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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나무모형을 이용한 유역내 구조적 홍수방어 대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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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nsive rainfalls in wet season (June~September) result in serious flood damage which is about 95% of natural hazard in
Korea. Recently, in order to cope with repeated flood hazard, comprehensive flood control plans have been carried out in large
basins in Korea. The plans suggest structural alternative plans for flood mitigation as well as non-structural plans. In this study,
a practical method using a decision tree was developed to systematically allocate structural facilities for flood control, which
maximizes the flood control capacity in a basin. This study also presents a practical guidance to organize structural defensive
alternatives for a comprehensive flood control plan in a large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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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우리나라는 6월부터 9월까지의 우기에 강우가 집중 발생하는 기상특성으로 인해 자연재해의 95% 이상이 집중호우와 태풍
에 의한 풍수해로 집계되고 있을 만큼 홍수피해에 취약하며, 오래전부터 홍수방어에 대한 구조적 대책이 시행되어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사결정기법중의 하나인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하여 유역내 홍수방어를 위한 기본적인 후보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후보대안은 유역이 가지고 있는 치수적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상·하류의 유기적인 홍수방어기능을 효율적으로
증대시키는 다수의 조합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시 적용가능한 홍수방어 대안 조합 지침
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구조적 홍수방어대안, 의사결정나무, 유역종합치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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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고 70% 이상이 산지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천은 유역면적이 작고 유로연장이 짧으며

주로 산지 지형에 위치하기 때문에 급경사를 이루는 곳이

많다. 더구나 수원함양 상태가 좋지 않아 호우에 대한 저항

력이 약하므로 일단 강우가 발생하면 단시간에 하천으로 유

출된다(이재수 2006). 우리나라의 경우 6월부터 9월까지의

우기에 호우가 집중 발생하는 기상특성으로 인해 자연재해

의 95% 이상이 집중호우나 태풍에 의한 풍수해로 집계되고

있을 만큼 홍수피해에 취약하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홍수에

대한 방어대책이 시행되어 왔다(건설교통부, 2005a). 최근에

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여 구조적 혹은 비구조적 홍

수방어 대안들을 통해 홍수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들이 대

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조적 홍수방어 시설물들을 적

절히 조합하여 유역이 가지고 있는 치수적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상·하류의 유기적인 홍수방어 기능을 고려하는 대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설교통부(2001)에 따르면 “유역종합치수계획이란 유역 전

반에 걸쳐 홍수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자연과 인공 시설물

들을 총체적으로 연계 이용함으로써 유역의 홍수 저감능력

을 극대화하는 계획”을 말한다.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유역

의 홍수방어를 위한 구조물적 대책은 경제성 분석과 홍수피

해 잠재능을 통한 홍수피해지역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홍수

방어시설물의 조합을 통해 선정하고 있다.

2007년 현재 13개의 유역에서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

거나 수립중에 있으며, 이중 섬강(건설교통부, 2004), 낙동강

(건설교통부, 2005a), 안양천(건설교통부, 2005b), 삽교천(건

설교통부, 2005c), 안성천(건설교통부, 2006) 등의 구조적 홍

수방어 대안의 선정방법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구조적

홍수방어 대안들을 조합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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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지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유역전체에 대하여 피해지역

을 조사하고 각 지점에 대한 하도 분담량을 계산한 후 유역

분담량을 결정한다. 이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 위치 및 규모

를 결정하는 순서로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피해지역에

따른 유역분담 시설을 우선적으로 계획하면 시설의 종류도

많지 않고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나, 피해지역을

우선시하다보면 하류 및 다른 지역에서 피해가 일어난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건설교통

부(2001)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유역을 대구분(보수지역, 유

수지역, 저지지역)으로 분류하여 상기 지역의 치수특성에 적

합한 방어대안을 선정 혹은 분류한다. 이를 1차 분류기준이

라 한다. 2차 분류기준은 하류부 홍수량 및 수위 저감 효과

이며, 지역별 홍수 취약정도와 자산가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어시설을 선택한다. 또한 내수 침수의 발생여부에 따라 유

수지 및 펌프장 설치를 고려한다. 이는 시설물을 하류부의

홍수량을 저감할 수 있는 방어시설과 일시적인 저감효과를

가지는 방어시설로 분류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유역내 이미 설치된 구조물을 이용하거나 도시화

에 따른 유역의 지형조건과 방어지역에 상·중·하류에 적

합한 방어시설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번째 방법의 절차를 실무적으로 체

계화하기 위하여 치수적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유역

내 홍수방어 후보대안의 조합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기법의 한 종류인 의사결정

나무(Decision tree)를 이용하여 유역내 선택 가능한 구조적

홍수방어 시설물들을 제시하고, 유역내 홍수방어시설물의 체

계적인 조합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조

합방법을 통해 제시된 다수의 후보대안들은 치수경제성분석

과 치수정책성분석을 통하여 유역내 최적의 홍수방어대안으

로 선정될 수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적용 절차

본 연구는 유역내 치수적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적으로 설치 가능한 홍수방어 시설물

을 제시하고, 유역내 홍수방어 시설물의 조합을 통하여 후보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실무에 쉽게 적용 가능하도록 절차

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그림 1는 본 연구절차를 도식적으로

설명한다. 1단계는 구조적 홍수방어 시설물들의 특성과 장·

단점을 조사하고, 2단계는 Support Vector Machine(SVM)

을 통해 시설물들을 분류한다. 3단계는 Decision Tree의 분

류모형을 개발하여 유역의 선택 가능한 홍수방어 시설물을

도출한다. 4단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답사를 하여 실

제 설치 가능한 시설물들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치수·이수·경제적·환경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홍

수방어 후보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2.2 Support Vector Machine(SVM)

Decision Tree(의사결정나무)는 data mining의 분류 작업

에 주로 사용되는 기법으로, 과거에 수집된 데이터의 레코드

들을 분석하여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패턴, 즉 특성별 속성

의 조합으로 나타내는 분류모형을 나무의 형태로 만드는 것

이다(박우창 등, 2003). 이렇게 만들어진 분류모형은 새로운

레코드를 분류하고 해당 특성의 값을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레코드를 분류하고 예측할 수 있는 나무(모형)를 얼

마나 잘 만드느냐가 의사결정나무 기법의 핵심이다. 

Hess 등(1995)에 따르면 나무의 각 가지마다 분류기준

그림 1. 구조적 홍수방어 대안 도출 절차

표 1.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의 구조적 홍수방어 대안 선정방법

유역 기본 지침 세부 검토 사항

섬강

●유역의 기초 수문자료 및 홍수발생 형태, 피해양상, 사회
경제적 특성 종합하여 도출

●도입 가능한 구조물적 방어대안을 도출

●유역특성별로 구분
●계획홍수를 결정하고 해당지역의 홍수특성 검토
●홍수피해 지역을 한정하고 피해 규모 검토
●대안별 효율비용을 검토

낙동강

●계획홍 수량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물들로 도출
●치수효과 및 사업성을 중심으로 도출
●유출 저류 공간 및 홍수소통을 위한 방안을 도출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저류공간의 확보를 검토
●치수를 위해서 홍수조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검토
●첨두홍수량의 일부를 조절할 수 있는지 검토 

안양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수립
●치수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도출

●기왕의 치수계획규모 및 목표연도의 홍수량의 변화 검토
●목표연도의 홍수량을 하도에서 분담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

삽교천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
●경제적이고 시행 가능한 계획들로 도출

●상류지역은 저류기능 위주로, 하류지역은 신속한 홍수배제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검토

●이·치수기능의 균형을 이루도록 검토

안성천
●홍수량을 유역자체가 분담하도록 유역 및 하도 대응을 위해 도출
●환경 및 경제적 측면을 고려 도출

●치수시설물이 담당할 수 있는 적정 홍수량 검토
●기존의 치수사업들을 고려하여 검토
●안정성, 경제성,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검토
●상·중·하류별 해당지역의 홍수, 지형, 사회경제적 특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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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M Standard)이 주어진다. Support Vector Machine

(SVM)은 이러한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자료의 분류 및 예측

에 적용 가능한 학습방법이다(김지경 등, 2005). 이용민

(2001)에 따르면 기본적인 SVM은 변형된 입력 공간에 놓여

지는 최대극한평면(maximum margin hyperplane)을 생성한

다. 이진 분류 SVM의 경우 두 집단 사이의 공간을 최대한

멀리 떨어지도록 분류함으로써 가장 근접하는 이질 집단 데

이터들 간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최대극한평면을 중심으로

두 집단을 나누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평면을 기준으로

두개의 Half Space가 생성된다. 이후 단계로 각 Half

Space 별로 또다른 SVM 기준(SVM Standard)을 적용하는

방법을 반복하는 작업이다. 하지만, 그림 2(a)와 같이 데이터

의 특성과 기준이 확실하지 못하면, 분류기준에 데이터가 중

복될 가능성 있다. 이러한 경우, SVM은 자료를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집합의 원리를 적용하여 양쪽 평면 모두에

포함시킨 후, 다음 SVM 기준으로 다시 분류하여 그림 2(b)

와 같이 자료가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3 Decision Tree 작성 절차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Decision Tree를 이용하여 유역에 적합한

구조적 홍수방어 시설물들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 연구목적

이다. Decision Tree 모형을 만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표

2와 같이 분류자료(SVM Data)와 분류기준(SVM Standard)

를 작성하고, 분류 작업을 반복 수행함으로써 나무모형을 이

용한 시설물 분류 모형을 작성하였다. 먼저 유역에 설치가능

한 구조적 홍수방어 시설물들을 조사하여 자료(표 2(a))를

구축하고, 4개의 SVM 분류기준(표 2(b))을 선정하였다. 분

류기준은 Thoms 등(2002)이 제시한 자연하천과 유역의 기

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형적인 기본 틀을 보호한다는 이론

을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즉 의사결정나무모형의 1단계 분류

기준은 가장 영향력 있는 분류기준으로 건설교통부(2001)에

서 제시한 대구역 구분이다. 건설교통부(2001)에서는 그림 3

과 같이 유역을 상·중·하 지역으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도시계획규모까지 세분화해 유역을 보수지역, 유수지

역, 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적절한 대책 수립을 전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분류기준으로는 하류부 홍수량 및 수위 저감 효

과이다. 지역별 홍수 취약정도와 자산가치를 고려한 적절한

방어시설 선택을 위하여 하류부에 홍수량을 저감할 수 있는

방어시설과 일시적인 저감효과를 가지는 유수지 및 내수침수

를 방어할 수 있는 펌프장과 같은 방어시설로 분류하였다. 세

번째 분류기준으로는 시설물의 홍수조절효과의 크기와 입지

조건을 선택하여 기존의 유역에 설치된 구조물과 도시화 등

지역조건에 적합한 방어시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 단계에 걸쳐 분류가 이루어 질 때마다

설치 가능한 방어시설들을 제시하여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작

성하였다. 그림 4는 이러한 일련 과정에서 SVM이 적용되는

과정을 도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두 집단을 분류하는 평면

이 Support Vector에 대해 정의하는 결정 규칙은 다음 식

(1)과 같다.

(1)

이때 Y는 결과값이고 yi는 데이터인 xi의 집단값 즉 기준값

(표 2(b))이 되며, ‘ • ’ 내적을 나타낸다. 벡터 X=(X1, X2, …,

Xn)은 입력값(표 2(a))이고, 벡터 Xi, 1, 2,…, N는 각각에 해당하

는 Support Vector들이다. 등식에서 b와 αι는 평면을 결정하는

매개변수이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집단 분류하는 평면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데이터를 Support Vector (그림 4(a)의 ①

~⑥)라고 하며, 그 이외의 데이터들은 집단을 분류하는 또 다

른 기준을 결정짓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러한

작업을 반복하여 그림 4(c)의 3단계까지 실행을 한다. 

표 2에서 제시한 홍수방어시설물의 자료와 SVM 기준을

바탕으로 SVM의 방법(그림 4)을 통해 자료를 분류하여, 그

림 5와 같이 Tree(나무)형 분류모형을 작성하였다. 이 모형

의 장점은 그림 2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기준에 중복

되는 데이터를 포함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Y sign yiαi x xi⋅( ) b+

i 1=

N

∑
⎝ ⎠
⎜ ⎟
⎜ ⎟
⎛ ⎞

=

그림 2. Support Vector Machine의 분류 작업 예시

표 2. 구조적 홍수방어시설물(자료) 및 SVM 기준 (Standard)
(a) 자료

자료(Data)

댐 홍수조절지 지하저류지

유수지펌프장 침투시설 저수지증고

방수로 천변저류지 배수갑문확장

(b) SVM 기준

SVM 기준(Standard)

1. 대구역 구분 보수지역 유수지역 저지지역

2. 하류부 홍수량 및 수위저감
① 하류부홍수량저감 ② 일시저류
③ 내수침수

3. 홍수조절효과 대 소

4. 입지조건 ①기설치 ②도시화 ③방어지점상류

그림 3. 유역의 특성별 구분 (건설교통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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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역내 홍수방어시설의 조합 방법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유역내 적용가능한 구조물적 대책을

이용하여 유역의 홍수저감능력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는 것

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Decision tree 모형을 적용하면

유역의 지형특성에 적합한 홍수방어 시설물을 결정할 수 있

다. 이러한 홍수방어 시설물을 유역내 모두 적용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역내 초

과홍수량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몇 가지 선택적 대

안을 체계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역내 홍수방어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조합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 3과 같은 기본 지침과 세부검토사항을 고려

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1997, 2001)와 김국일(2006)의 연

구결과와 본 연구에서 제안된 Decision tree 모형(그림 5)을

바탕으로 홍수방어시설의 조합에 관한 실무적 지침을 표 4

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Decision

tree 모형을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적용하여 구조물적 홍수방어

시설을 체계적으로 조합하여 구조적 홍수방어 후보대안을 구

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4. SVM Standard을 이용한 유역내 홍수방어시설물의 분류 방법

그림 5. 의사결정나무모형(Decision Tree model)을 이용한 홍수방어시설물의 분류

표 3. 유역내 홍수방어시설의 조합을 위한 기본지침과 세부고려사항 

구분 내용

기본 지침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
●유역 전반에 걸쳐 홍수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자연과 인공 시설물들을 총체적으로 연계 이용
●도입 가능한 구조물적 방어대안을 도출
●치수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도출

세부 고려사항

●유역을 대구분(보수, 유수, 저지)으로 분류
●하류부 홍수량 및 수위 저감 효과 고려
●지역별 홍수 취약정도와 자산가치 고려
●세부화한 입지조건 고려
●상·중·하류별 해당지역의 홍수, 지형, 사회경제적 특성을 검토
●치수시설물이 담당할 수 있는 적정 홍수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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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이용한 문산천 홍수방어대책 도출

적용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의사결정나무모형을 문산천 유역에

적용하여 그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건설교통부(1987, 1995,

1997)의 ‘갈곡천·동문천·문산천 하천정비기본계획’과 파주

시(1996, 1998)의 수해백서 및 재해연보의 자료와 본 연구에

서 제안된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이용하여 문산천 유역(그림 6)

에 선택 가능한 구조적 홍수방어시설을 도출하였으며, 최종

적으로 현장조사(사진 1)를 통하여 설치 가능한 방어시설을

결정하였다.

표 4. 유역내 홍수방어시설의 조합 방법 

단계 내용

① 본류의 홍수량을 저감하는 방법으로 지류의 유역홍수분담계획을 우선으로 한다.

② Decision Tree(대구역  구분,  하류부  홍수량  및  수위저감  효과,  입지조건을  고려)을  이용하여  유역내  선택 가능한  방어시설을  도출한다.

③ 유역의 각 지류 상류에 적용하여 본류 홍수량을 저감할 수 있는 대안을 선정한다.

④ 지류 상류에 설치 가능한 홍수방어시설이 없거나 설치를 했어도 본류의 홍수량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경우 본류에 설치 가능한 방어시설을 선정한다.

⑤ ③, ④를 만족시키는 대안을 조합하여 기본조합을 만든다.

⑥
지류 상류에 설치 가능한 홍수방어시설이 없거나 설치를 했어도 지류에 위치한 자산가치와 홍수취약 정도가 높은 지역을 방어할 수
없을 경우 상기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대안(천변저류지, 지하저류지, 방수로)을 선정한다.

⑦ 천변저류지의 경우 저지대(농경지)로서 침수가 발생했던 지구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⑧
지류나 본류 상류에 설치 가능한 구조물이 없어 본류의 홍수량 저감 목적으로 지류에 천변저류지 또는 지하저류지를 설치하는 경우
홍수량과 구조물의 규모, 첨두 홍수량 도달시간에 따라 하류부 홍수량 저감효과가 달라지므로 검증 후 선정한다.

⑨ 도심지의 경우 지역내 저류시설 및 지표면 저류시설을 설치하며 내수침수에 취약한 경우 배수펌프장을 추가 시킨다.

⑩ 기존 배수갑문의 증대를 고려한 경우 각각의 조합에 추가한다.

그림 6. 문산천 유역 및 홍수방어시설물의 설치 가능 위치

 사진 1. 문산천 유역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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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홍수량을 유역내 적절히 분담하면서 홍수방어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문산천 유역에 설치 가능한 방어시설들

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의사결정나무모형을 바탕으로 선정

하여(표 5와 그림 6), 2.4절에서 제시한 유역내 홍수방어시

설 조합 방법을 통해 후보대안을 표 6과 같이 조합하였다. 

조합1은 Decision Tree(대구역 구분, 하류부 홍수량 및 수

위저감 효과, 입지조건을 고려)을 이용하여 문산천 유역내

선택 가능한 방어시설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각 지류

상류에 적용하여 본류 홍수량을 저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발랑 저수지, 마장 저수지 수문설치와 갈곡천 홍수조절지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비암천에 위치한 발랑 저수지와 문산천

(지방2급)에 위치한 마장 저수지는 홍수조절효과를 검토한 후

하나를 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기본 조합으로 하

였다. 

조합2에서는 동문천과 분수천의 중하류부에 자산가치와 홍

수취약정도가 높은 지역(문산읍, 신산리)이 존재함을 고려하

였다. 본류 홍수량 저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1은 상기

지역을 방어할 수 없으므로 천변저류지 2개소(봉서1지구, 신

산지구)를 추가하여 조합2를 구성하였다.

조합3은 조합2의 방어대책에 천변저류지(봉암지구)를 추가

하였다. 천변저류지(봉암지구)는 저지대에 세워져 홍수에 취

약할 수 밖에 없는 문산읍의 불리한 지형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적합한 방어시설이라 판단되어 추가하였다.

조합4는 조합2의 방어대책에 천변저류지(봉서2지구)를 추

가하였다. 천변저류지(봉암지구)는 문산읍 바로 위 지역에 설

치되어 홍수방어에 용이하며 저지대에 세워져 홍수에 취약

할 수 밖에 없는 문산읍의 불리한 지형조건을 극복할 수 있

는 적합한 방어시설이라 판단되어 추가하였다.

2.6 Decision Tree 방법과 기존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비교

기 수립된 섬강(건설교통부, 2004), 낙동강(건설교통부,

2005a), 안양천(건설교통부, 2005b), 삽교천(건설교통부,

2005c), 안성천(건설교통부, 2006) 등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홍수방어시설물 조합방법에 적용하여 기

존의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계획결정하였던 방어시설과 비교

검토하였다.

표 7의 비교 분석 결과, 수립된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결

정되어진 시설물들이 Decision Tree 모형에 적용한 결과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각각 다

른 방법으로 검토한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의 홍수방어 시설

물들을 도출한 방법의 상위 개념에 Decision Tree 모형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Decision Tree 모형

은 대구분에서부터 마지막 입지조건까지의 분류 기준을 통

해 체계적으로 홍수방어 시설들을 분류하였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Decision Tree 모형을 적용한 결과 유역종합치수

표 5. 문산천 유역 홍수방어시설 결정 절차 

하천
단계 결정과정 선택 가능한

 방어시설
설치 가능한
 방어시설1단계 2단계 3단계

문산천 1 보수지역
하류부 홍수량 저감

(댐,  저수지증고,  홍수조절지)
홍수량 저감 효과 및 

입지조건
저수지증고 
홍수조절지

마장저수지 
(수문설치)

문산천 2 저지지역
일시저류

(지하저류지, 천변저류지)
방어지점상류 천변저류지

천변저류지
(봉암지구)

문산천 3 저지지역
일시저류

(지하저류지, 천변저류지) 방어지점상류 천변저류지
천변저류지
(봉서2지구)

갈곡천 1 보수지역
하류부 홍수량 저감

(댐, 저수지 증고, 홍수조절지)
홍수량 저감 효과

 및 입지조건
저수지증고 
홍수조절지

홍수조절지

갈곡천 2 유수지역
홍수량 및 수위저감

(방수로, 저수지증고, 홍수조절지)
- 저수지증고 

홍수조절지 
연풍저수지 증고

(수문 설치)

비암천 1 보수지역
하류부 홍수량 저감

(댐, 저수지 증고, 홍수조절지)
홍수량 저감 효과 및 

입지조건
저수지증고 
홍수조절지

발랑 저수지증고
(수문설치)

보광천 1 보수지역
하류부 홍수량 저감

(댐, 저수지 증고, 홍수조절지)
홍수량 저감 효과 및 

입지조건
저수지증고 
홍수조절지

-

분수천 1 유수지역 일시저류
방어지점상류(저수지증고,
천변저류지, 홍수조절지)

저수지증고 
천변저류지 
홍수조절지 

천변저류지
(신산지구)

동문천 1 저지지역 일시저류 방어지점 상류 천변저류지
천변저류지
(봉서1지구)

표 6. 문산천 유역 홍수방어 후보대안 

조합 방어대안 비고

1 발랑저수지 증고, 홍수조절지(갈곡천) 기본조합

2 천변저류지(봉서1지구), 천변저류지(신산지구), 홍수조절지(갈곡천), 발랑저수지 증고 기본조합 + 천변저류지(2)

3 천변저류지(봉서1지구), 천변저류지(신산지구),  홍수조절지(갈곡천), 천변저류지(봉암지구), 
발랑저수지 증고 기본조합 + 천변저류지(3)

4 천변저류지(봉서1지구), 천변저류지(신산지구),   홍수조절지(갈곡천), 천변저류지(봉서2지구), 
발랑저수지 증고 기본조합 + 천변저류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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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서 결정되어진 시설물보다 많은 시설물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후보대안들을 조합할 수 있는 선택이 많아지는 유

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어 효율성이 좋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효율성이란, 치수경제성 분석과 환경적, 사회적 분석

표 7. 유역종합치수계획 대상유역의 홍수방어대안 비교

유역 지류 유역종합치수계획 Decision Tree 모형

섬강

전천

학곡저수지 증고 저수지 증고, 홍수조절지

오원저수지 증고 저수지 증고, 홍수조절지

천변저류지 천변저류지

원주천
홍수조절지 저수지 증고, 홍수조절지

천변저류지 천변저류지, 지하저류지

낙동강

내성천

천변저류지 천변저류지

신규 댐 신규 댐, 홍수조절지

저수지 증고 저수지 증고

영 강
천변저류지 천변저류지

신규 댐 신규 댐, 홍수조절지

병성천
천변저류지 천변저류지

저수지 증고 저수지 증고

위 천
천변저류지 천변저류지

신규 댐 신규 댐, 홍수조절지

감 천
천변저류지 천변저류지

신규 댐 신규 댐, 홍수조절지

금호강 천변저류지 천변저류지

회  천 - 저수지 증고

황 강

천변저류지 천변저류지

홍수조절지 신규 댐, 홍수조절지

저수지 증고 저수지 증고

남 강
천변저류지 천변저류지

홍수조절지 신규 댐, 홍수조절지

함안강 − 홍수조절지, 지하저류지

밀양강 천변저류지 천변저류지, 홍수조절지

양산천 천변저류지 천변저류지, 홍수조절지, 지하저류지

안양천

목감천 방수로*, 지하저류지 방수로, 지하저류지

도림천 방수로*, 지하저류지 방수로, 지하저류지

학익천 백운저수지 수문설치 저수지 증고

삽교천 삽교천

홍동저수지 증고 저수지 증고, 홍수조절지

홍양저수지 증고 저수지 증고, 홍수조절지

배수갑문 확장 배수갑문 확장

삽교천

무한천 신대저수지 증고 저수지 증고, 홍수조절지

무한천 예당저수지 증고 저수지 증고, 홍수조절지

곡교천 천변저류지 천변저류지

안성천

안성천

금광저수지 증고 저수지 증고, 홍수조절지

천변저류지 천변저류지, 지하저류지

배수갑문 확장 배수갑문 확장

오산천 − 저수지 증고, 침투시설

진위천

이동저수지 증고 저수지 증고, 홍수조절지

천변저류지 천변저류지, 지하저류지

방수로 방수로

유수지펌프장 유수지펌프장

황구지천 - 침투시설

*는 선택된 대안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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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홍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어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표 7에서 낙동강 양산천에 ‘천변저류지’를 선택하였지

만 Decision Tree를 통해 ‘천변저류지, 홍수조절지, 지하저류

지’ 등 3개의 구조물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성과 지역주민의

의사와 정부기관의 계획에 따라 ‘천변저류지’ 보다 더 적절

한 구조물이 선택되어 질 수 있다. 나아가 여러 가지 타당

성을 따져본 후 유역내 구조적 홍수방어의 최적대안을 편리

하고 더 빠르게 객관성과 일관성을 가지며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는 의사결정나무모형

(Decision Tree model)을 통해 구조적 홍수방어 시설물들의

유역의 특성에 맞게 분류하고, 분류된 시설물들을 어떻게 조

합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여 적용해 보았다. 본 연

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역에 구조적 홍수방어시설물을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통해 유역 특성에 맞게 조합함으로써 유역이 가지고 있

는 치수적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상·하류의 유기적인

방어 기능을 도모할 수 있었으며, 또한 유역내 홍수방어

대안 조합 지침을 마련하여 실무에 적용가능한 안을 제

시하였다.

2. 의사결정나무모형과 제시된 유역내 홍수방어 대안 조합

방법을 바탕으로 문산천에 적용하여 실무적용성을 검토해

보았으며, 설치 가능한 대안들을 조합하여 조합방안의 이

해를 돕고자 하였다.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통해 선택 가능

한 시설물들을 결정하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홍

수방어시설물을 유역내 배치할 수 있어, 실무에서도 유용

하게 적용될 것이다.

3. 본 연구에서 작성한 의사결정나무모형의 효율성과 객관성

및 체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 수립된 유역종합치수계획

에서 계획·결정하였던 대안들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97% 이상이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본 연구에서 분

석한 내용을 보면 각각의 도출방법이 달랐음에도 의사결

정나무모형과 본 연구에서 제안된 조합지침을 적용한 결

과와 같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의사결정나무

모형+조합지침)이 모든 도출방법을 포함하면서도 체계성

과 객관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구조적 홍수방어의 후보대안 선정

방법은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시 구조적 홍수방어 대안을 도

출하는데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으

며, 제시된 후보대안의 조합은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인 평

가를 통해 유역내 홍수방어를 위한 최적대안으로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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