의�작성에�대해서

는�건설성�하천국�하천환경과,�도시국�하수도부�공공하수도과,�유역하수도과가�중심이�되어�검토위원회가�설치되

었고,�6개�유역에�대해�각�자치체를�중심으로�학자와�전문가를�위원장으로�하는�유역협의회가�설치되어�각각�검토

가�추진되었다.

특히,�1998년�7월에는�하천심의회종합정책위원회�수환경소위원회의에서�국토관리에�물순환계의�시각을�투영하

여�물순환계를�공유하는�권역마다�관계자�등으로�조직을�만들고�거기서�종합적인�물순환계의�마스터플랜을�책정

하고�하천행정뿐�아니라�관계행정과의�횡적인�연계를�통해�유역전체에서�치수·이수·환경의�균형을�잡고,�건전한�

물순환계의�형성에�노력할�것을�제시하였다.�지속적으로�관계부처(환경청,�국토청,�후생성,�농림수산성,�통산산업

성,�건설성)가�연계하여�건전한�물순환계의�구축에�노력하고,“건전한�물순환계�구축에�관한�관계�부처회의”의�설치

가�합의되었다.�

“건전한�물순환계�구축�계획”의�의의와�목적에�따르면,�물순환계의�건전화를�도모하는�것은�수량,�수질,�수변환

경에�관련되는�여러�가지�물문제를�해결하여�쾌적한�지역�만들기를�추진하기�위한�유효한�수단이다.�반면,�현재의�

물이용이나�관리에�관한�관련�계획들은�물수급,�수질보전,�치수,�수변환경,�수도,�농업·공업용수,�하수도�등�목적마

다�별도로�검토·책정되고�있어�각각의�목적이나�목표를�가지면서도�물순환계의�장래상을�반영치�못하고�있으며,�

건전한�물순환계의�장래상은�이러한�물관련�계획분야�간의�적절한�균형을�종합적으로�검토하는�것이�시작점이다.�

따라서�물순환계의�건전화를�도모하기�위해서는�각�유역의�물순환�시스템을�파악하고�평가한�다음�물순환계의�

장래상을�확립하고�장래상에�대한�기본적�방향이나�방책을�관계자�모두�공유하는�것이�필요하다.�건전한�물순환

계�구축을�향한�계획(물순환�마스터플랜이라고�하며,�이하�본�보고서에서는�「물순환�계획」이라�명명)의�책정은�이

러한�필요사항을�실천하기�위한�가장�유효한�수단이며,�물순환�계획은�관련�물관련�제계획을�검토할�때�기초가�

되는�계획이므로,�제반�계획들의�기본적�방향�등을�계획의�내용으로써�포함한다.

5) 서울시 “물순환 이야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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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4�일본�건전한�물순환계�구축�계획의�기본방침·목표설정·대책검토�흐름도

가.�물�순환�기본법(2014년� 4월� 2일�법률16호)

� �일본의�물�순환�기본법은�물�순환과�관련된�시책에�대하여�그�기본이념을�분명히�밝히고,�이를�종합

적이고�일체적으로�추진하기�위해�이�법률을�제정되었다.�이�법률은�물�순환과�관련된�시책에�대하여�

기본이념을�정하고�국가,�지방�공공단체,�사업자�및�국민의�책임과�의무를�분명하게�밝힘과�더불어�물�

순환에�관한�기본�계획을�책정하는�한편,�그�외에�물�순환과�관련된�시책의�기본�사항을�정하고�물�

순환�정책본부를�설치함으로써�물�순환과�관련된�시책을�종합적이고�일체적으로�추진하여�건전한�물�

순환을�유지하거나�회복시켜�일본�경제사회의�건전한�발전�및�국민생활의�안정�향상에�기여하는�것을�

그�목적으로�한다.�이�법의�기본�이념은�아래와�같다.�

①�물이�물�순환�과정에서�지구상의�생명을�육성하고�국민생활�및�산업�활동에�중요한�역할을�하고�

있음을�고려하여�건전한�물�순환�유지�또는�회복을�위한�대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②�물은�국민이�공유하는�귀중한�재산으로�공공성이�높다는�점을�고려하여�물이�적정하게�이용되고�

모든�국민이�물의�혜택을�앞으로도�계속�향유할�수�있다는�것이�확보되어야�한다.

③�물을�이용할�때는�물�순환에�미치는�영향을�없애거나�최소화하여�건전한�물�순환이�유지되도록�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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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한다.

④�물은�물�순환�과정에서�발생한�현상이�그�후의�과정에도�영향을�준다는�것을�고려하여�유역과�관련

된�물�순환에�대하여�유역�단위로�종합적이고�일체적으로�관리되어야�한다.

� �제4조에서�제7조까지의�내용에서�국가,�지방�공공단체,�사업자�그리고�국민의�책무를�명시하였다.�

그리고�제11조(법제상의�조치�등)에서�정부는�본�법률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법제상�또는�재

정상의�조치와�기타�조치를�강구하도록�하였다.�제13조에서,�정부는�물�순환과�관련된�시책을�종합적이

고�계획적으로�추진하기�위해�물�순환과�관련된�기본계획(이하�‘물�순환�기본계획’)을�정하도록�하였다.�

� �또,�내각�총리대신은�물�순환�기본계획안에�대해�각의의�결정을�요구하도록�규정하였다.�정부는�물�

순환에�관한�정세변화를�고려하고�물�순환�관련시책�효과에�관한�평가에�따라�대략�5년마다�물�순환�

기본계획을�재검토하고�필요한�변경사항을�추가하며,�물�순환�기본계획�실시에�필요한�경비와�관련하여�

필요�자금�확보를�하기�위해�매년도�국가�재정이�허락하는�범위�내에서�이를�예산에�계상하는�등�그�

원활한�실시를�위해�필요한�조치를�강구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 �제14조에서�국가�및�지방�공공단체는,�유역에서�물의�저류·함양�기능의�유지�및�향상을�도모하기�

위해�빗물�침투능력�또는�수원�함양능력을�갖는�삼림,�하천,�농지,�도시시설�등을�정비하고�기타�필요한�

시책을�강구하도록�하였다.�특히,�물�순환과�관련된�시책을�집중적이고�종합적으로�추진하기�위해�내각

에�물�순환�정책본부(이하‘본부)를�두고,�본부장은�내각�총리대신이�맡도록�하였다.�이�본부는�물�순환�

기본계획안의�작성�및�실시에�관한�사항,�관련�행정기관이�물�순환�기본계획에�기초하여�실시하는�시책

의�종합조정에�관한�사항,�물�순환과�관련된�시책�중�중요한�시책의�기획�및�입안,�그리고�종합조정과�

관련된�사항을�처리하도록�하였다.�

나.�일본�국토교통성� 「빗물저류� ·�이용시설을�위한�세제특례조치」

� �일본�국토교통성은�1998년부터�대도시지역에�일정량의�빗물을�저류하여�이용�또는�침투시키는�시설

(이하� 「빗물저류� ·�이용시설」로�칭함)을�설치할�경우�법인세(소득세)의�할증상각을�인정하고�있다.�

•�제도의�목적

� �지하수�함양을�통한�물환경�왜곡에의�대처,�강우�시�하천으로의�유출�억제를�위한�빗물저류�·�이용시

설의�정비를�도모하는�것이�필요하다.�더욱이,�빗물을�저류하고�잡용수로서�이용하는�것은�상수도를�

통한�물�공급을�줄일�수�있는�유효한�수단이�된다.�하지만,�빗물저류�·�이용시설의�정비를�공공시설에서

만�적용하는�데는�한계가�있다.�따라서�민간사업자의�빗물저류� ·�이용시설�설치�및�정비를�촉진하기�

위한�인센티브로서�법인세(소득세)의�특례조치를�도입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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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의�특례조치�내용

� �①�적용요건

-�대상지역:�수도권정비법에서�정한�기(旣)시가지�및�주변�정비지대,�킨키권(近畿圈)�정비법에서�

정한�기(旣)도시구역�및�주변정비구역,�중부권�개발정비법에서�정한�도시정비구역�

및�인구� 30만명�이상의�市�지역�등�

-�대상시설:�빗물을�100㎥�이상�저류하여�이용�또는�침투시키는�시설물(시설물과�함께�설치한�멸

균장치�및�여과장치도�포함)�

� � � � � � � � � � � �시설물의�종류:�수조,�송배관,�사일로(silo),�용수지�등

� �②�특례조치의�내용

� �빗물저류�·�이용시설�설치�후�5년간은�통상적인�상각한도액에�100분의�12를�더한�금액이�상각

한도액으로�인정된다(할증상각제도).

•�기타�빗물저류�·�이용촉진�제도

� �①�빗물� ·�배수이용시설�촉진세제

� �갈수시의�물�수요�충족과�홍수시의�하천�유출증가의�억제,�하수도�부담�저감�등을�위해�하수처

리수의�재이용시설�및�이와�동시에�설치되는�빗물�저류조에�대한�법인세(소득세)의�특별상각(시설

을�취득했던�연도에�상각한도액을�증산하는�제도)을�인정하고�있다.�별도의�지역�및�규모요건은�

없다.

� �②�도시치수대책�융자제도(국토교통성)

� �도시화가�현저한�하천�유역의�보수�·�유수�기능�보전,�빗물�재이용을�통한�갈수대책�등�도시지

역의�치수대책을�종합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일본개발은행에서는�장기저리자금�융자제도를�운

용하고�있다.�3대�도시권에서�건축물�지하�등에�100㎥�이상의�빗물저류시설을�설치하고,�그�빗물

을�재이용하는�건축물(빗물저류�·�활용형�건추물)을�대상으로�건축물�전체의�건축비에�대하여�저

리(1998년�현재�연리� 2.35%,�상환기간� 25년�범위�내)로�융자(융자비율� 40%)하는�제도이다.�

� �③�수자원�유효이용�융자제도(국토청)

� �東臨海,�近畿臨海,�北部九州�등�물�수급이�원활하지�못한�지역�및�인구�50만�명�이상의�도시권

에�시설을�설치하는�사업자를�대상으로�융자(융자비율� 30%)가�이루어진다.�

� �④�국토교통성�소관의�융자제도

-�도시빗물대책시설�정비사업�융자

� �토지이용이�고도화되고�있는�도시지역의�종합적인�치수대책의�일환으로,�하천�개수뿐만�아니라�

유역�내에서의�유출�억제를�위해�빗물저류시설,�조정지�및�침수방지시설의�설치를�유도�·�촉진�하

는�것을�목적으로�한다.�3대�도시권�및�도시하천�개수지역�등에서�건축물의�지하�등�치수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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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는�빗물저류시설,�조정지,�방수문짝(공익시설에�해당)�등이�융자대상이�되며,�융자기관은�

일본개발은행과�중소기업금융공고�및�국민금융공고(조정지를�제외함)이다.�

-�지역정책�할증융자(특정�빗물대책주택)

� �도시지역에서는�하천�개수뿐만�아니라�유역�내에서의�빗물저류�및�유역�내�시설에�대한�침수방

지대책�등을�종합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이를�위해�지자체가�빗물이용�등의�대책을�추진하

는�주택건설�촉진시책을�실시하는�경우,�주택금융공고(住宅金融公庫)가�주택�융자액을�통상의�

금액보다�할증함으로써�이�시책�추진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침수대책으로서�마루�바닥

을�높이는�공사를�한�주택�또는�방수벽�등을�설치한�주택,�그리고�가뭄대책으로서�부지�내에�빗

물�저류조를�설치한�주택이�융자대상이�되며,�할증융자액은�호당�50만�엔이며,�융자기관은�주택

금융공고가�된다.�

-�빗물이용설비에�대하여�주택금융공고�할증대부

� �수자원의�유효이용을�위해�빗물을�화장실�용수와�살수�등으로�이용하는�설비를�설치하는�주택

에�대하여� 1994년도부터�주택금융공고가�호당� 50만�엔�정도�할증�대부를�하고�있다.�

다.�빗물이용시설�지원사업

� �빗물이용을�장려하기�위한�보조금�지원제도는�빗물저장조시스템,�빗물침투설비,�정화조를�빗물저장

조로�전환시켜�사용하는�시스템의�세�가지�분야로�구분된다.

표�2.17�빗물�저장조에�대한�보조금�지원

지역명 내용

Kawagoe City
- 1개 설치 시 19,000 엔(￥)

- 2개 설치 시 38,000 엔(￥)

Kamakura City

- 저장조 부피가 100~200 ℓ의 제품에 대해 25,000 엔(￥)

- 이하 저장조 부피가 200 ℓ 이상일 경우 30,000 엔(￥)

- 이하 두 가지 경우에 대해 2개 이항의 설비와 총 비용의 1/2범위 내에서 지원

Chofu City
- 시가 인정하는 100 ℓ와 200 ℓ의 제품에 대해 25,000 엔(￥)과 55,000 엔(￥) 사

이에서 제품가격의 절반을 지원

Sumida Ward

- 저장조 부피가 1,000 ℓ인 경우 1,000,000 엔(￥)

- 저장조 부피가 500~1,000 ℓ인 경우 300,000 엔(￥)

- 저장조 부피가 500 ℓ인 경우 25,000 엔(￥)이나 총 가격의 1/2사이에서 지원

Takamatsu City

- 저장조 부피가 100~1,000 ℓ인 경우 100,000 엔(￥)이나 총 비용의 1/2사이에서 지

원

- 저장조 부피가 1,000 ℓ 이상인 경우 톤당 40,000 엔(￥)으로 1,000,000 엔(￥)이하

를 지원

- 양쪽의 경우 모두 1년에 한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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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8�빗물�침투설비에�대한�지원(일본)

지역명 내용

Kawagoe City
- 1개 설치 시 19,000 엔(￥)      - 2개 설치 시 38,000 엔(￥)

- 3개 설치 시 46,000 엔(￥)     - 4개 설치 시 58,000 엔(￥)

Kamakura City

- 콘크리트 제품인 경우 20,000 엔(￥)

- 합성수지 제품인 경우 10,000 엔(￥)

- 두 경우 모두 4개에 대해 지원하나 혹은 총 가격의 1/2에 대해 지원

Chofu City - 모든 비용

Ichikawa City - 한 장소 당 400,000 엔(￥)

Chiba City
- 4개까지 24,000 엔(￥) 이하에 개당 비용의 2/3 범위에서 지원

- 내경이나 길이와 넓이가 35 cm 이상이거나 깊이가 65 cm 이상

Yokohama City - 모든 비용

Mitaka City - 모든 비용

Ohta Ward - 구(Ward)에서 지정된 지역에 한해 모든 비용

Fuji City - 일부 비용

Setagaya City - 일부 비용

Musashino City - 200,000 엔(￥) 이하

표�2.19�정화조를�빗물�저장시스템으로�전환하는�경우에�대한�지원(일본)

�

지역명 내용

Takamatsu City - 70,000 엔(￥) 이하에서 2/3 범위

Chiba City - 60,000 엔(￥) 이하에서 2/3 범위

Toyokawa City - 75,000 엔(￥) 이하에서 1/2 범위

Koshigaya City - 35,000 엔(￥) 이하

Fujisawa City - 40,000 엔(￥) 이하

Kumamoto City - 70,000 엔(￥) 이하

Takahama City - 75,000 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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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0�빗물�관련�물순환�시설에�대한�일본의�보조금�도입�방안

보조금 대상 
시설 기준

- 중소규모 건물, 대지면적 2천 ㎡미만, 

- 연면적 3천 ㎡ 미만건축물

지원 한도
- 설치용량 ton당 100만 원

-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

보조금 지급 방법
- 시설 설치 시 지원금의 100분의 60 지급

- 1년 운영 결과 점검 후 나머지 지급

- 1년 후 점검 시 시설 폐쇄의 경우 보조금 60%에 대해 전액 환수 

예외조항 - 홍보효과 및 상징성이 큰 시설의 경우 전액 지원

라.�일본의�빗물관련�조세제도

� �일본�조세특별조치법�제11조�및�제43조에�빗물�배수�이용시설�정비�촉진세제를�두어�잡용수�이용을�

수행할�수�있는�시설을�설치한�경우�소득세를�경감해�주고�있다.�이�제도는�1995년에�창설되어�배수처

리시설의�경우는�16�%,�배수처리시설과�동시에�설치된�빗물저류조는�12�%의�세제경감을�실시하고�있

다.�또한�강우�시�빗물�유출량�증가를�억제하고�지하수를�함양하여�물순환�왜곡현상을�방지할�목적으

로�빗물저류·이용·침투시설에�정비�촉진세제를�실시하고�있다.�

� �사업의�주체는�민간�사업자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대상지역은�수도권�정비법에서�정한�기시가지�

및�주변�정비구역,�중부권�개발�정비법에서�정한�도시�정비구역�그리고�인구가�30만�이상인�시로�하고�

있다.�대상시설은�대상지역에서�빗물을�200�㎥�이상�저류하여�이용�또는�침투시키는�구축물을�의미하

고�구축물로는�수조,�송배수관,�사일로,�용수지�등이�있다.�특례조치의�제도는�사업설치�후�5년간�시설

의�상각�한도액을�일반적인�한도액에�10%를�더한�상각�한도액을�인정해주고�있어�일반적인�세금제도

보다� 5년간의�세금부담을�완화해주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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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인프라 현황 조사 및 분석

3.1�LID를�통한�개발방식

LID�방식은�기존�개발방식에�비해�시설�및�인프라를�기능화�하고�집중형에서�분산형으로�전환하며,�개별�시설과�

인프라의�네트워크�구축을�통해�시스템의�안정성을�증대시키고�지능형�통합관리를�통해�효율을�극대화�시킨다(그

림�2.15).�기능성의�강화는�LID�기법의�생태적,�환경적�효과를�극대화하며,�지역적으로�필요한�기능을�부가적으로�

부여함으로써�단일�시설을�다양한�목적으로�설치하는�것이�가능하다.�또한�분산형�기법의�적용�시�지역적으로�보다�

최적화된�시스템의�구축이�가능하고�집중형으로�구축�시�발생하는�유출량�집중과�및�수질�악화로�인한�시설의�

설계�및�운영관리가�어려워지는�단점의�극복이�가능하다.�네트워크�구축은�일방흐름형의�시스템에�비해�시스템�

실패를�보완할�수�있는�장점과�함께�효율적인�연계�운영�효과를�가져�올�수�있는�장점이�있다.�마지막으로� IT�

기술을�접목한�계획,�설계,�시공�및�유지관리를�통해�지능형�통합형�유지관리�시스템의�구축이�가능하다.

그림�2.15�기존�방식과�LID�방식의�개념�비교

빠른�배수를�주목적으로�하는�기존�시스템에서는�하천�유량�및�오염부하량의�증가를�제어하기�위해�하천주위에�

대규모의�비점오염�저감시설을�설치하게�된다(그림�2.16).�LID�방식은�발생원에서�빗물관리를�통하여�기존�시스템

에서�발생하는�관리비용�증대�등의�문제점을�해결함과�동시에�건전한�물순환,�열순환을�유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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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6�기존�개발방식과�LID�개발방식의�비교

3.2�국내�LID�관련�인프라�현황

한국의�LID�적용�사례를�표�2.21에�정리하였다.�이들�사례에서와�같이�물순환�시설의�설치는�학교,�체육시설�

등�공공시설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다.�광교,�아산탕정,�에코델타�시티�등�신도시의�기반시설을�조성함에�있어서

도�LID�시설이�도입이�추진되고�있다.�또한,�서울시와�같은�기존도시에도�도로,�보도,�공원,�녹지�등에�LID�시설을�

도입하고�있다.�우리나라도�점차�배제위주의�빗물관리보다는�발생원�인근에서�관리하고�있는�모습을�확인할�수�

있으며,�이를�통하여�규모가�큰�강우만을�관리하는�첨두유출�관리에서�작은�강우와�큰�강우를�고루�관리하는�용량�

관리�차원으로�변모해가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표�2.21�한국의�물순환�관리를�위한�LID�가술�적용사례

적용
대상

적용
지역

적용
기술

관련 그림/사진 특징

학교

주엽

초등학교

(경기도,

고양시)

초기빗물처리

빗물 저류

침투도랑

생태연못

· 빗물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생태연못용수, 비산

먼지방지용수

남양 

초등학교

(경상남도,

창원시)

초기빗물처리

빗물/중수 저류

막여과

· 빗물이용과 중수도의 연계

· 조경용수

청암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옥상녹화

빗물 저류

침투시설

생태연못

· 녹화, 빗물저류, 침투, 활용

· 유출저감 30 ∼ 50 %

· 조경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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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적용
지역

적용
기술

관련 그림/사진 특징

체육

시설

강릉종합

운동장

(강원도,

강릉시)

초기빗물처리

녹지 집수

빗물 저류

생태연못

하수재이용

· 빗물관리와 하수 처리수 재이용을 연계 활

용

· 조경용수, 생태연못용수, 도로청소용

· 환경부(2013)

수원종합

운동장

(경기도,

수원시)

빗물 저류

· 도시홍수 대책과 빗물이용을 연계

· 강우깊이 100 mm 유출저감(10,000 m3)

· 수원시(2011)

신도시

광교

(경기도,

수원시)

빗물 저류

빗물 침투

인공습지

함양지

· 초기 빗물 5 mm 침투∙저류

· 국토해양부 (2012)

아산탕정

(충청남도,

아산시)

식생수로

침투도랑

침투측구

인공습지

투수/잔디 블록

· 국내 최초 분산형 빗물관리 도시 조성 사례

· 연 강우 40 % 저류∙침투

· 도시 기온 저감 3 ℃ 예상

· 한국토지주택공사(2011)

에코델타시티

(부산시)
LID 시설

· 첫 번째 친수구역 조성사업(설계 중)

· 도시계획 단계부터 LID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

· 부산광역시(2012)

기존

도시

(서울시)

도로/

주차장

침투형 빗물받이

침투트렌치

빗물 저류

· 침투형 빗물받이 800여 개소

· 보도: 2014년부터 투수성 포장 의무화

· 8 m이하 도로: 2017년까지 투수성 포장 의

무화

· 서울시(2012)

보도

레인가든

투수블록

투수저류블록

· 슬로건: “보도는 정원이다”

· 서울시장: 보도블록 십계명 제시

· 블록포장위원회 운영

· 서울시(2012)

공원/

녹지

레인가든

투수블록

빗물저류

· 재해저감형 저류시설 설치사업 최초사례(설

계중)

· 오목형 녹지 지향

· 서울시(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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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탕정�신도시�빗물관리�계획

국내에서�처음으로�분산형�빗물관리�시스템과�저영향�개발(Low�Impact�Development,�LID)을�도입한�아산탕

정�신도시의�시범지구(1,753,385�m2)는�기존의�일괄�배제형�빗물관리�방식이�아닌�침투도랑,�식생수로,�도심형�인

공습지�및�빗물저류지�등을�적용하여�빗물을�처리하도록�계획되었다.�분산식�빗물관리시스템�설치를�통하여�1회�

15�mm이하의�소강우시는�전량�침투(5�mm)�및�저류(10�mm)가�가능하며�1회�강우�시�신도시�전체적으로�최대�

약�18만�m3의�빗물을�침투·저류할�수�있다.�이는�아산의�연평균�강우량(1,313�mm)의�40%에�해당하는�505�mm의�

빗물을�침투·저류할�수�있는�양이며,�연�강우일수의� 70�%�이상은�신도시�밖으로�빗물의�유출이�없는�양이다.

각각의�토지이용별로�살펴보면,�도로의�경우�침투도랑,�식생수로,�측구형�침투시설,�도심형�인공습지�등을�적용

하여�도로면의�5�mm의�빗물은�전량�침투가�가능하도록�설계되었으며,�도시�내�녹지축과�연계되어�도시�경관�향상

에도�효과가�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다.�공원�및�녹지의�경우�식생도랑�및�빗물정원,�빗물�저류지�등�시설면적에서�

10�mm�이상의�빗물을�저장할�수�있는�빗물이용시설을�설치하였다.�확보된�수자원은�냉각수,�청소용수,�조경용수,�

비상시�소방용수로도�활용할�계획이며�이를�통해�도시�내�열섬현상�완화�등�미기후�개선으로�기후변화에�대응하는�

쾌적한�도시환경�창출�가능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그림�2.17�분산형�빗물관리를�위한�아산탕정�신도시�조성공사�계획도

적용
대상

적용
지역

적용
기술

관련 그림/사진 특징

마곡지구

투수포장

식생수로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인공습지

· 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기본

조례”에 의거 조성하는 첫 번째 사례

· 2013년 1월부터 13개 부서가 협력하는 “빗

물관리 T/F팀” 운영 중

· 물순환 시민위원회 운영

· 서울시(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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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2�토지이용별�빗물�처리�시설

구분 침투도랑 측구형 침투시설 식생수로 도시형 인공습지 빗물저장조

모식도

설치

장소

공원, 

완충녹지 구간

도로 L형 

측구 구간

공원, 

완충녹지 구간

도로 식수대

구간
공원 내

기능
침투시설

(증발, 침투)

침투시설

(침투)

식생형 시설

(증발, 침투)

인공습지

(증발, 침투)

저류시설

(저류)

그림�2.18�아산�탕정�신도시�내�도로의�빗물처리�방법

그림�2.19�아산�탕정�신도시�내�공원·녹지부의�빗물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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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사업

국토해양부에서는�기후변화와�급속한�도시개발에�따른�물순환�환경악화와�재해영향�저감을�위하여�새만금�개

발�사업�시�저영향�개발(LID)�기술을�계획�및�적용하였다.� LID�기술을�이용하여�도시설계�단계에서부터�빗물을�

관리하여�하천과�바다로의�오염물질�유출을�원천으로�차단하는�토지이용계획을�수립하였다.�새만금�개발�사업은�

군산~부안을�연결하는�세계�최장의�방조제�33.9�km를�축조하여�간척�토지�282.9�㎢와�호소�118�㎢를�조성하여,�

녹색성장과�청정생태환경의�‘글로벌�명품�새만금’을�건설하는�국책사업이다.�하천과�호수,�해양을�연결하는�청정생

태벨트를�조성하여�하천,�호소,�바다를�통합적으로�관리한다.�생태와�환경용지를�이용하여�생물서식처를�조성하고�

수질을�향상시켜�환경오염부하를�최소화�하는�등�자연과�인간이�어우러지는�녹색생태�공간을�조성하여�빗물을�

처리함과�동시에�녹색�정주환경을�조성한다.�또한�새만금지구의�특성인�수변공간을�적극�활용한�LID�기법을�단지

에�적용하여�빗물이용시설,�건축물�녹화,�투수성�포장,�녹지�내�식생수로,�인공습지,�습식�연못�등�다양한�시설을�

적용하고�대형�지하저류시설을�설치하여�초기�빗물을�관리할�계획이다.

그림�2.20�새만금지구�녹지�지역�내�자연형�수로�및�생태저류�시설�개념도

그림�2.21�새만금지구�내�생태하천�및�친수�공간�조성�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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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2�새만금�개발사업�LID�시범단지�평면도

광교�신도시

광교�신도시는�광역행정�및�첨단산업�입지를�통한�행정복합도시�및�자족형�신도시�건설을�목적으로�하고�있다.�

도시�내�생태계의�근간�확보와�친수환경조성을�위하여�도시물순환�시스템(Blue-Network)을�구축하고�빗물을�이

용한�수량�확보�및�수질보전을�통한�쾌적한�친수환경을�제공할�수�있는�친환경�물순환�시스템을�조성한다.�도시물

순환�시스템이�적용된�지구(11,304,823�m2)는�침투형,�저류형,�인공습지�등�73개�시설이�적용되어�초기강우�5�mm

를�전량�침투�및�저류하도록�계획되었다.�다양한�LID�시설을�적용하여�개발�사업으로�인하여�발생하는�초기�고농

도의�비점오염물질을�처리하고�도시�내�자연적인�물순환이�이루어져�환경�개선,�미기후�향상�등�다양한�효과가�

나타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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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3�광교�신도시�사업지구�내�LID�시설

그림�2.24�광교�신도시�내�LID�시설�적용�위치 그림�2.25�광교�신도시�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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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정원�관련�국내�적용�사례

표�2.23은�물순환�관련�기술의�국내�적용�사례를�정리하여�나타낸�것으로,�대부분의�시설은�침투�및�저류�기작이�

포함된�빗물정원,�침투도랑�및�생태저류인�것으로�나타났다.�국내에�적용된�LID�시설은�옥상,�정원�및�보도의�가로

수�공간에�조성되었다.�

표�2.23�물순환�관련�기술�국내�적용�사례

시설의 위치 및 토지이용 시설전경

▪ 기술종류: 빗물정원

▪ 위치: 충남 천안시 대학교 

▪ 토지이용: 옥상, 주차장

▪ 기술종류: 빗물정원

▪ 위치: 서울 광화문 광장

▪ 토지이용: 보도

▪ 기술종류: 빗물정원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 토지이용: 도로 및 보도

▪ 기술종류: 침투도랑

▪ 위치: 충남 천안시 대학교 

▪ 토지이용: 도로

▪ 기술종류: 침투화분

▪ 위치: 충남 천안시 대학교 

▪ 토지이용: 도로

▪ 기술종류: 생태저류

▪ 위치: 충남 천안시 대학교 

▪ 토지이용: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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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국외�LID�관련�인프라�현황

미국,�독일,�일본�등�물순환�기법과�관련한�선진국에서는�도시지역�내�불투수면�증대로�인한�환경수리학적�변화

를�최소화하기�위해�생태저류지,�침투도랑,�인공습지�등의�시설을�옥상,�정원등의�조경공관에�적용하는�것으로�조

사되었다.�표�2.24에서는�국가별로�도시지역에�적용된�LID�및�GI�기술에�대한�특징과�적용기술에�대하여�정리하였

다.

국외�사례에서도�배제위주의�빗물관리보다는�발생원�인근에서�관리하고�있는�모습을�확인할�수�있다.�또한�규모

가�큰�강우만을�관리하는�첨두유출�관리에서�작은�비와�큰�비를�고루�관리하는�용량�관리�차원으로�변모하고�

있다.�기반시설을�조성함에�있어서도�자체�조절지를�조성하거나�공원,�학교,�운동장�등을�물관리�시설로�활용하고�

있는�점도�주목할�만하다.�특히�경관�시설은�오목한�형태로�조성하여�빗물을�관리하는�시설로�이용하고�있고�상부

와�하부를�입체적으로�활용하고�있다.�또한�침투와�저류를�통해�모아진�빗물은�에너지�효율성을�고려하여�인접지

역에서�다양한�용도의�대체수자원으로�활용하고�있다.�

표�2.24�국외�도시지역�LID/GI�적용�기술�요약

미국 독일 일본

공통

§ 발생원 관리로 변모

§ 첨두 유출관리 단독에서 강우 용량관리 병행

§ 기반시설의 물관리 기능 부여

특징

§ 녹지 공간의 입체적 빗물관리

§ 투수성 포장 확대

§ LID/GI 시설의 연계 처리

§ 미기후, 에너지 등 고려

§ 무방류 시스템 구현

§ 물관리 기능 및 경관〮 생태 기

능 반영

§ 치수 중심의 침투통, 침투 트

렌치 적용

§ 하천수 저류 및 공원, 주차장, 

학교 등 유수지 기능부여

단계 시범적용 단계 확산 단계
확산 단계(치수), 

녹지기반 물관리(적용 예정)

공간별 

주요 

LID/GI 

적용기술

건축물
옥상녹화

빗물이용
건축물

저류형 옥상, 

저류형 옥상녹화
건축물 옥상녹화, 빗물이용

보도

틈새투수

빗물정원 연계

연석 식생지

보도 침투-저류박스 보도/도로

투수성 포장

(일부 시험적으로 

적용)

도로

주차장

투수포장(일부)

투수포장 확대

이면

도로
침투박스 주차장 유수지 기능부여

녹지

공원

오목형 녹지

치수 기능부여

오픈

공간
저류, 투수성포장

공원/학교

/체육시설
유수지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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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의�경우�분포형�혹은�분산형�소규모�시설을�이용하여�자연적인�강우�유출특성과�지하수�흐름을�조성함으로

써�침수�관리�및�하천수질보전을�도모하고�있다.�실행방법으로�배수구역�말단에�대규모�유수지�혹은�빗물펌프장을�

조성하여�빗물을�운송,�처리하는�대신에,�소규모�빗물관리�및�활용�시설을�설치하여�자연적인�배수�특징과�형태를�

보전하고�있다.

미국�뉴욕�시의� “NYC� Green� Infrastructure� Plan-A� sustainable� strategy� for� clean� waterways”�계획

(2010)에�따르면,�깨끗한�하천�수질을�위해�향후�20년�동안�총�24억�달러(한화�약�2조�7천억�원)를�분산형�빗물관

리�시설에�투자할�계획이다.�뉴욕�시는�이�기간�동안�전체�불투수면적의�10�%에서�발생하는�초기�우수�1�인치(약�

25.4�mm)를�분산형�빗물관리를�통해�저류/침투�시키는�것을�구체적�실천�방안의�핵심�내용으로�삼고�있다.�이를�

통해,�기존�및�계획�하수도�시설의�효율을�최적화해서�합류식�관거�월류수가�하천으로�유입되는�양을�연간�약�7천�

6백만�톤�줄이고,�수질개선�및�하수도�정비�소요비용을�총�68억�달러에서�53억�달러로�15억�달러�절약하는�것이�

궁극적�목표이다.�

전

후

그림�2.26�미국�뉴욕시의�분산형�빗물관리(그린�인프라)�적용�전후�비교

미국의�주요�LID/GI�적용사례를�표�2.25에�정리하였으며,�주요�LID�기술에는�빗물정원,�옥상녹화,�생태저류,�

빗물통,�수직홈통�배관�분리,�투수성�포장,�침투�포장,�빗물이용,�경관�도랑,�도로�도랑,�주차장�도랑,�식생�여과대�

등이�있다.�시애틀�하이�포인트�빌리지(High�Point�Village)에서는�개발�지역�전체적으로�물순환�관리가�적용된�

사례로서,�개별�물순환�시설의�성능�향상은�물론�물순환�시설간의�연계처리(Treatment�Train)�개념을�적극�반영

하였다.�건축물에서�유출되는�빗물을�빗물정원으로�흘러들어가도록�하여�직접유출을�차단하였고,�보행자�도로는�

전면�투수성�포장으로,�차도는�일부�구간에�투수�포장을�설치하였다.�보도와�차도에서�발생하는�배수는�빗물정원,�

연석�식생지�및�식생수로로�연결되어�있어�강우강도가�높은�경우에�유출되는�강우유출수가�녹지공간에서�적극적으

로�침투되도록�유도하였다.�더욱이�경사지�식생수로에는�쇄석과�체크�댐을�설치하여�세굴방지�및�원활한�침투�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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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현되도록�조성하였다.�이�지역에는�10여종�이상의�다양한�식생이�반영되어�계절별로�색다른�경관이�나타나�

주민의�호응도가�높다.�

뉴욕의�경우�2030년까지�전체�불투수면적의�10�%를�대상으로� �그�지역에서�발생하는�약�25�mm(1�인치)의�

강우�유출을�저감하는�것을�목표로�그린인프라�융복합�시설의�설치를�추진하고�있다.�이�중�3�%의�불투수면�제어

를�위해�녹색거리(Green�Street)�조성을�진행하고�있으며,�신축�및�개축하는�건축물(3%�제어)에는�침투시설,�옥상

녹화�및�지하�저류�등을�설치하고�있다.�또한�기존�학교,�거주지,�기타�개발지역(3%�제어)에서도�저류,�투수포장,�

빗물정원�조성�등이�이루어지고�있으며,�오픈스페이스�및�수변공간에서도�1�%에�해당하는�강우를�관리하게�된다.�

표�2.25�미국의�LID/GI�적용�사례와�기술

적용지역 적용기술 관련사진 시사점

포트 칼린즈

(주거상업지역/녹지)

녹지저류

식생수로

연계처리

§ 오목형 녹지

§ 100년 빈도의 강우관리(수질, 수량, 

수온 관리)

§ 연계처리 기법

보스턴 

(MIT 공대)

경관 조절지

빗물저류/이용

§ 경관시설로 입체적 빗물관리 구현 

(경관, 수질관리, 수량관리, 수자원 

확보)

필라델피아 

(Vilanova 대학/

도심 공원 등)

옥상녹화, 빗물정원, 

식생수로, 인공습지

투수포장

수목여과박스

§ 자체 유출저감 공간 확보(개발로 

인한 영향 최소화)

§ 도심 체육시설〮 공원 물관리 공간으

로 재정비

시애틀

(High Point 

Village 등)

연결차단, 빗물정원, 

연석 식생지

투수성포장

유수지

§ 적극적 발생원 관리

§ 다양한 식생 활용

§ 연계처리기법 적용

휴스턴은�보도�공간의�빗물정원�조성을�통해�총�550�m3의�강우�유출수를�처리하고�있으며,�블록포장,�쇄석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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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포장�등�다양한�보도포장�기법을�적용하고�있다.�이러한�보도�공간에�대한�물순환�기법�적용을�통해�유출�저감�

등�기능적�효과뿐만�아니라,�시민의�휴식�공간�제공,�생물다양성�확보를�위한�생태�공간�확보�및�경관�향상을�

통한�가치창출�등�부수적인�효과를�기대하고�있다.�

독일

독일의�경우�빗물의�지하침투를�기본으로�하고�모은�빗물을�잡용수로�이용하는�물관리�효율성을�강조하고�있다.�

독일의�대표적인�LID/GI�적용�사례와�기술을�표�2.26에�나타내었다.�독일의�경우�100여�개의�업체가�빗물이용기술

을�개발하여�현재�뮌헨�네오폴츠�거리,�베를린�소니센터,�하노버�엑스포�호수,�코블렌츠기술대학�등에�빗물을�저류

하고�사용하고�있는�등�기업�주도형�LID�설치�사례들이�많이�있다.�또한�빗물이용은�학교,�세차장,�산업용�등으로�

범위가�확대되고�있다.�

크론스베르크�주거�단지는�독일�북부�하노버의�남쪽�외곽에�위치하고�있으며,�개발�규모는�150�ha(계획인구:�

약�6,000�가구�15,000�인)이고,�개발기간은�1997년�~�2000년까지�1단계�공사를�완료하였다.�개발주체는�하노버�

시,� 지역개발업자,� 주택투자자,� 환경운동단체(KUKA)� 등이며,� 개발목적은� 하노버� 시의� 주택수급조절�및� EXPO�

2000에�대비한�생태�주거�공간�건설이다.�현�세대의�개발�행위가�후세대의�환경과�복지에�영향을�미치지�않는�

지속�가능한�개발이어야�한다는�1992년�유엔�리오선언에�근거하여�생태,�문화,�사회적�주민�통합,�도시계획과�옥외�

공간�조성�기술�등을�모두�반영하는�미래지향적�주거단지로�건설되었으며,�2000년�"인간-자연-기술"이라는�모토로�

개최된�하노버�국제박람회에�독일의�생태도시�건설�기술을�총동원하여�세계인들에게�선보인�시범주거단지이다.�

그림�2.27�독일�하노버�시�크론스베르크�주거�단지�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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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6�독일의�LID/GI�적용�사례와�기술

적용지역 적용기술 관련사진 시사점

프랑크푸르트 (건축물)

옥상녹화

생태연못

빗물 이용

태양광 활용

§ 옥상녹화, 생태연못

§ 실내 물 공간(습도조절, 소리 공

간 창출)

§ 물〮과 에너지 효율성 강조

베를린

(포츠다머 플라츠: 

상업지역)

옥상녹화

빗물 저류 조절지

§ 침투시설 없이 옥상녹화, 빗물저

류, 조절지로 99 % 강우 유출 

저감 구현

베를린

(흄볼트 대학)

옥상녹화, 빗물저류, 

식생수로, 빗물침투

빗물 공조설비

§ 벽면녹화, 수면 공간, 빗물 공조 

설비에 의한 에너지 절감 대책

§ 녹지, 저류, 침투 등으로 무방류 

시스템 구현

도르트문트

앰셔지역

(공동주택)

연석 식생지

투수포장

지하침투

§ 기능과 경관의 조화

§ 지역 문화 반영

기존�하수도�우수관거�방식을�선형�유수녹지-침투�트렌치�연계�시스템으로�대체하여�개발�전의�자연�물순환�

기능을�유지하고�첨두�유출량을�저감하여,�30년�빈도�강우인�시간당�50�mm/hr에�준하는�도시�배수기능을�갖도록�

했다.�선형�유수녹지-침투트렌치�연계�시스템은�기존�하수관거의�우수배제�중심에서�분산형�저류/침투로�전환한�

것이며,�①�비점오염원�제어,�②�자연�물순환�보전,�③�도시홍수�저감,�④�도시�미기후�개선�등의�도시물관리�역할

과�함께,�⑤�도시�경관�향상,�⑥�하수도�설치비용�저감을�구현한다.�소강우�시에는�선형�유수녹지�상부에�분산�

저류된�후�서서히�토양에�침투되어�30�cm�깊이의�표토와�모래층을�통과하면서�정화되고,�홍수�시에는�선형�유수녹

지를�월류하는�빗물은�하부에�조성된�자갈�채움�침투트렌치에�일시�저류한�후�침투/방류되는�과정을�통해�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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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량을�저감한다.�경사면에서는�계단식�단차를�조성하여�저류기능과�동시에�침투효과를�최적화�시켜�운영하도록�

유도한다.

일본

일본은�물순환�건전화�및�도시침수위험�저감을�위한�빗물관리�기술을�표�2.27과�같이�다양한�지역에서�활발하게�

적용하고�있다.�기본적으로�일본의�빗물관리�기술의�목표는�유역�내에�내린�빗물을�하천으로�빨리�배제하는�대신,�

가능한�저류하고�침투시키도록�하고�하천수를�유역�내로�유입시켜�하류의�침수를�방지하도록�유수지를�조성하고�

있는�것이�특징이다.�

일본에서는�용수의�공급과�빗물의�유출저감의�목적으로�1985년�도쿄돔에�빗물이용시설을�설치한�이후�전국적으

로�빗물이용시설�구축을�확산하고�있다.�시설�도입사례로는�도쿄돔과�스미다구�청사,�스모경기장�코쿠키칸�등을�

들�수�있다.�

표�2.27�일본의�LID/GI�적용�사례와�기술

적용지역 적용기술 관련그림/ 사진 시사점

사이타마 현 

(택지개발지역)

생태 유수지

공원 및 학교 저류지

§ 하천부화 최소화

§ 상류에 생태기능의 조절지 조성

§ 공원과 학교부지의 방재 기능화

도쿄 도

(코네가이시 유역)

침투통

침투 트렌치

§ 20여 년간 주민부담과 보조금으로 유역 

물순환 추진

요코하마 시 

(신요코하마 공원)

다목적유수지

빗물이용시설

§ 공원(경기장) 전 지역을 유수지로  활용

§ 국토교통성과 요코하마 시 협업

후쿠시마 현

(수와노 공원도시)

투수성 포장

침투통

침투르렌치

§ 침투시설 만으로 집중호우 대비(310 mm 

연속강우 및 시간당 91 mm : 전량 침투)

§ 지하수 보전 및 활용

또한�일본�후쿠시마�지역의�수와노�공원도시는�부지조성�단계에서�건축물�이외의�지역에�침투통과�침투트렌치를�

설치하고�그�상부에는�투수성�포장을�조성하였다(그림�2.28).�투수성�포장과�연계된�녹지�공간에는�토사유출방지

시설이�반영되어�투수�지속성�확보에도�신중을�기했다.�일�강우�301�mm�및�시간당�91�mm의�집중호우에도�지표�

유출이�거의�없을�정도로�투수와�침투�성능이�뛰어나다.�이를�통해�침수�억제는�물론�지하수�보전과�이용에도�기여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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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8�일본�후쿠시마�수와노�공원도시�적용�빗물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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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순환 시설별 기술 효율성 실험검증 사례 조사

4.1�국내�사례

한국에서는�2012년부터�국토교통부�물관리�연구사업을�통하여�건전한�도시�물순환�인프라의�저영향�개발�구축�

운영�기술�연구단에서�저영향�개발�기술�연구를�진행하고�있다.�국내에�저영향�개발에�대한�관심은�높으나�LID�

기술의�효율에�대한�객관적인�정보가�부재하고�검증�시스템이�부재하기�때문에�한국형�도시�인프라에�적합한�저영

향�개발�요소·검증기술�및�통합설계�적용�기술�개발을�목표로�하고�있다.�이를�위하여�연구단에서는�요소기술의�

개발�외에�저영향�개발�기술에�대한�과학적인�검증을�목적으로�국가�저영향�개발�기술�실증실험단지�및�연구센터를�

건립�중에�있다.

그림�2.29�국가�저영향�개발�기술�실증�연구센터�조감도(좌)와�평면도(우)

실증실험단지는�소규모�분산형으로�산재하는�다양한�LID�시설들을�집적화하여�조성되므로,�각�단위시설들의�성

능평가(특히,�수량저감�및�수질개선�효과)를�위한�효과적인�모니터링�시스템�구축이�가능하다.�실증실험단지에�조

성될� LID�시설에�최적화된�모니터링�시스템의�설계는�아래와�같은�목표를�바탕으로�진행되고�있다.6)

①�각� LID�시설의�유출특성을�감안한�최적화�설계

②�자료의�신뢰성�확보

③�단위시설의�변동성에�따른�유연한�시스템

④�경제적인�시스템

⑤�다양한�연구자들이�자료를�공유,�확산할�수�있는�기반마련

⑥�단지설계와�융합�할�수�있는�디자인

⑦�국내외�연구�성과�홍보효과

6) 저영향 개발 연구단 통합모니터링 실시설계보고서(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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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실험단지는�건축형,�도로형,�주차장형,�산업체�융합형,�공원형�시설로�분류된다.�기본적으로�각�시설에서�발

생하는�지표수(Overflow)와�침투수(Base�flow)의�수량과�수질�모니터링이�최대한�가능하도록�물순환�계통을�고

려하여�설계되었다.

그림�2.30�국가�저영향�개발�기술�실증�연구센터�내�주차장형�LID�요소기술�검증시설�구축

그림�2.31�국가�저영향�개발�기술�실증�연구센터�내�공원형�LID�요소기술�검증시설�구축�평면도

저영향�개발�연구단에서는�본�실증시설을�통한�검증을�통하여�다양한�LID�기법�및�시공기술을�확보하고�기존�

LID�설계의�대체나�신규�설계에�자연스럽게�활용될�수�있도록�하며,�한국형�LID�요소기술인증제도의�기준을�제시

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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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2�국가�저영향�개발�기술�실증�연구센터�내�LID�실증실험�기기

4.2�국외�사례

미국

워싱턴�주�시애틀에서는�2001년�2nd� �Avenue의�약�220�m�정도�되는�거리에�빗물�유출저감�및�친환경�거리�

조성을�목표로�저영향�개발�요소기술을�적용하는�시범사업을�시행하였다.�도로�폭을�7.6�m에서�5.5�m로�축소하여�

불투수�지역�면적을�18�%�저감하였으며,�우수배수로를�생태수로로�바꾸어�DCIA를�최소화�하였다.�또한�빗물정원�

및�생태저류지�등�저영향�개발�요소를�적극�활용한�사례이다.

SEA�프로젝트�시범사업의�결과�경제적,�오염저감,�홍수피해�저감,�쾌적한�주거환경�조성�등�많은�이점이�발생하

였고,�기존의�중앙집중식에�비하여�약�25�%의�비용�절감�효과가�있었다.7)�또�시애틀�워싱턴�주립대학교는�저영향�

개발�기술�실험검증을�위하여�빗물�저류,�주차장�투수포장,�빗물정원�식생,�토양�특성�등�시험시설�등을�구축하고�

있다.�포장면�시험시설은�3�m�×�20�m�×�12�라인�규모로�개별�표면유출,�중간유출,�하부유출을�관측하고�있다.

그림�2.33�미국�시애틀�내�포장면�유출량�측정�시설�전경

빗물정원�실험�시설�또한�수문,�기상,�식생,�토양�특성�등을�고려한�평가�검증을�수행하고�있다.

7) 한우석(2011), 도시 빗물관리 개선을 위한 미국 저영향 개발 적용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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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4�미국�시애틀�내�빗물정원�및�토양�특성별�수문관측�시설

미국�오리건�주의�포틀랜드�시�환경�서비스�국은�수질보호,�유역�개획,�폐수�수집�및�처리,�하수도�설치,�빗물관

리�등을�포함한�깨끗한�하천�프로그램(Clean� river� program)을�제공하고�있다.�환경�서비스국은�총괄관리국,�

유역�서비스,�오염�방지�서비스,�엔지니어링�서비스,�폐수처리�서비스,�환경�사업�서비스�등�6개의�실무그룹으로�

구성된다.�포틀랜드�하수관거의�1/3�정도는�80년�이상�되었으며�이러한�노후�된�하수관거의�기능을�보완하고,�자

연�친화적인�환경을�구축하기�위하여�지속가능한�빗물관리�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도시�내�옥상녹화,�빗물정원,�식생수로,�통로화단�등�32개�지점에�대하여�침투실험,�유량측정,�유동실험(flow�

testing),�수질분석,�토양오염물질분석�등을�모니터링�하며�그�결과를�분석하여�2년�주기로�보고서를�작성하고,�

홈페이지(https://www.portlandoregon.gov/bes/36055)에�정보를�공개하고�있다.�보고서에는�각�지점별�세부�

데이터와�함께�모니터링�결과를�요약해�놓았으며�요약보고서에는�지점명,�대상지�정보(위치,�시설정보,�사진정보)

와�함께�첨두�유출저감,�유량저감,�수질,�토양/침투,�설계,�유지관리�등에�대한�분석�결과를�정리해�놓고�있다.

�

그림�2.35�미국�오리건�내�LID�시설�모니터링�지점�및�모니터링�결과�보고서

리버사이드�홍수관리�및�물보전�지구(Riverside�county�flood�control�and�water�conservation�district)는�

다양한�저영향�개발(LID)�최적관리기법을�적용하고�있다.�불투수면(지붕,�주차장�등)으로부터�강우유출수를�직접�

배수구로�유출하는�대신에,�물을�모으고�여과하여�지하로�스며들게�하는�경관시설로�향하게�한�것이�특징이다.

연구단지�내에는�빗물정원,�투수포장시스템,�투수성�콘크리트,�투수성�아스팔트,�침투저류지,�식생수로,�통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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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등�7가지�시설물을�설치하였으며�적용된�LID�시설의�설명,�시공방법�등을�홈페이지(http://www.floodcontrol�

.co.riverside.ca.us/LID.aspx#link)에�게재하고�있다.

모니터링을�위한�단지�설계�시부터�모니터링을�위한�배관을�매설하여�각�시설들의�유출수의�수량과�수질을�측정

하기�위한�차집시설을�설치하였다.�유량은�유량센서�등을�통하여�모니터링하고,�수질은�자동�시료�채수기로�일정�

간격으로�채수하여�침전물,�중금속,�영양염류,�유류,�미생물�등을�분석하고�있다.�또한,�투수포장에�대한�성능시험

을�위하여�강우가�부족할�때에는�물차�등을�동원하여�기존�포장과�비교실험을�실시한다.

그림�2.36�미국�리버사이드�홍수관리�및�물보전�지구�센터�홈페이지

그림�2.37�미국�리버사이드�홍수관리�및�물보전�지구�센터�내�물순환�시설�검증�설비

독일

독일의�베를린공대�응용수문학�연구실에서는�베를린�시�상하수도사업본부의�의뢰로�다양한�포장재의�침투,�증

발산,�유출량�평가를�수행한�바�있다.�포장재�종류별로�동일�공간에서�표면유출량과�침투량을�장기간�모니터링�

하였으며�전도형�유량계,�기상관측�장비�등을�활용하였다.�평가�결과는�빗물�하수도�요금�도입을�위한�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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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8�독일�베를린공대�투수성�포장재�실험�구역

옥상녹화와�관련하여�옥상녹화�식물에�의한�증발산량을�측정하고,�증발산�잠열로�전환된�태양�복사에너지의�

양을�정량적으로�산정하였다.8)

그림�2.39�일반옥상과�옥상녹화에서의�태양복사�에너지의�열수지�비교(M.�Schmidt(2006),�베를린�시(2010))

독일의�노이�브란덴브르크�대학�환경생태�연구실에서는�옥상녹화의�다양한�매질별,�식생별�증발산량을�산정하

였으며,�기후요소�측정�장비,�전도형�유량계,�전자저울�등에�의해�유출량과�증발산량을�산정하였다.

그림�2.40�독일�노이�브란덴브르크�대학에서�실시한�옥상녹화�실험장치�모습

표 2.28에서는 국내외의 물순환 시설별 기술 효율성 실험검증 사례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8) 서울특별시(2013), 청계천 유역 환경치수 도시 관리방안 수립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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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8�국내외�물순환�시설�기술검증�사례

사례지역 실험 검증 내용

미

국

포틀랜드 시

§ 도시 내 옥상녹화, 빗물정원, 식생수로, 통로화단 등 32개 지

점의 모니터링 및 리포트작성

§ 홈페이지(https://www.portlandoregon.gov/bes/36055)에 모

니터링 데이터 및 보고서 공개

시애틀 워싱턴 주립대

§ 워싱턴 주립대 Puyallup 캠퍼스

§ 빗물 저류, 주차장 투수포장, 빗물정원 식생, 토양 특성 등에 

대한 시험시설

§ 관측시설: 기상, 빗물저류, 유량, 토양 특성별 수문, 식생

리버사이드 홍수관리 및 물보전 지구센터

§ 연구센터 내 빗물정원, 투수포장시스템, 투수성 콘크리트, 투

수성 아스팔트, 침투저류지, 식생수로, 통로화단 등 7가지 시

설물 설치

§ 적용시설의 설명, 시공방법 등 홈페이지에 게재

    (http://www.floodcontrol.co.riverside.ca.us/LID.aspx#link)

독

일

베를린공대 응용수문학 연구실 § 베를린 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의뢰로 연구

§ 다양한 포장재의 침투, 증발산, 유출량 산정

§ 포장재 종류별 계측기 설치 후 표면유출량과 침투량을 장기간 

모니터링

§ 빗물하수도 요금 도입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한

국

국가 GI/LID 실증 실험동 및 단지

§ 국내 최초 그린인프라(GI) 및 저영향 개발(LID) 기술 검증을 

위한 실험, 연구, 교육 시설 구축

§ 전체 24개 LID 요소기술이 적용된 후 모니터링 예정

§ 산업체 융합형 LID 요소기술 검증시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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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순환 시설 모니터링 대상 및 현황

1.1�물순환�시설�모니터링�개요

연구�대상�지역�및�적용기술

서울시�물순환�효과분석�대상시설은�서울시�물순환/빗물관리�기본계획�및�물순환�조례�등을�바탕으로�유형별�

모니터링�대상과�목표�설정을�통해�선정되었다.�공공,�교육,�교통기반,�민간,�공원녹지�분야에�해당되는�물순환�

기술들이�대상이�되었으며�주�효과로�도시홍수�저감,�물수지�개선,�도시하천오염�저감,�도시�미기후�향상으로�구분

하여�효과분석을�실시하였다.

표�3.1�서울시�물순환�효과분석�대상시설

물순환 요소 기술

공공분야 옥상 저류 시설

교육분야
저류형 옥상녹화 시설

침투형 배수로

교통기반분야
침투형 빗물받이
저류/침투 시설

민간분야
투수성 포장

침투형 트렌치

공원·녹지분야 생태저류형 배수로

연구�대상지역은�종로구�효자배수분구,�도봉구�새동네�그리고�강서구�마곡지구의�3곳이며,�모니터링�대상�시설

은�각각의�지역에�설치된�총� 9개소의�물순환�관련�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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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연구대상�시설의�종류와�위치

1.2�물순환�시설�모니터링�내용�및�현황

서울시�물순환�시설�대상지의�모니터링을�위하여�각�지점에�모니터링�센서를�설치하였으며�2014년�7월부터�2015

년�10월까지�총�58회의�모니터링과�유지관리를�수행하였다.�모니터링은�강우시기인�하절기에�집중적으로�진행되었

으며�비강우시기인�겨울철에는�센서�보호를�위하여�장비를�철거하고�봄에�재설치하여�측정하였다.�

표�3.2�모니터링�및�유지관리�기간�및�현황

2014 년 2015 년 비고

월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출장
횟수

9 5 6 3 3 2 0 0 3 2 5 3 7 5 4 1 총 58회

모니터링의�주요�내용은�강우�전,�강우�시,�강우�후,�상시�수행되는�내용으로�구분되며�안전사고를�방지하기�

위하여�1개조�2인�이상으로�수행하였다.�주요�모니터링�내용과�인원�및�장비에�대하여�표�3.3과�그림�3.2에�정리하

였다.

� �표�3.3�모니터링�및�유지관리�사항

유지관리 사항 인원 및 장비

강우 전 주변 확인, 협잡물 청소, 센서 유지관리
1개조 2인 이상 (안전사고 고려)

쇠지레, 삽, 빗자루, 집게, 오우거(나사송곳), 안전콘, 삼각대, 
모니터링 케이블, 노트북, 건전지, 드라이버, 시료팩, 장갑, 

우의

강우 시 관측 및 동영상 촬영

강우 후 데이터 수집, 협잡물 청소

상시 배터리교환 및 데이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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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모니터링�및�유지관리�내용

주요�모니터링�장비는�표�3.4와�같으며�수위,�유량,�토양수분,�미기후를�측정하기�위한�각종�센서와�데이터�로거

로�구성된다.�사용된�센서�들은�실시간으로�데이터를�저장하는�센서로�일정�주기로�데이터를�수집하여�효과분석에�

활용하였다.

� � � � �표�3.4�주요�모니터링�장비

모니터링 장비 내용 및 목적 센서 사진

수위계
- 압력식 수위센서+데이터로거
- 저류조, 침투박스 등의 실시간 수위 변화 

모니터링

전도형 유량계
- 전도형 유량계+샘플러
- 소규모 유출 유량의 계측 및 수질 측정을 

위한 시료 샘플링

유량계
- 초음파 수위센서+데이터로거
- 비만관 수로의 실시간 유량 변화 모니터

링

토양 수분 센서

- 토양수분량 실시간 모니터링
- 토양 깊이 5 cm
- 수분함량 0~100 %
- 데이터 로거 저장

미기후 모니터링 센서

- 소규모 강우량계
- 온도, 습도계
- 데이터로거
- 순복사계: 태양일사, 복사량
- 알베도계: 지면 알베도
- 열화상 카메라, 열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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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모니터링�대상지�3곳의�강수량�측정�지점의�위치

연구�대상지인�종로구�효자�배수분구,�도봉구�새동네�그리고�강서구�마곡지구에서�수문분석�모델링�및�강우-유

출�데이터�분석에�활용된�강우데이터�확보를�위한�기상관측소의�위치는�그림� 3.3과�같다.

그림�3.4�강수량�측정지점�3곳의�월강수량,�일강수량�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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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측정�지점별로�연구기간�동안의�월강수량,�일강수량을�비교한�결과�전체적으로�유사한�강수분포�패턴을�보이

지만,� 2015년� 6월∼7월에�다소�차이를�나타내는�것을�알�수�있다.

2 물순환 시설 모니터링 및 효과 검증

2.1�옥상�저류�시설�(블루루프,�Blue�Roof)

적용�시설�개요

건축물의�옥상을�지역�내�저류시설로서�이용하는�경우

에는�지붕방수�및�건축물의�기본�구조도의�영향을�배려해

서�저류가능용량을�설정하도록�한다.�지붕의�저류특성은�

특히�도시형�홍수에�많은�피해를�입는�고밀도�시가화�지역

에�대해�아주�효과적인�방법이고,�차량의�통행에�장애가�

되지�않을�뿐만�아니라�일반적으로�보이지�않는�곳에�설치

되므로�외관상의�문제와�어린이들의�안전성의�문제도�없는�

것이�특징이다(소방방재청,� 2010).

해외에서도�저비용의�옥상저류를�많이�적용하고�있으며,�

이를�위한�제품이�상용화�되어�있다.

그림�3.6�옥상저류�해외사례(스위스,�독일)

연구�대상�지역

옥상�저류(Blue�Roof)는�서울�중구�덕수궁길�15�서울시청�서소물별관�1동�옥상에�설치되어�있다.�서울시청�서소

문청사는�효자배수분구에�위치한�시설로써�광화문�일대의�침수피해�방지와�청계천�유역의�효자배수분구의�빗물�

그림�3.5�옥상저류의�개념도�(소방방재청,�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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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위해�공공시설�건축물에�시범�적용�하였다.�

그림�3.7�옥상저류�대상지�위치�

서울시청�서소문청사�일대는�지하철�서울시청역�1호선,�2호선이�교차하는�지점으로�차량과�보행자�통행이�많고�

건축�밀도가�높다.�인근�주요�지점으로는�덕수궁과�서울특별시청,�서울도서관�등이�있다.

그림�3.8�옥상저류�모니터링�대상지-서울특별시�서소문별관�옥상

각각의�집수면�배출부에�수위계를�설치하고�집수면에서의�수위�변화를�모니터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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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수 면적
펜스높이
(저류부피)

최대 
저류가능량

유출형태 계측기

일반옥상 50 ㎡ (10x5) 0.14m(7 ㎥) - 표면유출
수위계 1
유량계 1

옥상저류 50 ㎡ (10x5) 0.14m(7 ㎥) 7 ㎥+f(hw) 오리피스 방류
수위계 1
유량계 1

그림�3.9�옥상저류�모니터링�대상지�세부�사항

그림�3.10�옥상저류�대조구과�실험구�배출부

� �대조구�옥상의�배출구는�기존의�일반적인�배출구조를�갖고�있으며,�실험구의�배출구는�스테인레스�타공판으

로�만든�구조체(유출�조절기)에�알루미늄�테이프를�사용하여�타공을�막은�후,�원하는�오리피스�배출량�100�L/s·hr

에�해당하는�숫자만큼의�타공을�열어�두었다(그림�3.11).�배출량�100�L/s·hr는�서울특별시(2013)�청계천유역�환경

치수�도시관리방안�수립�용역을�통해�산출된�광화문�지역�침수저감을�위한�최적방류량이다.

그림�3.11�배출부에�설치된�수위계와�집수면을�구획하는�펜스의�높이�측정(인공강우�실험�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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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2�옥상�저류면의�경사�분포

옥상면에서�배수부�쪽으로�난�경사에�의하여,�실제�저류�가능한�저류�부피는�집구구역�펜스에�의한�부피와�경사

면에�의한�누적�저류량을�합한�값이다.�

그림�3.13�옥상저류의�바닥높이별�누적�저류량

경사면에�의한�누적저류량은�수위값에�따라�변하며,�그�누적�부피를�관계식으로�나타내면�그림� 3.13의�식과�

같다.

y� =� 0.030x2-� 0.185x� +� 0.236� � � R2� =� 0.993

y� :�누적�저류량,� � � x� :�배출구에서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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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방법

     

그림�3.14�옥상�수위�측정�및�상시�방류구�구조

그림�3.15�옥상�방류�유량�측정부

 

실험구와�대조군에서의�수위와�집수면�발생수량을�비교�측정하였다.�수위계는�배출구�바로�앞에�위치하였고,�

유량계는�아래층(건물� 14층)�빗물홈통과�연결하는�파이프�내부에�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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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설치사진
옥상 14층 난간

설치 장소 설치 위치 계측기기/수량 비고

서울시 서소문청사
옥상 수위계 2 set (1+1) 대조구 포함

14층 난간 유량계 2 set (1+1) 대조구 포함

그림�3.16�옥상�저류�시설�모니터링을�위한�측정기기�설치

효과�검증

그림� 3.17은� 2014년� 7월� 24일/25일�양일간�내린�실강우�사상에�대하여�옥상저류가�설치된�실험구와�대조군�

사이의�첨두�유출량�차이와�수위�변화를�나타낸다.�

Measured Rainfall-Runoff of Blue Roof (2014-07-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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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7�옥상저류�실험구와�대조구�사이의�자연강우�시�측정된�첨두유출�저감량과�수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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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8�옥상�저류�시설�내�수위-유량�곡선(2014년�7월�22일-23일)

10/20 10/21 10/22

W
at

er
 L

ev
el

 (
 m

)

-0.08

-0.06

-0.04

-0.02

0.00

0.02

0.04

Q
. (

l/s
)

0

10

20

30

40

수 위 with (m) 
수 위 without (m) 
유 량 with (l/s) 
유 량 without (l/s) 

10/20 10/21 10/22

P
. (

m
m

/m
in

) 0.0
0.1
0.2
0.3
0.4
0.5
0.6

그림�3.19�옥상�저류�시설�내�수위-유량�곡선(2014년�10월�20일-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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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0�저류옥상�방류량�조절에�따른�유출량�측정

저류옥상의�유출구는�그림�3.20과�같이�스테인레스�타공판으로�구성되어�있다.�저류옥상의�강우-유출�특정�조

사를�위하여�열려진�타공의�갯수를�임으로�조절하면서�수위-유량�관계를�조사하여�나타낸�그래프는�다음과�같다.�

그림�3.21�옥상�저류�실험�동영상�자료�스크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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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2�옥상�저류�실험�과정

�

Measured Outflow under different Orific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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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3�오리피스�방류구의�수량에�따른�방류량와�저류수위�변화� �

옥상�저류에�의한�수위�상승�및�첨두유출량�감소를�모니터링하기�위한�실험의�결과값은�그림� 3.23�과�같다.�

서울시청�서소문별관�옥상에�설치된�옥상저류�실험구에�4.3�Liter/s�의�용수를�소화전을�통해�일정하게�공급하였

다.�이때�오리피스�배출구의�개수를�순차적으로�4,� 8,� 12,� 16개�늘리면서�변화된�상시�방류량에�따른�유출량을�

측정하였다.�방류구�16개일�때�더�이상�물을�공급하지�않고�시간에�따른�배출량과�수위�변화를�모니터링�하였다.�

수위는�유역의�중간�지점과�말단�지점에서�측정하였으며,�그�차이는� 4cm�가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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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Outflow under different Orific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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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4�오리피스�방류구�수량에�따른�방류량과�유입량,�수위�변화

오리피스�방류구로�배출되는�유량�산정�방식은�아래와�같다.�



Q:�유량� � [m3]

c:�유량계수� (0.62)� � [-]

a:�통수단면� [㎡]

g:�중력가속도� 9.8� [m/s]

h:�수두� [m]

변화하는�수위�조건하에�직경�8mm�배출구의�수가�4,�8,�12,�16�개인�경우에�대한�계산값과�실험상의�측정값은�

아래와�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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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and Estimated Outflow

Amount of Orifice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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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5�방류구�수량에�따른�방류량�예측값과�측정값�비교

H. 
[cm]

예측값
[l/s]

측정값
[l/s]

4 Hole 0.04 0.11 0.49

8 Hole 0.065 0.55 0.98

12 Hole 0.08 0.82 1.46

16 Hole 0.09 1.1 1.88
�

시설�최적화

95�mm/hr의�Huff�2분위�확률강우와�2010년�광화문�홍수�시의�연속�실강우를�바탕으로�해당�옥상저류�시설의�

상시�방류구의�크기와�집수면�저류�펜스의�높이�변화에�따른�홍수�저감�효과를�비교�분석하여,�임의의�대상지에서

의�옥상저류�시설의�최적화가�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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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6�확률강우�95�mm/hr�에서의�첨두유출�저감�효과

Blue Roof (1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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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7�2010년�광화문�홍수에서의�첨두유출�저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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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8�광화문�사거리�침수지역�상류�유역과�유출량�모의�지점

광화문�사거리�침수에�영향을�주는�상부�유역에서의�저류옥상�적용에�따른�효과�분석을�통해�홍수�중첩에�의한�

홍수량�변화를�고려한�최적�방류량(Qd)과�저류�깊이(H)를�찾기�위한�모의를�진행하였다.�

Outflow with Rainfall Event on 09.21.2010
(Hyoja Area, Seoul, Retention H.: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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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9�경복궁사거리�유역�유출모의�결과(옥상저류�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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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flow with Rainfall Event on 09.21.2010
(Hyoja Area, Seoul, Retention H.: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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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flow with Rainfall Event on 09.21.2010
(Hyoja Area, Seoul, Retention H.: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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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0�경복궁사거리�유역�유출모의�결과(옥상저류�10�cm)

Outflow with Rainfall Event on 09.21.2010
(Hyoja Area, Seoul, Retention H.: 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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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1�경복궁사거리�유역�유출모의�결과(옥상저류�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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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flow with Rainfall Event on 09.21.2010
(Hyoja Area, Seoul, Retention H.: 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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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2�경복궁사거리�유역�유출모의�결과(옥상저류�30�cm)

Simulated Peak Flow Rate with Orifice Out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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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3�옥상저류�수위와�오리피스�방류속도별�경복궁�사거리�지점의�홍수량�비교

저류수위가�높아지면,�첨두유출�저감량은�일반적으로�증가하지만,�연속강우�조건�하에서는�선행�강우�이벤트에�

의한�기�저류량과�상류지역�유출량의�중첩�현상으로�인한�홍수량�증감을�반영하여야�한다.�유역의�분포와�지표면�

경사,�하수도�특성으로�인한�도달시간의�차이로�인하여�홍수량�저감을�위한�경복궁�사거리�지점에서의�최적�옥상저

류�조건은�저류수위� 10� cm에서는� 100� l/s�이며,� 20� cm,� 30� cm�에서는� 50� Liter/s�에서�최적값을�나타낸다.�



물순환 효과분석 및 인프라구축기술 개발연구 용역

102

2.2�저류형�옥상�녹화�(그린블루루프,�Green�Blue�Roof)

적용�시설�개요

옥상에�내린�빗물은�저류형�옥상녹화의�토양으로�침투된다.�토양으로�침투된�물은�하부�저류공간에�저류되어�

첨두유출�저감�효과를�보일�수�있다.�식생과�토양�표면에서의�증발산�작용으로�열�환경�개선효과도�있다.�저류형�

옥상녹화는�도시�내�건물에�다양한�적용이�가능하며�직사광선을�차단하여�지붕의�기대�수명을�연장하고�단열과�

방음효과가�있다.�또한�건물의�미관적인�가치를�높이고�동물과�곤충을�위한�서식지를�제공한다.�환경교육의�장으

로써�도심에서�가깝게�자연을�보고�배울�기회를�제공한다.�

기존�옥상녹화�시설이�갖는�빗물저류�기능을�

강화시켜서,�하부�배수층에�빗물을�일시�저류할�

수�있는�층을�구성하였다.�

이�층에는�약�100�mm�의�빗물을�일시�저류

할�수�있으며,�일시�저류된�물은�100�Liter/s.ha�

의�속도로�방류될�수�있는�배출구를�갖도록�하

였다.�이는�0.25�㎡�면적을�갖는�하나의�모듈에

서�5분에�0.75� Liter�의�빗물이�유출되는�양에�

해당한다.� �

또한,�이�연구에서�적용된�저류형�옥상�녹화는�상시저류고�2�cm�를�확보하여,�수분전달�심지를�통해�상부�식생

층으로�저류된�물을�전달하는�기능도�포함하고�있다.

�

그림�3.35�저류형�옥상�녹화의�구조와�층위별�조성�방법

�

그림�3.34�저류형�옥상�녹화의�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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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5는�저류형�옥상�녹화의�구조와�층위별�조성�방법을�나타낸다.�저수판�하부�2�cm�부분에�일시�저류된�

물을� 100� Liter/s.ha의�속도로�방류하기�위한�배구수가�뚫려�있다.

�저류형�옥상녹화는�장치의�저류�공간이�존재하여�옥상�표면의�직접적인�저류�형태가�아니기�때문에�옥상면�

방수재�설치는�상황에�따라�선택적으로�할�수�있다.�하지만�저류형�옥상�녹화의�저류�용량을�초과한�강우에�대한�

월류수의�배수�설비를�고려해야�한다.�저류형�옥상�녹화가�사용된�경우,�이를�지탱할�수�있는�충분한�구조�성능을�

갖도록�설계되고�건설되어야�한다.�옥상과�건물�구조�시스템은�건축�법규,�비와�눈�하중,�제어식�배수,�물고임으로�

인한�편향에�대한�요구사항을�준수하기�위해�공인�전문가에�의해�설계되어야�한다.

그림�3.36�청운중학교�옥상에�설치된�저류형�옥상�녹화

연구�대상�지역

저류형�옥상�녹화(Green-Blue�Roof)는�서울특별시�종로구�창의문로�51�청운중학교�별관�옥상�설치되어�있다.�

광화문�일대의�침수피해�방지와�청계천�유역의�효자배수분구�일대의�빗물�관리를�위해�교육시설(학교)에�시범�적용�

하였다.�청운중학교는�북악산�남쪽에�위치한�학교로�높은�지대에�위치하고�있다.�경사가�심하여�강우�시�유출�속

도가�빠르며�효자배수분구�유역의�상류에�위치하여�강우�유출�관리가�필요한�지점�이다.�차량과�보행자의�통행이�

많이�없지만�인근에�학교와�저층�주택가가�밀집해�있다.

그림�3.37�청운중학교�옥상에�설치된�저류형�옥상�녹화(시공�전과�후의�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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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방법

  

모니터링 방향
일시저류-방류기능이 포함된 옥상녹화의 첨두유출 저감, 증발산, 식물생육 위한 

토양수분 공급 효과를 측정 
 개 요 도

모니터링 목적 측정항목 계측기기 비고

첨두유출 저감효과
수위 변화 압력식 수위계 자동

유출량 변화 전도형 유량계 자동

증발산, 토양수분
토양수분 토양 수분계 자동
토양수분 전자저울 수동

설치 장소 설치 위치 계측기기/수량 비고

효자배수분구 
청운중학교

녹화용 저류판 내부
수위계 1 set

토양수분계 1 set

저류판 외부
전도형 유량계 
3 set (2+1)

대조구 포함

옥상 상부 강수량계 대상지 강수량 측정

그림�3.38�저류형�옥상�녹화�시설에�대한�모니터링�방안

그림�3.39�저류형�옥상녹화�모니터링을�위한�계측기�설치

 

미기후�모니터링과�저류�수위�변화에�따른�방류량�변화�실험은�다음�그림과�같은�장비를�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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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량계,�온습도계 알베도계 일사/복사계 데이터�로거

유 량 - 수 위   곡  선  

경 과   시 간 (min)

0 5 10 15 20 25 30 35

수
위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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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량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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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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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

0.011

측 정 수 위(m) 
측 정 유 량(Liter/s) 
계 산 유 량(Liter/s) 

그림�3.40�미기후�모니터링�및�저류�수위�변화에�따른�방류량�변화�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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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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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1�상시방류량과�토양수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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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2�실험구와�대조군의�첨두유출량�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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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최적화

Green-Blue Roof vs Green Roof 
(100m2, 95m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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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3�시간당�95�mm�강우�시�옥상�저류시설과�저류형�옥상녹화�시설�간�유출량�비교

Green-Blue Roof vs. Green Roof 
(2010. 09. 21 Rainfall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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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4�2010년�광화문�홍수�발생�강우�시�옥상�저류시설과�저류형�옥상녹화�시설�간�유출량�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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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침투형�빗물받이

적용�시설�개요

첨두량저감�방식이란�강우초기나�우수�유출

량이� 적을� 때는� 하류로� 방류시키고,� 유출량이�

증가하여� 수위를� 초과하면� 침투시키는� 방식이

다.�결과적으로�오니�등의�성분이�많은�초기유

입수는�하부로�배출된다.

②� 첨두량저감�방식에서는�집수관내의�유입

수가�연결된�관을�통과하여�하류로�배수되지만�

유입수가� 증가해� 수위가� 상승되면� 연결관보다�

수�cm�높은�침투받이에�연결된�연결관으로�들

어가�침투된다.

③� 첨두량저감� 방식은� 보도와� 차도� 구분이�

있는�도로에�설치하는데,�집수관은�보도의�측부

에�침투�트렌치는�보도�밑에�각각�배치한다.�

그림�3.46�침투형�빗물받이의�구조와�기능

빗물받이에서�침투받이로의�흐름�사이에�30~50�mm의�월류턱을�주어�초기우수의�지반침투를�배제하였으며,�일

정�수준의�큰�강우�시�유출�저감�효과를�갖는다.�

그림�3.45�침투형�빗물받이�개요(서울시,�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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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7�침투형�빗물받이�필터의�기능�

연구�대상�지역

침투형�빗물받이는�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 172�일대에�설치되어�있다.�광화문�일대인�세종대로는�지난�

2010년과�2011년의�집중호우�시�침수가�되었다.�효자분구와�청계천�유역의�빗물�관리와�침수�방지를�위해�교통�

기반�시설에�침투형�빗물받이를�시범�설치하였다.�

그림�3.48�침투형�빗물받이�설치�지역�전경

특히�이곳은�차량과�보행자의�통행이�매우�많은�지역이다.�차량으로�인한�도로�표면의�비점오염원이�다량�발생

하며,�대형�버스들의�통행으로�도로의�침하현상도�자주�발생한다.�침하된�도로를�보수할�때�시멘트,�점토질�등�

자재들의�표면�유출도�가끔�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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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5�청계천�유역에서�발생한�집중호우로�인한�과거�침수피해에�대한�침수현황

배수
분구

피해 연도 피해 지역 피해 규모

효 자

2001. 7
통인동 134번지 일대 상가 및 도로 침수(29세대)

내수동 189번지 일대 주택 침수(16세대)

2003. 8 광화문 네거리 일대 광화문 네거리 일대 도로 침수

2010. 9 광화문광장 및 백운동천 간선암거 지역 일대 주택, 상가 및 도로 침수(66세대)

2011. 7 세종로 및 세종문화회관 이면도로 일대 주택 및 상가 침수(43세대)

청계천�유역에서�발생한�집중호우로�인한�과거�침수피해에�대한�침수현황이다.9)�조사결과�대부분의�침수피해는�

저지대�도로�및�반지하�주택,�상가에서�침수피해가�발생되었으며,�2010년�9월�21일�침수피해가�가장�큰�것으로�

나타났다.

(1)�침투형�빗물받이�현황

그림�3.49�침투형�빗물받이�구조와�기능

침투형�빗물받이는�광화문지역에�총�108개소가�설치되어�있으며�침투가�가능한�저류시설을�빗물받이와�연계한�

장치이다.�

9)� 9.21�기습폭우�침수피해�자체점검�및�수해방지�종합대책�수립(2011,�서울시)



03. 물순환 시설 모니터링 및 효과검증

111

그림�3.50�침투형�빗물받이�단면도

도로�표면에�내린�빗물은�왼쪽의�빗물받이로�유입된�후�하수관으로�유출된다.�큰�규모의�강우로�하수관�유출보

다�빗물받이로�유입되는�빗물이�많을�시�빗물은�침투받이로�유입된다.��침투받이에�유입된�빗물은�침투통에�의해�

지반으로�침투되며,�침투능�저하�시�일시적으로�저류된�후�서서히�침투된다.�월류턱의�높이에�따라�침투받이로�유입

되는�빗물의�량이�달라지며�침투형�빗물받이의�효율이�큰�차이를�보인다.�

침투형�빗물받이는�도로면�측구에�설치되어지므로�도로의�포장상태,�표면�유출�오염물�등에�따라�침투받이의�

침투통�침투능이�달라질�수�있다.�또한�지역적�토양�특성에�따라�침투형�빗물받이의�효율이�달라질�수�있다.�

효자배구분구의�토양형에�따른�수문학적�토양군을�분류한�결과�산지를�제외하고는�D등급이�많아�침투에�불리

한�조건으로�조사되었다.�또한�이�지역은�차량과�사람의�왕래가�많은�지역이므로�쓰레기와�오염물이�많이�발생하

여�주기적인�관리가�필요하다.

� �표�3.6�침투형�빗물받이의�저류부피와�투수계수

단면도 저류부피와 투수계수

- 외곽부 총 부피 : 1.2*1.2*0.7=1.0

- 중심 빈 공간 : 0.72*0.72*0.5=0.259

- 자갈 공극 : (1.0-0.259)*0.4=0.3

·총 저류부피 : 0.259 + 0.3 = 0.56 ㎥

·투수계수 : 1.0 x 10E-5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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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니터링�대상지�변경

•�2014년�대상지

그림�3.51�기존�2014년�설치된�침투형�빗물받이�모니터링�장비

�

•�2015년�대상지

:�기존�설치지역에서�북쪽�광화문�방향으로� 20�m�이동(시설� 1개�간격�이전)

�

그림�3.52�2015년�이전�설치된�침투형�빗물받이�모니터링�장비

�

이전�대상지�청소�후,�바닥면에�유량계와�수위계�설치�후�스테인레스�철판을�고정하여,�바닥면�원주형�

패인�곳을�막아서,�바닥면과�월류턱의�높이가�5�cm�가�되게�함.�침투받이�뚜껑�교체�후�내부에�수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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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였다.� �

•�모니터링�대상지�이전�사유

①�오니�발생�다발지역:��주변�도로포장�채움재에서�지난겨울에�녹아나온�점토성�물질이�다량�유입되어,�

침투받이�막힘�현상�발생.�세종로�전�구간에�걸쳐�미세입자의�퇴적현상�나타남

그림�3.53�블록�포장도로의�마감재에서�용탈된�오니에�의한�막힘�발생

� �

②�주민�불편:�버스정류장과�너무�가까워서�시설�관리�및�데이터�다운로드�시�불편함

그림�3.54�버스�정류장에�인접한�계측기�설치�지역

③�측면�손상�:겨울철�채움재�용탈�등으로�인하여,�벽돌이�돌출되었으나,�추후�종로구청�조치�이후�정상

화�됨�

그림�3.55�차량�하중에�의한�지지대�측면�손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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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품�납품업체의�설치장소�이전�요청�:�기존�설치�시방서�규격에�맞지�않는�장소라�주장하여,�업체�

입회하에�이전�설치

모니터링�방법

그림�3.56�계측기�데이터�다운로드�모습

그림�3.57�침투형�빗물받이�계측기�종류와�설치�위치

��표�3.7�침투형�빗물받이�측정항목

모니터링 목적 측정항목 계측기기 비고

물순환, 
첨두유출 저감효과

수위 변화 압력식 수위계 자동

유출량 변화 초음파 유량계 자동

유입수질, 토양오염
채수/수질분석 항목별 분석기기 수동

샘플채취/토양분석 항목별 분석기기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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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설치사진
빗물받이 침투받이

계측 항목 계측기기/수량 계측 항목 계측기기/수량

유입수 수량/수위
유량계  1 set
수위계  1 set

침투량과 수위변화 수위계 1 set

그림�3.58�침투형�빗물받이�시설�모니터링을�위한�측정기기�설치

빗물받이에서�침투받이로의�월류량과�월류�시의�유입량을�알기�위해�유량계와�수위계를�빗물받이�내부의�바닥면

에�설치하였고,�침투받이�하부에는�수위계를�설치하였다.�연중�연속강우에�대해�지속적으로�해당�값의�변화를�측정

하였다.�이후,�일정량의�빗물을�주입하면서�시설의�저류-침투�현상을�확인하기�위하여�물차를�동원한�현장�실험을�

함께�실시하였다.�

그림�3.59�빗물받이�월류턱을�넘어�침투받이로�유입하는�빗물�

빗물받이로�유입된�유출수는�일정�강우강도�이상의�빗물에�대해서는�위의�그림�3.59와�같이�월류턱을�넘어�침투

받이로�유입되도록�해당�시설은�설치되었다.�수위�측정을�위해서는�압력식�수위계가�사용되었으며,�유량�측정을�

위해서는�초음파를�이용한�유량계가�사용되었다.�

임의의�유입량에�대해�월류부에서의�수위�변화와�월류량을�조사하기�위하여�아래�그림과�같은�유입량�조절기를�

고안하여�설치�후,�일정시간�물을�공급하면서,�해당�수위�변화를�측정하였다.�20�mm,�40�mm,�60�mm,�80�mm�

그리고�100�mm�등�5종류의�직경을�갖는�토출구에�수두차를�0.4�m,�0.6�m,�0.8�m,�1.0�m�로�만든�후,�수두차를�

일정하게�유지하면서�물을�공급할�수�있도록�하였다.�이를�통해�현장에서�물차를�이용하여�비교적�일정한�값을�

공급할�수�있도록�하였다.�물차의�공급�수압과�수두가�일정하지�않고,�변화하는�특성이�있기�때문에,�일정량을�

공급해야�하는�실험의�특성상�이러한�유입량�조절기가�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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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량 조절기 디자인 목적 및 구성

- 목적 : 일정한 양이 배출되는 실험용 수량 조절기
- 기본 구성 : 하단부에 설치된 5개의 작은 배출구를 

만들고, 측면에 일정 높이에서 수위고정용 출구를 
4개 만든다. 

· 임의의 배출구(D60mm)를 하나 열고, 나머지는 모두 
잠근 후,

· 임의의 수위고정용 출구(예를 들면 0.6m 높이)를 
연결관으로 연결하여 외부로 배출가능하게 한 후에,

· 상부 유입구로 물을 공급하면, 설정된  고정 수압(높이 
0.6m)과 설정된 출구 지름(D60mm)로 일정하게 물이 
나가도록 유도함.  

그림�3.60�강우-유출�실험용�유입량�조절기�구상

그림�3.61�광화문�세종대로에서�침투형�빗물받이�물차�현장실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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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2�침투형�빗물받이와�적선주차장�저류조�유입부에�물을�주입

�

효과�검증

그림�3.63�침투형�빗물받이의�물수지�메스밸런스(Mass�Balance)

2014년� 7월� 25일� 0:00∼03:00�까지�내린�강우조건�하에서�이�시설의�침투받이�수위는�유입되는�집중강우에�

의하여�하수관거�연결관�저수위�0.7�m에�도달한�후�순간적으로�그�이상의�수위를�형성하기�하지만,�금방�하강하였

다.�강우�중에는�수위가�0.4�m-0.7�m�사이를�형성하지만,�강우가�중단된�이후에는�서서히�내려가는�것을�알�수�

있다.�채워진�빗물은�침투받이�측면과�하부를�통해�지하로�침투된다.�침투�곡선은�비교적�완만한�경사를�나타내며�

서서히�침투되는�것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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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4�침투형�빗물받이�시설�내�측정된�수위-유량곡선(2014년7월25일)

특히,�빗물받이의�수위도�강우량의�증감에�따라�상승과�하강을�반복하였다.�최대�수위가�형성된�시점에서는�빗

물받이와�침투받이�모두�동일한�경향으로�수위�변화를�나타내고�있다.�빗물받이�수위가�올라감에�따라�월류턱을�

넘어�침투받이로�유입된�것으로�추정된다.�다만,�강우�초기�강우�강도가�크지�않아�월류턱�5�cm를�넘어간�것으로�

보기는�어렵지만,�침투받이의�수위가�상승곡선을�그리는�것은�침투받이�상부�뚜껑에�새겨진�서울시�로고와�“빗물침

투시설”�문자�사이(그림� 3.65�참조)로�빗물이�스며들어�간�것으로�판단된다.� �

그림�3.65�침투형�빗물받이�상부마개에서�침투받이로의�빗물유입�실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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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8�물차를�통한�단계별�유입수량과�유입강도

l/s mm/s mm/h

3단계 6.94 0.019278 69.4

4단계 7.76 0.021556 77.6

5단계 13.8 0.038333 138.0

Time
12:10 12:20 12:30 12:40 12:5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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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6�단계별�유입량에�대한�월류턱�기능�모니터링�실험(2015.06.19.)

2015년�6월�19일�물차를�이용한�침투형�빗물받이�월류턱의�월류개시�유입량을�확인하기�위한�실험을�실시하였

고,�강우-유출�실험용�유량�조절기를�통해서�일정량만큼�주기적으로�빗물받이에�물을�공급하였다.�표면유출수에�

의해�빗물이�유입되는�실제�강우와는�직접�빗물받이�내부로�고무호스를�넣어�물을�유입시켰다.

유량�조절기의�토출구�직경과�수위를�단계별로�조정하면서,�유입되는�빗물의�양을�조절�하였다.�1단계(직경�60�

mm,�수두차�0.4�m)� ,� 2단계(직경�60�mm,�수두차�0.6�m),� � 3단계(직경�60�mm,�수두차�0.8�m),� � 4단계(직경�

60�mm,�수두차�1.0�m)��5단계(직경�80�mm,�수두차�1.0�m)로�주입하였다.��3단계�6.94�l/s�에서부터�월류턱으로�

물이�유입되기�시작하였으며,�4단계�7.76�l/s�에서�크게�상승하였다.�그리고�5단계�13.8�l/s에서는�급격하게�많은�

물이�월류턱을�통해�유입된�것으로�밝혀졌다.�도로경사를�고려하여,�상류부로부터�오는�누적�유하량을�반영한�집

수면적을�360㎡로�가정한다면,�월류를�유발시키는�시간당�강우강도의�개략적�범위는�아래와�같다.�그림�3.64의�

붉은�색�원과�같이�강우강도가�크지�않은�상황에서�침투받이�내부의�수위가�올라간�원인은,�월류턱에서의�월류량�

뿐만�아니라,�침투받이�상부�뚜껑에서�직접�유입된�빗물량도�큰�비중을�차지한�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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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최적화

(1)�강우�유출�특성

모니터링을�통해�측정된�강우강도와�빗물받이�높이�변화값,�침투받이의�수위�상승값을�바탕으로�월류턱의�변화

에�대한�유입가능량을�모의�하였다.�

•�월류턱�높이와�유출�특성

-소규모�강우:�집수면으로부터�빗물받이에�유입된�빗물의�양이�월류턱�2�cm�를�넘지�못하는�소규모�강

우의�경우에는�침투받이로�월류됨이�없이�전량�하수관거로�배제됨으로�첨두유출�저감�효과나�침투량�

효과는�기대할�수�없음

-중,�대규모�강우:�월류턱�2cm를�넘길�수�있는�중규모�이상의�강우강도에서는�침투받이로�유입된�빗물

의�양�만큼�하수도로�배제되는�빗물의�양이�감소하여�유출저감�기능을�하지만,�강우�시간이�지속되어�

침투받이의�저류부피를�모두�채울�경우,�그�시점�이상에서는�유출저감�기능이�나타나지�않음

•�월류턱�높이�2�cm,�5�cm에서의�첨두유출�특성�모의(연속�실강우):�

그림�3.67� �2�cm�월류턱�설치되어�있는�침투형�빗물받이�시설�내�수위-유량�곡선

2010년�9월�21일�연속강우�조건�하에서�월류턱�2�cm�침투형�빗물받이�수위와�첨두유출�변화를�모의하여�나타

내면�그림�3.67과�같다.�강우�초기�만수위�0.7�m에�도달하여�최대�유출강도는�유입강도�3.16�Liter/s�와�동일한�

값을�나타내어�첨두유출�저감�기능은�상실될�것으로�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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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8�침투형�빗물받이�월류턱�높이에�따른�유출�강도와�수위의�시간적�변화�모의

월류턱�5�cm�와의�비교:�월류턱�2�cm�의�경우�중규모�강우조건�하에서�일정량의�빗물은�월류턱을�넘어�침투받

이로�유입됨으로�약간의�첨두유출�저감�효과를�나타낸다.�그러나,�연속강우�시에는�월류턱�5�cm�보다�일찍�유입된�

빗물에�의해�침투받이의�저류기능이�상실된�상태이므로,�실제�첨두유량이�유입될�시점에서는�월류턱�5�cm�에�비하

여�첨두유출�기능은�빨리�소실될�것으로�예상된다(그림� 3.68).�

소규모 강우

그림�3.69�침투형�빗물받이� 1년�동안의�강우사상별�유출특성�모의�

침투형�빗물받이에서의�유출특성에�대한�개괄적�그래프(그림�3.69)에는�2010년�1년�동안의�모든�강우사상들에�

대한�모의�값이�표현되어�있다.�월류턱이�높이�2�cm� ,� 5� cm를�모두�넘지�않는�소규모�강우에서는�유출강도가�

거의�동일한�것으로�나타나며,�7월�중순에서�10월�중순까지의�중규모�이상의�강우에서�월류턱의�높이에�따른�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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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타난다.�월류턱�5�cm의�경우�일정�강우강도�이상에서�월류가�발생함으로�월류턱�2�cm�보다�많은�횟수의�

유출저감�효과가�나타남을�알�수�있다.

•�월류턱�높이�2�cm,�5�cm에서의�첨두유출�특성�모의(확률강우):�

그림�3.70� �확률강우�95�mm/hr�조건�하의�월류턱�2�cm의�수위-유량�곡선

확율강우�95mm/hr�조건�하에서�2�cm�높이의�월류턱일�경우�첨두유출�효과는�나타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첨두유출�저감효과�(월류턱�5�cm):� �확률�강우(95�mm/hr)

그림�3.71�시간당�95�mm�강우�시�침투형�빗물받이�시설�(5�cm�월류턱)의�수위-유량�곡선

만약�월류턱의�높이를�위와�같이�5�cm�로�상향�조정할�경우,�초기�강우에�대해�월류되는�양이�상대적으로�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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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강도가�증가한�시점까지�점진적인�수위�상승으로�인하여�유출저감�효과가�나타나기는�하지만,�그�저감폭은�

약�3%�정도로서�그리�크지�않으며,�이는�집수면적에�비하여�침투받이의�저류부피가�과소한�것에�기인하는�것으로�

판단된다.

(3)�지하수�함양�효과

•�지하수�함양�효과

침투형�빗물받이의�지하수�함양�효과를�모의�하였다.�월류턱의�높이를�기존�2�cm�와�함께�새로이�5�cm�상향�

조정하였을�때의�지하수�함양�효과를�비교�하였고,�토성에�따른�포화투수계수에�의한�연평균�침투량도�모의�하였

다.� �

� �표�3.9�월류턱�높이와�포화투수계수별�지하수�함양효과�추정(모델�계산값)

포화투수계수

Ks : 1.0E-05 m/s 
(사질토)

Ks : 4.5E-06 m/s
(서울시평균)

월류턱 2 cm  침투량 (mm/년) 124.6 mm(7.8%) 113.3 mm(7.0%)

월류턱 5 cm  침투량 (mm/년) 56.6 mm(3.5%) 55.1 mm(3.4%)

월류턱이�2�cm�의�경우�약�7.8%의�강수량이�침투되는�반면,�월류턱을�높이면,�침투량은�3.5%로�줄어들게�된다.�

투수능이�서울시�평균값인�4.5E-06�m/s�의�경우에는�동일한�월류턱�2�cm�조건하에서�침투량이�약�7.0�%�정도�

될�것으로�예상된다.�

그림�3.72�침투형�빗물받이�시설�내�월류턱의�높이�및�하부�토질에�따른�지하수�함양량�비교

현재의�침투받이�크기를�그대로�유지하는�조건�하에서는,�월류턱의�높이를�기존�2� cm에서� 5� cm�로�높인다�

하더라도,�첨두유출�저감�효과를�크게�기대할�수는�없다.�따라서,�교통량이�많아서�오염부하가�높은�초기�빗물은�

하수관거로�배제하고,�일정�강우강도�이상의�빗물을�유도하여�침투시키는�기존�침투형�빗물받이의�구조는�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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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침투량과�첨두유출�저감효과를�증가시키기�위해�침투받이의�저류부피를�증가시키는�것이�필요할�것으로�판

단된다.�또한,�교통량이�많지�않은�이면�도로의�경우에는�빗물받이�하부에�침투받이를�직접�연결하여,�초기�빗물이�

가능한�한�많이�지하로�침투될�수�있도록�유도할�수�있다.�

2.4�침투형�배수로

적용�시설�개요

�침투형�배수로는�기존�배수로�하부에�쇄석�등의�공극이�큰�매질로�이루어진�빗물�저류/침투�공간을�조성하고,�

이를�통해�저류효과와�침투효과를�동시에�얻기�위한�시설이다.�

그림�3.73�침투형�배수로의�기본�구조

연구�대상�지역

침투형�배수로는�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로9길�19�매동초등학교�운동장에�설치되어�있다.�효자배수분구�상류에�

위치한�초등학교이다.�운동장�배수로에�설치한�침투형�빗물받이가�빗물을�침투시키고�일정�시간�저류하여�빗물을�

관리�한다.�이로�인해�광화문�일대�및�청계천�유역의�홍수를�예방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차량의�통행은�많이�

없지만�학교와�주택가로�인해�보행자의�통행이�있다.�주변의�주요�시설은�배화여자대학교,�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서울시립종로도서관�등이�있으며�저층�및�단독주택�밀집�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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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74�침투형�배수로�모니터링�대상지�-�종로구�매동초등학교

운동장에�내린�빗물이�운동장�바깥쪽�배수로를�통해�정문�쪽에�위치한�하수관으로�유출된다.�배수로에�일정한�

간격으로�침투�시설을�설치하여�운동장에서�유출된�강우가�배수로를�거치면서�빗물을�지반으로�침투시키고�일시�

저류시킨다.�이를�통해�지하수�함양에�도움을�주고�첨두유출�저감�효과를�기대할�수�있다.�

그림�3.75�침투형�배수로의�구조와�계측기�설치�위치

운동장�주변에�설치된�침투형�배수로의�유입구�전과�후�지점에�초음파�유량계를�설치하고,�하부�저류조�내부에�

수위계를�설치하였다.�대상지�운동장으로�학교�밖의�산림지역�외부�유출수가�우수관거를�통해�연결되어�있어서,�

전체�소유역�에서의�유출현상을�모니터링�할�수는�없었고,�단일�구간에�설치된�침투형�배수로에�대한�침투량과�

첨두유출�저감량을�관측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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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방법

그림�3.76�계측기�설치�위치

해당�계측기들을�장기간�유지하면서,�지속적인�강우-유출�양태를�모니터링�하였다.�모니터링에�사용된�유량계의�

구조적�특성상�최소수위�관측가능�높이가�약�1.5�cm�이상임에�따라�계측지점�말단부에�위어를�설치하여,�최소수위�

이상이�될�수�있도록�하였다.�

그림�3.77�유량�측정을�위한�간이�위어(우)와�강우-유출�현장�실험상에서의�침투�현상�확인

시공�초기�물차�실험을�통해�설치된�배수로의�빗물저류�효과를�확인하였고,�유입구�필터가�받아들일�수�있는�

수량의�유입강도를�검증하였다.�시공�초기�매우�높은�침투능과�일시�저류�효과,�그리고�유출저감�효과를�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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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검증

그림�3.78�침투형�배수로�시설�내�수위-유량�곡선(2014년�9월�1일-6일)

본�과제�진행�기간�동안�측정된�해당�시설�수위-유량�변화�중에서�2014년�9월의�변화�추이를�나타내는�그래프는�

위와�같다.� 9월� 3일�침투형�배수로�하부�저류조의�수위가�최고�수위에�도달하였으며,�이때의�유입-유출�곡선을�

세부적으로�나타내면�아래와�같다.�

그림�3.79�침투형�배수로�시설�내�수위-유량�곡선(2014년�9월�2일-3일,�첨두유량�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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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일�01시에서�03시�사이의�수위는�지속적으로�상승하여�있으며,�최소�수위�0.9�m에�도달하고�있는데,�유입

곡선과�유출곡선은�혼재되어�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이는�유입부의�막힘�현상으로�인하여,�유출수가�원활하게�

들어가지�못함에�따라,�지속적으로�외부로�통과되는�가운데,�소량의�빗물이�저류조�수위를�채우고�있는�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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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80�침투형�배수로�시설�내�수위-유량�곡선(2014년�8월�3일-6일)

유입된�빗물이�일정한�침투속도를�유지하면서�지하로�스며드는�것을�관측하였다.�점토성�토사의�막힘�현상은�

유입구에서�일어나며,�저류조�하부에서는�아직�발견되지�않음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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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81�침투형�배수로�내의�토사퇴적과�이물질�막힘현상

장마기�이후�9월�하순경에�관측한�침투형�배수로�바닥면의�토사는�약�10�cm�정도였으며,�유입구의�필터는�나뭇

잎�등의�협잡물에�의해�막혀�있었다.�1년에�2번�정도의�정기적인�관리를�통해�기능�유지가�가능할�것으로�판단되지

만,�토사�유입량이�많아서,�토사유입�저감을�위한�방안도�함께�고려되어야�할�것이다.�

2.5�침투형�저류조

적용�시설�개요

적선�주차장�하부에�설치된�침투형�저류조의�일시�저류기능과�침투�기능을�모니터링�하였다.� �

그림�3.82�침투형�저류조�설치�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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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지역

침투형�저류조는�지번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적선동�

173에�위치한�적선주차장�내에�설치되어�있다.�이�지역�

역시�효자배수분구에�포함되는�지역으로�효자분구와�쳥

계천�유역의�빗물�관리와�침수�방지를�위해�교통�기반�

시설에�침투저류조를�시범�설치하였다.�적선주차장은�주

로�대형�버스의�주차가�많으며�주차장�표면은�아스팔트�

포장으로�불투수면이다.�주차장의�각�측구에는�침투형�

빗물받이가�설치되어�있어�표면�유출수가�각�측구를�통

해�부유물�처리조로�유입된다.�빗물은�부유물�처리조를�

거친�후�저류조�유입부�2차�스크린을�통과�후�침투저류

조에�유입된다.�적선주차장�주변은�고층�건축물과�도로

로�둘러�쌓여있으며�적선주차장�앞�도로는�사람과�차량

의�통행이�많다.

그림�3.84�침투형�저류조�설치�대상지�전경

�

주차장�표면으로부터�발생된�유출은�주차장�측구를�통해�부유물�처리조로�모인다.�빗물은�1차로�부유물을�처리

한�후�침투저류조�유입부의�스크린을�거쳐�침투저류조로�유입된다.�침투저류조는�저류조�표면에�침투시트와�부직

포를�설치하여�빗물이�지반으로�침투될�수�있게�시공되었고�지반의�침투능이�저하되거나�강우량이�침투능을�초과

하여�내릴�때�저류된다.�빗물이�일정�수위�이상�저류되면�저류조의�빗물�펌프시설이�작동하여�기존�하수관으로�

유출된다.�적선주차장의�면적은�약�2000�㎡이며�저류조의�용량은�약�200�㎥�이지만�측구의�침투형�빗물받이에서의�

침투�손실량과�일부�우수관의�하수관�유출로�인해�실제�강우량과�유역면적�대비�침투저류조�유입량은�다소�차이가�

있다.

그림�3.83�침투형�저류조�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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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85�집수를�위한�배수라인�설정

집수면적으로�설정된�주차장�약�2000�㎡�의�주연부에는�침투트렌치가�선형으로�설치되어�있으며,�이�트렌치의�

유입구는�침투형�빗물받이와�동일한�구조로�되어�있다.�다만,�빗물받이는�없고,�침투받이를�통해�초기�우수는�필터

를�통해�일부�빗물을�침투되고,�나머지는�트렌치�속의�유공관을�따라�침투저류조로�유입되도록�설치되었다.�기존�

우수관거를�존치시킨�상태에서�추가적으로�저류조와�연결�트렌치가�설치됨에�따라,�연결되는�시설이�다소�복잡하

게�설치되었다.�

집수면�중에서�차도�방향의�진입구간은�저류조로�유입시킬�수�있는�횡단�하수관거로�연결되어�있지�않으며,�진입

구�좌우로�빈�공간을�통해�집수면적�내에서�발생한�빗물이�외부로�빠져�나갈�수�있는�구조로�되어�있다.�따라서,�

효율적으로�집수되지�못하고�약� 50∼60%�정도의�집수면만�침투형�저류조로�유입될�것으로�추정된다.

그림�3.86�침투형�저류조로�유입되지�않고�대상지�밖으로�유출되는�빗물확인�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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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87�침투형�저류조의�구조

그림�3.88�침투형�저류조�내부�사진과�저류조�유입전�필터용�맨홀�

맨홀�3번과�맨홀�4번으로�유입된�빗물은�맨홀�5에�설치된�필터를�통과하여�침투저류조�내부로�유입된다.�월류수�

방류구�설치�높이�약� 0.9�m�이상의�빗물은�유출관을�통해�맨홀� 1을�거쳐�하수관거로�방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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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방법

모니터링 목적 측정항목 계측기기 비고
물순환, 

첨두유출 저감효과
수위 변화 압력식 수위계 자동

유출량 변화 초음파 유량계 자동

유입수질, 토양오염
채수/수질분석 항목별 분석기기 수동

샘플채취/토양분석 항목별 분석기기 수동

그림�3.89�침투형�저류지�내�계측기�설치�위치와�종류

빗물이�맨홀�3번에서�필터맨홀로�들어가는�유입부에�초음파�유량계를�설치하였고,�저류조�내부�바닥면에는�압력

식�수위계를�설치하였다.�

대상지 설치사진
전경 세부상세

설치 장소 설치 위치 계측기기/수량 비고

효자배수분구
적선주차장

침투형저류조 유입부 유량계 1 set
침투형저류조 내부 수위계 1 set

그림�3.90�침투형�저류지�시설�모니터링을�위한�측정기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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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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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91�적선주차장�침투저류조의�수위-유량�곡선(2014년�7월�24일-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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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92�적선주차장�침투저류조의�수위-유량�곡선(2015년�7월�22일-26일)

과업�기간�내�2014년과�2015년�등에서�월류구�높이까지�수위가�상승하였으며,�강수량,�유입수문�곡선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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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되게�수위의�변화�경향�곡선이�나타났으며,�일정한�속도로�수위�저하를�보이면서,�침투되었다.�해당�침투저류조

는�하중에�대한�구조체의�변형이나�빗물침투에�의한�침하�등의�문제가�발생하지는�않았으며,�도시�빈�공간에�설치�

용이하고,�침투효과를�갖는�빗물저류조의�기능을�기대할�수�있다.

2.6�투수성�포장

적용�시설�개요

그림�3.93�투수성�포장의�평면과�단면

연구�대상�지역

그림�3.94�마곡지구�투수포장�설치�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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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블록�포장은�서울특별시�강서구�가양1동의�마곡엠밸리�4단지�아파트�부지�내�공원에�설치되어�있다.�마곡도

시개발사업은�미래지식�산업단지(R&D)�및�국제업무단지,�그리고�친수공간개발을�위한�위터프론트�조성을�목적으

로�강서구마곡동과�가양동�일대의�3,363,591㎡�부지에�대하여�도시개발구역으로�지정되었다.�마곡�도시개발사업

은�2007년�12월�28일�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하여,�2009년�하반기에�기반시설�및�단지조성을�위한�공사가�시작

되었다.�마곡도시개발사업의�토지이용계획은�그림�3.95에�나타내었다.�공원�등의�비율이�35.1%로�녹지공간의�비

율이�높았으며,�도로�및�주거단지의�비율도�각각�15.3%�및�16.7%를�나타내고�있다.�(기후변화�대응과�도시�물순

환�회복을�위한�서울시의�물관리�정책,� 2013.� 11)

그림�3.95�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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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방법

모니터링 방향 투수성 포장의 침투량을 층위별로 측정
 개 요 도

모니터링 목적 측정항목 계측기기 비고

층위별 침투량 수위 변화 압력식 수위계 자동

대상지 설치사진(계획도)

마곡지구 4단지
새동네 중앙공원

설치 장소 설치 위치 계측기기/수량 비고

마곡지구
(새동네 중앙공원)

포장 하부
수위계 2 set

(4 set :결과에 따라)
2개 설치 후, 결과에 따라 

추가설치 결정

그림�3.96�투수성�포장�시설에�대한�모니터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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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97�실험용�집수장치�매설�과정

�

모니터링�대상지는�마곡지구�공동주택�내부이며,�실제�주민이�거주하는�단지내�어린이놀이터�옆이다.�어린이�안

전�및�주민�편의를�고려하여�모니터링�기기를�설치해야�하며,�이미�시공이�종료된�대상지임에�따라�계측시설을�추가

적으로�설치할�수�없는�제한성이�있다.�아울러,�침투량을�정량적으로�파악할�수�있는�전문적인�시설을�설치할�수�

있는�재정적�여건의�한계로�인하여,�기존�구입되어�있던�수위계만을�활용하여�개략적인�침투량을�조사할�수�있었

다.�서로�다른�층위�조건�하에서�침투되는�빗물의�양을�확인하기�위하여�수위계가�설치된�집수장치�2개를�투수블럭�

하부에�매설하고,�이�집수장치로�유입되는�빗물의�양을�장기간�측정하면서�집수되는�빗물의�차이를�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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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98�마곡지구�투수성�포장의�층위�구성과�층위별�침투한�빗물의�수질�비교

집수장치를�매설한�곳은�투수블럭�하부�얕은�곳(모래층�하부)과�깊은�곳(원지반�하부)이며,�각각의�층위에서�

채집된�빗물의�수질에�대한�탁도�분석을�실시하였다.

효과�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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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99�매설�깊이별�집수된�빗물의�수위변화

�

매설�깊이에�따른�집수빗물의�수위�변화를�살펴보면,�강우�초기에�급격히�수위값이�상승하다가�일정�값으로�수

렴하는�것을�알�수�있으며,�초기의�수위�상승은�침투되는�빗물에�의한�토양의�포화상태로�인하여�부압이�작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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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의�압력�센서에�영향을�준�것으로�사료된다.��추후�투수성�포장에�대한�실험�방법의�적합성에�대한�논의가�

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2.7�생태저류형�배수로

적용�시설�개요

생태저류형�배수로는�도로면과�녹지에서의�강우�유출을�관리하기�위해�적용되었다.�도로의�측구로�유입된�빗물

이�유공관을�통해�생태저류형�배수로�하부�쇄석층을�거쳐�부분�침투�후�하수관으로�유입된다.�녹지�표면에�내린�

빗물은�오목한�녹지부분에서의�침투·저류�기능을�하며�침투·저류�기능을�초과하는�강우�시�월류되어�하부�쇄석층을�

거쳐�하수관으로�유입된다.�도로�유출수를�녹지에�직접�유입이�아닌�유공관을�통해�유입시키는�이유는�초기�빗물

과�겨울철�염화칼슘�물질의�녹지�유입을�차단을�원하는�도봉구청의�요청사항을�반영하였다.�

연구�대상�지역

생태저류형�배수로와�침투트렌치는�지번주소�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동�282-16�일대에�설치되어�있다.�이�지역

은�‘새동네주거환경개선지구’라�하며�본�보고서에서는�‘새동네’�지칭하였다.�새동네는�도봉산�동쪽에�위치하고�있

으며�중랑천과�도봉산�사이에�위치한다.�경사가�큰�지역으로�강우�시�표면�유출�속도가�빠르며�표면�유출수가�

중랑천으로�빠르게�유입되기�때문에�하천�수질과�유량을�관리하기�위해� 빗물관리가�필요하다.� 새동네�일대는�

2006년�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된�후�2009년�지구단위계획�지정을�통해�1종�일반주거지역으로�지정되었다.�주변�

주요�지점으로는�도봉산과�도봉고등학교와�단독주택�및�저층�건물이�밀집되어있다.�도봉산�등산객의�왕래가�많이�

식당�및�등산용품�매장들이�많이�위치해있으며�지구내�차량�통행은�많지�않다.

그림�3.100�도봉구�새동네에�설치된�생태저류형�배수로

도봉구�새동네에�설치된�생태저류형�배수로는�도로에서�발생하는�유출수가�직접�유입되는�구조가�아니라,�하부

를�통해�일정�강우강도�이상에서�월류되어�유입되는�구조이다.�이는�도로발생�유출수에�함유된�염화칼슘�등의�이

물질이�공원�내부로�유입되지�않을�것을�희망하는�자치구�담당부서의�의견을�존중하였다.

�이로�인하여�실제�강우�시�유입되는�강수량은�많지�않고,�해당시설�상부에만�내리는�빗물이�시설�내부로�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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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뿐이다.�따라서,�인공�강우를�이용하여,�인위적으로�해당�시설�상부에�살포하는�방식을�사용하여,�이�시설에서의�

강우-유출�특성을�규명하고자�한다.� �

그림�3.101�대상지�표토와�심토의�토성�그리고�과거�토지이용

대상지의�표토와�심토의�토성,�그리고�과거�토지이용을�조사한�결과,�대부분이�미사질�식양토이며,�과거�밭으로�

사용된�부지였음을�알�수�있다.

그림�3.102�생태저류형�배수로의�단면도

생태저류형�배수로�내부로�유입되는�구간을�나타낸�단면도이다.�도로에서�발생한�유출수가�빗물받이로�유입되

어�기존�하수관거로�배출하도록�되어�있으며,�이중�일부가�침투받이로�연결되어�있다.�침투받이와�연결된�관을�통

해�빗물이�시설하부�트렌치로�유입되도록�설계,�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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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03�생태저류형�배수로�구조와�월류,�상시방류부�조감도

해당�시설의�구조를�나타내면�위와�같다.�상부�녹지�표면을�통해�유입된�빗물이�토양층을�통해�하부�트렌치로�

집수되고,�일정�높이�이상이�되면,�월류하게�된다.�월류�높이에�도달할�때까지�100liter/s.ha�의�토출량을�갖는�

오리피스�토출구를�통해�상시�방류되는�구조이다.�이를�통해�투수능이�작은�대상지에서�해당�시설이�갖는�일시�

저류�및�침투에�의한�첨두유출�저감�효과를�극대화할�수�있다.� �

그림�3.104�생태저류형�배수로와�대조군�실험�계획도

생태저류형�배수로와�일반�배수로의�유출저감�효과를�비교하기�위하여,�대상지에�대조군을�함께�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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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관리�맨홀에�두�개의�실험군과�대조군의�유출구를�연결하고,�각각의�말단부에�유량계를�설치하여�토출되는�

양을�비교할�수�있도록�하였다.�

통제된�공간이�아니라�실제�주민과�방문객이�이용하는�공간에서의�실험이고,�기존의�시공의�완료된�도로�빗물받

이에�추가적으로�이�시설을�설치하다보니,�기존�시설에�의해�배제되는�빗물을�인위적으로�실험�시설로�유도하는�

것이�현실적으로는�쉽지�않았다.�

기존�빗물받이에서�도로로�유입되는�연결관의�입구를�완벽하게�차단할�경우�폭우나�이물질에�의한�막힘에�의해�

도로의�배수불량�등으로�인하여,�주민생활의�불편을�초래할�수�있다는�연구진�내부의�의견에�따라,�실제�강우에�

의한�시설�효과를�제시하는�데에는�한계가�있었다.�

그림�3.105�생태저류형�배수로�시공�

그림�3.106�대상지역�토양과�시공에�사용된�토양의�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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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07�염화칼슘�유입�방지를�위한�초기우수�배제�방안

그림�3.108�초기우수�배제�효과�실험

�



03. 물순환 시설 모니터링 및 효과검증

145

모니터링�방법

모니터링 목적 측정항목 계측기기 비고

침투량, 증발산량 
첨두유출 저감효과

토양수분 등

수위 변화 압력식 수위계 자동
유출량 변화 초음파 유량계 자동
토양수분 토양수분계 수동

샘플채취/토양분석 항목별 분석기기 수동

그림�3.109�계측기�종류,�측정위치와�측정�항목

대상지 설치사진
조성단계 운영단계

설치 장소 설치 위치 계측기기/수량 비고

생태저류형 배수로

생태저류형 배수로 유출부 유량계 2 set

쇄석저류조 내부 수위계 2 set

주변 녹지 토양수분계 2 set

투수성 포장 침투수 유출관 유량계 2 set 간헐 측정

그림�3.110�생태저류형�배수로�시설�모니터링을�위한�측정기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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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11�생태저류형�배수로�실험�전�물차의�토출량�산정

그림�3.112�생태저류형�배수로�상부�저류수위�측정
�

생태저류형�배수로에�일정�강도로�지속적�물공급하고,�일정�수위�이상의�물은�배수로�하부�트렌치로�유입되는�

것을�확인하기�위한�물차�실험을�실시하였다.

그림�3.113�하부�저류된�빗물이�오리피스�배출구를�통해�방류

�

하부로�유입된�물이�오리피스�배출구를�통해�소량�흘러�나가는�모습(좌)과�대조군에서�다량의�물이�흘러나오는�

모습을�보이며,�이러한�유량�변화를�모니터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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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ongnae Bioretention system (201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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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14�새동네�생태저류형�배수로�물차실험�결과

실험�기간�동안�측정된�값을�나타내면�위와�같고,�실험�목적별�구간을�정하여�주제별로�나타내면�아래와�같다.�

Sedongnae (201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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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15�상부�녹지표면과�하부�자갈트렌치�내에서의�수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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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ongnae (201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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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16�자갈�트렌치�내부로�직접�유입�후의�수위-유량�변화

물차로부터�일정한�양의�물을�실험구�자갈트렌치�유입부와�대조군에�직접�공급후�트렌치�내부의�수위와�관거�

내부의�유량�변화를�측정하였다.�대조군(without)�에서의�유량은�급격히�상승하며�반응한�반면,�실험구에서는�유

출되는�물의�유량은�관찰되지�않았고,�자갈층�내부의�수위변화만�측정되었다.�수위�상승�후�침투에�의해�하강하는�

곡선을�나타내었다.�

이러한�강우-유출�양태를�통해,�생태저류형�배수로의�물순환�및�첨두유출�저감효과의�기작을�나타낼�수�있으며,�

실제�시공을�통해�실현�가능성을�확인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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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침투�트렌치

적용�시설�개요

그림�3.117�침투�트렌치의�구조

빗물받이와�침투받이로�유입된�빗물은�일부는�우수관으로�직접�유출되고,�일부는�침투받이를�통해�침투트렌치로�

유입된다.�실제�사용되고�있는�배수시설임을�감안한다면,�실험을�위한�유로의�변경이나�배수로의�차단�등은�주민�

편익�등을�고려할�때�현실적으로�어려울�것으로�판단되었다.�일부�유출수는�우수관거로�배출되는�것을�그대로�유

지한�채�일부�빗물의�유입에�의한�시설�효과�또는�물차에�의한�인위적�강우조건�유도가�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

다.�

그림�3.118�침투트렌치�설치�위치와�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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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면의�측구에는�침투통을�설치하였으며,�각�측구는�유공관으로�연결하였다.�침투통과�투수관이�설치된�지역

의�하부는�메움�쇄석으로�시공하였다.�

그림�3.119�침투트렌치�세부�상세

그림�3.120�침투트렌치�효과검증�물차�실험

트렌치�유입부와�유출부에�유량계를�설치한�후,�일정량의�물을�공급하면서,�침투/저류되는�양을�측정하여�그�

효과를�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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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투수포장-트렌치�연계�시스템

적용�시설�개요

그림�3.121�투수포장-트렌치�연계�시스템의�구조

기존�계획상의�투수포장�설치에�대하여,�지하실�침수�피해를�염려하는�주민들의�요청,�투수포장의�내구성을�우려

하는�시공사�현장소장의�의견�등을�반영하여,�투수포장을�하되�하부는�다시�불투수성�콘크리트를�포설하는�것으로�

사업이�변경�되었다.�

이렇게�변경된�여건�하에서,�대상지에�계획된�물순환�기능을�확보하기�위하여,�바닥�콘트리트층�중앙에�침투트렌

치를�추가�매설하는�것으로�연구진과�해당�자치구�담당자�그리고,�주민협의체,�시공사�간의�협의가�이루어졌다.� �

� � � � � � � � � � � � � � � � � � � � � � �

그림�3.122�대상지�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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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지역

그림�3.123�투수포장-트렌치�연계�시스템의�시공과정

기존�노후된�아스콘을�걷어내고,�바닥�콘트리트를�타설하였다.��중심부에�유공관을�포함하는�침투트렌치를�설치

하고,�자갈과�모래를�포설한�후�보도용�투수포장재를�설치하였다.�시공�후�말단�지점의�관리맨홀�내부�연결된�유공

관에�유량계를�부착�후�계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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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방법

그림�3.124�대상지�투수포장의�투수능�측정

해당�지역에�설치된�투수성�포장의�투수율은�막힘�현상에�의하여,�1.0E-7m/s�정도의�낮은�투수율을�나타내었

다.�도로를�따라�유역�상부에서�발생된�빗물이�흘러오면서�이�투수포장을�통해�일부�빗물이�침투된�것으로�예상된

다.�

그림�3.125�투수포장�하부에�설치된�트렌치의�방류량�측정

대상지�하단부에�설치된�맨홀에�유량계를�설치하여,�투수포장을�통해�침투된�빗물이�콘트리트�포장면�상부에�

모여서�도로�중심부에�설치된�침투트렌치로�집수된�후�방류구�측정지점을�통과�할�때의�유량을�확인하였다.� �이�

시설의�유량�확인은�장기간�연속으로�하지는�못하고,�단기�일정기간에�한하여�임의로�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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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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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26�투수포장-트렌치�연계�시스템의�방류량�측정값

투수포장을�통과한�빗물이�하부�모래층을�통과하여�불투수성�콘크리트�상부면을�따라�도로�중심부의�트렌치로�

유입되어�모아진�후�토출구를�빠져나가는�양태를�나타내고�있다.�유역�상부에서�유입되는�빗물로�인하여,�실제�

대상지에�내리는�빗물의�양을�정량적�분석하는�데에는�어려움이�있었다.�실제�빗물이�모아지는�집수면적을�정량적

으로�나타낼�수�없기�때문이다.�인위적으로�집수면적을�한정하기에는�실제�영업�활동을�하는�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할�수�있었고,�물차�실험도�현실적으로�불가능하였다.� �

그리고�과업�기간�활용�가능한�계측기�수량의�한계로�인하여,��타�지점에서�사용되는�계측기를�전용하여�일정�

시간�동안만�집수의�유무�판단을�위한�측정만을�하였다.�

다만,�이�실험을�통해,��투수포장�하부에�불투수성�콘트리트�포장을�설치해야만�하는�경우가�발생할�때�투수포

장�하부에�침투트렌치를�겸용할�경우,�침투량을�증진시키는�효과가�있다는�것을�확인하는�계기가�되었다.�추후,�

적합한�실험�장소를�확보할�경우�추가적인�연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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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순환 시설의 수질 및 환경영향 모니터링

3.1�물순환�시설의�수질�및�퇴적물�모니터링�결과

수질모니터링의�목적과�방법

서울시의�불투수면은�건물,�도로,�주차장�등의�조성이�주요�원인이며�강우�시�도시침수,�우수관거�막힘현상,�비점

오염물질�유출로�인한�한강의�오염증가�등을�유발하고�있다.�서울시�물순환�시설은�서울시의�도시화�과정에서�발

생한�높은�불투수율로�인한�강우�시�유출량�증가,�지하침투량�감소,�비점오염물질�유출,�도시�홍수�등의�문제를�

저감하기�위한�목적으로�도로,�주차장,�건물�옥상�등에�다양한�종류와�형태로�조성되고�있다.�본�연구는�서울시의�

불투수면�중에서�도로�강우유출수의�유출저감�목적으로�조성된�침투형�빗물받이,�투수성�포장_침투트렌치�연계�

시스템,�침투형�저류조�및�생태저류형�배수로의�모니터링을�통해�유출저감�효율을�평가하고자�수행되었다.�일반적

으로�서울시의�도로�강우�유출수는�자동차의�활동으로�인하여�발생한�토사�등의�입자상�물질,�중금속,�유류�등의�

다양한�오염물질을�함유하여�우수관거�및�물순환�시설로�유입되고�있으며,�우수관거�막힘현상이나�물순환시설의�

저류�및�침투능력�저하를�유발하는�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강우�시�유출수와�함께�유출되는�오염물질을�비점오염

물질이라고�하며,�강우초기에�고농도로�유출되는�경향을�띄고�있으며�이를�초기강우(first�flush)라�지칭한다.�이러

한�초기강우에�유출된�입자상�물질과�오염물질로�인한�물순환�시설의�막힘현상과�침투능�저하를�줄이면서�안정적�

물순환�시설의�운영을�위해서는�강우�시�유출되는�유출수내의�오염물질�유출경향�분석이�필요하다.�이를�통하여�

물순환�시설로의�적정�유입시간과�유입량을�분석할�수�있으며,�이를�토대로�물순환시설�설계�및�관리�시�유지관리�

비용을�저감하면서�지속적�물순환�효과를�기대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강우�시�초기에�함유된�입자상�물질과�비점오염물질의�양을�정량적으로�분석하기�위하여�

강우초기에는�조밀한�모니터링(강우가�시작된�이후�15분까지는� 5분�간격으로,� 30분까지는� 15분,� 1시간�까지는�

30분�간격으로�시료를�채취)이�수행되었으며,�초기강우가�끝난�1시간�이후에는�모니터링�간격을�늘리는�기법(1시

간�이후로는�강우가�끝날�때까지� 1시간�간격으로�모니터링을�수행)을�이용하였다.�

이러한�모니터링�기법은�미국과�한국의�물순환�시설인�저영향개발기법(Low�impact�development,�LID)의�모니

터링기법으로�도입되어�운영�중인�기법이다.�

침투형�빗물받이

그림�3.127은�2014년부터�수행된�침투형�빗물받이�시설의�모니터링�공정도를�나타낸�것이다.�침투형�빗물받이�

시설의�점검�및�유지관리는�2014년�5월부터�현재까지�총�8회�수행되었으며,�강우�시�수질�모니터링은�총�6회�수행

되었고,�시설�근처의�퇴적물�분석을�위한�모니터링은�3회�수행되었다.�채취된�수질�및�퇴적물�시료는�수질오염공정

시험법�및�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준하여�물리·화학적�분석을�수행하였다.�



물순환 효과분석 및 인프라구축기술 개발연구 용역

156

그림�3.127�침투형�빗물받이�모니터링�공정도

그림�3.128�침투형�빗물받이�모니터링�수행�

침투형�빗물받이는�외교부,�고용노동부�등�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소�근처인�서울시�광화문에�설치되어�잦은�

집회로�인한�경찰�및�집회�버스�등의�주차로�인하여�모니터링�수행에�어려움이�있었다.�또한�이러한�차량의�집중적�

주차가�있을�경우에는�강우�시�Total�Runoff�Duration,�Time�before�runoff�starts�및�Time�before�outflow�

starts�등의�결과�값을�산정하는데�큰�오차를�발생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이러한�모니터링의�애로사항과�더불어�

본�시설이�모니터링을�고려하지�않고�시공된�시설이라�수질시료�채취�및�유량측정에도�문제가�있어�시설의�평가가�

쉽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또한�도로�옆의�침투형�빗물받이는�모니터링�시�주행�중인�차량에�노출되어�모니터링�

시�안전에도�문제가�보이고�있었다.

최근�2년간�서울시의�강우가�예전과�달리�강우량이�매우�낮았으며,�발생하는�강우도�짧은�시간�안에�집중적으로�

내리는�도시형�집중강우로�나타나�모니터링에�큰�애로를�겪었다.�이러한�어려운�여건에도�불구하고,�2014년�이후�

강우�시�총�6회의�모니터링이�수행되었으며,�모니터링�강우사상의�특징은�표�3.10과�같다.�모니터링이�수행된�강우

의�선행건기일수(Antecedent�Dry�Days,�ADD)는�약�0.09�~�13.1�day,�강우량은�1.5�~�25.5�mm,�강우지속시간

은� 2.6� ~� 7.6� hr의�범위로�나타났다.�

침투형�빗물받이�시설은�일정�유량�이상의�강우�발생�시�빗물받이에서�초과되는�유량이�침투받이로�유입되어�

침투�및�저류되는�시설이다.�본�모니터링이�수행된�강우사상(25mm�이하�강우)에서는�낮은�유량으로�인하여�빗물

받이�유입수의�전량이�우수관으로�유출되어�침투받이로�유입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즉,�빗물받이를�통한�침

투받이�유입은�매우�큰�강우사상에서�우수관거의�배수능력�확보를�위한�물순환�회복�기능으로는�일정부분�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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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것으로�평가되나�환경적으로�비점오염물질을�제거하는�능력은�미약한�것으로�평가되었다.�특히�빗물받이로�

유입되는�강우유출수가�강우초기에�고농도로�유출되는�초기강우�현상을�가지고�있으나�이러한�초기강우�유출수가�

침투받이�측구로�유입되지�않고�전량�우수관거로�배출되어�침투받이�에서는�전혀�처리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표�3.10�침투형�빗물받이�모니터링�결과

No. Event Date
ADD
(day)

Total 
Rainfall
(mm)

Total Rainfall 
Duration

(hr)

Total Runoff 
Duration

(hr)

Time before 
runoff starts

(hr)

Time before 
outflow starts 

(hr)

1 2014-10-20 3.8 1.5 3.0 2.8 0.17 -

2 2015-03-18 0.9 1.5 3.6 2.4 1.27 -

3 2015-03-31 13.1 2.5 72.6 - - -

4 2015-04-02 1.5 25.5 6.4 6.4 0.03 -

5 2015-05-11 8.6 17.0 7.6 7.6 0.03 -

6 2015-06-25 5.1 2.5 6.2 4.4 2.17 -

그림�3.129�침투형�빗물받이�모니터링�시�애로사항�및�유의점�

빗물받이를�통한�침투받이�측구�유입은�25mm까지의�강우에서는�확인할�수�없었으나�도로노면에서�직접�침투받

이�측구로�유입되는�유량은�확인할�수�있었다.�그�유입유량의�최대값은�침투받이�측구의�용량이�될�수�있으며,�

이�값은�침투받이�측구가�가진�최대�유출저류량�및�오염물질�처리량이라�할�수�있다.�따라서�이러한�물의�저류량�

및�오염물질�저감량을�산정하기�위하여�광화문�도로지역에서의�발생하는�강우유출수의�채취하여�물리화학적�분석

을�시행하였다.� �

그림�3.130�~�그림�3.134은�침투형�빗물받이�시설에�유입된�강우유출수의�겉보기�농도와�오염물질�농도�그래프

를�나타낸�것이다.�모니터링�기간�중�침투형�빗물받이�시설로�유입된�강우유출수�내�비점오염물질의�농도�값은�

TSS의�경우�45�~�3,545�mg/L,�COD는�14�~�1,681�mg/L,�TN은�1.51�~�25.4�mg/L,�TP는�0.21�~�7.67�mg/L로�

나타났다.�중금속의�경우�Cr은�0.007�~�0.221�mg/L,�Fe은�0.119�~�8.890�mg/L,�Cu는�0.019�~�0.551�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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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은� 0.090� ~� 2.388�mg/L,� Cd는� 0.022� ~� 0.121�mg/L�및� Pb는� 0.036� ~� 0.341�mg/L로�나타났다.�

일부�강우에서는�강우�발생�초기에�오염물질들이�고농도로�유출되는�초기�강우�현상을�보였으나�많은�강우에서

는�뚜렷한�초기강우�현상을�보이지�않고�있다.�대부분�도시지역의�강우유출특성은�초기강우�현상을�가지나�본�광

화문�지역의�경우�건기�시�많은�차량의�운행으로�인하여�축적된�많은�양의�오염물질이�강우에�지속적으로�유출되기

에�초기강우�현상이�나타나지�않는�것으로�평가되었다.�또한�강우가�지속되는�중에도�많은�차량의�운행으로�인하

여�발생하는�비점오염물질의�유출�영향�때문에�초기강우�발생시간이�매우�길거나�나타나지�않는�것으로�분석되었

다.� �

그림�3.130�침투형�빗물받이�강우유출수의�겉보기�농도�및�오염물질�농도�곡선�(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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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31�침투형�빗물받이�강우유출수의�겉보기�농도�및�오염물질�농도�곡선�(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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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32�침투형�빗물받이�강우유출수의�겉보기�농도�및�오염물질�농도�곡선�(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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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33�침투형�빗물받이�강우유출수의�겉보기�농도�및�오염물질�농도�곡선�(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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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34�침투형�빗물받이�강우유출수의�겉보기�농도�및�오염물질�농도�곡선�(2015.06.25)

앞서�밝힌바와�같이�모니터링이�수행된�25mm�이하의�강우에서는�빗물받이로�들어간�강우유출수가�전혀�침투형�

빗물받이로�유입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기에�침투형�빗물받이로�직접�유입된�유량을�토대로�저류량과�오염물질의�

저감량을�산정하였다.�침투형�빗물받이로의�직접유입은�시설의�용량�및�집수면적을�이용하여�시설의�강우유출�저감

량과�비점오염원�저감량을�산정할�수�있다.�

특히�본�시설에는�압력식�수위계와�초음파�유량계가�설치되어�강우�시�측정된�수위�자료가�있기에�이를�토대로�

저류량�및�오염물질�저감량을�산정하였다.�그러나�일반적으로�강우�시�작동하는�측정기기는�오물유입으로�인한�

측정불가�등으로�인하여�수위�및�유량값�획득이�쉽지�않다.�본�시설에서는�총�6개의�모니터링�강우사상�중에서�

2번의�강우사상에�대해�수위와�유량이�측정되었기에�이를�토대로�강우유출�저감량과�비점오염원�저감량을�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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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한다.� �

그림�3.135는�침투형�빗물받이�시설의�강우유출�저감량을�산정한�결과를�나타내고�있다.�강우유출�저감량은�

아래�식을�통해�산정하였다.�단위�면적�및�단위�강우량당�강우유출�저감량을�산정한�결과�E-5에서는�16.62�㎤/

㎡·mm,�E-6은�41.60�㎤/㎡·mm�이었으며,�평균값은�29.11�㎤/㎡·mm�으로�나타났다.�반면�단위�용적�및�단위�

강우량당�강우유출�저감량은�E-5에서는�01019�㎥/㎥·mm,� E-6은� 0.048�㎥/㎥·mm�이었으며,�평균값은�0.034�

㎥/㎥·mm�으로�나타났다.�

단위면적 및 단위 강우량 당 강우유출 저감량 · 단위 유역면적  ×단위 강우량 
강우유출 저감량  

단위용적 및 단위 강우량 당 강우유출 저감량 · 단위 시설용적  ×단위 강우량 
강우유출 저감량  

(a) 단위 면적 및 단위 강우량당 강우유출 저감량 (b) 단위 용적 및 단위 강우량당 강우유출 저감량

그림�3.135�침투형�빗물받이�시설의�강우유출�저감량�산정

침투형�빗물받이�시설의�비점오염원�저감량을�아래의�공식을�통하여�산정하였으며�표�3.11은�시설의�단위�면적�

및�단위�강우량당�비점오염원�저감량을�나타내고�있으며,�표�3.12는�시설의�단위�용적�및�단위�강우량당�비점오염

원�저감량을�산정한�결과를�나타낸�것이다.�시설의�단위�면적�및�단위�강우량당�TSS의�저감량은�6.43�~�8.20�mg/

㎡·mm,�COD는�4.31�~�5.91�mg/㎡·mm,�TN은�0.08�~�0.35�mg/㎡·mm,�TP는�0.01�~�0.02�mg/㎡·mm,�중금속

은�0.0005�~� 0.1646�mg/㎡·mm�으로�산정되었다.�시설의�단위�용적�및�단위�강우량당�TSS의�저감량은�7,415�

~� 9,456� mg/㎥·mm,� COD는� 4,971� ~� 6,820� mg/㎥·mm,� TN은� 92� ~� 405� mg/㎥·mm,� TP는� 8� ~� 25� mg/

㎥·mm,�중금속은� 0.52� ~� 189.88�mg/㎥·mm�으로�나타났다.

단위면적 및 단위 강우량 당 비점오염 저감량 · 단위 유역면적  ×단위 강우량 
비점오염저감량 

단위용적 및 단위 강우량 당 비점오염 저감량 · 단위 용적  ×단위 강우량 
비점오염저감량 

시설의�강우유출�저감량과�비점오염원�저감량은�E-5보다�E-6에서�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하지만�이는�2번의�

강우사상에�관한�결과�값이기에�향후�더�많은�강우사상에�대해서�모니터링을�수행�할�시�각�이벤트의�강우유출�

및�비점오염원�저감량�값의�격차는�점차적으로�줄어들어�어느�순간�안정된�값을�보일�것으로�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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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1�침투형�빗물받이�시설의�단위�면적�및�단위�강우량당�비점오염원�저감량�산정(mg/㎡·mm)

Event TSS COD TN TP Cr Fe Cu Zn Cd Pb

E-5 6.43 4.31  0.08  0.01  0.0013  0.0299 0.0060  0.0034  0.0005  0.0016  

E-6 8.20 5.91 0.35 0.02 0.0015 0.1646 0.0053 0.0182 0.0017 0.0045 

Average 7.31 5.11 0.22 0.01 0.0014 0.0972 0.0056 0.0108 0.0011 0.0031

표�3.12�침투형�빗물받이�시설의�단위�용적�및�단위�강우량당�비점오염원�저감량�산정(mg/㎥·mm)

Event TSS COD TN TP Cr Fe Cu Zn Cd Pb

E-5 7,415 4,971 92 8 1.54  34.49  6.87  3.97  0.52  1.87  

E-6 9,456 6,820 405 25 1.71 189.88 6.12 20.99 1.97 5.21 

Average 8,435 5,895 248 17 1.62 112.19 6.49 12.48 1.24 3.54 

침투형�빗물받이에�유입되는�강우유출수는�대기에�비산된�먼지와�도로에�퇴적되어�있는�입자상�물질�및�오염물

질과�물리화학적�반응을�통해�오염된다.�특히�침투형�빗물받이�시설이�설치된�도로는�높은�포장율과�함께�많은�

차량�운행으로�인한�타이어�마모,�브레이크�패드�및�부식�등의�이유로�다량의�중금속을�배출시킨다.�이러한�미세입

자�및�차량으로�기인한�각종�중금속�오염물질들은�시설에�영향에�미치기에�그림�3.136과�같이�시설�주변에�퇴적된�

퇴적물을�채취하여�물리·화학적�분석을�수행하였다.

그림�3.136�침투형�빗물받이�시설�주변의�퇴적물�채취� �

채취된�퇴적물을�구성하고�있는�입자들을�파악하기�위하여�물리적�분석을�수행하였으며�그림�3.137과�같다.�퇴

적물의�입자의�크기를�분석하기�위하여�Sieve�Test를�수행하여�입도분석을�실시하였으며�4750,�2360,�1180,�850,�

300,�150,�75㎛의�순으로�시료를�통과시켰다.�75m�이하의�시료는�LS�230�Particle�Size�Analyzer를�이용하여�

입도분석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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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한�퇴적물의�입도분석�결과�50�~� 73�㎛의�작은�입자가�70%�이상�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3번�

채취한�퇴적물의�D10은� 2.1� ~� 6.4�㎛,� D50은� 8.6� ~� 38.4�㎛,� D90은� 31.9� ~� 86.3�㎛의�범위로�조사되었다.�

(a) 2015.03.18.(E-1)

(b) 2015.04.02.(E-2)

(c) 2015.06.25.(E-3)

그림�3.137�퇴적물의�입도분석�분석�결과

채취된�퇴적물의�함수량,�강열감량과�퇴적물�내�부착된�영양물질,�유기물질�및�중금속�등에�대한�화학적�분석을�

수행하였으며�표�3.13과�같다.�퇴적물�채취는�총�3회�수행하였으며,�채취된�시료의�양이�상당히�작아�화학적�분석

하는데�어려움이�있던�2015년�3월�18일�시료를�제외하고�분석�하였다.�분석결과�함수량은�14.8�~�43.2�%,�강열감

량은�8.2�~�38.5%로�나타났으며,�TN은�515�~�689�mg/kg,�TP는�108�~�618�mg/kg,�COD는�40,000�mg/kg�

이상으로�조사되었다.�중금속의�경우�다른�항목에�비하여�Zn,�Pb�및�As에서�높게�나타났다.�하지만�모든�중금속�

항목의�농도가�토양오염�우려기준의�가장�청정한�기준인�1지역�농도보다�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또한,�채취한�

퇴적물의�중금속�농도를�미국�지역환경보호청�퇴적물�분류기준과�비교�시,�비오염�기준(Cr<25,�Pb<40,�As<3)에�

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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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3�침투형�빗물받이�시설�주변�퇴적물의�화학적�분석�결과

No.
Event 
Date

water 
content 

Ignition 
loss

pH
conduc
tivity 

TN TP COD Cr Cu Zn Cd Pb As

(%) - (um/cm) (mg/kg)

1
2015-
03-18

43.2 38.5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2
2015-
04-02

25.1 8.5 8.6 265 689 618 42,222 1.38 3.37 1.39 0.72 10.34 15.89

3
2015-
06-25

14.8 29.2 8.8 237 515 108 43,100 0.98 2.73 21.45 0.71 1.37 6.41

*NA:� No� Analysis

표�3.14�토양환경보전법의�토양오염�기준

항목
토양오염 우려기준 토양오염 대책기준

1지역 2지역 3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Cd (mg/kg) 4 10 60 12 30 180

Cu (mg/kg) 150 500 2,000 450 4,500 6,000

As (mg/kg) 25 50 200 75 150 600

Pb (mg/kg) 200 400 700 600 1,200 2,100

Zn (mg/kg) 300 600 2,000 900 1,800 5,000

표�3.15는�퇴적물의�입자�크기별�중금속�농도를�나타낸�것이며�그림�3.138은�입자�크기별�평균�중금속�농도를�

분석한�것이다.�분석�결과,�전반적인�중금속의�농도는�0-75�µm�범위의�크기에서�높게�나타났으며�입자의�크기가�
클수록�중금속�농도는�낮아지는�것으로�조사되었다.�중금속�중�Cr,�Cu�및�As의�농도는�0-75�µm�범위의�크기에서�
1.18�mg/kg,�3.05�mg/kg,�11.15�mg/kg�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Zn의�농도는�150-300�µm�범위의�크기에서�
12.03�mg/kg으로�높은�농도로�분석되었다.�반면�Cd와�Pb의�경우�75-150�µm�범위의�크기에서�0.72�mg/kg와�
6.08�mg/kg�으로�가장�높게�조사되었다.� �

그림�3.138�입자크기별�평균�중금속�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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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5�침투형�빗물받이�시설�주변�퇴적물의�입자크기별�중금속�농도�

No. Event Date
Particle-size fraction 

(µm)

Metal Concentration (mg/kg)

Cr Cu Zn Cd Pb As

1 2015-04-02

0-75 1.382 3.368 1.387 0.722 10.344 15.886

75-150 1.407 3.296 1.604 0.753 10.322 8.371

150-300 0.148 3.750 16.38 0.137 0.010 16.996

300-850 0.115 1.875 15.252 0.151 0.027 15.779

850-1180 0.188 4.329 15.294 0.153 0.585 14.405

1180-2360 0.212 4.516 12.178 0.148 0.604 17.229

2360-4750 0.263 4.440 13.878 0.140 0.725 16.454

4750< 0.199 2.468 11.707 0.128 0.569 3.519

2 2015-06-25

0-75 0.984 2.731 21.453 0.708 1.374 6.413

75-150 0.895 1.264 15.547 0.691 1.843 6.398

150-300 1.432 1.246 7.676 0.628 1.642 4.685

300-850 1.190 0.800 9.497 0.681 1.291 2.496

850-1180 0.024 0.687 3.072 0.748 0.090 7.653

1180-2360 0.004 0.887 6.759 0.705 0.239 4.095

2360-4750 0.078 0.605 0.720 0.723 0.159 2.737

4750< - - - - - -

투수성�포장_침투트렌치�연계�시스템�침투형�저류조

그림�3.139는�투수성�포장�시설의�모니터링�공정도를�나타낸�것으로�투수성�포장�시설은�2015년�1월에�완공되

었기에�2015년부터�모니터링을�수행하였다.�시설의�현장�견학�및�유지관리는�2015년�2월부터�총�2회�수행하였으며�

강우시�모니터링은�2015년�3월부터�현재까지�총�6회�수행하였다.�투수성�포장�시설의�특성�상�시설�내�유입되는�

강우유출수의�채취에�어려움이�따르기�때문에�시설의�집수면적에서�흘러�시설의�양�측에�설치된�맨홀로�유입되는�

강우유출수를�채취하여�수질분석을�수행하였다.

그림�3.139�투수성�포장�모니터링�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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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40�투수성�포장�모니터링�수행�

투수성�포장�시설의�모니터링은�현장�여건�등을�고려하여�총� 6회의�모니터링을�수행하였으며,�모니터링�결과�

표�3.16과�같다.�모니터링�수행�결과�선행건기일수(Antecedent�Dry�Days,�ADD)는�약�0.2�~�10.6�day,�강우량은�

1.0~�33.0�mm,�강우지속시간은�3.1�~�15.6�hr�으로�나타났다.�투수성�포장�시설은�여과,�저류�등의�기작을�활용

하여�강우유출수내�오염물질�및�유출량을�저감시키는�기법으로�33�mm�이하의�강우�발생�시�전량�침투�및�저류�

된다.

표�3.16�투수성�포장�모니터링�결과

No. Event Date
ADD
(day)

Total 
Rainfall
(mm)

Total Rainfall 
Duration

(hr)

Total Runoff 
Duration

(hr)

Time before 
runoff starts

(hr)

Time before 
outflow starts 

(hr)

1 2015-03-18 0.9 1.0 3.8 NA* NA NA

2 2015-03-31 0.2 4.5 3.1 2.7 0.47 -

3 2015-04-02 1.4 30.5 6.1 4.5 1.60 -

4 2015-04-13 10.6 5.5 6.5 5.2 1.30 -

5 2015-04-19 2.8 16.5 15.6 14.5 1.12 -

6 2015-05-11 8.2 33.0 9.4 8.6 0.82 -

*NA:� No� Analysis

그림�3.141�~�그림�3.145는�투수성�포장�시설에�유입된�강우유출수의�겉보기�농도와�오염물질�농도�그래프를�

나타낸�것이다.�앞서�침투형�빗물받이�시설과�같이�강우�발생�초기에�오염물질들이�고농도로�유출되는�초기�강우�

현상이�뚜렷이�나타났다.�입자상�오염물질,�유기물�및�영양염류의�경우�강우�초기에�대부분이�유출되는�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니터링�기간�중�투수성�포장�시설로�유입된�강우유출수�내�비점오염물질의�농도�값은�TSS의�경우�6�~�181�

mg/L,�COD는�12�~�46�mg/L,�TN은�5.5�~�33.2�mg/L,�TP는�0.03�~�1.02�mg/L�범위로�나타났다.�중금속의�

경우�Cr은�0.037�~�0.196�mg/L,�Fe은�0.066�~�13.254�mg/L,�Cu는�0.011�~�0.831�mg/L,�Zn은�0.037�~�0.990�

mg/L,� Cd는� 0.006� ~� 10.288�mg/L�및� Pb는� 0.013� ~� 0.187�mg/L로�분석되었다.

많은�사람들의�거동�및�다량의�차량이�운행되는�도로에�설치된�침투형�빗물받이�내에�유입된�강우유출수에�비하

여�차량운행과�인간의�거동이�작은�투수성�포장의�강우유출수내�대부분의�비점오염물질�농도는�낮은�것으로�분석

되었다.�시설�내로�유입되는�강우유출수는�시설�인근의�주변�환경�및�인간의�거동과�밀집한�관계가�있는�것으로�

물순환�및�비점오염원�관리�시설�설치�시�시설의�종류�및�규모�산정�시�인간의�활동�범위를�고려하여�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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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

그림�3.141�투수성�포장�강우유출수의�겉보기�농도�및�오염물질�농도�곡선�(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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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42�투수성�포장�강우유출수의�겉보기�농도�및�오염물질�농도�곡선�(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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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43�투수성�포장�강우유출수의�겉보기�농도�및�오염물질�농도�곡선�(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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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44�투수성�포장�강우유출수의�겉보기�농도�및�오염물질�농도�곡선�(201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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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45�투수성�포장�강우유출수의�겉보기�농도�및�오염물질�농도�곡선�(2015.05.11.)

앞서�밝힌바와�같이�모니터링이�수행된�33mm�이하의�강우에서는�투수성포장으로�유입된�강우유출수는�전량�

침투�및�저류�되었기에�아래의�식을�이용하여�강우유출�저감량�및�오염물질�저감량을�산정하였다.�침투형�빗물받이�

시설과�같이�수위계와�유량계가�설치되어�있기에�강우시�측정된�수위자료를�토대로�저류량을�산정하였으나,�강수

량이�상당히�작은�E-1(2015.03.18.)에서는�측정이�불가하여�수위�및�유량값을�획득하지�못하였다.�따라서�침투포

장에서는�총�6개의�모니터링�강우사상�중에서�5번의�강우사상에�대해�수위와�유량이�측정되었기에�이를�토대로�

강우유출�저감량과�비점오염원�저감량을�산정하고자�한다.� �

그림�3.146은�단위면적당�강우유출�저감량을�산정한�결과이며,��E-2에서는�4,259�㎤/㎡,�E-3은�28,869�㎤/㎡,�

E-4는�5,206�㎤/㎡,�E-5는�15,617�㎤/㎡,�E-6은�31,235�㎤/㎡�이었으며,�평균값은�17,037�㎤/㎡�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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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단위�용적당�강우유출�저감량은�E-2에서�0.0145�㎥/㎥,�E-3은�0.0984�㎥/㎥,�E-4는�0.0177�㎥/㎥,�E-5는�

0.0532�㎥/㎥,� E-6은� .1065�㎥/㎥�이었으며,�평균값은� 0.0581�㎥/㎥�으로�조사되었다.

단위면적당 강우유출 저감량 · 단위 유역면적  
강우유출 저감량  

단위용적당 강우유출 저감량 · 단위 시설용적  
강우유출 저감량  

그림�3.146�투수성�포장의�단위�면적당�강우유출�저감량�산정

그림�3.147�투수성�포장의�단위�용적당�강우유출�저감량�산정

투수성포장의�비점오염원�저감량은�침투형�빗물받이�시설과�같은�공식을�이하여�산정하였다.�표�3.17은�시설의�

단위�면적�및�단위�강우량당�비점오염원�저감량을�나타낸�것으로,�TSS의�저감량은�43.66�~� 75.84�mg/㎡·mm,�

COD는� 19.55� ~� 30.59�mg/㎡·mm,� TN은� 13.98� ~� 18.19�mg/㎡·mm,� TP는� 0.18� ~� 0.53�mg/㎡·mm,� Cr은�

0.0516�~�0.1157�mg/㎡·mm,�Fe은�0.4390�~�6.9804�mg/㎡·mm,�Cu는�0.0222�~�0.1107�mg/㎡·mm,�Zn은�

0.0220� ~� 0.2302�mg/㎡·mm,� Cd은� 0.1336� ~� 0.5666�mg/㎡·mm,� Pb은� 0.0068� ~� 3.3255�mg/㎡·mm�으로�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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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단위�용적�및�단위�강우량당�TSS의�저감량은�149�~�258�mg/㎥·mm,�COD는�76�~�104�mg/㎥·mm,�

TN은�48�~�62�mg/㎥·mm,�TP는�0.61�~�1.79�mg/㎥·mm,�Cr은�0.16�~�0.39�mg/㎥·mm,�Fe은�1.50�~�23.79�

mg/㎥·mm,� Cu는� 0.08� ~� 0.38�mg/㎥·mm,� Zn은� 0.07� ~� 0.38�mg/㎥·mm,�Cd은� 0.46� ~� 1.93�mg/㎥·mm,�

Pb은� 0.02� ~� 11.33�mg/㎥·mm�으로�나타났다.

본�시설은�침투형�빗물받이�시설보다�강우유출�및�오염물질�저감량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또한�시설의�강

우유출�저감량과�비점오염원�저감량은�5번의�강우사상에�관한�결과�값이기에�향후�더�많은�강우사상에�대해서�

모니터링을�수행�할�시�안정된�값을�보일�것으로�예측된다.�

표�3.17�투수성포장의�단위�면적�및�단위�강우량당�비점오염원�저감량�산정(mg/㎡·mm)

Event TSS COD TN TP Cr Fe Cu Zn Cd Pb

E-2 75.84 22.38 17.50 0.26 0.0904 0.4390 0.0676 0.1121 0.2372 0.1088

E-3 58.35 27.28 15.73 0.53 0.1157 1.7785 0.1107 0.2302 0.2572 3.3255

E-4 43.66 24.04 14.80 0.41 0.0476 6.9804 0.0318 0.0365 0.5666 0.0073

E-5 55.57 19.55 13.98 0.18 0.0516 5.0911 0.0222 0.0220 0.5660 0.0068

E-6 56.03 30.59 18.19 0.32 0.0557 1.3363 0.0573 0.0294 0.1336 0.0361

Average 57.89 24.77 16.04 0.34 0.0722 3.1251 0.0579 0.0860 0.3521 0.6969

표�3.18�투수성포장의의�단위�용적�및�단위�강우량당�비점오염원�저감량�산정(mg/㎥·mm)

Event TSS COD TN TP Cr Fe Cu Zn Cd Pb

E-2 258 76 60 0.87 0.31 1.50 0.23 0.38 0.81 0.37

E-3 199 93 54 1.79 0.39 6.06 0.38 0.78 0.88 11.33

E-4 149 82 50 1.41 0.16 23.79 0.11 0.12 1.93 0.02

E-5 189 67 48 0.61 0.18 17.35 0.08 0.07 1.93 0.02

E-6 191 104 62 1.09 0.19 4.55 0.20 0.10 0.46 0.12

Average 197 84 55 1.16 0.25 10.65 0.20 0.29 1.20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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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저류형�배수로

그림�3.148은�생태저류형�배수로�시설의�모니터링�공정도를,�그림�3.149는�모니터링�수행�모습은�나타낸�것이

다.�생태저류형�배수로�시설의�모니터링은�현장�여건�등을�고려하여�총�6회의�모니터링을�수행하였으며,�모니터링�

결과�표� 3.19와�같다.�모니터링�수행�결과�선행건기일수(Antecedent�Dry�Days,� ADD)는�약� 0.2� ~� 10.6� day,�

강우량은�1.0�~�34.5�mm,�강우지속시간은�3.8�~�11.6�hr,�강우유출수�지속시간은�4.3�~�10.7�hr�으로�분석되었

다.

생태저류형�배수로는�침투형�빗물받이와�투수포장과�다르게�식생이�식재된�시설로써�식생과�토양의�흡착�및�

여과,�침투�및�저류�기작을�활용하여�강우유출수내�오염물질�및�유출량을�저감시키는�기법이다.�생태저류형�배수로

는�시설의�집수면적�토지는�100%�불투수층이�아닌�약간의�투수성이�적용된�포장도로이기에�최소�5�mm�이상의�

강우�발생�시�시설�내�강우유출수�유입이�가능한�것으로�판단된다.

그림�3.148�생태저루형�배수로�모니터링�공정도

그림�3.149�생태저루형�배수로�모니터링�수행�

표�3.19�생태저류형�배수로�모니터링�결과

No. Event Date
ADD
(day)

Total 
Rainfall
(mm)

Total Rainfall 
Duration

(hr)

Total Runoff 
Duration

(hr)

Time before 
runoff starts

(hr)

Time before 
outflow starts 

(hr)

1 2015-03-18 0.9 1.0 3.8 - - -

2 2015-03-31 0.2 5.0 4.6 4.3 0.30 -

3 2015-04-02 1.4 34.5 7.2 4.7 2.55 -

4 2015-04-13 10.6 6.5 9.7 8.1 1.30 -

5 2015-04-19 2.8 12.5 11.6 10.7 0.95 -

6 2015-05-11 8.2 31.5 7.1 5.9 1.15 -

다음의�그림�3.150�~�그림�3.154는�생태저류형�배수로�시설에�유입된�강우유출수의�겉보기�농도와�오염물질�

농도�그래프를�나타낸�것이다.�모니터링�기간�중�생태저류형�배수로�시설로�유입된�강우유출수�내�비점오염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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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값은�TSS의�경우�4�~�988�mg/L,�COD는�7�~�36�mg/L,�TN은�2.3�~�39.2�mg/L,�TP는�0.02�~�0.62�mg/L

로�나타났다.�중금속의�경우�Cr은� 0.038� ~� 0.233�mg/L,� Fe은� 0.081� ~� 14.989�mg/L,� Cu는� 0.009� ~� 0.163�

mg/L,� Zn은� 0.022� ~� 2.378�mg/L,� Cd는� 0.007� ~� 0.425�mg/L�및� Pb는� 0.008� ~� 0.308�mg/L로�나타났다.�

그림�3.150�생태저류형�배수로�강우유출수의�겉보기�농도�및�오염물질�농도�곡선�(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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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51�생태저류형�배수로�강우유출수의�겉보기�농도�및�오염물질�농도�곡선�(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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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52�생태저류형�배수로�강우유출수의�겉보기�농도�및�오염물질�농도�곡선�(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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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53�생태저류형�배수로�강우유출수의�겉보기�농도�및�오염물질�농도�곡선�(201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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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54�생태저류형�배수로�강우유출수의�겉보기�농도�및�오염물질�농도�곡선�(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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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침투형�빗물받이�시설과�같은�방법으로�강우유출�및�오염물질�저감량을�산정하였으며,�모니터링�중�수위�

및�유량이�측정된�강우사상에�대해서만�분석하였다.�

그림� 3.155는�생태저류형�배수로의�단위면적당�강우유출�저감량을�산정한�결과이며,� � E-2에서는� 5,134�㎤/

㎡·mm,�E-3은�741�㎤/㎡·mm,�E-4는�3,825�㎤/㎡·mm,�E-5는�1,960�㎤/㎡·mm이었으며,�평균값은�2,915�㎤/

㎡·mm�으로�나타났다.�반면�단위�용적당�강우유출�저감량은� E-2에서� 0.0381� ㎥/㎥·mm,� E-3은� 0.0055�㎥/

㎥·mm,�E-4는�0.0284�㎥/㎥·mm,�E-5는�0.0146�㎥/㎥·mm이었으며,�평균값은�0.0217�㎥/㎥·mm�으로�조사되었

다(그림� 3.156).

그림�3.155�생태저류형�배수로의�단위�면적�및�단위�강우량당�강우유출�저감량�산정

그림�3.156�생태저류형�배수로의�단위�용적�및�단위�강우량당�강우유출�저감량�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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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저감량� 산정도�마찬가지로�침투형� 빗물받이�시설과� 같은� 방법으로�산정하였으며,� 분석� 결과�표� �

3.20과�표� 3.21과�같다.�시설의�단위�면적�및�단위�강우량당�TSS의�저감량은�197�~� 231�mg/㎡·mm,�COD는�

60.7� ~� 93.6�mg/㎡·mm,� TN은� 58.04� ~� 74.93�mg/㎡·mm,� TP는� 0.79� ~� 1.49�mg/㎡·mm,� Cr은� 0.2143� ~�

0.6362�mg/㎡·mm,�Fe은�3.6440�~�35.2920�mg/㎡·mm,�Cu는�0.0813�~�0.4036�mg/㎡·mm,�Zn은�0.1383�~�

0.4277�mg/㎡·mm,�Cd은�0.5261�~�4.0510�mg/㎡·mm,�Pb은�0.0320�~�1.0003�mg/㎡·mm�으로�산정되었다.

시설의�단위�용적�및�단위�강우량당� TSS의�저감량은� 1,462� ~� 1,619�mg/㎥·mm,� COD는� 451� ~� 695�mg/

㎥·mm,�TN은�431�~�557�mg/㎥·mm,�TP는�5.86�~� 11.08�mg/㎥·mm,�Cr은�1.59�~� 4.73�mg/㎥·mm,�Fe은�

27.07�~�262.13�mg/㎥·mm,�Cu는�0.60�~�3.00�mg/㎥·mm,�Zn은�1.03�~�3.18�mg/㎥·mm,�Cd은�3.91�~�30.09�

mg/㎥·mm,� Pb은� 0.24� ~� 7.43�mg/㎥·mm�으로�나타났다.

Pb을�제외한�모든�오염물질의�단위면적�및�단위�강우량당�저감량은�생태저류형�배수로시설에서�가장�높게�나타

났는데,�이는�식생의�오염물질�흡착,�여재의�여과�기작�등으로�나타난�결과인�것으로�평가된다.�

표�3.20�생태저류형�배수로의�단위면적�및�단위강우량당�비점오염원�저감량�산정(mg/㎡·mm)

Event TSS COD TN TP Cr Fe Cu Zn Cd Pb

E-2 197 65.5 74.93 1.20 0.3241 3.6440 0.4036 0.2261 0.5261 0.5785

E-3 231 60.7 68.33 1.28 0.6362 4.8068 0.2399 0.4277 0.5669 1.0003

E-4 207 93.6 61.07 0.79 0.2457 35.2920 0.1005 0.2576 4.0510 0.2060

E-5 218 62.6 58.04 1.49 0.2143 22.8310 0.0813 0.1383 2.3762 0.0320

Average 213 70.6 65.59 1.19 0.3551 16.6435 0.2063 0.2624 1.8801 0.4542

표�3.21�투수성포장의의�단위용적�및�단위강우량당�비점오염원�저감량�산정(mg/㎥·mm)

Event TSS COD TN TP Cr Fe Cu Zn Cd Pb

E-2 1,462 487 557 8.89 2.41 27.07 3.00 1.68 3.91 4.30

E-3 1,718 451 508 9.54 4.73 35.70 1.78 3.18 4.21 7.43

E-4 1,540 695 454 5.86 1.83 262.13 0.75 1.91 30.09 1.53

E-5 1,619 465 431 11.08 1.59 169.58 0.60 1.03 17.65 0.24

Average 1,585 524 487 8.84 2.64 123.62 1.53 1.95 13.96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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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물순환�시설의�미기후�모니터링�결과

저류형�옥상녹화�시설은�단순�저류가�아닌�옥상녹화의�기능을�수행하며�저류된�빗물을�통해�증발효과를�높일�

수�있는�시설이다.�옥상�녹화�시설의�도시미기후�개선의�기작에는,�증발산�잠열에�의한�태양복사에너지�전환과�

지표면�온도�저감,�대류에�의한�국지적�바람�생성�등이�있다.�

그림�3.157�일반�옥상과�옥상�녹화에서의�태양복사에너지의�열수지�비교(자료�:�M.�

Schmidt(2006),�베를린시(2010))

베를린시의�경우를�보면�일반�옥상과�녹화된�옥상간의�표면�온도차는�최대�25℃�정도로,�이러한�온도차는�옥상�

마감�재료의�내구성뿐만�아니라,�도시�미기후에도�영향을�미친다.�또한,�옥상�단열�효과를�통해�여름철�냉방�에너

지뿐만�아니라,�겨울철�난방�에너지�저감에�기여한다고�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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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58�일반�옥상과�옥상�녹화에서의�표면온도�비교

(자료� :�M.�Schmidt(2006),�베를린시(2010))

청운중학교�저류형�옥상�녹화�시설에서�이와�같은�열환경�개선�효과를�확인하기�위하여�2014년�8월�11일까지부

터� 2015년� 5월� 1일까지�열환경�모니터링을�수행하였다.

청운중학교�옥상면은�대부분의�면적이�저류형�옥상녹�화�시설로�조성되어�있으며�일부�기존�옥상면�공간이�존재

하여�이를�대조구로�하여�비교�측정하였다.

그림�3.159�청운중학교�저류형�옥상�녹화�시설�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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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60�저류형�옥상녹화면 그림�3.161�콘크리트�옥상면

그림�3.162�일간�최고�일사량�값�비교

2014년�8월�11일까지부터�2015년�5월�1일까지의�일간최대�일사량,�기온,�습도�분포를�나타내었다(그림�3.162).

저류형�옥상�녹화�시설(녹화면)에�설치한�일사량계와�대조구(콘크리트�옥상면)에�설치한�일사량계의�계측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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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유사함을�알�수�있다.�계측된�일간최고�전천�일사량은�996�W/㎡�로�측정되었으며�일사량�증감에�따라�기온도�

증감하였다.

�

그림�3.163�일간�최고�반사일사량�값�비교

저류형�옥상�녹화�시설(녹화면)과�대조구인�옥상면의�반사일사량을�그림�3.163에�나타내었다.�반사�일사량은�

옥상면에서�높게�나타난�일수가�더�많았지만�두�지점의�계측값이�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반사�일사량은�지표면�재질과�알베도의�영향을�많이�받기�때문에�밝은색의�콘크리트�옥상면의�반사�일사량이�

높게�나타났을�것으로�판단된다.�또한�협소한�옥상면에서�지표면이�아닌�상부에서의�반사일사량의�계측은�정확한�

공간�구분이�이루어지기�어렵기�때문에�유사한�값으로�나타났을�것으로�예상된다.

반면�그림�3.164의�표면온도의�측정�결과에서는�두�지점의�온도차가�확인되는�것을�알�수�있다.�일간�표면�최고

온도로서� 2015년� 8월� 28일�저류형�옥상�녹화시설은� 49℃,�콘크리트�옥상면은� 59℃�로�약� 10℃�차이를�보였고�

평균적으로� 5.1℃�최대� 14.2℃�낮게�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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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64�일간�표면온도�최고값�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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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순환 시설의 확대 모의

4.1�물순환�시설의�확대�모의�개요

시나리오

그림�3.165�시나리오별�효과분석

효자�배수분구는�금번�모니터링�대상�시설인�저류옥상(Blue�Roof),�저류형�옥상녹화(Green-Blue�Roof),�침투

트렌치,�생태저류형�배수로�등을�적용하여,�첨두유출�저감�효과와�물순환�효과를�모의하였다.�또한,�합류식�하수관

거�지역인�효자�배수분구에서의�오수발생과�비점오염�발생량을�바탕으로�청계천�수질에�영향을�주는�오염물질�삭

감량을�모의하였다.�마곡지구는�서울시�빗물분담량을�만족하는�시설과�설계용량을�가정하여�물순환�효과를�예측

하였고,�새동네에서는�기존�시공이�완료된�시설에�대하여,�물순환�및�첨두유출�저감효과를�모의하였다.�

4.2�효자�배수분구

대상지�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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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66�강우-유출STORM�모형의�단위�유역도

토지이용 분류 약어 면적(ha) 구성 비율(%)

그린-블루루프 고려대상 건축물 면적 BROOF 40.51* 7.7

비고려 대상 건축물 면적 BUILD 33.01 6.2

침엽수림(Coniferousforest) FCON 13.05 2.5

낙엽수림(Decidousforest) FDEC 78.40 14.8

혼효림(Mixed forest) FMIX 94.98 18.0

녹지(Lawnarea) LAWN 18.22 3.4

여가시설(Leisurearea) LEISU 22.64 4.3

공공지역(Public area) PUBLI 47.07 8.9

도로(Road) ROAD 64.15 12.1

암석지역(Rock Mountain) ROCK 3.62 0.7

상업 지역(Trade area) TRADE 25.28 4.8

교통 지역(Traffic area) TRAFF 15.37 2.9

도시 지역(Urban area) URBAN 71.14 13.5

수면 지역(Surface warter)** WATER 1.34 0.3

합계 528.79 100

<주> *  대상지 내 모든 규모의 철골, 철골-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시범사업시 건축연한 40년까지 포함)
** 경복궁 경내의 연못과 소하천을 의미함

표�3.22�단위�유역도의�면적과�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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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학적�모델�구축

STORM�모델은�확정론적,�유역�지표면�기반의�개념적�수문모델로서,�모델�내부의�모의�기작은�물리적으로�재현�

가능하다.�공간적�수문�모의의�프로세스는�대상�유역의�단위�집수면(폴리곤)을�바탕으로�이루어지고,�이�단위�집수

면을�바탕으로�강우-유출�과정이�이루어진다.�이때,�단위�집수면이�자연토양일�때와�불투수면�일�때로�크게�구분되

어�모델링이�전개되는데,�자연�토양일�경우�강우-유출�모형은�토양수분�모델과�연계되어�이루어지고�이와는�반대

로,�불투수성�지표면일�경우,�유출발생의�기작은�임계손실�방법으로�이루어진다.

지형적�분석을�위한�핵심적�자료는�토지이용과�토양도이다.�개별�단위�집수면은�9개의�중유역으로�합치고,�이를�

바탕으로�유출�수문곡선�생성�및�유출�집중을�조율하였다.�강수량,�온도,�증발산량�등이�시간적�흐름에�따라�일정�

간격으로�입력되거나,�온도와�증발산량은�연중�평균적인�일분포값을�바탕으로�단순화되어�입력될�수도�있다.

STORM�모델은�공학적�견지에서�중요한�수문학적,�수리학적�문제를�풀어�가는데�기여할�수�있다.�예를�들면,�

빗물이�우수관거로�유입되는�양에�대한�검토를�수행할�수�있다.�우수토실로�방류되는�합류수�량에�따른�하수처리

장과�하수관거의�부하�경감을�최적화�할�수도�있다.�기타�다양한�우수,�합류수�처리�모듈을�이용해서�개별적인,�

복합적인�관거�유하�현상을�모의하고,�그�효과를�검토할�수�있다.

①�모델�수립

강우-유출�모델�수립의�목적은�일정�지점에서의�확률적�유출�특성을�모의하는�것이다.�이를�통해�다양한�문제제

기(홍수�대책,�관거�계산,�시설�설계용량�산정�등)에�대해�적합한�해결책을�제시할�수�있다.�여기서,�대상지를�중,�

소유역으로�구분하는�것이�대단히�중요하다.�수치�지형도를�바탕으로�대상�지역을�분할�가능한데,�특히,�도시화가�

이루어진�곳일�경우�도시배수체계를�반영하는�분할이�이루어져야�한다.�주거단지의�경우,�지형적�특성�보다는�배수

체계와�배수시설에�의해�유출이�결정된다.�

토양,�토지이용을�바탕으로�중첩된�도면에서�총�691개의�단위�집수면이�생성되었으며,�그�중�125개는�자연�토양

을�바탕으로�하고�있다.�개별�단위�집수면과�하도,�배수체계,�저류�시설�간의�연결에�대한�속성값들은�대상지의�

수문�특성을�정의하고�보정하는�데�활용된다.�대상지에�대한�정확한�수문학적�이해는�대응방안�수립의�기본�자료

가�된다.�

도시화�지역에서는�토양수분�모형이�중요하게�다루어지지는�않는다.�왜냐하면,�불투수면에서의�강우-유출이�지

배적이기�때문이다.�유효�집수면은�토지이용에�따라�산출되어진다.�배수체계와�연결된�집수면적�값은�서울시로부터�

제공받은�우수관거�데이터를�기반으로�작성되었다.�하도에�의한�유출�이송(Transport)은�해당�지역의�지형과�하도�

규격에�의해�결정된다.�대상�유역을�자연�지역과�도시화�지역으로�구분하면서,�하도에�의한�유출�이송이�지정되었

다.�중유역�중에서�상류부를�갖지�않는�경우,�유출�이송은�대상지�최종�출구점으로�이어지며,�저류�상수에�의해�

조절되도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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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67�강우-유출�모형�STORM이�수립된�스크린샷

②�모델�보정

모델�보정은�모든�모의에서의�기본적�사항이다.�모델�보정을�위해�수위계와�유속에�의한�유량�측정값이�필요한

데,�이�과제에서는�보정이�된� SWMM�모형에�의해�최종�출구점과� 9개�중유역�지점에서�생성된�유출수문곡선이�

주어졌다.�이를�바탕으로�STORM�모형에�의해�생성된�수문학적�유출수문곡선과�비교�후�모델�속성값을�보정하였

다.�이를�통해서,� SWMM�모형에서�제시된�유출�수문곡선과�거의�일치하는�유출수문�곡선값을�찾을�수�있었고,�

이때�적용된�강우사상은� 2012년� 7월� 6일과� 2012년� 8월� 21일이었다.�

효과분석�모의

(1)�홍수저감�효과�모의

그림�3.168�옥상저류시설의�유량�측정값�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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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69�경복궁역�사거리�침수지점의�위치

Precipitation and Runoff with Blue Roof 

Date an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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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100% [m3/s] 
P[mm] 

04:55 06:35 08:15 09:55 11:35 13:15 14:55 16:35 18:15 19:55 21:35 23:15 00:55 02:35 

그림�3.170�2010년�광화문�침수시의�강우조건�하에서의�첨두유출�저감효과�

� � �표�3.23�광화문�침수�시의�강우조건�첨두유출�저감�모의�결과

모의 조건 유출량 저감량 적용면적

기존 40.7 ㎥/s - -

Blue Roof 50% 38.0 ㎥/s 2.7 ㎥/s 147,819 ㎡

Blue Roof 100%: 35.3 ㎥/s 5.4 ㎥/s 295,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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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pitation and Runoff with Blue Roof 

Time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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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Roof 50% [m3/s] 
Blue Roof 100% [m3/s] 
P [mm] 

0         45         135        225       315       405      495       585      675    

그림�3.171�30년�재현빈도�95�mm/hr�에서의�첨두유출�저감�효과

�� 표�3.24�30년�재현빈도�95�mm/hr�에서의�첨두유출�저감�효과

모의 조건 유출량 저감량 적용면적

기존 65.6 ㎥/s - -

Blue Roof 50% 60.0 ㎥/s 5.6 ㎥/s 147,819 ㎡

Blue Roof 100%: 54.4 ㎥/s 11.2㎥/s 295,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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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72�옥상저류를�위한�방수공사�소요�비용

� �표�3.25�옥상�방수용재의�세트구성별�소요량

평수 세트�구성별
하도 중도� 상도 방수

피티프라이머,�접착효과 실질적인�방수효과 중도�코팅효과

30평

코팅형 1말,� 4L� 2개 없음 1말,� 4kg� 2개 6개

일반형(1mm)

2말

4말

1말 없음보급형(2mm) 8말

최고급형(3mm) 12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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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용량 홍수�저감량 소요비용(백만원)

경기상고 V=15,100m³ 6�m³/s 9,706

배화여고 V=3,400m³ 2�m³/s 3,058

합계 V=18,500m³ 8�m³/s 12,764
※기준 강우: 목표강우량 95mm/hr, Huff 2분위

소요비용: 약 127.6억원

단위 홍수저감 비용: 16억원(m³/s)
자료: 서울특별시(2013), 청계천 유역 환경치수 도시관리방안 수립

그림�3.173�대형�저류조의�단위�홍수저감량에�대한�소요�비용

그림�3.174�옥상저류와�대형�저류조�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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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표�3.26�옥상�저류와�대형�저류조�간의�비용�편익�분석

옥상저류 대형�저류조
저감목표량 홍수량�5.6�m³/s 홍수량� 5.6�m³/s

적용

면적·규모

대상지역�건축물:� 147,819�m²

저류깊이:� h=20cm

저류부피:� 29,563�m³

저류부피� 12,950�m³

소요비용
1안)�완전방수:� 15.5억�원

2안)�방수수명�연장:� 3.5억�원/5년
89.6억�원

특징
- 주민�건축물�방수비용으로�활용

- 시공기간�짧다

- 지장물�발생�가능

- 시공기간�길다

(2)�비점오염�저감효과�모의

“서울특별시(2011)�서울특별시�비점오염�및�월류수�저감방안�연구”�따르면,�한강지류�유역별�합류식�하수관거�

월류수의�발생횟수와�외국의�월류수�관리�현황은�아래와�같다.�

그림�3.175�한강�지류�유역별�합류식�하수관거�월류수의�발생횟수와�외국�사례

그림�3.176�빗물관리를�통한�CSOs�유입량과�발생횟수�저감�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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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준설,�빗물관리,�도로물청소�그리고�불명수�저감�등을�통해�비점오염과�월류수를�저감시킬�수�있는데,�

특히�유역에서의�빗물관리를�통해�2mm/hr�를�줄인다면,�CSOs의�월류�횟수는�8.4회�감소시키고,�CSOs�처리량은�

45.5%�줄일�수�있다고�하였다(서울시,� 2011)

그림�3.177�광화문�주변�효자�배수분구에서의�지천�합류부와�청계천�유입�지점

그림�3.178�청계천�시점부�구성단면도와�CSOs�관로�월류�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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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79�청계천복원�하천정비�기본계획[복개구간](2003,�서울시)

그림�3.180�청계천�시점부�주변�하수박스�현황

그림�3.181�홍수�시�월류수의�청계천�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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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물순환�시설에�의한�수질개선�효과�모의

■�기본�방향

효자�배수분구는�합류식�하수관거로�구성되어�있으며,�배수분구�말단부에서�일정량�이상의�합류수는�청계천으

로�월류되는�구조이다.� �

강우시의�유출량은�“서울시(2013),�청계천�유역�환경치수�도시관리방안�수립”�연구용역에서�STORM�모델에�의

해�수립된�효자배수분구�강우-유출�모의�환경을�기반으로�하였으며,�모의에�적용된�물순환�시설�용량은�유출저감�

목표량� 10�mm/hr과� 20�mm/hr를�만족하는� 2가지�규모의�시설용량으로�하였다.�

합류식�관거에서의�수질�분석을�위해서는�배수분구�말단�청계천�유입부의�우수토실에�대한�차집능력을�설정해야�

하는데,�이�연구에서는�기존�서울시�연구�및�용역보고서�등을�통해�강우강도�약�2�mm/hr�이상에서�월류가�발생하

는�것으로�가정하고,�해당�지역에�대한�수질모의�환경을�구축하였다.

또한,�이�대상지에서�청계천�수질에�영향을�미치는�요소는�합류수�내의�오수와�빗물의�오염물질이며,�오수�발생

량은�해당�지역의�인구와�서울시�하수도�기본계획상의�하수발생량을�참조하였고,�빗물�속의�비점오염원은�토지�

이용별�부하량(서울특별시,2011�서울특별시�비점오염�및�월류수�저감방안�연구)을�기준으로�값으로�하였다.

■�오수발생�모듈�추가

효자배수분구�말단�우수토실에�모이는�오수는�생활오수,�공장폐수�그리고�지하수로�구성된다.�

그림�3.182�오수발생과�오염부하량�원단위의�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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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83�대상지�행정구역도와�인구분포(자료:�종로구(2015),�시정백서)

해당�지역�인구수�28,390명를�하수도�설치된�시가화�지역으로�나눈��인구밀도는�약�82�명/ha으로�하였고,�최대�

하수발생량(불명수�포함)은�서울시�보고서를�바탕으로� 915� l/EW·d로�입력하였다.

� � �표�3.27�중랑�물재생센터�유입수의�오염부하량�원단위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처리인구 (인)

계 3,478,897 3,435,735 3,395,379

서울시 3,474,968 3,431,806 3,391,450

주변도시 3,929 3,929 3,929

일최대하수량 
(m³/일)

계 1,680,164 1,632,294 1,582,395

생활오수 1,284,924 1,298,024 1,310,526

공장폐수 8,058 8,053 8,059

지하수유입량 385,477 324,506 262,105

주변도시 1,705 1,705 1,705

오염부하량 원단위 
(mg/ℓ)

생활오수

BOD 79.7 80.4 80.7

COD 39.9 40.1 39.6

SS 58.8 59.3 59.1

T-N 17.2 17.0 17.2

T-P 1.8 1.9 1.9

공장폐수

BOD 120.0 120.0 120.0

COD 130.0 130.0 130.0

SS 120.0 120.0 120.0

T-N 60.0 60.0 60.0

TP 8.0 8.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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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3.28�오수�내의�수질항목별�입력�값

Typ BOD COD SS TN TP
[mg/l]

생활오수 부하량 80.4 40.1 59.3 17 1.9

� � �표�3.29�과업대상지�종로구의�단계별�계획하수�원단위�(자료:�서울시,�2009)

구분
생활오수(Liter/인.일)

불명수
공장
폐수

계(Liter/인.일)

일평균 일최대 시간최대 일평균 일최대 시간최대

서울시 평균 390 469 552 141 5 536 615 698

중랑

종로구 584 704 845 211 - 796 915 1,056

중구 710 855 1,026 257 - 966 1,112 1,283

성동구 330 397 477 119 30 478 546 625

중랑구 266 320 385 96 - 362 417 481

광진구 298 359 431 108 - 406 467 539

동대문구 298 360 432 108 - 406 467 539

성북구 277 333 400 100 - 377 433 500

도봉구 251 302 363 91 3 344 396 456

노원구 259 312 375 94 - 353 406 469

강북구 255 307 368 92 - 347 399 461

평균 353 425 510 128 3 484 556 641

그림�3.184�오수발생�모듈�속의�계획하수량과�오염부하량�원단위�입력창

이�모듈에�입력된�인구수�28,390명,�인구밀도:�82�명/ha,�최대�하수발생량(불명수�포함)�915�l/EW·d을�입력하

였다.�이때의�오염부하량�값은�중랑�물재생센터로�유입되는�생활오수�2015년�원단위를�사용하였다.�오염부하량은�

BOD� 80.4�㎎/L,� COD� 40.1�㎎/L,� SS� 59.3�㎎/L,� T-N� 17.0�㎎/L�그리고�T-P� 1.9�㎎/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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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85�계획하수�발생�모듈이�소유역별로�추가된�모의�환경

하수관거에�연결된�모든�세부유역에�대한� STORM�모형의�오수발생�모듈이�추가�되었다.�

■�청계천�오염부하�유입

효자배수분구�말단부에서�청계천으로�유입되는�입구에�설치된�우수토실의�차집�용량은�계획하수량�+�2�mm/h�

이며,�그�이상이�될�때�월류수가�발생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그림�3.186�합류수�월류량�모의�곡선�입력창

·산출방식:�

Q� >�Qs� +� 2�mm/h

·계획하수량:�

Qs� =� 915� [l/EW� d]� *� 28.390� EW� =� 25.976,9� [m³/d]� =� 0,30� [m³/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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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유출량:�

2� [mm/h]� =� 2� [l/m²� h]

2� [l/m²� h]� *� 5.288.000� [m²]� =� 2,94� [m³/s]

·월류발생�개시유량�Q� >�계획하수량�+�빗물유출량

Q�>� 0,30� +� 2,94� =� 3,24� [m³/s]

그림�3.187�말단�월류부�모의�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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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별�비점오염�부하량

� � �표�3.30�토지이용에�따른�비점원�오염농도(정동환�외,�2007;�서울시,�2011)

토지이용 시료수 항목 평균값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주거지역 34

선행무강우 (days) 6 3 0 29 7.7

강우량 (mm) 14.3 5.6 0.2 64.5 17.3

BOD (mg/L) 63.89 62.45 6.33 211.6 44.19

CODMn (mg/L) 36.03 34.09 11.99 69.7 12.83

SS (mg/L) 163.79 135.8 39.5 454.6 97.85

TN (mg/L) 13.05 11.48 3.27 33 8.04

TP (mg/L) 1.93 1.88 0.44 6.81 1.27

상업지역 24

선행무강우 (days) 8 8 2 20 4.7

강우량 (mm) 11.2 3.4 0.2 110 22.3

BOD (mg/L) 69.09 65.54 8.02 192.72 45.96

CODMn (mg/L) 42.21 35.85 7.46 110.06 24.98

SS (mg/L) 91.62 60.72 20.4 261.3 71.7

TN (mg/L) 9.1 8.43 1.46 17.58 4.25

TP (mg/L) 1.33 1.07 0.24 5.61 1.09

공업지역 35

선행무강우 (days) 15 9 0 35 13.1

강우량 (mm) 23.2 14 3.7 113 28.4

BOD (mg/L) 12.45 6.45 2.12 59.03 12.13

CODMn (mg/L) 19.07 16.15 4.19 57.47 13.05

SS (mg/L) 61.23 50.19 9.14 391.04 67.05

TN (mg/L) 5.33 3.26 0.86 34.08 6.07

TP (mg/L) 0.38 0.3 0.04 1.36 0.28

도로 26

선행무강우 (days) 7 7 2 18 5.2

강우량 (mm) 26.6 20.6 6.9 68.1 16.7

BOD (mg/L) - - - - -

CODMn (mg/L) - - - - -

SS (mg/L) 208.92 164.13 12.3 525.6 165.07

TN (mg/L) 4.79 3.95 1 13.02 3.04

TP (mg/L) 0.77 0.57 0.2 1.94 0.54

주차지역 12

선행무강우 (days) 7 6 2 18 5.5

강우량 (mm) 27.2 29 8.1 55 14.7

BOD (mg/L) - - - - -

CODMn (mg/L) - - - - -

SS (mg/L) 115.17 35.2 12.06 397.1 130.45

TN (mg/L) 4.36 2.37 0.98 20.93 5.66

TP (mg/L) 1.02 0.34 0.06 7.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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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3.31�토지이용별�유출수�수질항목�입력값

Typ BOD COD SS TN TP

[mg/l]

StoffRW_URBAN 주거지역 63.89 36.03 163.79 13.05 1.93

StoffRW_TRADE 상업지역 69.09 42.21 91.62 9.1 1.33

StoffRW_INDUS 공업지역 12.45 19.07 61.23 5.33 0.83

StoffRW_ROAD 도로지역 0 0 208.92 4.79 0.77

StoffRW_PARKI 주차지역 0 0 115.17 4.36 1.02

StoffRW_FCON 침엽수림 0 0 10 0.1 2.5

StoffRW_FDEC 활엽수림 0 0 10 0.1 2.5

StoffRW_FMIX 혼합림 0 0 10 0.1 2.5

StoffRW_LAWN 녹지, 초지 0 0 75 0.5 4

StoffRW_LEISU 여가지역 0 0 30 0.1 6.3

StoffRW_PUBLI 공공지역 0 0 30 0.1 6.3

StoffRW_Sportplatz 운동지역 0 0 30 0.1 6.3

� � �표�3.32�확률강우�95�mm/hr�조건하의�표면유출수�비점오염�농도�산정결과

Name  BOD COD SS TN TP

[mg/l]

중유역-1 45.97 25.25 147.96 10.58 1.91

중유역-2 40.97 22.37 125.57 9.36 2.05

중유역-3 44.24 24.16 135.87 10.1 1.99

중유역-4 30.9 16.9 88.8 6.86 2.04

중유역-5 33.41 18.29 98.76 7.45 2.21

중유역-6 28.77 15.76 93.92 6.41 3.13

중유역-7 37.2 20.31 157.79 9.67 1.46

중유역-8 41.58 22.78 149.77 9.95 1.88

중유역-9 21.41 11.82 62.26 4.65 2.3

우수토실_유입수 32.84 18 102.33 7.42 2.26

물재생센터 유입수 54.9 27.83 62.67 11.73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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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3.33�확률강우�95�mm/hr�조건하의�오염부하�수지�분석

15년�동안의�연속강우�조건�하에서�비점오염�발생량을�모의하기�위하여�2000년�1월�1일부터�2014년�12월�31일

까지�15년�동안의�강우�데이터를�입력하여�모의하였다.�이때�계획�하수량은�평균�하수발생량�796�L/인.일(서울시,�

2009)을�기준으로�하였으며,�시간대별�발생�추이는� 25만명�이상�도시지역�발생비율을�적용하였다.�

그림�3.188�하수�발생의�시간분포�곡선

■�물순환�시설에�의한�오염부하�저감�효과�모의

강우시의�유출량은�“서울시(2013),�청계천�유역�환경치수�도시관리방안�수립”�연구용역에서�STORM�모델에�의

해�수립된�효자배수분구�강우-유출�모의�환경을�기반으로�하였으며,�모의에�적용된�물순환�시설�용량은�유출저감�

목표량� 10mm/hr과� 20mm/hr를�만족하는� 2가지�규모의�시설용량으로�하였다.�

이때의�시설용량은� 2013년�서울시�연구용역� “청계천�유역�환경치수�도시관리방안�수립”�결과에�준하였다.�

항목 BOD,abs. [kg] CODMn,abs. [kg] SS,abs. [kg] TN,abs. [kg] TP,abs. [kg]

계획 하수 4177.6 2083.6 3081.3 883.3 98.7

표면 유출수 12605.9 7115.5 49133.0 2908.5 1054.7

유입수 16783.5 9199.1 52214.2 3791.8 1153.4

배출수 13836.9 7092.6 47483.4 2903.6 1003.5

하천 유입 월류수 1379.0 777.7 6150.1 318.6 372.6

시스템 잔류 36.2 18.2 27.4 7.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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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3.34�수질개선�효과�모의에�적용된�시설용량

��표�3.35�최근�15년�동안�연속강우에서의�월류수량과�월류�횟수

총 유입량 [m³] 월류 수량 [m³] 월류 횟수

2000년∼2014년 연평균 2000년∼2014년 연평균
2000년
∼2014년

연평균

기존 상황 236,412,353.15 15,760,823.54 43,303,088.76 2,886,872.58 1221 81.4 

10 mm 219,773,687.02 14,651,579.13 36,996,757.58 2,466,450.51 1067 71.1 

20 mm 218,791,904.28 14,586,126.95 32,905,770.36 2,193,718.02 900 60.0

최근� 15년�동안의�연속강우�데이터를�바탕으로�효자배수분구에서�청계천으로�연결되는�유출구에서의�합류식�

하수관거�월류수(CSOs)의�월류�횟수와�월류수량을�나타내면�위의�표와�같다.�기존�상태에서의�월류횟수와�월류�

수량을�기준으로�95�mm/hr�Huff�2분위�조건하에서�첨두유출을�10�mm/h�와�20�mm/h�를�줄일�수�있는�시설을�

설치한다고�가정했을�때의�상대적인�월류횟수와�월류수량�저감�효과를�비율로�나타내면�아래�표와�같다.

� � � �표�3.36�95mm�확률강우에서의�월류수량

�

총 유입량 [m³] 월류 수량 [m³]

기존 상황 509,984.47 426,599.26

10mm 485,315.59 382,518.45

20mm 471,971.83 352,547.44

목표 
년도 

그린-블루루프 침투저류조 
빗물정원 

(하부트랜치) 

집수면적 시설면적 집수면적 시설 부피 집수면적 시설 부피

단기 
5mm 

38,500 ㎡
(20개의 

공공건축물)

38,500 ㎡
(전체 건축물   
723,850 ㎡의 

5.3%) 

313,678.5 ㎡
(시설주변 

유역)

43,915 ㎥
(상시저류고 

포함)
운동장5개소 
주차장14개소 

31,956.9 ㎡
(도로 5%)
5,156.0 ㎡

(주차장 유역 
일부)

3195.0 ㎥
515.6 ㎥

    

중기 
10mm 

99,210.1 ㎡
99,210 ㎡

(전체 건축물   
723,850 ㎡의 

13.7%) 

459,865 ㎡
(시설주변 

유역)

65,695 ㎥
운동장13개소 
주차장24개소 

127,827.6 ㎡
(도로 20%)

12,782.8 ㎥

장기 
20mm 

198,420 ㎡
198,420 ㎡

(전체 건축물 
723,850 ㎡의 

28%) 

- - 

-비건폐 불투  
수면 30%

-도로  30%
-옥상  22%
(기존 확보량 

제외) 

50,1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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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95mm�확률강우�사상�조건�하에서�월류되는�수량은�위와�같다.�

100.0 100.0

85.4 87.4

76.0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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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80.0

90.0

100.0

월류수량 월류횟수

기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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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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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월류수량

기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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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89�기존�상황�대비�월류수량과�월류횟수�비교(좌:15년간��장기�유출�모의에서의�월류수량과�월류횟수,�

우:�95mm�확률강우에서의�월류수량)

첨두유출�저감의�기능을�만족시킬�뿐만�아니라,�합류식�하수관거�월류수의�월류수량과�월류�횟수를�줄여줌으로

써�청계천과�같은�도시�하천의�수질�개선에�도움을�줄�수�있으며,�이를�통해�비점오염�저감을�위한�시설�비용을�

절감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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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마곡지구

4.3.1�마곡지구�물순환�계획�기본방향

여의도공원의�약�16배(총366만5천㎡)에�달하는�서울에�마지막�남은�대규모�미개발지인�강서구�마곡지구가�물순

환을�선도하는�도시로�조성하는�계획이�수립되어�진행되고�있다.� �빗물�순환과�재이용에�대한�필요성이�대두된�

이래�기존엔�노후�보도나�주차장을�빗물이�스며들�수�있는�투수블록으로�교체하는�등�단편적인�개선�위주로�진행

이�됐다면,�마곡지구는�조성단계부터�빗물을�순환시킬�수�있는�다양한�시설을�선제적으로�갖추게�된다.�보도,�차도�

등�기반시설은�물론�아파트,�공원�등�모든�시설에�빗물관리시설을�최대한�고려해�도입하는�것은�처음으로,�시는�

마곡지구가�향후�서울의�물순환�생태도시�대표�모델로�거듭날�것으로�기대하고�있다.�또,�지하수�증대,�자연적인�

비점오염�저감�등으로�인한�수질환경�개선,�빗물이�머무를�수�있는�시간�지연으로�인한�도시�열섬현상�완화,�수자원�

재활용을�통한�상수사용량�절감�등의�효과도�기대된다.�추진방향은�①�빗물�투수성을�높이는�빗물관리시설�확대�

설치와�②�버려지는�물�재이용�두�가지다.�예컨대�시멘트�보도를�투수�포장하고�건물�옥상녹화를�확대하는�방식으

로�투수성을�높이고,�서남�물재생센터에서�버려지는�하수처리수를�고도�처리하여�조경용수,�화장실�세정수,�도로�

청소�용수�등으로�적극�활용한다.�시는�마곡지구�물순환�도시조성에�대한�전시·체험·홍보�공간으로�옥상부터�바닥

까지�건물�전체에�다양한�물순환�개념을�적용한�시범모델�건물을�중앙공원�내�식물문화센터에�조성한다.�현재�기

후변화와�급격한�도시화로�인해�가뭄과�홍수가�늘어나고�불투수율과�오염배출량의�증가로�자연�물순환계가�왜곡

되는�등�복합적인�도시문제가�발생하고�있다.�침투,�저류�등을�통해�빗물의�유출을�최소화하고�개발로�인한�자연�

물순환과�물환경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노력이�필요한�상황이다(서울특별시,�2014.04.17.�보도자료).�

4.3.2�마곡지구�물순환�효과�모의

1)�마곡지구�유역현황

사업지구�북측은�양천길을�경계로�서남물재생센

터,�마곡빗물펌프장이�위치하고,�남측은�발산택지

지구,�강서농수산물시장과�접하며,�동측(가양동)과�

서측(방화동)은�상가�및�주거지가�밀집해�있다.�사

업지구� 중앙부에� 농경지배수로(마곡배수로)가� 위

치하여�주변�도시지역으로부터�발생된�우수�및�하

수의�주요배수(합류식)를�담당하고�있으며,�마곡배

수로는� 사업지구� 북측경계인� 양천길을� 통과

(2.5×3.0×7련)하여�마곡빗물펌프장(4,020� ㎥/분)

으로�우수를�배제하고�있다.�평가대상�유역은�배수

구역상�강서배수구역�중�내봉산,�외봉산,�가양,�방

화배수분구에�포함되며,�총�11.065�㎢의�배수유역

면적을�갖는다.�유역�대부분은�주거지�및�상가�등

의�밀집된�시가지를�형성하고�있으며,�우수관거(합

류식)에�의한�배수체계를�갖추고�있다.�유역의�형상은�비교적�원형에�가까우며,�불투수지역이�대부분을�차지하는�

도시유역으로�홍수량의�집중이�예상된다.�사업지구�내에는�법정하천�및�소하천은�위치하지�않으며,�북측으로�올림

그림�3.190�마곡지구�유역�현황(자료:�SH공사,�2010.�

환경영향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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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도로를�경계로�한강(국가하천)과�인접하고�있다.�

사업지구�경계�북측에는�사업지구의�배수를�담당하는�마곡빗물펌프장이�있으며�남측경계에는�공항빗물펌프장

과�발산지구�택지개발사업�시�설치된�영구저류지� 1개소가�위치하고�있다.

2)�강우-유출�모의환경�설정

그림�3.191�마곡지구�주변�방재시설�현황도(자료:�SH공사,�

2010.�환경영향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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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92�마곡지구�개발�전�토지이용도

그림�3.193�마곡지구�개발�후�토지이용�계획

마곡지수�사업�전과�후의�토지이용�계획을�나타내면�위와�같다.�특히�중심부의�논�지역이�시가화�지역으로�개발�

되었으며,�새로�조성된�택지�중심에�중앙공원이�조성되었다.�각각의�토지이용별로�강우-유출�특성을�입력하여�수문�

분석에�적용하였다.�토지이용도는�발주처를�통해�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에서�자료를�구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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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94�토양�표토의�토성�분포

그림�3.195�토양�심토의�토성�분포

토양도는�표토와�심토를�모두�활용하여�적용하였다.�특히�심토의�토성은�시설�배치�후�효과�모의시�해당�시설에

서의�포화투수계수값을�입력하는�기초�자료로�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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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96�수치지형도�분석을�통한�배수유역�설정� �

수치�지형도�분석을�통해�배수구역을�설정하였다.�시가화�이후의�하수관망도에�따라�배수구역이�달라지기는�하

지만,�특정�지점의�첨두유출이나�침수피해�저감�등을�위해서는�정밀한�하수관거도가�필요하지만,�이�용역에서�규명

하고자�하는�물순환�개선�효과에�대한�분석의�경우에는�지표면�지형에�따른�배수구역�설정�만으로도�그�효과를�

나타낼�수�있어서,�관망도에�대한�분석은�수행하지�않았다.

그림�3.197�STORM�모형을�이용한�강우-유출�모의�환경�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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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98�마곡지구�개발�전�토지이용�“논”�지역의�물수지�분석을�위한�모듈�추가

해당�지역은�개발전�토지이용이�대부분�논토양이어서,�개발�전의�물수지�분석을�위하여�논�토양에서의�물수지에�

해당하는�모듈을�추가로�개발하여�모의�프로그램에�입력�하였다.�이를�위해,�STORM�프로그램�개발사인�IPS�엔지

니어링에�협조를�요청하여�해당�모듈을�추가했으며,�우리나라�논토양에서의�물수지�관련�자료는�연구진이�정리하

여�제공하였다.�

담수횟수와�담수량,�관개기법과�관개량에�대한�정량적�값을�날짜별로�시계열적으로�입력하여,�해당�지역에서의�

증발산량과�침투량에�반영되도록�하였다.�

그림�3.199�마곡지구�유역경계와�배수계통(좌)�및�공동주택�4단지�생태면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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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방식:� a)�집수면적별�시설�배분�방식(기본�계획용)� (●)� � � � � �

� � � � � � � � � � � � � b)�개별시설�입력�방식� (실시�설계용)� � (� � )

▶설계용량

� � � -적용시설:�침투트렌치

� � � -적용면적:�불투수면의� 20%

� � � -저류용량:� � V=� 8�㎥/100㎡�

� � � -상시방류:� 100� Liter/s·ha

그림�3.200�마곡지구�물순환�시나리오�I:�침투트렌치�적용�

표�3.37�침투트렌치�적용�전/후의�첨두유출�저감�및�물순환�개선�효과�

4.4�도봉구�새동네

4.4.1�새동네�주민참여형�재생사업

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동�새동네�마을은�도봉산�등산로�입구에�위치해�주택과�상가가�공존하는�마을로서�연간�

1000만�명의�등산객이�거쳐�가는�마을이었으나�등산객�및�주민들을�위한�휴식공간은�전무,�마을중심에�위치하고�

있는�가로분리대는�마을을�양분하고�등산객의�오물과�쓰레기�투기장소로�방치되면서�지역주민들의�개선요구가�끊

이질�않아�왔다.

그런�새동네�마을에�도봉구와�주민이�결합,�2012년부터�서울시�주거환경관리사업을�추진하면서�주민과�상점주

가�함께�참여하여�주민운영회를�구성하고�지속적인�회의와�협의로�주민주도형�마을계획을�수립했다.�또�실시설계�

및�공사까지�주민감리단을�운영하는�등�끊임없는�주민참여로�서울시로부터�총�30억원의�예산을�교부받아�2014년�

12월�공사가�마무리됐다.�

서울시�주거환경관리사업의�일환으로�진행된�새동네�주민참여형�재생사업은�도봉구�도봉1동�280번지�일원의�전

체면적� 43,197㎡�규모�중에서�새동네길�및�도봉산�가는�길� 5,7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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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01�새동네�주민운영회에�참여하는�주민과�시청,�구청�공무원들

그림�3.202�도봉구�새동네�주민참여형�재생사업�부지

주요�사업�범위는�새동네길�및�도봉산�가는길의�공공부문� (도로,�녹지,�공공이용시설,�가로시설물,�도로포장,�

야간조명,� CCTV)에�대한�계획�수립�및�새동네길�내부�녹지를�이용한�가로�공원�조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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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03�새동네�주거환경관리사업�시행�전과�후의�전경

사업결과�새동네�마을을�양분하던�가로분리대는�등산객과�주민을�위한�가로공원으로�변모,�마을내�노후한�경로

당건물을�철거하고�주민공동이용시설을�신축해�마을카페·마을학교·마을관리사무소�등을�조성하고�주민협동조합을�

결성해�활발히�운영�중이다.�

또한,�도봉구(구청장�이동진)와�새동네�주민공동체운영회가�공동�응모한�도봉동�새동네�20일�주거환경관리사업�

‘도봉산자락�새동네�주민의�마음을�담다’가�'2015년�대한민국�경관대상'에서�시가지경관부문�최우수상을�수상했

다.�도봉동�주거환경관리사업�‘도봉산자락�새동네�주민의�마음을�담다’는�등산객들이�지나쳐가던�마을에�주민이�

주도해�가로공원�조성�및�경관개선�사업을�추진,�등산객들이�휴식할�수�있는�공간을�마련하고�주민들을�위한�마을

카페와�공동공간을�확충한�우수사례로�높은�평가를�받았다(아시아경제,� 2015.5.21.�기사)

4.4.2�새동네�빗물마을�시범사업�계획

전면철거�재개발의�대안으로,�추진�중인�주민참여형�마을만들기(주거환경관리사업)에�장기�빗물순환도시�방향을�

접목하고,�시�전역에�소규모로�분산�설치되던�빗물관리시설의�집약을�통해�홍보효과�및�유출저감�효과�극대화하기�

위하여,�새동네�주거환경관리�사업에�빗물마을�시범사업을�연계하였다.�

새동네�빗물마을�사업에�적용된�주요�시설로는�보도�및�보차혼용�도로에서의�투수성�포장과�침투형�빗물받이,�

생태저류형�배수로,�침투트렌치,�투수성포장-침투트렌치�연계시스템�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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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04�새동네�빗물마을에�적용된�물순환�시설들

투수성�포장재의�선택�기준은�아래와�같다.�

∙ 서울시�투수�지속성�시험�검증시험�결과� 3등급�이상의�제품을�고려
∙ 서울시� 「투수�블록포장�설계,�시공�및�유지관리�기준(Ver� 2.0)」�개정·시행을�따름
∙ T60�투수형�블록의�경우�서울시�투수�지속성�시험�검증을�통과한� 10개의�업체를�대상으로�검토
∙ T80�투수성�포장재는�현재�서울시�투수�지속성�시험�검증을�거친�제품이�없어�향후�제품�납품�시�별도의�성능�
시험성적서를�제출하여�투수성을�검증

∙ 10개�업체의�투수형�및�불투수형�블록�장단점,�자연적�질감형성,�논슬립�기능,�시공실적,�색상�표현,�디자인�
활용도,�경제성�등을�분석

새동네�빗물마을�“도봉산�가는�길”에�적용된�투수성�포장은�인조화강석�투수블록포장�D형과�인조화강석�투수

블록포장�E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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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동네� 빗물마을� “도봉산� 가는� 길”에� 적용된� 투수성� 포장은� 인조화강석� 투수블록포장� D형과� 인조화강석�

투수블록포장� E형이다.�

� � �표�3.38�도봉산�가는�길에�적용된�투수성�포장�

인조화강석�투수블록포장�D 인조화강석�투수블록포장� E

“도봉산�가는�길”에�계획된�투수블럭�포장은�새동네�주민운영회의�요청으로�인하여�투수블럭-침투트렌치�연계

시스템으로�교체�되었고,�투수블럭�하부는�불투수성�콘크리트로�타설하되�중간부분에�침투트렌치를�설치하여�빗물

이�침투가�가능하도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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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05�새동네�빗물마을�“도봉산�가는�길”�투수블럭-침투트렌치�연계형

4.4.3�새동네�빗물마을�가로공원�물순환�효과모의�

새동네�빗물마을�가로공원�대상지�심토는�빗물의�침투가�용이하지�않은�미사식양질�토양이며,�서울시�전체의�

평균적인�투수계수보다�낮다.�

그림�3.206�도봉구�새동네�빗물마을�대상지�심토의�토성�분포� �

그림�3.207�도봉구�새동네�가로공원�침투형�빗물받이와�침투트렌치�배치도(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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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08�도봉구�새동네�가로공원�침투형�빗물받이와�침투트렌치�배치도(좌측)

그림�3.209�도봉구�새동네�가로공원�침투형�빗물받이와�침투트렌치�배치도(우측)

이러한�대상지�가로공원�주변으로�나�있는�보차도에�설치된�빗물받이에�인접하여�침투형�빗물받이를�설치하고,�

그�침투받이를�연결하는�침투트렌치가�시공되었다.�또한,�가로공원�내부�보도는�투수블록�포장이�설치되었다.�이러

한�물순환�시설이�갖는�효과를�모의하기�위하여,� STORM�모델의�모의�환경을�아래와�같이�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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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10�도봉구�새동네�가로공원�효과��분석을�위한�STORM�모의�환경�구축�

해당�지역의�도면과�현지�조사를�바탕으로,�총�14개의�빗물받이별로�집수구역을�설정하였다.�빗물받이로�유입된�

빗물이�일부는�침투트렌치로�유입하고,�나머지는�우수관거로�배출되도록�하였다.�침투트렌치로�유입된�빗물은�자

갈�공극�속에�일시�저류�후�침투되며,�일정�수위�이상의�월류량은�연결된�트렌치�내의�유공관을�따라�흐르다가,�

말단부에서�다시�우수관으로�연결되도록�하였다.�녹지와�투수블럭에서의�강우-유출�특성도�함께�모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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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11�도봉구�새동네�가로공원에�설치된�침투트렌치의�규격과�구조�그리고�우수관거�맨홀�

해당�지역에�설치된�침투�트렌치의�규격과�구조는�위의�그림�3.211과�같다.�기존�빗물받이로�유입된�빗물이�전량�

침투�트렌치로�유입되는�것은�아니고,�상당�부분�우수관으로�다시�배출되는�구조이다.�이는�일반적인�침투트렌치의�

구조와는�다르며,�이�지역에�설치된�시설에�국한된�구조이다.��이로�인하여,�다른�지역에�설치된�침투트렌치�보다�

훨씬�작은�량의�빗물이�침투될�것으로�예상된다.�

효과�분석을�위하여�각각의�빗물받이�집수면을�도면과�현장�조사를�통해�산출하여�나타내면�아래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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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9�빗물받이별�집수구역�면적

그리고,�이러한�집수면적과�연결된�침투�트렌치의�길이,�폭,�깊이,�월류깊이,�침투면적,�시설부피,�자갈층�공극량,�

공극률�등의�규격과�관거와의�연결�상태를�나타내면�아래와�같다.�

표�3.40�침투트렌치�수문�모의�입력값

Name  길 이 
[m]

폭 
[m]

깊
이 
[m]

월 류
높 이 
[m]

침 투
면 적 
[m²]

시 설
부 피 
[m³]

자 갈
층 
공 극
량 
[m³]

자갈
층 
공극
률
[%]

오 리 피
스 방 류
구 
연결점

월 류 구 
연결점

침투트렌치 01 17 0.8 0.8 0.5 13.6 10.88 2.53 35 Inlet 02 Inlet 02

침투트렌치 02 19.9 0.8 0.8 0.5 15.92 12.74 2.96 35 Inlet 03 Inlet 03

침투트렌치 03 18.9 0.8 0.8 0.5 15.12 12.1 2.81 35 Inlet 04 Inlet 04

침투트렌치 04 4.3 0.8 0.8 0.5 3.44 2.75 0.64 35 우수관거 우수관거

침투트렌치 05 19.8 0.8 0.8 0.5 15.84 12.67 2.95 35 Inlet 06 Inlet 06

침투트렌치 06 19.4 0.8 0.8 0.5 15.52 12.42 2.89 35 Inlet 07 Inlet 07

침투트렌치 07 19.4 0.8 0.8 0.5 15.52 12.42 2.89 35 Inlet 08 Inlet 08

침투트렌치 08 1 0.8 0.8 0.5 0.8 0.64 0.15 35 우수관거 우수관거

침투트렌치 09 19.2 0.8 0.8 0.5 15.36 12.29 2.86 35 Inlet 10 Inlet 10

침투트렌치 10 19.2 0.8 0.8 0.5 15.36 12.29 2.86 35 Inlet 11 Inlet 11

침투트렌치 11 1 0.8 0.8 0.5 0.8 0.64 0.15 35 우수관거 우수관거

침투트렌치 12 19.6 0.8 0.8 0.5 15.68 12.54 2.92 35 Inlet 13 Inlet 13

침투트렌치 13 18.3 0.8 0.8 0.5 14.64 11.71 2.72 35 Inlet 14 Inlet 14

침투트렌치 14 1 0.8 0.8 0.5 0.8 0.64 0.15 35 우수관거 우수관거

집수면(Flache) 구분 유입구(빗물받이) 면적 [m²]
Area1 Inlet 01 78.6
Area2 Inlet 02 107
Area3 Inlet 03 112.3
Area4 Inlet 04 119.9
Area5 Inlet 05 76.7
Area6 Inlet 06 99.3
Area7 Inlet 07 106.1
Area8 Inlet 08 102.5
Area9 Inlet 09 157.4
Area10 Inlet 10 106.7
Area11 Inlet 11 114.3
Area12 Inlet 12 201.2
Area13 Inlet 13 91.5
Area14 Inlet 14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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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12�침투�트렌치�유입부와�하수관거�연계�방식

기존�빗물받이와�침투받이로�유입된�빗물의�일부는�우수관거로�배출되고�일부는�침투형�빗물받이로�유입�후�침

투트렌치로�월류되어�들어간다.�이때,�기존�빗물받이와�우수관거�사이의�연결관을�통해�빗물은�직접�유출되는�양이�

약�40%�가량으로�추정하여,�수문�모의�입력값으로�설정하였다.�일부�빗물은�침투형�빗물받이�상부로�직접�유입되

므로,�침투트렌치로�유입되는�빗물은�상대적으로�약� 60%�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표�3.41�빗물받이�유입수의�우수관거�분지율�입력값

빗물받이 
구분 주 유입 방향 분지 방향 침투트렌치 

유입율 [%]
하수관거 

유입율 [%]

Inlet 01 Trench 01 Storm Sewer 600_Oben 60 40

Inlet 02 Trench 02 Storm Sewer 600_Oben 60 40

Inlet 03 Trench 03 Storm Sewer 600_Oben 60 40

Inlet 04 Trench 04 Storm Sewer 600_Oben 60 40

Inlet 05 Trench 05 Storm Sewer 600_Unten 60 40

Inlet 06 Trench 06 Storm Sewer 600_Unten 60 40

Inlet 07 Trench 07 Storm Sewer 600_Unten 60 40

Inlet 08 Trench 08 Storm Sewer 600_Unten 60 40

Inlet 09 Trench 09 Storm Sewer 450_Oben 60 40

Inlet 10 Trench 10 Storm Sewer 450_Oben 60 40

Inlet 11 Trench 11 Storm Sewer 450_Oben 60 40

Inlet 12 Trench 12 Storm Sewer 450_Unten 60 40

Inlet 13 Trench 13 Storm Sewer 450_Unten 60 40

Inlet 14 Trench 14 Storm Sewer 450_Unten 60 40

Inlet 01 Trench 01 Storm Sewer 600_Oben 6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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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13�유입강도에�따른�분지율�입력창

분지율을�수문�분석에�반영�시,�유입강도에�비례하여�빗물이�분지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

그림�3.214�모의환경�구축에�따른�강우-유출�시나리오

해당�지역에�설치된�시설�현황을�기준으로�집수면(Flache01,�Flache02,�...)에서�발생한�유출수는�해당�빗물받

이로�집수된�후,�유입수량의�60%는�침투트렌치로�들어가고,�40%는�기존�우수관거로�유출되는�것으로�모의�하였

다.�

새동네�빗물마을의�중심부에�위치한�가로�공원에는�다양한�종류의�투수블럭과�침투트렌치가�설치되었다.�그리

고,�생태저류형�배수로가�일정�구간에�시범적으로�설치되어�설계/시공상의�경험과�유지관리�노하우를�확인하였다.� �

�



물순환 효과분석 및 인프라구축기술 개발연구 용역

228

그림�3.215�새동네�빗물마을�가로공원에�적용된�투수성�포장의�종류와�배치도

가로�공원을�구성하는�집수면은�녹지와�투수블럭�포장이며,�각각의�면적은�아래와�같다.�해당�면적에�대한�수문�

특성은� STORM�모형의�수문분석�기준값을�준용하였다.�

인조화강석�투수블록포장�A,C형 인조화강석�투수블록포장�B형

� � �표�3.42�가로공원에�적용된�투수성�포장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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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3�가로공원�집수면�수문�특성

대상지에�설치된�침투트렌치의�월류구�높이는�자갈층�하단에서�약�0.5�m�이며,�자갈층�내부에서의�수위�변화를�

통해�침투트렌치의�강우-저류-유출의�기작을�추정할�수�있으며,�이를�통해�현재�설치된�시설의�최적화�방안을�마련

할�수�있다.�아래�그림은�2010년�1년�동안의�침투트렌치�내부의�수위�변화를�나타내고�있다.�5월,�6월�동안�약�

2�mm/5�min의�강우�조건하에서�이미�최고수위�0.5m에�도달한�것은�집수면에�비하여�저류공간과�투수능이�상대

적으로�작은�것을�의미한다.

2D Graph 1

Date (2010.01.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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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16�새동네�빗물마을�가로공원에�적용된�침투트렌치의�연중�수위변화�모의

토지이용 수문 특성 면적[m2]
Green15 녹지 319.6
Green16 녹지 138.9
Green17 녹지 156.4
Green18 녹지 154.6
FLV1_OF 투수블럭 포장 480.7
FLV2_OF 투수블럭 포장 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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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Graph 1

Date (2010.08.0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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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17�가로공원�유역�발단부에서의�유출량�대조군과�비교,�수위�변화

강우강도가�높았던�2010년�8월과�9월의�경우,�강우사상�초기에�이미�최고수위에�도달하였고,�그�이후에�내린�

강우에�대해서는�전량�유출된�것으로�판단된다.�다만,�첨두유출�저감율이�다소�크게�나타난�것은�우수관거에�의한�

도달시간에�비하여,�침투트렌치�내부로�유입된�빗물이�트렌치�내의�유공관과�자갈층을�통과하는�과정에서의�유출�

지연�효과와�침투에�의한�유량�감소�등의�이유를�들�수�있다.�

침투�트렌치에�의한�물순환�개선�효과�측면에서는,�증발산량의�변화는�거의�없으며,�침투량은�기존에�비하여�

약�3배�정도�증가할�것으로�모의결과�나타났다.�증가한�침투량�만큼�총유출량은�줄어든�것으로�사료된다.�이�결과

는� STORM�모형에�의해�최근� 10년�동안의� 5분�간격�강우데이터를�통해�장기�수문분석한�값이다.�

해당�지역에�설치된�침투�트렌치를�통해�침투량이�증가하고�첨두유출이�저감하는�효과가�나타날�것으로�예상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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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순환 시설에 대한 편익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1�물순환�시설에�대한�편익�평가의�필요성

물순환�시설은�옥상녹화,�식생지�조성,�식생침투공간(rain�gardens),�투수성�포장(permeable�pavement)�등�

분산형�빗물�관리(stormwater�management)�네트워크를�의미한다.�이러한�물순환�시설은�강우�지점에서�물을�

획득하여�침투시키는�역할을�함으로써�빗물�유출을�줄이고�수로를�둘러싼�환경을�개선시키는�효과를�유발한다.�

다채로운�환경적·경제적·사회적�편익�또는�서비스를�제공한다는�측면에서�최근�몇�년�간�물순환�시설은�점점�

더�유용한�전략으로�주목�받고�있다.�물순환�시설은�오염된�빗물의�유출을�감소시킬�뿐만�아니라�에너지�소비량,�

대기질(air�quality)�개선,�탄소�감축�및�격리(sequestration),�부동산�가치�상승,�여가활동�기회�증가�및�금전적�

또는�사회적�가치를�지닌�기타�공중위생�및�커뮤니티�활성화�활동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게다가�물순환�시설은�

변화하는�기후에�대응해야�하는�지역사회에�인프라를�유연하게�조절해주는�기능을�제공한다.

최근�물순환�시설의�경제적�가치가�상당히�높게�평가되고�있으나�여전히�평가�방법의�개선의�여지가�다분한�것도�

사실이다.�EPA의�‘저영향개발�LID,�Low�Impact�Development)�전략과�관행을�통한�빗물�처리비용�절약(2007)’

에�대한�연구�성과들은�주택지에�물순환�시설을�건설하는�비용을�비교해�제시하고�있으나�물순환�시설의�기능적�

장점은�다루지�않고�있다.�

물순환�시설의�편익�평가에�대한�다양한�연구가�실시되고�있으나�이러한�연구들은�예를�들어�옥상녹화가�제공하

는�에너지�관련�영향과�같이�단일�유형의�물순환�시설로부터�얻어지는�편익이나�도심지�내�식생지�조성(urban�

forestry)이�물,�에너지,�기타�요소�등에�미치는�영향과�같은�집단적인�파급력을�단편적으로�다룰�뿐,�물순환�시설

의�여러�가지�편익이�누적되어�미치는�영향에�대해�접근하지�못하고�있다.

공공�또는�민간투자�대상으로서�물순환�시설이�지니는�가치는�부분적으로�단순한�빗물�처리�효과를�넘어서는�

역량에�달려있다.�따라서�물순환�시설의�부가가치를�형성하고�측정하는�지역사회의�역할이�절대적이라고�할�수�

있다.�특정�지역사회에서�집중적�연구와�실천�의지가�결핍되면,�지방�자치�당국이�물순환�시설의�다각적�편익을�

결정할�수�있는�도구가�결여되는�것이�일반적이다.�다시�말해,�물순환�시설의�다각적�편익이�미치는�범위를�정의�

또는�측정이�해결하지�못한�과제로�남아있는�것이다.�많은�도시에서�그들만의�인프라�프로그램을�통해�물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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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편익�영향을�탐구하고�있으나�물순환�시설이�주는�편익들을�예측하거나�문서화할�수�있는�보편적�방법은�

없는�실정이다.

1.2�물순환�시설에�대한�편익�평가의�목적�및�활용방안

본�연구는�물순환�시설의�편익�가치를�가늠하는데�필요한�핵심�고려사항들을�제시하고자�한다.�물순환�시설�

전략을�시행함으로써�얻어지는�다양한�기능적�편익을�산출하는데�필요한�단계들을�살펴보고�가능한�경우�이러한�

편익의�정도와�중요성을�가늠할�수�있도록�입증하는�과정을�거친다.�

의사�결정자들이�빗물�관리와�관련된�선택�사항들을�판단할�때�본�연구�결과를�활용�할�경우�물순환�시설의�

잠정적�편익이�주는�가치를�평가하기�위한�방법을�명확히�결정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또,�물순환�시설의�가치

에�대해�명백한�견해를�가짐으로써�언제,�어디에서,�어느�정도로�물순환�시설을�계획,�개발,�재개발의�일부로�포함

할�것인지를�결정하는데�기여할�수�있다.�이를�위해�서울시에서�시범�설치�및�운영하고�있는�물순환�시설을�대상으

로�Triple�Bottom�Line� (TBL)�기법과�단계별�프레임워크�기법을�적용하였으며,�편익�분석�항목에�대한�정량화�

및�가치평가�과정을�통해�편익�가치를�분석하였다.�

2 편익 분석 대상 물순환 시설 및 편익 평가 방안

2.1�편익�분석�대상�물순환�시설

옥상�저류�시설은�공공�건축물�대상�적용시설로,�서울�중구�서울시청�서소문�청사�별관�1동�옥상에�설치되어�

있다.�옥상�저류�시설은�빗물을�옥상면에�일시�저류한�후�점차적으로�방류하는�시설이다.�현재�해당�시설은�일시�

저류된�빗물을�하수도로�방류시키고�있으나,�편익�분석을�위해�본�연구에서는�침투�및�저류�시설과�연계�처리된다

고�가정하였다.�

저류형�옥상�녹화�시설은�교육�건축물�대상�적용시설이며,�서울�종로구�청운중학교�별관�옥상에�설치되었다.�

저류형�옥상�녹화�시설은�옥상�녹화�기능과�옥상�저류�기능이�복합된�시설로,�식생�구역에�의한�다양한�편익이�

발생한다.�

침투형�저류�시설은�도로�대상�적용�시설로,�서울�종로구�적선주차장�내에�설치되어�있다.�주차장�부지에�내린�

빗물이�경사면을�따라�저류조로�유입된�후�지하�공간으로�침투하는�기능을�갖고�있다.�

투수성�포장�시설은�서울시의�불투수�면적�증가에�따른�지하수위�저하,�도시형�홍수�증가,�열섬현상�가중�등�

도시환경�문제의�원인을�저감하기�위해�도로�투수성�강화�방안의�일환으로�적용되고�있는�물순환�시설이다.�서울�

도봉구�일대에�시공된�투수성�포장�시설을�대상으로�편익�비용�분석을�수행하였다.�

2.2�Triple�Bottom�Line�개념의�적용

Triple�Bottom�Line�(TBL)이란�특정�시설�또는�사업의�설치�및�운영을�통해�직접적으로�발생하는�경제적�효과

뿐만�아니라,�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발생하는�환경적�및�사회적�효과까지�통합적으로�고려하는�평가�방안을�의

미한다.�이는�해당�시설의�경제성�관리�목적�외에도�환경적�안정성의�유지�및�사회적�형평성의�증대를�통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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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는�개념으로,�환경�분야에서의�지속가능한�발전의�구현을�목적으로�한다.

물순환�시설에�대해�TBL�분석�방법을�적용할�경우,�물순환�시설에�대한�초기�설치비용�및�유지관리�비용�등의�

항목은�해당�물순환�시설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는데�활용�될�수�있다.�TBL�분석�방법을�통해�물순환�시설의�

하수처리�회피�효과,�에너지�절감�효과,�대기질�개선�효과�등�환경적�효과를�직간접적으로�평가�할�수�있다.�또�

탄소�저감을�통한�기후변화�대응�효과�등�사회적�가치를�직간접적으로�정량화�및�가치평가�할�수�있는�방안을�

TBL�개념의�적용을�통해�마련할�수�있다.�본�연구에서는�TBL�분석�방법의�개념의�적용을�통해�경제적,�환경적,�

사회적�효과�분석을�수행하였으며,�이를�위해�물�절감,�에너지�절감(이상�경제적�효과),�대기질�개선(환경적�효과)�

및�기후변화�대응(사회적�효과)�등의�편익�분석�항목들을�카테고리별로�편익�분석�하였다.�

2.3�편익�평가�방법의�선정

서로�다른�물순환�시설의�편익을�비교할�경우�분석�단위를�동일하게�통일해야�한다.�기반시설�투자�여부를�결정

할�때�가능한�투자�옵션들은�대부분�금전적�가치로�표현된다.�물순환�시설로부터�제공받는�서비스의�가치를�평가

할�때�발생하는�어려움�중�하나는�이들이�돈으로�사고�팔�수�없는�유형의�서비스라는�점이다.�다행히�비시장�생태

계�서비스(Non-market�ecosystem�service)의�경제적�가치를�평가할�수�있는�많은�기법들이�개발되고�있다.�비시

장�가치평가�방법에는�다음과�같은�방법들이�이용되고�있다.�

•�현시선호법(Revealed�preference�methods)

•�진술선호법(Stated�preference�methods)

•�회피비용분석(Avoided�cost�analysis)

현시선호법은�다른�시장거래를�이용하여�비시장�재화�또는�서비스의�가치를�추론하는�방법이다.�예를�들어�헤도

닉�가격모형(Hedonic�pricing)은�제품�가격이�그�제품의�관련�특성의�함수로�나타내진다고�가정�한�후�주어진�

특성들이� 전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해� 내는� 원리이다(주택� 가격에� 주로� 사용).� 조건부� 가치측정법

(Contingent�valuation)과�같은�진술선호법은�개개인에게�주어진�재화나�서비스를�위해�지불할�의사가�있는�금액�

또는�이�재화나�서비스가�손상되었을�때�보상으로�지불�받고자�하는�금액을�질문하는�형태로�이루어진다.�예를�

들어�이러한�방법은�보호된�녹지가�이를�한�번도�보지�못한�사람들에게�가지는�가치와�같은�비이용가치(Non-use�

values)를�평가할�때�사용된다.�

기존에�예측된�타�현시선호연구�또는�진술선호연구를�사용할�때는�주의를�기울여야�한다.�이들�방법은�특정�연

구영역�특유의�복합성에서�야기된�가치를�포착해�내기�때문에�이들�결과를�서로�다른�문맥과�편익을�가진�평가에�

적용하는�데에는�위험이�따른다.

마지막으로,�회피비용분석은�동일한�서비스를�다른�방법으로�제공할�때의�한계비용을�측정한다.�예를�들어�강우�

저류와� 침투는� 유출수� 1� ㎥가� 추가될� 때마다� 수자원� 시설의� 저류,� 이송,� 처리,� 환수� 비용을�상쇄할� 수� 있다

(Tomalty� et� al.� 2009;� King� and�Mazzotta� 2000).

맞춤형�비시장�가치평가�방법을�적용하려면�높은�비용과�시간이�요구된다.�예를�들어�조건부�가치측정법을�수행

하기�위해서는�조사연구가�동반되어야�한다.�광범위한�데이터를�수집하는데�헤도닉�가격�연구가�이용될�수�있다.�

온라인�계산기,�스프레드시트�모델,�데스크탑�소프트웨어�등�물순환�시설을�운영하고�가치를�평가하는데�사용할�

수�있는�많은�툴이�존재한다.�이들�툴은�본�연구�결과와�함께�사용할�수�있고,�국소적인�특정�변수들에�대해�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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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제시된�것보다�더욱�세부적인�계산을�가능하게�한다.

2.4�편익�평가�프레임워크

물순환�시설의�편익을�분석하기�위한�다양한�편익�분석�방법�중�본�연구에서는�회피비용분석�방법을�적용하였다.�

또� 물순환� 시설의� 환경적·경제적·사회적� 편익을� 측정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미국� Center� for�

Neighborhood� Technology에서�개발하여�시카고�시에�적용된�편익�분석�프레임워크를�활용하였다.

본�연구에서는�현시점에서(적용�가능한�가치와�제공�가능한�편익�측면에서)�서울시에�적용된�물순환�시설들이�

지니는�편익에�대한�기존�연구를�통합해�본다.�구성은�다음과�같다.

•�각�인프라의�편익�측정

•�이들�편익의�가치를�평가(가능한�경우�금전적인�가치로)

본�연구�결과는�통일된�순서에�입각하여�앞서�정의한�편익들을�분석한다.�이�분석법은�사용자로�하여금�물,�에너

지,�대기질,�기후변화를�포함한�다양한�편익�카테고리에�대해�물순환�시설이�가지는�누적�편익를�평가할�수�있도록�

설계되었다.�이�가치�평가의�과정은�그림� 4.1�및�표� 4.1과�같이� 2단계�프레임워크를�통해�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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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물순환�시설에�대한�2단계�편익�분석�프레임워크�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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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단계별�편익�카테고리�대상�평가�체계

편익 
카테고리

(정량화)
1단계

(가치산정)
2단계

물
물순환 시설의 강우 유출 저감량 산정

강우유출 저감량(㎥) = [연강수량(mm) × GI 면적(㎡) × 
저류율(%)] / 100,000(mm/m)

하수처리 회피 비용 산정
하수처리 회피 비용(원) = 강우유출 저감량(㎥) × 

하수처리 단가(원/㎥)

에너지

연간 냉난방 에너지 저감량 산정
연간 난방 가스 에너지저감량(MJ) = 

연간 난방도일(℃·일) × 24시간/일 × ∆U × GI 면적(㎡)
연간 냉방 전기 에너지저감량(kWh/㎡) = 

연간 냉방도일(°C∙일) × 24시간/일 × ∆U × 
0.278(kWh/MJ) x GI 면적(㎡)

냉난방 에너지 저감액 산정
난방 가스 에너지 저감액(원) = 

난방 가스 에너지 저감량(MJ) × 가스 에너지 
단가(원/MJ)

냉방 전기 에너지 저감액(원) = 
냉방 전기 에너지 저감량(kWh) × 전기 에너지 

단가(원/kWh)

대기질

물순환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산정
대기오염물질 저감량(kg) = 

대기오염물질 저감능력(kg/㎡) × GI 면적(㎡)
(예) NO2: 0.00146 kg/㎡(Currie and Bass, 2008)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의한 가치 비용
대기질 개선 가치 비용(원) = 대기오염물질 저감량(kg) 

× 대기오염물질 단위저감량 당 가치비용(원/kg)
(예) NO2: 8,320.7 원/kg,(McPherson, et al., 2006)

기후변화

물순환 시설의 탄소 저감량 산정
탄소 저감량(kg C) = 탄소 저감능력(kg C/㎡) × GI 

면적(㎡)
(0.2 kg C/㎡, Gettert, et al., 2009)

탄소 저감에 의한 가치 비용
탄소 저감 가치 비용(원) = 탄소 저감량(kg C) × 

탄소 단위저감량 당 가치비용(원/kg C)
(218.4 원/kg C, Janet Yellen, CRA Report, 1998)

1단계:�편익�정량화

우선�주어진�편익에�대한�자원의�단위를�정의해야�한다.�예를�들어�에너지�카테고리의�편익을�평가할�때�자원의�

단위는�kWh(kilowatt�hours)와�Btu(British�thermal�units)이다.�자원�단위가�결정되면�각�인프라의�편익�수준을�

예측하는�과정을�진행한다.�1단계는�주어진�편익으로부터�얻어지는�총�자원�단위를�추정하는�것으로�마무리된다.

2단계:�정량화된�편익의�가치평가

2단계에서는�이전�단계에서�산출한�자원�단위를�기반으로�편익의�가치가�결정된다.�자원�단위를�화폐�가치로�

환산하는�방법은�각�편익�범주�별로�다르다.�

예를�들어�전기�kWh의�평균�비용은�에너지�사용량이�줄어들면�그만큼�직접적인�원가절감�가치를�가지게�된다.�

이들�가치는�위치와�장소에�절대적인�영향을�받기�때문에�본�연구에서�모든�변수와�위치�별�가치들을�모두�입증해�

보일�수는�없다.�하지만�본�연구를�통해�입증되는�사례들을�통해�물순환�시설�운영으로�누적된�가치를�산출하는데�

필요한�과정이�소개된다.�가능한�경우�지역�개발�사업을�위한�예측치를�얻는데�필요한�자료와�지침을�제공할�것이

나,�현지화�된�정보�대부분은�평가자�스스로�구해야�한다.�연구의�진행�단계�상,�아래�항목에�대한�편익은�아직�

다루어지지�않았다.�

•�도시열섬현상

•�서식지�제공

•�지역사회의�부동산�가치�상승

•�공교육�서비스�기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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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가치로�매겨지지�않았다고�해도,�이들은�기반시설�투자에�대한�광범위한�평가를�통해�그�가치를�인식할�

만큼�충분히�귀중한�편익을�제공하는�서비스이다.

다만�여기에서�제시하는�방법들에는�몇�가지�제약이�있다.�본�연구는�편익에�초점을�맞추고�있으나�프로젝트의�

순수�가치를�예측하기�위해서는�해당�물순환�시설을�구축하고�유지하는�전체�수명주기�비용�간의�편익�비교가�

요구된다.�수명주기비용�분석은�본�연구에서�다루고�있지�않으나�CNT�2009�(Green�Values™�Calculator)를�이

용하여�물순환�시설의�상대비용을�알아볼�수�있다(2009를�통한�비용�데이터�정보를�이용).

본�연구에�필요한�정량화된�편익에�대한�가치�평가�기준은�가능한�국내�자료에�기반하여�직접적인�편익이�평가되

도록�하였으며,�국내�자료가�부족할�경우�외국�문헌을�통해�편익�원가�정보를�활용하였다.�또,�카테고리별로�직접

적으로�발생하는�편익과�함께�특정�카테고리에서�발생하는�직접�편익�효과로�인해�다른�카테고리에�간접적으로�

발생하는�간접�편익을�추가적으로�평가하였다.

표�4.2�물순환�시설에�대한�편익�분석�항목

(●: 적용가능, ○: 적용 불가, ◐: 조건부 적용가능)

편익항목

물 에너지 대기 기후변화 지역사회 환경개선

수
처
리
 필
요
성
 감
소

수
질
 개
선

기
존
 인
프
라
 필
요
성
 감
소

홍
수
 저
감

수
공
급
 이
용
가
능
성
 확
대

지
하
수
 함
양
량
 증
가

난
방
 에
너
지 

소
비
 감
소

냉
방
 에
너
지 

소
비
 감
소

대
기
질
 개
선

대
기
 중
 이
산
화
탄
소
 감
소

도
시
열
섬
 완
화

심
미
적
 개
선
 효
과

여
가
 기
회
 확
대

소
음
 공
해
 감
소

지
역
사
회
 유
대
 강
화

도
시
 농
업

자
연
 서
식
지
 확
대

옥상녹화 ● ● ● ● ○ ○ ● ● ● ● ● ● ◐ ● ◐ ◐ ●

옥상저류 ● ◐ ● ● ◐ ○ ● ● ◐ ◐ ◐ ○ ○ ◐ ○ ○ ○

저류형 
옥상녹화

● ● ● ● ● ○ ● ● ● ● ● ● ● ◐ ◐ ◐ ◐

식재 및 
식수

● ● ● ● ○ ◐ ● ● ● ● ● ● ● ● ● ◐ ●

매설형
침투시설

● ● ● ● ◐ ● ○ ○ ○ ○ ○ ○ ○ ○ ○ ○ ○

식생저류지 ● ● ● ● ◐ ◐ ○ ○ ● ● ● ● ● ◐ ◐ ○ ●

투수성
도로시설

● ● ● ● ○ ◐ ◐ ◐ ● ● ● ○ ○ ● ○ ○ ○

빗물저류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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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적용�가능한�편익�분석�항목에�대한�평가

구분 세부 항목

미 포틀랜드 미 필라델피아 미 랭커스터 적용 가능성

옥상녹화
자연형 유출 
저감 시설

옥상녹화 및 
생태 서식지 등

옥상
저류

저류형 
옥상 
녹화

투수성 
포장

침투형 
시설

경제적

초기 공사비 ◎ ◎ ◎ ◎ ◎ ◎ ◎

유지 관리비 ◎ ◎ ◎ ◎ ◎ ◎ ◎

하수처리비용 
절감

◎ ◎ ◎ ◎ ◎ ◎ ◎

에너지 절감 ◎ ◎ ◎ ◎ ◎ O O

환경적

온실가스 저감 ◎ ◎ ◎ ◎ ◎ O O

대기질개선 ◎ ◎ ◎ O ◎ O O

생태계 복원 
(서식지 제공)

◎ ◎ 　 O ◎ O O

수질 개선 　 　 　 O O O ◎

도시 열섬현상
감소

* 개별 물순환시설별 도시 열섬현상 저감 편익 효과를 분석하기 어려우나, 지구 단위의 
물순환 시설 연계 적용 시 녹지 면적 증가에 따른 편익 평가 가능

사회적

주민 만족도 증가 　 ◎ ◎ O ◎ O O

녹색 일자리 창출 ◎ O O ◎ ◎

부동산 가치 증가 ◎ 　 　 O ◎ O O

돌발 홍수 저감
* 시설별 편익 분석보다 물순환 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가 적용된 단지 규모의 

지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량적 평가 및 가치 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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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익 평가를 위한 가치의 정량화

3.1�물

그림�4.2�물�관련�편익�카테고리에�대한�편익�분석�프레임워크

1단계�-�편익�정량화

물순환�시설이�제공하는�편익의�가치를�평가하는�첫�단계는�지역에�저류된�강우의�부피(㎥)를�측정하는�것이다.�

이렇게�측정된�강우의�양은�모든�물�관련�편익에�대한�자원�단위로�사용된다.�계산�시�주어진�일부�범위는�기존의�

여러�연구�사례에�기초하고�있으며,�제시된�공식에�더�적합하고�부지에�걸맞은�수치가�있을�수�있다.�가능하다면�

물순환�시설이�설치된�지역의�맞춤형�정보를�결정할�수�있는�방법을�제시하도록�한다.

물과�관련된�편익을�제공하는�인프라에는�옥상저류,�저류형�옥상녹화,�투수성�포장,�침투형�저류지,�식생저류지

와�침투,�식생�조성과�빗물저장이�있다.�물순환�시설에�저류된�빗물�유출량을�측정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정보

가�필요하다.�

•�부지에�맞는�평균�연강수량�(mm)

•�물순환�시설의�부지면적과�집수면적�(㎡)

•�시설이�저류할�수�있는�강수량�비율

강우유출�저감량�(㎥)�=� [연강수량�(mm)�×�물순환�시설�면적�(㎡)�×�저류율�(%)]� /�100,000� (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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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시설�중�대표적인�시설인�옥상녹화의�빗물�저류�성능에�대한�실증적�연구를�통해�옥상녹화는�일반적으로�

40�~�80�%의�연강수량을�저류할�수�있음이�밝혀졌다.�또,�연구에�따르면�강우�강도에�따라�투수성�포장�시설은�

해당�면적으로�떨어지는�강우의�80�~�100�%를�침투시킬�수�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Booth�등�1996;�Bean�등�

2005;�MMSD�2007;�USEPA�and�LID�Center�2000).�한편,�완벽한�효율성이�뒷받침되면�건물의�옥상에�설치된�

옥상�저류�시설은�지붕의�집수�면적�10�㎡�당�강수량�25�mm마다�약�0.25�㎥의�유출수를�저장할�수�있다.�그러나�

증발,�비효율적�배수�시스템(Gutter�system)�및�기타�변수들을�고려해�통상적으로�효율�인자(Efficiency�factor)�

0.75� ~� 0.9가�적용된다(Texas�Water� Development� Board� 2005).

본�연구에서�연�강수량은�서울시�10년�평균�강수량(1,511.5�mm)을�사용하였으며�예상�저감률은�물순환�시설의�

90�percentile�강수량�처리를�가정하여�옥상�저류�시설은�96.0%,�저류형�옥상�녹화�시설은�90.0%,�침투형�저류�

시설은� 92.0%,�투수성�포장�시설은� 93.6%를�이용하였다.

2단계�-�정량화된�편익의�가치평가

합류식�하수도를�사용하는�도시의�경우,�하수도로�유입되는�빗물�유출수에�오수가�동반되어�수처리�시설로�흘러�

들어간다.�이들�도시에서는�회피비용분석을�통해�빗물�유출�감소량을�측정할�수�있다.�유출�감소는�적어도�지역의�

빗물�관련�물순환�시설이�해당�유출수를�처리하는데�소모하는�비용만큼의�가치를�가진다.�이�경우�가치�평가�공식

은�아래와�같이�간단하게�나타낼�수�있다.�

하수처리�회피�비용�(원)�=�강우유출�저감량�(㎥)�×�하수처리�단가�(원/㎥)

여기서�하수처리비용�단가는�2013년�기준�서울시�하수처리비용�단가(727.3원/m3)를�사용하였다.�본�연구에서�

활용하는�수치는�단일�단위를�기준으로�하고�있으며,�근린이나�지역�기준의�누적된�편익을�입증하기�위해�단위를�

조합할�수�있다.�또한,�회피�비용�접근법은�불가피하게�생태계�서비스의�총�가치를�과소평가하게�된다.�따라서�

이�수치는�빗물�유출�감소에�대한�금전적�가치의�하한계로�여기는�것이�타당하다.�표�4.4는�하수처리비용�저감�

편익을�산정하는데�이용되는�원단위�정보를�나타낸다.

표�4.4�하수처리비용�저감�편익�산정을�위한�원단위�정보

TBL 
카테고리

편익 
카테고리

원단위 항목 원단위 단위

경제적 물

하수처리비용 단가 727.3 원/m3

서울시 10년 평균 강수량 1,511.5 mm

강우유출 저감률: 옥상 저류 시설 96.0 %

강우유출 저감률: 저류형 옥상 녹화 시설 90.0 %

강우유출 저감률: 침투형 저류 시설 92.0 %

강우유출 저감률: 투수성 포장 시설 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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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함양

� �강우�침투가�가능한�물순환�시설을�이용하여�대수층과�지하수의�함양이�가능하다.�투수성�표면에�비가�

내리면�일부는�유출되고,�또�다른�일부는�증발을�통해�대기로�돌아가며,�나머지는�지면으로�침투된다.�침투된�

물은�대수층을�채우거나�저류로�흘러가�지방�하천으로�유입된다.�대수층과�지하수�함양�모두�인간이�활동에�

의존하고�있는�생태계�서비스를�유지하기�위한�기능적�물의�순환에�중요한�요소가�된다.

� �대수층에서는�식수와�관개수를�제공받는다.�대수층의�수위는�방출(인위적�행위,�증발,�표층수와의�작용)과�

함양(주로�강우�침투)�간의�관계로�정의된다.�시간이�지남에�따라�방출되는�속도를�강우량이�채울�수�없으면�

대수층�수위가�낮아지게�되고�결과적으로�높은�양수�비용,�물�이용성�감소,�심지어�싱크홀을�야기할�수�있는�

지반침하로�이어진다.

� �물순환�시설은�고도로�장소�특정적�방식으로�지하수를�채워�넣는다.�침투한�강우의�일부는�며칠�후�다시�

표층수로�배출되기도�한다.�여러�세대가�지난�후에야�침투한�물을�다시�인간이�사용할�수�있는�경우도�있다.�

이러한�특성�때문에�지하수�함양에는�물순환�시설의�편익을�정량화�하고�가치�평가할�수�있는�정해진�가이드라

인이�존재하지�않는다.�하지만�장기적으로�유역을�건강하게�유지하기�위해서는�대수층�수위와�하천�흐름을�감

시하고�침투를�회복하는�편익을�고려할�수�있어야�한다.

3.2�에너지

그림�4.3�에너지�관련�편익�카테고리에�대한�편익�분석�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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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편익�정량화

에너지�사용�감소�관련�편익을�가치�평가하기�위한�첫�단계는�각�물순환�시설로�인한�에너지�절약�정도를�가늠하

는�것이다.�본�연구에서는�천연가스�기준으로�절약된�에너지�편익� (단위:� kWh,� Btu)을�계산하도록�한다.

건물의�에너지�사용량을�직접적으로�줄여줄�수�있는�물순환�시설에는�옥상�저류와�저류형�옥상�녹화�기술�등이�

있다.�더불어�물순환�시설은�강우유출수의�유출을�방지하고�식수�수요를�줄여줌으로써�현장�밖�다른�에너지원

(off-site� energy)의�사용량도�절감해�주는�효과가�있다.�또,�결과적으로�수처리�수요가�줄어들기�때문에�처리�

설비에서�소모하는�에너지�역시�절약되는데,�설비의�에너지�비용은�처리�비용에�포함돼�있기�때문에�직접적인�에너

지�비용�절약이�이루어지게�되는�것이다.�따라서�본�연구에서는�직접적인�에너지�절감�효과가�없는�물순환�시설(예:�

침투형�저류조�등)에�대해,�수처리�비용의�절감에서�오는�에너지�편익�가치를�따로�간접적으로�평가하도록�한다.�

이러한�간접적인�편익�정량화�방법은�대기질�개선과�기후변화의�영향�완화라는�측면을�다루어�에너지�절약에서�

오는�간접�편익을�산출할�수�있도록�방법을�제시할�것이며,�“대기질”과�“기후변화”�부분에서도�이러한�간접적인�

정량화�방안을�참고해�산정하도록�한다.

물순환�시설이�건물�에너지�사용량을�직접적으로�절약해�주는�정도를�정량화하려면,�물순환�시설�적용�대상을�

통한�열�유속(heat�flux)이�건물의�에너지�소비에�영향을�미치는�하나의�요소임을�고려해야�한다.�물순환�시설이�

적용된�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를�비교�할�때,�물순환�시설이�제공하는�에너지�성능의�개선�정도는�매우�절대적이

지�않을�수�있다.�따라서�건물�에너지�절약�정도를�쉽게�예측하기�위해�물순환�시설을�절연체로�다루고�열�유속�

감소가�직접적인�에너지�절약으로�전환된다고�가정한다(Clark,�Adriaens,�and�Talbot�2008).�냉각�및�가열�모두

에�대한�절감�효과는�아래�공식으로�계산할�수�있다.�

연간�냉방용�전기�저감량�(kWh)�=�단위�면적당�연간�냉방�에너지�저감량�(kWh/㎡)�×�시설�면적�(㎡)

연간�난방용�가스�저감량�(MJ)�=�단위�면적당�연간�난방�에너지�저감량�(MJ/㎡)�×�시설�면적�(㎡)

단위�면적당�연간�냉난방�에너지�저감량�(MJ/㎡)�=�

(총�연간�냉난방도일)�×�{(1/LID�열�전달률)�� (1/일반�열�전달률)�}

여기서,�총�연간�냉난방도일은�총�연간�냉방도일과�총�연간�난방도일을�의미한다.�이�중�총�연간�냉방도일은�

해당�지역의�기온이�얼마나�높은지,�건물을�기준�기온�이하로�유지하기�위해�얼마만큼의�에너지가�필요한지�예측하

는데�사용되는�개념이다.�이�때,�총�연간�냉방도일은�일일�최고�기온이�기준�기온(26℃)�이상인�날의�일일�최고�

기온과�기준�기온과의�차의�합을�의미한다.�이�때�사용하는�기준�기온은�18℃,�20℃,�21℃�등을�적용할�수�있으나,�

본�연구에서는�공공시설�적정�냉방�온도인�26℃를�기준으로�하고�있다.�이를�통해�산출된�서울�지역의�10년�평균�

총�연간�냉방�도일은� 786.2℃·일이다(산업자원통상부).� �

마찬가지로,�총�연간�난방도일은�해당�지역의�기온이�얼마나�낮은지,�건물을�기준�기온�이상으로�유지하기�위해�

얼마만큼의�에너지가�필요한지�예측하는데�사용되는�개념이다.�총�연간�냉방도일과�마찬가지로,�총�연간�난방도일

은�일일�최저�기온이�기준�기온(18℃)�이하인�날의�일일�최저�기온과�기준�기온과의�차의�합을�통해�구할�수�있다.�

총�연간�난방도일을�산정하기�위한�기준�기온�역시�18℃,�20℃,�21℃�등�다양한�기준�기온을�적용할�수�있으나,�

본�연구에서는�공공시설�적정�난방�온도인�18℃를�기준으로�하고�있다.�이를�통해�산출된�서울�지역의�10년�평균�

총�연간�난방�도일은� 2,728.5℃·일이다(산업자원통상부).� �

한편,� LID�시설의�열�전달률의�역수와�일반�시설의�열�전달률의�역수�간의�차는�열�전달계수를�의미하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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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열�전달률은�열�유동에�대한�물체의�저항을�의미한다.�따라서,�열�전달계수를�산출하려면�LID�시설과�일반�

시설의�열�전달률을�알아야�한다.�본�연구에서는�열�전달계수�산정을�위해,�다음과�같은�초기값을�사용하였다.�

•�옥상�저류�시설�표면의�열�전달률:�43.0�㎡·℃·일/MJ� (Clark,�Adrianes�and�Talbot,�2008)

•�저류형�옥상�녹화�저류�시설�표면의�열�전달률:�47.7�㎡·℃·일/MJ� (Clark,�Adrianes�and�Talbot,�2008)

•�일반�시설�표면의�열�전달률:�23.1�㎡·℃·일/MJ� (Clark,�Adrianes�and�Talbot,�2008)

추가적으로�다음과�같은�변수들은�식생이�포함된�LID�시설의�사용으로�인한�에너지�절약�관련�부분에서�기대되

는�실제�편익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다.�따라서�식생�특성�및�적용�대상�시설의�특성을�고려한�편익�분석항목

의�추가�및�조정을�통해�시설�맞춤형�에너지�편익�분석�방안의�개선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생육배지�구성,�깊이,�함수량

•�식물피복과�유형

•�건물�특성,�에너지�부하,�사용�계획

•�지역�기후�변수와�강우�분포�패턴

한편�하수처리�저감량으로�인한�에너지�절약�관련�편익을�간접적으로�산출�할�수�있다.�이�때,�이러한�간접적인�

에너지�절약�관련�편익을�산정할�수�있는�대상�지역은�합류식�하수도를�사용하는�지역으로�해당�지역에서�하수처리�

필요량을�낮춤으로써�에너지를�절약하는�물순환�시설이�사용된다는�점을�인지하는�것이�중요하다.�에너지�사용�

절감으로�야기된�간접적�편익�산출�방법은�에너지�저감으로�인한�대기질�개선과�기후변화�대응�관련�편익에서도�

유사하게�적용될�수�있다.�이러한�간접적�에너지�편익을�고려하려면�하수처리에서�절약되는�에너지를�정량화�할�

필요가�있다.�본�연구에서는�서울�지역의�하수를�처리하는�하수처리장의�운영�방법과�처리�규모를�고려하여�하수처

리량�단위�부피당�에너지�소모량으로� 0.314� kWh/㎥을�이용하였다� (EPRI,� 2002).�

2단계�-�정량화된�편익의�가치평가

건물�에너지의�사용�감소로�절약되는�직접적인�kWh를�통해,�이들을�화폐�가치로�환산할�수�있다.�직접적인�원가�

절감�정도는�저감되는�전기(kWh)�또는�천연가스(MJ)를�지역에�공급되는�공급�단가를�곱하여�다음과�같이�계산�

할�수�있다.�

연간 냉방용 전기 에너지 저감액 (원) = 연간 냉방용 전기 저감량 (kWh) × 전기요금 단가 (원/kWh)

연간 난방용 가스 에너지 저감액 (원) = 연간 난방용 에너지 저감량 (MJ) × 가스요금 단가 (원/MJ)

사용할�수�있는�지역�요금�값이�없을�경우,�국가�평균�도매�전기�가격과�천연가스�가격을�대입�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서울�지역�전기�요금�단가�108�원/kWh(한국전력공사,�2015)와�서울�지역�가스�요금�단가�15.554�

원/MJ(한국가스공사,�2015)을�이용하였다.�또,�하수처리�저감량으로�인한�에너지�절약�관련�편익�역시�하수처리에

서�절약되는�에너지와�전기�에너지�단가를�통해�간접적으로�편익을�산출할�수�있다.�표�4.5는�에너지�저감�편익을�

산정하는데�이용되는�원단위�정보를�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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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5�에너지�저감�편익�산정을�위한�원단위�정보

TBL 
카테고리

편익 
카테고리

원단위 항목 원단위 단위

경제적
에너지

서울시 10년 평균 냉방도일 786.2 ℃·일

서울시 10년 평균 난방도일 2,728.5 ℃·일

전기 에너지 단가 108.0 원/kWh

가스 에너지 단가 15.6 원/MJ

열 전달계수: 옥상 저류 시설 43.0 m2·℃·일/MJ

열 전달계수: 저류형 옥상 녹화 시설 47.7 m2·℃·일/MJ

열 전달계수: 일반 옥상 시설 23.1 m2·℃·일/MJ

사회적 단위 부피당 하수처리용 에너지 소모량 0.314 kWh/m3

3.3�대기질�개선

그림�4.4�대기질�관련�편익�카테고리에�대한�편익�분석�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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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편익�정량화

대기질�개선�관련�편익은�물순환�시설이�대기질에�미치는�직접적인�영향(포집(Uptake)�및�침착(Deposition))과�

하수처리�필요량�감소로�인한�간접적인�영향(배출�회피(Avoided�emission))을�산출하여�금전적�가치로�환산하여�

나타낸다.�기준�오염물질로�이산화질소(NO2),�오존(O3),�이산화황(SO2),�미세먼지(PM-10,�10�마이크로미터�또는�

그�보다�작은�공기역학적�직경)�등을�고려할�수�있다.�

물순환�시설이�제공하는�직접적�대기질�편익은�다양한�지역적�요소에�따라�달라진다.�식물종마다�서로�다른�속

도로�오염물질을�흡수하므로�식재된�식물의�종류가�대기질�개선�정도에�영향을�미친다.�지역의�기후적�요소�역시�

식물이�대기질에�미치는�영향에�관여�할�수�있다.�예를�들어,�추운�기후에서는�식물이�눈에�덮여�있는�동안,�더�

적은�양의�대기오염물질을�흡수한다.�또,�다른�조건이�동일할�때�식물의�성장�기간이�길어지는�기후에서는�성장�

기간이�짧은�기후에서보다�대기질�개선이�더욱�두드러지는�효과가�나타난다.�

본�연구에서는�이산화질소(NO2)를�대상으로�대기질�개선�부분의�편익을�분석하였으며,�물순환�시설�단위�면적당�

NO2�저감량은�0.00146�kg/㎡�(Currie�and�Bass,�2008)으로�산정하였다.�물순환�시설�단위�면적당�NO2�저감량�

정보를�통해,�물순환�시설의�직접적인�NO2�저감량은�다음과�같이�계산�할�수�있다.�

직접�NO2�저감량�(kg)�=�단위�면적당�NO2�저감량�(kg/㎡)�×�시설�면적�(㎡)

대기질을�개선하는�직접적�편익뿐만�아니라�하수처리�필요량�감소에�따른�에너지�소비�저감으로�인한�간접적인�

대기오염물질�배출량�감소량을�정량화�할�수�있다.�본�연구에서는�화석�연료를�사용하는�발전소에서�전기를�생산

할�경우�발생하는�NO2�저감량을�정량화�하였으며,�정량화된�간접적인�NO2�저감량은�다음과�같이�계산�할�수�

있다.

에너지�소모량�저감에�따른�간접적인�NO2�저감량�(kg)�=�전기�에너지�저감량�(kWh)�×�배출�계수�(kg/kWh)

본�연구에서는�USEPA가�국가�전력생산에�대한�연간�산출�배출율�추측치로�제시한�0.000879�kg/kWh�(USEPA,�

2005)를�에너지�소모량�저감에�따른�이산화질소�배출�계수로�산정하였다.�

2단계�-�정량화된�편익의�가치평가

물순환�시설로부터�제공되는�대기질�개선�편익을�화폐�가치화하기�위해�대기오염물질�단위�중량당�가치�비용을�

추정할�수�있어야�한다.�본�연구에서는�미국�산림청이�기준�대기오염물질의�저감�가치로�제시한�수치인�8,320.7�

원/kg�(McPherson�외,�2006)을�NO2�단위�저감량�당�가치�비용으로�산정하였으며,�물순환�시설을�이용하여�얻을�

수�있는�대기질�개선�관련�편익의�금전적�가치는�다음과�같이�계산�할�수�있다.�

연간�NO2�저감에�의한�가치�비용�(원)�=�

직간접적인�NO2�전체�저감량�(kg)�×�NO2�단위�저감량�당�가치�비용�(원/kg)

표� 4.6은�대기질�개선에�의한�가치�비용을�산정하는데�이용되는�원단위�정보를�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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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6�대기질�개선에�의한�가치�비용�산정을�위한�원단위�정보

TBL 
카테고리

편익 
카테고리

원단위 항목 원단위 단위

환경적 대기질 개선

단위 면적당 연간 NO2 직접 저감량 0.00146 kg/m2

에너지 저감에 따른 NO2 배출 저감 계수 0.000879 kg/kWh

NO2 댠위 저감량 당 가치비용 8,320.7 원/kg

3.4�기후변화�대응

그림�4.5�기후변화�관련�편익�카테고리에�대한�편익�분석�프레임워크

*�대기질�개선과�투수성�도로�시설

� �저류형�옥상�녹화,�식수,�식생�저류지,�침투형�시설뿐만�아니라�투수성�도로�시설�역시�대기질을�개선하고�

대기�중�이산화탄소를�저감�할�수�있다.�투수성�도로�시설은�빗물이�현장에�침투할�수�있도록�함으로써�요구되

는�하수처리�필요량을�낮추어�발전소로부터의�대기오염물질과�탄소�배출을�감소시킨다.�또,�지상�오존�형성의�

억제에�기여하며,�흡수되는�열의�양을�줄여�포장�표면�온도를�낮추기도�한다.�이를�통해�대기�온도를�낮추고�

냉방�에너지의�양을�줄여,�도시�열섬�영향을�완화시켜주는�역할을�하기도�한다.�

� �투수성�콘크리트를�기존�포장재와�비교한�최근�연구에�따르면,�낮�시간�동안�투수성�콘크리트의�온도는�

주변�온도보다�높게�올라가지만,�기존의�포장�소재보다�훨씬�적은�양의�열이�콘크리트�하부�토양에�전달�및�

저장시킨다.�또,�기존�콘크리트�소재보다�투수성�콘크리트의�표면�온도가�높다�하더라도,�밤�시간의�투수성�

콘크리트�표면�온도는�기존�콘크리트�소재보다�온도가�같거나�더�낮은�것으로�나타났다.�이는�투수성�콘크리트�

시스템이� 기존� 콘크리트� 시스템보다� 축열� 가능성이� 더� 낮고� 냉각� 속도가� 더� 빠름을� 의미한다(Kevern�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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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편익�정량화

기후변화�대응�관련�편익은�직접적(직접적인�탄소�저감)�및�간접적(에너지�저감에�따른�배출�회피량)�기후�편익을�

어떻게�정량화�및�화폐�가치화�할�것인지에�대한�프레임워크에�따라�산정된다.�기후변화의�원인은�다양하지만,�

본�연구에서는�물순환�시설이�가장�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대기�중�탄소�저감으로부터�얻어지는�편익�관련�

부분을�분석하도록�한다.�다른�원인들,�특히�탄소�등가물인�경우�유사한�프레임워크를�사용하여�이들의�기후변화�

대응�가치를�평가할�수�있을�것이다.�

본�연구에서�탄소�저감의�직접적�편익을�제공하는�물순환�시설은�저류형�옥상�녹화�시설이�있다.�투수성�도로�

시설과�같은�다른�인프라에도�기후변화�대응�관련�편익이�존재하고�있으나,�이들에�대한�연구는�개별�물순환�시설

에�대해�적용하기�어려우며�물순환�시설�연계�시스템�등�상대적으로�규모와�적용�면적이�넓은�도시�규모에서�분석

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또,�직접적인�탄소�저감은�식생이�유지되고,�식생의�연산에�따라�이들이�변화하는�경우

에만�지속�될�수�있다.�

물순환�시설의�면적과�물순환�시설에�의해�저감되는�탄소의�양은�다음과�같이�정량화�된다.�물순환�시설의�단위�

면적으로부터�저감된�탄소의�양은�물순환�시설의�종류,�식재된�종의�종류�및�국지�기후를�포함한�지역적�요소에�

따라�달라질�수�있다.�

물순환�시설에�의한�직접적인�탄소�저감량�(kg�C)�=�단위�면적당�탄소�저감량�(kg�C/㎡)�×�시설�면적�(㎡)

본�연구에서는�물순환�시설이�직접적으로�저감하는�탄소의�양을�정량화하기�위해�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제시한�

저관리�경량형�옥상�녹화�시설의�지상�토양층에서�야기되는�평균�탄소�저감�수치를�이용하였다.�미시간�주립대학교

에�개별적으로�진행한�2개의�연구�결과의�평균으로�산출한�물순환�시설의�단위�면적당�탄소�저감량은�0.162�~�

0.168� kg� C/㎡�이며,�본�연구에서는�그�중간값인� 0.165� kg� C/㎡을�이용하였다.�

한편,�기후변화�대응�관련�편익�평가에서도�대기질�개선�관련�편익�평가에서와�같이�기후변화�대응에�기여하는�

간접적�방법(배출�회피량�산정)으로�편익�항목을�정량화�한다.�배출�회피량�산정�등�간접적�편익을�제공하는�물순

환�시설에는�주변�건물의�에너지�사용�절삼�또는�하수처리�필요량�감소를�통해�에너지�소비량을�감소시키는�모든�

물순환�시설이�포함된다.�본�연구에서는�에너지�사용량�저감으로�인한�탄소�배출�저감량을�계산하는�과정을�통해�

기후변화�대응�관련�편익의�간접적�편익을�산정한다.�

기후변화�대응�관련�간접적�편익�평가를�위한�탄소�총�회피�배출량을�산정하는�첫�단계는�주어진�물순환�시설�

적용�대상지와�물순환�시설에서�절약된�전력(kWh)을�산출하는�것이다.�물순환�시설은�물순환�시설�적용�대상�지역

과�지역�이외의�수처리�설비에서�에너지�소비량을�저감하며,�에너지�소비�감소량은�물순환�시설의�종류,�식생의�

종류,�지역�기후�등�여러�지역적�요인들에�의해�결정된다.�에너지�저감에�의한�간접적인�탄소�배출�저감량은�다음과�

같이�정량화�된다.�

에너지�저감에�의한�간접적인�탄소�저감량�(kg�C)�=�

에너지�저감량�(kWh)�×�에너지�저감에�따른�탄소�배출�저감�계수�(kg�C/kWh)

저감된�에너지를�생산하는�발전소의�전기�에너지원�형태(예:�화력,�원자력,�풍력�등)에�따라�다르기�때문에,�물순

환�시설이�적용된�대상�지역의�특성을�고려해�적합한�에너지�저감에�따른�탄소�배출�저감�계수�수치를�결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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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본�연구에서는� 0.6030� kg� C/kWh를�적용하였다(USEPA,� 2008).

2단계�-�정량화된�편익의�가치평가

기후변화�대응�관련�물순환�시설의�편익을�산정하기�위해�직간접적인�탄소�저감�효과에�의한�편익은�다음과�

같이�평가�할�수�있다.�

탄소�저감에�의한�직간접적�가치�비용�(원)�=�

물순환�시설에�의한�직간접적인�탄소�저감량�(kg�C)�×�탄소�단위�저감량�당�가치�비용�(원/kg�C)

서울시가�설치·운영하고�있는�물순환�시설�중�직접적인�기후변화�대응�편익이�발생하는�저류형�옥상녹화�시설의�

경우�직간접적인�탄소�저감�가치�비용이�모두�산정되었으며,�직접적인�기후변화�대응�편익이�발생하지�않는�물순환�

시설의�경우�간접적인�탄소�저감�가치�비용만�산정되었다.�본�연구에서는�탄소�단위�저감량�당�가치�비용을�218.4�

원/kg� C�으로�산정하였다(Janet� Yellen,� CRA� Report,� 1998)

표� 4.7은�기후변화�대응에�의한�가치�비용을�산정하는데�이용되는�원단위�정보를�나타낸다.

표�4.7�기후변화�대응에�의한�가치�비용�산정을�위한�원단위�정보

TBL 
카테고리

편익 
카테고리

원단위 항목 원단위 단위

사회적 기후변화 대응

단위 면적당 연간 탄소 직접 저감량 0.165 kg C/m2

에너지 저감에 따른 NO2 배출 저감 계수 0.6030 kg C/kWh

NO2 댠위 저감량 당 가치비용 218.4 원/kg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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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격�결정

� �직간접적인�기후변화�대응�관련�편익에�대한�가치평가를�완료하기�위해서는�탄소의�가격이�반드시�결정돼

야�한다.�탄소의�가격을�정하는�것은�정확하게�과학적인�방법은�아니다.�또한�최선의�방법으로�가격을�정했거나�

실제�가격을�적용한다고�해도�어느�정도의�불확실성은�존재한다.�그러나�과학계에서는�일반적으로�기후변화의�

경제적�가치를�책정할�목적으로�적정한�가격을�이용하는�것을�용인하고�있다.

� �이산화탄소와�다른�온실가스의�가격에�관한�기존�문헌에서는�탄소에�대해�광범위한�시장�가격을�제시한

다.�최근�기후�변화에�간한�정부�간�패널(IPCC,�Intergovernmental�Panel�on�Climate�Change)의�최신�보고

서는�약�100여�건의�연구�논문을�토대로�탄소�가격을�kg�당�평균�14.12�원으로�예상했다.�현재의�가격�범위는�

약� 111.88�원/kg�선에서�보합세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IPCC,� 2007).�

� �유럽연합의�배출권�거래�시스템(EU�ETS,�European�Union's�Emissions�Trading�System)은�탄소�시장

에서�모범이�되는�탄소�배출권�거래�시스템의�좋은�예이다.�현재�시장에서의�평균�가격은�약�12�유로�정도로�

추정되며,�현재�환율로�계산했을�때�kg�당�평균�약�19.62�원이다(Chevallier,�J.�2010).�그러나�이�가격을�전�

세계적으로�광범위하게�적용�할�수�없으며,�탄소�가격은�특정한�규제적�매개변수에�따라�가변적이기�때문에�

일부�시장에서만�적용�가능하다는�점을�유념해야�한다.�반대로�기후변화의�경제적�영향에�관한�내용을�담아�

널리�읽히고�인용되는�한�보고서는�탄소�배출�저감�비용을�약�100.2�원/kg으로�평가하고�있으나,�다만�이�수치

는�시장에서�적용된�적�없는�온전히�학문적인�수치이다(Stern� 2006).

� � IPCC와�다른�전문가들은�기후변화와�관련하여�양으로�측정할�수�없는�많은�위험성들이�배제된�상태에서,�

시장에서�정한�현재의�탄소�배출�저감�가치는�매우�저평가�되고�있다는�점에�동의한다(예:�집중�호우의�심각성�

증대로�인한�재해�위험성�증가)(IPCC�2007,�Clarkson�&�Deyes�2002).�해당�지침서는�단위�탄소가�시장에서�

가지는�잠정적�가치의�범위를�고려해�기후�편익�계산에�적용할�수�있는�높은�가격과�낮은�가격의�가치평가�예시

를�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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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순환 시설별 편익 평가

4.1�옥상�저류

옥상�저류�시설에�의한�편익�분석을�위해�물,�에너지,�대기질�개선,�기후변화�대응�등�4개의�카테고리별로�편익�

분석�가능한�항목들을�정량화�한�후,�각�항목별로�화폐�가치화�하는�2단계�편익�분석�프레임워크를�활용하였다.�

물�카테고리에서�연간�하수처리비용�저감액을�산정하기�위해�연간�강우유출�저감량과�하수처리비용�단가의�산정이�

필요하다.�하수처리비용�단가는�2013년�서울시�하수처리비용�평균�단가�(727.3�원/㎥)를�활용하였으며,�서울시의�

10년�평균�강수량�(1,511.5�mm)과�시설의�예상�저감률�(90�percentile�강수량�처리)�및�시설�집수�면적을�통해�

연간�강우유출�저감량을�산정하였다.

에너지�절감�관련�편익�분석을�위해�옥상�저류�시설�적용에�따른�연간�냉방용�전기세�저감액,�연간�난방용�가스

비�저감액�및�연간�하수처리�에너지�회피�비용을�산정하였다.�연간�냉방용�전기세�저감액은�10년�평균�냉방�도일과�

옥상저류�시설�(43.0�㎡·℃·일/MJ)�및�일반�옥상�시설�(23.1�㎡·℃·일/MJ)의�열�전달률,�단위�면적당�연간�냉방용�

전기�에너지�저감량�및�전기�에너지�단가를�통해�산정하였다.�10년�평균�냉방�도일은�일�평균기온이�26�℃�이상인�

날의�일�최고기온과�기준기온�26�℃와의�차의�총합으로�계산한�연평균�냉방�도일의�최근�10년간�평균으로�서울시

의�경우�786.2�℃·일이었다.�단위�면적당�연간�냉방용�전기�에너지�저감량은�냉방도일과�시설별�열�전달률의�차를�

통해�계산할�수�있으며,�전기�에너지�단가는� 2015년�한국전력공사�표준�단가� (108.0�원/kWh)를�활용하였다.

연간�난방용�가스비�저감액�역시�연간�냉방용�전기세�저감액�산정�과정과�유사한�방법으로�산정하였다.�10년�

평균�난방�도일과�시설별�열�전달률,�단위�면적당�연간�난방용�가스�에너지�저감량�및�가스�에너지�단가를�활용하

였다.�10년�평균�난방�도일은�일�평균기온이�18�℃�이하인�날의�일�최저기온과�기준기온�18�℃와의�차의�총합으로�

계산한�연평균�난방�도일의�최근�10년간�평균으로�계산하며,�서울시의�경우�2728.5�℃·일이었다.�단위�면적당�연간�

난방용�가스�에너지�저감량�역시�난방�도일과�시설별�열�전달률의�차를�통해�계산할�수�있으며,�가스�에너지�단가

는� 2015년�한국가스공사�표준�단가(15.6�원/MJ)를�활용하였다.

연간�하수처리�에너지�회피�비용은�물�카테고리에서�산정된�연간�강우유출�저감량에�의해�하수처리장에서�소모

되는�에너지�저감량을�역산하는�간접�평가�방법을�통해�산정할�수�있으며,�단위�부피당�하수처리�에너지�소모량

(0.314�kWh/㎥)과�전기�에너지�단가를�통해�산정하였다.�대기질�개선�관련�편익은�연간�NO2�저감에�의한�연간�

가치�비용을�통해�산정하였다.�옥상저류�시설은�식생에�의한�직접적인�대기질�개선�효과는�없으나,�간접적으로�에

너지�저감에�의한�NO2�배출�저감�계수(0.000879�kg/kWh)와�NO2�단위�저감량�당�가치�비용(8,320.7�원/kg)을�

통해�산정할�수�있다.�기후변화�대응�관련�편익�역시�에너지�저감에�따른�탄소�배출�저감�계수(0.6030�kg�C/kWh)

와�단위�탄소�저감량�당�가치�비용(218.4�원/kg�C)을�통해�간접적으로�연간�탄소�저감에�따른�비용�절감액을�

산정하는�방식으로�평가하였다.�표� 4.8에�옥상저류�시설의�연간�편익�발생�내역을�요약�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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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8�옥상�저류�시설에�대한�연간�편익�분석�결과

카테고리 편익분석 항목 분석결과 단위

물

하수처리비용 저감액 52,764.9 원
10년 평균 강수량 1,511.5 mm

집수면적 50.0 ㎡
강우유출 저감률 96.0 %
강우유출 저감량 72.6 ㎥

하수처리비용 단가 727.3 원/㎥

에너지

연간 냉방용 전기세 저감액 23,599.2 원

10년 평균 냉방도일 786.2 ℃·일
옥상 저류 시설 열 전달률 43.0 ㎡·℃·일/MJ

일반시설 열 전달률 23.1 ㎡·℃·일/MJ
단위면적당 연간 냉방 에너지 저감량 15.7 MJ/㎡

단위면적당 연간 냉방용 전기에너지 저감량 4.4 kWh/㎡

연간 냉방용 전기 저감량 218.5 kWh
전기 에너지 단가 108.0 원/kWh

연간 난방용 가스비 저감액 42,463.1 원
10년 평균 난방도일 2,728.5 ℃·일

단위면적당 연간 난방 에너지 저감량 54.6 MJ/㎡
연간 난방용 에너지 저감량 2,730.0 MJ

가스에너지 단가 15.6 원/MJ
연간 하수처리 에너지 저감액 2,459.1 원

단위 부피당 하수처리 에너지 소모량 0.314 kWh/㎥
하수처리 에너지 저감량 22.8 kWh

대기질 개선

에너지 저감에 따른 NO2 저감에 의한 연간 가치 비용 166.5 원
에너지 저감에 따른 NO2 배출 저감 계수 0.000879 kg/kWh
에너지 저감에 따른 연간 NO2 저감량 0.020005 kg

NO2 단위 저감량 당 가치 비용 8,320.7 원/kg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저감에 따른 탄소 저감에 의한 연간 가치 비용 2,998.3 원
에너지 저감에 따른 탄소 배출 저감 계수 0.6030 kg C/kWh

에너지 저감에 따른 탄소 저감량 13.7 kg C
탄소 단위 저감량 당 가치 비용 218.4 원/kg C

총 편익 연간 발생 편익 124,451.0 원/년

그림�4.6은�옥상�저류�시설의�연간�편익�발생�효과�분석�결과를�나타내고�있다.�옥상�저류�시설의�경우�하수처리

비용�저감�편익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34%),�난방용�가스�에너지�저감�편익(27%),�탄소�저감에�의한�

가치�비용(21%),�냉방용�전기�에너지�저감�편익(15%)�순으로�나타났다.�옥상�저류�시설은�옥상�표면에�의한�직접

적인�냉난방�에너지�저감�효과가�있으므로,�냉난방�에너지�저감�편익이�상대적으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총�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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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6�옥상�저류�시설에�대한�연간�편익�분석�결과

옥상�저류�시설의�카테고리별�편익�특성과�TBL�편익�특성은�그림�4.1의�단계별�프레임워크를�반영하여�분류할�

수�있으며,�그림�4.7에�나타난�바와�같다.�옥상�저류�시설의�경우�총�발생편익은�연간�154,822원으로�산정되었으

며,�단위�집수면적�당�연간� 3,096원의�편익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4.7�옥상�저류�시설에�대한�카테고리별�편익�분석�결과

4.2�저류형�옥상녹화

저류형�옥상�녹화�시설에�의한�편익�분석을�위해�옥상�저류�시설의�분석과�같이�물,�에너지,�대기질�개선,�기후변

화�대응�등�4개의�카테고리별로�편익�분석�가능한�항목들을�정량화�및�화폐�가치화�하였다.�물�카테고리에서�연간�

하수처리비용�저감액은�옥상�저류�시설의�연간�하수처리비용�저감액�산정�방안을�이용하였으며,�에너지�절감액을�

산정하기�위한�편익�분석도�옥상�저류�시설의�연간�냉방용�전기세�저감액,�연간�난방용�가스비�저감액�및�연간�

하수처리�에너지�회피�비용�산정�방안을�활용하였다.�

대기질�개선�관련�편익은�연간�NO2�저감에�의한�연간�가치�비용을�통해�직간접적으로�산정�할�수�있다.�저류형�

옥상�녹화�시설은�식생에�의한�직접적인�대기질�개선�효과가�있기�때문에�식생에�의한�직접적인�단위�면적당�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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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량(0.00146�kg/㎡)과�간접적으로�에너지�저감에�의한�NO2�배출�저감량을�정량화�하여�NO2�저감에�의한�연간�

가치�비용을�산정하였다.�기후변화�대응�관련�편익�역시�직접적인�단위�면적당�탄소�저감량�(0.2�kg�C/㎡)을�통한�

직접적인�탄소�저감�비용과�간접적으로�에너지�저감에�따른�연간�탄소�저감�비용을�산정하는�방식으로�평가하였다.�

표� 4.9에�저류형�옥상�녹화�시설의�연간�편익�발생�내역을�요약�정리하였다.�

표�4.9�저류형�옥상�녹화�시설에�대한�연간�편익�분석�결과

카테고리 편익분석 항목 분석결과 단위

물

하수처리비용 저감액 281,862.4 원
10년 평균 강수량 1,511.5 mm

집수면적 285.0 ㎡
강우유출 저감률 90.0 %
강우유출 저감량 387.7 ㎥

하수처리비용 단가 727.3 원/㎥

에너지

연간 냉방용 전기세 저감액 149,877.3 원

10년 평균 냉방도일 786.2 ℃·일

저류형 옥상녹화 시설 열 전달률 47.7 ㎡·℃·일/MJ

일반시설 열 전달률 23.1 ㎡·℃·일/MJ

단위면적당 연간 냉방 에너지 저감량 17.5 MJ/㎡

단위면적당 연간 냉방용 전기에너지 저감량 4.9 kWh/㎡

연간 냉방용 전기 저감량 1,387.8 kWh

전기 에너지 단가 108.0 원/kWh

연간 난방용 가스비 저감액 269,681.3 원

10년 평균 난방도일 2,728.5 ℃·일

단위면적당 연간 난방 에너지 저감량 60.8 MJ/㎡

연간 난방용 에너지 저감량 17,338.4 MJ

가스에너지 단가 15.6 원/MJ

연간 하수처리 에너지 저감액 13,140.8 원

단위 부피당 하수처리 에너지 소모량 0.314 kWh/㎥

하수처리 에너지 저감량 121.7 kWh

대기질 개선

직접적인 NO2 저감에 의한 연간 가치 비용 3,473.5 원

단위면적당 직접적인 NO2 저감량 0.00146 kg/㎡

연간 직접적인 NO2 저감량 0.4 kg

NO2 단위 저감량 당 가치 비용 8,320.7 원/kg

에너지 저감에 따른 NO2 저감에 의한 연간 가치 비용 11,034.9 원

에너지 저감에 따른 NO2 배출 저감 계수 0.000879 kg/kWh

에너지 저감에 따른 연간 NO2 저감량 1.3 kg

기후변화 
대응

직접적인 탄소 저감에 의한 연간 가치 비용 10,269.3 원

단위면적당 직접적인 탄소 저감량 0.2 kg C/㎡

연간 직접적인 탄소저감량 47.0 kg C

탄소 단위 저감량 당 가치 비용 218.4 원/kg C

에너지 저감에 따른 탄소 저감에 의한 연간 가치 비용 198,759.9 원

에너지 저감에 따른 탄소 배출 저감 계수 0.6030 kg C/kWh

에너지 저감에 따른 탄소 저감량 910.2 kg C

총 편익 연간 발생 편익 938,199.4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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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은�저류형�옥상�녹화�시설의�연간�편익�발생�효과�분석�결과를�나타내고�있다.�저류형�옥상�녹화�시설은�

하수처리비용�저감�편익(30%),�난방용�가스�에너지�저감�편익(29%),�탄소�저감에�의한�가치�비용(22%),�냉방용�

전기�에너지�저감�편익(16%)�순의�편익�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Fig.� 3).�저류형�옥상�녹화�시설은�옥상�

저류�시설에�비해�식생에�의한�직접적인�탄소�저감�효과가�있기�때문에�해당�가치�비용의�비중이�더�높은�것으로�

나타났다.�NO2�저감에�의한�대기질�개선�관련�가치�비용(2%)�역시�식생에�의한�직접적인�개선�효과로�인해�옥상�

저류�시설(1%)에�비해�소폭�상승하였다.�

그림�4.8�저류형�옥상�녹화�시설에�대한�연간�편익�분석�결과

옥상�저류�시설과�저류형�옥상�녹화�시설�간�냉방용�전기�에너지�저감�편익의�차이는�두�시설의�열�전달효율의�

차이에�의한�것으로,�저류형�옥상�녹화�시설의�식생에�의한�증발산�효과를�반영한�결과이다.�전반적으로�연간�냉난

방�에너지�저감�편익의�경우,�옥상�저류�시설보다�저류형�옥상�녹화�시설에서�그�비중이�상대적으로�더�크다는�

것을�알�수�있다.�

저류형�옥상�녹화�시설의�카테고리별�편익�특성과�TBL�편익�특성�역시�그림�4.1의�단계별�프레임워크를�반영하

여�분류할�수�있으며,�그림�4.9에�나타난�바와�같다.�저류형�옥상녹화�시설은�연간�938,199원의�편익이�발생하는�

것으로�산정되었고,�단위�집수면적�당�연간� 3,292원의�편익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4.9�저류형�옥상�녹화�시설에�대한�카테고리별�편익�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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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저류�시설�및�저류형�옥상녹화�시설은�옥상�면적을�활용할�수�있기�때문에�난방�및�냉방용�에너지�절감�

효과가�상대적으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44~46%).�이러한�에너지�절감�효과는�TBL�편익�부분에서�경제적�

편익�효과의�증가에�기여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저류형�옥상녹화�시설의�대기질�개선�및�기후변화�대응�편익�효과의�비중(각� 2%,� 22%)은�옥상�저류�시설의�

편익�분포�특성(각�1%,�21%)에�비해�상대적으로�소폭�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는�저류형�옥상녹화�시설은�

옥상�저류�시설에�비해�식생�구역에�의한�직접적인�대기질�개선�및�기후변화�대응�효과가�발생하기�때문이다.�

4.3�침투형�저류시설�및�투수성�포장�시설

침투형�저류조�및�투수성�포장�시설에�의한�편익�분석�역시�물,�에너지,�대기질�개선,�기후변화�대응�등�4개의�

카테고리별로�편익�분석�가능한�항목들을�정량화�및�화폐�가치화�하였다.�물�카테고리에서�연간�하수처리비용�저

감액은�옥상�저류�시설�및�저류형�옥상�녹화�시설의�연간�하수처리비용�저감액�산정�방안과�마찬가지로�서울시�

10년�평균�강수량과�집수면적�및�하수처리비용�단가�등을�이용하여�산정하였다.�

다만,�침투형�저류조와�투수성�포장�시설은�직접적으로�적용�대상�시설에�대한�냉난방�에너지�저감�효과가�없기�

때문에�간접적으로�하수처리량�감소에�의한�하수처리�에너지�저감량을�정량화�하여�에너지�절감�부분의�편익을�

분석하였다.�또,�대기질�개선�및�기후변화�대응�관련�카테고리에서도�식생에�의한�직접적인�편익�발생�효과가�없기�

때문에,�에너지�절감�부분의�편익�분석�방법과�같이�하수처리�에너지�저감에�따른�간접적인�대기질�개선�효과와�

기후변화�대응�관련�편익을�산정하였다.�표�4.10에�침투형�저류�시설의�연간�편익�발생�내역을�요약�정리하였다.�

표�4.10�침투형�저류�시설에�대한�연간�편익�분석�결과

카테고리 편익분석 항목 분석결과 단위

물

하수처리비용 저감액 2,054,398.6 원

10년 평균 강수량 1,511.5 mm

집수면적 2,031.4 ㎡

강우유출 저감률 92.0 %

강우유출 저감량 2824.8 ㎥

하수처리비용 단가 727.3 원/㎥

에너지

연간 하수처리 에너지 저감액 95,745.0 원

단위 부피당 하수처리 에너지 소모량 0.314 kWh/㎥

하수처리 에너지 저감량 886.5 kWh

전기 에너지 단가 108.0 원/kWh

대기질 개선

에너지 저감에 따른 NO2 저감에 의한 연간 가치 비용 6,481.1 원

에너지 저감에 따른 NO2 배출 저감 계수 0.000879 kg/kWh

에너지 저감에 따른 연간 NO2 저감량 0.8 kg

NO2 단위 저감량 당 가치 비용 8,320.7 원/kg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저감에 따른 탄소 저감에 의한 연간 가치 비용 116,737.1 원

에너지 저감에 따른 탄소 배출 저감 계수 0.6030 kg C/kWh

에너지 저감에 따른 탄소 저감량 534.6 kg C

탄소 단위 저감량 당 가치 비용 218.4 원/kg C

연간 발생 편익 2,273,361.8 원/년총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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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0은�침투형�저류�시설의�연간�편익�발생�효과�분석�결과를�나타내고�있다.�침투형�저류�시설의�경우�

강우유출�저감에�의한�하수처리비용�절감�부분이�편익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90%).�이는�침투형�저류�

시설이�지하에�매립되는�시설로�시설에�의한�직접적인�에너지�저감�효과가�없기�때문이다.�또�별도의�식생�구역이�

존재하지�않기�때문에�대기질�개선�및�기후변화�대응�관련�편익에서�전기�에너지�사용량�감소에�따른�간접적인�

편익만�산정되었다.�단위�면적당�발생하는�하수처리비용�저감액(1,011원/년·m2)�및�하수처리용�에너지�저감액(47원

/년·m2)은�옥상�저류�시설�및�저류형�옥상�녹화�시설과�유사한�결과를�보이고�있다.�

그림�4.10�침투형�저류�시설에�대한�연간�편익�분석�결과

단계별�프레임워크(그림�4.1)에�따른�침투형�저류�시설의�카테고리별�편익�특성과�TBL�편익�특성은�그림�4.11에�

나타난�바와�같다.�침투형�저류�시설의�경우�연간�2,273,374�원의�총�편익이�발생하는�것으로�평가되었으며,�이는�

단위�면적당�1,119원의�편익�가치를�지닌다.�식생�구역이�없는�매립형�시설로�하수처리량�감소에�따른�하수처리�

회피�비용이�큰�비중을�차지하며,�이로�인해�경제적�편익�부분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대기질�개선�관련�편익은�침투형�저류�시설에�의한�간접적�편익만�산정되었기�때문에�1%�미만의�비중을�차지하

고�있으며,�하수처리량�감소에�따른�에너지�저감�비용과�기후변화�대응�가치는�사회적�편익�부분의�증가에�기여하

고�있음을�나타낸다.�

그림�4.11�침투형�저류�시설에�대한�카테고리별�편익�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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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과�그림� 4.12는�투수성�포장�시설의�연간�편익�발생�효과�분석�결과를�나타내고�있다.�

표�4.11�투수성�포장�시설에�대한�연간�편익�분석�결과

카테고리 편익분석 항목 분석결과 단위

물

하수처리비용 저감액 1,246,570.6 원

10년 평균 강수량 1,511.5 mm

집수면적 1,350.0 ㎡

강우유출 저감률 84.0 %

강우유출 저감량 1,714.0 ㎥

하수처리비용 단가 727.3 원/㎥

에너지

연간 하수처리 에너지 저감액 58,096.3 원

단위 부피당 하수처리 에너지 소모량 0.314 kWh/㎥

하수처리 에너지 저감량 537.9 kWh

전기 에너지 단가 108.0 원/kWh

대기질 개선

에너지 저감에 따른 NO2 저감에 의한 연간 가치 비용 3,932.6 원

에너지 저감에 따른 NO2 배출 저감 계수 0.000879 kg/kWh

에너지 저감에 따른 연간 NO2 저감량 0.5 kg

NO2 단위 저감량 당 가치 비용 8,320.7 원/kg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저감에 따른 탄소 저감에 의한 연간 가치 비용 70,833.9 원

에너지 저감에 따른 탄소 배출 저감 계수 0.6030 kg C/kWh

에너지 저감에 따른 탄소 저감량 324.4 kg C

탄소 단위 저감량 당 가치 비용 218.4 원/kg C

연간 발생 편익 1,379,433.4 원/년총 편익

투수성�포장�시설의�경우�하수처리비용�저감�편익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34%),�탄소�저감에�의한�

가치�비용(5%),�하수처리용�전기�에너지�저감�편익(4%),�대기질�개선�간접�가치�비용(1%�미만)�순으로�나타났다.�

이러한�투수성�포장�시설의�편익�분석�항목별�분포�특성은�침투형�저류�시설과�매우�유사한�결과를�보인다.�이는�

두�시설�모두�시설에�의한�직접적인�에너지�저감�효과뿐만�아니라�식생에�의한�직접적인�대기질�개선�및�기후변화�

대응�편익�효과도�없기�때문이다.�

그림�4.12�투수성�포장�시설에�대한�연간�편익�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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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4.13은�투수성�포장�시설의�카테고리별�편익�특성과�TBL�편익�특성을�나타낸다.�투수성�포장�시설은�

연간�75,352�원의�총�편익이�발생하는�것으로�평가되었으며,�이는�단위�면적당�1,202�원의�편익�가치를�의미한다.�

투수성�포장�시설의�카테고리별�및�TBL�편익�분포�특성�역시�분석�항목별�편익�분포�특성처럼�침투형�저류�시설과�

유사한�결과를�보이고�있다.�이는�식생에�의한�탄소�저감�및�대기질�개선�효과와�시설의�직접적인�에너지�저감�

효과가�없기�때문이다.�

그림�4.13�투수성�포장�시설에�대한�카테고리별�편익�분석�결과

5 서울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 운영 성과에 대한 편익 분석

서울시는�현재�각종�개발�사업이�물�환경에�미치는�영향이�적도록�빗물의�외부�유출을�최소화하기�위해,�개발�

사업�내에�저영향�개발�(LID)�시설�등을�포함하도록�하는�저영향�개발�사접협의제를�운영하고�있다.�이에�따라�

도시�재개발�시�빗물관리시설을�도입하여�예산�투입을�최소화�하고�공공�및�민간�시설에�대한�물순환�회복�목표를�

달성하고자�하고�있다.�주요�개발�사업으로�도시�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등이�있으며,�주요�

대상�시설로�공공청사,�종합의료시설,�유원지,�공원,�운동장,�유수지�및�주차장�등�기반�시설�등이�있다.�또,�대지면

적� 1,000�㎡�이상이거나,�연면적� 1,500�㎡�이상인�건축물에�대해�저영향�개발�시설이�설치되도록�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2014년�1월부터�2015년�6월까지�진행된�저영향�개발�사전협의제�운영�성과에�대해�편익�분석을�

진행하였다.�편익�분석�결과,�민간사업�부분에서의�저영향�개발�시설�설치�성과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으며,�

편익�부분에서도�민간사업에�의한�편익�발생�효과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표�4.12에�저영향�개발�사전협의제�

운영에�따른�편익�발생�효과를�요약�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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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2�서울시�저영향개발�사전협의제�운영�성과에�대한�편익�분석�결과

(단위: 천원)

분류 항목 평가

공공교육시설

물순환 시설 설치면적 104,171 ㎡
소계 142,683

연간 하수 처리비용 저감액 99,356
연간 에너지 저감액 26,566

NO2 저감에 의한 연간 가치비용 1,025
탄소 저감에 의한 연간 가치비용 15,736

공원녹지시설

물순환 시설 설치면적 45,286 ㎡
소계 50,547

연간 하수 처리비용 저감액 44,245
연간 에너지 저감액 3,124

NO2 저감에 의한 연간 가치비용 174
탄소 저감에 의한 연간 가치 비용 3,004

도로교통시설

물순환 시설 설치면적 24,623 ㎡
소계 30,674

연간 하수 처리비용 저감액 23,394
연간 에너지 저감액 4,298

NO2 저감에 의한 연간 가치비용 178
탄소 저감에 의한 연간 가치 비용 2,804

민간사업시설

물순환 시설 설치면적 1,397,196 ㎡
소계 1,949,588

연간 하수 처리비용 저감액 1,341,956
연간 에너지 저감액 373,838

NO2 저감에 의한 연간 가치비용 14,337
탄소 저감에 의한 연간 가치 비용 219,457

총계
물순환 시설 총 설치면적 1,571,276 ㎡

발생편익 총액 2,173,492

6 서울시 투수성 보도 면적 확대에 대한 편익 가치 전망

서울시�현재�전체�보도�면적은�약�6,656,052�㎡이며,�이�중�약�3�%인�183,086�㎡는�투수성�보도�포장이다.�

서울시는�서울�시내�불투수성�보도�면적�6,472,966�㎡에�대해�2025년까지�점차적으로�투수성�보도�포장으로�전면�

전환�할�계획을�갖고�있다.�본�연구에서는�투수성�포장�시설�분석�방안을�기반으로�현재의�서울시�투수성�보도�

포장에�대한�편익을�분석하였으며,�최종적으로�2025년까지�투수성�보도�포장으로�전면�전환�되었을�경우�발생하는�

편익�발생�효과를�산정하였다.�편익�분석�결과,�투수성�보도�면적�확대�및�운영�유지에�따른�발생�편익이�점차적으

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투수성�보도의�단위�면적당�연평균�발생�편익도�투수성�면적�누적에�대한�효과로�

인해�크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표�4.13에�서울시�투수성�보도�면적�확대에�따른�편익�발생�효과�분석�결과

를�요약�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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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3�서울시�투수성�보도면적�확대에�따른�편익�발생�효과�추정�결과

카테고리 편익분석 항목
2015년 
현재

2021년 
예상

2025년 
예상

단위

물

하수처리비용 저감액 374,689 3,755,282 6,146,097 천원

투수성 보도면적 183,086.0 4,066,862 6,656,052 ㎡

강우유출 저감량 515,199.7 5,163,532 8,450,915 ㎥

에너지
하수처리 에너지 저감액 17,462 175,014 286,438 천원

하수처리 에너지 저감량 161,688.4 1,620,504 2,652,205 kWh

대기질 개선

에너지 저감에 따른 NO2 저감에 의한 가치 
비용

1,182 11,847 19,389 천원

에너지 저감에 따른 NO2 저감량 142.1 1,424 2,330 kg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저감에 따른 탄소 저감에 의한 가치 
비용

21,291 213,386 349,240 천원

에너지 저감에 따른 탄소 저감량 97,495.3 977,136 1,599,233 kg C

총 편익

총 발생편익 414,625 15,613,751 38,849,956 천원

연간 발생편익 133,239 4,155,530 6,801,164 천원/년

단위면적당 연간 발생편익 727.7 3,839 5,837 천원/년·㎡

7 서울시 물순환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편익분석 결과 요약

서울시는�건전한�물순환�도시�조성을�위해�개별�물순환�시설의�확대�보급뿐만�아니라�제도적으로�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및�투수성�보도�면적�확대�등�다양한�저영향�개발�사업을�진행하고�있다.�본�연구는�이러한�서울시의�

물순환�시설�설치�및�운영�유지에�대한�다각적인�편익�분석을�통해�직간접적으로�개별�물순환�시설의�편익�효과를�

정량화�및�가치�평가하였다.�또,�저영향�개발�사전협의제�운영�성과에�대한�편익�분석을�통해�사전협의제�운영에�

따른�편익�발생�효과를�산정하였으며,�서울시�투수성�보도�면적�확대에�따른�편익�발생�효과를�예측하였다.�

본�연구는�개별�저영향�개발�시설에�대한�편익�분석�방안을�물,�에너지,�대기질�개선,�기후변화�대응의�카테고리

에�따라�제시함으로써,�각�편익�분석�항목별로�정량�평가�및�가치화�할�수�있도록�하였다.�단위�면적당�연간�편익�

효과는�저류형�옥상�녹화�시설(3,292원/m2),�옥상�저류�시설(3,096원/m2),�투수성�포장�시설(1,202원/m2)�및�침투

형�저류�시설(1,119원/m2)�순으로�나타났다.�하지만�옥상�저류�시설은�저류형�옥상�녹화�시설에�비해�구조가�단순

하고�초기�설치비용이�더�저렴하므로�비용편익�측면에서�더�유리하다고�할�수�있다.�따라서�저영향개발�시설의�

선정�및�설계는�설치대상�시설�및�주변�환경의�특성을�고려하여�결정되어야�한다.�

편익�분석�대상�물순환�시설별로�옥상�저류�시설의�경제적�편익은�2,377원/년·m2,�환경적�편익�35원/년·m2,�사회

적�편익�685원/년·m2으로�산정되었으며,�저류형�옥상�녹화�시설의�경제적�편익은�2,461원/년·m2,�환경적�편익�51원

/년·m2,�사회적�편익�779원/년·m2으로�산정되었다.�이는�저류형�옥상�녹화�시설의�식생에�의한�직접적인�탄소�저감�

및�대기질�개선�효과에�의한�것이다.�

한편�침투형�저류�시설의�경제적�편익은�1,011원/년·m2,�환경적�편익�3원/년·m2,�사회적�편익�105원/년·m2으로�

산정되었으며,�투수성�포장�시설의�경제적�편익은� 1,086원/년·m2,� 환경적�편익� 3원/년·m2,� 사회적�편익� 1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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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m2으로�산정되었다.�이는�매립�및�포장형�시설의�환경�및�사회적�편익이�옥상형�시설에�비해�적은�것은�직접적인�

에너지�저감,�탄소�저감�및�대기질�개선�효과가�없기�때문이다.�

차후�각�물순환�시설별로�특성화�된�편익�분석�항목들을�추가적으로�고려하여�좀�더�정확한�맞춤형�편익�분석�

방안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또,�본�연구에서�제시한�개별�물순환�시설에�대한�편익�분석�방안을�기반으로�물순

환�시설들을�연계한�단지�및�지구�단위의�물순환�연계�체계에�대한�편익�분석�방안을�개발함으로써,�단지�규모의�

지역을�대상으로�도시�열섬�효과�저감�및�홍수�재해�예방�등의�저영향�개발�효과�등을�정량화�및�가치화�할�수�

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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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이드라인 목적 및 구성

1.1�가이드라인�개요

�본�가이드라인은�서울시를�대상으로�건전한�물순환�도시�조성을�위하여�도시계획/관리자,�건축설계자,�조경설

계자�등이� LID�기법을�적용할�때�필요한�기본�정보를�제공하고자�한다.

�가이드라인�대상시설은�서울시�물순환/빗물관리�기본계획�및�물순환�조례�등을�바탕으로�유형별�모니터링�대

상과�목표�설정을�통해�선정되었으며,�공공,�교육,�교통기반,�민간,�공원녹지�분야에�해당되는�물순환�기술들이�

대상이�되었다.

� � � � � � � � � � � � � �표�5.1�분야별�물순환�요소�기술

물순환 요소 기술

공공분야 옥상 저류 시설

교육분야
저류형 옥상녹화 시설

침투형 배수로

교통기반분야
침투형 빗물받이
저류/침투 시설

민간분야
투수성 포장

침투형 트렌치

공원·녹지분야 생태저류형 배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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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물순환�그린인프라�가이드라인의�필요성

1.2�가이드라인�구성

적용�사업�고려

�물순환�그린인프라�가이드라인은�신규/재개발�사업이나�개선(Retrofit)�사업에�물순환�그린인프라�기술을�적용

하는데�활용된다.�특히�대상�시설로�선정된�물순환�시설은�도시화로�인하여�불투수면적률이�높은�서울시와�같은�

도심지의�재개발사업이나�개선�사업에�활용도가�크다고�할�수�있다.

그림�5.2�물순환�그린인프라�가이드라인의�적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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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상�고려

•�시민,�사업주체,�유지관리자를�위한�기술의�가시화�및�정량화

•�설계/시공자를�위한�세부설계고려사항�및�사례�제공

� � � � �표�5.2�물순환�그린인프라�가이드라인의�요구도

물순환 그린인프라 가이드라인의 요구도

시공자

적정 시공을 위한 정보 제공
위험과 책임의 최소화
기술요소 축소/실패의 결과 예측 및 대응
하자보수 요구를 위한 정보 수집

설계자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 및 시공의 기대(모든 당사자 사이)에 대한 이해 도모
미래의 LID 프로젝트에 대한 통찰력 향상
기술요소 축소/실패의 결과 예측 및 대응

토지소유자
(지자체)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 및 시공의 기대(모든 당사자 사이)에 대한 이해 도모
미래의 LID 프로젝트에 대한 통찰력 향상 
보증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문제점 발견
LID 비용편익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설계 목표를 충족하는지 확인
유지 보수가 필요한 시기를 판단

분야별�물순환�그린인프라�가이드라인

•�저영향�개발�사전협의제�적용을�위한�LID�기술의�공간�유형에�따른�분류

•�기술의�적용처,�기능,�기술효과�요약

•�공간�유형별�분류

� � � � � -�공공�및�교육시설�분야

� � � � � -�교통� ·�기반�분야

� � � � � -�공원� ·�녹지�분야

� � � � � -�민간�건축분야� (공동주택�등)

그림�5.3�가이드라인의�구성�및�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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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그린인프라의�개별시설�가이드라인

•�본�과업범위의�대상시설에�대한�가이드라인�제공

� � � � � � � (옥상�저류시설,�저류형�옥상녹화,�침투형�빗물받이,�침투형�저류조,�생태저류형�배수로,�침투형�배수로,�

투수성�포장)

•�설계/시공자를�위한�설계,�시공,�유지관리�가이드�및�사례�제공

� � � � � -�설계�고려사항� (적용처,�부지�상태�등)� � � � �

� � � � � -�결정사항� (설계�자료,�시공비�등)

� � � � � -�설계� (설계특기사항,�유지관리�등)� � � � � � � � �

� � � � � -�적용�효과�

� � � � � -�참조�도면�및�설치�사진�정보

물순환�그린인프라�설계�프로세스�제안

기존�빗물관리�기본계획상에서는�기준시설�분류별�빗물분담량에�따른�필요대책량을�산정하고,�이에�대해�빗물이

용시설과�빗물침투시설을�적절히�조합하여�설치계획을�수립한다.�본�가이드라인에서는�다양한�물순환�그린인프라�

기법을�적용하기�위하여�보완된�설계�프로세스를�제시하였다.

그림�5.4�물순환�그린인프라의�설계�프로세스�적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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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물순환�관련�가이드라인의�비교

국내�물순환�관련�가이드라인

�환경부,�국토해양부,�국민안전처(소방방재청)등�정부차원에서�이수목적,�치수목적,�비점오염관리�목적�등�개별

적인�목적으로�사업이�추진되고�있으며�관련한�지침�및�가이드라인을�제시하였다.�표� 5.3은�국내�정부차원에서�

제시하고�있는�물순환�관련�지침�및�가이드라인�내용을�비교�정리한�것이다.

표�5.3�국내�물순환�관련�가이드라인�정리

부처 국민안전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명칭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2010)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2012)

환경영향평가시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 
매뉴얼(2013)

저영향개발(LID)기
술요소 

가이드라인(2013)

비점오염저감시
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매뉴얼(2014)

기술
요소

•저류-쇄석공극저류, 
운동장저류, 공원저류, 
주차장저류, 단지내 저류 
등
•침투-침투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투수성포장
•기타-물데시스템, 
지붕녹화 등

•침투-침투통, 침투관,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침투화분, 침투도랑, 
침투저류지
•여과-빗물정원,통로화분, 
수복여과박스,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저류-저류지, 인공습지

•저류형시설, 
인공습지, 
침투형시설, 
식생형 시설

•식생체류지, 
옥상녹화,나무여과
상자, 
식물재배화분,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침투도랑, 침투통, 
투수성포장, 
빗물통

•자연형시설-저류
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시설
•LID 
시설-식생체류지, 
나무여과상자, 
식물재배화분

규모
산정

기준침투량, 
설계침투량, CN 

이용시설- 법정규모산정
침투시설- 기준침투량, 

설계침투량, 
수질처리용량

-
수질처리용량에 

근거
수질처리용량에 

근거

설계 
및 

시공

설계요구사항, 시공 및 
시공유의사항, 

설치 기준
설치 가능지역, 
설치 고려사항, 

설치사례

설계, 시공 
고려사항

법적 설치기준 
및 관리운영기준
설계 체크리스트

운영 
및  

유지
관리

유지관리 사항, 점검표 관리 운영기준
법적 설치기준 

및 관리운영기준
유지관리 사항

법적 설치기준 
및 관리운영기준

운영 관리 
체크리스트

기술
효율

-
비점오염삭감부하량 

산정방법 수록
-

유출저감률(%)
오염부하삭감률(%)

비점오염저감시
설의 삭감효과 
평가방법 수록



물순환 효과분석 및 인프라구축기술 개발연구 용역

274

기존�가이드라인과의�차별점

기존�지침�및�가이드라인은�물순환�요소기술의�내용,�설계,�시공,�유지관리에�관한�내용을�기본으로�각�부처�

관리�목적에�적합한�기술을�수록하고�있다.�그러나�실제�적용을�통한�효과나�고려사항에�대한�부분은�상대적으로�

부족한�상황이다.

본�가이드라인은�저영향개발�사전협의제를�통하여�확대되는�물순환�시설의�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있어서�

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것에�목적을�두고�있다.�또한�실제�적용된�요소기술의�모니터링�및�효과검증을�통한�결과

를�반영함으로써�보다�현장�반영에�적합한�가이드라인이�될�것으로�판단된다.

•�기존�국내�가이드라인에�없는�옥상저류시설(블루루프),�저류형�옥상녹화시설(그린블루루프)�기술�추가

•�모니터링�및�모의를�통한�기술효율과�주의사항�제시

•�서울시�저영향개발�사전협의제도에�활용하는�방안�마련(적용�분야별�가이드라인)

•�물순환�가치�평가�기법�수록

•�LID�요소기술의�연계�활용�기술�소개

그림�5.5�LID�요소기술의�연계�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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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물순환 그린인프라 가이드라인

2.1�공공�및�교육시설�분야

기본�방향

� 1)� 지역의�물순환�효과�증진을�위한�강우유출�저감대책을�수립하며,�가능한�자연친화적�공간이�조성되도

록�한다.

� 2)� 공공건축물�및�학교시설�대상의�물순환�시설은�옥상�및�지붕면을�물순환�관리를�위하여�적극�활용하

며�모인�빗물을�저류시설,�침투시설�등과�연결시키는�것을�권장한다.

공공�및�교육시설�분야�대상�기술

� 1)�옥상�저류시설� (블루루프,�Blue� roof)

� 2)�저류형�옥상녹화시설� (그린블루루프,�Green-Blue� roof)

� � � � �

� � � � �그림�5.6�옥상�저류시설��� � � � � � � � � � � � �그림�5.7�저류형�옥상녹화시설

기준시설별�빗물분담량

� � � � � � � � � � � � � �표�5.4�서울시�기준시설별�빗물분담량�

�

구분 기준시설별 빗물분담량 (mm/hr)

서울시
공공 분야 교육 분야

6.0 6.0

� 1)�빗물분담량에�따른�필요대책량�산정

� �※�토지이용별� 빗물분담량�적용�시�사업지구�내�면적�중�일부가�녹지이면�빗물침투에�기여하기�때문에�

지상�기준�녹지�및�나지면적을�각�토지이용별�면적에서�공제하고�산정

•�빗물분담량이�6.0�mm/hr일�때�대책면적�=�부지면적�-�{�지상�기준�녹지�및�나지면적�×�(1/2)�}�적용

� 2)�빗물분담량에�적용을�위한�평균포화투수계수� :� 0.01643�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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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저류시설(블루루프,Blue Roof)

개요

옥상면에 빗물을 잠시 저류한 뒤 서서히 
유출시키는 시설

적용위치 기능 및 효과

∎건물 옥상

∎부지·건물용도 
무관

□ 고려사항

 ∎ 옥상면의 상태

 ∎ 옥상면의 적재 하중

 ∎ 옥상면의 접근성

□ 결정사항

 ∎ 배수설비의 유량 산정

 ∎ 옥상 저류시설 수심 산정

 ∎ 옥상 저류시설 저장용량 산정

 ∎ 시공비

□ 설계

 ∎ 옥상 저류시설을 위한 설계 특기사항

 ∎ 배수설비

 ∎ 유지관리

□ 효과

 ∎ 유출저감

 ∎ 건축물 열환경 개선

[참고문헌]
∎LID 설계 시방 유지관리 지침서(K water, 2012)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환경부, 2013)

∎Guidelines for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Stormwater Management Systems(2012) - 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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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요

�◦�건축물의�옥상을�지역�내�저류시설로서�이용하는�경

우에는�지붕방수�및�건축물의�기본�구조도의�영향을�배

려해서�저류가능용량을�설정하도록�한다.�지붕의�저류

특성은�특히�도시형�홍수에�많은�피해를�입는�고밀도�시

가화�지역에�대해�아주�효과적인�방법이고,�차량의�통행

에�장애가�되지�않을�뿐만�아니라�일반적으로�보이지�않

는�곳에�설치되므로�외관상의�문제와�어린이들의�안전성

의�문제도�없는�것이�특징이다.(소방방재청,�2010)�해외

에서도�저비용의�옥상저류를�많이�적용하고�있으며,�이

를�위한�제품이�상용화�되어�있다.

�

그림�5.9�옥상저류�해외사례(스위스,�독일)

� �◦�일시�저장된�빗물은�저류�시스템과�연결하여�영구적인�저류를�통해�건축물�내의�용수로�이용하거나�부지�관개용

수,�청소용수�등으로�사용할�수�있다.

 

§ 강우의 유출을 지연 및 저감 시키고 빗물을 활용 할 수 있는 기술

§ 토지이용에 관계없이 건축물 옥상에 적용 가능하며 건축물의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강우 유출수를 관리하데 효과적

옥상면의�상태

�◦�옥상면의�기울기와�배수�설비의�배치를�고려하는�것이�매우�중요하며,�경사가�있는�옥상면의�경우에는�각�배수�

설비가�차지하는�면적의�기하학적�부분을�고려해�사용�가능한�저장�용량을�산정하여야�한다.

�◦�기울기가�적은�평평한�옥상면에�적용하기�용이하며�0.5%�의�기울기로도�평평한�지붕일�때의�저장용량의�절반가량

이�줄어들�수�있다.

�◦�옥상�면적이�전체�불투수면의�매우�작은�부분을�차지할�경우�부지에�대한�혜택은�제한적일�수�있다.

그림�5.8�옥상저류의�개념도�(소방방재청,�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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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저류시설의�적용을�위해서는�자외선에�강하고�내구성이�뛰어나며�장기적인�저류에�잘�견디는�방수재가�시공되

어�있는지�확인해야�한다.

�◦�옥상면에�설치된�기기나�구조물�등을�확인하며�옥상�표면과�다른�옥상�시설의�접합부에�대한�방수�설비를�고려한

다.

옥상면의�적재�하중

�◦�옥상�이용에�따른�안전성�확보를�위하여�옥상�저류시설의�저류�수심은�건축물�허용�적재�하중�이하로�설치되어야�

한다.

�◦�건축물�적재�하중�기준

� � � � � � �표�5.5�옥상면�용도에�따른�적재�하중

  

구조물의 구분 활하중 (kN/㎡) 비고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지붕활하중)

1.0
활하중

(1 kN/㎡ = 약 100 kg/㎡)
옥상저류시설 하중

(1 m×1 m×0.1 m = 약 100 kg/㎡)

산책로 용도 3.0

정원 및 집회 용도 5.0

헬리콥터 이착륙장 5.0

※�자료� :�건축구조기준� 2009�

옥상면의�접근성

�◦�일반적으로�옥상은�광장,�정원�등으로�활용되거나�건축물�관리를�위한�시설물이�설치되어�있는�경우가�많으므로�

사람의�동선과�유지보수를�위한�접근성을�고려해야�한다.

�◦�옥상�광장은�건축법에�따라�피난�시설에�적용될�수�있으므로�화재�시�대피�경로에�영향을�주지�않아야�한다.�

�◦�옥상�저류시설�적용�구역에�저류벽을�설치하면�그�외�옥상의�다른�목적의�시설물�설치나�독립적�용도�공간과�호환

이�가능하다.

배수설비의�유량�산정

�◦�옥상�저류시설의�크기를�결정하는�첫�단계는�필요한�배수시설�개수를�정하는�것이다.�

�◦�옥상�저류시설에�필요한�설계�유출유량이�산정되면�배수설비의�개수에�따라�최고�유출유량을�계산한다.

 



  

Qi = 배수설비(오리피스)당 최고 유출유량(L/min)
QROOF = 옥상 저류시설에서의 설계 유출유량 (㎥/hr) 
NRD = 옥상 배수설비(오리피스)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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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저류시설(블루루프)�수심�산정

�◦�옥상�저류시설의�수심은�구조적�분석과�건축�법규에�따라�최대�저류�수심(dmax)�와�같거나�낮아야�한다.

     


≤ max

  

dR = 옥상 저류시설 수심(cm)
Qn = 제조 사양에 따른 저류 수심 당 오리피스 유출유량(L/min/cm)
Qi = 배수설비(오리피스)당 최고 유출유량(L/min, 위에서 계산)
dmax = 건축 법규에 따른 최대 저류 수심(cm)

옥상�저류시설(블루루프)�저장용량�산정

�◦�기울기가�거의�없는�평평한�지붕의�옥상�저류시설�저장용량은�다음과�같이�산정한다.

    
  

   

VA = 사용 가능한 저장용량(㎥)
AR = 사용 가능한 옥상 면적(㎡)
dR = 옥상 저류시설 수심(cm, 위에서 계산)

�◦�옥상면에�설치된�기기나�구조물�등이�옥상�저장�공간은�사용�가능한�저장용량을�계산할�때�사용�가능한�면적에서�

제외해야�한다.

시공비

�◦�옥상�저류시설은�다른�물순환�요소기술에�비하여�저렴한�시공비로�유출지연�효과를�얻을�수�있다.�기존�옥상면에�

구조,�하중,�방수�등의�요건이�갖추어져�있다면�배수설비,�저류벽�등의�간단한�설치를�통해�옥상�저류시설을�적용할�

수�있다.

�◦�옥상에�대한�추가�하중은�건축�비용을�높일�수�있다.

옥상�저류시설(블루루프)를�위한�설계�특기사항

(1)�설계�특기사항

�◦�옥상�유출수가�부지에서�발생된�총�흐름에�어떻게�기여하는지�이해해야�하며,�옥상�면적과�부지면적의�유출량을�

고려하여�비용�효율적인�선택�필요하다.

�◦�건물�옥상�구조는�다른�용도로�이용이�가능하도록�설계에�고려되어야�하며�현재�개발�계획이나�향후에�제안된�

용도와�호환�가능하도록�설계한다.

�◦�다중�옥상�층이�있는�건물의�경우,�유출수를�조절하는�각�층에�배구수를�적용하거나�아래층�옥상으로�직접�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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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아래층�옥상으로�직접�배수�시�아래층�옥상의�저장량은�총�유출수에�기초하여�설계)

�◦�누수�탐지�시스템은�방수재�설치�이후�설치한다.

�◦�옥상의�비산물질�및�협잡물�등으로�옥상�저류시설의�배수구�막힘을�방지하기�위해서�스크린을�설치한다.

�◦�옥상과�건물�구조�시스템은�건축�법규,�비와�눈�하중,�제어식�배수,�물고임으로�인한�편향에�대한�요구사항을�

고려한다.

�◦�옥상�저류시설�공간�외의�면적에�대한�배수�설비는�기존�건축물의�배수�설비와�동일하게�한다.

�◦�옥상�저류시설�공간�외의�공간에�빗물�고임의�현상�유무를�확인�한다

(2)�시공�순서

�◦�건물의�공사�마지막인�옥상의�방수시스템,�모든�옥상�장비,�건축�설비(난간,�승강구,�문턱,�조명�및�배관�등)�완료�

후�설치한다.

�◦�공인�전문가의�옥상�구조�성능�승인�후�누수�탐지�시스템�설치한다.

�◦�설계의�표준과�권고사항에�따라�홈통,�배수구,�배수관�등을�설치한다.

�◦�배수�설비를�설치�후�방수와�누수�확인을�위한�인공�강우�테스트�실시한다.

배수설비

�◦�배수설비�기존�제품을�사용할�수도�있고�맞춤형�제품을�제작해서�사용할�수도�있다.

�◦�배수설비의�유출유량은�일반적인�유출유량과�담수심과의�관계를�고려해�크기를�결정할�수�있는�자료를�제공받아�

활용한다.

�◦�옥상�저류시설은�오리피스나�배수�설비에�따라�완전�배수�시간이�다르겠지만,�저장량을�다음�비가�내릴�때�이용할�

수�있도록�24시간�이내에�배출하도록�설계한다.

그림�5.10�옥상�저류시설�배수설비�(서울시청�서소문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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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1�제어식�지붕�배수장치

� � � � � � � � � � �

그림�5.12�Compost�socks�

유지관리

�◦�6개월에�한번�씩�건조한�조건에서�배수구와�스크린,�스트레이너를�검사한다.

�◦�분기에�한�번�또는�강우�후�수심과�배수�시간�요구사항을�충족하는지�검증하기�위해�옥상을�점검한다.

�◦�분기에�한�번�또는�강우�후�저류�공간�외의�배수구�막힘을�확인한다.

�◦�동절기에�눈이�내리거나�얼음이�언�이후�배수구의�막힘�여부를�확인한다.

유출저감�효과

�◦�강우�시�옥상에서의�유출량을�조절하여�유출지연�효과를�얻을�수�있다.

�◦�이�기술은�다양한�건축물의�밀도가�높은�도시�내�부지에서�강우�유출수를�관리하데�효과적이다.�

�◦�도시�내�건물에�다양한�적용이�가능하며,�중소�규모의�강우에�대해서�효과적인�빗물�관리가�가능하다.

�◦�유출되는�빗물을�저류�시스템이나�빗물�정원�등으로�연계�시�빗물의�저장�및�이용으로�빗물의�자원화가�용이하다.

건축물�열환경�개선효과

�◦�저렴한�설치비용으로�건축물�열환경�개선�효과를�얻을�수�있다.(저류된�빗물이�옥상의�표면�온도를�낮추어�건축물�

냉난방�에너지�절감효과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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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그림�5.13� �옥상�저류시설�설계�사례

그림�5.14� �옥상�저류시설�시공�사례��(서울시청�서소문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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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형 옥상녹화(그린블루루프,Green-Blue Roof)

개요

옥상면에서 녹지와 그 하부 공간의 저류를 통해 
빗물 유출을 저감시키는 시설

적용위치 기능 및 효과

∎건물 옥상

∎부지·건물용
도 무관

□ 고려사항

 ∎ 옥상면의 상태

 ∎ 옥상면의 적재 하중

 ∎ 옥상면의 접근성

□ 결정사항

 ∎ 배수설비의 유량 산정

 ∎ 저류형 옥상녹화 저장용량 산정

 ∎ 시공비

□ 설계

 ∎ 저류형 옥상녹화를 위한 설계 특기사항

 ∎ 유지관리

□ 효과

 ∎ 유출저감

 ∎ 건축물 열환경 개선

 ∎ 대기 열환경 개선

[참고문헌]
∎LID 설계 시방 유지관리 지침서(K water, 2012)

∎Guidelines for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Stormwater Management Systems(2012) - NYC



물순환 효과분석 및 인프라구축기술 개발연구 용역

284

기술�개요

�◦�옥상에�내린�빗물은�저류형�옥상녹화의�토양으로�침투된다.�토양으로�침투된�물은�하부�저류공간에�저류되어�첨두

유출�저감�효과를�보일�수�있다.�식생과�토양�표면에서의�증발산�작용으로�열�환경�개선효과도�있다.�저류형�옥상녹

화는�도시�내�건물에�다양한�적용이�가능하며�직사광선을�차단하여�지붕의�기대�수명을�연장하고�단열과�방음효과가�

있다.�또한�건물의�미관적인�가치를�높이고�동물과�곤충을�위한�서식지를�제공한다.�환경교육의�장으로써�도심에서�

가깝게�자연을�보고�배울�기회를�제공한다.�

그림�5.15�저류형�옥상녹화의�개념

  

§ 건축물의 밀도가 높은 도시 내에서 강우 유출수를 관리하는데 효과적

§ 지붕을 단열하여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절감시키고 식생의 증발

산으로 인해 미기후 관리가 가능

옥상면의�상태

�◦�옥상면의�기울기와�배수�설비의�배치를�고려하는�것이�매우�중요하며,�경사가�있는�옥상면의�경우에는�경사�하단의�

하중을�고려해야�한다.

�◦�기울기가�적은�평평한�옥상면에�적용하기�용이하다.

�◦�옥상�면적이�전체�불투수면의�매우�작은�부분을�차지할�경우�부지에�대한�혜택은�제한적일�수�있다.

�◦�토양층과�저류층이�고정적이기�때문에�옥상�저류시설과�비교하여�하중에�대한�건축물�부담이�크다.�

�◦�옥상면에�설치된�기기나�구조물�등을�확인하며�옥상�표면과�다른�옥상�시설의�접합부에�대한�방수�설비를�고려한

다.

옥상면의�적재�하중

�◦�옥상�이용에�따른�안전성�확보를�위하여�저류형�옥상녹화�시설의�저장�깊이는�건축물�허용�적재�하중�이하로�설치

되어야�한다.

�◦�옥상에�대한�추가�하중은�건축�비용을�높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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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적재�하중�기준

� � � � � � �표�5.6�용도에�따른�옥상면�적재�하중�기준

  

구조물의 구분 활하중 (kN/㎡) 비고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지붕활하중)

1.0
활하중

(1 kN/㎡ = 약 100 kg/㎡)
저류형 옥상 녹화시설 하중

(1 m×1 m×0.2 m = 약 130 kg/㎡)

산책로 용도 3.0

정원 및 집회 용도 5.0

헬리콥터 이착륙장 5.0

※�자료� :�건축구조기준� 2009

옥상면의�접근성

�◦�일반적으로�옥상은�광장,�정원�등으로�활용되거나�건축물�관리를�위한�시설물이�설치되어�있는�경우가�많으므로�

사람의�동선과�유지보수를�위한�접근성을�고려해야�한다.

�◦�옥상�광장은�건축법에�따라�피난�시설에�적용될�수�있으므로�화재�시�대피�경로에�영향을�주지�않아야�한다.�

�◦�저류형�옥상녹화�적용�구역�외�옥상의�다른�목적의�시설물�설치나�독립적�용도�공간과�호환이�가능하다.

저류형�옥상녹화(그린블루루프)의�배수설비

◦�저류형�옥상녹화�시설은�저류공간에�빗물이�가득차면�월류되는�방식이므로�기존�건축물�옥상면�배수설비와�동일한�

설계�방식을�따른다.

◦�단,�저류형�옥상녹화�시설이�배수의�흐름을�차단하지�않도록�배치해야�한다.

저류형�옥상녹화(그린블루루프)�저장용량�산정

�◦�기울기가�거의�없는�평평한�저류형�옥상녹화�시설의�저장용량은�다음과�같이�산정한다.

        ≤ max

   

dR = 저류형 옥상녹화 시설 저장 깊이(cm)
dF = 상부 토양 깊이(cm)
qS = 토양 다공성
dW = 저류공간 깊이(cm)
dmax = 건축 법규에 따른 최대 저장 깊이(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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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 사용 가능한 저장용량(㎥)
AR = 사용 가능한 옥상 면적(㎡)
dR = 저류형 옥상녹화 시설 저장 깊이(m)

◦�옥상면에�설치된�기기나�구조물�등이�옥상�저장�공간은�사용�가능한�저장용량을�계산할�때�사용�가능한�면적에서�

제외해야�한다.

시공비

� � � � � �표�5.7�저류형�옥상�녹화�시설�시공비

     

구분 단위 저류형 옥상 녹화 시설 일반 옥상 녹화 시설

총 재료비 ㎡/원 약 29만 약 95만

총 노무비 ㎡/원 약 5만 약 15만

총 시공비 ㎡/원 약 35만 약 110

� � � � � *�자재운반비�및�양중,�일반경비�불포함

� � � � � *� 100�㎡�이상�시공을�기준함

저류형�옥상녹화(그린블루루프)를�위한�설계�특기사항

(1)�설계�특기사항

�◦�옥상�유출수가�부지에서�발생된�총�흐름에�어떻게�기여하는지�이해해야�하며,�옥상�면적과�부지면적의�유출량을�

고려하여�비용�효율적인�선택�필요하다.

�◦�건물�옥상�구조는�다른�용도로�이용이�가능하도록�설계에�고려되어야�하며�현재�개발�계획이나�향후에�제안된�

용도와�호환�가능하도록�설계한다.

�◦�누수�탐지�시스템은�방수재�설치�이후�설치한다.

�◦�옥상의�비산물질�및�협잡물,�식생의�낙엽�등으로�옥상�배수구�막힘을�방지하기�위해서�스크린을�설치한다.

�◦�옥상과�건물�구조�시스템은�건축�법규,�비와�눈�하중,�제어식�배수,�물고임으로�인한�편향에�대한�요구사항을�

고려한다.

�◦�저류형�옥상�녹화�시설�공간�외의�면적에�대한�배수�설비는�기존�건축물의�배수�설비와�동일하게�한다.

�◦�저류형�옥상�녹화�시설�외의�공간에�빗물�고임의�현상�유무를�확인�한다.

�◦�저류형�옥상�녹화�시설�식생토의�유실을�방지해야�한다.�

�◦�토양은�인공지반�녹화용�토양을�사용하는�것을�추천한다.

�◦�저류형�옥상�녹화�시설과�옥상면의�경계부를�설치하여�경사�정도에�따른�설치물의�밀림을�방지한다.

�◦�물이�많이�필요한�식물을�선택한�경우�식생의�유지를�위해�관수설비를�한다.

(2)�시공�순서

�◦�건물의�공사�마지막인�옥상의�방수시스템,�모든�옥상�장비,�건축�설비(난간,�승강구,�문턱,�조명�및�배관�등)�완료�

후�설치한다.

�◦�공인�전문가의�옥상�구조�성능�승인�후�누수�탐지�시스템�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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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표준과�권고사항에�따라�홈통,�배수구,�배수관�등을�설치한다.

유지관리

�◦�식생의�생육이�왕성한�봄에서�여름까지�주�1회�이상�비가�오지�않는�경우�관수가�필요하다.

�◦�식물이�정착하기에�적절한�계절에�생육배지에�직접�식물을�심거나�씨를�뿌린다.�일반적으로�봄이나�가을이�적당하

다.

�◦�죽은�식생이나�낙엽�등으로�옥상�배수시설이�막히지�않도록�월�1회�점검한다.

�◦�분기에�한�번�또는�강우�후�수심과�배수�시간�요구사항을�충족하는지�검증하기�위해�옥상을�점검한다.

�◦�분기에�한�번�또는�강우�후�저류�공간�외의�배수구�막힘을�확인한다.

�◦�동절기에�눈이�내리거나�얼음이�언�이후�배수구의�막힘�여부를�확인한다.

�◦�장기간의�가뭄�또는�극심한�강풍�등에�의한�토양�손실�시에는�매개물을�교체�또는�재�식재가�필요하다.

�◦�식생은�계절적인�변화에도�관리하기가�쉬우며�잡초의�영향을�많이�받지�않는�종을�선택해야�한다.

유출저감

�◦�강우�시�옥상에서의�유출량을�조절하여�유출지연�효과를�얻을�수�있다.

�◦�이�기술은�다양한�건축물의�밀도가�높은�도시�내�부지에서�강우�유출수를�관리하데�효과적이다.�

�◦�도시�내�건물에�다양한�적용이�가능하며,�중소�규모의�강우에�대해서�효과적인�빗물�관리가�가능하다.

�◦�유출되는�빗물을�저류�시스템이나�빗물�정원�등으로�연계�시�빗물의�저장�및�이용으로�빗물의�자원화가�용이하다.

건축물�열환경�개선효과

�◦�저렴한�설치비용으로�건축물�열환경�개선�효과를�얻을�수�있다.(식생과�토양층,�저류층이�옥상의�표면�온도를�낮추

어�건축물�냉난방�에너지�절감효과가�있다.)

대기�열환경�개선효과

�◦�식생과�토양층으로�인한�증발산현상으로�저류형�옥상�녹화�시설�일대의�기온을�낮추어�도시의�열섬현상�방지에�

도움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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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그림�5.16�저류형�옥상�녹화�시설�설계�사례

그림�5.17�저류형�옥상�녹화�시설�시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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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교통·기반시설�분야

기본�방향

� 1)�지역의�물순환�효과�증진을�위한�강우유출�저감대책을�수립하며,�기존�교통�및�기반시설의�기능에�방

해가�없도록�조성한다.

� 2)� 노면에서�유출된�오염물로�인한�시설�기능�저하를�최소화해야�하며,�주로�저류�및�침투를�통해�물순

환을�유도한다.

교통·기반시설�분야�대상�기술

� 1)�침투형�빗물받이

�2)�침투형�저류조

�3)�침투형�배수로

� �

�그림�5.18�침투형�빗물받이�� � � �그림�5.19�침투형�저류조�� � � � � �그림�5.20�침투형�배수로

기준시설별�빗물분담량

� � � � � � � � � � � � � �표�5.8�서울시�기준시설별�빗물분담량�

�

구분 기준시설별 빗물분담량 (mm/hr)

서울시
교통 · 기반시설

5.0

� 1)�빗물분담량에�따른�필요대책량�산정

� �※�토지이용별� 빗물분담량�적용�시�사업지구�내�면적�중�일부가�녹지이면�빗물침투에�기여하기�때문에�

지상�기준�녹지�및�나지면적을�각�토지이용별�면적에서�공제하고�산정

•�빗물분담량이�5.5~5.0�mm/hr일�때�대책면적�=�부지면적�-�{�지상�기준�녹지�및�나지면적�×�(3/5)�}�적용

� 2)�빗물분담량에�적용을�위한�평균포화투수계수� :� 0.01643�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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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형 빗물받이

개요

하수관에 유입되는 빗물의 일부를 침투·저류시
켜 유출량을 줄이는 기술

적용위치 기능 및 효과

∎도로나 주차장 
등 빗물받이가 
설치된 지점

□ 고려사항

 ∎ 토양 상태

 ∎ 하수관거 

 ∎ 유역 면적 설정

□ 결정사항

 ∎ 침투통 저장용량 산정

 ∎ 시공비

□ 설계

 ∎ 침투형 빗물받이를 위한 설계 특기사항

 ∎ 유지관리

□ 효과

 ∎ 유출저감

[참고문헌]
∎LID 설계 시방 유지관리 지침서(K water, 2012)

∎청계천 유역 환경치수 도시관리방안 수립 보고서(서울특별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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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요

�◦�큰�규모의�강우�유출시�하수관에�유입되는�빗물의�일부를�침투·저류시켜�유출량을�줄이는�기술이다.

�◦�침투통�저면에�모래,�쇄석을�충전하여�채운구조로,�침투통�하부에서�빗물을�침투시키는�시설이다.

그림�5.21�침투형�빗물받이�개요(서울시,�2000)

  

§ 소규모 시설로 현장 설치가 용이

§ 빗물의 지하 침투를 유도하여 지하수위 회복에 도움

토양�상태

�◦�침투형�빗물받이를�설치하려는�지역의�토양�특성을�파악하여�침투시설의�효율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하수관거

�◦�빗물받이와�연결된�하수관의�형태와�크기에�따라�월류턱�높이를�고려해야�한다.

 

유역�면적�설정

�◦�시설�당�유출저감�능력을�고려하여�설정된�유역의�목표�강우�관리를�효율적으로�할�수�있는�시설�당�유역면적을�

설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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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통�저장용량�산정

�◦침투통�저장용량10)�

  × × ×

×× 

  

Vs = 침투통의 저류 용량(㎥)
Ared = 시스템과 연계된 집수 면적(㎡)
As = 침투통의 바닥 면적(㎡)
rT(n) = 확률 강우량(l/(s･ha))
kf = 침투통하부 토양의 포화 상태 투수계수(m/s)
T = 강우 지속시간(min)

   

시공비

� � � � � � � � � � � �표�5.9�침투형�빗물받이�시공비

구분 단위 침투형 빗물받이

총 재료비 1 개소 약 67만

총 노무비 1 개소 약 19만

총 시공비 1 개소 약 86만

� *�물가정보(1),� (2),�일위대가표�참조

침투형�빗물받이를�위한�설계�특기사항

(1)�설계�특기사항

�가.�침투통11)

�◦�침투통�내경�또는�내부치수는�300~1000�mm를�표준으로�하나,�노상투수계수와�유지관리여건에�따라�결정한다.�

통�높이는�연결관의�접합�위치�및�진흙의�퇴적깊이�등을�고려하여�결정한다.

�◦�재질은�콘크리트�또는�합성수지(염화비닐,�폴리프로필렌�등)을�표준으로�한다.

�◦�투수구조는�유공�또는�다공성으로�함.�유공의�경우�유공경은�충전쇄석의�입경을�고려하여�20mm�이하로�하고,�

개공률은�장기적인�면에서�투수기능이�저하되지�않도록�0.5%�이상을�표준으로�한다.�다공성인�경우�투수계수는�3⨯
10-1� cm/s�이상을�표준으로�한다.

�◦�뚜껑은�지자체�마크,�시설�명칭�등�효율적인�유지관리를�위한�마크를�표시한다.

�◦�막힘방지�장치는�상부필터,�저면부필터,�관입구필터�등이�있으며,�일정수준�이상의�강도를�가지며�착탈이�쉬운�재료

를�이용한다.

�나.�침투층

�◦�일반적으로�입도는�쇄석�20~40�mm의�사용을�표준으로�하며,�재생쇄석의�입경을�조정한�쇄석을�사용도�바람직하

10)�청계천�유역�환경치수�도시관리방안�수립�보고서(서울특별시,�2013)

11)� LID�설계�시방�유지관리�지침서(K�water,� 2012)



05. 물순환 시설 계획·설계 및 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

293

다.

�◦�진폭은�침투통�외부에서�200�mm�이상으로�하고,�충전높이는�요구되는�설계수두에�의해�결정하며,�충전량이�동일

한�경우�충전형상은�각형을�표준으로�한다.

�◦�모래는�강모래,�바다모래,�산모래�등을�사용하며,�모래의�두께는�50~100�mm를�표준으로�한다.�지반이�사력�또는�

사질토인�경우�설치하지�않는�것이�좋다.

�다.�투수시트

�◦�재료는�폭�약�5�cm,�인강강도�30�kg�이상,�투수계수�10-1�~10-2� cm/s�이상,�두께�0.1~0.2�mm�이상의�것을�

표준으로�하며,�재질은�폴리에스테르,�폴리프로필렌�등이�일반적이다.

(2)�시공�순서

�◦�터파기는�폭�1.5�m(여유폭�양측�0.14�m)�이내로�구배�없이�수직으로�시공한다.

�◦�저면부에�대해�면고르기�후�단위�입도�쇄석(40�㎜)을�20�㎝�내외,�모래는�5�㎝�내외로�부설한다.

�◦�모래�상부에�투수시트를�씌운�저류통�설치�후�터파기�된�측면에�투수시트�설치�후�측면에�쇄석을�채운다.

�◦�상부면�다짐�후�차수시트를�쇄석�상부에�포설한다.

�◦�기존�빗물받이의�바닥으로부터�적절한�월류턱�지점에�연결관�설치�후�마무리�시공한다.

유지관리

�◦�기능의�유지를�위해�최소�1번/2개월�침전부�및�침투통�입구�여과시설의�슬러지�및�협잡물을�제거한다.

�◦�정기적으로�점검하되�장마�등�큰�유출이�있는�경우�시설을�전반적으로�점검한다.

�◦�안전을�위하여�외견상�덮개의�엇갈림,�시설의�파손·변형,�지표면�치하·함몰�등�점검한다.

�◦�동절기에�눈이�내리거나�얼음이�언�이후�침투통�입구�막힘�여부를�확인한다.

유출저감�효과

�◦�교통량이�많아서�중금속이나�유류에�의한�지하수�오염이�우려되는�도로변의�경우�오염부하가�높은�초기�빗물은�

하수관거로�배제하고,�일정�강우강도�이상의�빗물을�유도하여�침투시키는�기존�침투형�빗물받이는�지하수�함양의�

기능적�측면에서�바람직함.

�◦�교통량이�많지�않고,�초기�빗물에서의�오염부하가�낮은�주택가�이면도로나�광장,�보도,�건축물�옥상�등의�집수면에�

대해서는�초기�빗물을�우선적으로�침투시키고,�일정�수위�이상에서�월류하여�하수관거로�배제할�경우,�지하수�함양�

효과가�클�것으로�예상되며,�초기�유입수에�함유된�이물질에�의한�막힘�등을�방지하기�위한�최소한의�필터�기능이�

필요함.

�◦�소규모�강우의�침투�효과를�얻기�위해서는�빗물받이에서�침투받이로�유입되는�월류턱의�높이를�2�~�5�cm�범위로�

설치하지만,��만일�침수피해�등으로�인하여�첨두유출�저감이�불가피한�대상지에�대해서는�빗물받이에서�침투받이로�

유입되는�월류턱의�높이를�5�∼10cm�로�상향�조정하고�침투받이의�저류부피를�2배�이상�증가시켜�첨두유출�저감�

목적으로�활용할�수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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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그림�5.22�침투형�빗물받이�설계�사례�(광화문�세종로)

그림�5.23�침투형�빗물받이�시공�사례�(광화문�세종로)

그림�5.24�초기�빗물�침투�후�월류하여�하수도�배제시키는�침투형�

빗물받이�구조(자료:�A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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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형 저류조

개요
주차장, 광장, 운동장 등의 지하에 매설되는 
저류시설로서 저류조 바닥 및 벽면을 통하여 
침투를 할 수 있는 시설
적용위치 기능 및 효과

∎주차장
∎광장, 운동장

□ 고려사항

 ∎ 토양 상태 및 지반조사

 ∎ 인근의 토지이용 및 시설물

 ∎ 수문조사 및 분석

□ 결정사항

 ∎ 유입시설 및 방류시설

 ∎ 침투형 저류조 용량 산정

 ∎ 시공비

□ 설계

 ∎ 침투형 저류조를 위한 설계 특기사항

 ∎ 유지관리

□ 효과

 ∎ 유출저감

 

[참고문헌]
∎LID 설계 시방 유지관리 지침서(K water, 2012)

∎청계천 유역 환경치수 도시관리방안 수립 보고서(서울특별시, 2013)

∎Guidelines for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Stormwater Management Systems(NYC,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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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요

�◦�주차장,�광장,�운동장�등의�지하에�매설되는�저류시설로서�저류조�바닥과�벽면을�통하여�침투기능을�할�수�있는�

시설이다.

�◦�저류조�바닥과�벽면의�침투능이�저하되거나�침투능�이상의�빗물이�유입될�시�빗물은�저류된�후�서서히�침투된다.

�◦�빗물이�일정�수위이상�올라가면�오리피스�방류구나�펌프시설을�설치하여�하수관이나�유수지,�빗물펌프장으로�방류

한다.�

§ 보통 지하 공간에 자갈 채움이나 합성수지를 통해 만들며, 자갈 채움의 경우 

35%, 합성수지의 경우 90~95%의 공극률을 가짐

§ 빗물의 지하 침투를 유도하여 지하수위 회복에 도움

토양�상태�및�지반조사

�◦�침투형�저류조를�설치하려는�지역의�토양�특성을�파악하여�침투시설의�효율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저류조�설치�시�저류조와�물의�무게로�인한�지반�침하�검토와�안정성�향상을�위해�토압,�구조물�지지력,�지반�침하

량�등의�고려가�필요하다.

� � � (1)�토압,�사하중�등�구조�계산

�� � (2)�지지력�계산의�구조�계산

�� � (3)�침하량�계산

�� � (4)�지하수위의�파악

�� � (5)�수질�조사

�� � (6)�침투시험(필요시)

인근의�토지이용�및�시설물�고려

�◦�저류조는�근접�구조물에�의한�측면�하중의�영향이�미치지�않게�건축물의�기초로부터�이격하여�설치하는�것으로�

한다.�

�◦�건축물의�기초의�끝�부분에서�45°의�영향선�내에�설치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며�불가피한�경우�옹벽이나�시트�
파일(Sheet�pile)을�설치해서�측면�하중의�영향이�없도록�한다.�

�◦�저류조가�침투형인�경우는�저류수심�H의�2배정도�수평�거리를�기초로부터�확보하여�저류조를�설치토록�한다.

수문조사�및�분석

�◦�기존수로�및�하천유역�특성�등을�포함한�현지조사,�수문자료�수집�및�분석�등을�통하여�해당지역의�강우량,�설계홍

수량,�통수량�등을�산정하여�적정�규모�및�종류의�배수시설을�계획하여야�한다.�

�◦�침투형�저류조�용량�결정시�배수계통도,�배수(우수)계획�종단면도�등을�준비하여야�한다.

�◦�지형도상�경계구분이�명확하지�않을�경우�현지조사를�실시하여�보완한다.�

�◦�배수유역면적을�결정하는�지형도에는�유역면적내의�토지이용도,�토질유형,�초목화�정도�등과�유출량에�큰�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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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수�있는�댐시설(농업용�저수지�및�소규모�저류지�제외)�등의�유무를�기록하여야�한다.

유입시설�및�방류시설

�◦�유입시설은�계획�유입량을�안전하게�저류조에�도입하는�것과�동시에�비점오염원,�토사�및�기타�협잡물의�유입을�

방지하기�위한�시설을�가지는�것이어야�한다.

�◦�방류시설은�방류처의�수위�등에�따라�적절히�방류�방법을�정하는�것과�동시에�필요한�유량을�정확히�방류할�수�

있는�구조로�한다.

�◦�방류�방법은�자연유하�방식을�원칙으로�하지만�수위�등에�따라�자연배수가�곤란한�경우는�펌프�배수�방식�혹은�

양자의�병용�방식을�선정한다.

� � � (1)�자연�유하�방식의�경우는�월류관,�오리피스�등으로�이루어진�유출�집수정을�설계토록�한다.

� � � (2)�펌프�배수�방식의�경우는�표준적으로�펌프피트,�펌프,�오리피스로�이루어진�유출�집수정을�설치하며�펌프는�착

탈�가능한�것을�표준으로�하고�펌프피트는�상부가�착탈�가능한�구조로�한다.�(펌프�설비의�계획�설계에�있어서는�

저류시설과�하류수로의�각각의�수위�조건에�따라�유지관리�조건,�경제성에�대해�충분한�고려�후에�계획한다.)

침투형�저류조�용량�산정

�◦�해당지역의�개발로�인해�유출계수�증가량,�확률강우량�등을�고려하여�설치한다.

�◦�불투수면�증가에�따른�우수의�직접유출증가량�계산이�가능할�경우�증가량에�따라�침투형�저류조의�규모를�산정한

다.

�◦�직접유출증가량을�산출할�수�없을�경우�침투형�저류조는�불투수면적�증가면적의�1%에�해당하는�공간을�최소한의�

저류공간으로�확보하여야�한다.

�◦�저장조의�용량산정은�건축면적(㎡)×0.05�또는�대지면적(㎡)×0.02를�저장할�수�있도록�하며,�기타�집수가능면적

(㎡)×0.01을�저장할�수�있는�용량(㎥)으로�한다.� (서울특별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

  

시공비

� � � � � � � � � �표�5.10�침투형�저류조�시공비

구분 단위 침투형 저류조 (V=210 ㎥) 1 ㎥ 당

총 재료비 1 개소/원 약 1억 1400만 약 54만

총 노무비 1 개소/원 약 1450만 약 7만

총 시공비 1 개소/원 약 1억 2800만 약 61만

*�물가정보(1),� (2),�일위대가표�참조

침투형�저류조를�위한�설계�특기사항

(1)�설계�특기사항

�◦�기술�자료가�기재된�강도�등�적용�범위를�확인�후�사용한다.

�◦�지하수위가�높은�장소에�저류조를�설치할�경우에는�부력�검토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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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피,�매설심도에�대해서는�기술검토�후�사용한다.

�◦�인근지역�경계부의�건물,�옹벽에�대해서는�상호�영향이�없는지�충분한�이격을�확보하도록�한다.

�◦�이용자의�안전을�위하여�주차장,�광장,�운동장�등에�설치되는�침투형�저류조의�점검구�위치는�시설�이용에�불편이�

없는�위치에�설치토록�한다.

�◦�점검구�맨홀은�「저류조�맨홀」이라는�표시�및�일반인은�개방이�불가한�도난�방지�기능의�제품이어야�한다.

(2)�시공�순서

�◦�터파기�후�토공�면을�평탄하게�한�다음�쇄석�및�모래포설�등을�통해�정리한다.

�◦�기초공에�설치하는�하부시트는�보호시트,�투수시트,�차수시트�등�목적에�맞게�설치한다.

�◦�저류조,�유입/유출부,�관리부�구조물�설치�:�상부는�규정의�토피를�확보하여�집중�하중�및�편�하중이�없도록�설치한

다.

�◦�측면�시공�:�하부와�측면(벽면)에서�모두�침투를�하는�경우�측면(벽면)에도�투수시트를�설치한다.

�◦�되메우기는�저류조�상부의�시공이�완료된�후�작업을�실시하며�상부�이용�계획을�감안하여�다짐을�추가하여�시행한

다.

 

유지관리

�◦�침투형�저류조의�유입부는�협잡물로�막힘이�발생하기�쉬우므로�주기적으로�점검한다.

�◦�침전물을�연간�1회�이상�제거한다.�매년�침전물�제거를�하는�동한�침투형�저류조의�구조적인�안정성을�검사한다.

�◦�청소�방법에는�인력�청소�외,�고압�세정기에�의한�세정과�진공펌프에�의한�흡인으로�시행한다.�

�◦�펌프에�의해�배수를�하는�경우에는�펌프�설비의�정기적인�보수�점검을�하여야�한다.

유출저감

�◦�지역�특성�및�저류조�설치�면적에�따라�중·소�규모�강우에서�큰�규모의�강우에까지�유출저감�효과를�보이며�도시�

침수�방지에�적합하다.

�◦�침투형�저류조의�설치�지역의�토지이용에�따라�침투,�이수,�방재의�기능을�적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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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그림�5.25�적선주차장�시설�배치�평면도

그림�5.26�적선주차장�시설�배치�입면도

     

  

그림�5.27�적선주차장�시설�적용�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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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형 배수로

개요

U형 배수로에 일정 간격으로 침투통을 설치하여 
침투 및 저류기능을 갖는 시설

적용위치 기능 및 효과

∎U형 측구가 설
치된 장소 (도
로, 운동장, 공
원 등)

□ 고려사항

 ∎ 토양 상태

 ∎ 인근의 토지이용 및 하수관

 ∎ 수문조사 및 유역 면적 설정

□ 결정사항

 ∎ 침투형 배수로 용량 산정

 ∎ 시공비

□ 설계

 ∎ 침투형 배수로를 위한 설계 특기사항

 ∎ 유지관리

□ 효과

 ∎ 유출저감

 

[참고문헌]

∎LID 설계 시방 유지관리 지침서(K water, 2012)

∎청계천 유역 환경치수 도시관리방안 수립 보고서(서울특별시, 2013)

∎Guidelines for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Stormwater Management Systems(NYC,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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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요

�◦�도로,�주차장,�광장,�운동장에�배수로에�일정�간격으로�침투통이�설치되는�시스템이다.

�◦�배수로를�통해�유출되는�빗물의�유출시간을�지연시키고�침투통�바닥과�벽면을�통하여�빗물을�침투하여�유출량을�

감소시는�시설이다.

�◦�침투통�바닥과�벽면의�침투능이�저하되거나�침투능�이상의�빗물이�유입될�시�빗물은�저류된�후�서서히�침투된다.

  

§ 보통 침투통 저면에 모래, 쇄석을 충전하여 채운 구조

§ 빗물의 지하 침투를 유도하여 지하수위 회복에 도움

§ 소규모 시설로 배수로 구간 단위로 현장 설치가 용이

토양�상태�

�◦�침투형�배수로를�설치하려는�지역의�토양�특성을�파악하여�침투시설의�효율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

인근의�토지이용�및�하수관

�◦�배수로가�설치된�지역의�토지이용�및�주변�환경을�고려하여�쓰레기나�협잡물,�토사�등의�표면�발생�오염물�유출에�

주의한다.�

�◦�기존�배수로의�배수관의�흐름과�하수�및�우수�연결관�규모를�고려하여�침투통의�효율적인�설치�구간�및�간격을�

고려한다.

수문조사�및�유역�면적�설정

�◦�기존수로�및�하천유역�특성�등을�포함한�현지조사,�수문자료�수집�및�분석�등을�통하여�해당지역의�강우량,�설계홍

수량,�통수량�등을�산정하여�적정�규모�및�종류의�배수시설을�계획하여야�한다.�

�◦�침투형�배수로�용량�결정시�배수계통도,�배수(우수)계획�종단면도�등을�준비하여야�한다.

�◦�지형도상�경계구분이�명확하지�않을�경우�현지조사를�실시하여�보완한다.�

�◦�배수유역면적을�결정하는�지형도에는�유역면적내의�토지이용도,�토질유형,�초목화�정도�등과�유출량에�큰�영향을�

줄�수�있는�댐시설(농업용�저수지�및�소규모�저류지�제외)�등의�유무를�기록하여야�한다.

�◦�시설�당�유출저감�능력을�고려하여�설정된�유역의�목표�강우�관리를�효율적으로�할�수�있는�시설�당�유역면적을�

설정한다.� �

침투형�배수로�용량�산정

�◦�침투형�배수로�용량12)�

  × × ×

×× 

12)�청계천�유역�환경치수�도시관리방안�수립�보고서(서울특별시,�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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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 침투통의 저류 용량(㎥)
Ared = 시스템과 연계된 집수 면적(㎡)
As = 침투통의 바닥 면적(㎡)
rT(n) = 확률 강우량(l/(s･ha))
kf = 침투통하부 토양의 포화 상태 투수계수(m/s)
T = 강우 지속시간(min)

침투형�배수로를�위한�설계�특기사항

(1)�설계�특기사항13)

�◦�배수로�형상은�일반측구(U형�측구�등)등과�비슷하며,�재질은�콘크리트를�표준으로�한다.

�◦�배수로�내부�폭은�통수능력과�청소�등의�유지관리를�고려하여�140~450�mm를�표준으로�한다.

�◦�빗물�관리�계획량의�따라�배수로�하부의�일정�간격의�개별�침투통을�설치하거나�연결된�침투통을�설치하여�빗물�

관리량을�결정�할�수�있다.

�◦�연결된�침투통�설치�시�구조적�안전을�위해�침투통�내에�연직압을�결딜�수�있는�지지기둥�설치를�고려한다.

�◦�침투통�내경�또는�내부치수는�300~500�mm를�표준으로�하나,�협소한�장소에서는�150�mm�정도로�최소로�한다.�

통�높이는�연결관의�접합�위치�및�진흙의�퇴적깊이�등을�고려하여�결정한다.

�◦�침투통�형상은�원형�또는�계란형이�많으며,�재질은�콘크리트�또는�합성수지(염화비닐,�폴리프로필렌�등)을�표준으

로�한다.

�◦�침투통�투수구조는�유공�또는�다공성으로�함.�유공의�경우�유공경은�충전쇄석의�입경을�고려하여�20�mm�이하로�

하고,�개공률은�장기적인�면에서�투수기능이�저하되지�않도록�0.5%�이상을�표준으로�한다.�다공성인�경우�투수계수

는�3⨯10-1� cm/s�이상을�표준으로�한다.
�◦�침투통�막힘방지�장치는�상부필터,�저면부필터,�관입구필터�등이�있으며,�일정수준�이상의�강도를�가지며�착탈이�

쉬운�재료를�이용한다.

(2)�시공�순서

�◦�터파기�후�토공�면을�평탄하게�한�다음�쇄석�및�모래포설�등을�통해�정리한다.

�◦�모래포설�위에�투수시트를�설치하며�투수시트는�침투·저류통을�감쌀�수�있는�폭으로�한다.

�◦�투수시트위에�침투·저류통을�설치한다.(필요�시�지지기둥�설치)

�◦�설치된�침투·저류통과�일정�간격으로�쇄석을�부설한다.

�◦�침투·저류통�상부에�적정�두께의�토사를�채우고�U형�측구를�설치한다.

�◦�침투·저류통의�빗물�유입부는�U형�측구보다�아래에�위치하도록�설치하고�오염물�거름장치를�설치한다.

�◦�시공�마무리�후�배수로의�흐름과�침투·저류통으로의�빗물�유입을�확인한다.

유지관리

�◦�침투형�배수로의�빗물�유입부는�협잡물로�막힘이�발생하기�쉬우므로�주기적으로�점검한다.

13)� LID�설계�시방�유지관리�지침서(K�wat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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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나�오염물로�인한�배수로�흐름이�막히지�않도록�배수로를�점검한다.

�◦�빗물의�침투·저류통�유입기능이�저하되지�않도록�거름�장치의�필터를�주기적으로�점검한다.

�◦�침투·저류통�내부�청소�방법에는�세정수에�의해�내부청소�후�양수하는�방법과�내부가�건조�상태이면�공기흡입에�

의한�방법을�택할�수�있다.

유출저감�효과

�◦�강우�시�일정�유역에서�유출되는�빗물을�하수관으로�배수되기�전�배수로에서��침투�및�저류를�통해�유출을�저감하

며�Base�Cut�방식으로�유출저감�효과를�얻을�수�있다.

�◦�소규모�강우부터�큰�규모의�강우까지�유출저감�효율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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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그림�5.28�침투형�배수로�설계�사례�

  

그림�5.29�서울시�매동초등학교�침투형�배수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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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민간�건축분야(공동주택�등)

기본�방향

� 1)� 지역의�물순환�효과�증진을�위한�강우유출�저감�대책을�수립하며�공공주택,�광장,�도로�등에�적용할�

때�심미적�사항도�고려된�공간이�조성되도록�한다.

� 2)� 시민의�공간� 이용에�불편함이� 없고�쾌적한�환경을�유지하며� 식생대,� 가로수와�효과적인� 연계를�통해�

물순환을�유도한다.

민간�건축�분야�대상�기술

� 1)�투수성�포장

�

그림�5.30�투수성�포장

기준시설별�빗물분담량

� � � �표�5.11�서울시�기준시설별�빗물분담량�

�

구분 기준시설별 빗물분담량 (mm/hr)

서울시
민간(대규모) 민간(소규모)

5.5 3.5

� 1)�빗물분담량에�따른�필요대책량�산정

� �※�토지이용별� 빗물분담량�적용�시�사업지구�내�면적�중�일부가�녹지이면�빗물침투에�기여하기�때문에�

지상�기준�녹지�및�나지면적을�각�토지이용별�면적에서�공제하고�산정

•�빗물분담량이�5.5~5.0�mm/hr일�때�대책면적�=�부지면적�-�{�지상�기준�녹지�및�나지면적�×�(3/5)�}�적용

•�빗물분담량이�3.5�mm/hr일�때�대책면적�=�부지면적�-�{�지상�기준�녹지�및�나지면적�}�적용

� 2)�빗물분담량에�적용을�위한�평균포화투수계수� :� 0.01643�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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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성 포장

개요

공극이 있는 포장체나 공극을 만드는 포장기술을 
통하여 빗물이 침투할 수 있는 포장 기술

적용위치 기능

∎건물 옥상

∎부지·건물용도 무
관

□ 고려사항

 ∎ 토양 상태

 ∎ 적용 지역 특성

 ∎ 포장 단면 설정

 ∎ 투수성 포장 재료

□ 결정사항

 ∎ 투수성 포장 면적 산정

 ∎ 투수성 블록 포장의 구조

 ∎ 투수성 블록의 물성 및 형태

 ∎ 투수성능 지속성 기준

□ 설계

 ∎ 투수성 포장을 위한 설계 특기사항

 ∎ 유지관리

□ 효과

 ∎ 유출저감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1)

[참고문헌]
∎LID 설계 시방 유지관리 지침서(K water, 2012)

∎청계천 유역 환경치수 도시관리방안 수립 보고서(서울특별시, 2013)

∎Guidelines for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Stormwater Management Systems(NYC,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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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요

�◦�자체적으로�투수능을�갖는�포장체나�공극을�만드는�구조를�갖는�포장체를�통해�표면에서�빗물을�침투시켜�유출을�

줄이는�기술이다.

�◦�투수성�포장은�주로�보도나�승용차�등�중량이�가벼운�차량이�통과하는�차도나�주차장�등에�적용된다.

�◦�투수성�포장의�하부는�투수�효율을�높이기�위해�토양과�포장층�사이에�쇄석,�자갈�등을�채운다.

  

§ 부분적인 설치나 공간적 제약이 적은 시설로 현장 설치가 용이

§ 빗물의 지하 침투를 유도하여 지하수위 회복에 도움

토양�상태

◦�투수성�포장을�하려는�지역의�토양�특성을�파악하여�침투�효율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적용�지역�특성

◦�가파른�경사지에서는�표면�유출이�잘�일어나�침투�효율이�낮아질�수�있으므로�완만한�경사지에�적용하는�것이�적합

하다.�

◦�적용�지역의�토지이용이나�경관,�교통량과�통행�차량의�특성에�따라�포장의�형태와�두께가�달라진다.

포장�단면�설정

◦�투수성�포장의�포장�단면은�보통�노상,�투수기층,�모래�안정층,�포장면�순으로�한다.

◦�노상의�투수능에�따라�투수기층의�두께가�달라질�수�있으며�다짐의�정도가�달라질�수�있다.

◦�투수성�포장�구간에�차량이�통행하는�경우�차량�통행량과�통행�차량�종류의�특성에�따라�노상의�다짐이�달라질�

수�있으며,�노상과�투수기층�사이에�보조기층이�필요한�경우가�있다.

투수성�포장�재료

◦�포장체의�형태,�적용�용도에�따라�포장체의�휨강도,�함축강도,�투수계수의�기준을�고려한다.

◦�투수성�블록�포장의�경우�포장체의�두께는�보통�보도용의�경우�60�mm,�차도용은�80�mm로�한다.

◦�포장체�자체로�투수기능을�하는�투수성�포장의�경우�포장체의�수투성능�지속성�시험을�통해�적정�투수계수를�갖는�

포장체를�사용한다.

◦�자체�투수�포장체의�경우�시공�후�포설하는�줄눈재로�인하여�포장체의�공극이�막히지�않도록�적합한�줄눈재의�입도

를�선정한다.

◦�투수�기층의�사용되는�골재는�빗물의�침투�및�저장�공간을�형성하는�역할을�하며,�20%�정도의�공극률을�갖는�입도

를�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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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성�포장�면적�산정

�◦�투수성포장의 면적 산정 14)

      
 

Ap = 침투시설의 저류 부피(㎥)
Q = 빗물 관리 용량(㎥)
pp = 침투시설과 연계된 집수 면적(㎡)
dp = 침투면으로 활용 가능한 면적(㎡)
pg = 확률 강우량(l/(s･ha))
K = 토양의 포화 상태 투수계수(m/s)
t = 강우 지속시간(min)

투수성�포장을�위한�설계�특기사항

(1)�설계�특기사항

�◦�노상이�동결된�경우에는�포장하지�않는다.

�◦�투수성�포장은�보통�투수층�포장체,�모래�안정층,�투수시트,�자갈층,�토양층�순으로�구분된다.

�◦�가로변�조경�공사나�조경�공간으로부터�유입되는�토사로�포장면�공극이�막히는�현상을�피해야�하며,�조경�공사와�

동시�진행�시�조경공사�선행�후�토사유입을�방지한�후�투수성�포장�공사를�실시한다.

�◦�투수성�포장�구간이�녹지나�토사구간과�인접하여�계획된�경우�투수성�포장구간에�토사�유입을�막는�시설을�마련한

다.�

�◦�토양층의�특성,�포장구간�이용�특성�등을�고려하여�불균등�침하가�발생하지�않도록�다짐�및�기층�작업을�고려한다.

�◦�지하�매설물,�주변�구조물,�가로수�뿌리�등의�영향을�사전에�조사하여�설계�시�반영한다.

(2)�시공�순서

�◦�투수�기층,�보조�기층,�안정층,�포장층의�두께를�고려하여�터파기와�노상�다짐을�실시한�후�투수시트를�설치한다.

�◦�설치된�투수시트�위에�투수�및�보조�기층에�사용될�쇄석을�포설�후�다짐한다.

�◦�투수�및�보조�기층�포설�후�투수시트를�설치한다.�

�◦�투수시트�위에�모래�안정층을�포설한�뒤�투수성�포장�작업을�실시한다.�(포장면의�경계부나�구조물과�만나는�면의�

포장체�절단에�유의)

�◦�투수성�포장�잡업�후�줄눈재를�포설한다.�(자체�투수�포장체의�경우�공극�막힘을�최소화�하는�입도의�줄눈재�사용)

14)� LID�설계�시방�유지관리�지침서(K�wat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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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투수성�포장재�사이에�막힘�현상의�유무를�6개월에�1회�점검하고�인근의�토사가�있다면�막힘이�발생하지�않도록�

조취를�취하며�포장면을�주기적으로�청소를�해주어야�한다.

�◦�투수기능의�저하는�물웅덩이가�생기거나�육안에�의해�공극막힘이�확인된�시점에�투수기능�회복작업을�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인�투수기능회복작업은�고압수분사(고압세정기)를�사용하지만,�공극막힘�정도와�경제성을�고려하여�검토한

다.

�◦�정기적으로�점검하되�장마나�침수�등�큰�유출이�있는�경우�포장구간을�전반적으로�점검한다.

�◦�포장체의�파손·변형,�지표면�치하·함몰�등이�발생한�곳이�있다면�부분적인�교체를�실시한다.

 

유출저감�효과

�◦�강우�시�유출발생원인�표면에서부터�유출저감과�지연을�통하여�강우관리에�효과적이며�침투�증진을�통한�지하수�

함양에�도움을�준다.

�◦�소규모�강우부터�큰�규모�강우까지�유출관리에�효과적이며�불투수면을�직접적으로�투수면으로�바꿔�물순환�회복

에�도움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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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그림�5.31�투수성�블록�포장�단면

    

그림�5.32�부산대학교�양산캠퍼스�LID�실증단지� :� (왼)투수�블록,�(오)�틈새�블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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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공원�녹지�분야

기본�방향

� 1)� 지역의�물순환�효과�증진을� 위한�강우유출�저감대책을�수립하며,� 시민의�공간�이용에�불편함이�없고�

주변과�조화를�이루는�자연친화적�공간이�조성되도록�한다.�

� 2)�노면에�내린�빗물이�하수관거로�배제되지�않도록�식생대,�가로수,�침투시설을�통해�침투를�유도한다.

공원�녹지�분야�대상�기술

� 1)�생태저류형배수로

�2)�침투형�트렌치

� � �

그림�5.33�생태저류형�배수로�� � � � � � � � � � � � � � � � � � � � � � � �그림�5.35�침투형�트렌치

기준시설별�빗물분담량

� � � � � � � � � � � � � �표�5.12�서울시�기준시설별�빗물분담량�

�

구분 기준시설별 빗물분담량 (mm/hr)

서울시
공원, 녹지 시설

7.5

� 1)�빗물분담량에�따른�필요대책량�산정

� �※�토지이용별� 빗물분담량�적용�시�사업지구�내�면적�중�일부가�녹지이면�빗물침투에�기여하기�때문에�

지상�기준�녹지�및�나지면적을�각�토지이용별�면적에서�공제하고�산정

•�빗물분담량이�7.5�mm/hr일�때�대책면적�=�부지면적�-�{�지상�기준�녹지�및�나지면적�×�(2/5)�}�적용

� 2)�빗물분담량에�적용을�위한�평균포화투수계수� :� 0.01643�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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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저류형 배수로

개요

녹지와 침투트렌치가 연계되어 녹지에서 저류, 
침투 기능과 침투트렌치에서 침투, 배수 기능을 
동시에 갖는 시설

적용위치 기능 및 효과

∎도로, 주
차장 및 
공원 등의 
측면 공간

□ 고려사항

 ∎ 토양 상태

 ∎ 인근의 토지이용 및 하수관

 ∎ 녹지에 표면유출수 유입 여부

 ∎ 식재

 ∎ 수문조사 및 유역 면적 설정

□ 결정사항

 ∎ 생태저류형 배수로 용량 산정

 ∎ 시공비

□ 설계

 ∎ 생태저류형 배수로를 위한 설계 특기사항

 ∎ 유지관리

□ 효과

 ∎ 유출저감

 ∎ 경관 향상 및 열섬 저감

[참고문헌]
∎LID 설계 시방 유지관리 지침서(K water, 2012)

∎청계천 유역 환경치수 도시관리방안 수립 보고서(서울특별시, 2013)

∎Guidelines for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Stormwater Management Systems(NYC,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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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요

�◦�도로,�주차장,�공원,�광장�등에�표면�유출이�일어나는�지역�측면의�녹지와�하부�침투트렌치를�통해�강우유출수를�

저류�및�침투,�배수�하는�시설이다.

�◦�포장�표면에서�발생하는�유출수를�녹지로�유입시켜�저류·침투하며�녹지의�저류�수위가�일정�수준에�도달하면�월류

되어�하부�토양층의�유공관을�통해�침투�및�하수관으로�유출된다.

그림�5.35�생태저류형�배수로의�해외�사례

◦�표면�유출수의�오염물로부터�녹지를�보호하기�위하여�표면�유출수의�녹지�유입을�배제하는�방법이�있다.�이�방법을�

사용할�시�도로의�초기�유출수의�일정량은�하수관으로�유입시키고�이�후�유출수를�녹지�하부�유공관을�통해�침투�

및�배수하며,�녹지면의�빗물은�직접�저류�후�하부�침투통으로�저류시킨다.

   

§ 녹지 하부에 설치된 유공관 주위에 쇄석을 충전하여 채운 구조

§ 빗물의 지하 침투를 유도하여 지하수위 회복에 도움

토양�상태�

�◦�생태저류형�배수로를�설치하려는�지역에�녹지의�토양�특성을�파악하며�침투가�잘�되며�식생의�성장이�양호한�토양

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인근의�토지이용�및�하수관

�◦�생태저류형�배수로가�설치된�지역의�토지이용�및�주변�환경을�고려하여�녹지로�유입되는�쓰레기나�협잡물�등의�

표면�발생�오염물에�주의한다.�

�◦�생태저류형�배수로�인근의�표면�유출수의�특성을�미리�파악하여�녹지면�관리�고려사항을�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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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의�형태와�기존�하수�및�우수관의�분포를�파악하여�녹지의�배치�및�트렌치�설계를�고려한다.

녹지에�표면유출수�유입�여부�

�◦�유역의�유출수�오염�농도가�높아�녹지�및�토양관리에�영향을�끼칠�수�있는�경우�표면유출수의�직접적인�유입을�

제한한다.

�◦�겨울철�염화칼슘과�같은�제설제�성분이�섞인�유출수로�식생�생육장애나�토양�오염�등을�고려할�시�표면유출수의�

직접적인�녹지�유입을�제한한다.�

�◦�위의�상황과�같은�경우�초기�강우�유출수의�녹지�유입을�배제하거나�전처리시설을�설치,�침투�트렌치로의�유출수�

직접�유입�등을�고려한다.

식재

�◦�침수와�염분에�내성이�있어�관리가�쉬운�식종을�선정한다.�

 

수문조사�및�유역�면적�설정

�◦�생태저류형�배수로의�설치를�위해�용량은�유역�면적의�크기,�배수계통도,�배수(우수)계획�종단면도�등을�조사하여�

녹지의�저류�면적�및�깊이를�설정한다.

�◦�지형도상�경계구분이�명확하지�않을�경우�현지조사를�실시하여�보완한다.�

�◦�시설�당�유출저감�능력을�고려하여�설정된�유역의�목표�강우�관리를�효율적으로�할�수�있는�시설�당�유역면적을�

설정한다.� �

생태저류형�배수로�용량�산정

�◦생태저류형�배수로�용량15)  

     ×× 

   × ×   

× ×


×× 

Vs,Mr = 생태저류형 배수로의 저류 용량(㎥)
Ared = 시스템과 연계된 집수 면적(㎡)
As =  식생 침투면으로 활용 가능한 면적(㎡)
rT(n) = 확률 강우량(l/(s･ha))
kf = 침투 트렌치 하부 토양의 포화 상태 투수계수(m/s)
T = 강우 지속시간(min)
B = 침투 트렌치의 바닥면 폭(m)
h = 침투 트렌치의 유효 높이(m)
L = 침투 트렌치의 길이(m)

15)�청계천�유역�환경치수�도시관리방안�수립�보고서(서울특별시,�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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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저류형�배수로의�저류�용량은�트렌치�저류�용량 과�식생�저류�용량 으로�구성된다.

      

�◦�침투�트렌치�저류�용량 으로�위의�식을�풀어�쓰면�아래와�같다.

       

   ××× 

×××   × ×   

×

×

××  

 
×
×× 

  

×


× × ×
 

�◦�식생면�용량�결정�방법을�적용해서� 를�산정한�다음�이�값을�위의�식에�대입한�후�다른�입력�값들을�사용해

서�연속적으로�값을�구한다.�구해진�값�중에서�최대값을�구하고자�하는�시스템의�길이로�선택한다.�

�◦�설정된�식생면의�부피와�계산된�침투�트렌치의�길이를�바탕으로�빗물정원의�폭을�조정하면서�적합한�식생면의�높이

를�결정한다.

 ×


hM = 식생면의 높이(m)
Vs,M = 식생면의 부피(불변값, 이미 지정된 값)(m)
LR = 침투 트렌치의 길이(불변값, 이미 지정된 값)(m) 
BM = 식생면의 폭(가변값, 침투 트렌치의 폭과 동일한 값)(m)

생태저류형�배수로를�위한�설계�특기사항

(1)�설계�특기사항

�◦�빗물유출수�발생원에�가까운�위치에서�집수할�수�있도록�설치한다.

�◦�가능하면�주변�경관에�잘�어울리도록�계획한다.

�◦�빗물�관리�계획량의�따라�침투트렌치�유입부에�침투통을�설치하여�빗물�관리량을�결정�할�수�있다.

�◦�기존의�지하�매설�시설물에�영향을�주지�않아야�한다.�

�◦�토양은�식재가�가능한�투수성�토양과�모래,�자갈�등을�이용하여�구성한다.

�◦�식재�수종은�지역적�특성이나�차량�및�인구의�통행,�토지이용�및�경관을�고려하여�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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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의�월류부�높이는�표면유출수�유입부에�따라�결정되며�표면유출수�배제식일�경우�녹지�경계부�보다�낮게�설치

한다.

�◦�침투트렌치의�관경은�연결될�하수관의�관경에�의해�결정한다.�

�◦�표면유출수의�녹지�유입부가�협잡물�등에�의해�막히는�것을�방지하기�위해�스크린�등을�설치한다.

(2)�시공�순서

�◦�터파기�후�토공�면�평탄화�작업을�한다.

�◦�설계된�쇄석층을�감쌀�수�있을�정도의�폭을�갖는�투수시트를�설치한다.

�◦�투수시트위에�일정�높이로�쇄석을�부설한�후�유공관을�설치한다.

�◦�침투트렌치의�유공관과�하수관의�유입부를�시공한다.

�◦�녹지의�저류�월류부와�침투트렌치�유공관의�연결부를�설치한다.�(�표면유출수�배제�시�침투트렌치로�표면유출수�

유입�설계)

�◦�침투트렌치�유공관�상부에�쇄석을�일정�높이로�채운다.

�◦�쇄석층�표면을�투수시트로�덮은�후�일정�두께로�모래를�포설한다.

�◦�모래층�위에�투수와�식생�생장이�용이한�토양을�포설한다.

�◦�식생�식재�후�녹지�월류부를�마감하고�표면유출수�유입부를�시공한다.�

�◦�표면유출수�유입부의�스크린�등의�막힘�방지�시설을�설치�후�시공을�마무리한다.

유지관리

�◦�녹지의�빗물�유입부는�협잡물로�막힘이�발생하기�쉬우므로�주기적으로�점검한다.

�◦�오염물로�인한�식생의�생육�상태를�주기적으로�점검한다.

�◦�1개월�이상�강우가�없을�시�관수한다.

�◦�녹지�월류부가�쓰레기나�낙엽�등으로�막히지�않도록�주기적으로�관리한다.�

유출저감�효과

�◦�강우�시�일정�유역에서�유출되는�빗물을�하수관으로�배수되기�전�녹지와�침투트렌치에서�침투�및�저류하여�유출을�

저감한다.�

 

경관�향상�및�열섬�저감효과

�◦�적절히�조성된�녹지를�통해�도심지�내�경관�향상에�도움을�주며�식물과�저류를�통해�증발산�작용을�일으켜�도시�

열섬�저감에�도움을�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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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그림�5.36�생태저류형배수로�설계�사례�(도봉구�새동네)

그림�5.37�생태저류형배수로�시공�사례�(도봉구�새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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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형 트렌치

개요

집수정, 침투통 등의 연결구간에 유공관과 쇄석 
등을 채운 침투시설

적용위치 기능

∎도로,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측구

□ 고려사항

 ∎ 토양 상태

 ∎ 인근의 토지이용 및 하수관

 ∎ 수문조사 및 적용 공간 설정

□ 결정사항

 ∎ 침투트렌치 용량 산정

 ∎ 시공비

□ 설계

 ∎ 침투트렌치를 위한 설계 특기사항

 ∎ 유지관리

□ 효과

 ∎ 유출저감

사진 자료 : LID 요소기술 설계지침(2012, K-water)

사진 자료 : LID 요소기술 설계지침(2012, K-water)

[참고문헌]
∎LID 설계 시방 유지관리 지침서(K water, 2012)

∎청계천 유역 환경치수 도시관리방안 수립 보고서(서울특별시, 2013)

∎비점오염저감시설기술보고서(비점오염원 관리기술 연구단2011)

∎Guidelines for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Stormwater Management Systems(NYC,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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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요

�◦�도심지�내에서�각�집수정�사이를�연결하는�구간이나�각�침투통�사이�표면�하부에�일정�깊이로�쇄석을�충전하고�

유공관을�설치하여�빗물의�저류�공간을�조성하고�침투를�유도하는�시설이다.

�◦�지표면�하부에�설치하여�도로�및�조경면적에�공간적�영향이�적으며�침투통과�연계가�용이하다.�

�◦�보행도로나�공원,�가로녹지�등에서�상황에�따라�경관을�위해�조경공간에�함께�표면에�설치된다.

   

 

§ 보통 집수정을 연걸하는 측구 하부 구간에 쇄석을 충전하여 채운 구조

§ 빗물의 지하 침투를 유도하여 지하수위 회복에 도움

§ 소규모 시설로 배수로 구간 단위로 현장 설치가 용이

토양�상태�

�◦�침투트렌치를�설치하려는�지역의�지반의�토양�특성을�파악하여�침투시설의�효율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

인근의�토지이용�및�하수관

�◦�침투트렌치가�설치된�지역의�토지이용�및�주변�환경을�고려하여�유공관�내에�쓰레기나�협잡물,�토사�등의�오염물�

유입에�주의한다.�

�◦�기존�하수�및�우수관의�흐름과�연결관�규모를�고려하여�침투트렌치의�효율적인�설치�구간�및�규모을�고려한다.

�

수문조사�및�적용�공간�설정

�◦�해당지역의�강우량,�설계홍수량,�통수량�등을�산정하여�적정�규모�및�종류의�배수시설을�계획하여야�한다.�

�◦�침투트렌치�설치를�위한�측구의�분포를�파악하기�위해�집수정�및�하수관�위치,�지하매설물,�배수계통도�등을�파악

한다.

�◦�지형도상�경계구분이�명확하지�않을�경우�현지조사를�실시하여�보완한다.�

�◦�침투트렌치를�적용하는�유역면적내의�토지이용도,�토질유형,�상습�침수�지역�등을�파악한다.

�◦�유역의�유출�특성을�고려하여�설정된�유역의�목표�강우�관리를�효율적으로�이행할�수�있는�시설의�적용�구간�및�

규모를�설정한다.� �

침투트렌치�용량�산정

�◦�침투트렌치�용량�산정16)

    


   


 (m)

16)�청계천�유역�환경치수�도시관리방안�수립�보고서(서울특별시,�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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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 = 유효 침투폭
b = 침투 트렌치의 바닥면 폭(m) 
h = 침투 트렌치의 유효 높이(m) 

�◦�유효�침투면은�다음과�같이�계산할�수�있다.

   ×    

×  (㎡)

�◦�이를�토대로�침투�트렌치의�침투�속도를�정리하면�아래와�같다.

    

××


 (㎥/s)

�◦�유입량 � �침투량�=�저류에�소요되는�시설�부피

�◦�이�공식을�침투�트렌치의�용량�산정을�위한�저류�부피�계산에�적용한다.

     ×× 

  × ×   

× ×


×× 

Vs = 침투시설의 저류 부피(㎥)
Ared = 침투시설과 연계된 집수 면적(㎡)
rT(n) = 확률 강우량(l/(s･ha))
kf = 토양의 포화 상태 투수계수(m/s)
T = 강우 지속시간(min)
B = 침투 트렌치의 바닥면 폭(m)
h = 침투 트렌치의 유효 높이(m)
L = 침투 트렌치의 길이(m)

�◦�만일�침투�트렌치의�바닥면�폭과�유효�높이가�임의로�지정되면,�이를�바탕으로�여러�강우�지속시간과�강도를�시뮬

레이션�해서�최종적으로�가장�긴�침투�트렌치�길이가�정해진다.

 
××   


×× ×

 
× × ×× 

�◦�유공관�설계�및�용량�산정17)

� � � ·   

·




·




17)� LID�설계�시방�유지관리�지침서(K�wat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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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유량(㎥/s)
A = 유속의 단면적(㎡)
V = 유속(m/s)
n = 조도계수
R = 경심(m)
I = 동수경사

침투형�배수로를�위한�설계�특기사항

(1)�설계�특기사항18)

�◦�침투트렌치�설치�구간�결정�시�기존�기반시설�및�지하�매설시설�등에�방해�요소가�있는지�고려한다.

�◦�하부토양의�침투율은�최소�13�mm/hr�이상이어야�하며�지하수오염방지를�위해�지하수위�또는�기반암으로부터�

수직으로�1.2�m�이상�이격하여�설치한다.

�◦�일반적으로�입도는�쇄석�20~40�mm의�사용을�표준으로�하며,�재생쇄석의�입경을�조정한�쇄석을�사용도�바람직하

다.

�◦�침투트렌치의�깊이는�주로�0.5~1.0�m로�하며�표면�설치�등�상황에�따라�표면에�설치할�경우�0.3~0.5�m로�하는�

것이�적절하다.

�◦�유공관의�직경은�연결할�집수정�및�침투통에�따라�결정되지만�일반적으로�택지�내와�같이�좁은�장소에서는�100˜

150�mm로�하고,�대형시설과�공공시설�등에서는�200�mm로�한다.�

�◦�유공관의�경우�유공경은�충전쇄석의�입경을�고려하여�20�mm�이하로�한다.

(2)�시공�순서

�◦�터파기�후�토공�면�평탄화�작업을�한다.

�◦�설계된�쇄석층을�감쌀�수�있을�정도의�폭을�갖는�투수시트를�설치한다.

�◦�투수시트위에�일정�높이로�쇄석을�부설한�후�유공관을�설치한다.�(표면�설치�시�본�단계에서�쇄석만�부설한�후�

투수시트를�덮고�토양부설�및�식재�후�시공을�마무리한다.�쇄석만을�부설한�후�마무리하는�경우도�있다.)

�◦�유공관�집수정�및�침투통�연결부를�시공한다.

�◦�유공관�상부에�쇄석을�일정�높이로�채운다.

�◦�쇄석층�표면을�투수시트로�덮은�후�콘크리트�및�블록�포장�등의�마감�시공을�한다.

유지관리�

�◦�침투트렌치�유공관에�협잡물로�인한�막힘이�발생하지�않게�하기�위하여�집수정�및�침투통에서�협잡물�유입을�방지

한다.

�◦�표면의�침투트렌치의�경우�토사나�오염물로�인한�공극이�막히지�않도록�오염물의�유입을�점검한다.

�◦�침투트렌치의�유공관의�막힘�발생�시�고압세정수에�의한�내부청소나�건조�상태이면�공기흡입에�의한�방법을�택할�

수�있다.

18)� LID�설계�시방�유지관리�지침서(K�wat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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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저감

�◦�강우�시�표면유출수의�집수정�및�침투통에서�하수관으로�이동하는�과정의�빗물을�유공관과�쇄석의�공극을�통해�

침투�및�일시�저류하여�유출을�저감한다.�

�◦�소규모�강우부터�큰�규모의�강우까지�유출저감�효율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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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19)

그림�5.38�유공관�단면도

그림�5.39�펜실베니아주�공원�유공관

자료:�비점오염저감시설기술보고서(비점오염원�관리기술�

연구단,�2011)

그림�5.40�산타모니카시�침투도랑�

자료:�비점오염저감시설기술보고서(비점오염원�관리기술�연구단,�2011)

19)�비점오염저감시설기술보고서(비점오염원�관리기술�연구단,.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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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1.1�물순환�관련�국내외�자료조사�및�분석

국내에서는�쾌적하고�지속가능한�환경�조성이라는�국정기조�아래�저영향개발을�적용한�지속가능한�물순환�체계�

구축을�확대하고�있으며�각종�법률과�조례�개정을�통해�도시계획시설의�자연�물순환�회복을�위해�빗물유출을�최소

화하거나�분산형�빗물�관리시설�설치하도록�하고�있다.

서울시는�2014년�1월�9일�기존�「빗물관리에�관한�조례」를�전부�개정하여�「물순환�회복�및�저영향개발�기본조례」

를�제정함으로써�물을�관리하는�부서�뿐�아니라�도시계획,�건축,�도로,�조경�분야�등�다분야가�도시의�물순환�관리

에�참여할�수�있는�공간을�제공하였다.�조례를�통해�2015년�1월부터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등�44개�개발사업에�대해�빗물관리시설을�설치하도록�규정하였다.�이러한�지자체의�물순환�

회복�정책은�관련�산업을�활성화하는�계기가�될�것으로�전망된다.

국외에서는�미국,�독일,�영국,�일본�등�선진국을�중심으로�국토의�자연자원을�보전하고�생물다양성�및�하천의�

건강성을�위해�물순환(water�cycle�city)�시대를�열어가고�있다.�더욱이�기후변화에�적응하기�위한�일환으로�물에�

민감한�도시(water� sensitive� city)를�구현하려는�물관리�정책으로�변모하고�있다.

미국,�독일,�일본�등�물순환�기법과�관련한�선진국에서는�도시지역�내�불투수면�증대로�인한�환경수리학적�변화

를�최소화하기�위해�생태저류지,�침투도랑,�인공습지�등의�적용을�확대해�나가는�것으로�조사되었다.

국외�사례에서도�배제위주의�빗물관리보다는�발생원�인근에서�관리하고�있는�모습을�확인할�수�있다.�또한�큰�

비만을�관리하는�첨두�유출관리에서�작은�비와�큰�비를�고루�관리하는�용량�관리�차원으로�변모하고�있다.�기반시

설을�조성함에�있어서도�자체�조절지를�조성하거나�공원,�학교,�운동장�등을�물관리�시설로�활용하고�있는�점도�

주목할�만하다.�특히�경관�시설은�오목한�형태로�조성하여�빗물을�관리하는�시설로�이용하고�있고�상부와�하부를�

입체적으로�활용하고�있다.�또한�침투와�저류를�통해�모아진�빗물은�에너지�효율성을�고려하여�인접지역에서�다양

한�용도의�대체수자원으로�활용하고�있다.

국내에서는�학교,�체육시설�등�공공시설을�중심으로�빗물관리�및�물순환�시설의�적용이�확대되고�있으며,�광교,�

아산탕정,�에코델타�시티�등�신도시의�기반시설을�조성함에�있어서도�물순환�시설이�도입이�추진되고�있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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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같은�기존도시에도�도로,�보도,�공원,�녹지�등에�물순환�시설을�도입하고�있다.�우리나라도�점차�배제위

주의�빗물관리보다는�발생원�인근에서�관리하고�있는�모습을�확인할�수�있으며,�이를�통하여�국내�또한�국외사례

와�마찬가지로�첨두유출�관리에서�용량�관리�차원으로�물관리�패러다임이�변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1.2�물순환�시설�모니터링�및�효과검증

물순환�시설의�수문�모니터링�및�효과검증

①�옥상저류� � (Blue� Roof)

옥상�저류�시설은�미국�뉴욕시,�독일,�스위스�등에서�많이�적용되고�있고,�관련�제품도�출시되는�가운데�국내에

서는�소방방재청(구)에서�권장하는�유출저감�기법�가운데�하나이다.�우리나라에서는�서울시에�국내�최초로�시범�

적용되었다.�서울시�서소문별관�옥상�모니터링�대상지�측정값�및�수문�모델링�결과�첨두저감�효과가�매우�좋은�

것으로�나타났다.�동일한�첨두유출�저감�효과를�내는�대형저류조와�설치비용을�비교한다면,��대형저류조�설치비의�

17%(완전재방수),�4%(방수수명�연장)정도인�것으로�추산된다.�아울러,�이�비용은�건축주가�옥상�방수를�위해�지

불해야�하는�비용에�속하므로,�경제성이�더욱�높다고�할�것이다.�다만,�이�시설을�특정지역�침수피해�문제�해결에�

집중적으로�적용하는�것과�장기적인�도시개발�과정에서�건축물�조성에�포함시키는�방식으로�점진적으로�적용하는�

것은�대상지의�여건과�비용,�적합성�등을�고려하여�결정하는�것이�필요하다.�

②�저류형�옥상녹화� (Green� Blue� Roof)

옥상녹화�시설이�갖는�증발산�및�첨두유출�지체�기능을�활용해서�도시의�물순환을�건강하게�유지할�수�있다.�

특히,�모니터링�대상지인�광화문�효자배수분구�지역은�2010년�9월�침수피해를�계기로,�도시홍수�저감기능을�모든�

옥외시설에�접목하는�것이�중요해졌다.�따라서,�기존�옥상�녹화�시설에�100mm�의�저류기능을�갖는�옥상녹화를�

대상으로�저류�효과를�측정한�결과와�수문모델링�결과를�살펴보면,�그�효과가�탁월함을�알�수�있었다.�다만,�시공

시에�상부�식재층과�하부�저류부를�연결하는�월류기능�강화가�필요�하였다.�연간�증발산량은�약�10%�증가하는�

것으로�나타났고,�비용�측면에서는�기존�옥상녹화�공법에�비하여�재료비�약� 15%�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기존�옥상녹화를�관장하는�부서와의�협의를�통해,�옥상녹화�조성�시�배수층을�일시/상시�저류공간으로�활용하

는�것이�필요하며,�옥상녹화�기준에�반영�및�확대적용�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③�생태저류형�배수로

도봉구�새동네에�설치된�생태저류형�배수로는�빗물정원과�침투트렌치를�연계한�시설에�배수기능을�부여하고자�

조성된�실험구이다.�단일�모듈로�조성되어서,�배수의�흐름을�나타낼�수는�없지만,�상부�빗물정원으로�유입된�빗물

이�일시�저류�및�침투,�월류의�과정을�거쳐서,�하부�침투트렌치에�집수되고,�집수된�빗물은�다시�지하로�침투�또는�

오리피스로�방류되는�수문�프로세스를�형성한다.�동절기�살포한�염화칼슘�녹은�물이�대상지�녹지대로�유입되지�

않도록�하는�해당�지자체�소관부서의�요청을�받아들여,�유입구에서�초기�빗물은�기존�하수도로�배제되도록�하였

다.�해당�강우강도를�초과하는�물차�실험을�실시하여�그�기작을�확인하였다.�빗물정원�상부를�통해�초기�우수의�

정화�및�후행강우의�월류에�의한�첨두유출�저감�그리고�침투트렌치에�의한�상시저류와�침투�과정을�잘�나타났다.

�④�투수성�포장

투수성�포장재는�현재�가장�많이�반영되고�있는�빗물관리�공법의�하나이다.�모니터링�대상지�도봉구�새동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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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이면도로�그리고�마곡지구�주거단지�등에�설치된�투수성�포장에�대한�효과�검증�모니터링�실시�결과,�식재공

사�시�발생한�토사에�의한�공극막힘,�투수능�상실(도봉구�새동네)이�크게�나타났다.�그리고,�투수성�포장�하부�

기층재에�점토성분�많은�혼합골재가�사용(도봉구�새동네)�되었다.�이런�부분은�추후�시공�및�유지관리�측면에서�

개선되어야�할�부분으로�판단된다.�다만,�투수성�포장�하부�모래층을�통과한�빗물의�경우�수질이�양호(마곡)하여�

단지�내�조경수�등의�관수용을�활용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투수성�포장�또한�부서간�협력/협업이�필요한�시설�

가운데�하나이며,�조경과,�보도환경개선과,�물순환정책과,�도로과�등의�역할�분담과�협업에�대한�부서�간�조정이�

요청된다.�

⑤�침투형�저류조�

종로구�적선�주차장에�설치된�침투형�저류조는�도심�집중강우�발생�시에�일정량의�빗물을�일시�저류�시킨�후�

서서히�침투시키는�방식으로�도시홍수�저감과�물순환�기능을�동시에�수행하는�시범시설이다.�시설�모니터링을�통해�

대형�화물차,�버스에�대한�구조적�안정성�확보에는�아무�문제가�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집중�강우�시�수위가�

최대� 85cm�까지�상승�후�침투된�것으로�조사되었다.�

시간에�따른�침투성능을�잘�보유하고�있으며,�청소활동을�위한�출입이�용이하여,�유지관리에도�좋은�구조를�보

유하고�있다.��다만,�측정된�수위�변화와�육안�확인을�통해,�실제�집수되어야�할�빗물의�약�50%�정도만�집수되는�

것으로�나타났으며,�이는�집수면적에서�발생하는�빗물을�모두�차집하지�못하고�많은�부분�대상지�밖으로�유출된�

것에�기인한다.�집수면과�저류조를�연결하는�시설의�중요성을�더욱�확인�하였다.�이�모니터링을�통해�도심�공영주

차장에서의�확대�보급�위한�시범시설로서의�역할을�기대할�수�있다.�

⑥�침투형�빗물받이

광화문�세종로�빗물받이�옆에�설치된�침투형�빗물받이는�기존�빗물받이로�유입되는�빗물�가운데,�일정�강도�이상

의�비점오염원�함량이�작은�부분을�월류시켜�지하로�침투시키는�빗물관리시설이다.� �모니터링�기간�동안�측정된�

결과값과�모델링을�통해�예측한�바에�의하면,�현행�연계�집수면적과�시설규모�배치로는�목표�강우� 95mm/hr,�

Huff�2분위�분포에서�첨두유출�저감효과�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그러나,�중규모�이상의�강우에서�월류에�의한�

지하�침투량은�상당히�높게�나타났다.�월류턱에�의한�초기우수,�비점오염�배제�기능은�일본�사례와�마찬가지로�

유사하게�나타났고,�도심�교통량이�많은�도로에서�특정한�여과망�외에�다른�필터를�거치지�않고,�지하로�유입시킬�

경우,�발생할�수�있는�지하수�오염�등의�문제점을�경감할�수�있는�방안이다.�

모니터링�대상지의�침투받이�상부�서울시�문양을�통해�빗물�직접�유입되어,�의도한�것보다�훨씬�더�많은�빗물이�

도로에서�침투받이로�직접�유입되었으며,�이�문양은�추후�사용하지�않는�것이�초기�비점오염원의�유입�차단에�필요

할�것이다.�

침투받이�주변에�나타나�있는�도로포장�균열,�함몰이�침투받이�설치에�따른�것이라고�말할�수�있는�직접적인�

근거를�찾지는�못했으며,�침투받이가�설치되지�않은�다른�지점에서�광범위하게�발생하고�있었다.�그런,�차량�하중

에�의한�빗물받이�고정틀�하부�포장재가�돌출하고,�유실되는�등의�구조�안전성�문제(세종대로�설치시설�하자발생)

가�발견되어�추가�조치를�취하였다.�중대형�버스의�통행이�잦는�버스정류장�인근에는�이러한�침투형�빗물받이�시설

의�설치는�앞으로�지양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⑦�침투형�배수로

종로구�매동초등학교�운동장�둘레에�설치된�침투형�배수로는�기존�배수로�하부에�쇄석�침투트렌치를�설치하고,�



물순환 효과분석 및 인프라구축기술 개발연구 용역

330

배수로�상부�중앙의�여과필터와�유입부를�통해�저류시킨�수�서서히�침투되는�방식의�빗물관리�시설이다.�설치�초기�

및�청소�후�첨두유출�저감�및�물순환�효과�매우�좋았으나,�시간이�경과하면서,�운동장에서�침식되어�온�마사토,�

낙엽�등으로�인해�막힘�현상이�발생하였다.�특히,�장마기�이후�토사에�의한�유입부�막힘현상�심화되어,�필터�상부

로�지나가는�빗물이�있음에도�불구하고,�막힌�필터층으로�인하여,�유입되지�못하고�그대로�유출되는�것이�지하침투

트렌치�수위-배수구�유량�관련�측정된�값에�의해�확인�되었다.�

운동장�발생�빗물에�대한�침투시설을�계획함에�있어서는�토사�방지에�대한�충분한�고려를�바탕으로�설치�위치와�

필터,�유입구의�구조를�결정해야�할�것으로�사료된다.

⑧�침투트렌치

도봉구�새동네�중앙공원�주변�도로를�따라�설치된�침투트렌치는�빗물받이로�유입된�빗물이�자갈쇄석�유공관을�

구성된�트렌치에서�일시�저류�후�침투�그리고�일정량�이상은�월류하여�배출되는�구조로�설치되어�있다.�설치된�대상

지의�토양이�점토함량이�높은�토성으로�구성되어�있어서,�침투효율은�높지�않았다.�특히�빗물받이에서�침투트렌치

로�연결된�파이프의�높이가�하수도로�향한�연결관과�동일하게�되어�있어서,�실제�빗물은�대부분�관경이�크고�넓은�

하수도�연결관으로�배출되어�실제�침투시설로�유입된�빗물은�많지�않았다.�

또한�빗물과�함께�많은�담배꽁초와�이물질들이�빗물받이로�흘러들어서�막힘을�유발할�가능성이�높았으며,�빗물

받이�상부에�쓰레기�방지용�철망을�씌우는�등의�조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⑨�투수성포장-트렌치�연계시설

도봉구�새동네�도봉산�등산로�방향�이면도로에�설치된�투수성포장-트렌치�연계�시스템은�지하층�누수�피해를�

걱정하는�주민들의�요청사항과�차량�하중에�대한�투수포장�안정성을�우려하는�시공사의�우려를�반영하여,�투수성�

포장�하부에�콘크리트를�타설하고,�그�대신�도로�중심부에�침투트렌치를�시공하였다.�이를�통해서,�투수성�포장으

로�유입된�빗물은�도로�중심부로�모여서�지하로�침투되고,�투수성�포장은�콘크리트�상부에�존재하여�안정성을�더�

보장받았다.�하부에�콘크리트를�타설하여�투수성�포장의�내구성�증가시킨�후�중심부에�침투트렌치�설치한�것은�

부서간�협력/협업�성공사례에�해당하고,�도로�중심부에�침투트렌치�설치하여�도로�양쪽�건물들의�누수�피해�예방

한�것은�주민-서울시�협치의�작은�성공사례라�할�수�있다.�물순환을�통한�도시�건강성�회복의�과정�속에�홍보나�

교육,�시공�경험이�많지�않은�현�시점에서,�다양한�의견과�걱정을�모두�반영하면서�큰�방향성을�따라�정책이�진행된

다면�궁극적으로�성공적인�물순환�도시로의�이행이�앞당겨�질�수�있을�것이다.�

모니터링�기기�수량이�한정되어�있어�타�지점의�기기를�제한된�기간�동안�설치하여�측정한�결과,�강우�시�투수포

장�침투된�빗물이�트렌치에�집수되어�수위�형성�후�유출된�양의�측정과�효과를�확인할�수�있었다.� �

물순환�시설의�수질�모니터링

물순환�시설의�효과검증을�위하여�서울시에�설치된�침투형�빗물받이,�생태저류형�배수로�및�투수성포장�시설에�

대하여�모니터링을�수행하였으며�물순환�및�비점오염물질�저감�효과를�평가하였다.�물순환�시설의�모니터링은�

2015년�동안�각�6회�수행하였으며,�모니터링�결과�모든�시설에서�강우초기에�고농도로�유출되는�초기�강우�현상을�

나타냈다.�단위면적�및�단위강우량당�평균�강우유출�저감량을�산정한�결과�투수성�포장에서�17,037�cm3/m2·mm

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생태저류형�배수로�2,915�cm3/m2·mm,�침투형�빗물받이�29.11�cm3/m2·mm�크기순



06. 결론 및 제언

331

으로�조사되었다.�단위�용적�및�단위강우량당�평균�강우유출�저감량의�경우�단위�면적�및�단위강우량당�강우유출�

저감량과�같이�투수성�포장(0.0581�m3/m3·mm)에서�가장�높은�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침투형�빗물받

이는� 0.034�m3/m3·mm�로,�생태저류형�배수로는� 0.0217�m3/m3·mm으로�나타났다.�

물순환�시설의�비점오염원�저감량을�산정하기�위하여�TSS,�COD,�TN,�TP�및�중금속(Cr,�Fe,�Cu,�Zn,�Cd,�Pb)

을�분석하였으며,�분석�결과를�이용하여�단위�면적�및�단위강우량당�비점오염원�저감량과�단위�용적�및�단위강우량

당�비점오염원�저감량을�산정하였다.�분석�결과�Pb을�제외한�모든�오염물질의�저감량은�생태저류형�배수로에서�

높게�나타났는데�이는,�다른�물순환�시설에�비하여�식생이�식재되어�식생의�오염물질�흡착기작과�여재의�여과�기작�

등의�영향을�받은�것으로�평가된다.�

1.3�믈순환시설의�편익비용�분석

물순환�시설의�편익은�환경적·경제적·사회적�편익을�다각적으로�정량화�할�수�있는�프레임워크를�활용하여,�물,�

에너지,�대기질�개선,�기후변화�대응�등�다양한�편익�카테고리에�대해�물순환�시설이�갖는�누적�편익을�평가하였다.�

평가�절차는�1단계로�편익분석�항목의�정량화를�하였고,�2단계로�정량화된�편익항목의�가치산정단계로�연결된다.

물순환�시설별�편익분석을�위하여�옥상저류�시설(블루루프)의�경우�옥상하부에�녹지�및�저류시설�등의�연계시설

을�활용하는�것으로�가정하였으며,�투수성�포장은�도봉구�새동네의�투수성�포장면적�(1,350�㎡)을�대상으로�하였

다.�또,�저류형�옥상녹화�시설은�식생지�조성에�따른�대기질�개선�및�탄소�저감�효과에�대한�직접�편익을�산정하였

으며,�침투형�저류조�시설의�경우�적용�대상지의�집수�면적�전체를�대상으로�빗물�저감량을�산정하여�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편익�산정�결과,�단위�면적당�연간�편익�효과는�저류형�옥상�녹화�시설(3,292원/㎡),�옥상�저류�시설(3,096원/

㎡),�투수성�포장�시설(1,202원/㎡)�및�침투형�저류�시설(1,119원/㎡)�순으로�나타났다.�그러나�옥상�저류�시설은�

저류형�옥상�녹화�시설에�비해�구조가�단순하고�초기�설치비용이�더�저렴하므로�비용편익�측면에서�더�유리하다고�

할�수�있다.�따라서�저영향개발�시설의�선정�및�설계는�설치대상�시설�및�주변�환경의�특성을�고려하여�결정되어야�

한다.�

옥상�저류�시설의�경제적�편익은�2,377원/년·㎡,�환경적�편익�35원/년·㎡,�사회적�편익�685원/년·㎡으로�산정되었

으며,�저류형�옥상�녹화�시설의�경제적�편익은�2,461원/년·㎡,�환경적�편익�51원/년·㎡,�사회적�편익�779원/년·㎡으

로�산정되었다.�이는�저류형�옥상�녹화�시설의�식생에�의한�직접적인�탄소�저감�및�대기질�개선�효과에�의한�것이

다.�

한편�침투형�저류�시설의�경제적�편익은�1,011원/년·㎡,�환경적�편익�3원/년·㎡,�사회적�편익�105원/년·㎡으로�

산정되었으며,�투수성�포장�시설의�경제적�편익은�1,086원/년·㎡,�환경적�편익�3원/년·㎡,�사회적�편익�112원/년·㎡

으로�산정되었다.�여기서�매립�및�포장형�시설의�환경�및�사회적�편익이�옥상형�시설에�비해�적은�것은�직접적인�

에너지�저감,�탄소�저감�및�대기질�개선�효과가�없기�때문이다.�

또한�물순환�편익�프레임워크를�통해�서울시�저영향개발�사전협의제�운영�성과에�대한�편익�분석을�수행하였다.�

저영향개발�사전협의에�시행에�따라�2014년�1월부터�2015년�6월까지�설치된�557건의�물순환�시설에�대한�편익을�

산정한�결과,� 적용�비중이�가장�큰�투수성�포장에서� 872,341천원,�침투트렌치,� 옥상녹화,� 저류형�시설은�각각�

19,644천원,�754,709천원,�350,011천원으로�산정되었다.�물순환�시설의�편익�분석�결과�현�단계에서의�편익은�비용

대비�낮은�수준이지만�서울시는�2025년까지�불투수성�보도를�투수성�보도로�전면�전환하는�것을�계획하고�있어�

투수�면적�증가에�따른�연평균�발생�편익�및�단위면적당�발생�편익이�점차적으로�증가될�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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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에서�제시한�개별�저영향개발�시설의�편익�분석�방안을�기반으로,�다양한�저영향개발�시설�연계�시스템에�

적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더불어�이를�통해�단지�규모의�물순환�연계�체계에�대한�편익�분석�방안을�통해�

사회적�편익�효과(도시�열섬�효과�저감�및�홍수�재해�예방�등)를�상세하게�정량화�및�가치화�할�수�있는�연구가�

추가적으로�필요�할�것으로�보인다.

1.4�물순환�시설�계획·설계�및�시공·유지관리�가이드라인

물순환과�관련하여�환경부,�국토해양부,�국민안전처(소방방재청)등�정부차원에서�이수목적,�치수목적,�비점오염

관리�목적�등�개별적인�목적으로�사업이�추진되고�있으며�각�부처에서�관련한�지침�및�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

다.

기존에�제시된�지침�및�가이드라인은�물순환�요소기술의�내용,�설계,�시공,�유지관리에�관한�내용을�기본으로�

각�부처�관리�목적에�적합한�기술을�수록하고�있다.�그러나�실제�적용을�통한�효과나�고려사항에�대한�부분은�

상대적으로�부족한�상황이다.

본�가이드라인은�저영향개발�사전협의제를�통하여�확대되는�물순환�시설의�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있어서�

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것에�목적을�두고�있다.

또한�기존�가이드라인에�없는�옥상저류시설(블루루프),�저류형옥상녹화(그린블루루프)�기술을�추가�적용하였으

며,�대상�시설의�모니터링과�효과분석�결과를�반영한�현장�특성을�고려한�설계·시공·유지관리�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기존의�가이드라인과�차별성을�가지고�있다.�덧붙여�물순환�시설의�가치�평가�기법을�제공하여�시설의�설치

계획을�수립할�때�설계�프로세스에�포함될�수�있도록�제안하였다.

물순환�시설�계획·설계�및�시공·유지관리�가이드라인은�시민,�사업주체,�유지관리자를�위한�기술활용�가이드라인

과�설계/시공자를�위한�개별시설�가이드라인으로�구분하여�작성하였다.

기술활용�가이드라인은�물순환�시설의�이해를�돕도록�가시화�하는데�주안을�두었으며�기술의�적용처,�기능,�기

술효과를�요약�정리하였다.�구성내용은�물순환�시설의�주요기능,�규모산정,�설계고려사항,�시공순서,�주의사항을�

포함한다.

개별시설�가이드라인은�물순환�시설의�설계,�시공,�유지관리에�대한�세부�내용과�사례를�제공하는데�목적이�있

다.�설계�고려사항(적용처,�부지상태�등),�결정사항(설계�규모),�설계(설계특기사항,�유지관리),�적용효과,�참조�도

면�및�설치�사진�정보�등�다양한�세부사항을�수록하였다.

또한�별권의�물순환�그린인프라�가이드라인을�제공함으로써�물순환�시설을�적용하고자�하는�지자체나�사업주체

가�물순환�관리의�기본방향,�국내외�현황,�시설의�설계·시공·유지관리의�전반적인�사항을�참고할�수�있도록�하였다.

2 제언

본�연구에서�물순환�시설의�효과를�검증하고�확대�보급을�위한�모의�결과를�도출하였으나�최근�지속된�가뭄

(2014년,�2015년)�현상으로�인하여�도시홍수를�유발하는�서울의�강우특성을�대표하는�연구결과를�단기간에�도출�

하는데�어려움�있어서�장기간�다년도�모니터링이�불가피하다고�판단된다.

모니터링�대상�시설은,�연구를�위해�통제된�공간에�설치된�시설이�아니라,�실제�사용을�위해�일반인�접근�가능한�

오픈�스페이스에�설치되어�있어서,�실험�조건을�균일하게하기�위한�임의의�조치를�취할�수�없는�여건에서�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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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행되었다.�이로�인하여,�계측기�오류와�손괴,�모니터링�대상�시설의�부분적�기능�이상�및�파손�등이�병행해서�

나타남에�따라,�해당�모니터링�시설의�기능에�대한�분석�결과를�일반화�하는�데에는�상당한�논리적�비약이�있다.�

아울러,�설치�효과에�대한�시설의�기능�설명을�위해�다양한�시설�구조를�동일한�조건하에서�시행하지�못하는�점도�

있었다.�그러나,�현장�모니터링이�갖는�장점은�실제�사용상의�유지관리�측면에서의�효과�분석이�가능하다는�점이었

다.�침투시설의�막힘�현상�발생�여부와�발생�시의�침투량과�막힘�원인,�시공상의�하자발생�여부와�하자�방지를�

위한�대안�제시�등이�가능하였다.

물순환�시설이�보다�확대되기�위해서는�시설의�적용�효과�평가와�더불어�부가가치�평가�및�경제적�타당성�검토�

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본�연구에서는�외국의�편익�원단위를�상당부분�활용하여�산정하였으나�국내�상황을�반영

한�개별�물순환�시설별�편익분석�체계가�마련되어야�하며�단지�및�지구�단위�규모의�편익�분석�및�시너지�효과�

평가가�필요하다.�또한�도시�규모의�열섬현상�및�재해�방지에�대한�편익�평가에�대한�연구도�추가연구가�필요하다.

물�순환�시설의�가이드라인은�신규/재개발�사업�뿐�아니라�개선(Retrofit)�사업에�물순환�그린인프라�기술을�

적용하는데�요구도가�크다.�특히�개선(Retrofit)�사업의�경우는�신규�사업과�달리�물순환�시설의�배치와�설계에�

있어�기존�인프라와의�관계,�물�흐름의�개선�유·무,�구조적�안전성�등�고려할�사항이�더�많아�질�수�있다.

또한�기존에�설치된�물순환�시설의�효율적�유지관리�방안�및�평가�시스템이�필요하며,�그동안�빗물을�적극적으로�

관리하지�않던�건축물,�도로,�보도,�공원·녹지�등의�도시계획�시설에�다목적·다기능의�물순환�시설을�효과적으로�

보급하기�위해�다분야�협력(도로·공원·도시계획·건축�등)�방안�및�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통합매뉴얼�개발이�필요

하다.

물순환�그린�인프라는�기존�도시를�지속가능하게�하는�것으로�다양한�측면의�고려와�노력이�필요하며,�물순환�

기법의�적용과�확대는�이러한�고려와�노력을�실제적으로�실현시켜줄�수�있음을�본�연구에서�살펴볼�수�있었다.�

불투수면적률이�높은�서울시와�같은�도심지가�지속가능한�물순환�그린인프라로�변화될�수�있도록�본�연구결과가�

유용하게�활용되기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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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후변화 적응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요성

그림�1.1�지속가능한�개발�목표�(출처� :�http://www.wri.org)

전�세계는�현재�기후변화로�인해�식량,�가뭄,�홍수,�물�등에�대해�심각한�위기를�맞고�있다.�이에�지난�2015년�

9월�25일,�UN�개발정상회의에서�지속가능한�개발�목표(Sustainable�Development�Goals)로�5P(사람-People,�

지구-Planet,�번영-Prosperity,�평화-Peace,�파트너십-Partnership)와�17개�목표를�채택하였다.�17개�목표에는�

빈곤,�평화,�성�평등�등의�사회적�문제에서부터�깨끗한�물과�위생,�지속가능�도시,�기후변화�대응에�까지�지속가능

한�발전을�위한�모든�사항이�포함되어�있다.�SDGs는�경제성장과�기후변화�등을�고려하여�경제,�환경,�사회�모든�

분야에서�선진국과�개발도상국�모두의�협력이�필요하다는�것을�강조하고�있다.�

또한�제�21차�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를�통해�190개국이�넘는�나라가�온실가스�감축�계획을�선

정하고�신기후�체제에�대한�대책�마련을�위해�힘쓰고�있다.�세계는�현재�온실가스�저감�및�기후변화�대응에�대해�

집중하고�있고,�이는�지속가능한�개발을�위해�필수적이다.

우리나라�또한�기후변화�적응을�위한�국정과제를�선정하였으며�지속가능한�물순환�체계�구축�일환으로�저영향

개발�적용을�제시하였다.�이에�관련된�법·제도�개정과�지자체의�물관리에�관한�조례들이�만들어지고�있다.�저영향

개발을�통하여�물순환�체계를�회복하고�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는�노력과�실천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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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저영향개발

�저영향개발은�개발이전의�수문학적�특성을�유지하거나�회복시키기�위해�강우유출수를�최대한�발생지역에서�관

리하는�개념이다.�지속가능한�도시�및�산업�개발의�패러다임이�확산되면서�국내외�적으로�물순환의�건전성�회복을�

위한�저양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기술이�중요시되고�있다.�

 * LID (Low Impact Developement, 저영향개발) 

• 일반적 개념: 저영향개발은 개발이전의 수문학적 특성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키기 위한 강우
유출수를 최대한 발생지역에서 관리하는 토지개발 방식 개념 (Low impact development is 
a stormwater management and land development strategy applied at the parcel and 
subdivision scale that emphasizes conservation and use of on site natural features 
integrated with engineered, small-scale hydrologic controls to more closely mimic 
pre-development hydrologic functions - Reference: Low impact development, puget 
sound action team, 2005)

• 국토해양부: 홍수 및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우수의 침투, 저류, 물순환 체계를 고려한 토지
이용 계획기법 (친수구역 조성지침, 2011. 11)

■�LID�적용�목적과�원칙

�성공적으로�저영향개발�기술을�적용하기�위해서는�기본원칙이�필요하다.�이러한�원칙을�따라�기술을�적용할�

경우�그�효과를�최대한으로�이끌어낼�수�있으며�저영향개발�기술관련�설계�메뉴얼의�내용을�바탕으로�다음과�같이�

정리하였다(SEMCOC,� 2008;� UACDC,� 2010;NAHB� Research� Center,� 2003).� � � �

� �가.�계획단계에�적용:�

� � � � �빗물�유출의�영향을�최소화하고�저영향개발의�이점을�최적화하기�위해서는�저영향개발�기법을�적용한�통

합적�빗물관리가�계획단계에서�적용되어야�한다.

� �나.�유출의�최소화:�

� � � � �저영향개발의�1차�목적은�개발과정에서�비구조적인�시스템을�통합하여�빗물�유출을�최소화하는�것임.�여

기에는�자연�특성의�보존,�클러스터�개발,�및�불투수면의�최소화�등이�포함될�수�있다.�대상지의�설계전략으

로�유출방지를�최대화시키면,�세부적인�설계는�다양한�요소기술의�적용을�통해�이루어질�수�있다.� � �

� �다.�분산형�빗물�관리:�

� � � � �빗물의�저장�및�침투와�같은�빗물관리시스템은�대상지역에�골고루�분산되었을�때�자연적인�유출패턴을�

가장�유사하므로�분산형�빗물관리시스템의�구축이�중요하다.�또한,�효과적으로�빗물을�관리하기�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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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기법의�세부�기술요소를�전략적으로�배치하는�것도�중요하다.�

� �라.�빗물의�발생원�관리:�

� � � � �빗물은�발생지점에서�저류·침투시킴으로서�하류에�유출수의�집중을�방지하고,�배수로를�통해�비점오염물

질의�이동을�감소시킬�수�있어�유량�및�수질관리를�동시에�할�수�있다.�

� �마.�빗물은�하수가�아닌�수자원:�

� � � � �포괄적인�설계�과정의�한�부분으로서�저영향개발을�적용시킬�경우,�빗물은�가능한�빨리�배제되어야�하는�

대상이었던�기존의�개념이�아닌�지하수�충전,�하천유지용수,�호소나�습지�생태계�보존,�물공급,�및�쾌적성�

등을�제공하는�소중한�자원이라는�인식으로�전환될�수�있다.� �

� �바.�자연�물순환의�모방:�

� � � � �저영향개발�기법을�이용한�빗물관리는�대상지역의�자연적인�배수과정과�기능을�그대로�모방하고,�침투나�

저장과�같은�수문�과정을�조정하여�목표수질과�수량�확보�및�자연�환경�보호�등을�실현할�수�있다.�

� �사.�저영향개발�기법은�신개발�뿐�아니라�재개발지에도�적용:�

� � � � �저영향개발�기법은�신개발�지역�뿐�아니라�재개발에도�적용할�수�있다.�실제로�저영향개발은�기존에�저영

향개발�기법을�고려하지�않았던�합류식�하수관망�지역,�재개발�지역�등�현지에�적용할�수�있으며,�저영향개

발�기법의�광범위한�적용은�수자원�보호�및�복원의�가능성을�향상시킬�수�있다. �

그림�1.2�기존�및�LID�물관리�방식의�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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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물순환 관리의 기본 방향

�가.�식생과�토양의�보전․재생
� � � �식생과�토양의�보전·재생을�위해서는�자연지형�및�원래의�토양에�가능한�식생을�최대한�보전하고�수문학적

으로�배수가�좋은�토양을�보존해야한다.�또한,�토양의�압밀�및�교란을�최소화하고�자연배수�기능과�지세를�

유지하며�지표유출�지연�및�강우의�지하�침투,�지하수�함양�유도해야�한다.

�나.�불투수면을�최소로�하는�부지의�설계

� � � �불투수면을�최소로�하는�부지의�설계를�위해서는�관련�당사자들의�협업을�통한�공통의�가치�및�합의�도출

이�필요하며,�지붕,�도로,�주차장�등의�불투수성�지표면을�최소화하고�불투수면의�단절을�유도해야�한다.

�다.�강우발생�부근에서�관리

� � � �강우�발생�부근에서�관리를�위해서는�분산형�빗물관리로�접근해야�하며,�친환경�경관�조성을�위해�빗물�

관리�기능을�부지�설계안으로�통합하되�다양한�시설�활용으로�시스템의�신뢰도�향상�및�실패가능성을�감소

시켜야�한다.�

�라.�적극적인�순환형�물관리

� � � �다양한�목적을�갖고�빗물을�관리하는�것으로써�물순환의�회복을�통해�도시에서�필요로�하는�다양한�용수

를�확보하고�빗물�저류�침투에�의한�치수�안전도�향상,�증발산�증진에�의한�도시�열환경�및�생태환경의�개선,�

물이송의�최소화�및�사용용도별�수질에�맞는�물�생산�및�공급,�그리고�물의�위치에너지와�열에너지를�활용하

여�에너지를�생산함으로써�도시�에너지�자립률�향상에�기여할�수�있다.�

�마.�저지대�보호

� � � �저지대로�빗물이�한꺼번에�유입되지�않도록�상류지역에서�적극적으로�빗물을�관리하고,�지면의�경사를�완만

히�하고,�유출경로를�분산시켜�저지대�침수를�예방할�수�있다.�

�바.�유지관리�및�교육

� � � �모든�관계자들의�이해를�도모하고�관련�전문가를�육성함으로서�토지소유주의�시설�소요�비용에�대한�지불

의사를�유도하고�명확한�가이드라인을�가진�장기적인�유지�및�운영�계획을�마련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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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물순환 관리 기술의 환경적 가치

�주요�LID�요소기술들의�환경적�가치를�WERF�(2006)�자료를�참고하여�아래�표�1.1에�나타내었으며,�LID�요소

기술의�수문학적�기능�및�환경개선�효과를�표� 1.2에�정리하였다.

표� 1.1� LID�시설의�환경적�가치

주요 요소 기술
유출수 

수질 개선

수자원 
보호(지하수 함양, 

재사용)

도시 열섬
저감

에너지 
사용 저감

미세 먼지 
저감

생태 환경

빗물정원 (Bioretention) ✔ ✔ ✔ ✔ ✔

투수성포장 (Permeable pavement) ✔ ✔

저장, 재이용 (Capture/reuse) ✔ ✔

옥상녹화 (Vegetated roofs) ✔ ✔ ✔ ✔ ✔

토양 개선 (Soil amendments) ✔ ✔ ✔

홈통 분리 (Downspout disconnection) ✔

여과대 (Filter strips) ✔ ✔ ✔

식생수로 (Vegetated swales) ✔ ✔ ✔ ✔

침투저류지 (Infiltration(retention) basins) ✔ ✔

침투도랑 (Infiltration trenches) ✔ ✔

건식 연못 (Dry wells) ✔ ✔

건식연못 (Dry ponds(Detention Basins)) ✔

인공습지 (Constructed wetlands) ✔ ✔ ✔ ✔

습식 연못 (Wet ponds) ✔ ✔

여과지 (Filter basins) ✔

개별 시설 (Proprietary devices) ✔

Water� Environment� Research� Foundation� (WERF).� 2006.� Decentralized� Stormwater� Controls� for�

Urban� Runoff� and� Combined� Sewer� Overflow� Reduction.� Report� Number:� 03SW3.� Alexandria,� VA:�

Water� Environment� Research�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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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LID�요소기술의�수문학적�기능�및�환경개선�효과

기술
분류

세부요소기술명 유출 저감 침투 증진
도시

열섬저감
생태환경조성

식생
여과
기술
(A)

식생여과대 ≥80% ≥80% ≥80% 40∼80%

빗물정원 40∼80% ≥80% ≥80% ≥80%

식생수로 40∼80% 40∼80% ≥80% 40∼80%

수변완충대 40∼80% 40∼80% ≥80% 40∼80%

연석 식생지 40∼80% ≥80% ≥80% ≥80%

옥상녹화 40∼80% ≤40% ≥80% ≥80%

통로화단 40∼80% 40∼80% 40∼80% 40∼80%

수목여과박스 ≤40% 40∼80% 40∼80% 40∼80%

벽면녹화

침투
기술
(B)

투수성포장 ≥80% ≥80% ≥80% ≤40%

침투저류지 ≥80% ≥80% ≥80% 40∼80%

유공관 ≥80% ≥80% ≤40% ≤40%

침투측구 ≥80% ≥80% 40∼80% ≤40%

침투도랑 40∼80% 40∼80% 40∼80% ≤40%

침투통 40∼80% ≥80% 40∼80% ≤40%

침투화분 40∼80% 40∼80% 40∼80% 40∼80%

보수성포장 40∼80% 40∼80% ≥80% ≤40%

저류
기술
(C)

빗물연못 40∼80% 40∼80% ≥80% ≥80%

인공습지 40∼80% 40∼80% ≥80% ≥80%

유수지 ≤40% ≤40% 40∼80% ≤40%

지하저류조 ≤40% ≤40% ≤40% ≤40%

빗물
이용
기술
(D)

빗물이용시설 ≤40% 40∼80% ≤40% ≤40%

다중수원 물공급 시스템 ≤40% 40∼80% ≤40% ≤40%

유량
조절
기술
(E)

유량분배장치

대구경유수관거

일시저수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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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물순환 관리 기술 적용의 고려사항

�가.�부지설계의�기초자료로서�수문특성�활용

�나.�집중화된�빌딩�디자인의�장점을�최대한�이용

�다.� 이동� 최소화� 및� 각� 구역� 내의� 생활권� 형성을� 위해� 주거,� 상업,� 공공,� 녹지가� 어우러지는� compact�

zone�구성

�라.�나지,�농지,�자연적�아름다움�및�중요한�환경지역의�보호�및�조경에�수문학적�기능�부여

�마.�기존�커뮤니티의�직접적�개발과�강화

�바.�예측�가능�하고,�공정하고�비용효율적인�개발결정�과정�제시

�사.�개발결정에�있어서�커뮤니티와�이해관계자들과의�협력�증대

�아.� LID�요소기술의�연계�활용을�통한�시너지�확대

그림�1.3�LID�요소기술의�연계�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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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물순환 그린인프라 가이드라인

본�가이드라인은�서울시를�대상으로�건전한�물순환�도시�조성을�위하여�도시계획/관리자,�건축설계자,�조경설계

자�등이� LID�기법을�적용할�때�필요한�기본�정보를�제공하고자�한다.

가이드라인�대상시설은�서울시�물순환/빗물관리�기본계획�및�물순환�조례�등을�바탕으로�유형별�모니터링�대상

과�목표�설정을�통해�선정되었으며,�공공,�교육,�교통기반,�민간,�공원녹지�분야에�해당되는�물순환�기술들이�대상

이�되었다.

� � � �표�2.1�분야별�물순환�요소�기술

물순환 요소 기술

공공분야 옥상 저류 시설

교육분야
저류형 옥상녹화 시설

침투형 배수로

교통기반분야
침투형 빗물받이
저류/침투 시설

민간분야
투수성 포장

침투형 트렌치

공원·녹지분야 생태저류형 배수로

그림�2.1�물순환�그린인프라�가이드라인의�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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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물순환 그린인프라 가이드라인의 구성

가.�적용�사업�고려

� �물순환�그린인프라�가이드라인은�신규/재개발�사업이나�개선(Retrofit)�사업에�물순환�그린인프라�기술을�적

용하는데�활용된다.�특히�대상�시설로�선정된�물순환�시설은�도시화로�인하여�불투수면적률이�높은�서울시와�

같은�도심지의�재개발사업이나�개선�사업에�활용도가�크다고�할�수�있다.

그림�2.2�물순환�그린인프라�가이드라인의�적용처

나.�사용�대상�고려

�◦�시민,�사업주체,�유지관리자를�위한�기술의�가시화�및�정량화

�◦�설계/시공자를�위한�세부설계고려사항�및�사례�제공

� � �표�2.2�물순환�그린인프라�가이드라인의�요구도

물순환 그린인프라 가이드라인의 요구도

시공자

적정 시공을 위한 정보 제공
위험과 책임의 최소화
기술요소 축소/실패의 결과 예측 및 대응
하자보수 요구를 위한 정보 수집

설계자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 및 시공의 기대(모든 당사자 사이)에 대한 이해 도모
미래의 LID 프로젝트에 대한 통찰력 향상
기술요소 축소/실패의 결과 예측 및 대응

토지소유자
(지자체)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 및 시공의 기대(모든 당사자 사이)에 대한 이해 도모
미래의 LID 프로젝트에 대한 통찰력 향상 
보증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문제점 발견
LID 비용편익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설계 목표를 충족하는지 확인
유지 보수가 필요한 시기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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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분야별�물순환�그린인프라�가이드라인

�◦�저영향�개발�사전협의제�적용을�위한�LID�기술의�공간�유형에�따른�분류

�◦�기술의�적용처,�기능,�기술효과�요약

�◦�공간�유형별�분류

� � � � � � -�공공�및�교육시설�분야

� � � � � � -�교통� ·�기반�분야

� � � � � � -�공원� ·�녹지�분야

� � � � � � -�민간�건축분야� (공동주택�등)

그림�2.3�가이드라인의�구성�및�분류

라.�물순환�그린인프라의�개별시설�가이드라인

�◦�본�과업범위의�대상시설에�대한�가이드라인�제공

� � � � � � (옥상�저류시설,�저류형�옥상녹화,�침투형�빗물받이,�침투형�저류조,�생태저류형�배수로,�침투형�배수로,�

투수성�포장)

�◦�설계/시공자를�위한�설계,�시공,�유지관리�가이드�및�사례�제공

� � � � � � -�설계�고려사항� (적용처,�부지�상태�등)� � � � �

� � � � � � -�결정사항� (설계�자료,�시공비�등)

� � � � � � -�설계� (설계특기사항,�유지관리�등)� � � � � � � � �

� � � � � � -�적용�효과�

� � � � � � -�참조�도면�및�설치�사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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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물순환 관련 가이드라인의 비교

가.�국내�물순환�관련�가이드라인

� �환경부,�국토해양부,�국민안전처(소방방재청)등�정부차원에서�이수목적,�치수목적,�비점오염관리�목적�등�개별

적인�목적으로�사업이�추진되고�있으며�관련한�지침�및�가이드라인을�제시하였다.�표�2.2는�국내�정부차원에서�

제시하고�있는�물순환�관련�지침�및�가이드라인�내용을�비교�정리한�것이다.

표� 2.3�국내�물순환�관련�가이드라인�정리

부처 국민안전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명칭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2010)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2012)

환경영향평가시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 
매뉴얼(2013)

저영향개발(LID)기
술요소 

가이드라인(2013)

비점오염저감시
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매뉴얼(2014)

기술
요소

•저류-쇄석공극저류, 
운동장저류, 공원저류, 
주차장저류, 단지내 저류 
등
•침투-침투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투수성포장
•기타-물데시스템, 
지붕녹화 등

•침투-침투통, 침투관,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침투화분, 침투도랑, 
침투저류지
•여과-빗물정원,통로화분, 
수복여과박스,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저류-저류지, 인공습지

•저류형시설, 
인공습지, 
침투형시설, 
식생형시설

•식생체류지, 
옥상녹화,나무여과
상자, 
식물재배화분,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침투도랑, 침투통, 
투수성포장, 
빗물통

•자연형시설-저류
시설,인공습지, 
침투시설,식생형
시설
•LID시설-식생체
류지,나무여과상
자, 식물재배화분

규모
산정

기준침투량, 
설계침투량, CN 

이용시설- 법정 
규모산정

침투시설- 기준침투량, 
설계침투량, 

수질처리용량

-
수질처리용량에 

근거
수질처리용량에 

근거

설계 
및 

시공

설계요구사항, 시공 및 
시공유의사항, 

설치 기준
설치 가능지역, 
설치 고려사항, 

설치사례

설계, 시공 
고려사항

법적 설치기준 
및 관리운영기준
설계 체크리스트

운영 
및  

유지
관리

유지관리 사항, 점검표 관리 운영기준
법적 설치기준 

및 관리운영기준
유지관리 사항

법적 설치기준 
및 관리운영기준

운영 관리 
체크리스트

기술
효율

-
비점오염삭감부하량 

산정방법 수록
-

유출저감률(%)
오염부하삭감률(%)

비점오염저감시
설의 삭감효과 
평가방법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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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존�가이드라인과의�차별점

� �기존�지침�및�가이드라인은�물순환�요소기술의�내용,�설계,�시공,�유지관리에�관한�내용을�기본으로�각�부처�

관리�목적에�적합한�기술을�수록하고�있다.�그러나�실제�적용을�통한�효과나�고려사항에�대한�부분은�상대적

으로�부족한�상황이다.

� �본�가이드라인은�저영향개발�사전협의제를�통하여�확대되는�물순환�시설의�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있어

서�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것에�목적을�두고�있다.�또한�실제�적용된�요소기술의�모니터링�및�효과검증을�통

한�결과를�반영함으로써�보다�현장�반영에�적합한�가이드라인이�될�것으로�판단된다.

�◦�기존�국내�가이드라인에�없는�옥상�저류시설(블루루프),�저류형�옥상녹화시설(그린블루루프)�기술�추가

�◦�모니터링�및�모의를�통한�기술효율과�주의사항�제시

�◦�서울시�저영향개발�사전협의제도에�활용하는�방안�마련(적용�분야별�가이드라인)

�◦�물순환�가치�평가�기법�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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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국내·외 물순환 정책 및 

적용사례 

Chapt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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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내 물순환 그린인프라 정책 및 적용사례

국내에서는�쾌적하고�지속가능한�환경�조성이라는�국정기조�아래�저영향개발을�적용한�지속가능한�물순환�체계�

구축을�확대하고�있다.�이에�따라�녹색건축물,�도시공원과�녹지는�물론�도시계획시설�전반에�걸쳐�물을�관리하는�

기능을�강화하고�있다.�국토교통부는�2013년�「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의�개정을�

통해�제8조의�3항(자연상태의�물순환�회복)을�신설하였다.�이를�통해�대부분의�도시계획시설이�자연�물순환�회복

을�위해�빗물유출을�최소화하거나�분산형�빗물�관리시설�설치하도록�변모하였다.�이와�같은�중앙정부의�법제도�

정비는�도시의�공간이�물을�이용하는�공간에서�물을�관리하는�공간으로�탈바꿈하는�기반이�되고�있다.

지방정부�차원에서는�2009년�수원시와�남양주시가�물순환�관리에�대한�조례를�제정하여�도시의�물순환�시대가�

출발하였다.�이후�서울시는�2014년�1월�9일�기존�「빗물관리에�관한�조례」를�전부�개정하여�「물순환�회복�및�저영향

개발�기본조례」를�제정함으로써�물을�관리하는�부서�뿐아니라�도시계획,�건축,�도로,�조경�분야�등�다분야가�도시

의�물순환�관리에�참여할�수�있는�공간을�제공하였다.�조례를�통해�2015년�1월부터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등�44개�개발사업에�대해�빗물관리시설을�설치하도록�규정하였다.�이�중�폭�8m�이하�도로�중�차도의�경우는�

2017년�1월부터�시행하는�것으로�되어있다.�이러한�지자체의�물순환�회복�정책은�관련�산업을�활성화하는�계기가�

될�것으로�전망된다.

� �

표�3.1�물순환�관리�관련�주요�법령�및�행정규칙�정리

시기 법령 및 행정규칙
관련
부처

물순환관리 관련 주요 내용

2004.12 자연재해대책법 소방방재청

- 제2조(정의)“우수유출저감시설”의 정의
-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우수저감기준의 제정과 운
영)
- 시행령 제16조(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대상사업 등)

2007.1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부

- 제2조(정의)“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정의
- 제4조(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 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게획의 수립 등)
-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개발사업의 비점오염물질의 최적관
리지침(2010.6)

2010.4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국무총리실

- 제52조(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관리)기후변화에 의한 가뭄 등 
자연재해와 물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책의 수립·수행
- 물절약 등 수요관리, 빗물이용, 하수재이용 등 순환체계의 정비 
및 수해 예방

2010.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부

- 제2조(정의)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의 재이용시설 
정의
- 제5조(물의 재이용기본계획 수립)
- 제6조(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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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학교,�체육시설�등�공공시설을�중심으로�빗물관리�및�LID�물순환�시설의�적용이�진행되고�있다.�광

교,�아산탕정,�에코델타�시티�등�신도시의�기반시설을�조성함에�있어서도�LID�시설이�도입이�추진되고�있다.�또한,�

서울시와�같은�기존도시에도�도로,�보도,�공원,�녹지�등에�LID�시설을�도입하고�있다.�우리나라도�점차�배제위주의�

빗물관리보다는�발생원�인근에서�관리하고�있는�모습을�확인할�수�있으며,�이를�통하여�큰�비만을�관리하는�첨두

유출�관리에서�작은�비와�큰�비를�고루�관리하는�용량�관리�차원으로�변모해가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시기 법령 및 행정규칙
관련
부처

물순환관리 관련 주요 내용

2010.1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 국가하천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양안 2km범위 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 개발
- 친수공간 조성에 의한 오염부하량의 최소화, 하천유량 영향의 
최소화 도모

2011.11 친수구역 조성지침 국토교통부

- 제4조(친수구역의 조성계획 기본방향)토지이용계획에 저영향개
발(LID)의 적용을 규정
- 제15조(물순환계획)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LID 기법을 
이용한 물순환 시스템 구축

2012.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교통부

- 제2조(정의)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54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함
- 제16조(녹색건축물의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

2012.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 시행규칙 13조(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규정

2013.6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환

경부
- 제3조(인증기준 및 등급)신축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 종류별 인
증심사기준 규정

2013.8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제8의3조(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빗
물 유출을 최소화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함
- 제12조(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 제14조의3(보도), 제19조(보행자전용도로), 제21조(자전거전용도
로), 제30조(주차장): 빗물관리시설 설치하고 식수대의 높이를 바
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2014.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부

- 민간시설에도 빗물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규정
- 공동주택(건축면적 1만 ㎡ 이상), 학교(5천 ㎡ 이상), 대규모점
포(매장면적합계 3천㎡ 이상), 골프장(부지면적 10만 ㎡ 이상) 등
으로 확대



부록

-� 23 -

적용
대상

적용
지역

적용
기술

관련 그림/사진 특징

학교

주엽
초등학교
(경기도, 
고양시)

초기빗물처리
빗물 저류
침투도랑
생태연못

· 빗물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생태연못용수, 비산
먼지방지용수

남양 
초등학교
(경상남도, 
창원시)

초기빗물처리
빗물/중수 저류

막여과

· 빗물이용과 중수도의 연계
· 조경용수

청암학교
(충청북소, 
제천시)

옥상녹화
빗물 저류
침투시설
생태연못

· 녹화, 빗물저류, 침투, 활용
· 유출저감 30∼50%
· 조경용수

체육
시설

강릉종합
운동장
(강원도, 
강릉시)

초기빗물처리
녹지 집수
빗물 저류
생태연못

하수재이용

· 빗물관리와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연계 활용
· 조경용수, 생태연못용수, 도로청소용
· 환경부 (2013)

수원종합
운동장
(경기도, 
수원시)

빗물 저류
· 도시홍수 대책과 빗물이용을 연계
· 강우깊이100mm 유출저감(10,000㎥)
· 수원시 (2011)

신도시

광교
(경기도, 
수원시)

빗물 저류
빗물 침투
인공습지
함양지

· 초기 빗물 5mm 침투∙저류
· 국토해양부 (2012)

아산탕정
(충청남도, 
아산시)

식생수로
침투도랑
침투측구
인공습지

투수/잔디 블록

· 국내 최초 분산형 빗물관리 도시 조성 사례
· 연 강우 40% 저류∙침투
· 도시 기온 저감 3℃ 예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2011)

에코델타시티
(부산시)

LID 시설

· 첫 번째 친수구역 조성사업 (설계 중)
· 도시계획 단계부터 LID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

· 부산광역시(2012)

표�3.2�한국의�물순환�관리를�위한�LID�기술�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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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적용
지역

적용
기술

관련 그림/사진 특징

기존
도시

(서울시)

도로/
주차장

침투형 빗물받이
침투트렌치
빗물 저류

· 침투형 빗물받이 800여개소
· 보도 : 2014년부터 투수성 포장 의무화
· 8m이하 도로 : 2017년까지 투수성 포장 의
무화
· 서울시(2012)

보도
레인가든
투수블록

투수저류블록

· 슬로건 : “보도는 정원이다”
· 서울시장 : 보도블록십계명 제시
· 블록포장위원회 운영
· 서울시(2012)

공원/
녹지

레인가든
투수블록
빗물저류

· 재해저감형 저류시설 설치사업 최초사례(설
계 중)
· 오목형 녹지 지향
· 서울시(2012)

마곡지구

투수포장
식생수로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인공습지

· 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
례”에 의거 조성하는 첫 번째 사례
· 2013년 1월부터 13개 부서가 협력하는 “빗
물관리 T/F팀” 운영 중
· 물순환시민위원회 운영
· 서울시(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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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외 물순환 그린인프라 정책 및 적용사례

�국가별로�물�순환�도시�조성�기술�개발에�접근하는�방식은�일부�다르나�공통적으로�발생한�강우를�그�지역�

내에서�관리하는�개념이�도입,�분산식�빗물관리를�통해�하천으로�방류하는�빗물을�최소화하고�수량과�수질을�동시

에�관리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미국,�독일,�영국,�일본�등�선진국을�중심으로�국토의�자연자원을�보전하고�생물다양성�및�하천의�건강성을�위해�

물순환(water�cycle�city)�시대를�열어가고�있다.�더욱이�기후변화에�적응하기�위한�일환으로�물에�민감한�도시

(water� sensitive� city)를�구현하려는�물관리�정책으로�변모하고�있다.

표�3.3�국외�물순환�관련�법률/제도�주요�내용

미국 독일 일본

주요
내용

§ LID 매뉴얼 제작 

 - 2000년 Prince George's 

County에서 작성, 이후 정부차

원에서작성(2003, 2007)

§ 불투수면 총량제(2007), 코

네티컷주 

 - 미국 최초 시행, 불투수면 

11% 이내로 유지

§ 행정부지시(2009), 미국환

경청 

 - 465 ㎡ 이상 규모 개발시 개발 

전 수준의 수문학 특성 유지

§ 강우유출수 관리 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2009), 미국환경청

 - 빗물관리 목표량 산정 기술 

, 녹지기반시설 및 LID를 중

심으로 지침 작성

§ 빗물저장량 규제 및 빗물저장증서 

거래제 (2015~), 워싱턴 DC

 - 빗물저장/침투 의무화, 빗물저

장증서의 발급 및 거래 가능

§ 건물을 대상으로 한 의무사

항, 권장사항, 인센티브(빗

물이용) 

 - 독일상수도법, 2003: 해당

시설의 신고 의무

 - 독일표준공업규격(DIN1989) 시

설의 구체적 사항 명시

 - 지원금 등 지역별 인센티브

§ 택지를 대상으로 한 의무사

항, 권장사항, 인센티브(빗

물침투)

 - 물순환관리법 (2002): 빗물을 

하수로 정의, 처리 후 하천방류 명

문화 함

 - 연방건설법: 개발시 빗물저

류침투 면적 규정

 - 연방토양보전법: 침투에 의

한 토양 보전 규정

§ 지자체 주도의 빗물관리

 - 함부르크 물관리법/하수도법, 헷센

주 수자원 관리법, 베를린시 생태적 

건설프로젝트 가이드라인 등  

§ 하수도 요금제

§ 생활환경시설 정비 긴급 조

치법 (1963)

 - 시정촌의 침수피해 방지를 목

적으로 빗물관련 내용 포함

§ 특정도시하천침수피해대책

법 (2003)

 - 빗물을 이수 뿐아니라 치수적 

측면에서 고려, 도시하천과 연계

하여 관리하는 제도 마련

§ 물순환 기본법(2014)

 - 빗물관리에 대한 규정만을 

담은 법률 

 - 물순환정책을 종합적 체계

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이념을 규정

§ 관련 지원제도

 - 빗물저류침투시설 보조금 지급 

 - 도시빗물대책시설정비사업 

융자제도

 - 빗물저류이용시설을 위한 

세제특례조치

미국,�독일,�일본�등�물순환�기법과�관련한�선진국에서는�도시지역내�불투수면�증대로�인한�환경수리학적�변화를�

최소화하기�위해�생태저류지,�침투도랑,�인공습지�등의�시설을�옥상,�정원등의�조경공관에�적용하는�것으로�조사되

었다.�

국외�사례에서도�배제위주의�빗물관리보다는�발생원�인근에서�관리하고�있는�모습을�확인할�수�있다.�또한�큰�

비만을�관리하는�첨두�유출관리에서�작은�비와�큰�비를�고루�관리하는�용량�관리�차원으로�변모하고�있다.�기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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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조성함에�있어서도�자체�조절지를�조성하거나�공원,�학교,�운동장�등을�물관리�시설로�활용하고�있는�점도�

주목할�만하다.�특히�경관�시설은�오목한�형태로�조성하여�빗물을�관리하는�시설로�이용하고�있고�상부와�하부를�

입체적으로�활용하고�있다.�또한�침투와�저류를�통해�모아진�빗물은�에너지�효율성을�고려하여�인접지역에서�다양

한�용도의�대체수자원으로�활용하고�있다.

� �표�3.4�국외�도시지역�LID/GI�적용�기술�요약

미국 독일 일본

공통
발생원 관리로 변모

첨두유출관리 단독에서 강우 용량관리 병행
기반시설의 물관리 기능 부여

특징
녹지 공간의 입체적 빗물관리

투수성 포장 확대
LID/GI 시설의 연계 처리

미기후, 에너지 등 고려
무방류 시스템 구현

물관리 기능 및 경관〮 생태 기능 
반영

치수 중심의 침투통, 
침투트렌치 적용

하천수 저류 및 공원, 주차장, 
학교 등 유수지 기능 부여

단계 시범적용 단계 확산 단계
확산 단계(치수), 

녹지기반 물관리(시도 예정)

공간별 
주요 
LID/GI 

적용기술

건축물
옥상녹화
빗물이용

건축물
저류형 옥상, 저류형 

옥상녹화
건축물 옥상녹화, 빗물이용

보도
틈새투수

빗물정원 연계
연석식생지

보도 침투-저류박스
보도/도

로

투수성 포장
(일부 시험적으로 

적용)

도로
주차장

투수포장(일부)
투수포장 확대

이면
도로

침투박스 주차장 유수지 기능 부여

녹지
공원

오목형 녹지
치수 기능 부여

오픈
공간

저류, 투수성포장
공원/학
교/체육
시설

유수지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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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서울시 빗물관리 기본계획상의 목표 및 내용

■�빗물관리�목적

서울시는�『서울특별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에�근거하여�빗물관리정책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한�

빗물관리정책의�기본목표�및�추진방향과�효율적인�빗물관리시설의�구축�및�관리방안을�마련하기�위한�빗물관리�

기본계획인� “서울특별시�빗물관리�기본계획(보완)<빗물관리시설�설치�기본계획>”을�수립한�바�있다.

도시화로�인한�여러�가지�물환경�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자연계�물순환계를�회복할�수�있는�빗물관

리계획을�수립하여�효율적인�빗물관리시설의�설치�및�관리방안을�마련�한다.

■�빗물관리�목표량

서울시는�현재의�물순환을�도시와�이전�수준의�물순환을�회복하기�위한�빗물관리필요량을�설정하였다.�빗물관리

시설의�저감�목표는�개발로�인하여�증가된�우수유출량(표면유출량)을�저감시키는�것이다.�저감�방법은�빗물관리대

책량을�당해�지역에서�이용�및�침투시킨다.

①�자연계�물순환을�회복하기�위하여�도시화�이전과�현재의�물순환�상태를�분석하고,�평·갈수기�및�

청천시를�포함하여�관리해야�하는�빗물관리목표량을�설정한다.

②�빗물관리목표량은� 620�mm로�한다. �

■�빗물관리�필요량�설계

가.�빗물관리�필요량�산정

� �ㆍ서울시�도시화�이전과�이후의�물순환�변화에�따른�증가된�표면유출량을�참고하여�서울시�10년�평균강우량

(1,550.2�mm)의�40%인�620�mm의�연간�표면유출�관리를�빗물관리목표로�한다.

나.�대상면적의�설정

� �ㆍ서울시�빗물관리를�위하여�대상이�되는�부지면적�중�건물과�건물을�제외한�대지로�구분하여�복합적인�빗물관리시설

을�도입토록�한다.

①�도시화�이전�상태의�자연적인�물순환�회복을�위하여�산정된�빗물관리목표량을�달성하기�위해�대상

면적�내에서�빗물관리시설을�통하여�관리해야할�빗물량인�빗물관리필요량을�설정한다.

②�설정된�빗물관리필요량을�만족하는�시설을�도입을�위한�필요시설능력을�산정하고,�이를�통하여�

대상면적�내에�빗물관리대책량을�통하여�시설을�도입�및�추진현황을�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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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물순환 그린인프라 설계 프로세스 적용(안)

■�서울시�빗물관리시설�설계�프로세스

서울시�빗물관리�기본계획�상의�빗물관리시설�설치계획�방법은�표�4.1과�같다.�자연�물순환의�회복을�위해�대책

을�수립해야�하는�지역에는�부지면적을�대상으로�저감해야�하는�기준시설�분류별�빗물분담량에�대응하는�시설계획

을�수립한다.

기준시설�분류별�빗물분담량에�따른�필요대책량을�산정하고,�이에�대해�빗물이용시설과�빗물침투시설을�적절히�

조합하여�설치계획을�수립한다.

그림�4.1�서울시�빗물관리시설�설계�프로세스

■�빗물관리�필요량�설계

�그림�4.2�는�본�가이드라인에서�다양한�물순환�그린인프라�기법을�적용하기�위한�설계�프로세스를�제시한�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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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물순환�그린인프라의�설계�프로세스�적용안



물순환 효과분석 및 인프라구축기술 개발연구 용역

- 32 -

4.3 물순환 그린인프라의 가치평가 기법

■�편익�평가�프레임워크

�◦�1단계:�편익의�정량화�

�◦�2단계:�정량화된�편익의�가치평가�

� �표�4.1�단계별�편익�카테고리�대상�평가�체계

편익 

카테고리

(정량화)

1단계

(가치산정)

2단계

물

물순환 시설의 강우 유출 저감량 산정

강우유출 저감량 (㎥) = 

[연강수량 (mm) × GI 면적 (㎡) × 저류율 (%)] / 

100,000 (mm/m)

하수처리 회피 비용 산정

하수처리 회피 비용 (원) = 

강우유출 저감량 (㎥) × 하수처리 단가 (원/㎥)

에너지

연간 냉난방 에너지 저감량 산정

연간 난방 가스 에너지 저감량(MJ) = 

연간 난방도일(℃·일) × 24시간/일 × ∆U × 

GI 면적(㎡)

연간 냉방 전기 에너지 저감량(kWh/㎡) = 

연간 냉방도일(°C∙일) × 24시간/일 × ∆U × 

0.278 (kWh/MJ) x GI 면적(㎡)

냉난방 에너지 저감액 산정

난방 가스 에너지 저감액(원) = 

난방 가스 에너지 저감량(MJ) × 

가스 에너지 단가(원/MJ)

냉방 전기 에너지 저감액(원) = 

냉방 전기 에너지 저감량(kWh) × 

전기 에너지 단가(원/kWh)

대기질

물순환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산정

대기오염물질 저감량(kg) = 

대기오염물질 저감능력(kg/㎡) × GI 면적 (㎡)

(예) NO2: 0.00146kg/㎡ 

(Currie and Bass, 2008)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의한 가치 비용

대기질 개선 가치 비용(원) = 

대기오염물질 저감량(kg) × 

대기오염물질 단위저감량 당 가치비용(원/kg)

(예) NO2: 8,320.7원/kg, 

(McPherson, et al., 2006)

기후변화

물순환 시설의 탄소 저감량 산정

탄소 저감량(kg C) = 

탄소 저감능력(kg C/㎡) × GI 면적 (㎡)

(0.2 kg C/㎡, Gettert, et al., 2009)

탄소 저감에 의한 가치 비용

탄소 저감 가치 비용(원) = 

탄소 저감량(kg C) × 

탄소 단위저감량 당 가치비용(원/kg C)

(218.4원/kg C, Janet Yellen, CRA Report, 1998)

■�편익�평가항목의�카테고리

�가.�물

� � �물순환�시설의�저류�및�침투�기능으로�인한�강우�유출�저감�효과의�정량화�및�강우�유출�저감으로�인한�

하수처리�요구량�저감에�따른�편익�발생�효과�분석

�나.�에너지

� � �물순환�시설의�설치�및�운영으로�인한�설치�대상�시설의�직접적인�냉방�및�난방�에너지�저감�효과와�하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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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저감에�따른�간접적인�에너지�저감량을�정량화�하여�직간접적인�편익�발생�효과�분석

�다.�대기질�개선

� � �식생에�의한�직접적인�대기오염물질�흡착�효과와�하수처리�에너지�저감에�따른�대기오염물질�배출�저감량을�

정량화�하여�직간접적인�편익�발생�효과�분석

�라.�기후변화�대응

� � �식생�조성에�의한�직접적인�탄소�저감�효과와�간접적으로�발생하는�탄소�저감�효과를�정량화�하여�실제�탄

소�거래�가격을�기준으로�직간접적인�편익�발생�효과를�화폐�가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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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물순환 그린인프라의 식생 및 오염물질 저감

■�물순환�시설에서�식생의�기능

식생은�물순환�시설에서�물순환과�오염물질�저감에�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물의�저류와�증발산을�통

한�물순환�기여효과�및�영양염류�제거�등과�같은�환경적�기능을�가진다.

기본적으로�식생은�광합성과�호흡을�통해�물순환�회복�및�오염물질의�저감에�기여하며,�토양�미생물의�활성도를�

높여주는�역할을�한다.�식생을�물순환�시설에�적용하기�위해서는�국내의�기후,�토양�및�식생�등을�고려해야�한다.

� �

그림�4.3�식생의�물순환�기여�및�오염물질�저감�기능

■�물순환시설�적용�가능�식생�선정�시�고려사항

�◦�식생�및�피복은�설치�대상지의�기후여건,�발생오염원�특성,�토질조건�등을�고려하여�생장율이�높고�심미적�기능을�

할�수�있도록�선정하여야�한다.�

�◦�물순환�시설은�시설별�특징을�고려하여�초본부터�목본까지�다양하게�적용가능하다.

�◦�식생이�적용되는�물순환�시설에서는�식생의�활착이�중요한�요소이므로�토양층�확보가�필요하며�침투능�확보를�

위해�쇄석�등으로�하부를�치환할�경우�최소한의�식생토층의�확보가�필요하다.

�◦�물순환�시설에�적용되는�식생은�물에�내성이�강하며�겨울철�동절기�냉해에도�견딜�수�있는�식생이여야�한다.�

�◦�물순환�시설의�강우유출수가�유입하는�경로에�수목군계(Woody�vegetation)는�식재되지�말아야�하며,�토양침식을�

방지하기�위해서는�뿌리가�깊은�식생�식재가�바람직하다.

�◦�기본적으로�척박한�토양에서도�잘�성장하면서�겨울철�제설�작업�시�염분의�영향을�적게�받는�심근성�수종을�식재하

는�것이�바람직하다.

�◦�식생의�생육에�미치는�염분의�한계�농도는�수목의�경우�0.05%,�잔디의�경우�0.1%로�나타난다.�따라서�식생을�

식재할�시에는�염분에�강한�수종을�선정하여�식재를�하거나�염분유입부로부터�최소�1m�이상�거리를�두고�식재를�

한다.

표�4.2�각종�식생의�염분에�대한�내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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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의�유지관리

강우유출수에�함유된�침전물질이�식생을�덮을�경우�식생의�고사시킬�우려가�있기에�가능한�유입수내�침전가능한�

입자상�물질을�제거하는�것이�바람직하며,�일정�수심�이상의�침전물�축적시에는�제거하여야�한다.

동절기에�말라�죽은�식생은�제거�및�처리한다.

■�물순환�시설에�식생의�적용사례

물순환�시설에는�다양한�식생의�적용이�가능하다.�

�

구분 주요 수종

염분에 강한 수종

◦ 초화: 버뮤다글래스, 땅채송화, 갯방풍, 해당화, 골담초, 모감주 등
◦ 관목: 눈향, 다정큼나무, 팔손이, 우묵사스레피, 협죽도, 개비자, 사철나무, 돈나무, 매자, 병아리 꽃, 

붉은 병꽃, 개나라, 쥐똥나무 등
◦ 교목: 동백, 곰솔, 녹나무, 후박나무, 벚나무, 생달나무, 가시나무, 가중나무, 갈참, 감나무, 굴피나무, 

말채나무, 모과나무, 물푸레나무, 태산목, 히말라야시다, 리기다소나무, 해송, 비자나무, 노간주 나무, 
누운향나무, 섬쥐똥나무, 해당화, 사철나무, 회양목, 찔레나무, 위성류 등

염분에
약한 수종

◦ 삼나무, 독일 가문비나무, 소나무, 낙엽송, 히말라야시다, 목련, 가시나무, 오리나무, 일본목련, 
중국단풍, 피나무, 왕벚나무, 메타세콰이어, 칠엽수, 느티나무, 산벚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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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4.6�물순환�시설에�식생�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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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물순환 그린인프라의 운영 및 유지관리

■�물순환�그린인프라의�운영�및�유지관리

�모니터링의�주요�내용은�강우�전,�강우�시,�강우�후,�상시�수행되는�내용으로�구분되며�안전사고를�방지하기�

위하여�1개조�2인�이상을�원칙으로�한다.�주요�모니터링�내용과�인원�및�장비에�대하여�표4.3과�그림�4.7에�정리하

였다.

� �표�4.3�모니터링�및�유지관리�예시

내용 인원 및 장비

강우 전
주변 확인, 협잡물 청소, 

센서 유지관리

1개조 2인 이상 (안전사고 고려)
쇠지레, 삽, 빗자루, 집게, 오우거(나사송곳), 안전콘, 
삼각대
모니터링 케이블, 노트북, 건전지, 드라이버, 시료팩, 
장갑, 우의

강우 시 관측 및 동영상 촬영

강우 후 데이터 수집, 협잡물 청소

상시 배터리교환 및 데이터 수집

그림�4.7�모니터링�및�유지관리�내용

■�물순환�그린인프라의�모니터링�장비

물순환�그린인프라의�모니터링�장비는�표�4.4와�같이�수위,�유량,�토양수분,�미기후를�측정하기�위한�각종�센서

와�데이터�로거들을�활용할�수�있다.�강우를�유입하고�유출하는�물순환�시설의�특성상�비만관으로�유출되는�유량

을�측정해야하기�때문에�비만관�유량�관측이�가능한�수위계,�유량계의�활용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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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4�모니터링�장비�예시

모니터링 장비 내용 및 목적 센서 사진

수위계
- 압력식 수위센서+데이터로거
- 저류조, 침투박스 등의 실시간 수위 
변화 모니터링

전도형 유량계
- 전도형 유량계+샘플러
- 소규모 유출 유량의 계측 및 수질 
측정을 위한 시료 샘플링

유량계
- 초음파 수위센서+데이터로거
- 비만관 수로의 실시간 유량 변화 
모니터링

토양 수분 센서

- 토양수분량 실시간 모니터링
- 토양 깊이 5cm
- 수분함량 0~100%
- 데이터 로거 저장

미기후 모니터링 센서

- 소규모 강우량계
- 온도, 습도계
- 데이터로거
- 순복사계 : 태양일사, 복사량
- 알베도계 : 지면 알베도
- 열화상카메라, 열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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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야별 물순환 그린인프라 

가이드라인 

Chapt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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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공공 및 교육시설 분야

기본�방향

� 1)� 지역의�물순환�효과�증진을�위한�강우유출�저감대책을�수립하며,�가능한�자연친화적�공간이�조성되도

록�한다.

� 2)� 공공건축물�및�학교시설�대상의�물순환�시설은�옥상�및�지붕면을�물순환�관리를�위하여�적극�활용하

며�모인�빗물을�저류시설,�침투시설�등과�연결시키는�것을�권장한다.

공공�및�교육시설�분야�대상�기술

� 1)�옥상�저류시설� (블루루프,�Blue� roof)

� 2)�저류형�옥상녹화시설� (그린블루루프,�Green-Blue� roof)

� � � � �

� � � � �그림�5.1�옥상�저류시설��� � � � � � � � � � � � �그림�5.2�저류형�옥상녹화시설

기준시설별�빗물분담량

� � � � � � � � � � � � � �표�5.1�서울시�기준시설별�빗물분담량�

�

구분 기준시설별 빗물분담량 (mm/hr)

서울시
공공 분야 교육 분야

6.0 6.0

� 1)�빗물분담량에�따른�필요대책량�산정

� �※�토지이용별� 빗물분담량�적용�시�사업지구�내�면적�중�일부가�녹지이면�빗물침투에�기여하기�때문에�

지상�기준�녹지�및�나지면적을�각�토지이용별�면적에서�공제하고�산정

•�빗물분담량이�6.0�mm/hr일�때�대책면적�=�부지면적�-�{�지상�기준�녹지�및�나지면적�×�(1/2)�}�적용

� 2)�빗물분담량에�적용을�위한�평균포화투수계수� :� 0.01643�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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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교통·기반시설 분야

기본�방향

� 1)� 지역의� 물순환� 효과� 증진을� 위한� 강우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하며,� 기존� 교통� 및� 기반시설의� 기능에�
방해가�없도록�조성한다.

� 2)� 노면에서�유출된�오염물로�인한�시설�기능�저하를�최소화해야�하며,�주로�저류�및�침투를�통해�물순
환을�유도한다.

교통·기반시설�분야�대상�기술

� 1)�침투형�빗물받이

�2)�침투형�저류조

�3)�침투형�배수로

� �

�그림�5.3�침투형�빗물받이��� � �그림�5.4�침투형�저류조�� � � � � �그림�5.5�침투형�배수로

기준시설별�빗물분담량

� � � � � � � � � � � � � �표�5.2�서울시�기준시설별�빗물분담량�

�

구분 기준시설별 빗물분담량 (mm/hr)

서울시
교통 · 기반시설

5.0

� 1)�빗물분담량에�따른�필요대책량�산정

� �※�토지이용별� 빗물분담량�적용�시�사업지구�내�면적�중�일부가�녹지이면�빗물침투에�기여하기�때문에�

지상�기준�녹지�및�나지면적을�각�토지이용별�면적에서�공제하고�산정

•�빗물분담량이�5.5~5.0�mm/hr일�때�대책면적�=�부지면적�-�{�지상�기준�녹지�및�나지면적�×�(3/5)�}�적용

� 2)�빗물분담량에�적용을�위한�평균포화투수계수� :� 0.01643�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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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민간 건축분야(공동주택 등)

기본�방향

� 1)� 지역의�물순환�효과�증진을�위한�강우유출�저감�대책을�수립하며�공공주택,�광장,�도로�등에�적용할�

때�심미적�사항도�고려된�공간이�조성되도록�한다.

� 2)� 시민의�공간� 이용에�불편함이� 없고�쾌적한�환경을�유지하며� 식생대,� 가로수와�효과적인� 연계를�통해�

물순환을�유도한다.

민간�건축�분야�대상�기술

� 1)�투수성�포장

그림�5.6�투수성�포장

기준시설별�빗물분담량

� � � �표�5.3�서울시�기준시설별�빗물분담량�

�

구분 기준시설별 빗물분담량 (mm/hr)

서울시
민간(대규모) 민간(소규모)

5.5 3.5

� 1)�빗물분담량에�따른�필요대책량�산정

� �※�토지이용별� 빗물분담량�적용�시�사업지구�내�면적�중�일부가�녹지이면�빗물침투에�기여하기�때문에�

지상�기준�녹지�및�나지면적을�각�토지이용별�면적에서�공제하고�산정

•�빗물분담량이�5.5~5.0�mm/hr일�때�대책면적�=�부지면적�-�{�지상�기준�녹지�및�나지면적�×�(3/5)�}�적용

•�빗물분담량이�3.5�mm/hr일�때�대책면적�=�부지면적�-�{�지상�기준�녹지�및�나지면적�}�적용

� 2)�빗물분담량에�적용을�위한�평균포화투수계수� :� 0.01643�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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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원 녹지 분야

기본�방향

� 1)� 지역의�물순환�효과�증진을� 위한�강우유출�저감대책을�수립하며,� 시민의�공간�이용에�불편함이�없고�

주변과�조화를�이루는�자연친화적�공간이�조성되도록�한다.�

� 2)�노면에�내린�빗물이�하수관거로�배제되지�않도록�식생대,�가로수,�침투시설을�통해�침투를�유도한다.

공원�녹지�분야�대상�기술

� 1)�생태저류형배수로

�2)�침투형�트렌치

� � �

그림�5.7�생태저류형�배수로�� � � � � � � � � � � � � � � � � � � � � � � �그림�5.8�침투형�트렌치

기준시설별�빗물분담량

� � � � � � � � � � � � � �표�5.4�서울시�기준시설별�빗물분담량�

�

구분 기준시설별 빗물분담량 (mm/hr)

서울시
공원, 녹지 시설

7.5

� 1)�빗물분담량에�따른�필요대책량�산정

� �※�토지이용별� 빗물분담량�적용�시�사업지구�내�면적�중�일부가�녹지이면�빗물침투에�기여하기�때문에�

지상�기준�녹지�및�나지면적을�각�토지이용별�면적에서�공제하고�산정

•�빗물분담량이�7.5�mm/hr일�때�대책면적�=�부지면적�-�{�지상�기준�녹지�및�나지면적�×�(2/5)�}�적용

� 2)�빗물분담량에�적용을�위한�평균포화투수계수� :� 0.01643�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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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순환 그린인프라의 

개별시설 가이드라인 

Chapte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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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옥상 저류시설(블루루프,Blue Roof)

개요

옥상면에 빗물을 잠시 저류한 뒤 서서히 
유출시키는 시설

적용위치 기능 및 효과

∎건물 옥상

∎부지·건물용도 
무관

□ 고려사항

 ∎ 옥상면의 상태

 ∎ 옥상면의 적재 하중

 ∎ 옥상면의 접근성

□ 결정사항

 ∎ 배수설비의 유량 산정

 ∎ 옥상 저류시설 수심 산정

 ∎ 옥상 저류시설 저장용량 산정

 ∎ 시공비

□ 설계

 ∎ 옥상 저류시설을 위한 설계 특기사항

 ∎ 배수설비

 ∎ 유지관리

□ 효과

 ∎ 유출저감

 ∎ 건축물 열환경 개선

[참고문헌]
∎LID 설계 시방 유지관리 지침서(K water, 2012)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환경부, 2013)

∎Guidelines for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Stormwater Management Systems(2012) - 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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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요

�◦�건축물의�옥상을�지역�내�저류시설로서�이용하는�경

우에는�지붕방수�및�건축물의�기본�구조도의�영향을�배

려해서�저류가능용량을�설정하도록�한다.�지붕의�저류

특성은�특히�도시형�홍수에�많은�피해를�입는�고밀도�시

가화�지역에�대해�아주�효과적인�방법이고,�차량의�통행

에�장애가�되지�않을�뿐만�아니라�일반적으로�보이지�않

는�곳에�설치되므로�외관상의�문제와�어린이들의�안전성

의�문제도�없는�것이�특징이다.(소방방재청,�2010)�해외

에서도�저비용의�옥상저류를�많이�적용하고�있으며,�이

를�위한�제품이�상용화�되어�있다.

�

그림�6.2�옥상저류�해외사례(스위스,�독일)

� �◦�일시�저장된�빗물은�저류�시스템과�연결하여�영구적인�저류를�통해�건축물�내의�용수로�이용하거나�부지�관개용

수,�청소용수�등으로�사용할�수�있다.

 

§ 강우의�유출을�지연�및�저감�시키고�빗물을�활용�할�수�있는�기술

§ 토지이용에�관계없이�건축물�옥상에�적용�가능하며�건축물의�밀도가�높은�도시에

서�강우�유출수를�관리하데�효과적

옥상면의�상태

�◦�옥상면의�기울기와�배수�설비의�배치를�고려하는�것이�매우�중요하며,�경사가�있는�옥상면의�경우에는�각�배수�

설비가�차지하는�면적의�기하학적�부분을�고려해�사용�가능한�저장�용량을�산정하여야�한다.

�◦�기울기가�적은�평평한�옥상면에�적용하기�용이하며�0.5%�의�기울기로도�평평한�지붕일�때의�저장용량의�절반가량

그림�6.1�옥상저류의�개념도�(소방방재청,�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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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줄어들�수�있다.

�◦�옥상�면적이�전체�불투수면의�매우�작은�부분을�차지할�경우�부지에�대한�혜택은�제한적일�수�있다.

�◦�옥상�저류시설의�적용을�위해서는�자외선에�강하고�내구성이�뛰어나며�장기적인�저류에�잘�견디는�방수재가�시공되

어�있는지�확인해야�한다.

�◦�옥상면에�설치된�기기나�구조물�등을�확인하며�옥상�표면과�다른�옥상�시설의�접합부에�대한�방수�설비를�고려한

다.

옥상면의�적재�하중

�◦�옥상�이용에�따른�안전성�확보를�위하여�옥상�저류시설의�저류�수심은�건축물�허용�적재�하중�이하로�설치되어야�

한다.

�◦�건축물�적재�하중�기준

� � � � � � �표�6.1�옥상면�용도에�따른�적재�하중

  

구조물의 구분 활하중 (kN/㎡) 비고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지붕활하중)

1.0
활하중

(1 kN/㎡ = 약 100 kg/㎡)
옥상 저류시설 하중

(1 m×1 m×0.1 m = 약 100 kg/㎡)

산책로 용도 3.0

정원 및 집회 용도 5.0

헬리콥터 이착륙장 5.0

※�자료� :�건축구조기준� 2009�

옥상면의�접근성

�◦�일반적으로�옥상은�광장,�정원�등으로�활용되거나�건축물�관리를�위한�시설물이�설치되어�있는�경우가�많으므로�

사람의�동선과�유지보수를�위한�접근성을�고려해야�한다.

�◦�옥상�광장은�건축법에�따라�피난�시설에�적용될�수�있으므로�화재�시�대피�경로에�영향을�주지�않아야�한다.�

�◦�옥상�저류시설�적용�구역에�저류벽을�설치하면�그�외�옥상의�다른�목적의�시설물�설치나�독립적�용도�공간과�호환

이�가능하다.

배수설비의�유량�산정

�◦�옥상�저류시설의�크기를�결정하는�첫�단계는�필요한�배수시설�개수를�정하는�것이다.�

�◦�옥상�저류시설에�필요한�설계�유출유량이�산정되면�배수설비의�개수에�따라�최고�유출유량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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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 = 배수설비(오리피스)당 최고 유출유량(L/min)
QROOF = 옥상 저류시설에서의 설계 유출유량 (㎥/hr) 
NRD = 옥상 배수설비(오리피스)의 개수

옥상�저류시설(블루루프)�수심�산정

�◦�옥상�저류시설의�수심은�구조적�분석과�건축�법규에�따라�최대�저류�수심(dmax)�와�같거나�낮아야�한다.

     


≤ max

  

dR = 옥상 저류시설 수심(cm)
Qn = 제조 사양에 따른 저류 수심 당 오리피스 유출유량(L/min/cm)
Qi = 배수설비(오리피스)당 최고 유출유량(L/min, 위에서 계산)
dmax = 건축 법규에 따른 최대 저류 수심(cm)

옥상저류시설(블루루프)�저장용량�산정

�◦�기울기가�거의�없는�평평한�지붕의�옥상�저류시설�저장용량은�다음과�같이�산정한다.

    
  

   

VA = 사용 가능한 저장용량(㎥)
AR = 사용 가능한 옥상 면적(㎡)
dR = 옥상 저류시설 수심(cm, 위에서 계산)

�◦�옥상면에�설치된�기기나�구조물�등이�옥상�저장�공간은�사용�가능한�저장용량을�계산할�때�사용�가능한�면적에서�

제외해야�한다.

시공비

�◦�옥상�저류시설은�다른�물순환�요소기술에�비하여�저렴한�시공비로�유출지연�효과를�얻을�수�있다.�기존�옥상면에�

구조,�하중,�방수�등의�요건이�갖추어져�있다면�배수설비,�저류벽�등의�간단한�설치를�통해�옥상�저류시설을�적용할�

수�있다.

�◦�옥상에�대한�추가�하중은�건축�비용을�높일�수�있다.

옥상저류시설(블루루프)를�위한�설계�특기사항

(1)�설계�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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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유출수가�부지에서�발생된�총�흐름에�어떻게�기여하는지�이해해야�하며,�옥상�면적과�부지면적의�유출량을�

고려하여�비용�효율적인�선택�필요하다.

�◦�건물�옥상�구조는�다른�용도로�이용이�가능하도록�설계에�고려되어야�하며�현재�개발�계획이나�향후에�제안된�

용도와�호환�가능하도록�설계한다.

�◦�다중�옥상�층이�있는�건물의�경우,�유출수를�조절하는�각�층에�배구수를�적용하거나�아래층�옥상으로�직접�배수한

다.(아래층�옥상으로�직접�배수�시�아래층�옥상의�저장량은�총�유출수에�기초하여�설계)

�◦�누수�탐지�시스템은�방수재�설치�이후�설치한다.

�◦�옥상의�비산물질�및�협잡물�등으로�옥상�저류시설의�배수구�막힘을�방지하기�위해서�스크린을�설치한다.

�◦�옥상과�건물�구조�시스템은�건축�법규,�비와�눈�하중,�제어식�배수,�물고임으로�인한�편향에�대한�요구사항을�

고려한다.

�◦�옥상�저류시설�공간�외의�면적에�대한�배수�설비는�기존�건축물의�배수�설비와�동일하게�한다.

�◦�옥상�저류시설�공간�외의�공간에�빗물�고임의�현상�유무를�확인�한다

(2)�시공�순서

�◦�건물의�공사�마지막인�옥상의�방수시스템,�모든�옥상�장비,�건축�설비(난간,�승강구,�문턱,�조명�및�배관�등)�완료�

후�설치한다.

�◦�공인�전문가의�옥상�구조�성능�승인�후�누수�탐지�시스템�설치한다.

�◦�설계의�표준과�권고사항에�따라�홈통,�배수구,�배수관�등을�설치한다.

�◦�배수�설비를�설치�후�방수와�누수�확인을�위한�인공�강우�테스트�실시한다.

배수설비

�◦�배수설비�기존�제품을�사용할�수도�있고�맞춤형�제품을�제작해서�사용할�수도�있다.

�◦�배수설비의�유출유량은�일반적인�유출유량과�담수심과의�관계를�고려해�크기를�결정할�수�있는�자료를�제공받아�

활용한다.

�◦�옥상�저류시설은�오리피스나�배수�설비에�따라�완전�배수�시간이�다르겠지만,�저장량을�다음�비가�내릴�때�이용할�

수�있도록�24시간�이내에�배출하도록�설계한다.

그림�6.3�옥상�저류시설�배수설비�(서울시청�서소문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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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4�제어식�지붕�배수장치

� � � � � � � � � � �

그림�6.5�Compost�socks�

유지관리

�◦�6개월에�한번�씩�건조한�조건에서�배수구와�스크린,�스트레이너를�검사한다.

�◦�분기에�한�번�또는�강우�후�수심과�배수�시간�요구사항을�충족하는지�검증하기�위해�옥상을�점검한다.

�◦�분기에�한�번�또는�강우�후�저류�공간�외의�배수구�막힘을�확인한다.

�◦�동절기에�눈이�내리거나�얼음이�언�이후�배수구의�막힘�여부를�확인한다.

유출저감�효과

�◦�강우�시�옥상에서의�유출량을�조절하여�유출지연�효과를�얻을�수�있다.

�◦�이�기술은�다양한�건축물의�밀도가�높은�도시�내�부지에서�강우�유출수를�관리하데�효과적이다.�

�◦�도시�내�건물에�다양한�적용이�가능하며,�중소�규모의�강우에�대해서�효과적인�빗물�관리가�가능하다.

�◦�유출되는�빗물을�저류�시스템이나�빗물�정원�등으로�연계�시�빗물의�저장�및�이용으로�빗물의�자원화가�용이하다.

건축물�열환경�개선효과

�◦�저렴한�설치비용으로�건축물�열환경�개선�효과를�얻을�수�있다.(저류된�빗물이�옥상의�표면�온도를�낮추어�건축물�

냉난방�에너지�절감효과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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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그림�6.6�옥상�저류시설�설계�사례

그림�6.7�옥상�저류시설�시공�사례�� (서울시청�서소문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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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저류형 옥상녹화

   (그린블루루프,Green-Blue Roof)

개요

옥상면에서 녹지와 그 하부 공간의 저류를 통해 
빗물 유출을 저감시키는 시설

적용위치 기능 및 효과

∎건물 옥상

∎부지·건물용
도 무관

□ 고려사항

 ∎ 옥상면의 상태

 ∎ 옥상면의 적재 하중

 ∎ 옥상면의 접근성

□ 결정사항

 ∎ 배수설비의 유량 산정

 ∎ 저류형 옥상녹화 저장용량 산정

 ∎ 시공비

□ 설계

 ∎ 저류형 옥상녹화를 위한 설계 특기사항

 ∎ 유지관리

□ 효과

 ∎ 유출저감

 ∎ 건축물 열환경 개선

 ∎ 대기 열환경 개선

[참고문헌]
∎LID 설계 시방 유지관리 지침서(K water, 2012)

∎Guidelines for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Stormwater Management Systems(2012) - 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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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요

�◦�옥상에�내린�빗물은�저류형�옥상녹화의�토양으로�침투된다.�토양으로�침투된�물은�하부�저류공간에�저류되어�첨두

유출�저감�효과를�보일�수�있다.�식생과�토양�표면에서의�증발산�작용으로�열�환경�개선효과도�있다.�저류형�옥상녹

화는�도시�내�건물에�다양한�적용이�가능하며�직사광선을�차단하여�지붕의�기대�수명을�연장하고�단열과�방음효과가�

있다.�또한�건물의�미관적인�가치를�높이고�동물과�곤충을�위한�서식지를�제공한다.�환경교육의�장으로써�도심에서�

가깝게�자연을�보고�배울�기회를�제공한다.�

그림�6.8�저류형�옥상녹화의�개념

  

§ 건축물의�밀도가�높은�도시�내에서�강우�유출수를�관리하는데�효과적

§ 지붕을� 단열하여�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절감시키고� 식생의� 증발산으로�

인해�미기후�관리가�가능

옥상면의�상태

�◦�옥상면의�기울기와�배수�설비의�배치를�고려하는�것이�매우�중요하며,�경사가�있는�옥상면의�경우에는�경사�하단의�

하중을�고려해야�한다.

�◦�기울기가�적은�평평한�옥상면에�적용하기�용이하다.

�◦�옥상�면적이�전체�불투수면의�매우�작은�부분을�차지할�경우�부지에�대한�혜택은�제한적일�수�있다.

�◦�토양층과�저류층이�고정적이기�때문에�저류형�옥상녹화에�비교하여�하중에�대한�건축물�부담이�크다.�

�◦�옥상면에�설치된�기기나�구조물�등을�확인하며�옥상�표면과�다른�옥상�시설의�접합부에�대한�방수�설비를�고려한

다.

옥상면의�적재�하중

�◦�옥상�이용에�따른�안전성�확보를�위하여�저류형�옥상녹화의�저장�깊이는�건축물�허용�적재�하중�이하로�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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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대한�추가�하중은�건축�비용을�높일�수�있다.

�◦�건축물�적재�하중�기준

� � � � � � �표�6.2�용도에�따른�옥상면�적재�하중�기준

  

구조물의 구분 활하중 (kN/㎡) 비고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지붕활하중)

1.0
활하중

(1 kN/㎡ = 약 100 kg/㎡)
저류형 옥상녹화 하중

(1 m×1 m×0.2 m = 약 130 kg/㎡)

산책로 용도 3.0

정원 및 집회 용도 5.0

헬리콥터 이착륙장 5.0

※�자료� :�건축구조기준� 2009

옥상면의�접근성

�◦�일반적으로�옥상은�광장,�정원�등으로�활용되거나�건축물�관리를�위한�시설물이�설치되어�있는�경우가�많으므로�

사람의�동선과�유지보수를�위한�접근성을�고려해야�한다.

�◦�옥상�광장은�건축법에�따라�피난�시설에�적용될�수�있으므로�화재�시�대피�경로에�영향을�주지�않아야�한다.�

�◦�저류형�옥상녹화�적용�구역�외�옥상의�다른�목적의�시설물�설치나�독립적�용도�공간과�호환이�가능하다.

저류형�옥상녹화(그린블루루프)의�배수설비

◦�저류형�옥상녹화는�저류공간에�빗물이�가득차면�월류되는�방식이므로�기존�건축물�옥상면�배수설비와�동일한�설계�

방식을�따른다.

◦�단,�저류형�옥상녹화�시설이�배수의�흐름을�차단하지�않도록�배치해야�한다.

저류형�옥상녹화(그린블루루프)�저장용량�산정

�◦�기울기가�거의�없는�평평한�저류형�옥상녹화�저장용량은�다음과�같이�산정한다.

        ≤ max

   

dR = 저류형 옥상녹화 저장 깊이(cm)
dF = 상부 토양 깊이(cm)
qS = 토양 다공성
dW = 저류공간 깊이(cm)
dmax = 건축 법규에 따른 최대 저장 깊이(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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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 사용 가능한 저장용량(㎥)
AR = 사용 가능한 옥상 면적(㎡)
dR = 저류형 옥상녹화 저장 깊이(m)

◦�옥상면에�설치된�기기나�구조물�등이�옥상�저장�공간은�사용�가능한�저장용량을�계산할�때�사용�가능한�면적에서�

제외해야�한다.

시공비

� � � � � �표�6.3�저류형�옥상녹화�시공비

     

구분 단위 저류형 옥상녹화 일반 옥상녹화

총 재료비 ㎡/원 약 29만 약 95만

총 노무비 ㎡/원 약 5만 약 15만

총 시공비 ㎡/원 약 35만 약 110

� � � � � *�자재운반비�및�양중,�일반경비�불포함

� � � � � *� 100�㎡�이상�시공을�기준함

저류형�옥상녹화(그린블루루프)를�위한�설계�특기사항

(1)�설계�특기사항

�◦�옥상�유출수가�부지에서�발생된�총�흐름에�어떻게�기여하는지�이해해야�하며,�옥상�면적과�부지면적의�유출량을�

고려하여�비용�효율적인�선택�필요하다.

�◦�건물�옥상�구조는�다른�용도로�이용이�가능하도록�설계에�고려되어야�하며�현재�개발�계획이나�향후에�제안된�

용도와�호환�가능하도록�설계한다.

�◦�누수�탐지�시스템은�방수재�설치�이후�설치한다.

�◦�옥상의�비산물질�및�협잡물,�식생의�낙엽�등으로�옥상�배수구�막힘을�방지하기�위해서�스크린을�설치한다.

�◦�옥상과�건물�구조�시스템은�건축�법규,�비와�눈�하중,�제어식�배수,�물고임으로�인한�편향에�대한�요구사항을�

고려한다.

�◦�저류형�옥상녹화�공간�외의�면적에�대한�배수�설비는�기존�건축물의�배수�설비와�동일하게�한다.

�◦�저류형�옥상녹화�공간�외의�공간에�빗물�고임의�현상�유무를�확인�한다.

�◦�저류형�옥상녹화의�식생토의�유실을�방지해야�한다.�

�◦�토양은�인공지반�녹화용�토양을�사용하는�것을�추천한다.

�◦�저류형�옥상녹화와�옥상면의�경계부를�설치하여�경사�정도에�따른�시설물의�밀림을�방지한다.

�◦�물이�많이�필요한�식물을�선택한�경우�식생의�유지를�위해�관수설비를�한다.

(2)�시공�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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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공사�마지막인�옥상의�방수시스템,�모든�옥상�장비,�건축�설비(난간,�승강구,�문턱,�조명�및�배관�등)�완료�

후�설치한다.

�◦�공인�전문가의�옥상�구조�성능�승인�후�누수�탐지�시스템�설치한다.

�◦�설계의�표준과�권고사항에�따라�홈통,�배수구,�배수관�등을�설치한다.

유지관리

�◦�식생의�생육이�왕성한�봄에서�여름까지�주�1회�이상�비가�오지�않는�경우�관수가�필요하다.

�◦�식물이�정착하기에�적절한�계절에�생육배지에�직접�식물을�심거나�씨를�뿌린다.�일반적으로�봄이나�가을이�적당하

다.

�◦�죽은�식생이나�낙엽�등으로�옥상�배수시설이�막히지�않도록�월�1회�점검한다.

�◦�분기에�한�번�또는�강우�후�수심과�배수�시간�요구사항을�충족하는지�검증하기�위해�옥상을�점검한다.

�◦�분기에�한�번�또는�강우�후�저류�공간�외의�배수구�막힘을�확인한다.

�◦�동절기에�눈이�내리거나�얼음이�언�이후�배수구의�막힘�여부를�확인한다.

�◦�장기간의�가뭄�또는�극심한�강풍�등에�의한�토양�손실�시에는�매개물을�교체�또는�재�식재가�필요하다.

�◦�식생은�계절적인�변화에도�관리하기가�쉬우며�잡초의�영향을�많이�받지�않는�종을�선택해야�한다.

유출저감

�◦�강우�시�옥상에서의�유출량을�조절하여�유출지연�효과를�얻을�수�있다.

�◦�이�기술은�다양한�건축물의�밀도가�높은�도시�내�부지에서�강우�유출수를�관리하데�효과적이다.�

�◦�도시�내�건물에�다양한�적용이�가능하며,�중소�규모의�강우에�대해서�효과적인�빗물�관리가�가능하다.

�◦�유출되는�빗물을�저류�시스템이나�빗물�정원�등으로�연계�시�빗물의�저장�및�이용으로�빗물의�자원화가�용이하다.

건축물�열환경�개선효과

�◦�저렴한�설치비용으로�건축물�열환경�개선�효과를�얻을�수�있다.(식생과�토양층,�저류층이�옥상의�표면�온도를�낮추

어�건축물�냉난방�에너지�절감효과가�있다.)

대기�열환경�개선효과

�◦�식생과�토양층으로�인한�증발산현상으로�저류형�옥상녹화�일대의�기온을�낮추어�도시의�열섬현상�방지에�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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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그림�6.9�저류형�옥상녹화�설계�사례

그림�6.10�저류형�옥상녹화�시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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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침투형 빗물받이

개요

하수관에 유입되는 빗물의 일부를 침투·저류시
켜 유출량을 줄이는 기술

적용위치 기능 및 효과

∎도로나 주차장 
등 빗물받이가 
설치된 지점

□ 고려사항

 ∎ 토양 상태

 ∎ 하수관거 

 ∎ 유역 면적 설정

□ 결정사항

 ∎ 침투통 저장용량 산정

 ∎ 시공비

□ 설계

 ∎ 침투형 빗물받이를 위한 설계 특기사항

 ∎ 유지관리

□ 효과

 ∎ 유출저감

[참고문헌]
∎LID 설계 시방 유지관리 지침서(K water, 2012)

∎청계천 유역 환경치수 도시관리방안 수립 보고서(서울특별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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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요

�◦�큰�규모의�강우�유출시�하수관에�유입되는�빗물의�일부를�침투·저류시켜�유출량을�줄이는�기술이다.

�◦�침투통�저면에�모래,�쇄석을�충전하여�채운구조로,�침투통�하부에서�빗물을�침투시키는�시설이다.

그림�6.11�침투형�빗물받이�개요(서울시,�2000)

  

§ 소규모�시설로�현장�설치가�용이

§ 빗물의�지하�침투를�유도하여�지하수위�회복에�도움

토양�상태

�◦�침투형�빗물받이를�설치하려는�지역의�토양�특성을�파악하여�침투시설의�효율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하수관거

�◦�빗물받이와�연결된�하수관의�형태와�크기에�따라�월류턱�높이를�고려해야�한다.

 

유역�면적�설정

�◦�시설�당�유출저감�능력을�고려하여�설정된�유역의�목표�강우�관리를�효율적으로�할�수�있는�시설�당�유역면적을�

설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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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통�저장용량�산정

�◦�침투통�저장용량20)�

  × × ×

×× 

  

Vs = 침투통의 저류 용량(㎥)
Ared = 시스템과 연계된 집수 면적(㎡)
As = 침투통의 바닥 면적(㎡)
rT(n) = 확률 강우량(l/(s･ha))
kf = 침투통하부 토양의 포화 상태 투수계수(m/s)
T = 강우 지속시간(min)

   시공비

� � � � � � � � � � � �표�6.4.�침투형�빗물받이�시공비

구분 단위 침투형 빗물받이

총 재료비 1 개소 약 67만

총 노무비 1 개소 약 19만

총 시공비 1 개소 약 86만

� *�물가정보(1),� (2),�일위대가표�참조

침투형�빗물받이를�위한�설계�특기사항

(1)�설계�특기사항

�가.�침투통21)

�◦�침투통�내경�또는�내부치수는�300~1000�mm를�표준으로�하나,�노상투수계수와�유지관리여건에�따라�결정한다.�

통�높이는�연결관의�접합�위치�및�진흙의�퇴적깊이�등을�고려하여�결정한다.

�◦�재질은�콘크리트�또는�합성수지(염화비닐,�폴리프로필렌�등)을�표준으로�한다.

�◦�투수구조는�유공�또는�다공성으로�함.�유공의�경우�유공경은�충전쇄석의�입경을�고려하여�20mm�이하로�하고,�

개공률은�장기적인�면에서�투수기능이�저하되지�않도록�0.5%�이상을�표준으로�한다.�다공성인�경우�투수계수는�3⨯
10-1� cm/s�이상을�표준으로�한다.

�◦�뚜껑은�지자체�마크,�시설�명칭�등�효율적인�유지관리를�위한�마크를�표시한다.

�◦�막힘방지�장치는�상부필터,�저면부필터,�관입구필터�등이�있으며,�일정수준�이상의�강도를�가지며�착탈이�쉬운�재료

를�이용한다.

�나.�침투층

�◦�일반적으로�입도는�쇄석�20~40�mm의�사용을�표준으로�하며,�재생쇄석의�입경을�조정한�쇄석을�사용도�바람직하

20)�청계천�유역�환경치수�도시관리방안�수립�보고서(서울특별시,�2013)

21)� LID�설계�시방�유지관리�지침서(K�wat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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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폭은�침투통�외부에서�200�mm�이상으로�하고,�충전높이는�요구되는�설계수두에�의해�결정하며,�충전량이�동일

한�경우�충전형상은�각형을�표준으로�한다.

�◦�모래는�강모래,�바다모래,�산모래�등을�사용하며,�모래의�두께는�50~100�mm를�표준으로�한다.�지반이�사력�또는�

사질토인�경우�설치하지�않는�것이�좋다.

�다.�투수시트

�◦�재료는�폭�약�5�cm,�인강강도�30�kg�이상,�투수계수�10-1�~10-2� cm/s�이상,�두께�0.1~0.2�mm�이상의�것을�

표준으로�하며,�재질은�폴리에스테르,�폴리프로필렌�등이�일반적이다.

(2)�시공�순서

�◦�터파기는�폭�1.5�m(여유폭�양측�0.14�m)�이내로�구배�없이�수직으로�시공한다.

�◦�저면부에�대해�면고르기�후�단위�입도�쇄석(40�㎜)을�20�㎝�내외,�모래는�5�㎝�내외로�부설한다.

�◦�모래�상부에�투수시트를�씌운�저류통�설치�후�터파기�된�측면에�투수시트�설치�후�측면에�쇄석을�채운다.

�◦�상부면�다짐�후�차수시트를�쇄석�상부에�포설한다.

�◦�기존�빗물받이의�바닥으로부터�적절한�월류턱�지점에�연결관�설치�후�마무리�시공한다.

유지관리

�◦�기능의�유지를�위해�최소�1번/2개월�침전부�및�침투통�입구�여과시설의�슬러지�및�협잡물을�제거한다.

�◦�정기적으로�점검하되�장마�등�큰�유출이�있는�경우�시설을�전반적으로�점검한다.

�◦�안전을�위하여�외견상�덮개의�엇갈림,�시설의�파손·변형,�지표면�치하·함몰�등�점검한다.

�◦�동절기에�눈이�내리거나�얼음이�언�이후�침투통�입구�막힘�여부를�확인한다.

유출저감�효과

�◦�교통량이�많아서�중금속이나�유류에�의한�지하수�오염이�우려되는�도로변의�경우�오염부하가�높은�초기�빗물은�

하수관거로�배제하고,�일정�강우강도�이상의�빗물을�유도하여�침투시키는�기존�침투형�빗물받이는�지하수�함양의�

기능적�측면에서�바람직함.

�◦�교통량이�많지�않고,�초기�빗물에서의�오염부하가�낮은�주택가�이면도로나�광장,�보도,�건축물�옥상�등의�집수면에�

대해서는�초기�빗물을�우선적으로�침투시키고,�일정�수위�이상에서�월류하여�하수관거로�배제할�경우,�지하수�함양�

효과가�클�것으로�예상되며,�초기�유입수에�함유된�이물질에�의한�막힘�등을�방지하기�위한�최소한의�필터�기능이�

필요함.

�◦�소규모�강우의�침투�효과를�얻기�위해서는�빗물받이에서�침투받이로�유입되는�월류턱의�높이를�2�~�5�cm�범위로�

설치하지만,��만일�침수피해�등으로�인하여�첨두유출�저감이�불가피한�대상지에�대해서는�빗물받이에서�침투받이로�

유입되는�월류턱의�높이를�5�∼10cm�로�상향�조정하고�침투받이의�저류부피를�2배�이상�증가시켜�첨두유출�저감�

목적으로�활용할�수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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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그림�6.12�침투형�빗물받이�설계�사례�(광화문�세종로)

그림�6.13�침투형�빗물받이�시공�사례�(광화문�세종로)

그림�6.14�초기�빗물�침투�후�월류하여�하수도�배제시키는�침투형�

빗물받이�구조(자료:�A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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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침투형 저류조

개요
주차장, 광장, 운동장 등의 지하에 매설되는 
저류시설로서 저류조 바닥 및 벽면을 통하여 
침투를 할 수 있는 시설
적용위치 기능 및 효과

∎주차장
∎광장, 운동장

□ 고려사항

 ∎ 토양 상태 및 지반조사

 ∎ 인근의 토지이용 및 시설물

 ∎ 수문조사 및 분석

□ 결정사항

 ∎ 유입시설 및 방류시설

 ∎ 침투형 저류조 용량 산정

 ∎ 시공비

□ 설계

 ∎ 침투형 저류조를 위한 설계 특기사항

 ∎ 유지관리

□ 효과

 ∎ 유출저감

 

[참고문헌]
∎LID 설계 시방 유지관리 지침서(K water, 2012)

∎청계천 유역 환경치수 도시관리방안 수립 보고서(서울특별시, 2013)

∎Guidelines for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Stormwater Management Systems(NYC,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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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요

�◦�주차장,�광장,�운동장�등의�지하에�매설되는�저류시설로서�저류조�바닥과�벽면을�통하여�침투기능을�할�수�있는�

시설이다.

�◦�저류조�바닥과�벽면의�침투능이�저하되거나�침투능�이상의�빗물이�유입될�시�빗물은�저류된�후�서서히�침투된다.

�◦�빗물이�일정�수위이상�올라가면�오리피스�방류구나�펌프시설을�설치하여�하수관이나�유수지,�빗물펌프장으로�방류

한다.�

§ 보통�지하�공간에�자갈�채움이나�합성수지를�통해�만들며,� 자갈�채움의�경우� 35%,�

합성수지의�경우�90~95%의�공극률을�가짐

§ 빗물의�지하�침투를�유도하여�지하수위�회복에�도움

토양�상태�및�지반조사

�◦�침투형�저류조를�설치하려는�지역의�토양�특성을�파악하여�침투시설의�효율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저류조�설치�시�저류조와�물의�무게로�인한�지반�침하�검토와�안정성�향상을�위해�토압,�구조물�지지력,�지반�침하

량�등의�고려가�필요하다.

� � � (1)�토압,�사하중�등�구조�계산

�� � (2)�지지력�계산의�구조�계산

�� � (3)�침하량�계산

�� � (4)�지하수위의�파악

�� � (5)�수질�조사

�� � (6)�침투시험(필요시)

인근의�토지이용�및�시설물�고려

�◦�저류조는�근접�구조물에�의한�측면�하중의�영향이�미치지�않게�건축물의�기초로부터�이격하여�설치하는�것으로�

한다.�

�◦�건축물의�기초의�끝�부분에서�45°의�영향선�내에�설치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며�불가피한�경우�옹벽이나�시트�
파일(Sheet�pile)을�설치해서�측면�하중의�영향이�없도록�한다.�

�◦�저류조가�침투형인�경우는�저류수심�H의�2배정도�수평�거리를�기초로부터�확보하여�저류조를�설치토록�한다.

수문조사�및�분석

�◦�기존수로�및�하천유역�특성�등을�포함한�현지조사,�수문자료�수집�및�분석�등을�통하여�해당지역의�강우량,�설계홍

수량,�통수량�등을�산정하여�적정�규모�및�종류의�배수시설을�계획하여야�한다.�

�◦�침투형�저류조�용량�결정시�배수계통도,�배수(우수)계획�종단면도�등을�준비하여야�한다.

�◦�지형도상�경계구분이�명확하지�않을�경우�현지조사를�실시하여�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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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유역면적을�결정하는�지형도에는�유역면적내의�토지이용도,�토질유형,�초목화�정도�등과�유출량에�큰�영향을�

줄�수�있는�댐시설(농업용�저수지�및�소규모�저류지�제외)�등의�유무를�기록하여야�한다.

유입시설�및�방류시설

�◦�유입시설은�계획�유입량을�안전하게�저류조에�도입하는�것과�동시에�비점오염원,�토사�및�기타�협잡물의�유입을�

방지하기�위한�시설을�가지는�것이어야�한다.

�◦�방류시설은�방류처의�수위�등에�따라�적절히�방류�방법을�정하는�것과�동시에�필요한�유량을�정확히�방류할�수�

있는�구조로�한다.

�◦�방류�방법은�자연유하�방식을�원칙으로�하지만�수위�등에�따라�자연배수가�곤란한�경우는�펌프�배수�방식�혹은�

양자의�병용�방식을�선정한다.

� � � (1)�자연�유하�방식의�경우는�월류관,�오리피스�등으로�이루어진�유출�집수정을�설계토록�한다.

� � � (2)�펌프�배수�방식의�경우는�표준적으로�펌프피트,�펌프,�오리피스로�이루어진�유출�집수정을�설치하며�펌프는�착

탈�가능한�것을�표준으로�하고�펌프피트는�상부가�착탈�가능한�구조로�한다.�(펌프�설비의�계획�설계에�있어서는�

저류시설과�하류수로의�각각의�수위�조건에�따라�유지관리�조건,�경제성에�대해�충분한�고려�후에�계획한다.)

침투형�저류조�용량�산정

�◦�해당지역의�개발로�인해�유출계수�증가량,�확률강우량�등을�고려하여�설치한다.

�◦�불투수면�증가에�따른�우수의�직접유출증가량�계산이�가능할�경우�증가량에�따라�침투형�저류조의�규모를�산정한

다.

�◦�직접유출증가량을�산출할�수�없을�경우�침투형�저류조는�불투수면적�증가면적의�1%에�해당하는�공간을�최소한의�

저류공간으로�확보하여야�한다.

�◦�저장조의�용량산정은�건축면적(㎡)×0.05�또는�대지면적(㎡)×0.02를�저장할�수�있도록�하며,�기타�집수가능면적

(㎡)×0.01을�저장할�수�있는�용량(㎥)으로�한다.� (서울특별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

  

시공비

� � � � � � � � � �표�6.5�침투형�저류조�시공비

구분 단위 침투형 저류조 (V=210 ㎥) 1 ㎥ 당

총 재료비 1 개소/원 약 1억 1400만 약 54만

총 노무비 1 개소/원 약 1450만 약 7만

총 시공비 1 개소/원 약 1억 2800만 약 61만

*�물가정보(1),� (2),�일위대가표�참조

침투형�저류조를�위한�설계�특기사항

(1)�설계�특기사항



물순환 효과분석 및 인프라구축기술 개발연구 용역

- 82 -

�◦�기술�자료가�기재된�강도�등�적용�범위를�확인�후�사용한다.

�◦�지하수위가�높은�장소에�저류조를�설치할�경우에는�부력�검토가�필요하다.

�◦�토피,�매설심도에�대해서는�기술검토�후�사용한다.

�◦�인근지역�경계부의�건물,�옹벽에�대해서는�상호�영향이�없는지�충분한�이격을�확보하도록�한다.

�◦�이용자의�안전을�위하여�주차장,�광장,�운동장�등에�설치되는�침투형�저류조의�점검구�위치는�시설�이용에�불편이�

없는�위치에�설치토록�한다.

�◦�점검구�맨홀은�「저류조�맨홀」이라는�표시�및�일반인은�개방이�불가한�도난�방지�기능의�제품이어야�한다.

(2)�시공�순서

�◦�터파기�후�토공�면을�평탄하게�한�다음�쇄석�및�모래포설�등을�통해�정리한다.

�◦�기초공에�설치하는�하부시트는�보호시트,�투수시트,�차수시트�등�목적에�맞게�설치한다.

�◦�저류조,�유입/유출부,�관리부�구조물�설치�:�상부는�규정의�토피를�확보하여�집중�하중�및�편�하중이�없도록�설치한

다.

�◦�측면�시공�:�하부와�측면(벽면)에서�모두�침투를�하는�경우�측면(벽면)에도�투수시트를�설치한다.

�◦�되메우기는�저류조�상부의�시공이�완료된�후�작업을�실시하며�상부�이용�계획을�감안하여�다짐을�추가하여�시행한

다.

�

유지관리

�◦�침투형�저류조의�유입부는�협잡물로�막힘이�발생하기�쉬우므로�주기적으로�점검한다.

�◦�침전물을�연간�1회�이상�제거한다.�매년�침전물�제거를�하는�동한�침투형�저류조의�구조적인�안정성을�검사한다.

�◦�청소�방법에는�인력�청소�외,�고압�세정기에�의한�세정과�진공펌프에�의한�흡인으로�시행한다.�

�◦�펌프에�의해�배수를�하는�경우에는�펌프�설비의�정기적인�보수�점검을�하여야�한다.

유출저감

�◦�지역�특성�및�저류조�설치�면적에�따라�중·소�규모�강우에서�큰�규모의�강우에까지�유출저감�효과를�보이며�도시�

침수�방지에�적합하다.

�◦�침투형�저류조의�설치�지역의�토지이용에�따라�침투,�이수,�방재의�기능을�적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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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그림�6.15�적선주차장�시설�배치�평면도

그림�6.16�적선주차장�시설�배치�입면도

     

  

그림�6.17�적선주차장�시설�적용�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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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침투형 배수로

개요

U형 배수로에 일정 간격으로 침투통을 설치하여 
침투 및 저류기능을 갖는 시설

적용위치 기능 및 효과

∎U형 측구가 설
치된 장소 (도
로, 운동장, 공
원 등)

□ 고려사항

 ∎ 토양 상태

 ∎ 인근의 토지이용 및 하수관

 ∎ 수문조사 및 유역 면적 설정

□ 결정사항

 ∎ 침투형 배수로 용량 산정

 ∎ 시공비

□ 설계

 ∎ 침투형 배수로를 위한 설계 특기사항

 ∎ 유지관리

□ 효과

 ∎ 유출저감

 

[참고문헌]

∎LID 설계 시방 유지관리 지침서(K water, 2012)

∎청계천 유역 환경치수 도시관리방안 수립 보고서(서울특별시, 2013)

∎Guidelines for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Stormwater Management Systems(NYC,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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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요

�◦�도로,�주차장,�광장,�운동장에�배수로에�일정�간격으로�침투통이�설치되는�시스템이다.

�◦�배수로를�통해�유출되는�빗물의�유출시간을�지연시키고�침투통�바닥과�벽면을�통하여�빗물을�침투하여�유출량을�

감소시는�시설이다.

�◦�침투통�바닥과�벽면의�침투능이�저하되거나�침투능�이상의�빗물이�유입될�시�빗물은�저류된�후�서서히�침투된다.

  

§ 보통�침투통�저면에�모래,�쇄석을�충전하여�채운�구조

§ 빗물의�지하�침투를�유도하여�지하수위�회복에�도움

§ 소규모�시설로�배수로�구간�단위로�현장�설치가�용이

토양�상태�

�◦�침투형�배수로를�설치하려는�지역의�토양�특성을�파악하여�침투시설의�효율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

인근의�토지이용�및�하수관

�◦�배수로가�설치된�지역의�토지이용�및�주변�환경을�고려하여�쓰레기나�협잡물,�토사�등의�표면�발생�오염물�유출에�

주의한다.�

�◦�기존�배수로의�배수관의�흐름과�하수�및�우수�연결관�규모를�고려하여�침투통의�효율적인�설치�구간�및�간격을�

고려한다.

수문조사�및�유역�면적�설정

�◦�기존수로�및�하천유역�특성�등을�포함한�현지조사,�수문자료�수집�및�분석�등을�통하여�해당지역의�강우량,�설계홍

수량,�통수량�등을�산정하여�적정�규모�및�종류의�배수시설을�계획하여야�한다.�

�◦�침투형�배수로�용량�결정시�배수계통도,�배수(우수)계획�종단면도�등을�준비하여야�한다.

�◦�지형도상�경계구분이�명확하지�않을�경우�현지조사를�실시하여�보완한다.�

�◦�배수유역면적을�결정하는�지형도에는�유역면적내의�토지이용도,�토질유형,�초목화�정도�등과�유출량에�큰�영향을�

줄�수�있는�댐시설(농업용�저수지�및�소규모�저류지�제외)�등의�유무를�기록하여야�한다.

�◦�시설�당�유출저감�능력을�고려하여�설정된�유역의�목표�강우�관리를�효율적으로�할�수�있는�시설�당�유역면적을�

설정한다.� �

침투형�배수로�용량�산정

�◦�침투형�배수로�용량22)�

22)�청계천�유역�환경치수�도시관리방안�수립�보고서(서울특별시,�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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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Vs = 침투통의 저류 용량(㎥)
Ared = 시스템과 연계된 집수 면적(㎡)
As = 침투통의 바닥 면적(㎡)
rT(n) = 확률 강우량(l/(s･ha))
kf = 침투통하부 토양의 포화 상태 투수계수(m/s)
T = 강우 지속시간(min)

침투형�배수로를�위한�설계�특기사항

(1)�설계�특기사항23)

�◦�배수로�형상은�일반측구(U형�측구�등)등과�비슷하며,�재질은�콘크리트를�표준으로�한다.

�◦�배수로�내부폭은�통수능력과�청소�등의�유지관리를�고려하여�140~450�mm를�표준으로�한다.

�◦�빗물�관리�계획량의�따라�배수로�하부의�일정�간격의�개별�침투통을�설치하거나�연결된�침투통을�설치하여�빗물�

관리량을�결정�할�수�있다.

�◦�연결된�침투통�설치�시�구조적�안전을�위해�침투통�내에�연직압을�결딜�수�있는�지지기둥�설치를�고려한다.

�◦�침투통�내경�또는�내부치수는�300~500�mm를�표준으로�하나,�협소한�장소에서는�150�mm�정도로�최소로�한다.�

통�높이는�연결관의�접합�위치�및�진흙의�퇴적깊이�등을�고려하여�결정한다.

�◦�침투통�형상은�원형�또는�계란형이�많으며,�재질은�콘크리트�또는�합성수지(염화비닐,�폴리프로필렌�등)을�표준으

로�한다.

�◦�침투통�투수구조는�유공�또는�다공성으로�함.�유공의�경우�유공경은�충전쇄석의�입경을�고려하여�20�mm�이하로�

하고,�개공률은�장기적인�면에서�투수기능이�저하되지�않도록�0.5%�이상을�표준으로�한다.�다공성인�경우�투수계수

는�3⨯10-1� cm/s�이상을�표준으로�한다.
�◦�침투통�막힘방지�장치는�상부필터,�저면부필터,�관입구필터�등이�있으며,�일정수준�이상의�강도를�가지며�착탈이�

쉬운�재료를�이용한다.

(2)�시공�순서

�◦�터파기�후�토공�면을�평탄하게�한�다음�쇄석�및�모래포설�등을�통해�정리한다.

�◦�모래포설�위에�투수시트를�설치하며�투수시트는�침투·저류통을�감쌀�수�있는�폭으로�한다.

�◦�투수시트위에�침투·저류통을�설치한다.(필요�시�지지기둥�설치)

�◦�설치된�침투·저류통과�일정�간격으로�쇄석을�부설한다.

�◦�침투·저류통�상부에�적정�두께의�토사를�채우고�U형�측구를�설치한다.

�◦�침투·저류통의�빗물�유입부는�U형�측구보다�아래에�위치하도록�설치하고�오염물�거름장치를�설치한다.

�◦�시공�마무리�후�배수로의�흐름과�침투·저류통으로의�빗물�유입을�확인한다.

유지관리

23)� LID�설계�시방�유지관리�지침서(K�wat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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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형�배수로의�빗물�유입부는�협잡물로�막힘이�발생하기�쉬우므로�주기적으로�점검한다.

�◦�토사나�오염물로�인한�배수로�흐름이�막히지�않도록�배수로를�점검한다.

�◦�빗물의�침투·저류통�유입기능이�저하되지�않도록�거름�장치의�필터를�주기적으로�점검한다.

�◦�침투·저류통�내부�청소�방법에는�세정수에�의해�내부청소�후�양수하는�방법과�내부가�건조�상태이면�공기흡입에�

의한�방법을�택할�수�있다.

유출저감�효과

�◦�강우�시�일정�유역에서�유출되는�빗물을�하수관으로�배수되기�전�배수로에서��침투�및�저류를�통해�유출을�저감하

며�Base�Cut�방식으로�유출저감�효과를�얻을�수�있다.

�◦�소규모�강우부터�큰�규모의�강우까지�유출저감�효율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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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그림�6.18�침투형�배수로�설계�사례�

  

그림�6.19�서울시�매동초등학교�침투형�배수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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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투수성 포장

개요

공극이 있는 포장체나 공극을 만드는 포장기술을 
통하여 빗물이 침투할 수 있는 포장 기술

적용위치 기능

∎건물 옥상

∎부지·건물용도 무
관

□ 고려사항

 ∎ 토양 상태

 ∎ 적용 지역 특성

 ∎ 포장 단면 설정

 ∎ 투서성 포장 재료

□ 결정사항

 ∎ 투수성 포장 면적 산정

 ∎ 투수성 블록 포장의 구조

 ∎ 투수성 블록의 물성 및 형태

 ∎ 투수성능 지속성 기준

□ 설계

 ∎ 투수성 포장을 위한 설계 특기사항

 ∎ 유지관리

□ 효과

 ∎ 유출저감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1)

[참고문헌]
∎LID 설계 시방 유지관리 지침서(K water, 2012)

∎청계천 유역 환경치수 도시관리방안 수립 보고서(서울특별시, 2013)

∎Guidelines for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Stormwater Management Systems(NYC,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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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요

�◦�자체적으로�투수능을�갖는�포장체나�공극을�만드는�구조를�갖는�포장체를�통해�표면에서�빗물을�침투시켜�유출을�

줄이는�기술이다.

�◦�투수성�포장은�주로�보도나�승용차�등�중량이�가벼운�차량이�통과하는�차도나�주차장�등에�적용된다.

�◦�투수성�포장의�하부는�투수�효율을�높이기�위해�토양과�포장층�사이에�쇄석,�자갈�등을�채운다.

  

§ 부분적인�설치나�공간적�제약이�적은�시설로�현장�설치가�용이

§ 빗물의�지하�침투를�유도하여�지하수위�회복에�도움

토양�상태

◦�투수성�포장을�하려는�지역의�토양�특성을�파악하여�침투�효율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적용�지역�특성

◦�가파른�경사지에서는�표면�유출이�잘�일어나�침투�효율이�낮아질�수�있으므로�완만한�경사지에�적용하는�것이�적합

하다.�

◦�적용�지역의�토지이용이나�경관,�교통량과�통행�차량의�특성에�따라�포장의�형태와�두께가�달라진다.

포장�단면�설정

◦�투수성�포장의�포장�단면은�보통�노상,�투수기층,�모래�안정층,�포장면�순으로�한다.

◦�노상의�투수능에�따라�투수기층의�두께가�달라질�수�있으며�다짐의�정도가�달라질�수�있다.

◦�투수성�포장�구간에�차량이�통행하는�경우�차량�통행량과�통행�차량�종류의�특성에�따라�노상의�다짐이�달라질�

수�있으며,�노상과�투수기층�사이에�보조기층이�필요한�경우가�있다.

투수성�포장�재료

◦�포장체의�형태,�적용�용도에�따라�포장체의�휨강도,�함축강도,�투수계수의�기준을�고려한다.

◦�투수성�블록�포장의�경우�포장체의�두께는�보통�보도용의�경우�60�mm,�차도용은�80�mm로�한다.

◦�포장체�자체로�투수기능을�하는�투수성�포장의�경우�포장체의�수투성능�지속성�시험을�통해�적정�투수계수를�갖는�

포장체를�사용한다.

◦�자체�투수�포장체의�경우�시공�후�포설하는�줄눈재로�인하여�포장체의�공극이�막히지�않도록�적합한�줄눈재의�입도

를�선정한다.

◦�투수�기층의�사용되는�골재는�빗물의�침투�및�저장�공간을�형성하는�역할을�하며,�20%�정도의�공극률을�갖는�입도

를�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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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성�포장�면적�산정

�◦�투수성포장의 면적 산정 24)

      
 

Ap = 침투시설의 저류 부피(㎥)
Q = 빗물 관리 용량(㎥)
pp = 침투시설과 연계된 집수 면적(㎡)
dp = 침투면으로 활용 가능한 면적(㎡)
pg = 확률 강우량(l/(s･ha))
K = 토양의 포화 상태 투수계수(m/s)
t = 강우 지속시간(min)

투수성�포장을�위한�설계�특기사항

(1)�설계�특기사항

�◦�노상이�동결된�경우에는�포장하지�않는다.

�◦�투수성�포장은�보통�투수층�포장체,�모래안정층,�투수시트,�자갈층,�토양층�순으로�구분된다.

�◦�가로변�조경�공사나�조경�공간으로부터�유입되는�토사로�포장면�공극이�막히는�현상을�피해야�하며,�조경�공사와�

동시�진행�시�조경공사�선행�후�토사유입을�방지한�후�투수성�포장�공사를�실시한다.

�◦�투수성�포장�구간이�녹지나�토사구간과�인접하여�계획된�경우�투수성�포장구간에�토사�유입을�막는�시설을�마련한

다.�

�◦�토양층의�특성,�포장구간�이용�특성�등을�고려하여�불균등�침하가�발생하지�않도록�다짐�및�기층�작업을�고려한다.

�◦�지하�매설물,�주변�구조물,�가로수�뿌리등의�영향을�사전에�조사하여�설계�시�반영한다.

(2)�시공�순서

�◦�투수�기층,�보조�기층,�안정층,�포장층의�두께를�고려하여�터파기와�노상�다짐을�실시한�후�투수시트를�설치한다.

�◦�설치된�투수시트�위에�투수�및�보조�기층에�사용될�쇄석을�포설�후�다짐한다.

�◦�투수�및�보조�기층�포설�후�투수시트를�설치한다.�

�◦�투수시트�위에�모래�안정층을�포설한�뒤�투수성�포장�작업을�실시한다.�(포장면의�경계부나�구조물과�만나는�면의�

포장체�절단에�유의)

�◦�투수성�포장�잡업�후�줄눈재를�포설한다.�(자체�투수�포장체의�경우�공극�막힘을�최소화�하는�입도의�줄눈재�사용)

24)� LID�설계�시방�유지관리�지침서(K�wat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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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투수성�포장재�사이에�막힘�현상의�유무를�6개월에�1회�점검하고�인근의�토사가�있다면�막힘이�발생하지�않도록�

조취를�취하며�포장면을�주기적으로�청소를�해주어야�한다.

�◦�투수기능의�저하는�물웅덩이가�생기거나�육안에�의해�공극막힘이�확인된�시점에�투수기�능회복작업을�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인�투수기능회복작업은�고압수분사(고압세정기)를�사용하지만,�공극막힘�정도와�경제성을�고려하여�검토한

다.

�◦�정기적으로�점검하되�장마나�침수�등�큰�유출이�있는�경우�포장구간을�전반적으로�점검한다.

�◦�포장체의�파손·변형,�지표면�치하·함몰�등이�발생한�곳이�있다면�부분적인�교체를�실시한다.

 

유출저감�효과

�◦�강우�시�유출발생원인�표면에서부터�유출�저감과�지연을�통하여�강우관리에�효과적이며�침투�증진을�통한�지하수�

함양에�도움을�준다.

�◦�소규모�강우부터�큰�규모�강우까지�유출관리에�효과적이며�불투수면을�직접적으로�투수면으로�바꿔�물순환�회복

에�도움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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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그림�6.20�투수성�블록�포장�단면

    

그림�6.21�부산대학교�양산캠퍼스�LID�실증단지� :� (왼)투수�블록,�(오)�틈새�블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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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생태저류형 배수로

개요

녹지와 침투트렌치가 연계되어 녹지에서 저류, 
침투 기능과 침투트렌치에서 침투, 배수 기능을 
동시에 갖는 시설

적용위치 기능 및 효과

∎도로, 주
차장 및 
공원 등의 
측면 공간

□ 고려사항

 ∎ 토양 상태

 ∎ 인근의 토지이용 및 하수관

 ∎ 녹지에 표면유출수 유입 여부

 ∎ 식재

 ∎ 수문조사 및 유역 면적 설정

□ 결정사항

 ∎ 생태저류형 배수로 용량 산정

 ∎ 시공비

□ 설계

 ∎ 생태저류형 배수로를 위한 설계 특기사항

 ∎ 유지관리

□ 효과

 ∎ 유출저감

 ∎ 경관 향상 및 열섬 저감

[참고문헌]
∎LID 설계 시방 유지관리 지침서(K water, 2012)

∎청계천 유역 환경치수 도시관리방안 수립 보고서(서울특별시, 2013)

∎Guidelines for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Stormwater Management Systems(NYC,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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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요

�◦�도로,�주차장,�공원,�광장�등에�표면�유출이�일어나는�지역�측면의�녹지와�하부�침투트렌치를�통해�강우유출수를�

저류�및�침투,�배수�하는�시설이다.

�◦�포장�표면에서�발생하는�유출수를�녹지로�유입시켜�저류·침투하며�녹지의�저류�수위가�일정�수준에�도달하면�월류

되어�하부�토양층의�유공관을�통해�침투�및�하수관으로�유출된다.

그림�6.22�생태저류형�배수로의�해외�사례

◦�표면�유출수의�오염물로부터�녹지를�보호하기�위하여�표면�유출수의�녹지�유입을�배제하는�방법이�있다.�이�방법을�

사용할�시�도로의�초기�유출수의�일정량은�하수관으로�유입시키고�이�후�유출수를�녹지�하부�유공관을�통해�침투�

및�배수하며,�녹지면의�빗물은�직접�저류�후�하부�침투통으로�저류시킨다.

   

§ 녹지�하부에�설치된�유공관�주위에�쇄석을�충전하여�채운�구조

§ 빗물의�지하�침투를�유도하여�지하수위�회복에�도움

토양�상태

�◦�생태저류형�배수로를�설치하려는�지역에�녹지의�토양�특성을�파악하며�침투가�잘�되며�식생의�성장이�양호한�토양

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인근의�토지이용�및�하수관

�◦�생태저류형�배수로가�설치된�지역의�토지이용�및�주변�환경을�고려하여�녹지로�유입되는�쓰레기나�협잡물�등의�

표면�발생�오염물에�주의한다.�

�◦�생태저류형�배수로�인근의�표면�유출수의�특성을�미리�파악하여�녹지면�관리�고려사항을�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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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의�형태와�기존�하수�및�우수관의�분포를�파악하여�녹지의�배치�및�트렌치�설계를�고려한다.

녹지에�표면유출수�유입�여부�

�◦�유역의�유출수�오염�농도가�높아�녹지�및�토양관리에�영향을�끼칠�수�있는�경우�표면유출수의�직접적인�유입을�

제한한다.

�◦�겨울철�염화칼슘과�같은�제설제�성분이�섞인�유출수로�식생�생육장애나�토양�오염�등을�고려할�시�표면유출수의�

직접적인�녹지�유입을�제한한다.�

�◦�위의�상황과�같은�경우�초기�강우�유출수의�녹지�유입을�배제하거나�전처리시설을�설치,�침투�트렌치로의�유출수�

직접�유입�등을�고려한다.

식재

�◦�침수와�염분에�내성이�있어�관리가�쉬운�식종을�선정한다.�

 

수문조사�및�유역�면적�설정

�◦�생태저류형�배수로의�설치를�위해�용량은�유역�면적의�크기,�배수계통도,�배수(우수)계획�종단면도�등을�조사하여�

녹지의�저류�면적�및�깊이를�설정한다.

�◦�지형도상�경계구분이�명확하지�않을�경우�현지조사를�실시하여�보완한다.�

�◦�시설�당�유출저감�능력을�고려하여�설정된�유역의�목표�강우�관리를�효율적으로�할�수�있는�시설�당�유역면적을�

설정한다.� �

생태저류형�배수로�용량�산정

�◦생태저류형�배수로�용량25)  

     ×× 

   × ×   

× ×


×× 

Vs,MR = 생태저류형 배수로의 저류 용량(㎥)
Ared = 시스템과 연계된 집수 면적(㎡)
As =  식생 침투면으로 활용 가능한 면적(㎡)
rT(n) = 확률 강우량(l/(s･ha))
kf = 침투 트렌치 하부 토양의 포화 상태 투수계수(m/s)
T = 강우 지속시간(min)
B = 침투 트렌치의 바닥면 폭(m)
h = 침투 트렌치의 유효 높이(m)
L = 침투 트렌치의 길이(m)

25)�청계천�유역�환경치수�도시관리방안�수립�보고서(서울특별시,�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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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저류형�배수로의�저류�용량은�트렌치�저류�용량 과�식생�저류�용량 으로�구성된다.

      

�◦�침투�트렌치�저류�용량 으로�위의�식을�풀어�쓰면�아래와�같다.

       

   ××× 

×××   × ×   

×

×

××  

 
×
×× 

  

×


× × ×
 

�◦�식생면�용량�결정�방법을�적용해서� 를�산정한�다음�이�값을�위의�식에�대입한�후�다른�입력�값들을�사용해

서�연속적으로�값을�구한다.�구해진�값�중에서�최대값을�구하고자�하는�시스템의�길이로�선택한다.�

�◦�설정된�식생면의�부피와�계산된�침투�트렌치의�길이를�바탕으로�빗물정원의�폭을�조정하면서�적합한�식생면의�높이

를�결정한다.

 ×


hM = 식생면의 높이(m)
Vs,M = 식생면의 부피(불변값, 이미 지정된 값)(m)
LR = 침투 트렌치의 길이(불변값, 이미 지정된 값)(m) 
BM = 식생면의 폭(가변값, 침투 트렌치의 폭과 동일한 값)(m)

생태저류형�배수로를�위한�설계�특기사항

(1)�설계�특기사항

�◦�빗물�유출수�발생원에�가까운�위치에서�집수할�수�있도록�설치한다.

�◦�가능하면�주변�경관에�잘�어울리도록�계획한다.

�◦�빗물�관리�계획량의�따라�침투트렌치�유입부에�침투통을�설치하여�빗물�관리량을�결정�할�수�있다.

�◦�기존의�지하�매설�시설물에�영향을�주지�않아야�한다.�

�◦�토양은�식재가�가능한�투수성�토양과�모래,�자갈�등을�이용하여�구성한다.

�◦�식재�수종은�지역적�특성이나�차량�및�인구의�통행,�토지이용�및�경관을�고려하여�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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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의�월류부�높이는�표면유출수�유입부에�따라�결정되며�표면유출수�배제식일�경우�녹지�경계부�보다�낮게�설치

한다.

�◦�침투트렌치의�관경은�연결될�하수관의�관경에�의해�결정한다.�

�◦�표면유출수의�녹지�유입부가�협잡물�등에�의해�막히는�것을�방지하기�위해�스크린�등을�설치한다.

(2)�시공�순서

�◦�터파기�후�토공�면�평탄화�작업을�한다.

�◦�설계된�쇄석층을�감쌀�수�있을�정도의�폭을�갖는�투수시트를�설치한다.

�◦�투수시트위에�일정�높이로�쇄석을�부설한�후�유공관을�설치한다.

�◦�침투트렌치의�유공관과�하수관의�유입부를�시공한다.

�◦�녹지의�저류�월류부와�침투트렌치�유공관의�연결부를�설치한다.�(�표면유출수�배제�시�침투트렌치로�표면유출수�

유입�설계)

�◦�침투트렌치�유공관�상부에�쇄석을�일정�높이로�채운다.

�◦�쇄석층�표면을�투수시트로�덮은�후�일정�두께로�모래를�포설한다.

�◦�모래층�위에�투수와�식생�생장이�용이한�토양을�포설한다.

�◦�식생�식재�후�녹지�월류부를�마감하고�표면유출수�유입부를�시공한다.�

�◦�표면유출수�유입부의�스크린�등의�막힘�방지�시설을�설치�후�시공을�마무리한다.

유지관리

�◦�녹지의�빗물�유입부는�협잡물로�막힘이�발생하기�쉬우므로�주기적으로�점검한다.

�◦�오염물로�인한�식생의�생육�상태를�주기적으로�점검한다.

�◦�1개월�이상�강우가�없을�시�관수한다.

�◦�녹지�월류부가�쓰레기나�낙엽�등으로�막히지�않도록�주기적으로�관리한다.�

유출저감�효과

�◦�강우�시�일정�유역에서�유출되는�빗물을�하수관으로�배수되기�전�녹지와�침투트렌치에서�침투�및�저류하여�유출을�

저감한다.�

 

경관�향상�및�열섬�저감효과

�◦�적절히�조성된�녹지를�통해�도심지�내�경관�향상에�도움을�주며�식물과�저류를�통해�증발산�작용을�일으켜�도시�

열섬�저감에�도움을�줄�수�있다.



부록

-� 99 -

적용�사례

그림�6.23�생태저류형배수로�설계�사례�(도봉구�새동네)

그림�6.24�생태저류형배수로�시공�사례�(도봉구�새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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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침투형 트렌치

개요

집수정, 침투통 등의 연결구간에 유공관과 쇄석 
등을 채운 침투시설

적용위치 기능

∎도로,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측구

□ 고려사항

 ∎ 토양 상태

 ∎ 인근의 토지이용 및 하수관

 ∎ 수문조사 및 적용 공간 설정

□ 결정사항

 ∎ 침투트렌치 용량 산정

 ∎ 시공비

□ 설계

 ∎ 침투트렌치를 위한 설계 특기사항

 ∎ 유지관리

□ 효과

 ∎ 유출저감

사진 자료 : LID 요소기술 설계지침(2012, K-water)

사진 자료 : LID 요소기술 설계지침(2012, K-water)

[참고문헌]
∎LID 설계 시방 유지관리 지침서(K water, 2012)

∎청계천 유역 환경치수 도시관리방안 수립 보고서(서울특별시, 2013)

∎비점오염저감시설기술보고서 침투관(비점오염원 관리기술 연구단, 2011) 

∎Guidelines for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Stormwater Management Systems(NYC,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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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요

�◦�도심지�내에서�각�집수정�사이를�연결하는�구간이나�각�침투통�사이�표면�하부에�일정�깊이로�쇄석을�충전하고�

유공관을�설치하여�빗물의�저류�공간을�조성하고�침투를�유도하는�시설이다.

�◦�지표면�하부에�설치하여�도로�및�조경면적에�공간적�영향이�적으며�침투통과�연계가�용이하다.�

�◦�보행도로나�공원,�가로녹지�등에서�상황에�따라�경관을�위해�조경공간에�함께�표면에�설치된다.

   

 

§ 보통�집수정을�연결하는�측구�하부�구간에�쇄석을�충전하여�채운�구조

§ 빗물의�지하�침투를�유도하여�지하수위�회복에�도움

§ 소규모�시설로�배수로�구간�단위로�현장�설치가�용이

토양�상태�

�◦�침투트렌치를�설치하려는�지역의�지반의�토양�특성을�파악하여�침투시설의�효율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

인근의�토지이용�및�하수관

�◦�침투트렌치가�설치된�지역의�토지이용�및�주변�환경을�고려하여�유공관�내에�쓰레기나�협잡물,�토사�등의�오염물�

유입에�주의한다.�

�◦�기존�하수�및�우수관의�흐름과�연결관�규모를�고려하여�침투트렌치의�효율적인�설치�구간�및�규모을�고려한다.

�

수문조사�및�적용�공간�설정

�◦�해당지역의�강우량,�설계홍수량,�통수량�등을�산정하여�적정�규모�및�종류의�배수시설을�계획하여야�한다.�

�◦�침투트렌치�설치를�위한�측구의�분포를�파악하기�위해�집수정�및�하수관�위치,�지하매설물,�배수계통도�등을�파악

한다.

�◦�지형도상�경계구분이�명확하지�않을�경우�현지조사를�실시하여�보완한다.�

�◦�침투트렌치를�적용하는�유역면적내의�토지이용도,�토질유형,�상습�침수�지역�등을�파악한다.

�◦�유역의�유출�특성을�고려하여�설정된�유역의�목표�강우�관리를�효율적으로�이행할�수�있는�시설의�적용�구간�및�

규모를�설정한다.� �

침투트렌치�용량�산정

�◦�침투트렌치�용량�산정26)

    


   


 (m)

26)�청계천�유역�환경치수�도시관리방안�수립�보고서(서울특별시,�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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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 = 유효 침투폭
b = 침투 트렌치의 바닥면 폭(m) 
h = 침투 트렌치의 유효 높이(m) 

�◦�유효�침투면은�다음과�같이�계산할�수�있다.

   ×    

×  (㎡)

�◦�이를�토대로�침투�트렌치의�침투�속도를�정리하면�아래와�같다.

    

××


 (㎥/s)

�◦�유입량 � �침투량�=�저류에�소요되는�시설�부피

�◦�이�공식을�침투�트렌치의�용량�산정을�위한�저류�부피�계산에�적용한다.

    ×× 

  × ×   

× ×


×× 

Vs = 침투시설의 저류 부피(㎥)
Ared = 침투시설과 연계된 집수 면적(㎡)
rT(n) = 확률 강우량(l/(s･ha))
kf = 토양의 포화 상태 투수계수(m/s)
T = 강우 지속시간(min)
B = 침투 트렌치의 바닥면 폭(m)
h = 침투 트렌치의 유효 높이(m)
L = 침투 트렌치의 길이(m)

�◦�만일�침투�트렌치의�바닥면�폭과�유효�높이가�임의로�지정되면,�이를�바탕으로�여러�강우�지속시간과�강도를�시뮬

레이션�해서�최종적으로�가장�긴�침투�트렌치�길이가�정해진다.

 
××   


×× ×

 
× × ×× 

◦�유공관�설계�및�용량�산정27)

       ·   

·




·




27)� LID�설계�시방�유지관리�지침서(K�wat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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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유량(㎥/s)
A = 유속의 단면적(㎡)
V = 유속(m/s)
n = 조도계수
R = 경심(m)
I = 동수경사

침투형�배수로를�위한�설계�특기사항

(1)�설계�특기사항28)

�◦�침투트렌치�설치�구간�결정�시�기존�기반시설�및�지하�매설시설�등에�방해�요소가�있는지�고려한다.

�◦�하부토양의�침투율은�최소�13�mm/hr�이상이어야�하며�지하수오염방지를�위해�지하수위�또는�기반암으로부터�

수직으로�1.2�m�이상�이격하여�설치한다.

�◦�일반적으로�입도는�쇄석�20~40�mm의�사용을�표준으로�하며,�재생쇄석의�입경을�조정한�쇄석을�사용도�바람직하

다.

�◦�침투트렌치의�깊이는�주로�0.5~1.0�m로�하며�표면�설치�등�상황에�따라�표면에�설치할�경우�0.3~0.5�m로�하는�

것이�적절하다.

�◦�유공관의�직경은�연결할�집수정�및�침투통에�따라�결정되지만�일반적으로�택지�내와�같이�좁은�장소에서는�100˜

150�mm로�하고,�대형시설과�공공시설�등에서는�200�mm로�한다.�

�◦�유공관의�경우�유공경은�충전쇄석의�입경을�고려하여�20�mm�이하로�한다.

(2)�시공�순서

�◦�터파기�후�토공�면�평탄화�작업을�한다.

�◦�설계된�쇄석층을�감쌀�수�있을�정도의�폭을�갖는�투수시트를�설치한다.

�◦�투수시트위에�일정�높이로�쇄석을�부설한�후�유공관을�설치한다.�(표면�설치�시�본�단계에서�쇄석만�부설한�후�

투수시트를�덮고�토양부설�및�식재�후�시공을�마무리한다.�쇄석만을�부설한�후�마무리하는�경우도�있다.)

�◦�유공관�집수정�및�침투통�연결부를�시공한다.

�◦�유공관�상부에�쇄석을�일정�높이로�채운다.

�◦�쇄석층�표면을�투수시트로�덮은�후�콘크리트�및�블록�포장�등의�마감�시공을�한다.

유지관리�

�◦�침투트렌치�유공관에�협잡물로�인한�막힘이�발생하지�않게�하기�위하여�집수정�및�침투통에서�협잡물�유입을�방지

한다.

�◦�표면의�침투트렌치의�경우�토사나�오염물로�인한�공극이�막히지�않도록�오염물의�유입을�점검한다.

�◦�침투트렌치의�유공관의�막힘�발생�시�고압세정수에�의한�내부청소나�건조�상태이면�공기흡입에�의한�방법을�택할�

수�있다.

28)� LID�설계�시방�유지관리�지침서(K�wat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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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저감

�◦�강우�시�표면유출수의�집수정�및�침투통에서�하수관으로�이동하는�과정의�빗물을�유공관과�쇄석의�공극을�통해�

침투�및�일시�저류하여�유출을�저감한다.�

�◦�소규모�강우부터�큰�규모의�강우까지�유출저감�효율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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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29)

그림�6.25�유공관�단면도

그림�6.26�펜실베니아주�공원�유공관

자료:�비점오염저감시설기술보고서�(비점오염원�관리기술�

연구단,�2011)�

그림�6.27�산타모니카시�침투도랑�

자료:�비점오염저감시설기술보고서�침투도랑�(비점오염원�관리기술�연구단,�2011)�

29)�비점오염저감시설기술보고서(비점오염원�관리기술�연구단,�2011)�



물순환 효과분석 및 인프라구축기술 개발연구 용역

- 106 -

용어 정의

대체 가능한 지구 계획 (Alternative site design): 강우유출수를 현장에서 처리, 관리 및 조절 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 (예: 침투 또는 저류 등)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경관 특성을 활용하는 건

설 및 기술 방안 (A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practice that uses natural features of the 

landscape as well as engineered solutions (e.g., infiltration, and water storage) to treat, 

manage, and control stormwater on‐site.) 

분지 (Basin): 강우유출수를 집수하여 침투시키도록 설계된 토양 상태의 움푹한 곳 (An earthen 

depression designed to collect and infiltrate stormwater.)

차단 둑 (Berm): 강우 유출 관리 및 침식 조절을 위해 쌓아 올려 건축된 구조물 (주로 토양 및 콘

크리트 재질) (Raised structure (generally earthen or concrete) constructed to manage 

stormwater runoff and control erosion.)

최적관리방안 (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 (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 오염 방

지 및 저감을 위해 계획된 조치, 방안 또는 규제 (Activities, practices, or prohibitions of 

practices designed to prevent or reduce pollution.

생태저류 (Bioretention): 강우유출수를 취합, 저장 및 침투 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식생 저류 시설

들로 구성되어 있는 저영향개발 (Low impact development, LID) 방안으로, 빗물 정원 (Rain 

garden), 생물학적 여과 (Bio-filter) 또는 최적관리방안 (BMP) 등을 포괄 (Also known as a Rain 

Garden, Bio‐Filter, or BMP. A low impact development (LID) practice consisting of vegetated 

depressions engineered to collect, store, and infiltrate runoff.)

완충지 (Buffer): 개수로 또는 수체로부터 분리된 지역으로 강우유출수 내 오염물질의 흡착 및 정

화를 위한 설계. 주로 식생 지역 (An area that separates land from water courses or open 

water bodies and is designed to filter and capture pollutants from stormwater. May be 

vegetated.)

완충지역 (Bufferyard/buffering): 인근의 개발 및 도로 현장으로부터 공사 현장을 차단하기 위한 

식생 벽 또는 식생지로, 가시적인 토지 이용 현황을 외부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 (Planted 

walls or vegetation that screen development from adjacent neighbors or roadways in an 

attempt to block the view of land uses that may be considered unsightly.)

계획 유역 (Catchment): 강우유출수를 취합하기 위해 설계된 지역 (The area designated to 

collect stormwater runoff.)

사방댐 (Check dam): 특히 토양 침식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우유출수의 흐름을 저감시키기 

위해 수로에 설치된 댐 형태의 작은 구조물 (A small dam constructed to in a channel 

interrupt the flow of stormwater, especially for controlling soil erosion.)

차량 속도 저감 구조물 (Chicane): 안정적 교통 흐름을 위해 차량 속도를 줄이는 방안으로, 보도를 

확장하거나 도로의 폭을 좁히는 방법 (A traffic calming measure that is comprised of curb 

extensions or road narrowing structures.)

보존 관리 (Conservation): 특정 대상을 보존하고, 복원하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의미하며, 물순

환 관리 측면에서 그 대상은 주로 자연 경관을 의미 (The practice of preserving, repairing, 

and protecting something; often in the context of natural landscape.)

연석 분리 구간 (Curb cut): 강우유출수를 불투수면 (도로 등)으로부터 투수면 (빗물 정원 등)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연석을 분리해 놓은 구간 (A break in the curb to allow for the passa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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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mwater flow from impervious surfaces (e.g., streets) to pervious surfaces (e.g., rain 

garden).

저류 (Detention): 강우유출수의 유량을 조절하고, 침투를 가능하게 하며,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강우유출수의 일시 저장 (The temporary storage of stormwater to control discharge rates, 

allow for infiltration, and improve water quality.)

지류 내 얕은 표면 흐름 (Distributary and shallow sheet flow): 광범위한 지역 내 흐름 제한이 없

는 강우유출수의 표면 흐름 (Overland flow of unconfined stormwater runoff over a broad 

area.)

지역권 규제 (Easement/deed restriction): 특정 재산권을 사용하거나 증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 (A legally binding restriction that governs the way in which a 

property can be used or built upon.)

증발 (Evaporation): 열에 의한 액체의 기화. 표층수의 경우, 증발은 수증기를 대기로 이동시킴. 

(Vaporization of liquid in the presence of heat. In the case of surface waters, evaporation 

leads to the transfer of the water vapor into the air.)

증발산 (Evapotranspiration): 토양 내 수분의 증발 및 토양에 식재된 식물의 호흡으로 인한 수분

의 손실 (The loss of water from the soil both by evaporation and by transpiration from the 

plants growing in the soil.)

초기 강우유출 (First flush): 강우 초기에 의해 발생하는 강우유출수. 일반적으로 초기 강우유출수

는 동일한 강우에 대한 나중 시점의 강우유출수와 비교하여, 단일 용량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양이 더 많음. (The initial stormwater runoff captured at the beginning of a rainstorm. The 

first flush generally contains a higher pollutant load compared to the same water volume 

captured at later periods of the same storm.)

유출 분류기 (Flow splitter): 강우유출수를 강우유출 제어 체계나 하수 시스템으로 유도하기 위해 

유출수의 흐름을 나눌 수 있도록 설치된 분류 구조물. 주로, 처리 가능한 강우유출수 허용량에 

도달할 경우, 강우유출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설치 (A flow diversion structure installed to 

divide the flow of stormwater into two directions to capture it in stormwater control 

structures or sewer systems. May be installed to restrict stormwater flows in situations 

where a device has reached design stormwater capacity.)

유출면 확장기 (Flow spreader): 강우유출 흐름이 고르게 확산되도록 유입부나 처리시설 내부의 

흐름 면적을 확장시키는 장치 (A device installed to evenly spread flow through the width of 

an inlet or treatment practice.)

여유 높이 (Freeboard): 기저 홍수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홍수위나 저류 높이 (The required 

additional height or ponding depth above base flood elevation.)

녹색 인프라 (Green infrastructure, GI) (Green infrastructure (GI)): 전반적인 환경의 질을 높이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연형 시스템 (또는 자연 현상과 유사한 인위적인 시스템)을 활

용한 구조물, 기술 및 기법 등을 활용한 복합체를 의미. 강우유출수의 차집·정화 및 침투, 동식

물 서식지 조성, 도로 및 건물의 열섬 효과 저감 및 안정적 교통 흐름 등의 공공 서비스 제공. 

특히 녹색 인프라 기술은 강우유출수의 침투, 증발산 및 재이용을 위해 토양 및 식생 이용을 

기본 원칙으로 함. (An adaptable term used to describe an array of products, technologies, 

and practices that use natural systems—or engineered systems that mimic natural processes

—to enhance overall environmental quality and provide utility services including capturing, 

cleaning, and infiltrating stormwater; creating wildlife habitat; shading and cooling str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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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uildings; and calming traffic. As a general principle, GI techniques use soils and 

vegetation to infiltrate, evapotranspirate, and/or recycle stormwater runoff.)

열섬 현상 (Heat island effect (HIE)): 도시 및 도시 외곽 지역의 건축 환경 내에 존재하는 건축물

과 포장면의 열 흡수와 저장으로 인해, 도시 지역의 기온이 인근 교외 지역보다 약 1 ~ 6 ℃ 

(약 2 ~ 10 ℉) 더 높은 현상. 열섬 현상은 에너지 수요, 냉방 비용, 대기질 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며, 고온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률을 증가시킴. 보다 자세한 정보는 미국 환경

보호청 (US Environmental Agency, US EPA)의 열섬 현상 관련 페이지 참조 

(http://www.epa.gov/heatisland/) (This phenomenon describes urban and suburban 

temperatures that are 2 to 10 °F (1 to 6 °C) warmer than nearby rural areas due to 

absorption and retention of heat by buildings and paved surfaces in the built environment. 

The HIE can increase energy demands, air conditioning costs, air pollution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heat‐related illness and mortality. For more information, visit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s (EA’s) Heat Island website 

(http://www.epa.gov/heatisland/).

중점 관리 지점 (Hot spots): 특정한 조치나 그 결과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수용성이 매우 

높은 지역 (Areas prone or susceptible to certain activities or outcomes.)

차수층 (Hydraulic restriction layers): 물의 이동을 막기 위해 설치된 장치 (예: 보통 차수막, 콘크

리트, 점토막 등) (A barrier (generally geomembranes, concrete, and clay) installed to restrict 

movement of water.)

유량 곡선 (Hydrograph): 시간에 따른 유량의 변화를 도식적으로 시각화 하여 표현한 곡선 (A 

graphical, visual representation of flow rate over time.)

침투 (Infiltration): 표층수가 토양 내로 이동하는 자연 과정 (A natural process through which 

water on the ground surface enters the soil.)

통합 해충 관리 (Integrated pest management): 살충제 사용 저감을 통해 익충을 보존하고, 해충 

제어 및 제거를 위한 장기 방안 (A long‐term control plan for pests and pest damage that 

focuses on reduced use of pesticides while preserving beneficial organisms.)

차단 (Interception): 식생 지대 상의 강우로 인해 흡수되거나 소멸되는 강우량의 일부 (The 

portion of rainfall that lands on plants and is absorbed or dissipates.)

수위 분배기 (Level spreader): 침식 방지를 목적으로 특정 시점에 집중된 강우유출 흐름을 경사면

을 따라 흐르는 얕은 흐름으로 변환시켜 단일 유량으로 확산시키는 유출구 설계 방안 (An 

outlet designed to convert concentrated runoff to sheet flow and disperse it uniformly 

across a slope in order to prevent erosion.)

저영향개발 (Low impact development, LID) (Low impact development (LID)): 강우유출수를 가능

한 자연 형태 그대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를 개발 (또는 재개발)하고자 하는 방안. 자연경관 특

성을 보존 및 복원하고 유효 불투수성을 최소화 한다는 원칙 아래 기능적이고 유용한 지점별 

배수 체계를 고안함으로써, 강우유출수를 하수처리 대상이 아니라 수자원으로 관리 (LID is an 

approach to land development (or re‐development) that works with nature to manage 

stormwater as close to its source as possible. LID employs principles such as preserving 

and recreating natural landscape features and minimizing effective imperviousness to create 

functional and appealing site drainage that treats stormwater as a resource rather than a 

waste product.)

도시 지역 분류식 강우유출수 관거 시스템 (Municipal separate storm sewer systems, M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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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4): 공공재 성격의 강우유출수 이동 시스템 (Municipal separate storm sewer systems, a 

publicly‐owned conveyance or system of conveyances for stormwater.)

미국 오염물질 배출 저감 대책 (National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NPDES) 

(National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NPDES)): 허가 없이 미국 내에서 표층수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Clean Water Act (연방법)의 규제 프로그램. 주 정부가 

연방법에 따라 행하는 위임 입법으로, 예를 들어 애리조나 (Arizona) 주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 

대책은 Arizona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AZPDES)으로 불림 (A regulatory 

program in the Federal Clean Water Act that prohibits the discharge of pollutants into 

surface waters of the United States without a permit. The federally delegated program in 

Arizona is called Arizona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AZPDES).)

비점오염원 (Non-point source): 어느 지점에서 오염 물질들을 유출하고 있는지 지정하여 추정 할 

수 없는 오염원 (예: 표면 유출 또는 강우에 의한 배수 등) (Pollution from sources that cannot 

be traced to a localized and stationary source (e.g., land runoff, precipitation, drainage).)

허용 용량 외 배제 기법 (Off‐line practice): 특정 설계 유량 또는 설계 용량의 강우유출수를 건축

된 LID 시설에서 수용하거나 우회하도록 하는 기법. 계획된 능력을 초과하는 유량 또는 용량은 

시설 외 지역으로 우회됨 (An LID practice where a specific design flow or volume is 

accepted or diverted into the constructed practice. Flows or volumes in excess of the 

design capacity bypass the practice.)

허용 용량 외 저류 기법 (On‐line practice): 강우유출수를 전달하여 LID 시설에서 수용하도록 하는 

기법. 계획된 능력을 초과하는 유량 또는 용량은 우수 배제 시스템으로 전달됨 (An LID 

practice where runoff is accepted and routed through the practice. Flows or volumes in 

excess of the design capacity overflow to the storm drainage system.)

개활지 (Open space): 개발되지 않은 (어떤 건출물 또는 건축 구조물이 없는) 상태의 외부 공간으

로 공공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 (Any open piece of land that is undeveloped (has no 

buildings or other built structures) and is accessible to the public.)

보존 차벽 (Preservation fencing): 식생 구역을 건설 장비로부터 보전 및 보호하기 위해 건설 현

장에 설치된 차단 장치 (A barrier fence established on a construction site to preserve and 

protect vegetation from construction equipment.)

전처리 장비 (Pretreatment device): 강우유출수 이송 시스템과 결합된 장비로, 퇴적물 및 협잡물 

등 오염물질들이 장치형 녹색 인프라 시설로 유입되거나 하천 수계로 유출되기 전에 제거하는 

장치 (A structure incorporated into a stormwater conveyance system to remove sediment, 

oil, grease, and other pollutants before they enter a structural GI practice or are discharged 

to receiving waters.

빗물 정원 (Rain garden): 생태저류 (Bioretention)와 동의어로, 주로 일반 시민 대상의 토론 용어

로 사용 (See bioretention. Synonymous with bioretention, this term is typically used for 

general audience discussions.)

강우조경 (RainScapes): 전적으로 강우유출수만을 관개용수로 이용하도록 조성된  (중수도 활용 

가능) 조경 기법으로, 생활용수 및 식수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Landscapes that, once 

established, rely entirely on rainwater (and greywater if available) for irrigation, while 

preserving tap water for indoor and drinking water needs.)

저류 (Retention): 유출수를 취합 및 저장하기 위해 시공되는 LID 기법의 한 종류 (An LID 

practice engineered to collect and store ru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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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구역 (Right-of-way, ROW) (Right‐of‐way (ROW)): 보도의 연석과 재산권 분할선 간에 도로

를 따라 조성된 구역 (The area along a street between the curb and property lines.)

수변 식생구역 (Riparian/riparian area): 물 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물질 흐름이 가능하도록 수변

을 따라 설치된 초목 형태의 생태계. 특징적으로 높은 수위로 인해 정기적으로 침수되며, 주변 

수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음. 수변 구역에 조성된 초목 지역은 별도로 수변 식생 (Riparian 

vegetation)으로 불림 (A vegetated ecosystem along a water body through which energy, 

materials, and water pass. Riparian areas characteristically have a high water table and are 

subject to periodic flooding and influence from the adjacent water body. Vegetation 

growing in riparian areas is called riparian vegetation.)

교통량 저감 (Road diet): 안정적 교통 흐름을 위해 도로 폭을 줄여 교통량을 줄이는 방안 (A 

reduction in traffic capacity as a result of street width reduction, intended to calm traffic.)

포화 수리 전달 계수 (Saturated hydraulic conductivity): 특정 지점 내 포화 상태의 토양이 공극

을 통해 물을 전달시킬 수 있는 능력의 정량치 (Measurement of the ability of a saturated 

soil to transmit water through its pores.)

물받이 (Scupper): 도로 지역의 강우유출수를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에 위치한 녹색 인프라 시설로 

보내기 위해, 보도 연석을 따라 설치된 구조물 (A structure installed along the curb of a 

street that is designed to carry water short distances to structural GI practices.)

2차 방재 방안 (구조) (Secondary containment (structure)): 사고로 인하여 돌발적으로 독성물질 

또는 유해물질이 환경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 또는 유출물질이 수계로 유입되

지 않고 임시적인 전환 시스템으로 이동하도록 경로를 바꾸는 기술적인 방안 (A structure used 

to prevent accidental releases or spills of toxic or hazardous substances to the environment. 

It can be an engineered means to redirect a spill away from water to a temporary 

diversion system.)

퇴적물 차집 (Sediment trap): 장치형 녹색 인프라 시설의 유입구에 설치된 전처리 시설로, 퇴적

물 및 협잡물 등 오염물질들을 침전을 통해 차집 (a pretreatment area at the inlet to a 

structural GI practice used to capture sediment, oil, grease, and other pollutants through 

settling.)

지점별 특성 분석 (Site fingerprinting): 개발 행위가 환경 변화에 민감한 지역 (습지, 급경사 등), 

장래 개활지로 활용되거나 복원 될 지역, 완충지로서 임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식생이 보존되

어야 하는 지역 또는 산림 보존 지역 등을 회피하도록 하는 개발 방안. 토지 개발은 건축 행위 

후 구조물, 도로 및 재산권 구역 (ROWs)이 존재하게 되는 지역에 한해 국한됨 (Development 

approach that places development away from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wetlands, 

steep slopes, etc.), future open spaces, areas where trees will be preserved, future 

restoration areas, and temporary and permanent vegetative forest buffer zones. Ground 

disturbance is confined to areas where structures, roads, and ROWs will exist after 

construction is complete.)

토양 개량 (Soil amendment): 식물 성장률 및 수분 침투능과 저류량을 개선하기 위해 자연 상태

의 토양에 개량제를 첨가 (Additions to native soils to improve plant growth and water 

infiltration and storage.)

식생 습지 (Swale): 강우유출을 지체시키거나 침투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개방형 배수로 (An 

open drainage channel designed to detain or infiltrate stormwater runoff.)

안정적 교통 흐름 (Traffic calming): 도로 건설, 식생 또는 기타 구조물의 활용을 통해 교통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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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도를 줄이는 방안 (The practice of slowing traffic through the use of roadway 

construction, vegetation, or other features.)

호흡 (Transpiration): 수분이 식물에 의해 흡수되어 대기 중으로 증기 형태로 전환되어 배출되는 

자연 현상 (A natural process in which moisture is released from plants and transferred into 

the atmosphere as water vapor.)

연계 처리 (Treatment train): 강우유출수를 관리 및 처리하기 위해 서로 다른 녹색 인프라 시설들

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체계 (A series of structural GI practices used in conjunction with one 

another to manage and treat stormwater.)

암거 (Underdrain): 설계 유출률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태저류 시설에 길이 방향으로 매설

된 4 ~ 6 인치 직경의 유공관 (A perforated pipe, typically 4‐6 inches in diameter placed 

longitudinally at the invert of a bioretention facility for the purposes of achieving a desired 

discharge rate.)

생태 통로 (Wildlife corridor): 인공적으로 유발된 변화에 의해 자연 지역 내에서 분리된 야생 동

물들 간의 서식지 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지역 (An area of habitat that connects wildlife 

populations that would otherwise be separated by human‐induced changes in the 

landscape.)

100년 빈도 강우 사상 (100-year storm event): 통계학적으로 1년 중 1%의 가능성이라도 발생 할 

수 있는 강우 사상. 100년 간 강우 사상 동안 예상되는 하천 홍수위에 기반하여, A flood event 

that statistically has a one percent probability of occurring in any single year. Based on 

expected stream flood stage levels during a 100-year storm event, an approximate area can 

be extrapolated that designates the 100-year floodp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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