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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cent emphasis on ecological urban development has led to the need to maintain a hydrologic cycle 

in urban areas. As such, this study proposes decentralized rainwater management, a concept of onsite 

rainwater management that involves the utilization, infiltration, detention, and retention of rainwater.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stimate the proportion of decentralized rainwater management that is 

needed. 

From the research that was conducted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total runoff quantity 

increases by 10-20% after district lands are developed, when the probable rate of precipitation every 10 

years is within this range. Thus, the runoff rate can be reduced by 10~20% of the total runoff quantity 

through decentraliza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scale of housing complex development, the total runoff 

quantity increases by as much as 10~40% due to the changes in the rate of the impervious surface area. If 

10-40% of the total runoff quantity was processed through decentralized rainwater management, the rate of 

infiltration, detention, retention, and runoff in precipitation prior to development could be re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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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목

이제까지의 도시환경은 계속되는 개발로 인해 불투수 

포장면 이 증가하고, 생태계 기반으로서의 토양은 훼손되

는 등 총체 으로 도시생태계에 좋지 않은 향을 주었다. 

특히 도시개발에 의한 유출량 증가  증발산․침투기능의 

감소로 자연 인 물순환 체계가 괴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한 조치들이 활발히 논의 되고 있다(다카하시 유타카, 

2002; 한주택공사 2004; 한 해 등, 2005).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지난 80년  이후부터 

도시지역에 빗물을 지역 으로 분산시켜 침투․ 류시키

는 새로운 방법과 시설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자연 인 물순환 체계를 구축할 뿐 아니라 유출량을 감소

시킴으로서 도시홍수를 방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의미

가 크다. 한 하수 거나 정화시설, 배수시설에 미치는 부

하를 경감시키는 등 경제 으로나 생태 으로 가치 있는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이태구 등, 2005).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택지나 단  산

업단지 개발 시 자연환경에의 향을 이고 물순환을 유

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즉, 빗물을 가능한 한 

발생지 (on-site)에서 이용  침투․ 류함으로서 유출

량을 이는 방법으로 지역 내 분산식(decentralized)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택지개발계획에 있어 우수 거에 의한 

빗물처리가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이며,  얼마만큼을 침

투․ 류에 의해 처리해야만 개발 이후에도 자연 인 물순

환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한 연구가 미흡하 다. 

이에 본 연구는 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 신규로 공동주

택단지를 개발할 경우, 개발 이 의 물순환 상태를 유지하

기 하여 개발 이후 발생하는 총유출량의 어느 정도를 침

투, 류할 것인지를 산정하고자 한다.  국내의 강우특성과 

재 택지개발 되고 있는 양상을 고려하여 개발 이후에도 

자연 인 물순환이 가능하도록 분산식 빗물 리의 목표량

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기존의 빗물처리가 100% 거에 

의해 집 식으로 처리하고 규모 류지를 계획했던 것과

는 달리 본 연구는 평상시 빗물유출을 침투, 류로 체함

으로써 개발 이후에도 자연 인 물순환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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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진행과정 

1.2 연구범   방법

본 연구의 공간  범 는 택지개발 사업과 같이 신규로 

개발되는 공동주택단지를 상으로 한다. 내용  범 로는 

자연 인 물순환 회복을 해 지에서 자연형 빗물침투․

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분산식으로 빗물을 처리할 수 있

는 목표량을 설정하는 것이다1).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택지개발사업 단계에서의 개발 ․후 유출변화율 

분석이다. 이를 해 확률강우량, 유효강우량을 산정, 총유

출량을 산정한다. 이에 필요한 재 빈도와 지속기간의 결

정은 본 연구의 방향에 맞게 기존의 분산식 빗물 리 시설

과 련된 설계강우 결정 선행연구를 토 로 하 다. 한 

국의 택지개발지역  재해 향평가가 수립된 18개 지역

을 상으로 평가서상의 CN값을 산정, S.C.S 방법에 의해 

유효강우량을 산정하 다. 이 값을 토 로 개발 ․후 유

출변화율을 도출하 다.

둘째, 택지개발 이후 공동주택단지 차원으로 개발될 경

우 택지개발사업 과 개발 후 총유출 변화율을 분석하

다. 이는 공동주택단지로 개발될 경우 체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비해 불투수포장율이나 녹지율이 보다 구체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지규모에서 분산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양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된 유출증가율 만큼 개발 이후 해당지역에서 침투

와 류, 증발산을 통해 처리하게 되면 개발이 의 물순환 

양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개발 이후 유출증가율을 

산정함으로써 이를 공동주택단지 개발에 있어서 분산식 빗

물 리의 목표량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2. 이론  고찰 

2.1 분산식 빗물 리의 동향

통 인 집 식 빗물처리 기술의 한계가 지속 으로 

논의되면서 이를 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이 미국을 

포함한 미권과 유럽, 일본 등 각 지역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Maryland주, 뉴질랜드의 Auckland 

지역에서는 부하형(LID; low impact development) 는 

1) 설정된 목표량을 어떻게 침투․ 류․이용할 것인지에 한 

리목표량 설정은 각 계획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근해야 

하므로 본 연구범 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최 리기법(BMPs ; the best management practices)등

의 개념으로 분산식 빗물 리 기법들을 개발하고 이와 

련된 매뉴얼을 작성하 다. 

부하형 빗물 리 기술은 분산식으로 빗물을 처리하고 

유역의 수문체계를 회복 는 유지하는 등 자연 인 수문

학  기능들을 수행한다는 에서 분산식 빗물 리와 일맥

상통하다. 리기법의 주요내용은 우선, 불투수면을 감소

시키고, 자연자원과 생태계를 보호함으로써 외부로의 향

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한 소규모 시설을 분산시켜 용

한 형태로 개거형 수로나 투수구덩이, 류연못 등을 조합

하여 자연 인 침투․ 류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에 

용된 시설의 공통  특징은 빗물의 유출속도를 이며, 

시설설치로 인해 침투․ 류량 증가는 물론 식생이나 토양

에 의한 증발산에도 향을 미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PGDER, 1997 ; Shaver, 2000). 이러한 시설들은 기

존의 도시 인 라를 개량하거나 는 신개발지 조성 시 기

존의 녹지나 가로구조와 연계․ 용됨으로써 기존 유역의 

수문기능을 유지․회복하는 효과 인 도구를 제공하게 되

었다.  

독일에서도 비교  활발하게 분산식 빗물 리에 한 

연구나 기술개발, 정책등이 수행되고 있다. 미권의 부

하형 설계기법이나 매뉴얼 등이 비 제도 으로 자발 인 

참여를 유도하는 반면 독일에서는 제도권내에서 실 될 수 

있는 장치들이 함께 개발되어 보다 극 으로 용되고 

있다. 를 들어 지구단 계획상의 불투수포장률 제한, 우

수세 도입, 침투․ 류에 한 계획지침  설계 기  등을 

개발함으로써 활발하게 용되고 있다(Landesanstalt fuer 

Umweltschutz Baden-Wuerttemberg, 1994).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 용되는 분산식 빗물 리의 공통

된 목 은 자연 인 물순환체계를 회복한다는 것과 개발로 

인한 향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용되는 시설 

한 녹지와 토양이 결합되어 자연형태에 가까운 것이다. 

반면 일본에서의 빗물 리 형태는 유출억제를 주요목

으로 빗물의 이용, 침투, 류를 다루고 있다. 이는 일본의 

강우형태와도 련이 있으며, 수해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나타난 형태이다.  1980년  반 

이후 지역 내  침투통이나 침투측구, 침투트 치 등 유출억

제를 목 으로 하는 시설들이 주로 용되었다(住 ․都

整備公團 建築部 土木課, 1997). 

우리나라에서는 강우특성상 유출억제․ 감시설에 한 

연구(국립방재연구소, 1998～2001)와 이를 이용  측면에

서 다루는 등(서울시정개발원, 2003; UNEP-SNU 빗물연

구센터 2002～2003) 비교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되고 있

다. 한편, 단지에서의 자연 인 물순환 회복이나 효율 인 

생물서식공간으로서의 빗물침투․ 류연못에 한 연구도 

부분 으로 진행되고는 있으나 개별공간에 한 근이 

부분이다(서울 학교, 2002; 한주택공사; 2004). 

2.2 빗물 리의 수문학  범  

수문곡선은 일정기간 동안 내리는 비가 해당지역에 떨

어지면서 유출되는 것을 표 한 것으로서 시간에 따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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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변화와 총유출량을 알 수 있다. 이때 총유출량의 어느 

부분을 분산식 빗물 리를 통해 제어할 것이냐는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다(Urbonas and Stahre, 

1993).

유형 A는 분산식 빗물 리의 목표를 총유출량  최  

홍수  부분에 해당하는 첨두유출량을 제어하는 것이다. 

기존의 도시지역에 거용량이 부족하여 추가 으로 빗물

리시설이 요구될 때 도시차원에서 용 가능한 개념이

다. 즉, 국지 인 집 호우에 해 거시설의 변경  확

가 어려우므로 별도의 침투․ 류공간을 확보, 첨두유출

량을 제어하게 된다. 택지 개발시 홍수 감 책으로 도입

되는 류지가 이러한 형태의 빗물 리이다. 

유형 B는 강우 기에서부터 첨두유출이 일어나기 까

지의 빗물을 모두 지역내에서 분산식으로 처리한 후 나머

지는 거를 통해 방류하는 개념이다. 기에 처리해야 하

는 목표량은 류량에 의해 결정되며 그 지역의 강우사상

을 통계 으로 분석하여 어느 정도 기처리량으로 할 것

인지에 한 결정이 필요하다. 기존시가지에 새로이 재건

축이나 재개발할 때 단지내부는 빗물의 이용, 투수포장재 

 침투․ 류시설에 의해 분산식 빗물처리로, 과용량에 

해서는 주변지역의 하수 망으로 보내는 개념이다. 이러

한 개념을 용할 경우 단지 내에서의 자연 인 물순환 구

축이 가능해 진다.  

유형 C는 강우사상이 크지 않은 경우의 유출량은 침

투․ 류시설에 의해 처리되고 일정 강우사상 이상에 해

서는 하수 거로 보내는 개념이다. 하수 거로 내보내는 

유형 개념 용범

유형 A ․총유출량의 최  홍수  

부분만 침투, 류(첨두유출

량의 제어)

․일정강우강도 이하의 유출

량은 하수 거에 의해 배제.

․ 도 시 차 원 에 서 

근

․기존도시에 추

가 으로 빗물

리가 필요한 지역

유형 B ․강우 기 빗물을 모두 침

투․ 류

․계획된 용량 처리 후 나머

지 량은 거를 통해 처리

․기존도시의 단

지차원에서 근

가능 

․재건축,재개발에

서 용가능

유형 C
․일정용량, 강우강도 이하의 

강우는 침투․ 류시설에 의

해 처리되며 그 이상에 해

서는 하수 거로 내보내짐.

․ 택 지 개 발 사 업 

등 도시차원의 신

규 개발지역

유형 D ․유출량이 정된 용량, 

정된 강우시간에 도달한 후

의 모든 유출수를 차단, 류 

 침투시킴

-

표 1. 지역내 분산식 빗물 리 모델 개념

자료 : Urbonas and Stahre, 1993. p.12에서 참고하여 재작성

양의 결정은 유출량에 의해서 뿐 아니라 미리 계획한 침

투․ 류시설의 유입률 최 값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일반 인 하수 망 계획보다 경의 크기를 게할 수 있

다는 에서 경제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에서 A유형

과 유사하다. 그러나 A유형은 첨두유출량의 제어에 목표를 

두는 반면 C유형은 총유출량의 감소에 목표를 둔다. 도시

차원에서는 택지개발과 같이 계획 기부터 분산식 빗물

리를 한 용지확보가 가능하도록 체계 으로 토지이용계

획이나 녹지계획, 우수 망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용 가능성이 크다. 

유형D는 실제 으로 기강우부터 첨두유출이 일어나는 

시간까지 거에 의해 유출을 시키며 그 이상의 강우량에 

해서는 모든 유출수를 차단시켜 류  침투시키는 방법

으로 분산식으로 처리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목표설정은 유

역의 하수 망 용량이 상류지역의 빗물이 도달하기  기 

유출수를 이송시켜야 유역최 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개

념 으로는 분산식 빗물 리에 합하지 않는 유형이다. 

본 연구는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규모 개발에 의해 증

가된 유출량을 지역내에서 분산식으로 처리하기 한 목표

량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유형 C와 같이 일정 강우강도 이

하의 빗물을 지역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2.3 유출변화량 련 선행연구

개발 ․후의 유출변화는 각 지역마다 강우특성, 유역

의 형상, 지형  토양특성, 개발 ․후의 토지이용 황 

등에 따라 유출특성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것이 어렵다. 유출특성에 한 정확한 분석을 해서는 보

다 많은 지역의 다양한 강우사상을 상으로 한 실측자료

를 바탕으로 향인자별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실측자료가 제한 이며, 그 동안 수행되었던 

개발사업이나 각종 계획에서의 유출량 산정 한 강우-유

출모형에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객 인 

분석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국립방재연구소, 2001). 

도시지역의 유출 상에 한 국내연구 한 개별지역에 

해 유출모형을 이용하여 첨두유출 해석을 심으로 이루

어져 왔다 (심재 ; 1994, 서규우외2;1996). 이러한 연구결과

는 해당지역에 한 문제해결을 해 유용한 자료로 사용되

는 잇 이 있는 반면,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반 인 유출

증가 추세나 증가율을 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 으로 택지개발사업이 일어

날 경우 개발 후의 유출 변화율을 산정하고, 이를 분산식 

빗물 리 목표량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의미

하는 분산식 빗물 리 목표량은 해당지역에서 자연형 침

투․ 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개발 이후에도 지에서 유

출, 침투, 류, 증발산을  통해 자연 인 물순환 체계를 구

축할 수 있는 양을 의미한다. 

3. 택지개발단계에서의 총유출량 변화

3.1 총유출량 산정

각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총유출량은 각 유역면 에 유효

강우량을 곱하여 산정하 다.  

1) 유효강우량 산정

지상에 도달한 강우량  일부는 흙의 표면을 통하여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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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하고, 그 과분은 흙의 표면으로 흘러 유출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강우량으로부터 침투에 의한 손실을 뺀 

값을 유효우량이라고 한다. 즉, 강수량  으로 직 유

출에 기여하는 부분이다(윤태훈, 2002). 

본 연구에서는 각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재해 향평가서

에서 도출한 CN값  CN-Ⅲ의 값을 채택하고 다음 식에 

의해 유효강우량을 산출하 다. 

          


  
      (식 1)

          Q : 유효강우량(직 유출량, ㎜),  

          P : 확률강우량(㎜)

          S : 흙의 최 가능 류량 (  


-254) 

확률강우량 산정

10년빈도 6시간 지속강우 용

(한국확률강우량도,2000)

↓

개발 전․후 지구 CN값 산정

해당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토대로 
산정(가중평균값)

↓

개발 전․후 유효강우량 산정
(식 1 적용)

↓

개발 전․후 총 유출량 산정
(식 2 적용)

↓

총 유출량 증가율 산정

그림 2. CN 변화값을 이용한 유출량 산정과정

(1) 확률강우량 산정

① 재 빈도 결정(I-D-F) 

확률강우량을 산정하는데 있어 설계강우의 재 빈도는 

설계하고자 하는 시설의 특성에 따라 결정한다. 지에서

의 빗물침투․ 류를 통해 해당지역의 물순환을 유도하고

자 할 때는 홍수방재 시설을 설계할 때의 재 빈도 보다 

작은것을 용한다. 물순환 유도를 목 으로 용되는 잔

디도랑이나 투수구덩이, 투수구덩이-자갈층 조합시설

(mulden-riegolen System 는 infiltration swale with a 

supplemental percolation trench) 등은 시설의 규모나 요

도에 의해 일반 으로 2년빈도의 강우사상을 용하여 용

량이나 규모를 결정한다(Stadt Coesfeld, 2002; Urbonas 

and Stahre, 1993). 빗물을 이동시키는 시설을 설계할 경우

에는 5～10년 재 빈도를 용한다(Mondale, 2001). 10년

빈도는 지역  홍수나 제방의 침식으로 인한 안 성의 해

를 고려해야 할 경우 용한다. 미네소타주에서 발간한 빗

물최 리기법 매뉴얼에 의하면 소유역 개발 시 빗물침

투․ 류시설 설계강우는 보통 2년～10년빈도를 용한다

Mondale, 2001; Urbonas and Stahre, 1993). 독일의 하수처

리 회(ATV, Abwassertechnische Vereinigung)의 지침서

에 의하면 토지이용별 각 시설에 한 계획우수량 산정은 

빗물침투시설의 용량산정을 해서 2～5년빈도의 강우사

상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도심에 치한  상업, 공업지

역에 해서는 5년빈도를 용하도록 하고 있다. 홍수로부

터 보호해야 할 요한 가치가 있는 지역에 해서는 10년 

빈도를 용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지 침투․ 류시설 설계기 이 아직 정립

되지 않은 실정이나, 거설계에 있어서는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 5～10년, 상업지역 10～50년 기 으로 결정하고 

있다( 한주택공사, 1994). 

본 연구에서는 지에서의 빗물침투․ 류시설 설치로 

인해 분산식 빗물 리를 할 경우 목표량을 설정하는 것으

로서, 주로 주거지역으로 개발되는 택지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산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확률강우량의 재 빈

도를 10년으로 설정하 다2).

② 지속기간의 결정

설계강우의 지속기간은 유역면 과 수자원 구조물의 규

모에 따라 다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정 기간동안의 총 

유출용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첨두유출이 발생하는 

시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용하여 유출총량을 산정

하 다.

국 18개의 택지개발사업지구 재해 향평가서를 분석

한 결과, 첨두유출이 일어나는 시간이 2～3시간에 발생하

기 때문에 총유출이 일어나는 시간을 첨두유출 발생시간의 

2배인 6시간으로 결정하여 확률강우량을 도출하 다.3) 

각 지구별 사업면 과 재해 향평가서 상에 사업지구가 

속한 평가유역면 , 확률강우량은 다음 표2와 같다.

(2) CN값 산정

유효우량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할 CN(Curve Number)값

은 흙의 종류  지표면의 상태에 따라 정한 유출곡선 지

수로서, 수문학  토양형과 식생피복  처리상태, 그리고 

선행토양함수 조건등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총 

18개의 사업지구의 재해 향평가시 분석된 4)CN값을 토

로,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소유역의 CN값을 추출, 면 에 

한 가 평균값을 구하 다5). 

2) 개발사업에 의해 상되는 재해 향을 감하기 해 설치되

는 시설 의 하나인 류지는 재 빈도를 50년 기 으로 

용하여 용량을 설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분산식 빗물 리의 

목 이 개발 이 의 증발산, 침투, 류율을 유지하기 한 

총유출 감율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재 빈도를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택지개발사업지구  고양행신지구를 상으로 지속기간 변

화에 따른 총유출량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6시간 이 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다가 6시간 이후로 증가율에 큰 변화를 보

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4) 를 들어 용인동백지구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지구를 포함한 

재해 향평가 상지구는 3개의 소유역으로 이루어져 총 21,60

㎢이다. 이  택지개발사업지구가 포함된 유역은 10.20㎢으로 

사업  CN값이 76.6에서 사업후 77.9로 변화하 다. 그러나 

사업지구의 면 은 3.265㎢로 사업지구를 포함한 소유역의 면

의 30%에 이른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으로만 해당지역의 

유출량 변화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값은 유의

성 검토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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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    (유역면 /사업면 )과 총유출량 변화율의 유

의성 검토결과 

분석결과, 개발 ․후의 CN값은 개발 후 증가하 으며, 

이는 총 유출량 변화에 향을  것으로  나타났다(표 2). 

개발 , 후의 CN값 차와 총 유출량 변화율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pearson 단순상 계수는     이고, 유

의성 검정결과 유의수  0.01에서 상 계는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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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8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CN차와 총유출량 변화율의 
계 

2) 총유출량 산정

총 유출량을 유역면 에 해 유효강우량을 곱하여 산

정하 다.

     ×             (식 2)

    V : 유역에서의 총유출량(㎥), 

    Q : 유효강우량(㎜), A : 유역면 (㎢) 

10년 빈도 확률강우량에 한 개발 , 후의 유출변화율

을 분석한 결과는 표2와 같다. 

3.2 유의성 검토

표2에서 도출된 총유출량은 실제 사업지구면 과 재해

향 평가유역  사업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소유역 면

이 서로 상이함으로 총유출량 변화폭도 다르게 도출되었

다. 재해 향평가시에는 사업지구를 포함하여 주변지역으

로 미치는 향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면 을 

넓게 선정하고 있다. 

를 들어, 용인동백지구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지구가 포

함된 소유역의 면 은 총 10.2㎢이나 실제 택지개발사업지

구의 면 은 소유역면 의 약 30%에 해당하는 3.265㎢이

다. 이러한 소유역에는 택지개발사업지구를 포함, 인근의 

산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실제 택지개발사업 후에도 유

출량 변화폭이 크지 않다. 

이에 분석값의 정확도를 높이기 해 18개의 결과값에 

해 택지개발지구 면 에 한 재해 향평가면  비율을 

분석, 유의성을 검토하 다.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

5) 개발이 의 토지이용 황별 면 을 산출하는데 있어 도로면

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이를 기타면 으로 일  산정한 지

구가 많기 때문에 기타부분을 포함하 다.

과, 사업지구면 (B)에 한 평가유역면 (A)의 비 R    

가 비교  유사한 군집1에 속한 사업지구의 유출량 변화율

은 10.94%에서 19.31%로 나타났다. 여기서C의 비가 1에 

가까운 군집의 사업지구 총유출량 변화는 평가유역면 과 

사업지구의 면 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  정확한 유출량 

변화율을 도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군집2에 속한 

사업지구의 R  는 1.46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를 포함, 

1.5배 이상이 소유역으로 구분되어 분석되었다. 군집3의 경

우는 사업지구면 을 포함, 약 2배에 이르는 소유역면 에 

해 총유출량의 변화율이 분석된 것이다.  의정부녹양, 용

인구성, 용인동백지구는 군집3에 속하는 지구로서 재해

향평가서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를 포함한 소유역면 의 

합이 택지개발 사업면 의 약 2배 이상이다. 이유는 유출

량 산정 소유역이 택지개발사업 지구이외의 산지를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CN 변화가 게 도출되고 이로 인해 총

유출량 변화도 게 분석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 값

은 분석자체에서 유의한 자료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되어 채택하지 않았다.

    군집

   내용 
1 2 3

총유출량변화율(평균) 14.04 25.78 5.64

평가유역면 (A)
1.15 1.46 1.83

사업지구면 (B)

총유출량 

변화율

최소값 10.94 25.78 3.10

최 값 19.31 25.78 8.76

개체수 11 1 6

표 2. 분석 상의 K-평균 군집분석 결과

결론 으로 R  가 1에 가까운 군집1(그림4의 동그라

미)에 속하는 지구의 총유출량 변화율은 10년빈도 확률강

우량에 하여 10-20%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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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사업
면
(㎢)

1)

평가유역
면

(㎢)

확률강우량
(㎜)

(10yr-6hr)

평균CN 유효강우량(㎜) 총강우량(㎥) 총유출량 
변화율

(%)개발 개발 후 개발 개발 후 개발 개발 후

고양행신 0.751 0.798 153.5 87.67 94.42 117.6 136.8 93.8 107.9 15.03

용인보라 0.819 0.829 165 82.60 86.61 114.5 125.7 95.9 104.2 8.70

양주덕정 0.244 0.290 153.5 83.08 88.04 105.1 118.6 30.4 34.4 12.84

의정부녹양 0.303 0.719 178.7 83.48 85.03 129.9 134.3 93.4 96.6 3.40

용인구성 0.996 2.273 167.3 84.11 86.06 120.9 126.3 274.8 287.2 4.50

성남도 0.800 1.165 153.5 82.79 92.50 104.3 131.2 121.5 152.9 25.78

용인동백 3.265 10.200 162.5 76.6 77.90 96.1 98 981.2 999.9 3.10

용인죽 3.720 4.960 141 85.23 89.08 99.1 109.5 491.9 543.1 10.40

화성동탄 9.060 9.220 154.4 87.45 90.16 117.8 125.4 1039.8 1156.8 11.25

주교하 2.043 2.425 166 85.00 93.24 122.1 145.7 296.2 353.4 19.31

김해율하 1.850 1.850 166.1 74.04 81.98 121.9 128.2 225.6 237.3 12.48

울산구 0.740 0.740 146.2 76.53 89.28 81.8 115.1 60.5 85.1 13.60

주수완 4.680 5.547 119.9 89.24 94.86 89.6 104.8 497.3 581.4 16.92

양산물 10.674 12.589 160.2 93.80 96.38 141.6 149.2 1783.4 1879.3 5.38

구매천 0.400 0.612 105 85.66 90.11 66.9 77.6 40.9 47.5 15.96

군포부곡 0.473 0.560 158.7 87.50 92.20 122.1 135.5 68.4 75.9 10.94

안산신길 0.812 0.810 151.5 91.12 94.93 125.3 136.3 101.5 110.4 8.76

울산화 0.450 0.428 146 87.46 93.64 109.8 127.1 47 54.4 15.76

1) 재해 향평가서에서 설정한 평가유역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속한 소유역의 합

표 3. 택지개발사업 , 후 총유출량 변화율

4. 단지개발에 의한 유출량 변화

4.1 단지개발 단계에서의 불투수포장율  변화

1) 개발  불투수포장율 산정

단지차원에서 개발이 구체화될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 

단계보다 유출증가량이 훨씬 많다. 단지로 개발될 경우 

부분 법에서 정한 녹지율을 제외하고는 건축면 , 도로, 기

타 불투수포장면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불투수포장율이 더 

증가하게 된다. 이는  결국 유출계수에 향을 미치며 곧 

유출량 증가로 이어진다.

18개 사업지구의 개발이 과 단지개발 이후의 불투수포

장률 변화를 분석하기 해 사업 이 의 지목별 토지이용

황  지, 도로, 기타면 의 합을 불투수면 률로 계산

한 결과6) 체 사업지구의 약10－30%가 불투수포장면임

을 알 수 있었다(표4 참조). 그러나 택지개발 이후 주거단

지나 상업지역으로 개발되는 단 지역으로 볼때 불투수포

장율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2) 공동주택단지 개발 후 불투수포장율 산정

공동주택단지로 개발된 이후의 불투수포장율을 알아보

기 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계획된 54개의 단지를 분석하

다7). 분석 결과 평균48.1%의 불투수포장율을 나타내었

6) 개발이 의 토지이용 황별 면 을 산출하는데 있어 도로면

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이를 기타면 으로 일  산정한 지

구가 많기 때문에 기타부분을 포함하 다. 

7) 원칙 으로 앞에서 분석된 18개 지구안에 계획된 공동 주택

단지를 상으로 불투수포장율을 분석하여야 하나 재 택지

개발사업지구내에 단지조성이 완료된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

다, (표 5 참조). 각 단지의 불투수토양포장도는 지면

에 한 불투수포장면 의 합으로 불투수포장면을 이루는 

구성요소로는 건축면 과 도로면 , 지상주차면 의 합으

로 구하 다.8)

    불투수토양포장도= 

   

      : 건축면 ,   : 도로면 ,   : 지상주차면

그러나 실제 공동주택에서 나타나는 불투수포장율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값보다 상회하는데 이는 녹지면 을 제외

한 기타면 , 즉, 보도나 단지내 오 스페이스의 장 한 

불투수포장율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타면

을 더할 경우에는 불투수포장율이 더욱 상승하여 택지개발

지구내 단지는 약 69.2%로 나타나게 된다. 기타면 에는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나 보도, 휴게소 등은 포함하고 있으

나 부분 불투수포장면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이들 면 을 

고려하면 표5에서 제시된 값보다 약 10～20% 증가가 상

된다. 

다. 따라서 1996－2002년에 설계된 공동주택단지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계획된 단지에 해 분석하 다. 자세한 분석내용

은 한 해 외2(2005)를 참조하도록 한다. 한편, 재건축․재개

발사업에 의한 경우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단지보다 불투수포

장율이 53.8%로 약간 상회함을 알 수 있었다.

8) 좀 더 정확한 불투수포장면 은 이외에도 어린이놀이터나 보

도, 휴게소 등 부분 으로 공간도 고려하여 계산 되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값을 제외하고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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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계

(㎢) 

토지지목 황  면 율(%) 불투수포장

률(%)답 임야 지  도로 기타 

고양행신 0.751 28.2 40.2 11.2 3.4 17.0 20.4 

용인보라 0.819 7.2 34.3 47.3 5.9 5.3 11.2 

양주덕정 0.244 34.7 23.3 15.7 9.3 6.2 10.8 26.3 

의정부녹양 0.303 13.4 34.1 43.9 5.9 2.7 8.6 

용인구성 0.996 20.0 18.6 42.6 9.6 9.2 18.8 

성남도  0.800 34.0 25.3 21.4 3.5 15.8 19.3 

용인동백 3.265 19.3 34.5 24.4 4.6 4.0 8.6 

용인죽 3.720 14.0 18.1 56.2 3.0 8.7 11.7 

주교하 2.043 18.2 23.7 44.5 3.2 10.4 13.6 

김해율하 1.850 7.0 0.0 61.2 5.3 3.7 22.8 31.8 

울산구 0.740 8.4 16.4 55.2 1.7 17.1 18.8 

주수완 4.680 13.4 56.0 11.5 4.1 15.0 19.1 

양산물 10.674 2.8 69.5 5.6 1.5 4.1 16.5 22.1 

구매천 0.400 10.0 57.6 2.2 5.2 19.0 6.0 30.2 

군포부곡 0.473 33.6 33.8 20.8 6.9 4.9 11.8 

안산신길 0.812 32.6 41.2 11.4 2.5 5.7 6.6 14.8 

의왕청계 0.339 45.9 25.9 4.2 3.1 20.9 24.0 

울산화  0.450 17.1 68.7 0.1 2.5 11.6 14.1 

표 4. 개발  토지지목 황과 불투수포장률

     내용

유형 A

토지이용율(%, 평균) 불투수포장율

B C D E F B+C+D B+C+D+F

택지개발

사업
54개 16.7 20.8 10.6 30.8 21.1 48.1 69.2

A:빈도수(개), B:건폐율, C:도로율, D:지상주차면 율 ,E:녹지율, 

F:기타 

표 5.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지의 토지이용율

4.2 단지개발 단계에서의 총유출량 변화

요약해 보면 택지개발 이 의 불투수면 률은 약10－

30%이나 단지규모로 개발될 경우 이때의 불투수면 률은 

50～70%에 이른다9). 그림 6을 참조로 하여 불투수면 률

이 10-30%일 때 유출율은 10～25%로 나타나나 개발이후 

불투수면 률이 50-70%로 증가하면 유출율이 35～50%까

지 증가하게 된다(그림 5 참조). 결과 으로 개발 후 증가

되는 유출률은 10～40%에 이르는 것으로 상된다. 

9) 단지에서 건축면 , 도로, 지상주차장 면 만을 불투수 면

으로 계산할 경우 평균 50%이며, 최  기타 보도나 장 등

의 면 도 포함할 경우 평균 7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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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하 침투

깊은 침투

그림 5. 불투수포장률에 따른 물수지 변화

자료: Federal Interagency SRWG. 1998. pp1－2를 토 로 작성

5. 결 론

이제까지의 빗물 리는 수해에 한 안정성 확보를 주

요목 으로 강우 시 발생되는 첨두유출을 최 한 안 하게 

배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국내에서 진행된 련

연구들 한 유출억제  체수자원 확보 측면에서 근

하 기 때문에 상 으로 개발로 인해 변화된 수문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는 극 으로 처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발로 인한 유출변화를 최소화하고 자

연 인 물순환 체계를 회복하기 한 목 으로 택지개발사

업과 같이 신규로 개발되는 공동주택단지에 해 분산식으

로 빗물을 처리해야 하는 목표량을 제안하 다. 물론 개발 

이후 증가하는 유출량만큼을 지역내에서 침투, 류에 의

해 처리할 경우 개발이 의 물순환 양상을 완 히 도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표면이나 침투․ 류시설, 녹지확보 

등을 통해 지역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이 

용된다면 상당부분 개발이 의 물순환 체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 택지개발사업  지역에서 개발 ․후의 총 

유출량 변화율은 10년빈도 확률강우량에 하여 10～20%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유출증가량 만큼을 지에

서 자연형 침투․ 류시설에 의해 처리해야 하는 분산식 

빗물 리 목표량으로 설정하는 근거를 마련하 다. 한편, 

택지개발사업 이후 공동주택단지로 개발되는 지역은 개발 

이 의 토지이용보다 불투수포장률이 히 증가하기 때

문에 유출증가율이 10-40%까지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결론 으로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신규 공동주택단지를 

계획할 경우 개발지역의 유출량  10-40%정도를 침투, 

류시설에 의해 처리함으로써 유출율 감소는 물론 침투, 

류량 향상으로 인해 자연 인 물순환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는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유출변화율을 국의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해 일반 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악함으로써, 이를 택지개발지역의 공동주택단지 계획 시 

지에서 침투․ 류하기 한 목표량으로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개별 상지의 특수상황을 면 히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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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산식 빗물 리

의 목표량 설정은 기존의 100% 거처리에 의해 계획되었

던 방향에서 환하여 침투․ 류를 한 빗물 리 계획에 

향을  것으로 기 한다. 

한 설정된 목표량을 어떠한 형태로 처리할 것인지에 

해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즉, 개발단지에 녹지규모나 투수계수가 클 

경우에는 침투 심으로, 빗물을 이용하여 외부공간에 활용

할 목 이면 류시설을 심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듯 분산식 빗물 리의 계획방법론에 해서 

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1. 다카하시 유타카(2002),“유역의 물순환 건전화에 대한 의의
와 과제”,「물의 순환과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물순환워크
샵」,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단.

 2.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2004),「공동주택단지 내 빗
물저류, 침투시설 적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

 3. 대한주택공사(1994),『택지개발지구의 수리해석 기법연구』.
 4. 서규우외2(1996)“도시화에 따른 유출영향 분석 및 침수저  

감대택에 관한 연구”「대한토목학회논문집」vol.16.
 5. 서울대학교(2002),『효율적인 생물서식공간 조성기술 개

발』, 환경부.
 6.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3),『서울시 대체용수로서의 빗물활

용 방안』.
 7. 심재현(1994)“도시지역내 개발행위에 따른 유출 변화량의  

산정”,「지방행정연구」제8권제4호.
 8. 윤태훈(2002),『응용수문학』, 청문각.
 9. 이태구 등(2005),「친환경적 빗물이용시스템 및 기술개발 연

구」, 산업자원부․한국산업기술재단.
10. 한영해(2005), 도시 주거지역에서의 분산식 빗물관리 계획모

형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 한영해․양병이․이태구(2005),“공동주택단의 공간적 특성분

석을 통한 분산식 빗물관리 방향 설정”, 한국생태환경건축
학회 vol.5 No.3.

12. 행정자치부․국립방재연구소(1998-2001), 우수유출억제시설 
설치기법 연구. 

13. 住宅․都市整備公團 建築部 土木課(1997), 雨水流出抑制施設
14. ATV AG 1.2.6(1999), Arbeitsbericht der ATV-Arbeitsgruppe 

1.2.6. Regenwasserbewirtschaftung in Siedlungsgebieten 
zur Angleichung an natuerliche Abflussverhaeltnisse, 
Korrespondenz Abwasser Heft4, 46. Jahrgang. p.104. 

15. Freie und Hansestadt Hamburg Umweltbehoerde(2000), 
Dezentrale naturnahe Regenwasserbewirtschaftung. 
p.33-37.

16. Geiger, W. und Dreiseitl, H.(2001), Neue Wege Fuer  
Das Regenwasser, Oldenbourg. p.1-40.

17. Landesanstalt fuer Umweltschutz Baden-Wuerttemberg 
(1994), Flaechenaktivierung im Siedlungsbereich ; 
Anregungen zur Verbesserung des Naturhaushalts und der 
Lebensqualitaet. Karlsruhe.

18. Mondale, T.(2001), Minnesota Urban Small Sites BMP 
Manual - Stormwater Best Management Practices for 

Cold Climates, Metropolitan Council Environmental 
Services. p.7-10.

19. PGDER(1997), Low Impact Design Manual, Prince George's 
County Department of Environmental Resources, 
Maryland. 

20. Shaver, E.(2000), Low Impact Design Manual for The 
Auckland Region, Auckland Regional Council.

21. Sieker, F. et al 4(2002), Naturnahe Regenwasser 
bewirtschaftung in Siedlungsgewbieten, Kontakt & 
Studium Band 508. p.55-57.

22. UNEP-SNU 빗물연구센터(2002, 2003),『제2,3회 빗물모
으기 국제워크샵』.

23. Urbonas, Ben and Stahre, Peter(1993), Stormwater ;  
Best Management Practices and Detention for Water 
Quality, Drainage and CSO Management, PTR Prentice 
-Hall, In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