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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지하 저류시설 설치 최적화-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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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zation of Underground Water Reservoir Location Problem 
for Preventing Floods-Seoul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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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Industrial and Management Engineeri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ue to global climate change and rapid urbanization, modern cities are under constant threat of floods. The flood 
happens when there is too much rain at short time and overflow of water drain networks, which can be prevented 
by deployment of underground water reservoirs. In this study, we present an optimization approach for planning 
of underground water reservoir locations to prevent floods. To establish effective underground water reservoirs 
system, it is required to (1) identify areas under flood risk and (2) locations of underground water reservoirs. We 
propose a method for determining flood risk of any given area and developed an optimization model to find an 
optimal assignment between the flood-risky-area and underground water reservoirs. The proposed method is 
validated by extensive real-life data of Seo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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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은 연 강수량의 대부분이 여름에 집중되는 기후 특성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 호우가 잦아지고 있다. 그리고 

도시화가 많이 된 대도시 특성상 배수시설이 호우를 감당하지 

못해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침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집중되는 빗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대도시에 알맞은 저류시설의 설치가 필

요하다. 이미 우리나라와 기후와 환경이 비슷한 일본에서는 

대도시에 알맞은 지하 저류시설을 건설하였다. 일본의 지하 

저류시설은 완공 후 현재까지 인명과 재산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성공하였다(Choi et al., 2012). 이미 서울시에서도 신

월에 빗물저류배수시설(대심도 터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

다(Seoul, 2013b). 그러나 신월 빗물저류시설은 인근의 한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기능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빗

물저류시설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빗물저류시설은 두 가지

의 중요한 요소로 구성된다. 하나는 빗물을 저장할 지하 저류

시설이고 다른 하나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지하 저류시

설까지 연결하는 것이다.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빗물저류시

설의 추가적인 설치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수

적이다. 첫 번째로 침수에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후보지로 

선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정된 후보지들을 지하 저류시

설에 적절하게 할당하는 것이다. 지하 저류시설과 선정된 침

수 예상지역에서 저류시설까지 연결하는 작업은 저류시설의 

위치와 침수지역간의 거리에 따라 큰 비용차이를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저류시설의 위치를 정하고 어떠한 침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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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어떤 저류시설을 연결할지는 매우 중요한 최적화 의사결정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여 침수 후보

지를 선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선정된 후보지들을 할

당하기 위한 저류시설의 최적 입지를 선정하고자 한다.
기존 침수 지역을 분류하는 연구들은 자치구별 취약도 지수

와 침수 예방 지표를 고려하여 후보지를 선정하는 방법(Kim et 
al., 2013), 홍수 위험도와 취약도 지수와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취약 지역을 분류하는 방법(Jang and Kim, 2009), 저류시설 자

체에 집중하여 빗물저류 측면에서의 잠재력을 이용하는 방법

(Gang and Cho, 2011), 다기준 의사결정기법을 이용하여 취약

지역을 분류하는 방법(Choi et al., 2013), 수문학적이 아닌 토

목학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GIS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 시뮬

레이션을 실행하여 지역을 분류하는 방법(Han et al., 2006) 등 

다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이 자연적인 요인, 예
를 들면 기후정보나, 지리적 요인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서울시와 같이 도시화율이 높은 대도시를 

대상으로 침수 예상지역을 선정하려면 자연적인 요소와 더불

어 인공적인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시 홍수의 주요한 원인은 강수량, 고도, 경사도 같은 자연

적인 요인부터 시가화율, 배수시설, 하수관 상태, 불투수율 등 

시설적, 사회적 요인까지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마이

닝 기법을 이용하여 침수지역을 예측하고 선정하기 위한 중요

한 요소들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에 있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위험성과 취약요인들을 분석한 방법(Ryu and Kwon, 
2015)들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침수 후보지와 저류시설을 효율

적으로 할당하는 수리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저류시

설이 어디에 설치되고 어떤 지역들이 어디에 할당되는 것이 최

적인지 판단하는 수리모형을 제시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저류

시설의 과저류(overflow)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할당

된 지역 간의 강우상관계수를 고려하는 방법을 개발한다. 제시

된 방법론을 실제 서울시에 적용하여 침수 예상지역과 저류시

설의 최적 위치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결과를 도시

계획 전문가가 빗물저류시설 설치를 고려하거나 도시계획 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전문가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제 2장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해 침수 취약 지역을 분류하여 후보지로 선

정하는 방법과 선정된 후보지와 저류시설을 효율적으로 할당

하는 수리모형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 3장에서는 실제 서울시

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침수지역을 예측하고 개발된 수리모형

을 적용하여 최적 저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결과를 제시한

다. 제 4장은 침수 및 저류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전문가 시스

템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본 장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해 침수 취약 지역을 분

류하여 후보지로 선정하는 방법과 선정된 후보지와 저류시설

을 효율적으로 할당하는 수리 모델에 대하여 설명한다. 연구

의 사용된 데이터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대

상으로 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2005년부터 2014년 총 10년간

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울시 데이터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제 3장에서 주어진다.

2.1 침수위험지역 선정

침수지역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 침수에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대략적인 침수 관련 데이터 수

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공공 데이터 
포털(http://data.go.kr),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data.seoul.go.kr),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sts.kma.go.kr), 통계청(kostat.go.kr) 
등에서 이루어졌다. 이외에 얻기가 힘들었던 침수관련 자료들

은 각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데이터를 받았다. 이후에 수집된 

데이터 중에 자료의 크기나 범위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

단되는 자료들을 버리고 사용 할 수 있는 자료들은 합치고 데

이터의 범위가 구별 데이터이거나 동별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

를 통합하는 작업등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이루어졌다. 이
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26가지 유형, 기간은 10년, 레코드 수는 

20,504개의 침수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둘째로,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지역을 침수위험지역과 침수 안전지역

으로 구분하였다.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분류(classification) 알
고리즘들 중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알고리즘들을 선정하여 가

장 좋은 분류 성능을 보이는 알고리즘을 선정하였다. 
a)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 이번 연구에서 

알고 싶은 것은 어떤 한 지역의 침수에 대한 위험도와 어떠

한 요인들이 침수에 영향을 끼치는지 이기 때문에, 침수의 

발생 확률과 여러 가지 독립 변수들의 중요도를 알 수 있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선택하였다. 
b)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 의사결정나무는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분석 과정이 직

관적이고 해석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c) 베이지안 네트워크(Bayesian Network) : 베이지안 네트워

크는 변수들의 집합과 그들간의 확률적 의존성을 나타내는 
확률 그래프 모형을 나타낸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그래

프가 그려졌을때, 각 노드에 CPT(Conditional Probability 
Table)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해당 상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의 모든 조합에 대해 확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 때

문에 이번 연구에 알맞다고 판단되어 선택하였다. 
d) K-근접 이웃 기법(K-Nearest Neighbor; K-NN) : 이 알고

리즘은 비모수적 기법으로 주로 예측이나 패턴식별, 분
류 등에 이용된다. 이 알고리즘은 범주를 알지 못하는 데

이터가 있을때, 근접한 K개의 데이터를 이용해 범주를 

지정해주는 방식이다. 이번 연구에서 거리계산 방식은 

가장 간단한 유클리디안 거리공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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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네 가지 알고리즘의 각각의 결과를 비교하여 가장 

나은 결과를 내는 기법을 선택하여 침수 취약 지역을 선정하

였다. 그리고 이 모든 실험은 데이터 마이닝 통계 패키지인 

SPSS Modeler를 이용하였다.

2.2 저류시설 설치 위치 최적화 수리모형

저류시설의 위치를 결정하고 침수위험지역을 저류시설에 

할당하는 문제는 잘 알려진 최적화 문제 중 시설입지선정문제

(Facility Location Problem)와 유사하다. 저류시설의 설치 후보

지들은 시설의 효율을 생각하여 서울시에 있는 108개의 빗물

펌프장들로 선정하였다. 수리모형은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사

용한다. 

상수(Constant)
 : 저류시설 후보지들의 집합. {1, …, m}
 : 침수위험지역들의 집합. {1, …, n}
 : 저류시설 j 설치 고정비용
 : 침수위험지역 i의 우수유출량

 : 침수위험지역 i와 저류시설 j 간의 파이프 설치비용

 : 저류시설 j의 설치 변동비용

 : 침수위험지역 i와 k의 강우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결정 변수(Decision Variable) 
 : 저류시설 j 설치 유무

 : 침수위험지역 i와 저류시설 j의 연결 유무

 : 침수위험지역 i, k가 같은 저류시설에 할당 되는지 유무

다음과 같은 수리모형을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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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모형 (1)의 첫 번째 제약식은 침수위험지역 i가 하나의 

저류시설 j에 할당되도록 한다. 두 번째 제약식은 두 개의 침수

위험지역 i,k가 같은 저류시설 j에 할당되면 가 1의 값을 가

지도록 한다. 세 번째 제약식은 설치한 저류시설에만 침수위

험지역이 할당되도록 한다. 목적함수는 저류시설의 설치비용

(고정비+변동비)과 침수위험지역과 저류시설을 연결하는 파

이프의 설치 비용 그리고 두 개의 침수위험지역이 같은 저류

시설에 할당될 때 발생하는 손해(penalty) 비용으로 구성된다. 

목적함수의 손해 비용은 파라메터 와 곱해져 고려된다. 즉, 
파라메터 는 같은 저류시설에 할당되는 침수위험지역들 간

의 강우 상관계수를 얼마만큼 고려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같
은 저류시설에 할당되는 침수위험지역의 강우상관계수를 고

려하는 이유는 같은 저류시설에 할당되는 지역들의 강유량의 

총합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하나의 저류시설에 할당된 

침수위험지역들이 강한 강우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저류시설에 저장해야할 유수량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이는 

저류시설 용량의 부족에 대한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 결과적

으로 파라미터 의 값은 저류시설의 설치비용 대배 저류시설

의 안정성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

만 수리모형 (1)의 경우, 두 번째 제약식에 결정변수간의 곱셈

꼴을 가지는 비선형 최적화 문제이다. 도움 변수인 
 를 추가 하

여 선형화(linearization)하면 다음과 같은 수리모형을 얻는다. 

 
  






  




  






  




  





  




  




  






s. t.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정리 1. 수리모형 (2)와 수리모형 (1)은 동일하다.
증명. 수리모형 (1)의 와 수리모형 (2)의 

 는 다음의 관계

를 성립함을 쉽게 알 수 있다.

   
∈




그리고 나머지 제약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수리모형 (1)과 

수리모형 (2)는 위의 관계를 만족하는 최적해를 갖는다는 것

을 쉽게 보일 수 있다. 증명 끝.
수리모형 (2)는 선형정수계획법문제(Linear Integer Program-

ming Problem)이며, 다양한 MIP(Mixed Integer Programming) 
Solver를 사용하여 최적해를 구할 수 있다. 

3. 서울시 사례 연구

본 장에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수행된 사례 연구에 대해 

설명한다. 사례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침수위험지역을 선정하는 부

분과 주어진 침수위험지역을 저류시설에 효과적으로 저류시

설 위치 최적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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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all Data Features for Prediction of Flood Risk
Data Range Unit Term Interval Data Type

Daily Pricipitation Gu mm 1997~2014 Day number
Hourly Pricipitation Gu mm 1997~2014 Hour number

Impervious Ratio Gu % 1997~2014 Year number
Green Area Gu m2 2010~2014 Year number

Altitude Gu m around 2010 Year number
Basic Living Recipeint Dong Households 2006~2014 Year number

Population Density Su Person/km2 1991~2014 Year number
Financial self-reliance Su % 1989~2016 Year number
Financial Power Index Su % 1999~2015 Year number

Rate of Change Dong % 2003~2015 Year number
Sewer Length Su M 2002~2014 Year number

Pump Capacity Dong Hp 2010 Year number
Pumped Water Dong m2/min 2005~2014 Year number

Population by Province Dong Person 2005 Year number
Flood Event Gu Case 2005~2014 Day number

Lowland Dong 1/0 2005 Year category
Rive Ratio Dong % 2005~2014 Year number
Wage Rate Dong % 2014 Year number

Parking Lot Ratio Dong % 2005~2014 Year number
Road Ratio Dong % 2005~2014 Year number

Atheletic Land Ratio Dong % 2005~2014 Year number
School Land Ratio Dong % 2005~2014 Year number

Amusement Land Ratio Dong % 2005~2014 Year number
Drainage Rate of Sewer Pipe Dong % 2005~2014 Year number

Retention Rate Dong % 2005~2014 Year number
Dike Ratio Dong % 2005~2014 Year number

Water Intake Facility Ratio Dong % 2005~2014 Year number

3.1 침수위험지역 선정

<Table 1>은 본 연구에서 침수위험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사

용된 여러 가지 데이터의 종류를 나타낸다. <Table 1>의 데이

터는 기존 연구에서 침수의 요인으로 주로 언급되던 지표들과 

본 연구에서 새로 추가된 지표들(주로 시설적인 요소들)을 모

두 포함한다. 추가된 지표들로는 대표적으로 지역하수관의 길

이, 하수관에 쌓인 모래나 암석을 파내는 정도를 나타내는 하

수관 준설률(Seoul, 2013a), 지역의 주차장과 같은 여러 시설 

면적의 비율 등이 있다. 범위가 다른 자료들은 범위를 통일 시

켰으며, 자료가 1년밖에 없는 데이터 중에서 연도에 따라 변한

다고 판단되지 않는 자료들은 매년 같은 값을 갖는다고 가정

하였다. 그리고 단위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데이터들을 면적에 

따른 비율로 변환하였다. 

(1) Feature Selection 
SPSS Modeler의 필드선택 기능을 선정하여 Feature Selection

을 실시하였고 시설요인인 주차장. 공장용지, 공원, 도로가 포

함된 것을 확인하였다. 중요 요소로 나타난 17가지 요소 중 모

델의 AUC 값을 가장 좋게 하는 변수의 조합으로 요소를 선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지표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중요 지표에는 

시가화율, 주차장 비율과 같은 시설적인 요소가 대거 포함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Feature Selection으로 선택된 지표 : 일 강수량, 시간 강수량, 

재정자립도, 재산세액, 유지비율, 시가화율, 주차장 비율, 공장

용지 비율, 공원비율, 제방비율, 하천비율

(2) 분류 알고리즘 간 결과 비교

각 분류방법의 결과 값은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된 척

도를 가지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ROC 곡선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을 이용하였다. 이는 

민감도와 특이도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리고 곡선 밑의 면적

인 AUC(Area Under Curve)값의 크기로 성능을 비교하는 방법

이다. AUC 값은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클수록 

좋은 결과를 의미한다. 분석 결과를 이용해 ROC 곡선을 그려 

AUC 값을 비교해본 결과 의사결정나무 알고리즘의 모델 검증

율이 0.9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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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AUC Values

Classification Algorithm Train Evaluation Test
Logistic Regression - - 0.906
Decision Tree C5.0 0.986 0.949 0.955

K-NN 0.966 0.872 0.876
Bayesian Network 0.918 0.889 0.888

(3) 최종 선정된 침수 험지역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하여 최종적

으로 다음의 침수위험지역 25곳이 선정되었다. 
침수위험지역(2016년) : 논현 1동, 역삼 1동, 군자동, 노량진

1동, 대방동, 사당 1동, 상도 1동, 망원 1동, 서교동, 성산 1동, 
연남동, 반포 1동, 방배 2동, 서초 4동, 금호 4가동, 마장동, 옥
수동, 왕십리 2동, 행당 1동, 후암동, 종로 1~4가동, 광희동, 명
동, 신당동, 장충동

본 연구의 침수위험지역 예측 모형은 자연적인 요소뿐만 아

니라 인공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반영함으로써 도시의 발전에 

따라 침수위험이 높아지는 지역을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공개한 도시기본계획 2030 보
고서(Seoul, 2014)를 참조하여 2030년의 지역별 예상데이터를 

만들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 최종모형으로부터 2030년에 예

상되는 침수위험지역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기존 유입지역에

서 다음의 다섯 개의 지역이 추가되었다. 
추가된 침수위험지역(2030년) : 가양 2동, 영등포동, 여의도

동, 이촌 1동, 한강로동 

Figure 1. Locations under Flood Risk in 2016 and 2030

3.2 저류시설 설치 최적화

(1) 류시설 최 화 데이터

저류시설의 설치비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

나는 저류시설의 용량이다. 저류시설의 적정 용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저류시설에 할당된 각 침수위험지역에서 얼마큼의 

빗물이 흘러 들어갈지는 예상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

수도 규모를 산정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우수유출

량 공식을 이용하였다(Jung, 2007). 우수유출량 Q는 단위 시간

당 유출되는 우수량(m3/hr)으로 정의된다. 

                                      


 (3)

위 식의 I는 강우 강도(mm/hr), A는 대상 지역의 배수면적

(ha)이며 C는 유출계수를 의미한다. 배수구역 내의 강우 중 일

부는 증발, 지하로 침투 및 침루하고 나머지가 하수관에 유입

하게 되는데, 유출계수는 이 관거에 유입하는 우수유출량과 

전 강우량의 비율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 용도

지역별 유출계수 표준치 자료(Park, 2011)를 참고하여 각각의 

침수위험지역의 평균 유출계수를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강우강도 I는 비가 내리는 상태의 강도로 단위시간 동안의 

강우량을 의미한다. 미래에 비가 어떻게 올지 예측하기 위해

서 확률 강우량을 이용해서 강우강도를 계산하였다(Ministry 
of Land, 2011). 확률 강우량 계산은 IDF(강우강도-지속기간-
발생빈도)곡선을 이용하였다. 이 곡선은 다음과 같이 작성된

다. 관측소 지점의 장기간 우량자료로부터 강우지속기간별 연

도별 최대강우량을 선별한다. 이를 각 지속기간으로 나누어 

연도별 최대강우량도 자료계열을 작성한 후, 시계열 빈도해석

을 적용하여 재현기간별, 지속기간별 최대강우강도 관계를 도

출한다. 확률강우량을 구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공식이 있

지만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한국의 강우특성을 반영한 각 지

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상수를 이용한 6차 다항식을 사용하

였다(Ministry of Land, 2011). 
배수면적 A는 각 지역의 면적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저

류시설의 용량은 우수유출량 Q가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지속

되는지에 의존한다. 물론 오랜 시간 동안 강우가 지속되면 더 

큰 용량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너무 큰 용량의 저류시설은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용량을 정하기 위한 시간 기준이 필요

하며 이를 표준저류시간이라고 하자. 이 표준저류시간은 강우

강도의 빈도와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

는 값이다. 표준저류시간은 한국의 강우특성을 반영한 24시간 

강우지속 확률분포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Ministry of Land, 
2011). 본 연구에서는 80% 이상의 경우에 안정적인 저류용량

을 확보하기 위해 15시간을 표준저류시간으로 설정하였다.

Table 3. Probabilities of Length of Raining Hours
Retention

Time
Probability of 

rainfall continuation
Retention

Time
Probability of 

rainfall continuation
1 hour
2 hours
3 hours
4 hours
5 hours
6 hours
7 hours
8 hours
9 hours

10 hours
11 hours
12 hours

0.34%
0.81%
1.50%
2.47%
3.86%
5.84%
8.66%

12.69%
18.44%
26.64%
38.33%
55.11%

13 hours
14 hours
15 hours
16 hours
17 hours
18 hours
19 hours
20 hours
21 hours
22 hours
23 hours
24 hours

67.37%
76.37%
82.96%
87.80%
91.35%
93.95%
96.86%
97.26%
98.29%
99.04%
99.6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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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otal Costs and Number of Underground Water Reservoirs
for Different Values of 

 Total Installation Cost Number of Facilities
0
1
2
3
4
5
6
7
8
9

10

162,839
162,927
162,989
163,045
163,096
163,142
163,186
163,224
163,261
163,299
163,332

10
11
13
15
16
16
16
16
17
16
17

Table 6. Overflow Probabilities of Underground Water Reservoirs
when   

Location Overflow Probability(%)
Semal

Gasan1
Siheung

Bongwon
Gwangjang

Ogeum
Sukkwan

Bingchang
Jamwon
Yangjae

Dduksum
Average

17.62
10.38
10.03
23.27
22.96
9.01

20.33
13.57
13.35
14.92
19.49
15.9

Table 7. Overflow Probabilities of Underground Water Reservoirs
when   

Location Overflow Probability(%)
Gongreung
Sinimun2

Semal
Gasan2
Doksan
Siheung
Jungkok

Bongwon
Gwangjang

Ogeum
Seobinggo
Sukkwan
Daechi

Seongnae
Bingchang

Jamwon
Dduksum
Average

16.35
12.71
12.71
6.81
6.68

10.03
17.36
23.27
15.87
10.93
8.38

16.85
8.69

14.23
17.62
17.62
5.59

12.55

위와 같이 우수유출량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값들과 표준

저류시간을 설정한 후에 식 (3)을 사용하여 각 침수위험지역

의 총 우수 유출량의 계산하였다.
저류시설의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데이터는 서울시에서 진

행되었던 신월 대심도 사업의 사업계획성에서 일부 차용하였

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는 직접 토목업체인 ‘에이스 건

설’에 문의하여 자료를 얻어 사용하였다(http://www.aceconst. 
co.kr/). 좀 더 현실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토질을 고려하였다(지반 정보시스템, soil.seoul.go.kr). 
<Table 4>는 토질에 따른 저류시설의 설치비용을 나타낸다.

Table 4. Installation Costs for Different Earth Compositions

Alluvium Rock Layer

Fixed cost
F(million/100㎥)

0.3 1.25

Variable cost
H(million/㎥)

0.033953 0.31690

마지막으로 침수위험지역간 강우량 상관계수()는 일반적

으로 사용하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2) 류시설 설치 최 화 결과

저류시설 설치 최적화의 결과는 같이 할당된 침수위험지역

의 강유량 상관계수를 얼마만큼 고려하는냐에 따라 달라진

다. 강우량의 상관계수를 크게 고려하면 저류시설에 유입되

는 총 우수량의 변동성이 작아져 저류시설의 안정성이 높아

질 것이다. 반면에 강우량의 상관계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

면 저류시설의 총 설치비용이 가장 작은 결과를 낼 것으로 기

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강우량 상관계수를 고려하는 정도를 나타내

는 파라미터 를 1부터 10까지 바꿔가면서 실험을 진행하였

다(<Table 5> 참조). 먼저 파라미터 값의 변화에 따른 설치비

용의 변화를 보면, 유입 지역간의 강우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즉 값이 0일 때와 10까지 증가시켰을 때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설치비용은 약 5억이 증가하며 이때 저류시설의 

개수는 10개에서 17개로 증가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저
류시설의 개수가 많이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설치비용이 

0.3%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은 고정비보다 변동비의 증가하는 

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파라미터 값에 따른 저류시설의 안정성의 변화

를 정량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사용하였

다. 먼저 설치된 침수위험지역에 대응시킬 강수량 데이터를 

국가기후데이터센터(http://sts.kma.go.kr)에서 추출하였다. 각 

침수위험지역의 연간 상위 3개의 강수량 평균 18년치를 계산

하고 정규성 검정(Shapiro-Wilk Test)을 진행하였다. 정규성 검

정의 p-value가 기각역인 0.05보다 큰 값이 나와 귀무가설을 기

각할 수 없게 되어 강수량은 정규성을 지닌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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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anges of Total Costs and Overflow Risks for Different Values of  

Figure 3. Browsing of Candidate Locations for Underground Water Reservoirs

다음으로 같은 저류시설에 할당된 모든 침수위험지역의 결합 

확률(joint probability)을 계산하여 저류시설의 용량 대비 총 우

수유입량이 커질 확률을 계산하였다. 이때 각 지역의 우수유

출량은 강수량에 비례한다고 가정하였다. 
<Table 6>~<Table 7>은 파라미터 값이 1과 10일 때 각각의 

저류시설의 과용량 확률을 보여준다. 값이 1인 경우와 10인 

경우 모든 저류조의 범람 확률을 계산해본 결과 위험성은 평

균 15.9%에서 12.55%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Figure 2>
는 값에 따른 비용과 위험성의 변화 그래프이다. 값이 증가

함에 따라 비용의 증가하나 그 증가폭은 작은 반면(0.3% 증가)
에 저류시설의 범람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

(3.35%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빗물저

류시설의 설치를 고려할 때, 지역간의 강우 상관계수를 고려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시설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4. 침수지역 예측 및 저류시설 설치 최적화를 위한 
전문가 시스템

본 장은 도출된 결과를 통해 침수 전문가가 빗물저류시설 설

치를 고려하거나 도시계획 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하

는 전문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다.

4.1 침수위험지역과 저류시설 설치 후보지 조회

침수위험지역과 저류시설의 설치 후보지인 빗물펌프장을 

지도상에 마커로 표시하고, 사용자가 지도상의 마커를 클릭하

였을 경우 각 해당 침수위험지역과 빗물펌프장의 정보를 오른

쪽 메뉴에서 볼 수 있으며 전체 목록에서 침수위험지역이나 

빗물펌프장의 이름을 클릭할 경우 지도가 해당 마커의 위치로 

움직이게 된다. 구현 화면은 아래 <Figur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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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Browsing of Flood Risk of Selected Year 

Figure 5. Display of Features Determining Flood Risk

4.2 연도별 침수위험지역 조회

<Figure 4>는 연도별 침수위험확률을 조회하는 화면이다.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각 연도 버튼을 클릭하면 동별 침수

확률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왼쪽 지도에서 전체 동의 침수 확률

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4.3 침수위험 요소 조회

각 지역의 침수위험 확률은 제 3장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요소

에 의해 결정된다. <Figure 5>는 침수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들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각 요소의 버튼을 클릭하면 동별 요소 

데이터 수치가 색깔 범주형으로 나타나고 하단의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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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What-if Analysis

Figure 7. Optimizing Locations of Underground Water Reservoirs

4.4 What-if 분석

What-if 분석은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침수위험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 지역의 침수에 영향

을 끼치는 각 요소데이터들을 사용자가 스크롤을 이용하여 수

치를 조정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침수위험확률이 수리모델에 

의해 계산되어 나타나며 왼쪽 지도에서 위험확률에 따른 색깔 

범주로 쉽게 알아 볼 수 있다(<Figure 6> 참조). 

4.5 최적해 찾기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선정된 침수위험지역을 빗물의 유입

지역으로 선정하고 최적해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 2장에서 

제시한 수리모델에 의하여 최적의 저류시설 설치 갯수와 전체 

비용이 오른쪽에 나타난다. <Figure 7>은 저류시설의 위치와 

각 저류시설에 할당해야 하는 침수위험지역을 지도상에 표시

해주는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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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 저류시설 설계 문제를 

다루었다. 저류시설은 침수위험지역과 지하 파이프로 연결되

어 침수위험지역의 우수를 저장하여 홍수와 침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먼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해 침수

위험지역을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기존 침수 연구에서 

주로 고려하는 자연적인 요소 외에도 시설적인 요소 등이 침

수위험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하였다. 저류시

설에 침수위험지역을 효과적으로 할당하기 위한 수리모형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같은 저류장치에 할당되는 침수위험지역

간의 강우상관계수를 고려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
리고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 연구를 통해 제시된 알고

리즘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전문가 

시스템은 향후 예상되는 기상변화에 대해 침수 피해를 방지하

고 물 재이용을 통해 물 부족 현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

된다. 
지하 저류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하 저류시설에 저장

된 우수를 관리할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저류시설은 서로 펌

프를 이용하여 연결되어야 하며 펌프는 저장된 우수를 이동시

키거나 분배하여야 한다. 이 때 펌프를 작동하는데 필요한 에

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수가 이동하는 파이

프의 설계와 벨브의 설치 위치, 펌프의 작동 스케쥴 등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존에 상수도 관리 문제

(Water Network Management problem)와 유사한 면이 있다. 상
수도 관리 문제의 연구 방법을 우수 저장장치 네트워크에 어

떻게 도입하고 적용할 것인지는 추후연구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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