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PURPOSES : In this study, flood mitigation effect of drainage asphalt concrete pavement were analyzed by a SWMM 5.0 program in order
to evaluate the low impact development (LID) based on the drainage asphalt concrete pavements. 

METHODS : In order to determine the porosity parameters of drainage asphalt concretes, the specimen mixtures were manufactured using
the conditions presented in the previous study. The numerical simulation was conducted using the SWMM 5.0 program considering the flood
mitigation effect of drainage asphalt concrete pavements. The effect of flood reduction can be observed when drainage asphalt concrete
pavements were applied to Mokgamcheon watershed. The flood mitigation effect analysis of Mokgamcheon watershed as well as continuous
simulation of subwatershed runoff were performed through this study.

RESULTS : The analysis of drainage asphalt concrete pavements was carried out for evaluating the effect on runoff, resulting in: the peak
flow decreases up to 1.26~9.53% after drainage asphalt concrete pavements applied in the SWMM 5.0 program furthermore, the discharge
decreases up to 0.55~4.11%. 

CONCLUSIONS : As a result, the reduced peak flow and discharge were found through the SWMM 5.0 program.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flood is effectively reduced when the drainage asphalt concrete pavements ar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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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개요

최근 급속도로 발전되어지는 도시와 산업화에 따른

불투수성 포장 형태의 증가는 재해에 취약한 모습을 보

이고 있다. 호우 시 배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포장

지역에서는 우수가 배수되지 못하고 도로에 고여 교통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고여 있는 우수로 인해 마

찰 저항력의 감소로 인해 사고유발의 위험성도 증가한

다. 이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급격한 기상이변으로 이어

지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및 내수침수에 의한 재해

발생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구저류지로만 홍수조절시설을 국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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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국내의 구저류지 조성여건을 최근 정부의 녹

색성장정책과 부합하여 분산형 빗물관리시스템 도입 및

LID(Low Impact Development)기법을 이용한 근원

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정민, 2011). LID시

설은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해 녹색공간의 확보, 자연형

공간 조성, 자연생태의 수문순환 기능의 유지 기법들을

활용한 개발 대상지에서의 강우유출 및 비점오염원의

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다. LID는 강우

유출수의 지하침투, 강우 종료 시 증발산량의 확보, 강

우 유출수 재이용 등을 통한 강우 유출량을 최소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김석규, 2011). LID시설에는 침투

및 저류시설을 비롯해 옥상 녹화, 집수정 설치, 녹색도

로와 같은 생태식 수로, 투수성 및 배수성 포장, 식물재

배화분 등 23개 이상의 기술요소가 있다. 이중 본 연구

에서는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의 효과분석을 실시하

다. 효과분석은 EPA(미국환경보호국)의 SWMM 5.0

모형의 LID시설 적용을 이용하 다.   

2. LID시설 제작
2.1.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의 개요

배수성 포장이란, 공극률이 높은 아스팔트 혼합물을

표층 또는 표층과 기층으로 사용하고, 배수성 혼합물 층

의 아래에 불투수성 층을 설치하여 배수기능 층으로 침

투된물이 불투수성 층 위를흘러 배수 처리시설로 신속

하게 빗물을 포장체 밖으로 배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며, 보조기층 아래로는 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이다(김

형석, 2009).

Fig. 1과 Fig. 2는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의 일반적인

단면으로 Fig. 1은 길 어깨에 배수하는 경우이고 Fig. 2

는 측구가 있는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구조적

으로 두 개의 구조 모두 불투수층을 포함하여 그 아래로

우수의 침투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배수성 아스팔트 내

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한다.                                 

2.2.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작

본연구에서는LID시설의주요목적인홍수저감효과에

초점을 두었다. 도심지역의 침수 및 홍수피해를 최소화

시키며 적용범위를 증가함으로써 효과를 증가시키는 방

법으로 높은 공극률과 투수성능을 가지는 아스팔트 혼합

물을제작하 다. 배수성아스팔트혼합물의제작은기존

연구에 해당하는“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투수계수에

관한 연구”(문성호, 2011)에서 제시한 입도와 배합조건을

이용하 다. Table 1과 Fig. 3은 각각 연구에서 제작한

배수성아스팔트혼합물의입도와입도분포곡선이다.

연구에서는 공극률과 투수계수를 높이기 위하여

10mm, 13mm, 19mm 크기의 SMA골재를 적용하

다. 혼합물은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기준인 공극률

20%와 투수계수 조건인 10-2cm/sec의 조건보다 높은

투수성능을 가지는 혼합물을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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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rainage Asphalt Concrete Pavement Design 

Structure 1      

Fig. 2 Drainage Asphalt Concrete Pavement Design 

Structure 2     

Table 1. Grain Fineness Distribution Table

Sieve Size
(mm)

Percent Passing (%)

Up-
limitation

Bottom-
limitation

Gradation

31.5 100 100 100

26.5 100 100 100

19 100 100 100

13.2 100 92 97.59

9.5 81 62 69.58

4.75 31 10 22.58

2.36 21 10 14.42

0.6 17 4 7.97

0.3 12 3 6.51

0.15 8 3 5.53

0.075 7 2 4.18

drainage pavement
asphalt concrete

impermeable layer

subbase
drain

drainage pavement
asphalt concrete

impermeable layer

subbased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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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투수계수 실험

제작한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투수계수는 효과분

석에서 사용할 모형인 SWMM 5.0 모형의 주요 인자로

적용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공극률과 투수계수의 선

정이 중요하다. Fig. 4는 연구에서 투수계수 산정에 이

용한 장비의 모습이다. Table 2는 연구에서 제작한 배

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과 투수계수를 나타낸

표이다. 제작 시 목표로 설정한 공극률과 투수계수는 각

20%,10-1cm/sec이다. 그러므로 효과분석에서 공극률

21.47%와 투수계수 0.109cm/sec를 적용하 다.

3. 유역 모델링
3.1. 개요

본 연구에서는 배수성 아스팔트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

하여 SWMM 5.0 모형을 사용하 다. SWMM(Storm

Water Management Modeling) 모형은 강우주상도, 기

상자료, 소유역의 자료, 하수관거 자료를 입력하여 유역

의 유출 유량과 수질을 예측하고,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

를 모의할 수 있다(이정민, 2011). 또한 SWMM 5.0 에

서는 빗물받이, 식생도랑, 침투트렌치, 투수성 포장, 습

지 등과 같은 LID 시설에 대한 모의가 가능하다.

3.2. 대상유역

3.2.1. 유역정보

본 연구에서 LID시설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선정한

지역은“PCSWMM 모형을 이용한 목감천 유역의 유역

통합관리계획 수립”(홍원표, 2008)에서 적용한 목감천

유역으로 선정하 다. 기존의 PCSWMM 모형을 이용하

여 모델링한 목감천 유역을 본 연구에서는 SWMM 5.0

모형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실시하 다. 목감천 유역을

선정한 이유는 기존 연구나 문헌을 살펴보면 도심의 작

은 지역을 모델링하여 LID시설의 효과를 분석하 다.

하지만 실제로 빗물받이나 식생도랑 등과 같은 시설과는

달리 아스팔트 포장은 적용범위가 넓으며, 효과분석에

용이할것으로판단하여목감천유역을선정하 다.

목감천은 안양천에 유입되는 지방2급 하천으로서 유

역면적 55.69km2, 유로연장 15.5km, 유역평균 폭

3.41km, 형상계수 0.22인 장방형의 유역형상을 띠고

있으며,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과 경기고 시흥시 목감동

외 2개동, 광명시 철산동 외 3개동 부천시 남구 괴안동

외 2개동을 점하며, 목감천 하류부 도시구간을 제외하

며 대부분의 유역이 농경지와 산지부로 형성되어 있다.

목감천 수계의 유역은 동경 126。48′~126。52′, 북

위 37。23′~37。29′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수원은 시

흥시 목감동 야산 능선에서 발원하여 북동쪽으로 뻗어

있는 율를 따라 유하하여 안양천 좌안으로 합류하며, 하

천내 수로길이를 따라 형성된 하상경사는 약 1/940 정

도로서 유역 최상류단을 제외하면 평야지와 도시관류

Fig. 3 Gradation curve of Drainage Asphalt 

Concrete Pavement  

Fig. 4 Constant Head Permeability Test Apparatus   

Table 2. Result of Porosity and Coefficient of 

Permeability

Porosity(%)
Coefficient of

permeability(cm/sec)

10.93 0.002

13.48 0.022

13.56 0.003

15.58 0.012

15.59 0.042

15.91 0.006

19.31 0.101

21.47 0.109

21.68 0.149

32.67 0.471



구간으로서 대체적으로 완만한 하천경사를 유지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부림기술단, 2002).

3.3. 모형의 적용

3.3.1. 기상자료

본 연구에서 적용한 기상자료는 서울기상청에서 수집

한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시간별 강수량 관측 자료

와 월평균 증발량을 적용하여 분석하 다. 기상자료의

10년을 적용한 이유는 근래에 들어서면서 기후의 극심

한 변화로 나타나는 다양한 강우량 변화는 LID시설의

효과를 보다 현실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

다.

3.3.2. 소유역 분할

수문순환과정의 해석을 위한 기본 자료로서 소유역

폭, 면적, 하도길이, 경사(소유역, 하도) 등의 지형학적

요소들은 필수적이며, 특히 도시 지역에서와 같이 강우

와 유출의 관계가 토지이용현황 들과 복잡하게 연관되

어지는 수문현상의 해석을 위해서 보다 정 한 지형요

소의 추출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형의 입력자료

구축이라는 초기 단계에서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료입력요

소들을 GIS기법을 이용하여 산정하 으며, 소유역 분

할에서는 하천수계와 하수도 시스템을 구성한 뒤 이 두

자료를 중첩하여 소유역을 분할하 다(홍원표, 2008).

Fig. 5는 목감천 유역을 27개의 소유역으로 분할한 그

림을 나타낸 것이다.

3.4. 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PCSWMM 모형을 이용한 목감천 유

역의 유역통합관리계획 수립”(홍원표, 2008)에서 실시

한 수문 매개변수의 민감도 분석을 통해 산출된 변수를

이용해서 목감천 유역의 모델링을 실시하 다. 하지만

민감도 분석을 이용해 보정의 과정을 통해 산출된 매개

변수라 하더라도 모델링을 실시한 모형이 다른 만큼 모

델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연구에서는 사전 논문의

검증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모델링의 검증을 실시하

다. 강우자료는 서울기상관측소 자료를 사용하 으며,

검증에 사용한 유량자료는 목감천의 유역출구에서

2006년 관측 자료를 사용하 다. Fig. 6은 RMSE 피

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실제 관측값과 SWMM

모형의 모의 데이터와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며, Table 3은 상관관계 지수를 나타낸 표이다. 상

관관계 분석결과 91%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SWMM 5.0 모형의 모의 결과

를 다른 보정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 다.               

Fig. 7은 2006년 6월 21일 목감천 유역출구에서의

관측유량과 SWMM 5.0 모형을 이용하여 모의 후 유역

출구에서의 관측유량과 모의 후 유량을 나타낸 그래프

이다. Fig. 6에서 초기 유량 값보다 관측의 유량과

SWMM 모형의 모의 유량값이 비교적 잘 맞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하류 도시유역에 Flow divider를 설치

했기 때문이다. 강우 초기 유량이 비교적 적을 경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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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ubwatersheds of the Mokhamcheon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 of Computed Flow 

and Observed Flow       

Comparison data Correlation coefficient

Computed Flow
0.91

Observed Flow

Fig. 6 Scatter Diagram of Computed Flow and 
Observed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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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된 유량은 Flow divider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유

량의 변화량이 차이가 생기지만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

면 SMWW 모형의 모의값이 실제 관측값을 비교적 잘

반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수문학적 변수는 Table 4에 나타

내었다. Fig. 8는 검증이 완료되어진 변수들을 사용하

여 소유역의 모식도를 SWMM 5.0 모형을 이용하여 나

타낸 그림이다.

4. LID시설의 적용
4.1. 개요

LID시설 중 배수성 및 투수성 아스팔트 포장은 유출

량 감소, 유출시간 지연, 비점오염원의 향 최소화, 지

하수량의 증가 등 유출수 관리에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

되었으며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

는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의 설치 시 유출량의 저감에 대

해 분석하고자 한다. Fig. 1~2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의 형태는 노상층 또는 기초층 까

지 우수가 침투하지 않고 포장층 아래 불투수층을 통해

배수가 되기 때문에 비점오염원 및 지하수량의 증가는

연구범위에 적용하지 않았다. Fig. 9은 SWMM 5.0 모

형에서 LID시설의 유출개념을 설명한 그림이다.            

SWMM 모형에서는 유역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불투

수성 지역의 면적을 투수성능을 가진 LID시설로의 대

체되는 것을 기본개념으로 한다. 연구에서도 모형이 가

지는 LID시설의 적용 기본개념을 이용해 유역의 기존

불투수성 포장 면적을 연구에서 제작한 배수성 아스팔

트 포장으로 변환하여 적용하 다.

4.2. LID적용 지역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을 목감천 유역

의 소유역에 각각 적용하여 유출량 저감 및 유출시간 지

연 등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Table 5은

“PCSWMM 모형을 이용한 목감천 유역의 유역통합관

리계획 수립”(홍원표, 2008)에서 오염물 부하량 산정에

이용한 지역의 명칭, 도시화율, 인구를 나타낸 자료이

다. 이중 LID시설의 적용지역은 27개의 소유역으로 분

할한 지역 중에서 인구수가 많은 순서로 하여 10개의

소유역에 20%, 30%, 50%를 차례로 적용하 다. 적용

Fig. 7 Hydrological Curve of Mokgamcheon at 

2007. 06. 21    

Table 4. Application Value of Hydrological Parameter 

Fig. 8 Watersheds in the Mokgamcheon using SWMM  

Classification 
of parameter

Parameter Value

Manning’s 
Roughness
Coefficient

N-Impervious of area 0.014

N-Pervious of area 0.33

Roughness of conduit 0.3

Depression
Storage

Depth of depression storage on 
Impervious area (mm)

0.13

Depth of depression storage on 
Pervious area (mm)

0.5

Infiltration
Parameter

Soil capillary suction head (mm) 100

Soil saturated hydraulic
conductivity(mm/hr)

0.1

Initial soil moisture deficit (a fraction) 0.32

Fig. 9 Adjustment of Subcatchment Parameters 

After LID Placement    

Impervious

Impervious

Before LIDs

After LIDs

LIDs
Pervious

Pervious

Width

Width

Stream
Pumping Station
Reservoir



지역으로 10개 지역의 선정은 인구수는 도시화에 접

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성 지역

이 많이 존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LID 적용 개념

인 불투수성 지역을 투수성 지역으로 변환하여 적용하

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 다. 또한 이는 앞서 언급하

듯이 기존의 연구 및 문헌에서는 도심지의 소규모 지

역의 모델을 이용하여 효과를 분석하 는데 본 연구에

서는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의 적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보다는 비교적 넓은 유역을 선택하 다.

LID시설인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의 적용지역은 12,

14, 16, 17, 18, 21, 22, 23, 24, 25번 소유역으로 결정

하 다. 적용지역으로 결정된 소유역은 앞서 SWMM

모형에서의 LID 적용 개념으로 유역의 면적을 계산하

여 적용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유역에 존재하는 불투수

성 지역의 면적 비율을 축소시켜야 한다. Table 6은

LID시설의 면적이 소유역의 불투수성 지역에서 차지하

는 면적 비율과 적용된 LID시설면적이 소유역에서 차

지하는 면적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5. 결론 및 고찰

기후변화 등으로 향후 더욱 심화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서는 LID개념을 적용한 배수

시스템의 설치와 더불어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형진선, 2012). 본 연구

에서는 도심지의 홍수저감 대안으로 LID시설인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을 제안하 으며 모의 후 결과 분석을 실

시하 다.

5.1. LID시설 설치 전₩후에 대한 유역 유출 모의

연속 모의에서 적용할 기상자료는 앞서 언급하 듯이

서울관측소의 2001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0년

동안의 강수 및 증발량 자료를 이용하 고, 27개의 소

유역으로 분할된 목감천 유역 중 인구수가 많은 10개의

지역을 선정하여 LID시설인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을

적용하 다. 이 연구는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의 투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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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rea Ratio and Population of Subcatchment   

Subcatchment
Administrative District

(dong)
Area

ratio(%)
Population
(person)

18 Gwangmyeoung 1 100 17,372

22

Gwangmyeoung 2 100 14,112

Gwangmyeoung 3 100 14,004

Gwangmyeoung 4 100 18,540

Gwangmyeoung 5 33 4,837

Gwangmyeoung 7 15 4,295

23 Gwangmyeoung 5 67 9,689

24
Gwangmyeoung 6 30 4,805

Gwangmyeoung 7 35 10,088

25 Gwangmyeoung 7 50 14,440

90 Hakon 23 726

32 Hakon 23 695

30 Hakon 5 158

33 Hakon 20 631

91 Hakon 20 631

117
Hakon 10 316

Gwarim 25 649

34 Gwarim 7 182

31 Gwarim 42 1,090

28 Gwarim 13 337

27 Gwarim 13 337

29 Gwangmyeoung 6 15 2,403

26 Gwangmyeoung 6 40 6,407

21 Yeokgok 20 28,615

12 Yeokgok 80 114,458

20 Oryu 2 25 7,799

19
Oryu 2 28 8,735

Gwangmyeoung 6 15 2,403

15 Oryu 2 25 7,799

17 Gaebong 3 100 23,233

16 Gaebong 2 100 35,092

89 Oryu 2 22 6,863

13 Sugung 10 20,973

14

Gaebong bon 100 20,973

Gaebong 1 100 17,617

Oryu 1 100 20,229

Table 6. Result of Changed the Percent of Impervious

Area and Precent of Application to LID         

Sub
No

Initial
Value

Application
20%

Application
30%

Application
50%

From
Imperv
(%)

From
Imperv
(%)

of
Area
(%)

From
Imperv
(%)

of
Area
(%)

From
Imperv
(%)

of
Area
(%)

12 54.39 48.82 10.9 45.50 16.3 37.35 27.2

14 31.80 27.17 6.36 24.61 9.54 18.91 15.9

16 72.24 67.55 14.4 64.56 21.7 56.54 36.1

17 62.43 57.07 12.5 53.77 18.7 45.38 31.2

18 97.55 96.96 19.5 96.54 29.3 95.23 48.8

21 11.25 9.21 2.25 8.15 3.38 5.96 5.63

22 90.18 88.02 18.0 86.54 27.1 82.12 45.1

23 99.40 99.25 19.9 99.15 29.8 98.81 49.7

24 71.16 66.37 14.2 63.33 21.3 55.23 35.6

25 21.54 18.00 4.31 16.12 6.46 12.07 10.8



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유역 출구에서 LID시설의 설

치 전과 설치 후의 첨두홍수량과 유출총량의 변화를 살

펴보았다.

모의 결과 분석은 모의 기간 중 발생하는 최대유출량

은 285.3m3/s으로 발생시간은 2001년 7월 15일에 발

생하 다. 최대유출량이 발생하는 기간의 강수량은

273.4mm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LID시설인 배수성 아

스팔트 포장의 홍수저감효과를 분석하기위해 연속 모의

된 결과를 강수량이 많은 순서로 5번째까지의 시나리오

를 선별하여 LID시설의 홍수저감효과를 분석하 다.

Table 7은 강수량이 가장 많은 순서로 5번째까지의 서

울관측소에서의 강수량과 발생시간을 나타낸 표이다.

Fig. 10~14는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 LID시설인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의 설치 전과 설치 후에 대한 수

문곡선이며, Table 8은 강우 시나리오에 따른 첨두홍

수량의 변화를 나타낸 표이고, Table 9은 LID시설의

설치 전과 설치 후의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강우

시나리오에서 유역출구에서 발생한 총 유출량의 변화

를 나타낸 표이다. 강우량이 많은 순서로 5번째까지의

강우 시나리오의 경우 LID시설인 배수성 아스팔트 포

장의 설치 전과 설치 후 약 1.26~9.53%의 홍수저감

효과를 보 다. 유출총량의 경우 LID시설의 설치 전

과 설치 후 기준으로 0.55~4.11%의 홍수저감효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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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Flood Event Scenario of Molkgamcheon  

Scenario No. Time Precipitation (mm)

1 2001. 07. 15 273.4

2 2006. 07. 12 226.5

3 2006. 07. 16 241.0

4 2009. 07. 09 190

5 2010. 09. 21 259.5

Fig. 10 Comparison with the Hydrological Curve at 

2001. 07. 15

Fig. 11 Comparison with the Hydrological Curve at 

2006. 07. 12 

Fig. 12 Comparison with the Hydrological Curve at 

2006. 07. 15 

Fig. 13 Comparison with the Hydrological Curve at 

2009. 07. 09 

Fig. 14 Comparison with the Hydrological Curve at 

2010. 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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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SWMM 5.0 모형을 이용하여 LID시

설의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 적용에 대한 효과분석을 실

시하 다. 그 결과 첨두홍수량과 유출총량 모두 감소하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이 홍

수저감의 대안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

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의 적용성

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SWMM 5.0 모형을 이용하여 LID시설인 배수성 아

스팔트 포장의 효과를 분석하 다.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은“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투수계수에 관

한 연구”(문성호, 2011)에서 제시한 혼합물의 조건을

이용하 다.

2. 기존의 연구 및 문헌에서 제시된 도심지의 유역을 효

과분석지역으로 선정하는 것과는 달리 효과분석지역

으로 목감천유역을 선정하 으며, 이는 배수성 아스

팔트 포장의 적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3. 27개의 소유역으로 분할한 목감천유역에 인구수가

많은 10개의 소유역을 선정하 으며, 소유역에 존재

하는 불투수성 지역의 20, 30, 50%를 LID시설로 치

환 적용하 다.

4. 적용 분석은 강우량이 많은 순서로 5번째까지의 강

우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하 으며, 그 결과 첨두홍

수량은 LID시설인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의 설치 전

과 설치 후 약 1.26~9.53%의 홍수저감효과를 보

다. 유출총량의 경우 LID시설의 설치 전과 설치 후

기준으로 0.55~4.11%의 홍수저감효과를 보 다.

5. 이는 홍수저감에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의 결과로 적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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