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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w impact development (LID) technique is recently proposed as new concept to reduce surface runoff and pollutant loading 
with various 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 In this study, LIDMOD2, which is one of the model to evaluate LID, was 
applied at Mohyeon developing area to evaluate the redcution of annual runoff and pollution loading, cost-reduction efficient 
by LID with design of structural BMPs including bioretention, wet pond, and wetland. As a simulation results, the bioretention 
had the highest reduction efficiency for runoff (41.43%), and 22% for T-N and 22% for BOD. Wet pont had the highest 
reduction efficiency for T-P as showing 25% of reduction rate. As a results of cost-reduction efficient, wet pont represented the 
highest cost-effective for T-N and BOD with showing 0.43 T-P kg/million won and 17.37 BOD kg/million won, respectively, 
and bioretention represented the highest cost-effective for T-P with showing 2.52 T-P kg/million won. LID technology could 
reduce effectively surface runoff and nonpoint source pollution and construct sustainable development. LIDMOD2 could be 
suggested as useful tool to evaluate and design 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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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불투수층의 증가는 첨두유량, 지표유출, 비 오염물질 부

하발생량을 증가시키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Jenning and 
Jarnagin, 2002; Leoplod, 1968). 한, 과거 도시지역의 토

지이용의 각종 규제나 진을 한 정책도 역사  지역 보

, 양호한 자연 보호 등을 으로 추진되었고 유출수 

 비 오염 리를 한 규제 정책 등의 인식은 부족했다. 
하지만 수문변화에 의한 환경문제가 지속되자 도시화에 따

른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한 정책  리방안들이 수립

되어지고 있다. 재 도시지역의 경우는 녹화사업을 실시하

여 인공 지를 활용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환경 인 효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인 효과를 기 하고 있으며, 새롭

게 건설되어질 도시지역에 해서는 도시개발, 자연특성, 
지역의 환경용량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친환경 인 도

시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다.
친환경 인 도시개발은 도시개발에 따른 수문변화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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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부하량 증가를 최소화 시킬 뿐만 아니라 녹화비

율을 증가시켜 경 개선의 효과도 기 할 수 있다. 최근들

어 친환경 인 도시개발에 있어 LID (Low Impact Deve-
lopment)기법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LID기법은 최

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을 도시개발 

지역에 용함으로써 개발  상지역의 수문상태를 유지 

할 수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비

오염원과 강우유출수를 효과 으로 리할 수 있는 기법이

다( 지홍 등, 2009a). LID기법의 용은 1990년 미국의 

Maryland지역에 식생 류지가 최 로 설치되어진 이후 미

국의 EPA본사, 시카고 시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카르보

로 도심가 등의 여러 주에서 성공 으로 LID기법이 용

되어졌고 우리나라는 경우 녹화사업을 통한 도시지역 건축

물과 에 지 소비형 연구소 등에 LID기법이 용되었으

며 LID기법의 용을 확 해 나가고 있다. 재 우리나라

의 LID에 한 연구는 지홍 등(2009b)이 토지피복이 상

이한 아 트 단지에 하여 배수특성별 감효과를 평가 

하 고 박 호 등(2008)은 LID기법을 용하여 춘천 거두 

1지구의 유출감소 특성을 SWMM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LID기법 용을 평가하기 한 모델로는 지홍 등(20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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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study area.

Table 1. The components of Mohyeon developing area
Section Area (m2) Rate (%) Reference
Total 347,988 100.0

Residential area 221,790 63.7
Single houses 10,606 3.0

Apartment houses 198,749 57.1
Row houses 11,613 3.3
Apartment 187,136 53.8

Semi-residential area 12,435 3.6
Urban infrastructure 125,533 36.1

Park 51,093 14.7 Two places of neighborhood and three places of 
children's park

Green 7,185 2.1 Three places of buffer green and one place of view 
green

School 12,587 3.6 One place of primary school
Preschool 2,185 0.6 One places

Parking lot 2,371 0.7 Two places
Water 8,227 2.4

Wet pond 2,506 0.7 One places
Road 39,379 11.3

Other area 665 0.2
Religious facility 665 0.2 One places

이 안동시에 건설 정인 고속터미 에 류지  체류지 

설계를 한 용성을 평가하기 해 수문해석 방법을 모

델화하여 개발한 LIDMOD1과 개발지역에 한 LID기법의 

효과분석시 우리나라의 수질오염총량제 용할 수 있는 

LIDMOD2이 있다( 지홍 등, 2010).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

우 LID-BMP 용에 한 연구와 유출량  비 오염원 

감효과를 반 할 있는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다양한 

BMP 용에 한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 도시개발 인 모 지역을 상

으로 식생 류지, 인공습지, 습식연못을 포함한 구조  

BMPs의 LID 용을 한 용량  면 을 설계하고 

LIDMOD2 용을 통해 도시개발 과 BMP 용 ･후의 

도시개발에 따른 유출량  비 오염원 배출부하량 감효

과와 비용 비 감효과를 분석하 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상지역

본 연구의 상지역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 면 왕

산리 산 25번지에 치하고 있으며 재 용인 모  도시개

발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총 2,801세 를 수용하는 원

형 복합 주택단지가 조성될 정이다(Fig. 1). 착공은 2010
년에 시작되어 2012년 말 공 정에 있다. 개발 에 있

는 연구 상지역의 총 개발 면 은 347,988 m2 이며 주거

단지에는 단독주택, 연립아 트, 아 트를 포함하여 체 

63.7%에 해당하는 221,790 m2 가 건설될 정이 있다. 도
시기반시설의 경우에는 공원시설, 녹지시설, 유치원, 학교, 
유수지, 주차장, 도로 등을 포함하여 체면 에 36.1%에 

해당하는 125,533 m2 가 조성되어질 정이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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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bability rainfall for 24 hour
Time
(hr)

Frequency (mm)
2 yr 3 yr 5 yr 10 yr 20 yr 30 yr 40 yr 50 yr

24 117.6 136.8 158.4 189.6 223.2 247.2 276 297.6

(a) (b)
Fig. 3. Study area (a) Hydrologic soil group, (b) Landuse.

2.2. LIDMOD2 개요

LIDMOD2는 새롭게 개발될 도시지역에 LID-BMP를 설

계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질오염총량제에 있어 

개발부하량과 LID 용에 따른 삭삼 부하량을 계산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과 안동 학교에서 개발한 엑셀기반의 

모델이다(국립환경과학원과 안동 학교, 2009). LIDMOD2
는 개발 ･후 LID-BMP 용시와 미 용시의 오염부하와 

수문변화를 모의할 수 있고, LID-BMP 용으로 인한 비용

비 감효과분석이 가능한 모델이다(국립환경과학원과 

안동 학교, 2009). LIDMOD2 모델은 수문･수질 컴포 트

와 비용 컨포 트로 구성되어 있으면 각 컴포 트를 구성

하는 요소는 Fig. 2와 같다.

(a) Six sheets in the Hydrology/pollutant Component

(b) Four sheets in the Cost Component
Fig. 2. Two main components and its sheet of the LIDMOD2 

(NIER and Andong National University, 2009).

2.3. 모델 입력자료 구축

LIDMOD2 용에 필요한 기상자료는 기상청에서 운

인 이천지 을 선정하 다. 측정기간은 1999 ~ 2008년 (10
년) 동안의 일별 강수자료를 사용하 다. 연구 상지구의 

발생빈도별 지속시간 24시간 확률강우량은 Table 2 (고건호, 
2005)와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2년과 10년빈도에 한 자

료를 용하 다. 토양도 자료는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제공

Table 3. Hydrologic soil groups of study area
Hydrologic soil group Area (m2) Area (%)

A 191,842 55.13
B 135,644 38.98
C - -
D 20,502 5.89

Total 347,988 100

Table 4. Land use of study area
Land use Area (m2) Area (%)
Rooftop 59,977 17.24

Road 8,811 2.53
Forest 231,527 66.53
Paddy 23,640 6.79

Row crop 17,909 5.15
Lawn 6,124 1.76
Total 347,988 100

해 주는 정 토양도를 사용하 고, 개발 정지의 토양도 분

포 확인을 해 GIS Arcview를 이용하여 해당구역을 분류

한 후 토양도는 분석하 다(Table 3). 토지이용도는 환경부

에서 제공해주는 2007년 분류 토지이용도를 사용하여, 
개발이 에 토지이용상태를 분석하 으며 토지이용은 건물, 
도로, 논, 밭, 산림, 잔디로 총 6분류를 분류하여 용하

다(Table 4). Fig. 3은 연구 상지역의 토지이용도와 토양도

의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다.

2.4. 모델입력 시나리오

연구 상지역에 건설되어질 단면도는 Fig. 4와 같으며, 
구조  BMP 용은 체면 을 기 으로 설계하 다. 아
트 구역의 건물설계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국토해양부, 2009a)기 과 한국그린빌딩 의회(2008)의 자

료를 참고하여 체면 에 20%가 차지하도록 설계를 하

다. 조경, 주차장, 인도 등은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

(국토해양부, 2009b)을 기 으로 조경은 평균 40%를 차지

하게 분류하여 잔디와 산림으로 용하 으며, 주차장은 시

의 설치기 에 따라 세 당 75 m2를 차지하도록 설계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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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struction plan of study area.

Table 5. Landuse design components of apartments
Land use Site 1 (m2) Site 2 (m2) Site 3 (m2)

Forest 12,290 13,069 12,068
Lawn 12,291 13,069 12,068

Open space 1,419 1,419 1,419
Road 444 1,417 166

Sidewalk 9,218 9,218 9,051
Parking lot 13,500 13,500 13,500

Rooftop 12,291 13,069 12,068

Fig. 5. Drainage areas of study area.

체 주차장 면 에서 지하주차장 면 이 80%에 해당하도

록 설계하 다. 인도설계는 체면 에 평균 15%를 차지하

도록 설계하 고, 나머지 면 에 해서는 도로로 가정을 

하 다(Table 5). 학교부지의 설계의 경우는 체면 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건물이 설계되도록 가정하 으며 나머지 

면 의 경우 나지에 한 토지피복이 형성되는 것으로 가

정하 다.
구조  BMP 용을 한 배수구역(Drainage Area: DA)

의 구분은 DA1 ~ DA4구역으로 총 4구역으로 설정하 다

(Fig. 5). DA1 ~ DA3 구역의 경우는 아 트 단지의 배수특

성을 고려하도록 구분하 고, DA4구역의 경우는 아 트 

단지를 제외한 구역의 배수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

하 다.

2.5. LID-BMPs 용

연구 상지역에 하여 구조  BMP인 식생 류지, 인공

습지, 습식연못을 용을 한 설치기 은 탄소 녹생도시 

조성 시행지침의 미기후 향상을 한 빗물 리계획을 근거

로 하여 설계하 다(국토해양부, 2009c). 습식연못과 인공

습지의 류용량 설정은 배수면 에 의해 구분되어진 면

Table 6. Structural BMPs applications
Wet pond Wetland Bioretention

Area (m2) 17,504 17,504 8,754
Storage volume (m3) 2,667 2,667 1,334

에서 건물면 을 제외한 지면 에 해 0.01 m를 곱한 

규모이상을 류할 수 있게 설계하고, 식생 류지의 배수면

 설정은 건물을 제외한 지면 의 0.005 m를 곱한 규모 

이상을 류할 수 있게 설계하 다. 체 용량에 한 

류깊이는 구조  BMP 모두 0.15 m가 되도록 설계를 하

다(Table 6).

2.6. LID-BMP 비용산정

연구 상지역에 용되어질 구조  BMP 설계를 한 비

용산정은 미국 EPA에서 제시한 자료를 이용하 다(Table 7). 
설치비용의 경우는 평균값을 이용하여 습식연못은 경우는 

1 m3 당 29,093원, 인공습지의 경우는 1 m3 당 34,179원의 

비용을 용하 다. 그리고 식생 류지의 경우는 1m3당 

195,835원의 설치비용의 비용을 용하여 설계하 다.

Table 7. Structural BMP construction cost
BMP type Construction cost Reference
Wet pond 19,399 ~ 38,798 won / m3 EPA (2003)
Wetland 22,170 ~ 46,188 won / m3 EPA (1999a)

Bioretention 195,835 won / m3 EPA (1999b)

3. 결과  고찰

3.1. BMP 설계  비용

Table 8은 도시개발 과 LID-BMP를 용한 도시개발 후

의 BMP 용에 따른 배수구역별 토지이용상태를 

LIDMOD2에 용한 결과이다. 개발  토지이용 상태는 논 

5.1%, 산림 66.5%, 밭 6.8%, 잔디 1.8%, 건물 17.2%, 인도 

2.5%로 이루어져 있던 상태로 산림지역이 많은 부분을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 후 토지이용 상태

는 산림 19.1%, 지 3.0%, 물 2.4%, 건물 23.3%, 주차장 

12.3%, 도로 11.1%, 인도 8.8%로 BMP별로 동일하게 용

되었다. BMP별 토지이용 변화는 인공습지의 경우 잔디 

14.1%, 연못 0.7%를 차지하고 있고 습지 용의 경우 체

면 에 5%를 차지하는 17,504 m2가 설치되다. 습식연못의 

토지이용 변화는 잔디가 14.1%를 차지하고 습식연못의 

용은 기존 설계되어질 습식연못을 포함하여 체면 에 

5.8%를 차지하는 20,010 m2 가 설치되었다. 식생 류지의 

토지이용변화는 잔디가 16.6%, 연못이 0.7%를 차지하고, 
류지면 은 8,754 m2 으로 체면 에 2.5%에 해당되게 

설치되었다.
BMP에 따른 배구수역별 우수 류량과 설계비용은 Table 9

와 같다. 우수 류량의 경우 인공습지, 습식연못이 배수구

역별로 DA1구역이 701 m3, DA2구역 533 m3, DA3구역 

580 m3, DA4구역은 853 m3을 류할 수 있게 설계되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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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Application results of existing and proposed DAs land use area for each BMPs

Land use
Existing land use Wetland

Area (m2) % of site
Area (m2)

% of site
DA1 DA2 DA3 DA4 Total

Row crops 17,909 5.1% - - - - - -
Paddy field 23,640 6.8% - - - - - -

Forest 231,527 66.5% 13,173 16,756 22,759 13,878 66,566 19.1%
Open space - - 1,419 6,294 1,419 1,419 10,551 3.0%

Lawn 6,124 1.8% 9,365 11,158 20,462 12,126 49,062 14.1%
Water - - - 8,227 - - 8,227 2.4%

Rooftops 59,977 17.2% 12,068 43,797 12,291 13,069 81,225 23.3%
Driveway & parking lots - - 13,500 2,371 13,500 13,500 42,871 12.3%

Road 8,811 2.5% 7,721 29,130 444 1,417 38,712 11.1%
Sidewalk - - 9,051 3,277 9,218 9,218 30,764 8.8%

Pond - - 3,808 8,104 - - 2,506 0.7%
Permeable pavement - - - - - - - -

Green roof - - - - - - - -
All other BMPs - - - - 2,297 1,752 17,504 5.0%

Total area 347,988 100 70,105 129,114 82,390 66,379 347,988 100

Land use
Wet pond Bioretation

Area (m2)
% 

Area (m2)
% 

DA1 DA2 DA3 DA4 Total DA1 DA2 DA3 DA4 Total
Row crops - - - - - - - - - - - -
Paddy field - - - - - - - - - - - -

Forest - 13,878 13,173 16,756 66,566 19.1 13,173 16,756 22,759 13,878 66,566 19.1
Open space 1,419 1,419 1,419 6,294 10,551 3.0 1,419 6,294 1,419 1,419 10,551 3.0

Lawn 18,159 10,380 9,365 11,158 49,062 14.1 9,365 11,158 20,462 12,126 57,812 16.6
Water - - - 8,227 8,227 2.4 - 8,227 - - 8,227 2.4

Rooftops 12,291 13,069 12,068 43,797 81,225 23.3 12,068 43,797 12,291 13,069 81,225 23.3
Driveway & parking lots 13,500 13,500 13,500 2,371 42,871 12.3 13,500 2,371 13,500 13,500 42,871 12.3

Road 444 1,417 7,721 29,130 38,712 11.1 7,721 29,130 444 1,417 38,712 11.1
Sidewalk 9,128 9,218 9,051 3,277 30,764 8.8 9,051 3,277 9,218 9,218 30,764 8.8

Pond - - - 2,506 20,010 5.8 3,808 8,104 - - 2,506 0.7
Permeable pavement - - - - - - - - - - - -

Green roof - - - - - - - - - - - -
All other BMPs 4,600 3,498 3,808 5,598 - - - - 2,297 1,752 8,754 2.5

Total area 82,390 66,379 70,105 129,114 347,988 100 70,105 129,114 82,390 66,379 347,988 100

Table 9. Application results for BMP storage volume

BMP type
Storage volume

Total (m3) Total cost
(million won)DA1 (m3) DA2 (m3) DA3 (m3) DA4 (m3)

Wetland 701 533 580 853 2,667 91.16
Wet pond 701 533 580 853 2,667 77.59

Bioretention 351 267 290 427 1,335 226.14

으며, 식생 류지의 경우는 DA1구역이 351 m3, DA2구역 

267 m3, DA3 구역 290 m3, DA4구역은 427 m3을 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BMP별 설계비용은 식생 류지가 

226,140,000원으로 가장 높은 설치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

타났고, 인공습지가 91,160,000원, 인공연못이 77,590,000원
으로 가장 낮은 설치비용을 나타내었다.

3.2. 유출량 감 효과

LIDMOD2를 이용한 연구 상지역의 개발 ･후에 한 

불투수층 면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개발  체면 의 19.8%
던 불투수층 면 이 도시개발 후 36.5%로 불투수층 면

이 증가되어 체면 에 56.3%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Fig. 6).
LIDMOD2를 이용한 도시개발 ･후와 LID-BMP기법별 

유출량변화는 Table 10과 같다. 도시개발  유출량은 

340.29 mm/yr이었고, LID기법을 용하지 않고 도시개발

을 할 경우에는 208.4% (709.27 mm/yr)의 증가율을 나타내

었다. 각 LID-BMP기법 용에 따른 도시개발의 유출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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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mpervious areas for pre- and post-development by LIDMOD2.

Table 10. Simulation results of annual surface runoff pre- 
and post-development without LID and with LID 
by LIDMOD2

BMP type Pre-development
(mm/yr)

Post-development (mm/yr)
Without LID With LID

Bioretention
340.29 709.27

415.45
Wetland 639.31

Wet pond 674.29

화는 식생 류지가 415.45 mm/yr로 41.43% (293.82 mm/yr)
가 감소되어 가장 높은 감효과를 나타내고, 인공습지는 

9.86% (69.96 mm/yr)가 감소된 639.31 mm/yr를 나타내었

다. 습식연못을 용한 경우는 674.29 mm/yr로 4.94% 
(34.98 mm/yr)의 감소율을 나타내어 가장 낮은 효율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LID-BMP기법별 단 면 당 유출량 

감소율은 식생 류지가 0.033 mm/m2/yr, 인공습지는 0.004 
mm/m2/yr, 습식연못은 0.002 mm/m2/yr를 나타내었다.

3.3. 비 오염부하 감효과

LIDMOD2를 의해 모의된 비 오염부하량 감효과는 

Table 11과 같다. T-N의 경우 개발  연간 650 kg/yr의 

부하량이 발생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LID-BMP를 용

하지 않은 도시개발시 1,057 kg/yr으로 162.62%의 부하량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개발시 LID-BMP 용에 

따른 T-N 발생부하량 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식생 류지

를 용하 을 때 827 kg/yr의 발생으로 22% (230 kg/yr)가 

감소되어 가장 높은 감소효율을 보 다. 습식연못은 15% 
(159 kg/yr로)가 감소된 898 kg/yr, 인공습지는 12% (123 
kg/yr)가 감소된 934 kg/yr를 나타내었다. 단 면 당 T-N 
발생 부하량 감량은 식생 류지가 0.026 kg/m2/yr, 습식

연못은 0.008 kg/m2/yr, 인공습지는 0.007 kg/m2/yr으로 나

타났다.
T-P의 경우 개발  연간 71 kg/yr의 부하량을 나타내었

으며, LID-BMP를 용하지 않은 도시개발시 218%가 증가

된 155 kg/yr를 나타내었다. 도시개발시 LID-BMP 용 결과, 
습식연못을 용하 을 경우 166 kg/yr로 25% (39 kg/yr)가 

감소되어 가장 높은 감효율을 보 다. 인공습지 용의 

경우는 23% (36 kg/yr)가 감소된 119 kg/yr, 식생 류지는 

17% (27 kg/yr)가 감소된 128 kg/yr가 유출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단 면 당 T-P 감량은 식생 류지가 0.003 kg/m2/yr
으로 가장 많은 감량을 보 고, 인공습지와 습식연못의 경우

Table 11. Simulation results of annual nonpoint source 
pollution load for pre- and post-development 
without LID and with LID using LIDMOD2

BMP type Pre-development
(kg/yr)

Post-development
(kg/yr)

Without LID With LID

T-N
Wet pond

650 1,057
827

Wetland 898
Bioretention 934

T-P
Wet pond

71 155
116

Wetland 119
Bioretention 128

BOD
Wet pond

2,268 6,200
4,774

Wetland 4,852
Bioretention 5,636

0.002 kg/m2/yr로 동일한 감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OD의 경우 개발  연간 BOD 발생부하량은 2,268 kg/yr

을 나타내었고, LID-BMP를 용하지 않은 도시개발시 273%
가 증가된 6,200 kg/yr의 부하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

어 도시화가 이루어질 경우 BOD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

으로 모의되었다. 도시개발시 LID-BMP 용한 결과 식생

류지를 용하 을 경우 4,774 kg/yr로 23% (1,426 kg/yr)
가 감소되어 가장 높은 감효율을 보 다. 습식연못 용

의 경우는 22% (1,348 kg/yr)가 감소된 4,852 kg/yr, 인공

습지는 9% (564 kg/yr)가 감소된 5,636 kg/yr가 유출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단 면 당 BOD 감량은 식생 류지

가 0.162 kg/m2/yr, 습식연못은 0.067 kg/m2/yr, 인공습지는 

0.032 kg/m2/yr인 것으로 모의되었다.

3.4. 비 오염 감량에 따른 비용 비효과 분석

BMP별 비용에 따른 비 오염부하량 감소량을 분석한 결

과는 Table 12와 같다. T-N의 경우 습식연못이 0.43 kg/ 
million won으로 비용 비 가장 많은 T-N 부하량을 감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공습지는 0.39 kg/million won, 식생

류지는 0.30 kg/million won으로 나타났다. T-P의 경우 

식생 류지가 2.52 kg/million won로 비용 비 가장 높은 

감량을 나타내었으며, 습식연못이 1.74 kg/million won, 인공

습지가 1.35 kg/million won으로 나타났다. BOD의 경우 17.37 
kg/million won로 비용 비 가장 높은 감량을 보 고, 식
생 류지는 5.45 kg/million won, 인공습지는 6.19 kg/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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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ost-nonpoint source reduction analysis

BMP type T-N 
(kg/million won)

T-P
(kg/million won)

BOD
(kg/million won)

Bioretention 0.30 2.52 5.45
Wet pond 0.43 1.74 17.37
Wetland 0.39 1.35 6.19

won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N, T-P, BOD 항목별 비용

비 감량이 BMP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감을 목표로 

하는 수질항목에 합한 구조  BMP결정을 우선 으로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용되어진 BMP설계비용의 경우 미국 EPA

에서 제공하는 설계비용을 용하 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최 화된 경제성 분석에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 우리나라의 용되어지는 BMP
설계비용에 하여 지속 인 데이터와 표 화된 자료의 축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BMP설계시 축 된 자료

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합한 최 의 경제성효과를 분석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IDMOD2모델을 이용하여 도시비 오염 

감을 한 LID 용시 구조  BMP 용에 따른 비용산

정, 유출량  비 오염물질 감효과를 경기도 용인시에 

조성될 모  도시개발사업을 상으로 분석하 다.
유출량효과를 분석한 결과 식생 류지가 41.43%의 감

효율로 가장 높은 감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고 인공습지(9.86%), 습식연못(4.94%)순으로 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식생 류지 기법 용이 유출량조 에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 오염부하량은 

T-N은 식생 류지(22%), 습식연못(15%), 인공습지 (12%)순
으로 감효과를 보이고 있고, T-P는 습식연못(25%), 인공

습지(23%), 식생 류지(17%)순으로 감효과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BOD발생부하량은 식생 류지(23%), 
습식연못(22%), 인공습지(9%)순으로 감효과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단 면 당 비 오염원 감량은 식생

류지가 T-N, T-P, BOD 모두 면 당 가장 높은 감량을 

보 다. 결과분석을 통해 유출량감소, T-N, BOD 감, 침투

량 증가는 식생 류지가 T-P는 습식연못이 가장 좋은 감

효과를 보 다. 이는 식생 류지가 높은 설치비용에 따른 

T-P제외한 비 오염  유출량 감에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용 비 비 오염원 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비용 비 가장 높은 감 감량을 보

인 것은 T-N의 경우 습식연못(0.43 kg/million won), T-P는 

식생 류지(2.52 kg/million won), BOD는 습식연못(17.37 
kg/million won)으로 분석되었고, 비용 비 가장 낮은 감

량을 보인 BMP는 T-N는 식생 류지(0.30 kg/million won), 
T-P는 습식연못(1.35 kg/million won), BOD는 식생 류지

(5.45 kg/million won)으로 분석되어 항목별 비용에 따른 

감량이 모두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LID는 도시물순환 뿐만 아니라 도시비 오염 분야에서 

많은 심을 받고 있다. 도시가 개발되기 의 설계단계에

서 지표유출과 비 오염부하량을 감시킬 수 있는 안이 

LID에 의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단계 에 비용

비 감효과를 고려한 최 의 BMPs 설계는 LID 용에 있

어서 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LIDMOD2
는 비교  사용이 간단하고, 최소의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

에 도시설계단계시 LID 용을 통한 효과분석을 하여 

SWMM 같은 복잡한 모델을 용하는 것보다는 유용성이 

더 클 것으로 단된다. 한 수질오염총량제에 있어서도 

LID를 통한 삭감부하량 산정이 인정된바, LIDMOD2를 이

용한 삭감부하량 산정이 용이할 것으로 단된다. 추후 우

리나라 실정을 반 한 BMP별 단가를 반 할 경우 보다 

신뢰성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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