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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 개념 적용으로 인한 유출 감소 특성 가능성 분석 및 

바이모달 트램 전용노선에서의 적용성 검토

Analysis of Runoff Reduction Characteristics with LID Adaptation and LID 
Applicability at Bimodal Tram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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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in land uses at urbanizing areas are causing flooding, increase in NPS pollutants.  Thus, Low 
Impact Development (LID) concept is now being employed in urban plann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BMPs, the LID is a new concept in urban planning to minimize the 
impacts of urbanization for site-specific LID IMP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LID adoption in study watershed in peak rate runoff and runoff volume reduction perspective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peak rate runoff and runoff volume decreased significantly with the LID adoption.  
This indicates that the Bimodal tram route with grass installed at the center of the road will contribute 
reduction in surface runoff and peak rate runoff, and also in NPS pollutant generation from the Bimodal 
tram route.  
---------------------------------------------------------------

1.  서  론

   최근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용 패턴의 변화로 인한 불투수 지형의 증가로 홍수 피해, 도시 비 오염, 

지하수 고갈과 그에 따른 지반 침하 상, 하천의 건천화 등 여러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도시화에 따른 문제 들에 하여 도시화시 녹지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근본 인 안책으로 

보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한국토지공사 2005a). 이러한 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 미국  

선진외국에서 친환경  도시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LID(Low Impact Development)란 개념을 도입 용하

다. LID란 기존의 BMP(Best Management Practices)처럼 유사나 유출 발생 후 처리를 다루는 기법이 

아닌 유출이나 유사가 발생  처리 방식에 을 맞춘 기법으로 유역 내의 투수 면  비율을 최 한 

확보함으로서 토양의 수문학  특성을 유지⦁보 시켜 유역의 도시화 과정 이후 유역의 침투율 면 의 

증가를 가져와 첨두유량 뿐만 아니라 홍수 도달시간 더 나아가 직  유출량까지도 도시 개발 이  상태

의 수문학  특성과 같도록 하는 보다 더 자연 친화 인 도시 설계 디자인을 말한다. IMPs(Integrated 

Management Practices)로는 투수성 아스팔트나 생물학 류지, 인공습지, Green roof 등이 있다

(Department of Environmental Resources, 1999).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상지역인 춘천 거두 1 지구

에 도시유역 하수 거 시스템 내의 유출유량과 수질의 모의로 가장 리 알려진 모델인 SW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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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이용하여 연구 상지역의 도시화 이 , 도시화 이후, LID IMPs 용 시 토지이용 패턴의 변화

에 한 유출 특성  오염 발생 정도에 해 가상 모의 분석을 실시하여 도시화 시 LID Concept의 

용에 한 유용성을 리 알리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바이모달 트램 용 노선의 친환경성

을 평가하는 기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2 . 연 구방 법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택지조성이 완공된 지역으로 우리나라 택지조성 사업의 형 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춘천시 거두 1지구를 연구 상지역으로 선정하 다. 연구 상지역의 도시화로 인한 토지이

용패턴의 변화를 보면 도시화 이 에는 농경지가 87.2%로 면 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도시

화 개발 이후에는 주거지 7.9%, 상가 21.5%, 포장되어진 도로 48.3% 등으로 도시화에 의해 논이었던 

부분의 면 이 건물이나 도로 등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모달 트램 운행 모의 

상지역에 한 수문 분석 모의를 해 SWMM 모형을 이용하 다(그림 1). 

그림 1. 바이모달 트램 모의 운행 지역과 용선로 횡단 구성

 SWMM 모형의 유출수문곡선과 련된 매개변수로는 물리 , 수문학 , 수질 련 매개변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연구 상지역의 도시화 이 과 이후의 수치지형도와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서  1:500 

하수도면(춘천시. 2002)을 이용하여 SWMM 모형에 배수 구역  분류식 하수 거를 digitizing 하 다. 

한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생성한 수치표고모형(DEM)에서 배수 구역의 경사를 추출하 고, 마지막으

로 세부자료 등을 추출하여 물리  매개변수의 입력 자료로 이용하 다. 그리고 배수 구역의 유출 특성

을 나타내는 수문학  매개변수들은 국가수자원 리종합정보(http://wamis.go.kr/)에서 제공하는 토양도

와 문헌들을 참고로 배수 구역의 토지이용패턴에 따라 CN값을 산정하 고, LID 용에 한 CN값들은 

LID Concept의 IMPs  도로나 주차장의 투수성 포장, 건물 옥상의 GreenRoof등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

를 고려하여 실제 바로 용 되어질 수 있는 IMPs들에 해 LID 련 미국 환경부 홈페이지  여러 문

헌들을 참고하여 CN값을 산정한 후 SWMM 모형의 침투방정식 매개변수의 입력자료로 사용하 다(도

표 1). 그 외 매개변수들은 SWMM 모형 내 구축되어있는 매개변수들을 용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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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 이 , 도시화 이후, LID Concept의 용에 따른 토지이용 패턴의 변화에 한 유출 특성  오

염 발생 정도에 해 Huff 방법을 이용한 춘천시의 설계 강우를 이용하여 연구 상 지역에 한 수문·

수질 모의 분석을 실시하 다. 

표 1. Key parameters for LID modeling : CN

3 . 결 과   고 찰

   본 연구의 결과로 연구 상지역인 춘천 거두 1지구에 LID IMPs를 용함으로서 투수 면 의 비율

이 기존의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에 비하여 약 49.8% 정도 증가한 66.9%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화 개발 

이 의 투수면  90.4%에 비해 23.5% 감소한 수치이지만 도시화 이후 17.1%의 투수면 에 비해서는 

49.8% 증가한 수치이다. 단 LID 용 시 투수면  비에서 Green roofs IMPs에 의한 면 은 제외하

다. 이유 즉은 Green roofs IMPs는 강우 유출수가 직  토양으로 침투가 발생되어지는 Concept의 IMPs

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SWMM 모의 결과 총 유출량의 변화를 보면 도시 개발이  18.6 m^3, 도

시 개발 이후 551.4 m^3으로 이는 도시 개발이  체면 의 87.2 %가 농경지 던 면 이 도시화에 따

른 도로, 건물, 주차장등의 의해 불투수 면 이 증가하면서 강우 시 토양의 침투량과 지표면의 류량 

감소로 직 유출량이 증가한 결과를 보여 다. 그러나 LID IMPs 용 시 유역 내 총 유출량은 128.4 

m^3으로 도시유역 내 자연  시설과 수문학  기능을 보존하는 도시 계획과 설계로 인해 도시화 이후

에 비해 76.7% 정도의 격한 유출량 감소를 보여 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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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강우에 의한 유출량 분석 결과

4.  결  론

   본 연구의 결과 LID IMPs를 용한 도시 개발 시 기존의 행 도시 설계에 비해 첨두유량과 총 유

출량이 상당부분 어들었으며, 행 도시 설계보다 개발 과 비슷한 유출특성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LID 용 시 도시 유역 내 투수면  증가 등으로 인한 총 유출량의 감소  토양의 침투량  식생

의 증가로 도시 비 오염원 감소, 더 나아가 도시 지하수의 재 함양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단되

어진다. 아직까지 수문 모의 분석 시 사용한 LID의 IMPs에 한 CN값은 미국의 연구 문헌 등의 값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용한 결과이기에 유출  수질 감에 한 정확성을 논하기엔 비약한 것이 사

실이다. 따라서 실제 LID를 우리나라에 용하기 해서는 우리나라 실에 맞는 IMPs에 한 계발  

지속 인 모니터링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바이모달 트램 용 노선 지구가 확

정될 경우 본 연구의 결과는 트램 용 노선 잔디 부분에 의한 첨두유출량  유출량 감소, 그리고 이

에 따른 바이모달 트램 시스템의 친환경성 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을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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