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발전과 도시화로 인해 도시 광역

화가 점점 심화됨으로써 불투수면적과 인구밀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도시화로 인한 인구집중과 불투수면 증가

로 도시지역은 과거의 자연유역에 비해 물 순환계가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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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ainwater harvesting system (RHS) is a facility install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of water reuse｣

and is currently installed in various buildings such as apartment houses, business facilities, schools, and sports facilities. Rainwater

is used for various needs, such as toilet flushing water, tree irrigation, road cleaning water, and landscaped facilities. In this study,

rainwater utilization was calculated by performing a water demand-supply time series analysis through a hydrological water balance

analysis. The water supply-supply time series water balance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the recent ten-year period, and the 

water balance analysis for RHS analyzed the supply satisfaction, rainwater utilization, and rainwater coverage rates according to

the demand scenarios of each facility. Through this method, it is expected to become a support tool for planning and operating

the storage tank capacity of the target facility by confirming the rainwater utilization for various RHSs with different building

uses and demand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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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빗물이용시설은 ｢물재이용법｣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시설로 현재 공동주택, 업무시설, 학교, 체육시설 등의 다양한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다. RHS에서 집수되는 빗물의 수요처별로 구분하면 화장실 세정수, 수목관수, 도로청소용수, 수경시설 등 다양한

수요처에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문학적 물수지 분석을 통한 물수요-공급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여 빗물활용성을 

산정하였다. 물 수요-공급 시계열 물수지 분석은 최근 10년 기간을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물수지 분석은 각 시설의 수요 시나리오에 의한 공급충족률, 빗물이용률, 공급충족률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건축용도 및 수요처가 다른 다양한 RHS에 대한 빗물활용성을 확인하여 향후 대상시설의 저류조 용량 설치 계획 및 운영을

위한 지원도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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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으며, 불투수율이 높은 도시화된 토지는 강우 시 

비점오염물질이 다량 포함된 강우유출수가 유출되어 지표

수 및 지하수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홍수피해가 

증가하고 수자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하천수질이 

악화되고, 지하수 고갈 및 하천 건천화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화로 인한 물 순환 왜곡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점 개선 및 지속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현재 

국내외적으로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기법의 도시 물 순환 관리 방법을 도입하여 연구개발을 진행

하고 있다(Chui et al., 2016; Mao et al., 2017; Eckart et 

al., 2018). 이러한 LID 기법은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와 

유사하도록 빗물을 직접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저

류하도록 하여 기존 자연유역의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이며, 하천을 포함한 자연 생태계와 생물자원의 유지가 

가능한 빗물관리 기법이다.

LID 적용 기술 중에서 빗물이용시설은 용수공급대안으로 

그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용수공급능력 이외에도 도시 

내에 각각의 소규모 배수구역에서 집수시설을 분산 설치하

여 직접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를 줄이거나 재사용함으로써 

수자원 관리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Jennings et al., 2012; Keem et al., 2014). 도시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연 상태의 물 순환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빗물이용시설의 적극적인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듯 수자

원 확보와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써 빗물이용시설을 이용한

다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시 수자원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Butler et al., 2010; Choi et al., 

2011; Ward et al., 2012).

현재 국외의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사용용도를 살펴보면, 

우선 미국은 활발하게 빗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관개수로, 

공원 조경용수, 분수, 아이스링크, 식수 등 공원 및 일반 

건축물에 다양하게 빗물을 사용하고 특히 괌과 같은 섬 

지역에서 빗물을 많이 이용하고 의존도 역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일의 경우 역시 빗물관리기반시설을 구축하

여 도시의 홍수를 방지하고 지하수 함양을 위해 빗물이용시

설을 설치⋅관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빗물이용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건조한 내륙 지역에서 수년간 빗물이용시

설을 설치하여 사용해왔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심화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본 역시 도시 

내에서 식물재배, 소방용수, 건물 냉각수 등 다양하게 빗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의 재이용 촉진 빛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물재이용법)이 개정된 2014년 이래로 빗물이용시설 

설치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빗물이용시설은 ｢물재이용법｣

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시설로 현재 공동주택, 업무시설, 

학교, 체육시설 등의 다양한 건축물에 설치되어 운영⋅활용

되고 있다. 빗물이용시설에서 집수되는 빗물의 수요처별로 

구분하면 대부분 화장실 세정수, 수목관수, 도로청소용수, 

수경시설 등 다양한 수요처에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빗물을 활용한 행사장 운영 및 화력발전소의 발전용수, 수족

관 용수, 식수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빗물 사용에 대한 인식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물의 재이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다(Palla et al., 2011; Palla et al., 2012; Campisano 

et al., 2017). Basinger et al. (2010)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모형을 소개하였다. Guo and Guo (2018)

은 빗물이용시설의 물공급 신뢰도와 강우유출수 처리비 

효율을 정량화하기 위해 확률모델을 제시하였으며, 확률모

델을 이용하여 빗물이용시설의 크기를 조정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Sample and Liu, 2014). 이와 같이 다양한 

모형들을 이용하여 빗물이용시설을 평가하고 있으며, 빗물

이용시설의 용도와 용량, 설치 효율 등의 평가와 함께 빗물이

용시설의 최적 설계 용량 결정 방안과 같은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Guo and Baetz, 2007; Su et al., 2009; Okoye 

et al., 2015).

우리나라 역시 빗물 이용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Choi et al. (2011)은 빗물이용시설의 설계에 관한 설명과 

신뢰도를 평가하는 모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평가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 강우유

출수와 수돗물 사용의 연간 저감효율을 평가하였다. 또한 

Keem et al. (2014)은 신뢰도 평가모형의 국내 적용성을 

높이고자 국내에서 획득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모형의 매개

변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평균 

신뢰도 및 신뢰도의 계절성을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빗물이

용과 관련된 장기유출 해석을 통해 빗물이용시설의 수문학

적 평가가 수행되었다(Kim et al., 2008; Yoo et al., 2008). 

빗물이용시설 도입에 따른 경제성 평가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용량산정 방법 및 설계방안과 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Kim et al., 2014; Kang et al., 2015; 

Baek et al., 2018), Sim and Kim (2020)은 빗물이용시설의 

유입과 손실을 고려한 확률모델을 유도하여 물 공급을 위한 

신뢰도 및 수자원 관리를 위한 강우유출수 처리 효율을 

정량화하였다. Lee and Jeong (2017)은 공동주택 빗물이용시

설의 저장률 개념을 적용하여 합리적 규모산정 방안을 제시

하였다.

하지만 기 시행중인 빗물이용시설 저장률 개념은 강우만

을 이용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물수요-공급 개념의 효율적 

이용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기에 어려

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빗물이용시설 효율적 이용을 살펴보

기 위해 수문학적 물수지 분석을 통한 물수요 공급 시계열 

분석 수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문학적 물수지 분석을 통한 물수

요-공급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여 빗물이용률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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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수지 분석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공동주택, 업무시설, 학

교, 체육시설 등에 대한 일단위 물 수요량을 수요처별로 

설정하고 일단위 물 수요량을 추정하고 전체 일단위 물수요

의 75%를 고수요, 50%를 중수요, 25%를 저수요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 물 수요-공급 시계열 물수지 분석은 최근 10년 

기간을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빗물이용시설에 대

한 물수지 분석은 각 시설의 수요 시나리오에 의한 공급충족

률(필요수량 대비 빗물이용량), 빗물이용률(빗물이용시설

용량 대비 빗물이용가능량), 빗물보장률(전체일수 대비 빗

물이용일수)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건축용도 

및 수요처가 다른 다양한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빗물활용성

을 확인하여 향후 대상시설의 저류조 용량 설치 계획 및 

운영을 위한 지원도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빗물이용시설은 현재 환경부에서 관리중이며, 본 연구는 

2020년 환경부 하수도통계 자료 구축 현황을 바탕으로 연구

를 수행하였다. Fig. 1은 현재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나타낸 것이며, 그 중 건축물 용도를 기준으로 

업무시설(상업시설), 학교, 체육시설(공원), 공동주택으로 

나누어 각각 유형별 2개소씩 선정하여 총 8개의 빗물이용시

설의 빗물활용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2.2 빗물활용성 평가 방법 개발

빗물이용시설 저장률 개념은 강우만을 이용하여 분석하

기 때문에 물수요-공급 개념의 빗물이용시설의 효율적 이용

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 분석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문학적 물수지 분석을 통한 물수요-공급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2와 같이본 연구에서 새롭게 

빗물이용시설 물수지 분석 excel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빗물이용시설 공급충족률(필요수량 대비 빗물이용량), 

빗물보장률(전체일수 대비 빗물이용일수), 빗물이용시설 이

용률(빗물이용시설용량 대비 빗물이용가능량)에 대해 분석

을 수행하였다.

  


 

   
(1)

   
  
    (2)

  


  

   
(3)

빗물이용시설 활용성에 대한 평가방법은 STEP 1. 시설 

Fig. 2.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of Rainwater Available Quantity

Fig. 1. National Rainwater Harves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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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빗물 수요 시나리오 작성, STEP2. 빗물이용시설 물수

지 분석 방법 개발(강우-유출-필요수량-이용가능량 연계), 

STEP3. 시나리오별 빗물이용시설 이용률 분석 기준 설계치별 

공급충족률, 빗물보장률, 이용률 분석을 제시하였다(Fig. 3).

2.2.1 빗물이용시설 계획기준 적정성 평가 및 활용방안 제시

분석방법으로는 모든 케이스를 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General한 케이스로 (시나리오 기반) 고-중-저수요에 대한 

실제 빗물이용시설의 빗물이용가능량 정량적 평가를 수행

하였다. 또한 현행 ｢물재이용법｣ 상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을 빗물 저류조로 규정한다. 따라서 

집수면적에 곱한 값을 규모산정계수라 정의하고, 이 0.05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규모산정계수별(0.01-0.07) 빗물보

장률을 분석하였다.

2.2.2 물수지 분석 모형 유도

빗물이용시설은 강우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비가 내려 

시설로 유입되는 양에 따라 시설 유형별 수요 시나리오에 

따른 물공급을 반영하는 것이 빗물이용시설 물수지를 모형

화하는 데에 핵심사항이 될 것이다. 강수량은  (mm/day)이

며, 보정 강수량 

 (mm/day)는 강수량 에서 초기저류량 



 (mm/day) 10 mm를 제외하여 구한다. 이때, 보정 강수량 



는 초기저류량 


보다 작으면 0이고 클 경우에만 강우에서 

초기저류량 

를 빼주어 구할 수 있으며, 이를 나타내면 

아래 식과 같다.



  for 





 for≥ 



(4)

집수면인 지붕 등은 모두 불투수층으로 가정하여, 집수면 



 (m2)으로부터 유출되는 강우 유출량  (m3/day)은 집수면 



에 내린 강우와 유출계수 를 곱해주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유출계수는 시설 건축물 용도별(업무시설, 학교, 체

육시설, 공동주택)로 각각 적용하였다(Eq. (5)).



×


×× (5)

빗물이용시설의 경우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인 강우 유출

량 가 0일 때만 사용하며, 비가 내려 집수면으로부터 강우 

유출이 발생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필요수

Fig. 3. Evaluation Method for Rainwater Harvesting System Utilization

Fig. 4. Daily Usage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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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m3/day)의 경우 화장실, 수목관수, 도로청소, 수경시설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일평균 사용수량 


 (m3/day)을 

산정하였다(Eq. (6)). 시설 건축물 용도별, 수요 시나리오별로 

적용 가능하며,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하였다. 일별 사용수량

은 수목관수량, 화장실 세정수량, 수경시설 설치수량, 도로

노면 청소용수량을 각각 계산하여 합한 후 적용하였으며, 

Fig. 4와 같다.

  for



 for

(6)

저류조 

에 남아있는 물 


 (m3/day)은 전날 남은 물 




 (m3/day)에서 강우 유출량 을 더하고 필요수량 를 

빼주어 구할 수 있다. 이때, 최대 저류조 용량 

 만큼만 

남아있을 수 있다(Eq. (7)).






 for 


 






  for 


 


(7)

빗물이용량  (m3/day)는 필요수량 와 저류조에 남아있

는 물 에 의해 계산된다(Eq. (8)).

  for≥
  for

(8)

빗물이용률 는 저류조 용량 

에 남아있는 물 의 

함수로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for






≤








 for








(9)

빗물이용일수 은 빗물이용량 가 0 이상일 경우 카운트

되며, 전체일수 는 보정 강수량 

가 0인 경우, 즉 비가 

내린 날을 제외한 경우이다. 따라서 빗물이용시설 공급충족률

-빗물보장률-이용률은 각각 아래 식과 같다(Eqs. (10)~(12)).

 
 








(10)

 







(11)

 



 (12)

2.3 빗물이용시설 수요 시나리오 산정

빗물이용시설 수요 시나리오별 빗물이용률 평가방법은 

빗물 이용 시설의 수량 사용계획 목표 기준 시나리오와 

용도별 빗물사용량 산정 기준 설정(화장실 세정수, 수목관수

량, 도로청수용수, 수경시설)을 제시되었다. 빗물이용시설

의 수량 사용계획 목표 기준 시나리오는 고수요, 중수요, 

저수요에 대한 목표기준이 다르게 제시되었다(Table 1).

용도별 빗물사용량 산정 기준 설정은 화장실 세정수, 수목관

수량, 도로청수용수, 수경시설에 대하여 제시하였다(Tables 

2~3). 이때, 화장실 세정수량 결정에 학교의 경우 방학 기간은 

제외하였으며, 업무시설의 경우 상근 인원 원단위(95.9인/천

m2)를 적용하였다. 또한 체육시설(공원)의 경우, 한계수용능

력을 ‘법정면적×인/활용면적(1인당 활용면적 30-50 m2: 평

균 40 m2)’으로, 이용객수를 ‘한계수용능력×서비스율(경영효

율상 60-80%)’로 적용하였으며, 동절기는 제외하였다. 용도

별 빗물사용량은 Table 4와 같이 평가방법을 설정하였다.

Public office facility, school and apartment house Public sports facility (Park)

o Public office facility (commercial facility)

⋅Urinal: Use once a day per person

⋅Toilet: Use 0.5 times a day per person

o School

⋅Urinal: Use 3 times a day per person

⋅Toilet: Use 0.2 times a day per person

o Apartment house

⋅Urinal: Use 3 times a day per person

⋅Toilet: Use once a day per person

⋅Urinal: Use once a day per person

⋅Toilet: Use 0.5 times a day per person

Standard usage
Urinal: 2-3 L per discharge (average 2.5 L)

Toilet: 13.5-16.5 L per discharge (average 15 L)

Table 2. Setting Criteria for Calculating Rainwater Usage for Toilet Water

High-demand Middle-demand Low-demand

75% 50% 25%

Table 1. Target Scenario of Water Usage Plan for Rainwater 

Harvesting System



400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22권 6호 2022년 12월

3. 분석 결과

빗물이용시설의 물수지 분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시설 유형별 빗물활용성 분석

2. 빗물이용시설 저류조 실제용량-기준용량에 따른 빗물

활용률 비교

3. 빗물이용시설 설계용량별 물이용량 평가

시설 유형은 ‘업무시설, 학교(교육시설), 체육시설(공원), 

공동주택’ 4가지 유형으로 설정하였으며, 일반적인 값을 

적용하여 물수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이 4가지 

유형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빗물이용시설을 조사하여 실제

용량과 기준용량에 따른 빗물활용률을 비교하였다. 실제용

량과 기준용량에 따른 빗물활용률을 비교함으로써 현재 

설치된 빗물이용시설 저류조의 용량이 기준에 맞게 잘 계획

되었는지, 과소 계획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빗물이용시설 설계용량별 빗물활용률을 비교하여 규모산정

계수의 합리적인 범위를 제시하였다.

3.1 시설 유형별 빗물활용성 분석

물수지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실제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이용률을 추정하기에 앞서 시설 유형별 수요 시나리오에 

따른 빗물이용률 추정하였다. 시설 유형별 General한 값을 

적용(집수면적, 저류조 용량 등)하여 고-중-저수요에 대한 

빗물이용시설의 빗물이용가능량을 추정하였다. 서울 지점

(108) 강우를 대표적 강우 지점으로 설정하여 최근 10년

(2011-2020) 강우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에

는 초기저류량 10 mm를 제외 후 분석하였다.

이때, 공공주택단지 및 일반 건축물에 적용하고 있는 빗물

이용시설의 규모 산정은 ｢물재이용법｣에 근거하여 산정한

다. 건축물 지붕면적에 대해 50 mm를 저장할 수 있거나, 

대지면적에 대해 20 mm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설치

하도록 하여, 각각 집수면적 기준에 따라서 빗물이용시설 

규모산정계수 0.05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Kim 

and Sim, 2013).

  ×
 ×

(13)

분석 결과로는 수요 시나리오별 공급충족률, 빗물보장률, 

빗물이용시설 이용률, 연간 빗물이용 필요수량, 연간 빗물이

용량에 대해 정리하였다.

업무시설의 수요 시나리오별 빗물활용률을 분석하기 위

해 집수면적 4,000 m2, 건축연면적 10,000 m2, 저류조 용량 

200 m3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공급충족률 38.83~78.19%

로 분석되었으며, 빗물보장률 40.91~78.86% 및 빗물이용시

Group
Public office facility

(Commercial facility)
School

Public sports facility

(Park)
Apartment house

Toilet

◯

(Based on the 

number of residents)

◯

(Based on the 

number of students, 

excluding vacation)

◯

(Based on the usual 

number of users)

◯

(Based on the 

number of residents)

Landscaping - ◯ ◯ ◯

Cleaning road ◯ - ◯ ◯

Landscaped facility ◯ - ◯ ◯

Evaluation target area Seoul innovation center
Chungju Jungangtap 

elementary school
Busan spo1 park Yeongjong PRUGIO

Table 4. Rainwater Usage Evaluation Method by Use

Landscaping

⋅Calculated as 5 mm/m2 at a time

⋅Calculated assuming 30% of the green area as the planting area

⋅Watering once a week in dry season (April-September, excluding rainy season)

Cleaning road
⋅1.41 ton/km

⋅Weekdays and Saturdays except Sundays (during April-October, excluding the rainy season)

Landscaped facility
⋅0.1 m3/s of ejection amount per place, operating time 1 hour

⋅Excluding winter season (January-March)

Table 3. Establishment of Criteria for Calculating Rainwater Usage by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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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용률 20.95~47.79%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Fig. 5(a)).

학교(교육시설)의 수요 시나리오별 빗물이용률을 분석하

기 위해 집수면적 4,000 m2, 건축연면적 15,000 m2, 저류조 

용량 200 m3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공급충족률 38.69~

86.40%로 분석되었으며, 빗물보장률 41.24~73.96% 및 빗물

이용시설 이용률 26.25~53.76%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6, Fig. 5(b)).

체육시설(공원)의 수요 시나리오별 빗물이용률을 분석하

기 위해 집수면적 4,000 m2, 건축연면적 9,000 m2, 저류조 

용량 200 m3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공급충족률 14.60~

15.77%로 분석되었으며, 빗물보장률 45.39~55.60% 및 빗물

이용시설 이용률 8.40~13.07%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7, Fig. 5(c)).

공동주택의 수요 시나리오별 빗물이용률을 분석하기 위

해 집수면적 10,000 m2, 건축연면적 100,000 m2, 저류조 

용량 500 m3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공급충족률 40.96~

55.78%로 분석되었으며, 빗물보장률 62.65~77.84% 및 빗물

이용시설 이용률 30.78~42.63%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8, Fig. 5(d)).

Scenario High-demand Middle-demand Low-demand

Supply satisfaction rate (%) 38.83 51.81 78.19

Rainwater coverage rate (%) 40.91 53.69 78.86

Rainwater utilization rate (%) 20.95 28.41 47.79

Required quantity (yearly) 2,564.7 1,709.8 854.9

Rainwater consumption (yearly) 996.0 885.9 668.4

Table 5. Analysis of Rainwater Utilization in Demand Scenario (Public Office Facility)

Scenario High-demand Middle-demand Low-demand

Supply satisfaction rate (%) 38.69 55.35 86.40

Rainwater coverage rate (%) 41.24 52.37 73.96

Rainwater utilization rate (%) 26.25 32.16 53.76

Required quantity (yearly) 2,013.2 1,342.2 671.1

Rainwater consumption (yearly) 778.9 742.9 579.8

Table 6. Analysis of Rainwater Utilization in Demand Scenario (School)

Scenario High-demand Middle-demand Low-demand

Supply satisfaction rate (%) 14.60 15.00 15.77

Rainwater coverage rate (%) 45.39 49.57 55.60

Rainwater utilization rate (%) 8.40 10.45 13.07

Required quantity (yearly) 4,042.3 3,814.5 3,586.8

Rainwater consumption (yearly) 590.2 572.1 565.7

Table 7. Analysis of Rainwater Utilization in Demand Scenario (Public Sports Facility)

Scenario High-demand Middle-demand Low-demand

Supply satisfaction rate (%) 40.96 47.35 55.78

Rainwater coverage rate (%) 62.65 69.87 77.84

Rainwater utilization rate (%) 30.78 35.79 42.63

Required quantity (yearly) 6,530.8 5,473.6 4,416.3

Rainwater consumption (yearly) 2,674.9 2,591.8 2,463.3

Table 8. Analysis of Rainwater Utilization in Demand Scenario (Apartment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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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유형별 빗물이용률 분석 결과 빗물공급충족률, 빗물

보장률, 빗물이용시설 이용률 모두 저수요를 적용시켰을 

경우 이용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수요에서 저수

요로 갈수록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시설, 학교(교육시설), 공동주택은 빗물공급충

족률, 빗물보장률, 빗물이용시설 이용률 세 지표가 큰 차이를 

띄지 않지만, 그에 반해 체육시설(공원)의 경우 빗물보장률

이 두 지표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빗물이용시설 

이용률은 비교적 작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빗물보

장률이 큰 이유는 체육시설(공원)의 경우 다른 시설 유형들

보다 수목관수와 수경시설로 빗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빗물이용일수가 많아 빗물보장률이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

된다. 반면 빗물이용시설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마찬가지로 

수목관수와 수경시설로 빗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류

조에 남아있는 물이 적기 때문이다.

시설 유형별 빗물이용률 분석 결과를 현재 설치된 빗물이

용시설에 적용한 빗물이용률과 비교하여 실제 시설의 빗물

이용률이 적정한 값인지 비교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빗물이용시설 저류조 실제용량-기준용량에 

따른 빗물활용률 비교

시나리오별 실제 용량과 기준용량에 따른 빗물이용률을 

비교함으로써 현재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이 잘 계획되었는

지, 과소 계획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빗물이용률 분석을 

위해 빗물이용시설 유형별 1개소씩 선정하였으며, 빗물이용

시설 실제용량 및 기준용량(집수면적(m2) × 0.05 (m) 적용)에 

따른 수요 시나리오별 빗물이용률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로는 수요 시나리오별 실제용량 및 기준용량에 

대한 공급충족률, 빗물보장률, 빗물이용시설 이용률, 연간 

빗물이용 필요수량, 연간 빗물이용량, 연간 빗물이용일수에 

대해 정리하였다.

업무시설에 대한 실제용량과 기준용량 분석 비교 결과 

서울혁신센터의 경우 공급충족률-빗물보장률-이용률 모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류조 용량이 비교적 잘 계획된 

것으로 판단된다(Table 9, Fig. 6(a)).

학교(교육시설)에 대한 실제용량과 기준용량 분석 비교 

결과 충주중앙탑초등학교의 경우 공급충족률-빗물보장률-

이용률 모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류조 용량이 비교

적 잘 계획된 것으로 판단된다(Table 10, Fig. 6(b)).

체육시설(공원)에 대한 실제용량과 기준용량 분석 비교 

결과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실내테니스장의 경우 공급충족률-

빗물보장률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시설의 경우 

시설 용량을 축소하여 산정한다면 이용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Table 11, Fig. 6(c)).

공동주택에 대한 실제용량과 기준용량 분석 비교 결과 

영종푸르지오자이의 경우 공급충족률-빗물보장률-이용률 

모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류조 용량이 비교적 잘 

계획된 것으로 판단된다(Table 12, Fig. 6(d)).

(a) Public office facility 

(Commercial facility)

(b) School (c) Public sports facility 

(Park)

(d) Apartment house

Fig. 5. Rainwater Utilization by Facility Type

Storage capacity Actual capacity 240 m3 Standard capacity 195 m3

Scenario High Middle Low High Middle Low

Supply satisfaction (%) 47.43 62.06 89.72 44.80 59.10 85.61

Rainwater coverage (%) 48.94 63.06 90.09 46.43 60.05 86.06

Rainwater utilization (%) 25.10 34.20 59.44 24.02 32.58 55.81

Required quantity (yearly) 2,063.5 1,375.7 687.8 2,063.5 1,375.7 687.8

Rainwater consumption (yearly) 978.8 853.8 617.1 924.5 813.0 588.9

Days of rainwater use (yearly) 163.9 211.2 301.7 155.5 201.1 288.2

Table 9. Rainwater Utilization by Scenario at Seoul Innovation Center (Public Office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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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capacity Actual capacity 307 m3 Standard capacity 255 m3

Scenario High Middle Low High Middle Low

Supply satisfaction (%) 50.31 68.71 95.87 47.59 64.67 93.39

Rainwater coverage (%) 49.55 62.37 80.00 47.60 59.43 78.50

Rainwater utilization (%) 29.99 37.71 70.48 29.55 36.63 66.29

Required quantity (yearly) 1,972.3 1,314.9 657.4 1,972.3 1,314.9 657.4

Rainwater consumption (yearly) 992.3 903.5 630.3 938.6 850.4 614.0

Days of rainwater use (yearly) 165.5 208.3 267.2 159.0 198.5 262.2

Table 10. Rainwater Utilization by Scenario at Chungju Jungangtap Elementary School (School)

Storage capacity Actual capacity 250 m3 Standard capacity 116 m3

Scenario High Middle Low High Middle Low

Supply satisfaction (%) 14.34 15.17 15.84 12.97 13.64 13.89

Rainwater coverage (%) 53.59 58.54 59.54 53.07 57.93 58.78

Rainwater utilization (%) 10.49 13.03 16.34 20.67 25.70 31.52

Required quantity (yearly) 3,735.0 3,589.1 3,443.2 3,735.0 3,589.1 3,443.2

Rainwater consumption (yearly) 535.5 544.5 545.3 484.6 489.6 478.1

Days of rainwater use (yearly) 176.3 192.6 195.9 174.6 190.6 193.4

Table 11. Rainwater Utilization by Scenario at Busan Spo1 Park (Public Sports Facility)

(a) Seoul innovation center (Public office facility) (b) Chungju Jungangtap elementary school (School)

(c) Busan spo1 park (Public sports facility (Park)) (d) Yeongjong RRUGIO (Apartment house)

Fig. 6. Comparison of Rainwater Utilization according to Actual Capacity and Standard Capacity by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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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빗물이용시설 설계용량별 물이용량 평가

빗물이용시설의 설계용량별 물이용량을 평가하기 위해 

저류조 용량을 산정하는 규모산정계수 0.01-0.07을 집수면

적에 적용하여 물이용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수요량은 중수

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업무시설, 학교(교육

시설), 체육시설(공원), 공동주택에 대한 빗물이용시설 용량

별 공급충족률-빗물보장률-이용률을 분석하였다(Tables 

13~16, Fig. 7).

분석 결과로는 규모산정계수별 공급충족률, 빗물보장률, 

빗물이용시설 이용률 및 이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빗물이

용량, 필요수량, 빗물이용일수, 전체일수를 계산하여 정리하

였다.

시설 유형별 빗물이용시설 용량별 공급충족률-빗물보장

률-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시설에 상관없이 빗물이용시설 

용량이 증가할수록 빗물보장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공급충족률 역시 시설에 상관없이 빗물이용시설 용량

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체육시설(공

원)의 경우 시설 용량이 증가할수록 이용률이 감소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동주택 중 영종푸르지오자이의 경우 

규모산정계수가 증가할수록 빗물이용이설 이용률이 증가 

Storage capacity Actual capacity 665 m3 Standard capacity 638 m3

Scenario High Middle Low High Middle Low

Supply satisfaction (%) 35.18 43.55 55.93 34.98 42.75 55.06

Rainwater coverage (%) 57.68 64.76 76.04 57.30 64.50 75.45

Rainwater utilization (%) 29.15 33.40 39.98 29.46 33.78 40.05

Required quantity (yearly) 9,733.1 7,623.0 5,512.9 9,733.1 7,623.0 5,512.9

Rainwater consumption (yearly) 3,423.9 3,319.6 3,083.2 3,404.9 3,258.8 3,035.3

Days of rainwater use (yearly) 194.8 218.7 256.7 193.5 217.8 254.8

Table 12. Rainwater Utilization by Scenario at Yeongjong RRUGIO (Apartment House)

Applied

value

Storage

capacity

(m3)

Supply satisfaction Rainwater coverage Rainwater 

utilization

(%)
Consumption

Required 

quantity

Satisfaction

(%)

Days of 

use

Total 

Days

Coverage

(%)

0.01 39 447.7 1,375.7 32.55 120.5 334.9 35.98 21.42

0.02 78 616.1 1,375.7 44.79 157.2 334.9 46.94 26.84

0.03 117 706.1 1,375.7 51.33 177.0 334.9 52.85 29.20

0.04 156 764.4 1,375.7 55.56 189.9 334.9 56.70 31.01

0.05 195 813.0 1,375.7 59.10 201.1 334.9 60.05 32.58

0.06 234 848.0 1,375.7 61.64 209.9 334.9 62.68 34.00

0.07 273 884.7 1,375.7 64.31 218.2 334.9 65.15 35.26

Table 13. Rainwater Utilization Evaluation by Storage Capacity (Seoul Innovation Center)

Applied

value

Storage

capacity

(m3)

Supply satisfaction Rainwater coverage Rainwater 

utilization

(%)
Consumption

Required 

quantity

Satisfaction

(%)

Days of 

use

Total 

Days

Coverage

(%)

0.01 51 458.0 1,314.9 34.83 131.9 334.0 39.49 31.18

0.02 102 640.0 1,314.9 48.67 162.0 334.0 48.50 34.45

0.03 153 734.0 1,314.9 55.82 177.9 334.0 53.26 35.36

0.04 204 794.5 1,314.9 60.42 188.9 334.0 56.56 35.78

0.05 255 850.4 1,314.9 64.67 198.5 334.0 59.43 36.63

0.06 305 901.1 1,314.9 68.53 208.1 334.0 62.31 37.66

0.07 356 955.4 1,314.9 72.66 217.2 334.0 65.03 39.96

Table 14. Rainwater Utilization Evaluation by Storage Capacity (Chungju Jungangtap Element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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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value

Storage

capacity

(m3)

Supply satisfaction Rainwater coverage Rainwater 

utilization

(%)
Consumption

Required 

quantity

Satisfaction

(%)

Days of 

use

Total 

Days

Coverage

(%)

0.01 23 283.3 3,589.1 7.89 162.3 329.0 49.33 34.39

0.02 46 344.0 3,589.1 9.59 179.8 329.0 54.65 36.48

0.03 70 403.5 3,589.1 11.24 187.4 329.0 56.96 33.79

0.04 93 456.9 3,589.1 12.73 188.8 329.0 57.39 29.85

0.05 116 489.6 3,589.1 13.64 190.6 329.0 57.93 25.70

0.06 139 514.2 3,589.1 14.33 191.6 329.0 58.24 22.33

0.07 163 530.9 3,589.1 14.79 191.9 329.0 58.33 19.57

Table 15. Rainwater Utilization Evaluation by Storage Capacity (Busan Spo1 Park)

Applied

value

Storage

capacity

(m3)

Supply satisfaction Rainwater coverage Rainwater 

utilization

(%)
Consumption

Required 

quantity

Satisfaction

(%)

Days of 

use

Total 

Days

Coverage

(%)

0.01 128 1,446.4 7,623.0 18.97 180.1 337.7 53.33 32.93

0.02 255 2,247.9 7,623.0 29.49 197.5 337.7 58.48 37.19

0.03 383 2,632.9 7,623.0 34.54 206.3 337.7 61.09 36.74

0.04 510 2,970.1 7,623.0 38.96 212.3 337.7 62.87 35.40

0.05 638 3,258.8 7,623.0 42.75 217.8 337.7 64.50 33.78

0.06 765 3,508.7 7,623.0 46.03 223.6 337.7 66.21 32.19

0.07 893 3,693.1 7,623.0 48.45 229.5 337.7 67.96 30.56

Table 16. Rainwater Utilization Evaluation by Storage Capacity (Yeongjong RRUGIO)

(a) Seoul innovation center (Public office facility) (b) Chungju Jungangtap elementary school (School)

(c) Busan spo1 park (Public sports facility (Park)) (d) Yeongjong RRUGIO (Apartment house)

Fig. 7. Rainwater Utilization Evaluation by Storage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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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를 보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설의 용량이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절한 크기의 시설 용량 산정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공급

충족률-빗물보장률-빗물이용시설 이용률을 비교해보았을 

때, 규모산정계수 0.03-0.05 정도의 값을 적용하여 저류조를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4. 결 론

빗물이용시설의 효율적 이용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문학적 물수지 

분석을 통한 물수요 공급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물수지 

분석을 위해 새롭게 빗물이용시설 물수지 분석 도구를 개발

하였으며, 이를 통해 빗물활용성 지표를 정의하였다. 빗물활

용성 지표는 빗물이용시설 필요수량 대비 빗물이용량을 

공급충족률, 전체일수 대비 빗물이용일수를 빗물보장률, 

빗물이용시설 저류조 용량 대비 빗물이용가능량을 빗물이

용시설 이용률로 정의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제 시설의 빗물활용성을 분석하기 앞서 분석한 빗물활용

성 지표가 적정한 값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시설 유형별 General

한 값을 적용하여 빗물활용성 지표를 분석해보았다. 시설 

유형별 빗물활용성 지표 분석 결과 빗물공급충족률, 빗물보

장률, 빗물이용시설 이용률 모두 저수요를 적용시켰을 경우 

활용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수요에서 저수요로 

갈수록 활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업무시설의 경우 공급충족률 38.83~78.19%로 분석되었으

며, 빗물보장률 40.91~78.86% 및 시설이용률 20.95~47.79%

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교육시설)는 공급

충족률 38.69~86.40%, 빗물보장률 41.24~73.96%, 빗물이용

시설 이용률 26.25~53.76%, 공동주택은 공급충족률 40.96~

55.78%, 빗물보장률 62.65~77.84%, 빗물이용시설 이용률 

30.78~42.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시설(공원)의 경우 

공급충족률 14.60~15.77%, 빗물보장률 45.39~55.60% 및 

빗물이용시설 이용률 8.40~13.07%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체육시설(공원)의 경우 다른 시설 유형들보다 수목관수

와 수경시설로 빗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빗물이용일수

가 많아 빗물보장률이 높게 분석되었으며, 반면 빗물이용시

설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수목관수와 수경

시설로 빗물을 많이 사용하여 저류조에 남아있는 물이 적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기상청 ASOS

의 최근 10년 강우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고-중-저수요 

시나리오에 대한 빗물이용시설의 빗물활용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실제 시설에 적용하여 시나리오별 실제 용량과 

｢물재이용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빗물저류조 기준용량(지

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 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에 

따른 빗물활용성 지표를 비교함으로써 현재 설치된 빗물이

용시설 저류조의 용량이 기준에 맞게 잘 계획되었는지, 과소 

계획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물재이용법｣ 상의 설계기준의 규모산정계수 0.05 

적용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규모산정계수를 집수면적

에 0.01에서 0.07까지 적용하여 빗물활용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빗물활용성 지표가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역전하는 현상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시설의 용량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의 집수면적 

및 수요처, 수요량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시설 용량 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공급충족률-빗물보장

률-빗물이용률을 비교해보았을 때, 규모산정계수를 0.05로 

정의하는 것보다는 0.03-0.05 정도의 값을 적용하여 빗물이

용시설 저류조를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빗물이용 물수지 분석 도구에서 계산된 활용성 

평가 결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 운영 현황을 개선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시나리오 적용에 따른 운영 결과를 빗물이용시설 

설치 이전에 확인하여 최적 운영방안 도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규모산정계수를 하나의 값으로 

명시하는 것보다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빗물이용시설 신설 

장려에도 도움이 되어 빗물 이용을 촉진 및 물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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