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태보행로 기법 정의 저영향개발(LID)형 생태보행로 정비사업



생태보행로 조성 개요 저영향개발(LID)형 생태보행로 정비사업



생태보행로 조성 목적

차도 보도

차를 위한 공간 사람을 위한 공간

저영향개발(LID)형 생태보행로 정비사업



생태보행로 조성 방법 저영향개발(LID)형 생태보행로 정비사업



생태보행로 조성 효과 저영향개발(LID)형 생태보행로 정비사업

20.1℃ 49.3℃
최저 최고

↓ ↓ ↓ ↓ ↓ ↓

• 녹화전 44dB
• 녹화후 29dB



생태보행로 시스템요소기술 저영향개발(LID)형 생태보행로 정비사업

빗물침투 모식도

빗물순환형
천연잔디모듈화 시스템

D

빗물침투 가로수보호판

빗물침투 띠녹지보호판

빗물침투 생육삼통관

B

C

A



저영향개발(LID)형 생태보행로 정비사업생태보행로 시스템요소기술

빗물침투생육삼통관

수목 주변 둘레에 2~4개를 수직으로 설치하여 수목 생육 필수 요소를 공급
하고, 효율적인 빗물관리를 통해 건강한 수목 성장을 도움

기능
- 수목 생육 필수 3요소 (양분, 빗물, 산소) 공급
- 토양 개량 효과
- 과습 토양 수분조걸
- 수목의 잔뿌리 발달
- 수목 뿌리 썩음으로 쓰러지는 사고 발생 방지

가. 적용구간 및 설치비용

ㆍ적용 구간: 보행로·공원 등의 수목
ㆍ자재비: 7,000원/개

(120*350기준_G2B:23167605)
ㆍ시공비: 3,000원/개-표준품셈

나. 기대효과

ㆍ수목 내 유입수 전체 소진시간 : 7일
ㆍ생육삼통관 투수영향 범위 : 주변 반경 38~11cm
ㆍ가뭄 저항성 증가
ㆍ토양 수분 함량 증가
ㆍ수목 뿌리 개선 효과

다. 인증, 검증자료

ㆍKTR 투수율 시험
ㆍKTI 급수량 효과 분석
ㆍ서울대학교 빗물연구센터 성능 보고서
ㆍ한국먹는물안전연구원

A



저영향개발(LID)형 생태보행로 정비사업생태보행로 시스템요소기술

빗물침투가로수보호판

빗물공급 통기관을 결합한 가로수보호기술로 원할한 우수유입을 통해
수목 생육환경을 극대화 하고, 안전하고 품위있는 보행로 환경을 조성

기능
- 수목 생육 필수 3요소 (양분, 빗물, 산소) 공급
- 수목 현장조건 1:1 맞춤 제작 설치
- 우수한 미끄럼저항성, 쓰레기 침투방지 구조
- 유입수 저류능력 : 18.42ℓ
- 유입수 전체 소진 시간 : 13.65일

가. 적용구간 및 설치비용

ㆍ적용 구간: 보행로
ㆍ자재비: 396,000원/개소

(1200*1200기준_G2B:23262345)
ㆍ시공비: 63,000원/개소-표준품셈

나. 기대효과

ㆍ저류를 통한 강수 처리 : 5mm 이상
ㆍ수목 내 유입수 저류 : 18ℓ 이상
ㆍ수목 내 하부토양 침투율 : 13~210mm/hr
ㆍ생육환경 개선 효과
ㆍ비산먼지 발생 저감
ㆍ보도폭 확장 효과

나. 인증, 검증자료

ㆍ국토교통부 사업화지원사업 R&D 수행
ㆍ수목 1주 당 60.4ℓ 초기우수 침투저류

출처 : KCL 성능 시험평가
ㆍ미끄럼저항성 76BPN

출처 : KTR 성능 시험평가

B



저영향개발(LID)형 생태보행로 정비사업생태보행로 시스템요소기술

빗물침투띠녹지보호판

빗물공급 통기관을 결합한 녹지대 보호기술로 포장면에 떨어져 집수된
빗물이 자연스럽게 보호판 내로 흘러 들어가 녹지환경개선에 도움을 줌

기능
- 다량의 빗물을 침투저류하여 도심침수 완화
- 녹지대 내 원활한 관수와 증발을 통한 미기후 조절에 영향을 줌
- 우수한 미끄럼저항성, 쓰레기 침투방지 구조
- 유입수 저류능력 : 70.18ℓ
- 유입수 전체 소진 시간 : 13일

가. 적용구간 및 설치비용

ㆍ적용 구간: 보행로
ㆍ자재비: 104,100원/m

(200*1000기준_G2B:23262358)
ㆍ시공비: 45,000원/개소-표준품셈

나. 기대효과

ㆍ저류를 통한 강수 처리 : 5mm 이상
ㆍ녹지 내 유입수 저류 : 28.6ℓ /m이상
ㆍ녹지환경 개선 효과
ㆍ토사유출 방지
ㆍ보도폭 확장 효과

다. 인증, 검증자료

ㆍ국토교통부 사업화지원사업 R&D 수행
ㆍKCL 성능 시험평가
ㆍKTR 성능 시험평가

C



저영향개발(LID)형 생태보행로 정비사업생태보행로 시스템요소기술

빗물순환형천연잔디모듈화 시스템

지반하부에 빗물저금통을 설치한 뒤, 천연잔디보호매트를 압착 시공하여
수분 자동 공급 시스템을 통해 저관리형 녹화 공간을 창출함

기능
- 답압저항성이 높은 활용 및 지속가능한 녹지대 확보
- 저류를 통한 다량의 우수처리 및 활용
- 열섬현상완화, 방음효과, 산소공급, 미세먼지저감
- 도시경관향상,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화

가. 적용구간 및 설치비용

ㆍ적용 구간: 보행로, 공원, 야영장
ㆍ자재비(시공비포함) : 잔디보호매트_47,220원/㎡

(400*600기준_G2B:23647621)
빗물저금통_311,000원/㎡

(200*200기준_G2B:24123599)

나. 기대효과

ㆍ녹지대 내 유입수 저류 : 150ℓ/㎡
ㆍ온도저감 효과 : 일최대 25%, 월평균 28% 이상
ㆍ소음저감 효과 : 저감효과 30%이상, 10db이상
ㆍ기후변화 대응 효과
ㆍ비산먼지 발생 저감
ㆍ보도폭 확장 효과

다. 인증, 검증자료

ㆍ국토교통부 사업화지업사업 R&D 수행
ㆍ서울시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 지원사업 R&D 수행
ㆍKCL 온도저감효과 및 소음저감효과 분석

D



저영향개발(LID)형 생태보행로 정비사업생태보행로 조성 사례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