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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stainable drainage system (SuDS), according to the fast-growing urban sprawl is recently one of the most effective 
approaches to flooding mitigation at which we could suggest in many ways. However, there is little sources which 
provide systematical guidelines for how to maintain parks in relation to SuDS as the source delivering great effectiveness 
in flooding alleviation. The aim of this study is therefore to determine the approaches to flooding alleviation maintenance 
in parks, ultimately provide guidelines and suggestions for maintaining SuDS in parks including calculation grounds 
of SuDS maintenance costs. In order to chart the guidelines this study employed qualitative methods e.g) professional 
interviews focusing on SuDS in the site ‘Manor Fields Park, UK’ where SuDS has been applying against flooding 
within the park. Supplementary resources provided by SuDS consultants were utilised to firm the guidelines up. The 
results show that six SuDS facilities (filter strips, swales, bioretention, tree plantation, pavement and ponds) in parks 
can highly contribute to mitigating flooding. In addition, there are remarkable issues, pointing that regular maintenance 
and monitoring underlined by systematic guidelines are the keys to sustainable flooding alleviation. Also, calculation 
grounds of SuDS maintenance costs drawn in this study can help predict overall maintenance costs. In line with this, 
SuDS has to be rethouhgt of long-term maintenance, meaning that sustainable or long-term budgets will have to be 
generated in different ways under policy support and stakeholders’ involvement. Final remarks are here that this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maxmising positive benefits derived from parks and green spaces as SuDS is well-functioned 
on the basis of well-formed maintenance guidelines.

Key Words: SuDS, Run-off Management, Tree Plantation, Park Maintenance

Corresponding author: Park, Sang Wook, Deputy General Manage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Seoul, South Korea, Phone: +82-2-471-1370, E-mail: psw04@hdec.co.kr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 vol. 6 no. 2

186�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6권 제2호(2020년 8월)� �

Ⅰ. 서론

최근전세계기후변화는예상치못한집중폭우로인한잦

은홍수문제를초래하고있다(IPCC, 2012). 홍수 피해는경제

적 손실과 더불어 자연의 파괴, 인간의 사회 생산성및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Kennedy et al., 2008). 최근 국내

에서도기후변화로인해태풍을동반하는집중호우가증가하

고 있다. 집중 호우에 의한 피해는 과거에는 제방 붕괴와같은

기술적원인이주를이루었으나, 최근 도시화와도시개발로인

한 배수 시스템의 부족 및 노후화로 인해 그 피해가 가중된다

고 주장하고 있다(Chang et al., 2018). 더욱이 홍수 피해는 도

심곳곳에분산적으로발생하고있어, 다양한지리적공간에서

의홍수저감을위해도시공학적, 계획적, 생태적, 경제적 측면

에서 해결 방안과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 공간에

서의 홍수 저감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원 녹지공간의

홍수발생에대해서는그피해가심각하나, 관리적인측면이간

과되고있다(Venkataramanana et al., 2019). 도시의 대표적인

그린스페이스인공원및녹지를홍수저감에활용할필요성이

제시되었다(문수영등, 2018). 또한, 국내에서는도시의우수유

출과 비점오염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저영향개발

(low impact development, LID)의개념(전지홍등, 2019) 적용

을 통해 식생체류지(이정민 등, 2015; 배강희 등, 2019), 수목

여과시설(최지만등, 2015), 인공습지(이정민등, 2015)를 활용

한 유출수관리에관한연구가진행되었으며, 현재는 국내에서

다양한기법으로조성된 LID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모니터

링에대한연구가일부진행되고있다. 해외에서는 2000년대에

빗물 정원활용을 통한 소규모공간부터 공원 내 잔디, 식재지

역, 보도, 수공간 등 공원 내에서의 유출수 관리를 통한 홍수

저감이강조되었으며(Dunnett and Clayden, 2007), 공원내배

수 시설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홍수저감을위한지속적인배수체계가제기능을발휘하지못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oydam and Benliay, 2019).

도시계획 및 공학분야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

속가능한 배수 시스템(sustainable drainage system, SuDS)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활발히진행되고있다. SuDS는 도시 유출

수 발생으로 인한 홍수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배수체계를 위

한 다양한 기능이 동시에 적용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하는 통

합시스템이다(Local Government Association, 2020). 도시의

구성요소중상당부분을차지하는공원및녹지도 SuDS 적용

을 통해 홍수 저감을 위한 방재공원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공원 중에서일부공원들이 SuDS 적용을 고려하고

있으나, 공원의 홍수 저감 기능에 대해 시공 및 유지관리 방안

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여 홍수 발생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의 일부 공원에서는 SuDS 적

용및지속적인기능을위해체계적인유지관리를진행하고있

다. 이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학술적, 경험적 사례를 제공

한다. 이에본연구의목적은영국공원에서의 SuDS 적용사례

를 바탕으로 SuDS 시설의 특징에 따른 세부적인 유지관리 방

안의 도출과 유지관리비 산정에 있다. 이는 국내표준품셈 및

적산 기준을 산정하며, 공원 내 SuDS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국문초록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로 인해 발생하는 홍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배수체계(sustainable drainage 
system, SuDS)는 효과적인 접근방법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SuDS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희소한
실정이다. 본연구는공원내 SuDS 시설의이해를바탕으로유지관리를위한지침제공을목적으로하고있다. 사례연구로
영국에서 SuDS를 적용하여 관리 중인 마너필드 공원을 대상으로 조성된 주요 시설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공원 관리자 및 학계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조사결과, 공원에는 식생여과대, 식생체
류지, 습지, 포장, 연못, 식재대가 SuDS의 주요 시설로 조성되었으며,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주기적인 관리와 특별관리를
통해 SuDS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이에 SuDS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연구에서
발견된 SuDS 시설을 바탕으로 지침에 관한 기초자료를 도출하였다. SuDS의 주요 시설이 공원에 전반적으로 유기적으로
조성되고, 관리비용 산정을 포함하는 체계화된 유지관리가 적용될 때 그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 더불어, 장기적인 관리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커뮤니티 단체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때, SuDS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원이 이용과 방재기
능을 제공함으로써, 도심 내 공원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제어: 지속가능한 배수체계, 유출수 관리, 수목식재대, 공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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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Ⅱ. 이론적 고찰

1. 홍수 저감을 위한 공원의 역할

국내에서 2001년서울도심내집중호우로인한침수피해와

전국적으로잦은집중호우로인한홍수및산사태가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하였다. 심각한 것은 최근 2020년 기

록적인집중호우가발생하여, 도심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집중 호우에 대한 피해는

2010년이후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영국에서는 5,200만 가

구가 홍수에 노출되어 있으며, 2010∼2011년 홍수 피해로 £1.1

억의 재산피해가 나타났다(National Audit Office, 2011). 도시

홍수로인한인명피해가발생하였으며, 2007년셰필드시에서의

도시 유출수 범람은 14세 소년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였다.

경제적으로도기후변화로인한홍수저감을위한엄청난예산

이 소요된다. 영국에서는 매해 홍수 저감을 위한 비용이 2010

∼2035년 사이에평균 £2천만예상되며, 효과적인 홍수저감을

위해영국에서는최근매년 £270만의예산을집행해야함을주

장하였다(Forest Research, 2020). 홍수 피해에 대한 대응으로

홍수저감을위한그린인프라또는그린네트워크의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Hoang and Fenner(2020)의 연구에서도

도시 내 유출수와 녹지, 특히 공원 내의 녹지는 홍수 저감 및

관리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서로 연결지어 발전시켜야 함을 강

조한다. 이 연구에서 도시 표면 유출수의 속도를 줄이는 것으

로도 홍수 저감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

였다. 최근 쟁점이 되는 스폰지 시티의 개념에서도 공원 녹지

의 홍수 저감, 특히 유출수 흡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Li

et al., 2016). 즉, 영국 그린 인프라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공원 녹지를 중심으로 개인 및 공공 정원을 포함하는 다양한

녹지공간을통한홍수저감역할에기대하고있다. 정책적으로

도영국 ‘The Planning Policy Statement 25’에따르면, 홍수로

인한 빗물운반및저장의기능에있어서공원녹지를홍수저

감에 꼭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DCLG, 2009). 영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미 2003년에 방재공원의 개념을 도입하

여공원법시행령을개정하였으며, 2007년 방재공원정비를촉

진하기 위해 지정요건을 완화하였다. 국내에서도 홍수에 대해

다목적 재해대응을 위하여 저류 공원의 도입을 주장하였다(문

수영 등, 2018). 공원의 역할이 환경 및 생태, 인간의 육체 및

정신적건강의기여에서홍수저감을위한역할로확대되고있

으므로 공원 내 홍수 저감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의 조성과 유

지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공원 내 지속가능한 배수체계 조성 및 유지관리

에 관한 연구

국내에서는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는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저

류시설에대한종류및관리방안을제시하고는있으나, 저류시

설용지를자연학습원, 산책로, 운동시설및광장의다목적공

간을조성하고, 침수로부터피해가적은시설을설치하도록한

다. 그러나 공원 내 다양한 곳에서 잠재적으로 발생하는 홍수

에대해영국에서는지속가능한배수체계(SuDS)를 강조한다.

또한, 향후 기후 변화에 대비하여 단기 계획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홍수저감관리를위해 SuDS 채택을통해해법을제

시하고 있다.

SuDS에 대한 연구 시작은 1988년 Purseglove와 1993년

BinFord와 Buchaenan의 홍수로 인한 생태계 파괴 저감을 위

해 시작되었으며, 지속성을 강조한 것은 홍수 저감의 지속성

쟁점(Kundzewicz, 1999)과 지속가능한 홍수 저감(Hanman et

al., 2002)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보다 빠른 1990년

Dugan은 홍수관리를 통한 생태계의 가치를 강조하며, 습지를

통한 지속적인 배수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2004년에는

영국 정부 차원에서 국가적 홍수 저감 전략에 생태환경, 사회,

경제에대한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배수체계를적용할것을권

고하였다(Defra, 2004). 최근에는 The 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에서는 SuDS를통한기후변화에대비한홍수저감

을 명시하였다(MHCLG, 2019). 기존 이론을 정리하여 Tedoldi

et al.(2016)은 식생습지, 식생여과대, 식생체류지등유출수토

양 침투의 연구를 통해 자연 기반형 SuDS 적용을 강조하였다.

SuDS는과도한유출수또는우수로인한홍수피해를자연요

소를이용하여그해결책을제시하는자연기반형해결체계이

다(Andrés-Doménech et al., 2018). 영국에서의 SuDS는 확대

된 녹지 인프라의 홍수 저감 기능을 바탕으로 다양한 녹지에

SuDS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 공원 내 SuDS의 적용은 현재 일

부공원에서 적용중이기는하나, 전반적인 SuDS 시설의 시공

및유지관리에대한체계적이고학문적, 실질적인자료는제공

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론연구에따르면공원내 SuDS

는 다양한 시설에적용되고있으며, 홍수저감 측면에서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중에서 식생여

과대는공원내광범위하게분포하고있어식생의선택과토양

의기능을고려한공원내적합한배수시스템으로효과적임이

증명되었다(Kluge and Wessolek, 2012: Kluge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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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s-Ballard et al.(2007)의 연구에서도 이미 식생여과대를

통한 지역규모의홍수저감 방안을 제안하였다. Ingvertsen et

al.(2011)에 따르면 공원 내 습지대(Swales)를 통한 배수 시스

템은 수생식물의 뿌리와토양기능의 중요성에대해강조한다.

이는 습지대를 통한 유출수의 저장 기능과 더불어 수생식물과

토양층의 추가적인 유출수 흡수가 가능하다. 최근 Gimenez-

Maranges의 실험에서도 습지대는 SuDS의 다양한 시설 중 홍

수 저감에 약 12%의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체

류지 시스템은 오염물과 퇴적물이 우수 유출시 빗물에서 제거

되는 과정이며, 빗물은 잔디 버퍼 스트립, 모래층, 연못 지역,

유기층또는 조경토층, 심기 토양 및 식물로 구성된처리영역

으로 수집되므로 공원 내 홍수 저감을 위해 최근 강조되고 있

다(Jone and Davis, 2013: Paus et al., 2013). De Macedo et

al.(2019)의 최근 연구에서도 식생체류지의 경우 유출수 감소

에 70%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공원

내 수목식재를 통한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다. 일

반적으로수목의뿌리를통한토양의흡착과동시에수분을흡

수하고, 또한 식재 주변의토양을 통해 유출수흡수와 같은 홍

수 저감에 대한 기능은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수목식

재와 SuDS의 고려를 통해 수목식재와 토양의 역할을 강조하

며, 1.4m의토심유지를제안한다(Lampe, 2004). 그러나, 홍수

저감을 고려한 수목식재는 차별화된 프로세스 또는 구조가 필

요할 것을 전제로 한다(Straford et al., 2017). 이를 통해 수목

식재를 통한 유출수 흡수 기능 확장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공원 내 포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투과성높은포장재료의사용은유출수흡수에효율적기능을

하고 있으나, 포장 구역 주변의 연계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

다(Rodríguez-Rojas et al., 2018). SuDS와 관련하여 수공간 중

연못은공원녹지내시설중가장효율적인유출수관리를위

한 시설이다. 홍수관리에 있어서 연못의 기능 강조는 최근의

쟁점은아니지만, 영국미들섹스대학을시작으로 2000년 초반

이후의장기연구에서는연못의생태적기능과더불어홍수저

감을위한 SuDS 효율성을고려하였다(Ellis et al., 2003). 특히,

담수되지 않은 연못을 통한 유출수 관리 및 저장 능력을 통해

유출수 속도의 88%까지 줄일수 있으나, 조성 후 부적절한 유

지관리로 인해 그 기능을 지속하지 못한 공원 내 수공간이 자

주발견되고있음을지적한다(Charlesworth et al., 2016). 국내

에서도습지정원을통한빗물저류방안연구를진행하였으며,

소규모지역의유출수흐름과유입및유출부수문의확실성을

고려하여 플로팅가든을 제안함으로써 수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박미옥 등, 2019).

홍수 저감을 위한 배수체계의 유지관리에 대한 연구는 2017

년 이후에 주로 진행되고 있다. 김영만 등(2019)은 LID(low

impact deveiopment) 시설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LID 시설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유지관리 인자로서 LID 시설의 경

관지속성은 폐기물, 잡초관리가 중요한 인자로 도출되었으며,

기능지속성은 고사식물 원인규명 및 관리와 적용토양과 식물

종 선정을 중요한 인자로 도출하였다. 또한, LID 유지관리 비

용 절감을 위하여 시민참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현식 등

(2018)은 LID 시설물을건축형, 도로형-주차장형, 빗물정원형-

생태공원형으로 구분하여 유지관리 기준 및 조치사항을 제시

하고 있다.

이처럼 공원 내 설치되는 식생여과대, 습지, 식생체류지, 수

목식재, 포장, 연못및수공간등홍수저감을위한시설의조성

기법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제시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기능

유지를위한주기적, 세부적인 유지관리지침과소요되는유지

관리비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Ⅲ. 연구 방법 및 대상지 개요

1.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한 연구 방향 정립 및 공원 내

SuDS 적용을 위한 시설을 조사하였다. 공원 내 SuDS 유지관

리를 위한 실질적인 지침 도출을 위해 SuDS 조성 후 관리 중

인영국 ‘마너필드공원’(Manor Fields Park, Sheffield)을 대상

지로 선정하였다. 대상지 선정에 앞서 SuDS 적용시설의 운영

을 확인하고자 공원 관리자와 대상지 공원을사전답사하였다.

대상지답사는 2017년 2월부터 6월까지 5차례방문하여대상지

현황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공원 관리자와의 대상지 답사는

2017년 9월, 10월두차례에걸쳐진행되었다. 이후 SuDS에 대

한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분석을 위해 정성적 방법인 전문

가 인터뷰와 이메일 질의, 응답을 시행하였다. 조성 관리자와

현장 인터뷰(2017년 10월, 11월 수행)를 통해 SuDS 적용시설

및 조성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SuDS의 기능 개선을 위한 시설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반영하였다. 현장 답사 후 관리자의 추가적인 자료 제공과 선

행연구를통한조경공학적자료를바탕으로공원내 SuDS 관

리를 위한 체계적인 조성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공된

자료분석을바탕으로AutoCAD 2020과 Adobe Illustrator CS5

를 활용하여 시설 조성을 위한 도면 및 지침을 작성하였다.

조성후개선사항을반영하여유지관리지침도출을위해공

원담당자, 조경공학및관리전문가의의견을수집하였다. 전

문가는 영국 셰필드 대학의 조경 공학 관련 교수와 그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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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을 선정하였으며, 즉흥적인 질의응답으로 인한 제한된 정보

수집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자메일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제공

하여 질의응답을 수행하였다. 이메일 질의응답은 2018년 1월

이후 두 차례 진행되었으며, 질의는 이론 고찰및 현장 답사를

통해 SuDS가적용된공원내시설인식생여과대, 습지, 식생체

류지, 수목식재, 포장, 연못및수공간의유지관리내용을중점으

로 하였다. 유지관리 주기와 유의점을 추가로 질의하였으며, 전

문가질의응답에의해제공된정보와추가적인이론고찰을통해

조성후유지관리를위한주기적관리지침을도출하였다. 또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산출 기초자료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SuDS 컨설턴트(Robert Bray Associate Ltd와 HR Wallingford)

에서제공한 SuDS 유지관리비자료를바탕으로산출기초자료

를제공하였다. 제공된 자료의산정연도에 2020년 인건비 상승

률을 반영하였다. 추가적인 비용산출 근거는 Robert Bray

Associate Ltd가 제시하는 기준 하루 현장근로자 2인(인건비

￡400 per day), 현장과 25마일 이내 거리, 관리작업영역

1,000m2 조건으로 하였다.

2. 대상지 및 SuDS 적용 개요

대상지 마너필드 공원은 셰필드시 중심으로부터 동쪽으로 2

마일떨어져있으며, 서쪽을제외하고는주택지로둘러싸여있

다(Fig. 1). 남쪽이높고북쪽이낮은완만한경사지형이며, 연

평균온도는 9.6℃(최저 1월∼2월: 3.8℃, 최고 7월 말: 16.8℃),

연평균강수량은 69mm(최저 5월: 53.8mm, 최고 12월: 86.7mm)

이다(Weather Atlas, 2020). UK Environment Agency에 따르

면 셰필드시는 홍수에 취약한 도시 중 하나이며, 연중 99번의

홍수특보와 117번의 홍수경보가 발생하여 강범람 및 철도유실

이 자주 발생된다. 셰필드시 홍수예방센테에 의하면, 기후변화

로인해향후셰필드시의주택과상업지역홍수가약 17.5%증

가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Sheffield City Council, 2013). 국가

홍수예방전략(The National Flood Risk Management Strategy

for England)을 근거로 지역홍수예방전략(Local Flood Risk

Management Strategies)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본 지침

3.5.4항에 SuDS를 도시 전체에 적용할 것을권고한다. 본 대상

지는 이와같은상황을반영하여, 1980년대 시민농장에서공공

공원으로 재조성되었으며, 1999년 Single Regeneration Budget

(SRB) 프로그램으로 공원 재생사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SuDS

시설의 일부가 적용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대하고 있

다. 본대상지는 SuDS의지속가능성과저비용관리측면에서풍

부한이해를바탕으로시행된사례로평가되며(Kennedy et al.,

2007), 최근 영국에서 추구하는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유지

관리체계속에서성공적인공원관리사례를보여주고있다(남

진보등, 2019). 특히, 커뮤니티단체에 의한 SuDS 계획과 예산

확보를 통한 성공적인 조성과 유지관리 측면의 사례로서 연구

가치가 높다.

공원내 SuDS 시설로는식생여과대, 습지, 식생체류지, 수목

식재, 포장, 연못및수공간을찾아볼수있다. 대상지남서쪽으

로 SuDS를위한포장(Fig. 1-1, 1-2) 및연못(Fig. 1-3)이설치

되어있으며, 식생여과대(Fig. 1-2)가다양한시설주변에조성

되어있으며, 식생체류지, 식생대가공원전반에걸쳐조성되어

있다. 추가적인 수공간 시설인 습지(Fig. 1-7, 1-9, 1-10)가 공

원북쪽에조성되어있다. 공원내보행길및인도에도 SuDS를

위한포장및식생체류지등과같은시설(Fig. 1-4, 1-5, 1-8)들

이 조성되어있음을쉽게발견할수있다. 수목식재(Fig. 1-11)

는 기타다른식재기법과외관상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그

러나 대부분의 식재 위치가 식생체류지, 식생여과대 사이에 위

치하고있음을알수있다. 즉, 마너필드공원에서적용한 SuDS

의 시설은공원전반적으로복수또는다수로공원내넓게분

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배수체계는 주택지역과 공원으로 연결을 위한 부

분적전통적인도시배수방식과 SuDS 방식의결합형으로, 주변

주택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기존의 배수관에 의존하는 배수체계

가 아닌 유출수의 질, 양, 어메니티와 종다양성을 동시에 만족

시키는 ‘도시배수삼각형모델'의세가지요소를모두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된 선택된 기법은 단순하고 비용 효율적이다

(Fig. 2). 주변주택지로부터의유출수는대상지의동쪽계단식

습지(Fig. 1-7)와남쪽연못(Fig. 1-3)을 통해집중적으로관리

하여 유속을 줄이고 있다. 지형에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는 유

출수는식생체류지, 식생여과대와하부습지를통해유출수관

리가 이루어지며, SuDS 시설 각각의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요

구된다. 식생여과대는 잔디의 주기적인 병충해 방지와 잡초제

거를통한경관적, 기능적인유지관리가필요하며, 포장과경계

부분에 있는 자갈측구의 오물제거를 주기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상시적인기능을유지할수있다. 습지는 조성단계에서식재된

수변, 수생식물의 지속적인 생육과 저류지로서의 기능을 유지

하기 위하여 배수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식생체

류지는 체류된 표면수의 월할한 배수를 위해 배수시스템과 연

결된유공관에대해주기적인점검및유지관리를시행해야한

다. 수목식재대는표면수의원할한유입을위해표면의오염물

질을주기적으로제거해야하며, 수목뿌리분상부에포설한멀

칭재로 침투된 오염물질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포장

은투수기능유지를위한포장외에도투수에따른침하구간에

대한 주기적인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못 및 수공간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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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배수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유지

관리가필요하며, 특히 SuDS 시설 중에서 경관적인 측면의유

지관리가가장중요한시설로서조성단계에서식재된수변, 수

생식물의 지속적인 생육과 상시수위의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대상지의 SuDS이 최근까지 기능적으로 유지되고는

있으나, 이와 같이 제시된 SuDS 유지관리 필요성이 요구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지침의 제공과 관리비용의 산출 기초자료

의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 Site location and SuDS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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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SuDS 유지관리 분석

1. 유지관리체계 분석

유지관리 분석결과, 마너필드공원는 사회적 기업인 그린 에

스테이트(Green Estate Ltd) 주도하에 SuDS 관리를포함하는

일반적 유지관리체재가 적용되고 있다(Fig. 3).

기본적으로 SuDS 관리는 공원발전팀(Park Development

Team)이 공공부문(Sheffield City Council)과 민간부문(Robert

Bray Associatee)의 자문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

은 공원의 일반관리팀뿐만 아니라, SuDS 관리를 위해 커뮤니

티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

a.� Filter� strips� b.� Swales

c.� Bioretention d.� Tree� plantation

e.� Pervious� pavement f.� Pond

Fig. 2. Section details of SuDS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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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본 대상지의 SuDS은 Sheffield Wildlife Trust의 제안

을 통해최초시행되었으며, 이해관계자들이공공및민간부문

의 컨설턴트의 제언과 그린에스테이트의 주도와 함께 조성 및

초기단계부터관리에참여하는관리적특징을보여준다. SuDS

관리에서는 공원발전팀이 유출수 이동을 위해 표면의 경사 변

형, 습지대피복비율, 토양의입자크기와토양의깊이변화, 조

경토관리, 포장의외부충격에의한손상, 침하부분을정기적

으로 수리 및 유지 관리, 입수구, 배출구 및 오버플로우 기능

등과 같이 숙련이 요구되거나, 안전상에 문제가 야기되는

SuDS 시설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반면, 본 대상지의 주 커

뮤니티인 마너필드 프렌즈 그룹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변 커뮤

니티들이협력하여일반공원관리와 SuDS와관련하는정기적

인 유지관리에 참여하고 있다. 예로, 투수성에 방해가 되는 이

물질 및 오물 제거, 낙엽 정리, 잡초 제거 관리 등을 관리하며,

기타공원전반에대한관리및 SuDS에 대한문제를모니터링

후보고한다. 이와같은활동은매월공원관리자, 셰필드시관

계자, 커뮤니티단체가정기회의를통해의견을공유하며, 향후

관리방안을 논의한다. 비정기적으로 SuDS 컨설턴트와 셰필드

SuDS 관리자가 SuDS에 대한 모니터링을실시하며, 방안을 제

시하였다. 외부 이해관계자로서 대학의 역할도 본 대상지의

SuDS을 위한 관리에 기여를 하고 있다. 컨설턴트 비용에대한

부담을대학전문가들의지식공유를통해해결하고있으며, 대

학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 또한 마너필드 공원의 관리 및

SuDS 관리에큰기여가되고있다. 이와같은장소의제공은셰

필드대학에서 운영중인 셰필드 녹색 포럼을 통해 대학, 셰필드

시, 마너필드 관리자 및 커뮤니티들의 추가적인 지식과 경험에

대한 공유의 장을 제공하며, 기타 셰필드의 공원녹지 커뮤니티

단체의 높은 참여율로 마너필트의 SuDS에 대한 조성 및 관리

정보를 공유한다. 그러나, 영국 전반적인관리비용 문제로 인해

커뮤니티 단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커뮤니티

단체에 의한 정기적 관리를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이다.

2. 유지관리 특징: SuDS를 위한 재원마련 및 파트너십

SuDS의홍수저감을위한공원내효과에대한이해도는점

점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적용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

수적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재원마

련과더불어파트너십에대한고려역시중요한것으로나타났

다. SuDS의 지속가능성을위해 재원마련을위한정책과파트

너쉽을 도입하여 그 기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하고 있음

을찾아볼수있다. 본 대상지에서도외부재원마련기회(Area

Based Grant내 Community Infrastructure Levy)와 기부기금

은 SuDS의 관리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Fig. 4).

정책적 지원은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SuDS의 지속적인

조성과관리를위해운영되고있다. 공공부문의 정책적지원과

더불어다양한방법으로의재원마련이계획및실행되고있으

며, 학술단체 및 기타 민간부문에서의 SuDS의 지원금 운영제

도는 SuDS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주요 재원 마련 방식

이다. 매년정기적으로 SuDS의추가조성및유지를위해재원

마련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관리적인 측면에서 사업 단절에 대

한 고민 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Fig. 3. The structure of SuDS maintenance in Manor Fields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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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마련하는것을알수있다. 공원관리, 특히 SuDS를 위

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운영 또한 본 대상지에서

SuDS의 효능극대화에기여하고있다. 더욱흥미로운것은남

진보 등(2019)의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본 대상지 커뮤니

티들의 SuDS 유지관리와 일부 재원 마련의 적극적인 참여는

전반적인공원관리측면에서큰의미를전달한다. 즉, 홍수 저

감에 대한 SuDS의 고민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책임 공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될 필요가 있다.

“Section 106(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의
Section 106이며, 현재 Community Infrastructure Levy로 변
경)는공원과함께새로운 Scotia Drive SuDS 연못과중앙회랑
체계의 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정책이다. 연간 예산에 가장 적
합한 SuDS 및 습지개선계획을구성하고있다. 즉, 예산확보
가계획을지배한다. SuDS프로그램은￡10,000 확보가필요하
다. 이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해 연간 ￡10 k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이공원에적용가능한국가적 SuDS 정책제도가시
행되고 있으며, SuDS 기부 기금(Endowment Fund)으로부터
매년 기금을 받고 있다. An endowment fund 공원의 중요한
홍수관리를위한지역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 SuDS 시스템의
지속적인개선, 관리와유지보수를위해매년￡10,000의 재원
을 만들어가는데, 이러한 예산은 주택 개발을 통한 세금 정책
으로부터 나온다. 이 공원은 파트너십 관리 모델과 함께 생태
및 SuDS 설계로 체계적인운영의모습을보여주고있으며, 수
많은 전문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인터뷰 내용.

Ⅴ. SuDS를 위한 유지관리 지침

이론적 고찰과 연구 대상지 분석을 통해 도출된 공원 내

SuDS 시설의 유지관리 방안은 Fig. 5와 같다.

여섯가지주요 SuDS 적용시설은토양및경사에따른시설

의 변형을 모니터링하는 관리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장의 경우, 자재의 투수성 및 투수기능이 저해되는 요인의

제거를중점관리하고있다. 지속가능한관리를위해서는각각

의 시설에 따른 유지관리 주기의 설정이 필요하며, 각 시설마

다추가적인유지관리방안이필요하다. 시설별유지관리를위

한 자세한 요구사항 및 유지관리 주기에 대한 관리 지침은

Table 1과 같다.

1. 식생여과대

식생여과대 관리의 경우, 유출수가 토양 지반으로부터 자연

스럽게침투되어야하며, 여과대표면에대한관리가중요하다.

표면은물흐름에방해가되는요소를주기적으로제거하여균

일하게유지되도록하여야하며, 이물질또는오물을정기적으

로 제거해야 한다. 지속적인 유출수 이동을 위해 표면의 경사

는 1∼5% 내로 항시 유지되어야한다. 관리를 위한 주기는 매

달 점검이 시행되어야 하며, 여과대의 전반적인 침전물 제거

필요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공원 내 관리 차량 및 관

리 도구로 인한 여과대 모서리 또는 경계에 대한 파손을 줄여

야 한다(Fig. 2a).

“식생은토양이침식되지 않고 식생여과대를 가로질러유출
될수있도록해야한다. 그리고유출수의흐름을견딜수있을
정도로 밀도를 높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뷰 내용.

2. 습지

습지에서는 주로 식물의 생리적 기능을 통해 SuDS가 작동

a.� Key� income b.� Key� expenditure

Fig. 4. Key income generation practices (left) and expenditure (right) (unit GBP). Reformed figure based on the resources provided by
Green Estate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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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rawing approaches to core actions for SuDS maintenance in parks.

Table 1. Charting maintenance actions and frequency of SuDS in parks

Required� actions
Filter�

strips
Swales

Bio-

retention

Tree�

plantation

Pave-

ment
Ponds

Clean� litter,� debris,� grass� clippings� and� weeds� around. ◎ ◎ ◎ ◎ ◎

Cut� grasses� to� retain� grass� height� and� remove� nuisance/unwanted�

plants.
◎ ◎ ◎ ◎ ◎

Monitor� surface� e.g.)� poor/unhealth� vegetation� growth,� compaction,�

ponding,� sedimentation� and� contamination.
◎ ◎ ◎ ◎

Monitor� inlets,� outlets� and� overflows� and� clean/� scoop� out� sediments�

against� blockages.
◎ ◎ ◎ ◎

Cut� back� overhanging� branches� to� allow� dense� grass� growth. ◎

Check� flow� spreader� and� surface� to� prevent� uneven� gradients. ◎

Monitor� gravel� flow� spreader� upstream� for� clogging. ◎

Monitor� infiltration� surfaces� for� silting� and� ponding. ◈

Inspect� plants� for� disease� infection,� poor� growth,� invasive� species� etc�

and� replace.
◈ ◈ ◈

Scoop� out� sediments,� and� remove� litters� and� debris� build-up� from�

around� inlets.
◈

Monitor� operation� of� under� drains� after� rain� and� crass� cut. ◈

Clean� or� strip� all� dead� growth� at� starting� growing� season. ◈ ◈

Strip� weeds� and� grass� clippings� or� manage� using� glyphospate� applied�

directly� into� the� weeds.
●

Monitor� silt� accumulation� rates� and� do� actions� of� appropriate� brushing�

frequencies.
●

Monitor� unhealth� tree,� conditions� and� manage� tree� at� the� same� time. ●

Remove� silt� build-up� from� inlets� and� surface� and� replace� mul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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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식물의 유지관리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기본

적으로 습지대의오물을제거하여야하며, 식물의 성장이계획

보다초과하였을경우잘라줘야한다. 또한, 다른 식물들이침

투하였을 경우 제거 해줘야 하며, 식물의 습지대 피복 비율을

당초 계획대로 유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기적 유지관리는

최소 매달 시행되어야 하며, 식물의 생육이 불량할 경우 즉시

교체해야하며, 배수의입수구와출수구의막힘에대해정기적

인 점검이 필요하다. 습지 내 토양 경사에 변형이 발견될경우

즉시 원래의 경사로 복구하여야 한다(Fig. 2b).

“종자/잔디의 혼합과 조성을 위해 공급된 설비는 계획된 지
침준수를우선으로해야한다. SuDS 내에서배수장치로사용
되는 잔디와 도로 가장자리 조성 수준은 설계 상태를 항시 유
지해야 하며, 특히 경사도의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
인터뷰 내용.

3. 식생체류지

식생체류지관리는빗물정원관리지침을참고할필요가있

다. 비 온 뒤 계획된 시설의 변형이 자주 발생하므로, 토양의

입자크기와 토양의 깊이 변화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식물의 기능 유지를위해식물의 방제, 제초와 같은 관리

를 매달 수행해야 한다. 또한, 다른 SuDS 시설과 비교하여 침

투 실험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내면

필터의기능을유지하기위하여오물또는이물질을제거해주

어야 한다(Fig. 2c).

“특수 토양으로 전달되는 미세입자의 토양 변화에 대해 관
찰해야 한다. 계획된 토양의 깊이는 토양 배수 용량을 확인하
기 위해 현장에서 침투성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인터뷰
내용.

Required� actions
Filter�

strips
Swales

Bio-

retention

Tree�

plantation

Pave-

ment
Ponds

Strip� weeds� and� grass� clippings� or� manage� using� glyphospate� applied�

directly� into� the� weeds� by� an� applicator� rather� than� spraying.
●

Monitor� silt� accumulation� rates� and� do� actions� of� appropriate� brushing�

frequencies.
●

Brushing� and� vacuuming� litter,� grass� clippings� and� debris. ●

Hand� cut� submerged� and� emergent� aquatic� grasses� and� plants� (0.1m�

above� pond� base;� up� to� 25%� of� pond� surface).
●

Remove� 25%� of� bank� vegetation� from� water's� edge� to� at� least� 1m�

above� water� level.
●

Inspect� level� of� surfaces� and� topsoil� layers. ◬ ◬
Remove� build-up� of� sediment� at� top� or� on� upstream� gravel� trench. ◬
Reseed� areas� of� poor/unhealth� vegetation� growth,� replace� plant� types�

with� better� conditions.
◬ ◬

Repair� damages� and� erosion� by� reseeding� or� re-turfing. ◬
Infill� holes� or� scour� in� the� filter� medium� for� erosion� protection. ◬ ◬
Level� off� and� mow� related� or� adjacent� areas. ◬
Inspect� unhealth� vegetation,� maintenance� or� soil� slip,� raised� to� within�

50mm� of� the� level� of� the� paving.
◬

Monitor� any� depression,� rutting� and� damaged� blocks� considered�

detrimental� to� the� structural� performance.
◬

Scoop� out� sediment� and� planting� from� one� quadrant� of� the� main�

body� of� ponds.
◬

Re-level� rip-rap� or� repair� other� damage. ◬
◎,� Monthly;� ◈,� Quaterly;� ●,� Yearly;�◬,� As� required.

Tabl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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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목식재대

SuDS에서의 수목은 수목 그 자체의 성장으로 홍수 저감 및

다른 홍수 저감 시설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수목의

성장에방해가 되는 오물 잔해, 불필요한 주변식생제거를 통

해 수목이 성장할 수있는건강한 환경을조성해야 한다. 홍수

저감의 효과를 위해 조경토의 관리가 중요하며, 유출수 및 기

타우수의원할한침투를위해조경토주변의미세토사제거를

매년 또는 필요시 수시로 수행해 주어야 한다(Fig. 2d).

“각 수목식재대에 연결된 유출 지역은 계획된 대로 유지돼
야 한다. 토양이 침투하지 않는 곳에 과다유출을 위한 파이프
를제공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방근시트를설치하여주기적
으로 관리해야 한다.” -인터뷰 내용.

5. 포장

SuDS에서 다른 시설에 비해 포장은 기술적인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된 시설 중하나이다. 투수성 재료를통한포장은 홍

수저감을위한시설로일반화되어있다. 투수기능을유지하기

위한 재료 표면 청소를 주기적으로 시행해 주어야 한다. 포장

의 투수성에 방해가 되는 이물질및 오물제거는 기본이며, 특

히 가을철에 떨어진 낙엽 정리가 필요하다. 포장 재료의 주변

또는 사이의 잡초는 포장의 기능을 저하하는 주요 원인 중 하

나이므로, 정기적인 제거 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조성 후 토

양의 자연스러운 유실에 대비하여 포장보다 최대 5cm 높이로

주기적으로 토양을 보완해 주어야 한다. 외부 충격이 빈번히

일어나는 차량의 바퀴 자국 또는 기타 물리적 외부 충격에 의

한 손상, 침하부분을 정기적으로 수리 및 유지 관리해 주어야

하며, 이는 이용자의안전과도직결되므로세심한관리가필요

하다(Fig. 2e).

“지오텍 스타일은 디자인 사양에 따라 찢어지거나 구멍이
없이배치되기도하므로, 시트사이에올바른랩핑이필요하며,
관리상의 문제로 자주 지적되는 만큼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
요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표면이 깨끗하여 유출수가 자유롭게
배출될 수 있다.” -인터뷰 내용.

6. 연못 및 수공간

연못 및 수공간에서 SuSD의 기능은 식물의 생육과 깊은 연

관성을 가지며, 수공간에서의 다양한 식물 종의 생육에 따라

관리접근방법도다르다. 기본적으로매달잡초, 잔디및불필

요한식물의제거가우선선행되어야한다. 침수된수생식물은

수공간 표면의 0.1m 이상에서 생육해야 하며, 수공간 표면의

25%를넘지않게관리하어야한다. 수공간 가장자리부분에서

표면으로부터 1m 이상의 초본류 중 25%는 제거되어야 하며,

물의 입수구, 배출구 및 오버플로우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경

우 즉시 교체 및 수리되어야 한다(Fig. 2e).

“성공적인자연재생이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합의하고
추가적 식재 및 관리 접근 방식 변경에 동의가 필요하다. 입수
구및출수구는이물질및미사축적으로막힘으로부터보호되
어야 한다.” -인터뷰 내용.

VI. SuDS 관리비용 산정 분석

기존 검증된 두곳의 컨설턴트 SuDS 관리비용 산출을 근거

(Appendix 1)를 통해 도출된 세부항목별 SuDS 관리비용은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주요 SuDS 시설과 항목

을바탕으로하였으며, 기타유지관리비용산정을위해고려해

야 할추가적인항목들이 발견되었다. 총 9개 주요 관리항목인

식생여과대, 식생체류지, 습지, 식생체류지, 연못, 포장, 저장고,

저장탱크, 기름 저집기, 사전처리장치와 47개의 하부관리항목

이 유지관리비용산정을 위해 고려되야하는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전문가모니터링이연 1회 실시되어야하며, 오

물수거에있어 SuDS 설치장소에따른비용의차이가발생하

였다. 예로서 일반지역과 수변 또는 수변 주위에 조성된 장소

에서비용이추가적으로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시설교

체비용이큰저장고, 저장탱크, 기름저집기와같은인공시설물

은 교체비용이 상당하므로,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수의 SuDS 시설에서 유출구와 배출구가

설치됨에있어, 출수가 SuDS 기능으로출입및배출할수있도

록 유입구 및 배출구 구조관리에 다소 비용이 예상된다. 특히,

유입구 및 배출구 구조 관리는 매월 관리가 요구되는 바 매년

추가적인 관리비용이 요구된다. 즉, 도출된 관리지침에 해당하

는 항목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주요 항목에 관리비용이 산출됨

을발견할수있었다. 관리주기에따라매월, 매년주기로관리

비용을 산출할 수 있었으며, 한해 단위당 관리비용 산정 예측

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단위당 단가, 관리주기의 기

초자료를 바탕으로 관리비용 산정공식을 도출하였다.

예) 잔디오물수거작업연관리비용MC (Maintenance Cost)
=(Tu×Cu)×h/8×F
Tu=총 잔디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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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DS� facilities Core� maintenance� actions Frequency Unit
Cost/unit

(￦)

Year� cost/

unit� (￦)
Note

Filter� strip

Inspection� and� reporting Annually each 80,000 80,000

Litter� removal Monthly m2 240 2,880

Grass� cutting Monthly m2 1,440 17,280

Material� disposal� (extra� cost� if�

grass� disposed� offsite
Monthly m2 4,240 50,880

Remove� silt� build� up,� repair�

damaged/eroded� areas
As� required m2 1,600 1,600 +� Silt� removal� allowance

Material� disposal As� required m2 4,240 4,240

Replace� gravel As� required 100m 320,000 3,840,000 £200/100m� length

Swale

Inspection� and� reporting Yearly each 80,000 80,000

Litter� removal Monthly m2 288 3,456

Grass� cutting Monthly m2 112 1,344

Inspection� and� blockage� removal Monthly m2 7,680 92,160 Assume� 1� outfall,� surface

Scrub� clearance� and� removal Yearly m2 1,600 1,600 x� Sloping� area

Raise� crown� to� encourage�

ground� flora� in� swales
Yearly m2 1,680 1,680

Remove� silt� build� up,� repair�

damaged/eroded� areas
Yearly m2 2,240 2,240 +� Silt� removal� allowance

Replace� gravel As� required 100m 320,000 3,840,000 � x� Length

Bioretention

Inspection� and� reporting Yearly each 80,000 80,000

Litter� removal Monthly m2 240 2,880

Vegetation� management Monthly m2 112 1,344

Inspection� and� blockage� removal�

in� Inlets� /� outlets
Monthly m2 7,200 86,400

Weed� treatment� using�

glyphosate�
Yearly m2 64 64

Weeding Yearly m2 160 160

Habitat� mosaic� wetland� 30%� cut�

and� removed� to� wildlife� piles�
Yearly m2 5,680 5,680

Remove� planting� and� silt� to� site�

wildlife� or� compost� piles
Yearly m2 1,600 1,600

Unclog� drains As� required each 320,000 320,000

Till� soil As� required m2 3,200 3,200

Replace� mulch As� required m2 13,280 13,280

Rehabilitation� work As� required m2 9,760 9,760 +� Silt� removal� allowance

Pavement

Vacuum� sweeping� &� inspection Yearly m2 12,800 12,800

Jet� wash� and� suction� sweep Yearly m2 40,000 40,000

Inspection� &� blockage� removal� in�

Inlets� /� outlets
Yearly m2 27,200 27,200

Table 2. Charting maintenance costs for SuDS in parks (￡1 equivalent to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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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단위당 단가,

h=작업시간,

F=연환산 관리횟수)

본 대상지의 SuDS 유지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오물수거 및

잔디깎기는 기본적인 공원의 면적과 잔디구역의 면적을 고려

하였을때, 더욱이 관리 빈번도가 높아 상당한관리비용이 산

출될 것이다. 그러나, 본 대상지의 커뮤니티 참여를 통한 유지

관리가 시행되는 공원관리에서 커뮤니티의 주요 역할인 오물

제거 및 잡초처리가 주기적으로 수행될 때, 관리비용 절감에

큰기여를기대할수있다. 이는 21세기영국을포함하는전세

계적으로공원관리비용예산감소에따른문제해결의소중한

자원이 된다.

VII.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원 내 SuDS의 유지관리 체계와 지침 도출

을위해 SuDS를 조성하여관리운영중인영국셰필드의마너

필드공원을 대상으로연구하였다. SuDS 조성 및 관리에있어

서 식생여과대, 습지, 식생체류지, 수목식재대, 포장, 연못 및

수공간이 주요 시설로 확인되었다. 공원 내 SuDS의 유지관리

를위해이해관계자참여를통한일반관리및 SuDS 관리에기

여를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해관계자에 의한 재원마련이

SuDS 관리비용으로활용되고있었다. 장기적인유지관리측면

SuDS� facilities Core� maintenance� actions Frequency Unit
Cost/Unit

(￦)

Year� Cost/

Unit� (￦)
Note

Pavement

Re-grit� &� vibrate As� required m2 16,000 16,000

Rehabilitate� blockwork� &�

geotextile
As� required m2 80,000 80,000

Pond

Inspection� and� reporting Yearly each 80,000 80,000

Litter� removal,� (above� water�

level)
Monthly m2 240 2,880

Grass� cutting Monthly m2 128 1,536

Inspection� and� blockage� removal Monthly each 8,000 96,000 Assume� 1� outfall,� surface

Scrub� clearance� and� removal Yearly m2 1,600 1,600 x� Sloping� area

Cut� and� remove� 30%� of� any�

wetland� vegetation
Yearly m2 3,040 3,040

Remove� silt� build� up,� repair�

damage/eroded� areas
Yearly m2 11,200 11,200 +� Silt� removal� allowance

Jetting/rodding Yearly m 160 160

Repair Yearly m 240 240

Chamber

Monitoring� and� repair As� required each 400,000 400,000

Inspect� orifice� control� chambers� As� required m2 64 64

Inspection� and� blockage� removal As� required n/a
Depends� on�

type

Depends� on�

type

Storage� tanks Remove� silt� build� up As� required each 1,200,000 1,200,000 +� Silt� removal� allowance

Oil�

interceptor

Inspection� for� corrosion,� leakage,�

sludge� build� up
Yearly each

Depends� on�

type

Depends� on�

type

Sludge� removal� and� cleaning As� required each 1,080,000 1,080,000 +� Silt� removal� allowance

Pretreatment�

systems
Silt� removal As� required m2 22,000 22,000

Table� resources� above� derived� from� a� review� of� two� sets� of� prices� provided� by� two� landscape� contractors� with� Robert� Bray�

Associated� Ltd� and� HR� Wallingford,� reflecting� annual� wage� increasing� rate.�

Tabl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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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SuDS 시설별정기적또는비정기적관리지침에대한필

요성이 요구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요 SuDS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을관리주기에따라주간, 월간, 연간그리고수시

특별관리를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SuDS 유지관리비용을위한기초자료및공식을실질

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관리비용 산정 사례를 바탕으로 유지관

리 지침과 연계하여 도출하였다. 도출된 유지관리주기와 단위

단가에 따라 향후 유지관리비용이 예측 가능하다. 또한, 본 대

상지와같은커뮤니티단체가 SuDS의관리비용절감측면에서

도 기여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유지관리 측면에서 체계

적인유지관리지칩, 관리비용산정예측을바탕으로추가적으로

SuDS의 지속성을 위해 재원 마련 및 파트너쉽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참여와책임공유또한필요하다. 이를 바탕으

로 공원 내 SuDS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 도시 내 홍수 저

감을위한방재기능으로써효과적인기여를할것으로판단되

며, 도출된 유지관리지침과 유지관리비용 정산에 대한 기초자

료 항목의 차이는 기초자료 산정시 유지관리지침의 고려가 필

요하다.

본 연구의분석을바탕으로공원녹지의홍수저감에대한중

요성과 필요성을 전달한다. 이러한측면에서본연구가공원내

SuDS의 중요성과 더불어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과 비용산정을

위한근거를제공함으로써공원의긍정성확대측면에서기여하

는 바가 크다. 그러나, 본 연구가 국내와 다른 유지관리배경을

토대로관리지침및관리비용산정근거를도출하였다. 이는국내

적용가능성검증에대한추가연구가필요하며, 국내 SuDS 유지

보수관련 표준품셈에 적용하기 위한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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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DS� facilities Core� maintenance� actions Frequency Unit Cost/unit Refer� to* Note

Filter� strip

Inspection� and� reporting Annually each £50 HR

Litter� removal Monthly m2
� £0.05 HR

£0.20� RB

Grass� cutting Monthly m2
£0.05 HR

£0.08� RB

Material� disposal� (extra� cost� if�

grass� disposed� offsite
Monthly m2 � £2.65 HR

Remove� silt� build� up,� repair�

damaged/eroded� areas
As� required m2 £1 HR

+� Silt� removal�

allowance

Material� disposal As� required m2 £2.65 HR

Replace� gravel As� required 100m
£200/100m�

length
HR

Swale

Inspection� and� reporting Yearly each £050 HR

Litter� removal Monthly m2
� £0.05 HR

£0.25� RB

Grass� cutting Monthly m2
£0.05 HR

£0.08 RB

Inspection� and� blockage� removal Monthly m2
£5 HR

Assume� 1� outfall,�

surface

£4.50� RB

Scrub� clearance� and� removal Yearly m2
£0.2/m2� HR x� Sloping� area

£1.80� RB

Raise� crown� to� encourage� ground�

flora� in� swales
Yearly m2 £1.05 RB

Remove� silt� build� up,� repair�

damaged/eroded� areas
Yearly m2

£1 HR

£1.80� RB
+� Silt� removal�

allowance

Replace� gravel As� required 100m £200/100m HR x� Length

Bioretention

Inspection� and� reporting As� required each £50 HR

Litter� removal Monthly m2
£0.05� HR

£0.25� RB

Vegetation� management Monthly m2
£0.05 HR

£0.08 RB

Inspection� and� blockage� removal�

in� Inlets� /� outlets
Monthly m2

£5 HR

£4.50� RB

Weed� treatment� using� glyphosate� Yearly m2 £0.04� RB

Weeding Yearly m2 £0.1 HR

Habitat� mosaic� wetland� 30%� cut�

and� removed� to� wildlife� piles�
Yearly m2 £3.55 RB

Appendix 1. Charting maintenance costs for SuDS, referring to two sets of prices provided by two landscape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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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DS� facilities Core� maintenance� actions Frequency Unit Cost/unit Refer� to* Note

Bioretention

Remove� planting� and� silt� to� site�

wildlife� or� compost� piles
Yearly m2 £1.00� RB

Unclog� drains As� required each £200 HR

Till� soil As� required m2 £2 HR

Replace� mulch As� required m2
£12 HR

£4.50 RB

Rehabilitation� work As� required m2
£10� HR

+� Silt� removal�

allowance

£2.20� RB

Pavement

Vacuum� sweeping� &� inspection Yearly m2
£1.00� HR

£15.00� RB

Jet� wash� and� suction� sweep Yearly m2 £25.00� RB

Inspection� &� blockage� removal� in�

Inlets� /� outlets
Yearly m2

£20 HR

£12.50 RB

Re-grit� &� vibrate As� required m2 £10 HR

Rehabilitate� blockwork� &�

geotextile
As� required m2 £50 HR

Pond

Inspection� and� reporting Yearly each £50 HR

Litter� removal,� (above� water� level) Monthly m2
£0.05 HR

£0.25� RB

Grass� cutting Monthly m2
£0.05 HR

£0.10� RB

Inspection� and� blockage� removal Monthly each £5 HR
Assume� 1� outfall,�

surface

Scrub� clearance� and� removal Yearly m2
£0.2 HR x� Sloping� area

£1.80� RB

Cut� and� remove� 30%� of� any�

wetland� vegetation
Yearly m2

£0.45 HR

£3.30� RB

Remove� silt� build� up,� repair�

damage/eroded� areas

As� required m2 £2/m3� x�

Volume�
HR

+� Silt� removal�

allowance

Yearly - £12.00 RB

Jetting/rodding Yearly m £0.1� HR

Repair Yearly m £0.015 HR

Chamber

Monitoring� and� repair As� required each £250 HR

Inspect� orifice� control� chambers� As� required m2 £0.04 RB

Inspection� and� blockage� removal As� required n/a
Depends� on�

type
HR

Storage� tanks Remove� silt� build� up As� required each £750 HR
+� Silt� removal�

allowance

Appendix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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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DS� facilities Core� maintenance� actions Frequency Unit Cost/unit Refer� to* Note

Oil� interceptor

Inspection� for� corrosion,� leakage,�

sludge� build� up
Yearly each

Depends� on�

type
HR

Sludge� removal� and� cleaning As� required each
£750 HR

+� Silt� removal�

allowance

£600 RB

Pretreatment�

Systems
Silt� removal As� required m2

£10 HR

£17.50� RB

*� RB,� Robert� Bray� Associated� Ltd;� HR,� HR� Wallingford.

Appendix 1. Continu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