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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1)

수자원 중에서도 빗물은 물의 순환에 있어서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여 댐, 저수지에 저장되었거나 하천에 유출되어
긴요하게 다양한 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심에서의
빗물은 도시침수, 도시하천의 범람, 오염물질의 유출 등과

같은 악영향이 더욱 부각되는 경향이다(Kang, 2015; Kim, 
2011). 도시화에 의해 토지이용의 고밀도화는 불투수층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는 빗물배제방식은 도시의

물순환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건물, 주차장, 도로
등의 불투수면을 증가시켜 수문학적(Kang, 2002), 생태학
적, 환경학적 문제를 야기하는데(Hewitt and Rashed, 1992; 
Perdikaki and Mason, 1999; Son et al., 2008) 도심에서의
지하수위 저하, 초기우수에 포함된 질소, 인과 같은 영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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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유입으로 부영양화 등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

심화, 하천유량 및 침수공간의 부족으로 생태환경 저하 그

리고 미(micro)기후 악화에 의한 도시 열섬화 등 도시의 지
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Dow and Dewalle, 
2000; Choi et al., 2013).
따라서 도시에서는 물의 배출과 하천 수질관리에만 초점

을 맞추고 있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강우 시점부

터 빗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설계 단계부터 개입하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와 같은 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LID란 개발과 강우 관리에

대한 개념으로 신속한 우수유출수의 배수와 장치형 위주의

비점오염원 관리에만 치중된 물관리 정책을 보완하고 지역

전체의 건전한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분야에서 대두된 최적개발기법이다(Kim and Kim, 2015). 
LID기법의 구조적 기술요소는 침투시설·저류시설·빗물이용
시설과 같이 특정시설을 주택·학교·도로 등에 설치하여 일

정기간 동안 물을 저장하거나 불투수층의 면적을 줄여 토

양을 통해 지하로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침투도랑, 식생여과대 등 자연형시설의 설치와 함께 도시의
강우 유출수에 포함된 비점오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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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reduction effect of nonpoint source pollutants according to the rainfall intensity and drainage of 
infiltration grate inlet. Soil infiltration flow was measured on-site and SS load by the filter part was calculated by the 
experimental data in laboratory reactor test. Soil infiltration flow was measured to be about 1 m3/hr in soil condition saturated 
with water. The filter part of the infiltration grate inlet was a hydraulic equipment unhindered by soil infiltration on the bottom 
of the storage tank, because the infiltration flow was measured to be about 3 m3/hr continuously in the closing infiltration hole 
condition. Infiltration flow and SS load were over about 1 m3/hr and 1.71 kg according to laboratory results by the filter part 
using the artifical sample. Therefore, the above values could be presented as the limitted value to start the reduction of 
filtration effect. Reduction efficiencies of SS load by the filter part for the rainfall intensity were about 87 % at 5 mm/hr and 
about 61 % at 10 mm/hr in consideration of one infiltration grate inlet got the drainage area about 200 m2. The reduction 
efficiency of nonpoint source pollutants was very effective in the first flush rainfall. However, the reduction efficiency by 
rainfall density was higher than by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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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여과시설·와류형 시설 등의 장치형시설을 함께 설치

하고 있다.
기존의 빗물받이는 도로의 측면 배수구에 30 ~ 50 m 간
격으로 배치한 원형 또는 직사각형의 콘크리트제 용기를

사용하여 바닥에는 토사저장부가 있고 빗물은 하수 부착관

을 경유, 하수본관으로 유입되고 있다(Korea Watstewater 
Works Association, 2011). 최근 집중강우에 의해 침수피해
및 안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도심지역에

강수침수피해 방지, 비점오염물질의 제거 그리고 안정적인

물순환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침투형 빗물받이 시설의 적용

사례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 도쿄에서 시간당 100 mm를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긴급하고 집중적인 대책 마련하기 위해

하천이나 하수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유역 내에서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과 연계를 하여 일시 저류ž침투시설 등의

설치 등에 의한 종합적인 침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2
년에는 <긴급호우대책에 기초한 공공시설의 일시 저류시설

등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을 제정하여 활용하고 있다(Tokyo, 
2012). 특히 도로 침투받이는 집중호우시 도로배수를 신속

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0
년 9월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 시간당 75 mm의 집중호
우로 통행이 어려울 정도의 침수피해가 있었으며 이를 해

결하기 위해 침투형 빗물받이를 설치하여 각광을 받은 적

이 있다. 유사한 형태인 침투여과 빗물받이(Filter Box)와
침투형 빗물받이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Kang, 2015) Filter 
Box가 침투형 빗물받이에 비해 단위설계침투량은 저조하나
경제성에서 양호한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우수

유출저감시설의 저감효과나 유지관리에 에 관한 연구가 대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현장에 사용되고 있는 H업체의 침투형 빗물

받이는 강우시 유입된 빗물이 역류형 유도관에 의해 필터

부에서 침전, 여과를 통해 비점원오염물질인 협잡물, 부유
물질 등이 제거되고, 저류부에 저류 후 쇄석과 투수시트를

이용하여 측면 및 바닥 부위를 통해 토양으로 침투되며, 
침투되지 않은 빗물은 기존 우수관로로 배출되어 비점원오

염물질 저감과 침수방지에 효과적인 빗물의 분산 배수효과

가 매우 높은 장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장에서 설치되어 있는 침투형 빗물

받이 시설에 정량적인 성능평가 및 강우강도에 따른 비점

원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평가하여 설치시 구체적인 기초자

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Materials and Methods

2.1 침투형 빗물받이의 침투량 측정
침투형 빗물받이의 침투량 측정을 위해 대전시 상수도사

업본부 유성사업소의 협조로 물탱크(3 Ton)와 대형 플라스
틱 통을 준비하고 빗물받이의 Screen 및 필터부를 제거하

여 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빗물받이의 개략적인 모형은 Fig. 1과 같으며 저류조의

크기는 내부 0.72 m × 0.72 m × 0.5 m로 약 260 L이고, 외부
는 저면 25 cm, 옆면 25 cm 두께로 쇄석이 깔려있으며 저
류조 바닥과 쇄석 밖은 투수시트(부직포)로 쌓여있다. 침투
량 측정을 위한 실험절차로는 아래와 같은 순서와 방법으

로 진행하였다.
1) 초기 침투량을 조사하기 위해 플라스틱 통에 준비한

체적 100 L의 물을 빗물받이에 주입하고 육안으로 바닥이

보일 때까지의 침투한 시간을 초시계로 측정한다.
2) 물탱크에서 호스로 적정 유량(약 133 L/min)을 3분 동
안 주입하여 빗물받이 주위 토양부위를 충분히 포화시킨다.

Fig. 1. Infiltration grate inlet installed on the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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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화상태로 간주하고 3회에 걸쳐 연속으로 100 L 물
을 주입하고 침투시간을 측정한다.

4) 침투시간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최종

침투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빗물받이 저류조 상부까지 호스

로 물을 주입하여 물 주입을 정지한 후 바닥이 보일 때까

지 침투한 시간을 2회 정도 측정한다.
5) 측정자료를 이용하여 경과시간에 따른 침투량 변화를

도시하여 최종 침투량을 결정한다.
Fig. 2는 KAIST 앞 침투형 빗물받이가 설치된 현장 위

치를 나타냈다. 측정 지점은 3개 빗물받이 중 가운데에 위
치한 빗물받이로 하였다. 새로 건설되는 융합의 다리로부터
KAIST 담을 끼고 정문 방향으로 약 30 m 간격으로 3개가
2015년 12월에 설치되었다.

2.2 침투형 빗물받이의 필터부 여과량 측정
침투형 빗물받이의 필터부는 강우시 지표면에서 유입되

는 유출량의 오염물질을 필터부의 필터(부직포 재질)에 의

해 1차적으로 부유물질 등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유입
된 빗물은 수리학적으로 필터부 바깥 쪽부터 수집되어 상

승되면서 4개의 원통형 관으로(직경 4 cm) 유입되고, 필터
통(직경 12 cm)으로 월류되어 하부 필터를 통과하여 여과

된 물은 저류조에 배수된다. 이 여과된 빗물은 저류조에

저류되면서 동시에 바닥 및 옆면에 설치된 모래 및 쇄석을

통과되어 토양으로 침투된다. 이 경우에도 쇄석 안팎으로

투수시트(부직포 재질)을 깔아 오염물질이 토양을 통해 지

하수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Fig. 3은 필터부의 여과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제작한 반

응조이다. 크기는 0.4 m × 0.3 m × 0.6 m이며 현장에서 적용

되는 필터부가 반응조 내부에 장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

다. 하수관로 유출구는 직경 300 mm의 크기로 필터부 장

착시 필터부 Head로부터 약 20 cm 정도 이격된 높이로 제
작하였다. 필터부의 여과량 측정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1) 초기 현장에 적용되는 필터부의 여과능을 파악하기

위해 60 L 용량이 반응조 내로 수돗물을 동시에 주입하고

여과되는 시간을 초시계로 측정한다. 이때 필터부의 실질적
인 성능을 측정하고자 수위는 반응조의 최상부 수위부터

시작하여 필터통의 월류 지점까지 측정한다.
2) 필터내의 부직포의 유무에 따른 성능평가를 확인하기

위해 필터부내의 부직포를 제거한 후 1번과 동일하게 측정
한다.

3) 필터받이 내 침투구멍(∅ = 1 mm)이 하부에 8개, 측면
에 20개 있으므로 침투구멍 유무에 따른 성능평가를 위해

1번과 동일하게 측정한다.
4) 필터부의 침투능을 평균적인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동일 실험을 3회 반복하여 실험한다.
5) 측정된 침투유량을 이용하여 최종 침투량을 결정한다. 

2.3 침투형 빗물받이의 오염제거효율 측정
토양으로 침투되는 비점오염부하량의 저감을 평가하기

위해 현장용 침투형 빗물받이의 유량과 수질을 측정하였으

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현장설치 방식과 동일하게 저류조에 투수시트(부직포)
를 덮어 쇄석부를 깔아 놓은 탱크에 설치하고 필터부 직전

까지 쇄석을 채워 설치한다.
2) 인공시료(본 인공시료는 아스팔트 및 낙엽부산물들을

도로에서 빗자루로 쓸어 적당량을 채취하여, 원수 1은 오

염물 800g, 원수 2는 오염물 1.6kg, 원수 3은 오염물 2.4kg
을 100L 지하수에 주입하여 각각 조제)를 오염도를 다르게
조제하여 SS농도를 다르게 현장설치 방식과 동일한 저류조
에 주입한다. 

3) 인공시료 원수 및 처리수를 채수하여 수질오염공정시

험법(MOE, 2016)에 의거하여 분석한다. 주요 수질항목은

COD, BOD, SS, TP이었다.

3. Results and Discussion

3.1 저류조의 토양침투량 산정
Fig. 4은 현장 침투형 빗물받이의 저류조에서 토양에 침

투한 침투량을 경과시간에 따른 토양 침투량의 변화를 그

림으로 나타내고 있다(1차). 현장 침투형 빗물받이의 주입

용량에 대한 침투량이 일정함에 따라 침투된 토양이 포화

된 것으로 예측하고, 경과시간 5분 이후에 물 100 L를 3회
주입시 침투량은 매우 일정하게 나타났다. 정확한 저류조의
침투량을 산정하기 위해 다량의 물(260 L, 저류조 만수위)
을 주입하여 2회 측정한 결과 평균 0.98 m3/hr로 측정되었

Fig. 2. Field site of surveying for infiltration 
grate inlet near KAIST.

Fig. 3. Reactor for performance of filter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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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수위시 침투량이 일반적으로 바닥부위의 침투량 보다
더 큼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저면 부위보다 저류조의 측면
으로 토양에 의해 침투량이 많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경
과시간 5분 이후부터 25분까지는 저류조에 100 L 주입시
침투량이 약 14 L/min (0.85 m3/hr)로 나타났으며 35분과
55분의 경우 침투량이 16 ~ 17 L/min (0.98 m3/hr)로 더 큼
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저류조의 저면부위보다 측면부위로

침투량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현장 침투형 빗물받이의 저류조에서 토양에 침투한 유량

을 2차 시기에 조사하였는데 본 연구 1차 시작시점인 4월
경 토양침투량 0.98 m3/hr 측정한 결과 값이 약 6개월이
지나고 유지관리 이후 침투량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였다. 측정결과 평균 토양침투량은 1.04 m3/hr로 측정되어

청소를 통한 유지관리를 하였으므로 토양 침투량의 크기는

거의 유사하였다. 다만 바닥 하단부분에 미세한 이물질이

침전되어 바닥으로 침투가 원활하지 않아 측면부의 침투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침투형 빗물받이의 바닥으로 침투가 안 될 경우 측면으로

침투가 되어서 원활한 침투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매우 큰 장점으로 볼 수 있다. 

3.2 여과필터의 여과량 및 누적오염량에 따른 성능

평가
Fig. 5는 필터부 받침대의 침투 구멍과 필터부의 사진이

다. 필터부의 받침 부분에는 측면(20개) 및 바닥부분(8개)
에 직경이 1 mm 정도 되는 미세 침투구멍이 총 28개가 있
다. 이는 강우 이후 빗물받이 내에 빗물이 고여 있는 문제
에 대한 방안으로 제작되었다. 받침 부분의 미세 침투구멍

이 필터부의 성능평가에 영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침투

구멍의 유무에 따른 성능평가를 하였다.
필터부 하부에 침투구멍을 폐쇄한 후의 여과량을 조사하

였다. 이와 같이 침투구멍을 폐쇄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활

용시 퇴적물에 의해 구멍이 막힐 경우의 여과능을 확인하

기 위한 것이다. 3회 측정결과 평균 여과량은 9.43 m3/hr이
므로 여과량이 저류조 침투량 1 m3/hr 보다 크므로 필터에
의해 유량이 통과하는데 방해요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침투구멍을 폐쇄하지 않은 경우 필터부의 침투량은

13.33 m3/hr이었고 필터부 내부에 부직포 유무에 따른 차이
는 거의 없었다.
필터부의 하부까지 빗물이 수집되어 필터부로 통과되지

않고 하수관로로 유출되는지를 확인한 결과, 최대 침투량

13.33 m3/hr 정도까지는 필터에 의해 통과되므로 그 이상의
유량이 유입되지 않는 한 필터부 막힘 현상에 의해 하수관

로로 유출량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침투형 빗물받이의 필터부 수리학적 성능평가시 수압에

의한 여과량의 변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정 유량을

유입시켜 일정수위를 유지시킨 후(일정수위는 뚜껑의 윗부

분으로 그 이상의 수위에서는 하수관로로 유츨된다) 20 L 
용량의 물을 수위가 올라오지 않도록 천천히 유입시켜 여

과시간을 측정하여 3회 여과량을 계산한 결과 여과량은 평
균 2.99 m3/hr이었다. 수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여과량
은 약 3 m3/hr로 측정되었으며 측정된 여과량은 저류조의

침투량 1 m3/hr 보다 크기 때문에 필터부에 의한 저류조의
영향은 없다고 판단된다. 침투구멍을 설치함으로써 추가적

으로 3.9 m3/hr(13.33 m3/hr - 9.43 m3/hr)의 침투량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나 침투형 빗물받이의 필터 하부에 침투

구멍을 설치함으로써 침투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실험 자료는 오염되지 않는 물을 이용하여

필터부의 수리학적인 특성을 유량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였

지만 실제적인 상황인 오염물질을 유입시켜 필터부의 막힘

을 고려한 수리학적인 성능을 파악하였다.
Table 1은 인공시료를 이용한 원수를 일정유량 유입 후

시간간격을 둔 후 각 유입시간마다 여재 통과후의 여과량을

측정한 결과이다. 초기 저농도로(SS 2,600 mg/L) 2분 30초 
동안 인공시료를 유입시킨 뒤 측정한 여과량은 3.2 m3/hr이
며, 마지막 고농도로(SS 4,950 mg/L) 6분 동안 유입시킨 뒤
측정한 여과량은 0.56 m3/hr으로 오염물질의 변화에 따른

필터부의 여과능이 저감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은 누적 SS 부하에 따른 여과량의 변화를 나타내

었다. 누적 SS 부하 초기에는 약 3 m3/hr의 여과량을 나타
내며 양호한 속도로 침투됨을 확인할 수 있으나 누적 SS 
부하 1.71 kg 시에 여과량은 1.0 m3/hr로 현장에서 측정한

저류조 침투량(0.98 m3/hr)과 유사한 값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Fig. 4. Soil infiltration flow according to elapse time.

Fig. 5. Infiltration hole and filter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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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농도 2차는 별도의 실험을 통해 누적 SS 부하량에 대

한 여과량을 산정하였는데 총 1.38 kg SS 부하량이 필터부
내로 유입되었으며 이때 1.62 m3/hr로 산정되었다. 2차 실

험시 인공폐수의 오염물질 성상이 상이하여 1차 실험보다

부유물질 폐쇄현상이 빨리 발생하였다. 동일한 SS 부하량
이 유입되었을 때 침투량을 얻기 힘들었지만 기존 1차 실

험에서 얻은 결과 값과 큰 차이는 없었다. 즉, 필터부에
1.71 kg 이상의 부유물질이 퇴적되었을 때 저류조에서의 침
투량보다 필터부의 여과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침투형 빗물

받이의 침투효과가 저하되는 한계치로 판단된다.

3.3 토양 침투 오염부하량 감소효과
Table 2는 유입농도가 다른 원수를 이용하여 여재 통과

후의 처리수를 측정하여 오염물질 제거율을 나타냈다. SS
와 유기물질 감소는 확연이 나타남을 알 수 있으나, 총인
의 감소는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시료자체에 용

존성 인이 대부분이었을 가능성이 큼으로 여과재에 의한

인제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Table 3은 필터여과부의 유량과 수질오염분석 결과로서

원수의 SS가 약 300 mg/L 이하 저농도 유입시의 결과이다. 
원수 유입에 따라 필터 여과후 처리수의 SS는 약 7 ~ 41 
mg/L으로 제거효율이 약 86 ~ 98 %이었으며 오염량이 누적
될수록 여과성능이 좋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필터부의

공극이 유입 SS에 의해 막힘 현상으로 여과성능은 더욱 좋
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Sample type COD
(mg/L)

SS
(mg/L) 

T-N
(mg/L)

T-P
(mg/L)

SS feeding 
load (g)

Influent 16 287 12 5.5 0

Effluent to 
sewer

1 13 7 1.0 140

2 20 8 1.2 820

10 222 10 1.6 1,640

Effluent after 
filtering

4 41 3 1.2 140

5 7 1 0.1 1,640

Table 3. Analysis result of filter part by feeding low SS 
concentration

유사한 형태인 침투여과 빗물받이(Filter Box)의 경우

(Kang, 2014) 평균 저감효과를 보면 BOD 77 %(69 ~ 85 %), 
COD 88 %(69 ~ 94 %), SS 86 %(78 ~ 94 %), T-N 73 %(56 ~ 
93 %), T-P 60 %(39 ~ 83 %)나 본 침투형 빗물받이가 여과역
할을 하는 부직포에 의해 처리효율이 높은 편이다. 여러 종
류의 여재를 사용한 초기우수저류시설의 경우(Yoon, 2009)
에도 SS 처리효율은 유입수 230 mg/L에서 처리수 27 mg/L
로 82%, COD는 116 mg/L에서 21 mg/L로 82 %로 나타나

침투형 빗물받이가 SS 처리효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하수관로 유출수는 초기에 SS 제거율 93 ~ 95 %로 하수

관로로 유출되는 SS량은 거의 없었으나 필터부의 막힘 현

상이 생기며 여과속도가 느려짐에 따라 필터 바닥부의 부

유물질이 상승되어 SS 제거율이 급격히 낮아졌는데 이는

필터부의 막힘 현상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

진다. 침투형 빗물받이와 같은 필터부가 설치된 비점오염저
감장치는 필터부의 필터교체와 같은 유지관리가 필터부의

성능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사료된다. 

3.4 강우강도에 따른 비점원오염 부하량 감소율 산정
침투형 빗물받이의 토양으로의 침투량과 우수관로 배출

량의 비율 산정은 Fig. 7과 같이 침투형 빗물받이의 빗물

흐름도를 나타낼 수 있는데, 유입유량 = 침투량 + 유출량
의 물질수지식을 고려하였다. 또한 반응조를 이용하여 인공
시료를 주입시 누적 오염량에 따른 필터부의 여과량 측정

을 통하여 비점원오염부하량 감량 평가 및 강우강도에 따

Sample type SS load
(kg)

Filter flow
(m3/hr)

Low concentration
(1st)

1 0.46 3.198

2 1.71 1.044

High concentration
(1st)

1 2.90 0.642

2 5.28 0.558

Low concentration
(2nd)

1 0.48 2.730

2 1.38 1.624

Table 1. Filter flow by feeding different SS concentration

Fig. 6. Variation of filter flow according to accumulated 
SS load.

Inf. 1 Inf. 2 Inf. 3

Removal 
efficiency after 

filtering
(%)

BOD 50 83 86

COD 84 79 75

SS 76 86 83 

TP 66 4 22

Removal 
efficiency after 

debris
(%)

BOD 75 83 86

COD 87 79 75

SS 94 98 99 

TP 90 79 52

Table 2. Removal efficiency of infiltration grate inlet by 
different infl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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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비점원오염부하량 감량 평가를 하였다.
Table 4는 강우강도에 따른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 감

소율을 나타내었다. 상기 수질자료에서 필터부와 토양 침투
시 투수시트에 의한 제거율을 고려하여 부하량을 산정하였

다. 일정한 유역면적(240 m2 가정)에 강우강도별 유입량을

고려하고 토양 침투부하량은 최대 0.98 m3/hr의 유량으로, 
필터부의 SS 제거율은 토양 침투량에서 측정된 99 %, 하수
관로 유출시 SS 제거율은 상기 자료를 이용하여 35 %로 산
정할 수 있다. 

Fig. 8는 강우강도 5 mm/hr 강우시 유입 부하량, 하수관
로 유출부하량, 토양 침투부하량을 산정하여 부하량의 감

소율을 이해하기 쉽도록 물질수지에 의한 모식화로 나타내

었다.
강우강도 5 mm/hr 시 유입부하량은 2.4 kg/hr이며 토양

침투부하량은 토양 침투유량 0.98 m3/hr와 필터부의 제거효
율 99 %를 이용하여 유출 오염농도를 20 mg/L로 가정하여

0.02 kg/hr로 계산되었다. 하수관로 유출 부하량의 산정은

유량은 전체 유입유량인 1.2 m3/hr에서 토양 침투 유량인

0.98 m3/hr를 제외한 0.22 m3/hr로 산정하였으며, 유입 오염

농도 2,000 mg/L에 65 %를 곱하여 1,300 mg/L로 가정하여

약 0.28 kg/hr 정도로 SS 오염부하량을 산출하였다. 전체
유입되는 오염 부하 2.4 kg/hr에서 약 12 % 정도의 SS 오
염오염량이 비점오염원으로 배출되고 필터부에서 87 % 정
도 SS 부하량이 주로 감량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우강도 10 mm/hr의 경우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

하면 SS 부하량 감소가 61 %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자

세한 자료는 관련 문헌(Lee, 2017)에 설명되어 있다.
상기 강우량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 효과는 실험실 규모

의 인공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으나, 실제 강우를 토대로
오염부하 감소량의 검증이 필요하며 성능평가시 부유물질

뿐만 아니라 필터부 부직포의 개선을 통하여 도로 비점오

염물질인 누유 및 중금속에 의한 오염제거에 대한 연구 내

용의 보완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Conclusion

본 연구는 현장에 설치된 침투형 빗물받이의 토양침투량

의 측정과 실험실에서 반응조 실험을 통해 얻은 필터부의

부유물질 부하량을 근거로 침투형 빗물받이의 배수 특성과

비점오염물질 부하량의 감소율을 산정하였으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에서 설치된 침투형 빗물받이의 저류조 하부에서

토양으로 침투되는 토양침투량을 조사한 결과 토양이 물로

포화된 상태에서 약 1 m3/hr으로 조사되었다.
2) 실험실 반응조에 빗물받이를 넣어 필터부의 받침대에

침투구멍을 폐쇄하고 필터부 상부와 높이가 동일한 하수관

로 유출지점까지의 침투량을 연속 측정한 결과 3 m3/hr였
으며, 필터부 받침대 침투구멍을 폐쇄하지 않는 경우 침투

량은 3.9 m3/hr로 측정되어 침투형 빗물받이의 필터 하부에
침투구멍을 설치하는 것은 침투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3) 인공시료를 이용하여 실험실에서 동일한 필터부로 실

험한 경우 필터부에 침투량 1.0 m3/hr, SS 부하 1.71 kg 이
상으로 누적량이 발생되면 필터의 여과효과가 저하되기 시

작하는 한계치로 제시되었다.
4) 강우강도별 필터부에 의한 SS 부하량 감소율은 5 mm/hr
에서 약 87 %, 10 mm/hr에서 약 61 %로 나타나 초기강우

시 비점원오염 부하량 감소에 매우 효과가 있으며 강우강

도에 따른 비점원오염 감소율은 SS 부하량이 유량에 의한

것보다 높은 편이다.

Rainfall
intensity
(mm/hr)

Input SS
load

(kg/hr)

Soil 
filtration
(kg/hr)

Effluent to 
sewer
(kg/hr)

Reduction 
Efficiency

(%)

5 2.4 0.026 0.28 87

10 4.8 0.026 1.85 61

15 7.2 0.026 3.41 52

30 14.4 0.026 8.09 43

Table 4. Reduction efficiency and Estimation of SS load by 
rainfall intensity

(a) flow on filtering

(b) Section of filter part

Fig. 7. Flow diagram of filter part in infiltration grate inlet.

Fig. 8. Mass balance of SS load at 5 mm/hr of rainfall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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