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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MM5.1 모형의 저영향개발시설 설계  
모듈 및 WMAM 모형

1. SWMM 소개

미국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SWMM (Storm Water Management 

Model)은 세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강우-유

출 모형 중 하나로, 도시지역에서 유량의 수질 및 

수량에 대해 모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SWMM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강우량, 지표수

의 증발량, 눈의 축적 및 용해, 지하대수층으로

의 강우 침투, 지하로 침투한 지하수의 여과, 지하

수층와 배수층 사이의 중간 유출, 저수지 등의 수

문학적 과정과 우수관거, 하수처리장 등을 고려

한 도시지역의 유출량 계산이 가능한 프로그램으

로, 1971년에 개발되었고 현재까지 꾸준히 업그

레이드되고 있다. 2009년에 출시된 SWMM5 버

전에서는 다양한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시설에 대한 모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며, 시설물의 저장 및 유지 기능을 통

한 유출 모의가 가능하다. 또한 2015년 4월에도 

LID 관련 버그 및 LID 관련 보완사항의 추가, 프

로그램의 내부 오류들을 개선하여 새로운 버전 

v5.109를 공개하고 현재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

이다.        

2. SWMM LID 기능

SWMM 모형은 소유역의 면적, 경사도, 토지이

용, 불투수율 등을 고려하여 소유역과 출구지점에

서의 유출량, 증발산량, 침투량 등을 모의하는데, 

LID 시설의 모의는 사용자가 입력한 설계 관련 매

개변수와 계획 관련 매개변수를 바탕으로 해당 소

유역의 일부를 LID 시설로 바꾸고, 소유역의 물 

순환에 대한 모의를 수행한다.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LID 시설 중 침투트렌치의 설계 및 계획과 

관련된 매개변수를 입력하는 SWMM 모형의 GUI

화면을 보여준다.

SWMM의 저영향개발 시설에는 그림 3과 같

이 식생체류장치(Bio-retention cell), 투수

성포장(Permeable pavement), 침투트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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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ltration trench), 빗물정원(Rain garden), 

옥상녹화(Green roof), 빗물통(Rain barrel), 식

생수로(Vegetative swale) 등 총 7가지가 포함

된다. 또한, 각 LID 시설은 표 1과 같이 지표층

(Surface), 포장층(Pavement), 토양층(Soil), 저

류층(Storage), 지하배수층(Underdrain), 배수매

트층(Drainage mat)으로 분류하여 적절하게 구성

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림 1. LID 시설의 설계 관련 매개변수의 입력 화면

그림 2. LID 시설의 계획 관련 매개변수의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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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WMM LID 설계 및 계획 매개변수

3.1 설계 매개변수

SWMM의 LID 시설과 관련된 설계 매개변수는 

각 시설의 구성층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데, 각

각 다음과 같다.

(1) 지표층

-    Berm Height: 물이 지표로 흘러서 넘치기까지

의 둔턱 높이로, 일반적으로 지표유출을 하는 

경우는 저류지의 높이가 되며, 식생수로의 경우 

그림 3. SWMM 모형이 모의할 수 있는 LID 시설의 종류

표 1. LID 시설을 설계하기 위한  SWMM 모형의 구성요소

LID Type Surface Pavement Soil Storage Underdrain
Drainage 

Mat

Bio-retention Cell ○ ○ ○ ×

Rain Garden ○ ○

Green Roof ○ ○ ○

Porous Pavement ○ ○ ○ ×

Infiltration Trench ○ ○ ×

Rain Barrel ○ ○

Vegetative Swale ○

(○: 필수입력. ×: 선택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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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꼴 단면의 높이가 된다.

-    Vegetative Volume Fraction: 지표 저류지의 

깊이에 대한 식생의 체적비율로, 잎과 줄기가 

차지하는 부피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값이 작

아 무시할 수 있는데, 식생이 밀집해 있는 경우 

0.1~0.2 정도의 값을 쓴다.

-    Surface Roughness: 지표면, 투수성포장, 식

생수로의 거칠기에 대한 Manning’s  계수이다.

-    Surface Slope: 옥상녹화, 투수성포장, 식생수

로의 표면 경사이며, 그 외 물 순환 개선시설에

서의 값은 0이다.

-    Swale Side Slope: 식생수로의 측면 경사도이

며, 식생수로를 제외한 다른 물 순환 개선시설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포장층

-    Thickness: 포장층의 두께를 의미하며, 일반적

으로 4~6 inch의 값을 갖는다.

-    Void Ratio: 포장부피에 대한 공극비를 의미하

며, 일반적으로 0.12~0.21의 값을 갖는다.

-    Impervious Surface Fraction: 총 면적 대비 

포장의 불투수면적 비를 의미하며, 연속적인 투

수성 포장일 경우의 값은 0이다.

-    Permeability: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의 재료

인 자갈 또는 모래의 투수성 정도를 의미하며, 

신설된 투수성 포장의 경우 100 in/hr 이상의 

값을 가지지만, clogging에 의해 시간이 지나면

서 값이 작아질 수 있다.

-    Clogging Factor: 포장층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포장층의 공극량을 의미하며, [(포장층이 완전히 

막는데 걸리는 년 수)*(유역내 연강수량)*(포장

층의 유출량 처리비)*(1+포장층의 공극비)*(1-

포장의 불투수면적 비)/(포장층의 두께*포장층

의 두께)]을 이용하여 값을 산정할 수 있다.

(3) 토양층

-    Thickness: 지반에 기초한 식생체류장치에 대

한 토양층의 두께로, 일반적으로 18~36 inch의 

값을 갖는다. 옥상녹화의 경우 3~6 inch의 값

을 갖는다.

-    Porosity: 토양 전체 부피에 대한 공극률을 의

미한다.

-    Field Capacity: 배수가 완전히 이루어진 후 토

양층에 존재하는 공극의 부피를 의미한다. 

-    Wilting Point: 토양 중의 수분이 서서히 감소

하게 되면 어느 점에서 식물은 수분을 주면 위

조가 회복되며 이 시점의 토양수분함량을 초기 

위조점이라고 한다.

-    Conductivity: 완전 포화된 토양층의 수리학적 

전도도를 의미한다.

-    Conductivity Slope: 토양수분 대비 전도도에 

로그를 취한 값의 기울기에 해당하며, 일반적으

로 모래의 경우 5 정도의 값을 갖고, 점토의 경

우 15 정도의 값을 갖는다.

-    Suction Head: 흡입양정으로 토양층의 습윤 전

면을 따라 모세관 흡입되는 평균 높이의 차의 

값을 의미한다.  

(4) 저류층

-    Thickness: 자갈층의 두께 또는 빗물통의 높이

로, 일반적으로 암석·자갈층의 두께는 6~18 

inch 정도이며, 가정에서 쓰이는 빗물통의 경우

는 24~36 inch 정도된다.

-    Void Ratio: 저류층의 공극률을 의미하며, 일

반적으로 자갈층의 경우 0.5~0.75의 값을 갖

는다.

-    Seepage Rate: 자연 지반에 침투하는 물의 비

율을 의미한다.

-    Clogging Factor: 저류층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공극량을 의미하며, 무시할 경우 0을 이용한다.

(5) 지하배수층

-    Flow Coefficient/Flow Exponent: 배수층을 

흐르는 유량을 결정하는 흐름계수와 흐름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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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며, 다음 공식을 통해 유량을 산정한다.

여기서, 는 유량, 는 흐름계수, 는 저장된 물

의 높이, 는 배수 높이, 은 흐름지수이다.

-    Offset Height: 저류층 또는 빗물통 상단에 존

재하는 배수파이프의 높이이다. 

-    Drain Delay: 빗물통에만 해당하는 설계 매개

변수로, 빗물통이 열리기 전 건조한 날씨가 지

속된 시간을 의미한다.

(6) 배수매트층

-    Thickness: 매트의 두께로, 일반적으로 1~2 

inch의 범위를 갖는다.

-    Void Fraction: 매트의 총 부피에 대한 공극

비로, 일반적으로 0.5~0.6의 범위를 갖는다.

- Roughness: 배수 매트에 흐르는 유량에 적

용되는 Manning’s  계수로, 0.1~0.4 정도의 높

은 값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3.2 계획 매개변수

SWMM 모형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설계와 관련

된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구성된 LID 시설을 특정 

소유역에 규모, 수량 등과 관련된 계획 매개변수

를 입력하여 물 순환 모의를 수행한다. 동일하게 

설계된 시설을 여러 소유역에 동시에 계획이 가능

하며, 하나의 소유역에 다르게 설계된 동일한 시

설의 계획 또한 가능하다. 

SWMM 모형의 LID 시설과 관련된 계획 매개변

수는 표 2와 같다. 

-    Area of each unit: 설계된 LID 시설이 적용되

는 면적이다. 

-    Number of unit: 동일하게 설계된 LID 시설의 

개수를 의미한다. 

-    Surface width per unit: LID 시설의 유출지점

의 폭·너비를 의미하며 옥상녹화, 투수성포장, 

침투트렌치, 식생수로에서 이용되고, 그 이외의 

시설인 식생체류장치, 빗물정원, 빗물통의 경우 

0으로 설정하여 시설부피를 초과하는 유량을 

바로 흘려버리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다.  

-    % initially saturated: 식생체류장치, 빗물정

원, 옥상녹화 시설의 초기 토양 포화도를 의미

하며, 그 이외의 시설에서는 물의 저장공간의 

포화도를 의미한다.

-    % of impervious area treated: 해당 유역내 

LID 시설이 계획되지 않은 영역의 불투수면적 

입력화면 계획 매개변수

Area of each unit

Number of unit

Surface width per unit

% initially saturated

% of impervious area treated

Return all outflow to pervious area

표 2. LID 시설의 계획 매개변수 및 입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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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계획된 LID 시설로 물이 들어오기 전의 

영역에 대한 값을 의미한다. LID 시설이 유역 

전체를 포함하는 경우 이 값은 무시된다.

-   Return all outflow to pervious area: LID 시

설의 지표층과 배수층을 흐르는 유량이 다시 투

수성 지역으로 유출될 때 선택하는 옵션으로 빗

물통과 옥상녹화에서 주로 사용된다. 

4.    SWMM에서 모의 가능한 LID 시설의 

종류 및 요소

4.1 식생체류장치

식생체류장치는 자갈로 형성된 배수층 위에 설

계된 식물을 포함한 토양층으로 구성된 물 순환 

개선시설로 주변 지역의 강우 및 유출을 저장, 침

투 및 증발시키는 역할을 한다. SWMM에서 식생

체류장치의 기술적 구성요소는 지표층, 토양층, 

저류층, 지하배수층이며, 각 구성층과 관련된 18

개의 설계 매개변수는 표 3와 같다. 

4.2 투수성포장

투수성포장은 다공성 콘크리트/아스팔트 믹스

를 이용한 포장 또는 자갈로 대상지역을 채우고 

유량이 바닥을 통해 침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물 

순환 개선시설이다. SWMM에서 투수성포장의 수

문학적 구성요소는 지표층, 포장층, 저류층, 지하

배수층이며, 표 4과 같이 각 구성층과 관련된 16

개의 설계 매개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표 3. 식생체류장치의 SWMM 입력화면 및 설계 매개변수

식생체유장치의 SWMM 입력화면 구성층 설계 매개변수

Surface

Berm Height

Vegetation Volume Fraction

Surface Roughness

Surface Slope

Soil

Thickness

Porosity

Field Capacity

Wilting Point

Conductivity

Conductivity Slope

Suction Head

Storage

Thickness

Void Ratio

Seepage Rate

Clogging Factor

Underdrain

Flow Coefficient

Flow Exponent

Offset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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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투수성포장의 SWMM 입력화면 및 설계 매개변수

투수성포장의 SWMM 입력화면 구성층 설계 매개변수

Surface

Berm Height

Vegetation Volume Fraction

Surface Roughness

Surface Slope

Pavement

Thickness

Void Ratio

Impervious Surface Fraction

Permeability

Clogging Factor

Storage

Thickness

Void Ratio

Seepage Rate

Clogging Factor

Underdrain

Flow Coefficient

Flow Exponent

Offset Height

표 5. 침투트렌치의 SWMM 입력화면 및 설계 매개변수

침투트렌치의 SWMM 입력화면 구성층 설계 매개변수

Surface

Berm Height

Vegetation Volume Fraction

Surface Roughness

Surface Slope

Storage

Thickness

Void Ratio

Seepage Rate

Clogging Factor

Underdrain

Flow Coefficient

Flow Exponent

Offset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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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침투트렌치

침투트렌치는 자갈이 가득한 좁은 도랑의 형태

로, 경사지의 상류 불투수지역의 유출량을 가로채

는 역할을 하며, 침투트렌치에서 확보한 유량이 

아래의 토양층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

을 확보하는 물 순환 개선시설이다. SWMM에서 

침투트렌치의 수문학적 구성요소는 지표층, 저류

층, 지하배수층이며, 표 5와 같이 각 구성층과 관

련된 11개의 설계 매개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4.4 빗물정원

빗물정원은 토양층을 중심으로 설계된 식생체류

장치의 일종으로 아래쪽에 자갈 배수층이 없는 물 

순환 개선시설이다. SWMM에서 빗물정원의 수문

학적 구성요소는 지표층, 토양층이며, 표 6와 같

이 각 구성층과 관련된 11개의 설계 매개변수를 포

함하고 있다. 

4.5 옥상녹화

옥상녹화는 지붕에서 여과된 강우량을 대상으

로 특별히 설계된 배수매트 위에 형성된 토양층으

로 구성되어있으며, 식생체류장치의 변형된 물 순

환 개선시설이다. SWMM에서 옥상녹화의 수문학

적 구성요소는 지표층, 토양층, 배수매트층이며, 

표 7과 같이 각 구성층과 관련된 14개의 설계 매개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4.6 빗물통

빗물통은 호우시 지붕의 유출량을 모을 수 있는 

컨테이너로, 건기시 저장된 빗물을 이용할 수 있

도록 설계된 물 순환 개선시설이다. SWMM에서 

빗물통의 수문학적 구성요소는 저장층과 배수층이

며, 표 8과 같이 각 구성층과 관련된 5개의 매개변

수를 포함하고 있다.

빗물정원의 SWMM 입력화면 구성층 설계 매개변수

Surface

Berm Height

Vegetation Volume Fraction

Surface Roughness

Surface Slope

Soil

Thickness

Porosity

Field Capacity

Wilting Point

Conductivity

Conductivity Slope

Suction Head

표 6. 빗물정원의 SWMM 입력화면 및 설계 매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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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식생수로

식생수로는 풀 또는 식생으로 덮힌 경사지의 형

태로 우수를 지체시키고, 저류된 물이 토양으로 

침투되게 하는 기능이 있으며 수로의 역할을 하는 

물 순환 개선시설이다. SWMM에서 식생수로의 

수문학적 구성요소는 지표층이며, 표 9과 같이 5

개의 설계 매개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5. WMAM 모형의 소개

SWMM 모형은 꾸준한 개발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에 추가된 LID 

옥상녹화의 SWMM 입력화면 구성층 설계 매개변수

Surface

Berm Height

Vegetation Volume Fraction

Surface Roughness

Surface Slope

Soil

Thickness

Porosity

Field Capacity

Wilting Point

Conductivity

Conductivity Slope

Suction Head

Drainage Mat

Thickness

Void Fraction

Roughness

표 7. 옥상녹화의 SWMM 입력화면 및 설계 매개변수

빗물통의 SWMM 입력화면 구성층 설계 매개변수

Storage Berm Height

Underdrain

Flow Coefficient

Flow Exponent

Offset Height

Drain Delay

표 8. 빗물통의 SWMM 입력화면 및 설계 매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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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기능은 다방면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LID 시설 하나를 설계하는데 사용되는 설계 및 계

획 관련 매개변수들은 위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다양하며, 각각의 매개변수들은 설계부터, 수량, 

규모 등의 계획, 그리고 결정된 자료의 입력 등의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반복된 과정을 거쳐야만 사

용가능하므로 사용자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

한다. 이에 『첨단기술 기반 하천 운영 및 관리 선

진화 연구단』에서는 물 순환 개선시설 효과 분석 

모듈인 WMAM (Water Management Analysis 

Module)을 개발하였다. WMAM에 대한 구체적

인 설명은 유트브 영상(https://www.youtube.

com/watch?v=xaUot-mLhRk)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WMAM 프로그램은 SWMM 모형의 인

그림 4. WMAM 프로그램의 소개 브로슈어

식생수로의 SWMM 입력화면 구성층 설계 매개변수

Surface

Berm Height

Vegetation Volume Fraction

Surface Roughness

Surface Slope

Swale Side Slope

표 9. 식생수로의 SWMM 입력화면 및 설계 매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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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파일을 대상으로 LID 시설의 설계 및 계획 관련 

매개변수에 대한 다중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수문

학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것

을 용이하게 되와준다. 특히 간편한 GUI를 제공하

고 있어서 사용자가 빠르게 배워서 사용 가능하고 

많은 시나리오를 간편한 조작으로 정의하여 자동

으로 모의하고 결과를 분석하므로 사용자의 시간

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림 4은 WMAM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제작한 

브로슈어로 대상 LID 시설과 모형의 기능을 설명

하고 있다.        

6. 맺음말

도시지역의 불투수율 증가 및 기후변화로 인해 

물 순환의 왜곡 및 위험도가 더 커지고 있다. 물 

순환 개선 및 복원을 위한 다양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고려되고 있는데, 근래 가장 효과적인 수

단으로 LID 시설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에 대한 공학적 설계 및 분석을 위해 미국 유역환

경청에서 SWMM 모형을 근래 업그레이드 하였

고, 향후 전 세계적으로 설계 및 계획에 대한 활용

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WMAM 프로그램 

역시 최적의 물 순환 개선시설의 설계 및 계획을 

위해 개발되었고, 향후 활용도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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