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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M 모형과 로지스틱 회귀를 통한 도시 침수 범위의 예측

김현일*ㆍ한건연**ㆍ이재영***

Kim, Hyun Il*, Han, Kun Yeun**, Lee, Jae Yeong***

Prediction of Urban Flood Extent by LSTM Model and Logistic 

Regression

ABSTRACT

Because of climate change, the occurrence of localized and heavy rainfall is increasing. It is important to predict floods in urban areas 

that have suffered inundation in the past. For flood prediction, not only numerical analysis models but also machine learning–based 

models can be applied. The LSTM (Long Short-Term Memory) neural network used in this study is appropriate for sequence data, but 

it demands a lot of data. However, rainfall that causes flooding does not appear every year in a single urban basin, meaning it is difficult 

to collect enough data for deep learning. Therefore, in addition to the rainfall observed in the study area, the observed rainfall in another 

urban basin was applied in the predictive model. The LSTM neural network was used for predicting the total overflow, and the result 

of the SWMM (Storm Water Management Model) was applied as target data. The prediction of the inundation map was performed by 

using logistic regression;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the total overflow and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presence or absence of 

flooding in each grid. The dependent variable of logistic regression was collected through the simulation results of a two-dimensional 

flood model. The input data of the two-dimensional flood model were the overflow at each manhole calculated by the SWMM. 

According to the LSTM neural network parameters, the prediction results of total overflow were compared. Four predictive models were 

used in this study depending on the parameter of the LSTM. The average RMSE (Root Mean Square Error) for verification and testing 

was 1.4279 , 1.0079  for the four LSTM models. The minimum RMSE of the verification and testing was calculated as 1.1655 

 and 0.8797 . It was confirmed that the total overflow can be predicted similarly to the SWMM simulation results. The 

prediction of inundation extent was performed by linking the logistic regression with the results of the LSTM neural network, and the 

maximum area fitness was 97.33 % when more than 0.5  depth was considered. The methodology presented in this study would be 

helpful in improving urban flood response based on deep learning methodology.

Key words : Flood prediction, Urban runoff analysis, LSTM model, Logistic regression

초 록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및 집중호우에 대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과거에 침수피해를 입은 도시 유역에 대하여 실제 호우에 대

한 침수 양상을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수치해석 기반 프로그램과 함께 기계학습을 이용한 홍수 분석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 적용한 LSTM 신경망은 일련의 자료를 분석하는데 유용하지만, 딥 러닝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자료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단

일 도시유역에 홍수를 일으킬 강우가 매년 일어나지 않기에 많은 홍수 자료를 수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 유역에서 

관측되는 강우 외에 전국 단위의 실제 호우를 예측 모형에 반영하였다. LSTM (Long Short-Term Memory) 신경망은 강우에 대한 총 월류량을

수공학Water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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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기후 변화의 영향과 함께 도시 지역에 대한 불규칙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도시화가 진행되고 복잡한 배수 

체계를 가진 도시유역에 대해 침수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 

도시 홍수는 재산 및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침수의 

양상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도시 홍수해석을 위해 수치해석 기반 

모형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정교한 모의 결과를 제공하였다. 다만 

수치해석 기반 모형의 경우, 매개변수의 조정, 자료의 수집, 입출력 

자료에 대한 전·후처리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근래에는 기계학습을 이용한 자료기반 홍수 해석 모형에 

대하여 연구되어 왔으며, 홍수 해석에 대한 결과를 보다 빨리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Mosavi et al., 2018).

기계학습의 범주에 포함되는 딥 러닝은 일반적인 신경망 보다 

깊은 학습이 가능하며, 비선형을 가진 자료에 대해서도 적절한 

분석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Shen(2018)에 따르면, 수자원 및 

수문분야에 대한 딥 러닝 기법의 적용은 점차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과학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자원 분야에서도 우수한 

예측 및 분석결과를 도출해낼 것으로 보인다. Hu et al.(2018)은 

강우-유출 시뮬레이션을 위해 LSTM (Long Short-Term Memory) 

신경망을 사용하였으며, 86개의 강우-유출 패턴 자료를 이용하였

다. 이에 대한 결과를 일반적은 ANN (Artificial Neural Network)

모델과 비교하여 LSTM 신경망의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다양한 기계학습이 수문자료 예측에 이용되고 있으나, 딥 러닝을 

이용한 도시 배수분구 단위 홍수 사상을 예측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 유역의 홍수는 하천과 같이 연속적인 유량 

및 홍수량 분석이 어려우며, 단일 도시 유역에 대한 실제 월류량 

자료와 이를 유발한 관측 강우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아직까지 

침수 이력이 있는 도시 지역에 대한 지표 침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부족하며, 배수관망 내에 흐름을 통해 월류되는 홍수량

을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도시유역에 대한 

강우-유출 양상 파악에 더욱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 침수를 야기한 다양한 관측강우 사상을 

조사하였으며, 관측 강우 자료 기반 1차원 도시유출해석과 2차원 

침수해석을 실시하여 홍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는 단일 

도시 유역에서 침수를 일으키는 실제 강우자료에 대한 부족함을 

보완해주고, 다양한 자료 패턴을 필요로 하는 딥 러닝 기법의 적용가

능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관측 강우사상은 

LSTM 모형의 입력 자료로서 사용하고 1차원 도시유출해석 결과는 

목표값으로 사용되었다. 2차원 침수 해석 결과는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종속 변수로서 적용되어 LSTM으로부터 예측 된 총 월류량

이 입력 될 시에 침수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시된 

방법론을 통해 LSTM 모형 기반 총 월류량 곡선을 도시유역에서 

적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예측 되는 침수 범위를 통해 도시 

홍수 대응체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대한 흐름도는 Fig. 1과 같다.

2. 연구 방법

2.1 실제 호우 자료의 수집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단위(인천, 천안, 충주, 부산, 울산, 창원) 

도시에 대하여 침수피해를 야기한 지속시간 6시간 강우를 ASOS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와 AWS (Automatic 

Weather System)의 관측 자료를 기상청(Korea Meteorological 

예측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목표값으로 SWMM (Storm Water Management Model)의 유출 모의 결과를 사용하였다. 침수 범위 예측을 

위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를 사용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독립 변수는 총 월류량이며 종속 변수는 격자 별 침수 발생 유무이다. 침수 범위 

자료는 SWMM의 유출 결과를 바탕으로 수행된 2차원 침수해석 모의 결과를 통해 수집하였다. LSTM의 매개변수 조건에 따라 총 월류량 예측 

결과를 비교하였다. 매개변수 설정에 따른 4가지의 LSTM 모형을 사용하였는데, 검증과 테스트 단계에 대한 평균 RMSE (Root Mean Square 

Error)는 1.4279 , 1.0079 으로 산정되었다. 최소 RMSE는 검증과 테스트에 대하여 각각 1.1656 , 0.8797 으로 산정되었

으며, SWMM모의 결과를 적절히 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LSTM 신경망의 결과와 로지스틱 회귀를 연계하여 침수 범위 예측을 수행하

였으며, 침수심 0.5m 이상을 고려하였을 때에 최대 침수면적 적합도가 97.33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론은 딥 러닝에 기반하

여 도시 홍수 대응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검색어 : 도시 홍수 분석, 침수 예측, LSTM 모형, 로지스틱 회귀 

Fig. 1. Flowchart fo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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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 KMA, 2020) 웹사이트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2009~2017년도에 걸친 실제 호우를 조사하였으며, 총 70여개의 

강우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강우량(mm)은 최소 7.5 mm에서 최대 

284.4 mm까지 나타났으며, 다양한 강수 패턴을 LSTM 모형에 학습

하고자 하였다. 침수를 유발한 과거 관측 강우를 다수 수집함으로써 

연구 대상 지역 내에 부족한 침수 사상을 보완하였다. Table 1에 

본 연구에서 적용한 강우 관측소의 이름, 관측소코드, 관측날짜, 

강우량을 제시하였으며, LSTM 모형에 적용하기 위한 학습, 검증, 

테스트 자료에 따라 구분하였다. LSTM 모형의 훈련 자료는 총 

40개의 강우 사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증 자료는 20개의 강우 

사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테스트 자료의 경우 총 10개의 강우 

사상이 사용되었다. 각 강우사상은 10분 단위 자료이며, 지속시간 

Table 1. Observed Rainfall Data

Rainfall Stations Observed Date Total Rainfall ()

Training 

Data

(40 Events)

Seoul (108) ASOS 2010/09/21, 2011/07/27 267.5, 116.5

Gangnam (400) AWS 2010/09/21 253.5

Gwanak Mountain (116) Weatehr Radar 2010/09/21, 2011/07/27 110.0, 184.5

Seocho (401) AWS 2010/09/21 258.0

Gangdong (402) AWS 2010/09/21 275.5

Songpa (403) AWS 2010/09/21, 2011/07/27 252.0, 194.5

Gangseo (404) AWS 2010/09/21, 2011/07/27 70.0, 178.5

Yangcheon (405) AWS 2010/09/21, 2011/07/27 52.0, 180.5

Dobong (406) AWS 2010/09/21 166.5

Nowon (407) AWS 2010/09/21, 2011/07/27 57.5, 88.5

Dongdaemun (408) AWS 2010/09/21, 2011/07/27 232.5, 127.5

Jungrang (409) AWS 2010/09/21, 2011/07/27 267.5, 112.0

KMA (410) AWS 2010/09/21 251.5

Mapo (411) AWS 2010/09/21, 2011/07/27 241.5, 177.5

Seodaemun (412) AWS 2010/09/21, 2011/07/27 154.5, 121.5

Gwangjin (413) AWS 2010/09/21, 2011/07/27 249.0, 117.0

Seongbuk (414) AWS 2010/09/21, 2011/07/27 160.0, 106.5

Yongsan (415) AWS 2010/09/21, 2011/07/27 180.0, 136.5

Eunpyeong (416) AWS 2010/09/21, 2011/07/27 238.5, 25.5

Geumcheon (417) AWS 2010/09/21 160.0

Hangang (418) AWS 2010/09/21 240.5

Seongdong (421) AWS 2010/09/21 216.5

Gwanak (509) AWS 2010/09/21 91.0

Yeongdeungpo (510) AWS 2010/09/21 260.0

Gwacheon (590) AWS 2010/09/21 63.5

Validation 

Data

(20 Events)

Geumcheon (417) AWS 2011/07/27 47.0

Bukak Mountain (422) AWS 2011/07/27 125.0

Gangbuk (424) AWS 2010/09/21, 2011/07/27 119.5, 81.0

Namhyeon (425) AWS 2011/07/27 248.0

Gwanak (509) AWS 2011/07/27 245.0

Yeongdeungpo (510) AWS 2011/07/27 181.0

Gwacheon (590) AWS 2011/07/27 140.0

Incheon (112) ASOS 2017/07/23 69.3

Cheonan (232) ASOS 2017/07/16 223.6

Chungju (127) ASOS 2017/07/16 284.4

Busan (159) ASOS
2009/07/16, 2011/07/27,

2012/07/15, 2014/08/25,  2017/09/11
243.0, 229.5, 114.0, 91.0, 254.1,

Ulsan (152) ASOS 2016/10/05, 2017/09/11 91.2

Changwon (155) ASOS 2014/08/25, 2016/10/05 209.5, 116.7

Test Data

(10 Events)

Gangnam (400) AWS 2011/07/27, 2012/08/15, 2013/07/22 184.5,131.5, 140.5

Seocho (401) AWS 2011/07/27, 2012/08/15, 2013/07/22 201.0,129.5, 128.0

Gangdong (402) AWS 2011/07/27 111.5

KMA (410) AWS 2011/07/27 164.5

Hangang (418) AWS 2011/07/27 150.0

Seongdong (421) AWS 2011/07/27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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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이므로 360개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 훈련을 위한 자료는 

20개 관측강우 사상이므로 총 14,400개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예측 모형의 검증을 위해 테스트 자료 중 

2011년 7월 27일에 강남(400) AWS에서 관측된 강우 사상에 

대한 총 월류량과 침수 범위를 예측하고 이를 수치해석 기반 홍수 

모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2.2 1-2차원 홍수분석

1차원 도시유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한 SWMM 

모형은 도시 및 비도시지역에 대하여 널리 사용되는 1차원 유출해석 

모형이다(Rai et al., 2017). 앞서 조사한 관측 강우에 따른 유출량을 

EPA-SWMM (EPA’s Storm Water Management Model, 5.1 

version)을 통하여 산출하였으며, 외수의 영향은 서울특별시 풍수

해저감종합계획(Seoul Metropolitan City, 2015)을 참조하여 적용

하였다. SWMM 모형의 실행블록 중 Runoff와 Extran을 활용하였

으며, Runoff 블록은 강우사상 기반의 초기연산이 수행되는 블록으

로써 배수유역 내의 유출현상, 맨홀에 대한 유입수문곡선을 계산한

다. Extran블록의 경우 Runoff 블록의 출력자료를 활용하여 배수관

망 시스템의 유량과 수심을 구하기 위해 사용되며, 계산 시간별 

배수관망 내의 유량 및 수위를 통해 관내의 역류현상, 월류량 

해석이 가능하다(Park et al., 2019). 연구 대상지역에서 다양한 

강우 사상에 따른 월류량 해석을 위하여 Eqs. (1) and (2)에 나타난 

Saint-Venant의 연속방적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활용하였다. Q는 

유출량(), 는 소유역의 폭(), 은 Manning의 조도계수, 

는 수심(), 는 지면저류 손실수심(), 는 소유역 경사를 

의미하며, 는 소유역의 지표흐름 단면적(), 는 지표흐름 

속도()를 나타낸다.

  ×














(1)









 







 (2)

침수 범위에 대한 분석을 위한 2차원 홍수 해석은 유한차분기법

을 기반으로 하는 수리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적용한 FLO-2D 

모형은 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미국 

연방재난관리청)가 승인한 하천흐름과 홍수해석을 위한 수리모형

으로 유한차분법을 이용한다(Risi et al., 2015). 2차원 수리학적 

침수해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각 강우조건에 따른 최대 침수 지도를 

생성하였으며, 결과는 로지스틱 회귀의 종속 변수로서 사용된다. 

홍수파 해석을 위한 2차원 격자의 크기는 5   정방형으로 하였으며, 

Eqs. (3) and (4)를 이용하여 합성 조도계수를 0.025로 산정 및 

적용하였다. 은 합성조도계수, 는 저면조도계수, 은 건폐율

(%), 은 0.06(농지), 는 0.047(도로), 는 0.05(기타), 은 

농지면적, 는 도로면적, 는 기타토지 이용면적, 는 수심이다

(Moore, 2011; Son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전국단위로 

조사된 70개의 강우 사상에 대하여 SWMM 모의와 2차원 홍수해석

을 실시하였다. 1-2차원 해석 결과는 RNN과 로지스틱회귀의 입력 

자료로서 사용되었다.

 
×



× (3)


 








(4)

2.3 RNN과 LSTM

RNN은 과거에 입력된 데이터와 나중에 입력된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신경망이며, 연속적인 배열을 가진 자료에 

대한 분석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RNN은 일반적인 신경망과 

같이 back propag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훈련되며, 신경망에 

대한 학습을 시작한 뒤에 경사 하강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신경망과 달리 순환형 학습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입력되는 데이터

를 계층에 따라 순환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정보를 기억하는 동시에 최신 데이터로 갱신 할 수 있다. RNN의 

순환구조는 Fig. 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 ..., , 

은 RNN에 입력되는 데이터를 나타내며, 출력값은 , , ...,

 , 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는 각 벡터에 대한 시간 또는 

순서를 나타낸다. Fig. 2에서 은 신경망의 각 독립적인 RNN 

층을 나타낸다.

Fig. 2와 같이 각 RNN 층은 그 층으로의 입력과 1개의 전 

RNN 층으로부터의 출력을 받는다. 이 두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 

시간 또는 순서의 출력을 계산하는데, 이때에 이용되는 수식은 

Eq. (5)와 같다.

     (5)

Eq. (5)에서 볼 수 있듯이, RNN의 가중치는 2개가 있다. 하나는 

입력 를 출력 로 변환하기 위한 가중치 가 있으며, 다른 

Fig. 2. Structure of R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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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1개의 RNN 출력을 다음 순서의 출력으로 변환하기 위한 

  가중치가 있다. 활성화 함수에 대한 는 편향을 나타낸다.

LSTM은 시계열 데이터에서 직접 학습하는 Fig. 2와 같은 RNN 

신경망의 일종이다(Le et al., 2019). LSTM은 입력 자료에 대한 

정보 상태를 보존 여부에 따라 학습이 가능한 기법이다. 일반적인 

RNN은 전 시간에 대한 은닉층의 학습결과에 대해서만 업데이트하

는 단점이 있다. Fig. 2와 같은 RNN의 일종이지만 입력 자료에 

대한 정보를 더욱 장기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Fig. 3(b)와 같이 

은닉층에 셀 상태(cell state)구조를 추가한 것이 LSTM 모델이다. 

Fig. 3(b)에서 어떤 정보를 버릴 것인가에 대한 계산은 ‘forget 

gate’()을 통해 수행되며, 이전 단계의 과 현재 단계의 를 

sigmoid 함수에 적용하여 0과 1사이의 값을 산정한다. 이를 현재 

상태와 곱해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정보를 유지할지 제거할지 

결정한다.

 ×      (6)

다음으로 앞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데이터 중 어떤 것을 셀 상태에 

저장할 것인지를 정한다. ‘input gate’()라고 불리는 시그모이드 

함수가 어떤 데이터를 업데이트할지 정하게 된다. hyperbolic 

tangent 함수를 통해 새로운 후보 값들인  벡터를 만들게 되고, 

값과 조합하여 Cell State에 더한다.

  ×       (7)

  

×     


 (8)

과거 상태인 을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상태 를 만들기 

위하여, Eqs. (6)~(8) 결과들을 이용한다. Eq. (9)을 통하여 현재 

단계에 대한 정보 상태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최종적인 결과는 

‘output gate’()를 통해 수행될 수 있으며, 셀 상태의 어느 부분을 

도출할지 결정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Eq. (10)을 이용하

며, 여기서 는 의 편향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Eq. (11)를 

통하여 현재 셀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를 수행한다.

  ××
 (9)

 ×      (10)

  × (11)

2.4 로지스틱 회귀

로지스틱 회귀는 비율, 비례적 또는 범주형 자료에 대한 회귀 

추정을 실시하는 간단한 기계학습의 일종이다. 더욱 발전된 분류와 

회귀 기법에 비하면 매우 간단한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범주형 

자료에 대하여 확률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즉, 종속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진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어떤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수자원 및 홍수위험 분석에 적용된 사례가 

있다. Pradhan(2009)은 과거 몬순 강우에 의한 홍수피해를 입은 

연구대상 지역에 대한 정량적인 홍수 위험등급의 추정치를 제시하

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를 사용하였다. 이를 위한 독립변수로서 

경사도, 곡률, 강우, 배수 및 고도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Ozdemir(2011)은 다양한 GIS 기반 자료를 이용하여 

지하수 존재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도를 생성하였다. 이를 

통해 4단계의 지하수 존재의 가능성 등급을 분류 할 수 있었으며, 

지하수 원천에 대한 예측 정확도 90 %이상을 달성할 수 있었다. 

Nandi et al.(2016)은 주성분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를 이용하여 

홍수 위험 맵핑을 시도하였다. 흐름누적 값을 포함한 다양한 인자에 

대한 다기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홍수 사상에 대한 분류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여 적합한 결과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로지스틱 회귀는 독립변수인 1차원 도시유출해석 

결과에 따른 종속변수인 침수 유무를 예측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a) Simple RNN Structure

(b) LSTM Structure

Fig. 3. Structure of RNN and L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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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원 도시유출해석 결과는 70개의 관측 강우사상에 대한 SWMM 

모의를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종속변수인 대상지역에 대한 침수 

유무에 대한 자료는 1-2차원 연계해석 결과, 침수흔적도, 풍수해저

감종합계획 보고서를 통해 수집을 하였다. 는 침수가 발생할 

확률을 나타내며, 예측된 값은 0부터 1사이의 값을 나타내게 

된다. 강우조건 별 침수발생 확률 에 대한 오즈비(odds ratio)는 

Eq. (12)과 같다. 

   

  (12)

로지스틱 회귀는 오즈비 또는 각 분류항목에 대한 확률의 자연로

그 값은 입력되는 독립변수에 선형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가정한

다. 회귀의 매개변수는 최우도법 등을 통해 산정이 되며, 오즈비의 

로그 값인 로짓(logit)함수는 0과 1사이에 구속 된 변수를 연속 

된 무한의 변수로 변환시켜 준다. 로짓함수는 독립변수들의 선형 

함수를 통해 정의 되며 Eq. (13)와 같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강우 조건에 따라 침수 발생 확률은 Eq. (14)를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Gardner and Vogel, 2005). 의 값으로서 강우 사상에 

따른 총 월류량이 입력되게 된다.

  log

    (13)

 



 


 

(14)

여기서, 는 로짓함수와 함께 산정되는 침수의 발생확률을 나타낸

다. 는 상수항을 나타내며, 는 기울기 벡터값과 독립변수를 

나타낸다. 

3. 연구 대상 지역과 모형의 검증

연구 대상지역으로서 삼성1, 삼성2 배수분구를 포함하는 서울시 

삼성동 일대로 선정하였으며, Fig. 4에 배수분구 경계와 배수 관망

과 맨홀이 나타나 있다. 나타난 배수관망과 맨홀 정보는 SWMM의 

배수 관망 입력 자료로 사용되었다. 도시 지표에 내린 우수는 관망을 

통해 최종적으로 탄천으로 우수가 배수되는 연결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대상지역은 2001년, 2010년 9월 21일 그리고 2011년 

7월 27일에 집중호우에 따른 극심한 침수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상대적으로 저지대 이며, 복잡한 배수체계 그리고 관내 흐름 

한도를 초과하는 우수유입을 통하여 내수침수가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Seoul Metropolitan City, 2015). 하수관거의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발생한다면, 두 구간에 대해서 내수침수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Fig. 4(a)와 같이 2010년 침수흔적도

에 따르면 삼성역에서 선릉역 구간의 도로에 따라 내수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SWMM 기반 1차원 도시유출해석 결과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맨홀 지점 별 월류량을 이용한 2차원 침수해석을 실시하고 

이를 내수침수위험지구, 침수흔적도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SWMM

모형 결과의 적절성 검증을 위한 2차원 모형은 FLO-2D를 이용하였

다. Fig. 4와 같이 2010년 침수흔적도와 2010년 9월 21일의 관측 

강우 기반 2차원 홍수해석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에, 선릉역 및 

(a) Floodmark in 2010

(b) Flood Simulation (FLO-2D)

Fig. 4. Comparison of Floodmark and Simulation Result (Samseo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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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로 일대의 침수양상이 대부분 유사하게 나타났다. 침수흔적

도 내에 발생한 격자 중, 침수가 발생한 격자의 비율은 75.82 %로 

나타났다. 또한 삼성역에서 선릉역 까지의 전체 침수심에서 침수흔

적도 내에 발생한 침수격자 개수의 비율은 67 %으로 나타났다. 

침수흔적도가 0.3 m이상일 경우 작성하는 것과, Fig. 4(b)는 건물과 

도로를 반영하여 지표흐름 해석 결과를 통한 침수심을 나타내는 

것임을 고려하면 2차원 홍수해석 과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릉과 정릉’의 일부 저지대 부분에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모의가 

되었는데, 해당 관리소(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20)에 문의 결과 2010, 2011년도에 실제로 

침수가 발생한 지역임을 확인하였다.

4. LSTM 기반 총 월류량 예측

4.1 입력 자료 및 매개변수 검토

LSTM 모형을 구축할 때에 전국 주요 관측 강우 사상은 입력 

자료, SWMM의 총 월류량 결과를 목표값 자료로서 사용하였다. 

총 월류량 결과는 조사 된 전국단위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삼성 

배수분구에 대한 1차원 도시유출 해석을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총 70개의 강우-총 월류량 세트 중 40개 사상은 훈련, 20개 사상은 

검증, 10개 사상은 테스트 자료로서 사용되었다. 관측 강우 사상들

과 SWMM의 총 월류량 모의 결과들은 Figs. 5 and 6과 같이 

하나의 일련(Sequence) 자료 형태로 합성 되었다. LSTM의 과적합

을 피하기 위하여 드롭아웃(Dropout)기능을 사용하였으며, 드롭아

웃은 딥 러닝의 학습 시에 과적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드 

중 일부를 제거하는 학습기법이다. 드롭아웃의 비율, 노드의 수, LSTM 

층의 개수에 따라 예측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Table 2와 같이 

매개변수에 따라 4개의 LSTM 모형을 구축하였다.

4.2 모형의 구축 및 예측결과

Table 3에는 LSTM 모형의 훈련, 검증, 테스트 결과를 나타내었

으며, 2011년 7월 27일 강우 사상에 대한 총 월류량 예측 결과를 

Fig. 5. Sequence of Rainfall Data (Input for LSTM)

Fig. 6. Sequence of Total Overflow Data (Target for LSTM)

Table 2. LSTM Model and Parameter

Parameter LSTM 1 LSTM 2 LSTM 3 LSTM 4

Loss Function Mean Squared Error

Optimizer Adam

Dropout 0.3 0.5 0.3 0.3

Number of Nodes 32 32 32 64

Number of LSTM Layers 3 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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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MM 모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예측 대상의 강우 사상에 대한 

총 월류량 모의결과와 예측결과는 Fig. 7에 나타내었다. 비교를 

위한 오차 분석법은 평균제곱근편차(Root Mean Sqaure Error, 

RMSE)와 Nash-Sutcliffe 효율계수(Nash-Sutcliffe Efficiency 

Coefficient, NSEC)를 사용하였다. 전반적으로 LSTM2 모형의 

학습, 검증, 테스트 결과의 평균제곱근편차가 낮고 높은 효율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예측 대상인 2011년 7월 27일 

사상에 대해서는 LSTM1 모형에서 가장 SWMM 모의 결과와 

근접한 예측결과를 나타내었다. 반면 LSTM3 모형에서 SWMM 

모의 결과와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학습 결과 또한 다른 

모형보다 좋지않은 결과를 산출하였다.

Table 3. Result of LSTM Prediction

Results for LSTM 1 LSTM 2 LSTM 3 LSTM 4

Training
RMSE 0.8982 0.8225 1.2018 0.8043

NSEC 0.9842 0.9867 0.9716 0.9873

Validation
RMSE 1.4756 1.1656 1.6997 1.3709

NSEC 0.9744 0.9840 0.9659 0.9778

Testing
RMSE 0.9285 0.8797 1.2996 0.9240

NSEC 0.9719 0.9748 0.9450 0.9722

Total Accumulated Overflow
(2011/07/27 Rainfall Event)

144.7 (, SWMM) 147.26 147.92 159.17 137.43

(a) LSTM 1 (b) LSTM 2

(c) LSTM 3 (d) LSTM 4

Fig. 7. Comparison of LSTM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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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침수 범위 예측

5.1 로지스틱 회귀의 학습

본 연구에서는 2011년 7월 27일에 대한 총 월류량에 대한 예측뿐

만 아니라, 침수심 0, 0.2, 0.5 m 이상에 대한 침수범위를 각각 예측하였

다. 예측을 위한 침수심 기준은 서울안전누리(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20)에서 제공되는 침수예상도의 범례를 참조하였

다. 침수 범위 예측을 위하여 로지스틱회귀를 이용하였으며, 독립변

수는 총 월류량, 종속변수는 격자 별 침수의 발생 유무로 선정하였

다. 침수의 발생 유무 자료는 삼성 배수분구에 대한 2차원 홍수해석 

모의 결과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이에 대한 정보는 예측 검증의 

대상이 되는 2011년 7월 27일 강남 AWS 관측 강우사상을 제외한 

69개의 실측 강우 사상의 2차원 모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총 월류량

은 SWMM 모의를 통해 산정된 값을 사용하였다. 주어진 총 월류량

에 대하여 특정 격자에 침수가 발생하면 1, 발생하지 않는다면 

0으로 지정하였다. 침수가 발생하는 주요 침수 격자에 대해서 로지스

틱회귀를 적용하였으며, MATLAB 기반 행렬연산을 통해 빠르게 

침수범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236651개의 

격자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69개의 강우 사상에 대하여 30번

의 침수가 발생한 66708번째 격자에 대한 회귀 결과는 Fig. 8과 

같다. 대상지역에 대한 침수 범위를 예측하기 위해 모든 격자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로지스틱회귀 곡선을 작성하였으며, 총 월류

량이 각각 곡선에 입력되고 그 확률이 50 % (0.5)을 넘었을 때에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Fig. 8. Application of Logistic Regression for Total Overflow-Inundation Data

(a) Simulation Result (SWMM & FLO-2D) (b) Prediction Result (LSTM & Logistic Regression)

Fig. 9. Comparison of Inundation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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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예측결과 및 비교

2011년 7월 27일 강우에 대한 총 월류량 SWMM 모의 결과와 

가장 근접하게 예측한 LSTM1의 결과를 로지스틱회귀에 입력하여 

침수범위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침수심 0.0, 0.2, 0.5 m 이상에 

대한 침수범위를 SWMM 결과를 이용한 2차원 해석결과의 침수범

위와 비교하였다. 1-2차원 모의와 LSTM 모형과 로지스틱회귀의 

연계를 통한 예측결과는 Fig. 9와 같다. 침수 범위 예측결과의 

검증을 위해 모의 결과에 대한 침수면적적합도를 산정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Eq. (15)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는 홍수 

해석모의를 통해 침수가 발생한 격자를 나타내며, 
는 

예측된 침수 격자를 나타낸다. 모의 및 예측된 총 침수 격자의 

수에서 공통적으로 침수가 발생되는 격자의 수 비율을 산정함으로

써 침수면적적합도를 산정하였다. 침수심 0.0~0.2 m, 0.2~0.5 m, 

0.5 m 이상에 대한 침수면적적합도는 각각 91.06 %, 82.39 %, 

97.33 %으로 나타났다.

 



∪







∩



× (15)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배수체계를 가진 도시유역에 대하여, 

총 월류량을 나타내는 유출 곡선과 침수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LSTM 모형과 로지스틱회

귀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강우 사상은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단위의 

강우사상을 적용하였다. 주어진 70개의 관측 강우 사상만으로도 

LSTM은 충분한 학습을 수행하였으며, LSTM 매개변수에 따른 

예측 결과를 비교할 수 있었다. 홍수 예측은 강남 AWS에서 2011년 

7월 27일에 관측된 강우 사상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며, 1-2차원 

홍수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1차원, 2차원 결과에 대하여 모두 

적합한 예측 결과를 나타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단위의 관측 강우를 사용함으로써, 

단일 도시 배수분구에서 부족한 홍수 양상을 적용할 수 있었

다. 비록 인접 지구 또는 다른 지역의 관측 강우를 차용하여 

사용하는 것이지만, 기계학습 기반 홍수예측 모형을 위한 

충분한 입력 자료를 구축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습 단계에 대해서는 주로 서울시 관측 강우를 사용하고, 

검증 단계에서는 서울시 외 타지역에 대한 강우를 포함하였

다. 적용된 LSTM 모형은 서울시 관측 강우에 대하여 학습하

였기에 Table 3에서 상대적으로 검증 단계의 오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2) LSTM을 이용한 총 월류량 예측 결과는 SWMM을 통한 1차원 

모의결과와 비교하였다. LSTM의 주요 매개변수에 따라 예측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드랍아웃 비율을 0.3, 노드의 수를 32개, 

LSTM 층의 수는 3개를 사용했을 때에 SWMM의 2011년 

7월 27일(강남 AWS) 강우 사상에 대한 모의 결과와 근접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매개변수 변화에 따른 LSTM의 예측력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도시 유역에 대한 유출 예측뿐만 아니라 

추후 수문분야에 대한 LSTM의 적용 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대상 지역에 대한 2차원 격자의 총 월류량에 따른 침수 발생 

양상을 파악한 후, 이를 격자 별로 로지스틱회귀에 학습하였다. 

LSTM에 의해 예측된 총 월류량을 기반으로 침수심 0.0~0.2 m, 

0.2~0.5 m, 0.5 m 이상의 침수심에 대한 범람 범위를 예측하였

다. 예측의 검증을 위해 침수면적적합도를 산정하였는데, 0.5 

m이상의 침수 범위에 대해서 97.33 %의 침수면적적합도가 

산정되었다. 수치해석 기반 홍수 모형의 경우 1차원 해석 시 

14분, 2차원 침수해석 시 50분이 소요되었다. 제시된 방법론은 

2차원 침수 범위 예측까지 3초 이내로 산정되어, 실시간으로 

수재해 대응을 위한 유용한 방법론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침수심에 대한 범람 범위에 대한 제시뿐만 아니라 홍수위험도에 

대한 실시간 산정을 위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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