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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ly developed rainwater harvesting (RWH) system reliability model is evaluated for roof area of buildings in Haeundae 
District of Busan. RWH system is used to supply water for toilet flushing, back garden irrigation, and air cooling. This model 
is portable because it is based on a non-parametric precipitation generation algorithm using a markov chain. Precipitation 
occurrence is simulated using transition probabilities derived for each day of the year based on the historical probability of wet 
and dry day state changes. Precipitation amounts are selected from a matrix of historical values within a moving 30 day 
window that is centered on the target day. Then, the reliability of RWH system is determined for catchment area and tank 
volume ranges using synthetic precipitation data. As a result, the synthetic rainfall data well reproduced the characteristics of 
precipitation in Busan. Also the reliabilities of RWH system for each of demands were computed to high values. Furthermore, 
for study area using the RWH system, reduction efficiencies for rooftop runoff inputs to the sewer system and potable water 
demand are evaluated for 23%, 53%, respectively.

keywords : Non-parametric stochastic rainfall generation algorithm, Potable water, Rainwater Harvesting System, Reliability

1. 서 론1)

수자원 리시설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부터 본격 으로 

시작되었으며, 재까지 꾸 한 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끊임없는 도시성장   더 변하는 환경규정에 처

하기 해 새로운 수자원 리시설의 건설이 필요하게 되었

다. 도시 수자원 리시설의 기본 로세스로는 상수도의 송

수  배수, 하수처리시스템을 통한 처리  방류 등이 있

으며, 이러한 작용은 총 인 도시계획에 따라 건설된 상･

하수도시설에서 이루어진다.
그 밖의 다른 수자원 확보, 개간, 침투, 재사용 등 이러한 

기술들을 가진 빗물이용시설은 지속 으로 수자원을 리

하기 하여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설계가 고려되고 있으

며, 수자원 리를 한 안기술에는 녹색기반시설(Green 
Infrastructure: GI), 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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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 지속가능한 도시배수시설(Urban Drainage Systems: 
SUDS), 강우유출수 원천제어(Stormwater Source Controls: 
SSCs) 등이 있다(Daigger, 2009). 이와 같은 안기술시설

들 에서 빗물이용시설은 갈수지역의 용수공 안으로 

그 요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용수공 능력 이외에도 도시 

내에 각각의 소규모 배수구역에서 집수시설을 분산 설치하

여 직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를 이거나 재사용함으로써 

수자원 리에 효과 으로 용될 수 있는 장 이 있다. 
따라서 빗물이용시설을 이용한 수자원 리 방안은 지속

이고 효율 으로 도시 수자원을 리할 수 있는 새로운 방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아 리카, 아시아, 남미에서의 인구  도

시 성장에 따라 필요한 물을 충당하기 해 빗물이 이용되

었으며(Lee et al., 2000), 빗물이용사례는  세계 으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Cowden et al., 2008). 최근 다양한 

모형들을 이용하여 빗물이용시설이 평가되고 있지만 이러

한 연구의 궁극 인 목 은 수자원확보  리에 있다. 
를 들어, Ghisis (2006)는 라질 남동부 지역에 빗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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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시설을 설치하 을 경우 지역에 따라 48~100%까지 생활

용수가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을 평가하 다. 주거지의 빗물

이용시설 공법이 1980년  에 부각된 독일에 Hermann 
and Schmida (1999)는 화장실용수 공 에 이용되는 4~6 m3 
탱크를 가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평균 으로 30 ~
60%의 생활용수가 어드는 것을 평가하 다. Coombes 등
(1999)은 Newcastle, New South, Wales, Australia에 빗물이

용시설을 고려한 도시 재개발 사업을 통해 강우유출수를 

감하면서 약 60%의 생활용수를 일 수 있다고 평가하

다. Zhang 등(2009)은 매우 높은 인구 도를 가진 베이

징에서 화장실용수 공 에 사용되는 빗물은 생활용수 소비

를 25% 가량 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도시 뿐만

이 아니라 농 에서도 농작물 수확에 큰 향을 주는 건기

동안에 사용되는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한 방안으로 빗물

이용시설이 사용되고 있으며(Fox et al., 2005), 이러한 지

역에서의 빗물이용시설은 물과 식량을 확보하기 한 요

한 수단이 될 것이다.
국내에서도 한상하수도학회(2003)의 ‘빗물이용시설 보

 확 를 한 정책방안 연구’에서 빗물이용과 련하여 

다양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 서울시정발연

구원(2003), 농림부(2003), 과학기술부(2004)와 같은 연구기

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 유철상 등

(2008)은 빗물이용시설을 이용한 장기유출모형을 구축하여 

홍수 유출량 감 향을 평가하 으며, 강원구 등(2010)은 

서울 학교 건물을 상으로 확률 인 개념이 용된 시간

의 연속성에 따른 류용량과 부족량 계를 규명하고 지

속가능한 빗물이용시설을 한 류용량을 산정하여 화장

실용수 이용 감 향을 평가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빗물이용시설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Storage and Reliability Estimation Tool (SARET)을 소개하

고(Basinger et al., 2010), 이를 부산 역시 해운  신시가

지에 용하여 모형을 평가하는 것이다. 빗물이용시설의 신

뢰도는 용지역의 강우특성, 장탱크용량, 배수면 , 그리

고 수요특성  수요량 계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장

탱크에 장된 물의 양이 수요량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 

빗물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사상을 특정 

설계기간으로 나 어주게 되면 빗물이용시설의 신뢰도가 

산정된다. 한 SARET는 용지역에서 측된 강우량을 

고려하여 장탱크용   배수면  범 에 한 신뢰도 

곡선을 산정할 수 있다. 특히 이 모형은 비모수  강우발

생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간편하고 효율 으로 사용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  빗물이용시설의 설계에 한 설명을 

하고, 다음으로 SARET를 상세하게 설명하 다. 그리고 마

지막으로는 해운  신시가지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

우 빗물이용시설에 한 신뢰도를 평가하 다. 이때 집수된 

물의 용도는 화장실용수, 개용수, 에어컨냉각용수 세 가

지로 나 었으며, 추가 으로 신뢰도의 계  변동성과 해운

 신시가지의 용지역에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었을 경우 

강우유출수와 수돗물 사용의 연간 감효율을 평가하 다.

2. 연구방법

2.1. 빗물이용시설 설계 방법

빗물이용시설은 용방법에 따라 다양한 설계를 할 수 

있으며, 장기간의 강우자료와 물수지분석을 이용한 신뢰도 

분석은 빗물이용시설의 설계에 있어 표 인 방법이다. 물
수지 분석에 있어 가장 요한 향을 갖는 인자로는 강우

자료가 있으며, 강우자료는 다양한 강우발생기법에 의해 획

득이 가능하다. 그  연강우량의 변동성만을 고려하는 것

이 가장 간단한 방법일 것이다(Gould and Nissen Petersen, 
1999). 하지만 이러한 방법의 문제 은 불분명한 강우분포

에 기 하여 설계된다는 에 있다. 를 들어 우리나라의 

부산과 호주의 시드니 지역은 계 /시간 으로 매우 다

른 강우분포를 가지지만 연강우량 값은 매우 유사한 강우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강우특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두 

도시의 빗물이용시설의 신뢰도는 유사하게 산정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두 도시의 강우분포가 매우 상이하

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좀 더 복잡한 빗물

이용시설 설계방법은 확률 분포를 이용하여 식을 유도하거

나 장기간 측 강우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있다. 그 로

서 Su 등(2009)은 만의 어떤 도시에 화장실용수공 을 

한 빗물이용시설 설계를 해 장용량과 용수 부족률 

계식을 유도하기 해 50년 측강우기록을 이용하 다. 
이러한 방법은 강우특성을 잘 재 하고 특정 지역에 해 

용하기에는 유용하지만 특정 강우기록에 따라 고유한 매

개변수 산정하여야 하므로 다른 지역에 한 용이 어렵

거나 아  불가능하다는 단 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통계  강우발생기를 이용하는 빗

물이용시설 설계기법이 연구되어 왔다. 다양한 지역의 모델 

용성은 강우발생 알고리즘의 성능에 달려있다. 강우발생

알고리즘은 지역이 가지는 강우특성을 재 하기 해 종합

인 확률 변수들을 산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모형들이 유

용하게 사용되려면 계산 차가 확실하고, 간편하여야 한다

(Sharma and Lall, 1999).
통계  강우발생기는 일반 으로 모수 (parametric) 방법

과 비모수 (non-parametric) 방법으로 나뉜다. 에서 설명

된 통계  방법들은 모수  방법이다. 모수  방법으로 강

우특성을 설명하려면 지역의 고유한 통계  계가 정의되

어야 한다. 한 모형에 입력되는 통계  매개변수들은 한 

지 에 을 맞추어 산정되므로 다른 지역에 한 용

성이 매우 낮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를 들어 Guo and 
Baetz (2007)는 모수  방법을 이용하여 특정 도시의 용수

량에 따른 신뢰도가 충족되는 빗물이용시스템을 설계하

다. 이 방법은 시카고와 피닉스에 강우사상별 강우량과 지

속시간의 특성을 정의하기 해 1변수 지수분포를 용하

으며, 이들의 합도를 평가하기 해서는 Kolmogorov- 
Smirnov 검정법을 수행하 다. 이후 IETD (Inter-event time 
duration)가 지수 으로 분포된다는 가정 하에 포아송 과정

에 따라 합성 강우시계열을 모의하 다. 그리고 이러한 합

성 강우자료를 토 로 특정 도시용수와 신뢰도의 계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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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의하 으며 빗물이용시설을 직 설계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방법은 비교  간단하지만 강우량이 지수 으

로 분포된다는 가정에 의해 좌우되고, 한 계 인 변동

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에 Basinger 등(2010)은 다른 지역에도 Guo and 
Baez (2007)가 설계한 모형이 용될 수 있는지에 해 평

가해보았다. 뉴욕시의 1978 ~ 2002년 측 일 강우 자료를 

사용하여 강우량 분포가 지수함수를 따르는 지에 해 먼

 평가해 보았다. Kolmogorov-Smirnov와 Anderson- 
Darling 검정법을 통하여 뉴욕시의 강우량 분포는 지수분포

를 따르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공하 다. 한 확률 인 방

법으로 계 변동성을 평가하기 해서 동일한 강우자료를 

이용하 다. 이에 뉴욕시는 계  변동성이 존재한다는 결과

가 밝 졌다. 이러한 을 미루어 보았을 때 모수  방법

을 이용한 강우발생기는 지역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Rajagopalan et al., 1997).
통계  강우발생기의  다른 방법은 비모수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강우량의 확률분포형에 한 선행  제가 필요

하지 않으며 강우발생을 설명하기 해서 마코  연쇄를 사

용하게 된다. 건기일과 우기일의 순차 인 진행에 따라 강우

발생을 정의하며, 과거 자료를 통하여 강우량을 모의한다

(Lall et al., 1996). 이 때, Kernel 추정량, Moving Windows, 
는 최근 이웃방법(nearest neighbor approach) 등을 사용하

여 이 의 강우상태를 기반으로 미래의 강우상태를 정의하

는 방식으로 계  변동성이 고려된다(Lall and Sharma, 
1996; Lall et al., 1996; Sharma and Lall, 1999). 이러한 강우

발생기는 지역에 무 하게 동일한 강우발생알고리즘을 사용

하므로 어느 지역의 강우기록에도 용될 수 있는 장 이 있다.
서아 리카 도시에서 1인당 하루에 최소 20 L를 산출할 

수 있는 장탱크가 없는 가정용 빗물이용시설을 설계한 

Cowden 등(2008)은 비모수  강우모의방법이 용된 빗물

이용시설 설계를 수행하 다. 그리고 각각 손실일이 평균 

22%인 최소 20년 장기간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비모수  

방법인 LARS-WG 모형(nonparametric spell length model)
과 모수  방법인 마코  모형의 성능비교를 하 다. 
Markov 모형은 모수 이기 때문에 측 자료로부터 유

도된 이확률을 사용하여 강우발생을 비모수 으로 유도

하 으며, 감마 그리고 혼합지수함수로 강우량을 산정하

다. 한 0차, 1차, 2차 Markov 발생 모형을 각각 시험하

다. 이러한 수행에 따라 비모수  방법인 LARS-WG 모
델이 모수  방법인 마코  모형보다 강우특성을 보다 

잘 재 하며, 계  변동성 한 고려되어 비모수  방법의 

강우발생기의 이 을 증명한 바 있다.
그러나 강우를 모의 발생할 경우 모수  방법과 비모수

 방법  어떤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인가의 문제는 본 연

구에서 다룰 사항은 아닌 것으로 단된다. 다만, 본 연구

의 경우에는 연구 목  상 비모수  방법이 보다 용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용한 것이며, 모수  방법 

한 상황에 따라서는 비모수  방법보다 더 하게 

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모형의 용은 모형의 기본

인 이론 한 용에 있어 요한 사항이지만, 아울러서 

모형을 용하는 사람의 모형에 한 지식 정도가 오히려 

더 요한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2.2. SARET 소개

SARET는 상기 서술된 모형들의 안으로 제시된 모형이

다. SARET는 완 한 비모수  강우발생기를 사용하여 빗

물이용시설을 설계하며, 도시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수

의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 인 신뢰도를 산정한다. 
이 모형은 Basinger 등(2010)의 연구를 참고하 으며, 장기

간 측자료를 이용하여 Matlab으로 구 하 다. Fig. 1에
서는 SARET의 흐름도를 도시하 다. 비모수강우발생기는 

사용자가 측강우자료를 입력하면, 입력 자료로부터 발생

된 Markov chain의 이확률이 산정된다. 다음으로 배수면

, 탱크용 , 수요특성, 수요량, 기쓸림특성을 지정해 주

면 용지역의 강우특성이 고려되어 빗물이용시설 탱크의 

장용량이 계산되고 이에 따른 신뢰도 한 산정된다. 여
기에서는 비모수  방법을 사용한 합성강우시계열과 신뢰

도 산정방법에 해 구체 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Fig. 1. Schmatic diagram of the SARET.

2.2.1. 비모수  방법을 사용한 합성 강우 시계열 산정

일 측 강우자료로부터 강우발생확률과 강우량을 산정

할 수 있으며, 이는 Apipattanavis 등(2007)의 연구방법과 

유사하게 용되었다. 합성강우시계열을 산정하기 한 비모

수  강우발생기 알고리즘 매개변수를 Table 1에 정리하

다. 먼  강우발생의 통계  특성을 정의하기 해 측 자

료에서 비가 온 날을 “wet(강우량 값이 양수)”, 비가오지 

않은 날을 “dry(강우량 값이 0)”로 구분한 배열을 연속 으

로 산정하 다. 이후 해당기간에 포함된 모든 연도에 해 

각 일을 기 일로 설정하고, 기 일 이  15일과 기 일 

이후 14일에 포함된 강우량(30일 강우량)을 가지며, 기 일

의 강우량이 심에 치하는 강우량 배열을 산정한다. 이
때 첫 해의 배열에 필요한 강우량은 마지막 해에서, 마지

막 해의 열에 필요한 강우량은 첫해에서 획득된다. 강우량 

배열에서 연도별 같은 날짜를 가지는 각각의 배열을 서로 

연결시켜 하나의 배열(30days × Number of years)로 다시 

정렬 시킨다. 30년 강우자료를 이용하는 본 연구의 경우 

날짜별로 900일의 강우량이 포함된다. 즉, 30년 동안에 날

짜가 1월 1일은 30일 존재하며, 일별 30일 강우량을 가지

고 있으므로 각 날짜별로 900개의 강우량이 포함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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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on of parameters used in the nonparametric rainfall generation algorithm
Symbol Description
 Number of wet days
 Number of dry days
 Number of wet following wet days 
 Number of dry following wet days
 Number of dry following dry days
 Number of wet following dry days
  Probability of a wet day for day “i”
  Probability that day “i” will be wet, given day “i-1” was wet
  Probability that day “i” will be dry, given day “i-1” was wet
  Probability that day “i” will be dry, given day “i-1” was dry
  Probability that day “i” will be wet, given day “i-1” was dry

900개의 강우량을 가지는 배열에 따라 SARET는 각 날짜

별  ,  ,  ,  , 을 계

산한다(식 (1) ~ (5)  Table 1 참조). 이러한 1차 마코  

연쇄과정을 통해 모든 날짜(i)에 따른 강우발생에 한 계

 변동성이 고려되도록 하 다.

 


 (1)

 


 (2)

    (3)

 


 (4)

    (5)

SARET는 상기 다섯 개의 식으로 계산된 확률을 사용하

여 합성강우발생 여부 시계열을 모의한다. 이때 합성강우발

생 여부 시계열의 발생일시가 먼  고려되어 측 자료의 

기간과 일치하도록 설정한다. 이후 해당 날짜에 한 균등

난수()를 두 번 발생시키며, 첫 번째 난수(, Rain 

occurrence)는 강우의 발생여부를, 두 번째 난수(, Rain 

amount)는 강우발생일의 강수량을 결정하도록 설정하 다.
본 연구와 같이 해당기간이 30년이며, 각 날짜별로 900

일의 강우량이 포함한다고 가정하고 자세히 설명하면, 첫 

날의 경우 강우발생확률은 을 따르며, 가 

보다 작을 경우 모의 첫 날은 강우가 발생되며, 클 

경우에는 강우가 발생되지 않는다. 첫 날에 강우가 발생된

다면 에 900일의 강우량 배열에서 0 보다 큰 날의 

체 일수를 곱하고 반올림 한다. 0 보다 큰 강우량 값 에 

이에 상응하는 순서의 강우량을 추출하여 첫 날의 강우량

으로 선정한다. 강우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강우량 값을 

0으로 설정한다. 두 번째 날부터는 날의 강우발생여부를 

고려하여 날에 강우가 발생하 다면  를, 날

에 강우가 발생하지 않으면 를 이용하여 강우발행

여부를 단하고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강우량을 연속 으

로 추출하면 첫 번째 시나리오의 합성강우시계열이 발생된

다. 이러한 실행을 100번 반복하여 100개의 합성강우시계

열이 발생된다. 실행횟수는 설정이 가능하다.

2.2.2. 빗물이용시설 규모  신뢰도 계산

SARET는 합성강우시계열을 발생시킨 이후에 비모수  

강우발생기를 이용하여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이 수요량을 얼

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해 배수면 과 장용  

범 에 한 신뢰도 곡선을 산정한다. 이때 SARET는 사용

자가 배수면 , 장용 , 기쓸림특성( 기쓸림이 발생되

는 최소 건조기간)  기쓸림량, 수요특성에 따른 수요량

을 직  입력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배수면 과 

장용 이 단일 값 는 범 로 입력되면 신뢰도 한 단

일 값 는 범 에 한 행렬로 각각 산정될 수 있다.
빗물이용시설의 장탱크에 물의 양은 식 (6)을 이용하여 

일별로 계산한다.

   i f   
  i f ≤  ≤ max

max i f  ≥ max
   × 

 (6)

여기서,  는 “”날의 마지막 시 에 장탱크에 남아있

는 물의 양 [ ]
는 “”날의 마지막 시 에 장탱크에 남아있는 

물의 양 [ ]

는 배수면  [ ]
 는 “”의 강우량 [ ]
 는 기 쓸림량 [ ]

 는 “”날의 빗물 수요량 [  ]

max 는 장탱크용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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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ET는 사용자가 하루에 사용되는 수요량( 를 들면 

100 )을 선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월별로 수요량 

값을 변경하여 다양하게 용될 수 있다. 게다가 화장실 

용수처럼 매일 수요량이 발생되는 방식, 개용수처럼 비가 

오지 않는 경우 발생되는 방식 그리고 이 두 가지 방식의 

조합에 해서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모형 용 시 기쓸림특성을 고려해 주어야 한

다. 즉 기쓸림이 발생되기 한 최소한의 무 강우 지속

일(x-day)을 설정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x 값으로 3일을 

선정하 으며, 이 값은 탁도 실험에서 3일 이상 무 강우일

이 지속될 경우 수질이 악화된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 다

(Martinson and Thomas, 2005).
배수면 을 특정 값으로 지정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수요

량과 신뢰도를 만족하는 장용  크기가 산정되는 모형 

용에서 SARET는 장기간 모의된 강우를 고려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수요량을 만족하는 최  장용 을 계산한다. 이러

한 차는 100번 반복되며, 실행횟수는 설정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지정한 배수면 , 장용 , 수요량에 따라 설

계된 빗물이용시설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먼  

해당기간(30년)에 걸쳐 장탱크의 용수가 수요량을 만족하

지 못하는 날의 수를 센다. 이러한 사상을 “failures”라 정

의한다. 다음으로 “failures”의 수를 해당기간의 총 일로 나

어 주면 빗물이용시설의 신뢰도가 산정된다.

3. 결과  고찰

SARET는 지역에 제한받지 않고 빗물이용시설의 신뢰도

를 평가할 수 있으며, 빗물이용시설을 용하기 해서는 주

거지, 상가 등 건물이 많이 집되어있는 곳이 당하다. 
이러한 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산 역시 해운

구 좌동(해운  신시가지)을 용 상지역으로 선정하고, 
SARET를 사용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신뢰도를 평가하고자 

하 다. 해운  신시가지는 해운  해수욕장의 동북쪽 장산

의 남쪽에 치한 신시가지로 많은 아 트와 상가들이 

집한 지역으로 부산 역시 최 의 계획도시이며 장산역을 

심으로 원형으로 동그란 형태로 시가지가 늘어서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1. 부산 역시 강우자료

SARET를 사용하기 해서는 먼  측 강우자료가 필요

하다. 부산지역의 강우특성에 향을 받는 해운  신시가지

의 강우자료는 기상청 부산지 의 1980년부터 2009년도에 

해당하는 30년간 일 강우량을 이용하 다. 이 지역의 강우

특성으로 연평균 강우량은 1,533   (Fig. 2), 연강우량에 

한 표 편차는 419.5 이다. 연간 강수일 확률은 약 

33%가 최 , 약 18%가 최소, 그리고 평균 으로는 약 

27%로 나타난다(Fig. 3). 30년 동안 일강수량을 분석하 을 

때 강수량이 작을수록 빈도가 많이 발생하 으며, 10   
이하의 강우가 체의 약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악되

었다(Fig. 4). 그리고 상지역의 강우변동성을 보여주는 월

강우량 특성을 상자수염도로 제시하 다(Fig. 5). 우리나라

는 강우가 여름철에 집 된다. 이 그림에서도 다른 달보다 

Fig. 2. Annual precipitation in Busan 1980-2009.

Fig. 3. Probability of wet day in Busan 1980-2009.

Fig. 4. Histogram of daily precipitation amounts in Busan, 
1980-2009.

Fig. 5. Box and whisker plot depicting variability in monthly 
precipitation in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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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월에 강우가 집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강우변동성

을 설명하는 30년간 월강우량의 평균  표 편차, 월무강

우 일수의 평균과 표 편차에 한 그림을 모의된 자료와 

더불어 추가로 제시하 다(Fig. 6-9).

Fig. 6. Monthly average of rainfall amount.

Fig. 7. Monthly standard deviation of rainfall amount.

Fig. 8. Monthly average of norain days.

Fig. 9. Monthly standard deviation of norain days.

비모수  방법으로 발생된 30년간 100개의 합성 강우자

료와 측 강우자료의 특성을 비교하기 해 각각의 합성 

강우자료에 한 월평균 강우량을 100개씩 산정하여 이를 

상자수염도로 나타내었다(Fig. 10). 합성 강우자료에 한 

월평균 강우량을 나타내는 Fig. 10과 측 강우자료에 한 

월평균 강우량을 나타내는 Fig. 6를 비교하면 합성 월평균 

강우량의 앙값이 측 월평균 강우량과 거의 유사한 것

을 악할 수 있다. 한 합성 강우자료에 한 월강우량

의 표 편차를 나타내는 Fig. 11은 측 강우자료에 한 

월강우량의 표 편차를 나타내는 Fig. 7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합성 강우자료에서

도 측 자료와 같이 계 성을 잘 재 하고 있다.
이번에는 100개의 합성 일 강우자료  세 개를 임의로 

선택하여 부산지 의 30년간 측 일 강우자료와 통계 으

로 비교해 보았다. 이때 측 일 강우자료를 “observed”, 
합성 일 강우자료를 “simulated 1”, “simulated 2”, “simulated 
3”로 각각 설정하 다. 연평균 강우량의 경우 측 자료의 

앙값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최소  최 값의 

분포가 다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모형의 특성 상 

극한 강수량의 재 은 용된 모형의 한계인 것을 살펴볼 

수 있다(Fig. 12). 그러나 빗물이용시설은 극한 강우량 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일반 인 강우량이 발생할 때

를 상으로 설계가 되므로 이러한 극한 값이 빗물이용시

설의 신뢰도 평가에 미치는 향은 비교  작을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빗물이용시설의 신뢰도에 보다 큰 향을

Fig. 10. Box and whisker plot depicting variability in 
monthly synthetic average precipitation in Busan.

Fig. 11. Box and whisker plot depicting variability in 
monthly synthetic standard deviation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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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Box and whisker plot comparing historical and synthetic 
annual precipitation amounts for 1980-2009.

Fig. 13. Box and whisker plot comparing the historical and 
synthetic 24-hour precipitation amounts (30 highest 
values) for 1980-2009.

Fig. 14. Column chart depicting the number of wet days in 
the historical and synthetic sequences of 1980-2009.

미치는 측 자료에서 가장 큰 30개의 일 강우량과 각 합

성자료에서 가장 큰 일강우량 30개를 비교하 다. 측 자

료의 사분  범 , 앙값, 극값이 합성자료의 값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살펴볼 수 있다(Fig. 13). 연간 강우 발생일

의 경우 측 자료의 강우 발생일은 연간 98.9일이며 합성

자료의 강우 발생일은 연간 95.53, 97.87, 98.89일로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여 다(Fig. 14). 한 강우사상 사이에 강

우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무강우기간)에 한 빈도분석을 

하 다. 그 결과 측 자료와 합성자료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무강우기간이 15일 이상이면 매우 낮은 빈

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5). 마지막으로 

 ,  ,  , 를 비교해 보았다.

Fig. 15. Comparison of the frequency of dry spells of 
different durations in the synthetic precipitation 
series to the historical observations.

Fig. 16. Probability that day “i” will be wet, given day “i-1” 
was wet.

Fig. 17. Probability that day “i” will be dry, given day “i-1” 
was wet.

Fig. 18. Probability that day “i” will be dry, given day “i-1” 
was dry.



비모수  추계학  일 강우 발생기 기반의 빗물이용시설 신뢰도 평가모형의 부산 역시 해운  신시가지 용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Quality, Vol. 27, No. 5, 2011

641

Table 2. Parameter ranges used in the Haeundae case study
Parameter Value

Rooftop catchment area 1 - 180 

Storage volume 1 - 60 

First flush 0.4  after 3 dry days
Multifamily building toilet flushing demand, high flow fixtures 1.7  - annually
Multifamily building toilet flushing demand, low flow fixtures 0.5  - annually
Backyard irrigation water demand 0.4  - May 1 through October 31
Air conditioning water demand 15  - May 1 through October 31

Fig. 19. Probability that day “i” will be wet, given day “i-1” 
was dry.

네 가지 확률 모두 측 자료의 경향을 잘 재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16 ~ 19). 에서 제시된 Fig. 6-19의 결

과들을 보면 합성 자료가 측 자료의 강우특성을 잘 재

하고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SARET에서 사용되는 비모

수  강우발생기는 측자료를 우수하게 재 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3.2. SARET 모형에 용되는 매개변수 범  선정

SARET 모형을 사용하려면 사용자는 먼  모형에 용되

는 매개변수 값 는 범 를 입력해 주어야 한다. 매개변

수에는 지붕면 , 빗물이용시설 탱크 용 , 기쓸림특성, 
수요특성에 한 수요량이 있다. 여기서는 해운  신시가지

에 용될 수 있는 매개변수의 선정 차에 해 설명하고

자 한다. 이 매개변수들은 Table 2에 정리하 다.

3.2.1. 지붕면   장탱크용  범

미국 뉴욕시에서는 도시계획을 해 구축된 PLUTOTM 
(The Primary Land Use Tax Lot Output)를 사용하여 빗물

이용탱크를 설치할 수 있는 지붕면  자료가 이미 구축되

어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미국과 같은 자료구축은 

실상 미비한 수 이거나 수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각종 웹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을 통해 빗물이용

탱크를 설치할 수 있는 지붕면  자료를 직  구축하 다. 
지붕면  범 를 선정하기 해 구축된 자료를 이용하여 빈

도분석을 실시하 다(Fig. 20). 해운  신시가지의 건물의 

지붕면  에 1 ~ 175 가 조사된 체 지붕면 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뉴욕시의 건물지붕면

의 빈도분포(Basinger et al., 2010)와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

Fig. 20. Building footprint histogram for Haeundae new 
town, square meter.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빗물

이용시설이 설치되는 지붕면 을 1 ~ 180  범 로 설정

하는 것이 합하다고 단하 다.
재 빗물이용시설에 실제로 사용되는 장탱크의 용

은 2 ~ 56  이며(Texas water Development, 2005), 이 범

를 과하는 장탱크는 지상에 설치되거나 지하에 매립

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장탱크 용 의 범

를 1 ~ 60  로 설정하 다.

3.2.2. 기쓸림특성

일정한 기간 동안 지붕에 강우가 발생하지 않으면 낙엽, 
꽃가루, 나뭇가지, 벌 , 동물의 배설물, 살충제  기타 

기의 잔류물 등과 같은 먼지들이 쌓이게 된다. 이때 강우

가 발생하게 되면 빗물에 이러한 오염물질들이 포함되어 

수질이 악화된 상태로 장탱크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빗물이용시설의 용수로 부 합하게 된다. 그러므로 SARET
에서는 기쓸림특성을 고려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용수에 

합한 수질을 유지하고자 하 다.
앞서 언 했듯이 3일 이상 무 강우일이 지속될 경우 기

쓸림이 발생되며(Martinson and Thomas, 2005), 기쓸림의 

향을 고려하기 한 장치로는 기쓸림분배기(First flush 
diverter)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배수면 에서 기에 발생

한 오염된 빗물을 다른 장탱크에 집수하는 장치로 Texas 

Water Development (2005)는 100 인 배수면 에서 하루

에 1 ~ 2 gallons의 기쓸림량( 기 강우의 0.4 ~ 0.8  )
을 제어할 수 있는 기쓸림 분배기가 추천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의 용수 이용

률을 최 로 고려하기 해서 강우사상 사이에 3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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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mand = 500 liters/day (b) Demand = 650 liters/day

(c) Demand = 800 liters/day (d) Demand = 950 liters/day

Fig. 21. Toilet flushing reliability contour.

무 강우일을 가진 강우사상의 강우량  기의 0.5 
가 기쓸림량으로 발생된다고 가정하 다.

3.2.3. 빗물 수요량 특성

장탱크에 집수된 용수는 화장실용수, 개용수, 에어컨 

냉각용수, 청소용수, 소방용수 등과 같이 다양하게 사용된

다. 본 연구에서의 수요특성은 화장실용수, 개용수, 에어

컨냉각용수로 구분하 다. 수요특성에 한 수요량은 뉴욕

시 PLUTOTM 자료를 기 으로 작성되었다.
첫 번째로 화장실 용수에 해 수요량은 다음과 같이 결

정하 다. 4가구(15명)가 거주하고, 화장실 사용횟수가 매

일 일인당 6번인 주거건물을 가정하 을 때 화장실이 고유

량 시설이면 약 1700 , 유량 시설이면, 약 500 
 로 산정된다. 재 뉴욕시는 일반 으로 유량 시

설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 으로 500, 650, 800, 950 
 로 네 가지 경우를 각각 용하 다.
두 번째로 개용수의 수요량을 평가하기 해서 PLUTOTM 

자료에 따라 평균 으로 미개발지역의 50%가 잔디나 정원

으로 이용된다고 가정하 다. 이때 뉴욕시의 경우 70 

가 잔디나 정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한 이러한 지역은 성수기(5/1 ~ 10/31)에만 빗물이용시설

이 사용되며 이 기간에 매주 4 의 개용수 수요량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70 의 면 에 해 

하루기 으로 단 환산하게 되면 0.4  이 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뉴욕시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개용수 

수요량에 해 동일한 값을 용하 다.
세 번째로 에어컨냉각용수의 수요량은 뉴욕시 지역정보 

웹사이트에 있는 New York CEQR(City Environmental 
Quality Review) 기술 편람에 따라 15  로 설정하

다. 한 에어컨 냉각용수는 에어컨 사용이 집 되는 성수

기에만 수요가 발생한다고 가정하 다.

3.3. 신뢰도 평가

부산 역시 신시가지에 치한 건물들을 상으로 화장

실용수, 개용수, 에어컨 냉각용수 공 을 해 설치된 빗

물이용시설의 신뢰도를 곡선을 산정하 으며 이를 Fig. 21
~ 23에 제시하 다. 이때 본 연구에 용된 빗물이용시설은 

기쓸림특성을 고려하 기 때문에 기쓸림특성이 고려되

지 않은 시설의 신뢰도보다 다소 낮게 산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참고하여 새로운 빗물이용시설의 규모를 산정하

거나 기존의 빗물이용시설의 신뢰도를 측하는데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다.

3.3.1. 화장실 용수에 한 신뢰도

Fig. 21은 화장실 용수의 수요량이 500, 650, 800, 950 
 일 경우에 빗물이용시설의 신뢰도 곡선을 보여 다. 
일반 으로 배수면 이 증가함에 따라 신뢰도가 높게 나타

나다. 배수면 이 일정할 경우 장탱크용 이 증가할 때 

신뢰도 한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장탱크용 이 크다고 

해서 신뢰도가 계속 증가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화장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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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해운  신시가지에 일반 인 지붕면 의 크

기는 51-75 인 것을 고려하여 지붕면 이 75 , 장

탱크용 이 10  3.3.2일 경우 수요량에 따른 신뢰도는 

24 ~ 46%로 산정되었다. 한 수요량이 500 , 장탱

크용 이 10 일 때 배수면 에 따라 최소 1 ~ 70%로 산

정되었다.

3.3.2. 개용수에 한 신뢰도

Fig. 22는 개용수로 사용될 경우 빗물이용시설의 신뢰

도 곡선을 보여 다. 장탱크용 과 배수면 의 모든 범

에서 31 ~ 99%이상의 신뢰도이며, 연구지역에 일반 인 지

붕면 에 용되었을 경우 장탱크용  범 에 따라 51 ~

99%의 신뢰도를 보여 다. 그리고 30  이하인 배수면

을 가지는 경우 장탱크용 이 증가하여도 신뢰도는 크

게 증가하지 않으며 70  이상인 배수면 에 경우에는 

장탱크용 이 증가함에 따라 신뢰도 한 민감하게 반응

하여 증가한다.

Fig. 22. Irrigation reliability contour.

3.3.3. 에어컨 냉각용수에 한 신뢰도

Fig. 23은 에어컨냉각용수로 사용될 경우 빗물이용시설의 

신뢰도 곡선으로 장탱크용 과 10 이하인 배수면 에 

해 81%이상의 신뢰도를 보여 다. 에어컨냉각용수의 수요

량은 15  로 매우 은 양이 사용되므로 신뢰도 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작은 지붕면

을 이용하여 80%이상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 다.

Fig. 23. Air conditioning reliability contour.

3.3.4. 최 용 으로 채워지는 시간

Fig. 24는 배수면 이 주어졌을 때 장탱크용 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개월 수를 그래 로 산정하 다. 상처럼 

배수면 이 클수록 그리고 장탱크 용 이 작을수록 소요

되는 시간은 어들었다. 반 로 배수면 이 작고 장탱크

용 이 클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는 빗물이용시설을 설계하기 이 에 이러한 

평가가 먼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Fig. 24. Time required to fill the storage volume from 
precipitation (months).

3.4. 고찰

3.4.1. 신뢰도 산정에 한 계 성 향

Fig. 21 ~ 23에 제시된 신뢰로는 연 기 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신뢰도로는 계  변동성을 하게 고려할 수 없

기 때문에 신뢰도의 월변동성 평가를 추가 으로 실시하

다. 먼  빗물이용시설이 지붕배수면  100 , 장탱크

용량 10 , 수요량 500 인 특정 값을 가지도록 설

계하 다. 한 기쓸림특성을 고려하 으며 연  항상 작

동 되도록 하 다. 이러한 설게조건에서 SARET의 강우 발

생기를 사용하여 30년 합성 일 강우자료를 300개 발생시켰

다. 이 자료를 통해 월별신뢰도를 산정하면 Fig. 25와 같이 

분석된다. 월별 신뢰도의 평균은 12월에 15%로 가장 낮게, 
7월에 95%로 가장 높게 산정되었다. 그리고 신뢰도의 IQR

Fig. 25. Monthly variability in RWH system reliability con-
sidering a 100  catchment, 10  storage tank, 
500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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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quartile range)은 일반 으로 여름과 가을에는 높게 

그리고 과 겨울에는 낮게 산정되었다. 이처럼 신뢰도가 

부산지 의 강우패턴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볼 

때 계 성 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3.4.2. 강우유출수  수돗물 사용량 감 향

SARET를 이용하여 특정지역에 한 강우유출수  수돗

물 사용량 감 향을 알아보기 해서 빗물이용시설을 

가진 연구지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연구지역의 면

은 2 이며, 지붕면 이 60, 100, 170 인 배수구역에 

5, 10, 20  장탱크가 20개씩 분산 설치되었다. 장탱

크용량은 용량이 커질수록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용측

면에서 가장 효과 인 크기로 선정되었다. 수요특성은 화장

실용수로 500  로 정하 으며, 이를 시간단 로 환산

하면 약 21 이다. 그리고 기쓸림은 고려되지 않았

으며, 강우자료는 2003년 부산지 의 시간 측 강우자료

를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감 향을 평가하 다.
의 조건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유/무에 따른 강우

유출량  수돗물 사용량이 시간별로 산정되었다(Fig. 26). 
연구지역에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설치되지 

않았을 때보다 강우유출량이 19%, 수돗물 사용량이 53%로 

각각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독일의 경우 용수사

용량 감소량이 30 ~ 60%이며, 호주의 경우 60%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Coombes et al., 1999; Hermann 
and Schmida, 1990). Coombes 등(1999)는 빗물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지붕에서 발생한 강우유출수를 부분 처리가능

하다는 주장에 일치하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빗물이용

시설을 이용하여 도시용수를 추가 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강우유출수를 감할 수 있음을 보여 다.

Fig. 26. Annual reduction in runoff and potable water 
demand when rooftop rainwater is used to flush 
low flow toilets in a imaginary study area.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부산 역시 해운  신시가지를 상으로 

빗물이용시설 신뢰도 모형을 평가하고자 하 다. 이 모형은 

비모수  강우발생기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측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통계 인인 방법으로 실행되므로 다

른 빗물이용시설과 비교하 을 경우 간편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한 이 모형은 부산지역의 강우특성을 하게 모

의하 으며, 추후 보다 높은 차원의 마코  연쇄 모델을 

이용하거나 는 강우량의 자기상 특성을 고려한 모형의 

확장에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해운  신시가지에 치한 건물의 지붕배수면 에 빗물

이용시설을 설계하 을 경우 한 비율로 수요량이 충당

될 수 있었다. 상지역에서 유량 화장실용수를 사용될 

경우 신뢰도가 45%이며, 개용수  에어컨냉각용수로 사

용될 경우 신뢰도가 80%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상지역의 모든 건물에 한 규모로 빗물이용시설이 설치

가 된다고 하 을 때 연간 수돗물 사용량을 약 53%, 하수

거로 배출되는 강우유출량을 약 19% 감할 수 있었다. 
강우유출수가 게 배출된다면 하수도 시설의 범람과 역류

가 어들 것이며, 한 비 오염물질을 일부 차단하여 공

공수역의 수질개선 효과도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  

인구성장에 따라 도시용수의 확보가  어려워지는 실

을 고려하 을 때 빗물이용시설로 도시용수 확보를 확보한

다면 수자원을 보다 효율 으로 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빗물이용시설에 한 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모델에 입력되는 매개변수를 입력 해외 문헌에 의

존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국내 실정에 필요한 

자료구축( 를 들면, 해당지역 지붕면 , 빗물 수요량, 기

쓸림 등)이 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 빗물이용시설이 하게 용

되려면 제도 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빗물이

용시설을 통한 장 들이 달성되기 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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