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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flood inundation caused by heavy rainfall in urban area is increasing due to global warming. The variability of climate change is 

described in the IPCC 5th report (2014). The precipitation pattern and hydrological system is varied by climate change. Since the heavy rainfall 

surpassed the design capacity of the pipeline, it caused great damage in metropolitan cities such as Seoul and Busan. Inundation in urban area 

is primarily caused by insufficient sewer capacity and surplus overflow of river. Inundation in urban area with concentrated population is more 

dangerous than rural and mountains areas, because it is accompanied by human casualties as well as socio-economic damage to recover 

destruction of roads, brides and underground spaces. In addition, various factors such as an increase in impervious area, a short time of 

concentration to outlet, and a shortage of sewer capacity’s lack increase flooding damage. In this study, flood inundat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vulnerable areas using XP-SWMM. Also, three structural flood prevention measures such as drainage pipeline construction, detention 

reservoir construction, and flood pumping station construction are applied as flood damage prevention alternatives. The flood data for each 

alternative were extracted by dividing the basin by grid. The Spatial Compromise Programming are applied using flood assessment criteria, such 

as maximum inundation depth, inundation time, and construction co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flect the preference of alternatives 

according to geographical condition even in the same watershed and to select flood defense alternative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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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지구 온난화가 심화됨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의 변동성은 IPCC 5차 

보고서(2014)에서도 기술되어 있으며 기후변화에 의한 강수 패턴의 변화, 수문시스템의 변화 등 수자원 불확실성의 증가에 대하여 시사하고 있다. 최근 서

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의 관로의 수용 범위를 초과하는 국지성 호우가 발생하여 큰 피해를 초래하였다. 도시지역의 침수는 1차적으로 우수관거 통수능 

부족에 의한 내수범람이 발생하고 방류구와 인접한 하천의 외수범람이 발생한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침수는 인명피해 뿐만 아니

라 도로, 교량, 지하공간 침수 및 파괴를 복구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농촌, 산지 지역에 비해 피해량이 크다. 또한 도시개발에 인한 

불투수면적 증가, 강우 유출시 출구부까지의 짧은 도달시간, 배수시설의 통수능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침수피해를 증대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고 XP-SWMM을 이용하여 내수침수 모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시범지역에 관로 개량, 우수저류지 설치, 우수펌프장 설치와 같은 홍

수방어대안을 적용하여 각각의 침수모의를 실시하였으며 해당유역을 격자별로 분할하여 대안별 침수데이터를 추출하였다. 또한 격자별로 가장 적합한 구

조적 홍수방어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침수시간, 최대침수심, 구조물 설치비용을 평가요소로 이용하였으며 MCDM 기법 중 하나인 Compromise 

Programm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 유역이라도 지리적 여건에 따라 대안의 선호도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Spatial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을 적용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홍수방어대안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핵심용어: 도시홍수방어, 구조적 대안, 공간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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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산업화의 영향으로 도시가 설

계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는 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도시지역

에서 열대지방에서 발생하는 스콜과 비슷한 국지성 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홍수피해가 

국지적이라고 하더라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의 단

위 면적당 피해액은 증가는 추세이다. 이는 도시지역의 불투

수율이 증가하고 집중호우 발생 시 유출의 대부분 배수시설에 

의존하게 될 때, 짧은 시간에 다량의 유량을 배출하기 위한 배

수능력이 부족하여 침수가 발생한다. 도시의 방재능력 향상

을 위한 구조 시설 개선, 방재시설 추가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최적 방안을 선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Lim et al. (2017)이 MCDM을 이용하여 홍수방

어대안을 제시한 연구를 심화, 발전시킨 연구로 동일한 유역

의 XP-SWMM 데이터를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Lim 

et al. (2017)의 연구는 유역별로 대안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

으나 본 연구는 전체 유역을 동일한 격자로 분할하고 격자별

로 MCDM을 적용하여 공간적인 특성을 반영하였다는 차별

성이 존재한다. 또한, 국내에서는 일반 MCDM을 활용한 연구

는 다수 존재하지만 수자원 분야에서 Spatial MCDM을 활용

한 연구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

에서는 동일 행정구역이라도 부분 구역마다 다른 공간적 특성

을 반영할 수 있는 Spatial MCDM을 활용하여 최적 홍수방어

대안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의 흐름도

는 Fig. 1과 같다.

최근 도시지역의 내수침수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서도 내수침수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관거의 

크기에 따른 침수범람 해석의 민감도를 분석하여 관거의 적정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SWMM을 사용하기도 하고(Park et al., 

2017), XP-SWMM을 이용하여 구축한 내수침수시나리오에 

따른 침수피해곡선을 제시하여 침수발생시 침수면적, 침수

심, 침수피해액들을 예측하였기도 하였다(Shin et al., 2014). 

또한 최근에는 내수침수모형과 다기준 의사결정기법을 함께 

활용하여 홍수방어대안을 제시하거나 홍수위험지구를 선정

하는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Kang et al. (2017)

은 도시계획이나 하천사업 실행 시 홍수방어 대안의 우선순위

를 결정할 때 일반 다기준 의사결정기법 중 PROMETHEE와 

ELECTRE 방법 및 엔트로피 척도를 비교 분석한 바 있으며 

Lim et al. (2017)은 유역별로 Compromise Programming 방

법을 사용하여 유역별 최적 홍수방어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Choi et al. (2013)은 낙동강 수계를 대상으로 홍수위험도 세

부평가항목을 제시하고 PROMETHEE 분석을 통하여 홍수

위험지구를 선정, 자연재해위험지구 현황과 비교하는 연구

를 진행하였다. 국외에서는 격자별로 MCDM을 적용한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큰 유역을 소분할하여 여러 소유역

들을 MCDM 분석을 실시했다는 개념으로 Spatial MCDM이

라 명명하며 홍수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MCDM을 활용하여 홍수

관련 연구를 진행한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Lee et al. (2017)은 

사회적 변화와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홍수취약성 판단하기 

위하여 MCDM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사회적 변화의 영향이 

기후변화의 영향보다 홍수취약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GIS와 MCDM을 기반으로 Flood Vulnerability 

Index 맵을 작성하여 하천 주변이 홍수에 가장 취약하다는 결

과를 도출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Hadi et al., 2016). 

Ahmadisharaf et al. (2016)은 2015년 SCP 기법을 이용하여 

홍수관리 대안 순위를 결정한 연구를 심화시켜 공간적, 확률

론적 다기준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또한 2017

년에는 이를 이용하여 수리·수문 모형을 이용하여 홍수매개

변수(깊이, 침수속도, 지속시간)를 예측하기도 하였다. GIS 

기반 MCDM 기법을 이용하여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위험 

요소를 통합하고 전반적인 홍수 위험지도를 작성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지역의 내수침수 모의를 실시하고, 다양

한 대안을 적용하여 침수저감 효과를 격자별로 Compromise 

Programming 기법을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기존의 연구에

서 찾아보기 어려운 격자별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상지역의 

공간특성을 반영하는 Spatial MCDM을 도입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Fig. 1. Flow chart of research process



E. Lee et al.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51(4) 301-311 303

2. 기본 이론

2.1 내수침수 해석 모형

도시지역의 유출은 불투수면에 의해 지하로 우수가 스며

들지 못하고 하천으로 직접적으로 유출이 되기도 하고, 하수

관거와 각종 배수시설에 의해 유출의 속도가 결정되는 등 자

연하천에서의 유출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유역의 

불투수율, 하수관거의 구성, 배수시설의 유무에 따라 도시유

출을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모형이 개발되었다. 일반적으로 

도시 유출을 해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형은 RRL (Road 

Research Laboratory), ILLUDAS (Illinois Urban Drainage 

Area Simulator), SWMM, XP-SWMM 등이 있다. RRL 모형

은 관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불투수지역의 유출량만 

고려하여 배수관망의 설계홍수량을 구하며, ILLUDAS 모형

은 투수지역에 내리는 강우에 의한 유출량을 고려하는 기능을 

포함시켜 RRL 모형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두 모형은 관로 내 

흐름을 등류로 가정하여 해석하기 때문에 수심의 변화와 지선

의 합류로 인한 배수의 영향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

지고 있다. SWMM 모형의 경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도시

유역의 하수관거의 유량을 산정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유출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2차원 해석

이 가능하고 범용적으로 실무에 사용되어지는 XP-SWMM 

모형을 이용하였다.

SWMM 모형은 1971년 미국 EPA와 Metcalf & Eddy 회사

가 Florida 대학 및 Water Resource Engineers 회사의 공동연

구로 도시유역 관망의 유량과, 수질 등을 분석할 수 있게 개발

되었다. 또한 SWMM 모형은 일반적으로 도시유역, 인위적 

배수가 가능한 소유역 등에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며 단일 

및 연속 강우에 의한 유출 계산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XP-SWMM은 SWMM을 개선하여 다양한 홍수추적 

방법 및 수리구조물을 도입이 가능해지고 GIS와 연계한 2차

원 침수모의를 통해 지표의 침수심, 침수면적 등을 산정할 수 

있다. 

2.2 Spatial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Spatial MCDM은 기존 MCDM에 GIS 기술을 융합한 개념

으로 불균일하게 값들이 분포하는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다. 

MCDM 중 Compromise Programming 기법을 공간 분포시

켜 대상 지역 내 지리적 위치에 따른 최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

법을 Spatial Compromise Programming (SCP)이라고 한다

(Tkach and Slobodan, 1997). 레스터 자료를 이용하여 GIS 내

에서 Compromise Programming을 수행할 수 있으며 연구 대

상지역의 격자별로 최적의 값을 도출하게 된다. 이는 Fig. 2와 

같은 형태로 설명되어진다. 각 격자에 평가요소는 특정 대안

과 관련된 기준 값으로 공간의 특성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 이를 GIS를 통해 동일 위치의 평가요소들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격자별로 이상해의 값과 가장 근접한 값을 가지는 

대안을 그 격자의 최적 대안으로 선정한다.

2.2.1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도시지역의 침수는 내수침수의 발생 원인은 외수침수에 

비해 다양하고 지역특성 및 거주자들의 선호도, 지역 경제상

황 등에 따라 치수대책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듯 다양한 조건

을 고려하여 대상 지역의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대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다기준 의사결정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기법이다. MCDM의 종류

로는 Weighted Average Method, PROMETHEE (Preference 

Ranking Oraganization Method for Enrichment Evaluation), 

AHP (Analytic Hierarch Process), Compromise Programming 

등이 있다. 그 중 Compromise Programming 기법은 Zeleny 

(1973)이 개발하였으며 정량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선순

위를 정할 때 유용하여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XP-SWMM에

서 추출하는 수치 데이터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 채택하였다.

2.2.2 Compromise Programming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법은 Compromise Programming으

로 다양한 목표를 가지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사결정에서 상충되는 목표들의 안정

Fig. 2. Calculation of distance metric values using Spatial Compromise 

Progra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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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상해(Ideal Solution)에 

가장 근접한 해(Compromise Solution)를 채택하는 방법이

다.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이상해와의 편차를 줄여가는 과정

을 통해 이상해에 도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가장 근

접한 해를 제시하는 것 가장 합리적이다. 평가기준과 개의 

대안으로 구성된 문제에서 이상해와의 거리()를 구하는 

Compromise Programming의 식은 Eq. (1)과 같다.

 




  









 







 (1)

는 평가기준, 는 대안을 나타내며 는 번째 대안과 

이상해와의 거리, 는 번째 평가기준의 가중치를 의미한다. 


는 평가기준 에 대한 이상적 최대값, 

는 평가기준 에 

대한 이상적 최소값, 는 번째 대안의 표준화된 번째 평가

기준치이다. 또한 의 경우 ≤ ≤∞의 범위를 갖고 의 값

이 증가할수록 이상해와의 편차를 감소시키려는 경향을 가지

는 특징이 있어 의사결정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어지며. 일

반적으로 1, 2, ∞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3. 연구범위 및 방법

3.1 시범지역 선정

본 연구에서는 해안도시지역인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의 

시가화된 일부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다(Fig. 3). 장

항읍은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와 맞닿아 있어 밀물 때와 호

우가 겹치게 되면 유역 출구의 배수위 상승으로 인해 내수침

수 위험이 높고 유역 경사 또한 5° 미만으로 유속이 매우 느려 

침수피해가 가중되는 지역이다.

3.2 도시유출모형 구축

본 연구에서는 서천군에서 제공하는 우수관망자료(Seo-

cheon-gun, 2003; Seocheon-gun, 2008)를 기반으로 장합읍

에 대한 XP-SWMM 모형을 구축하여 내수침수해석을 실시

하였다. 서천구의 시가지 및 나지지역 면적은 전체 유역의 8% 

정도로 그 수치가 작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지역은 장항

읍의 시가화 된 일부 지역임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시범지

역의 침투량 산정 시 시범지역이 침투율이 대체로 작고 유출

률이 비교적 높다는 특징을 반영하였다, 침투량 산정식 중 

Horton 식을 이용하여 침투량을 계산하였으며 SCS 토양형이 

Type C에 해당되기 때문에 초기침투능  127 (mm/hr), 종기

침투능  6.38 (mm/hr), 감쇠율  2 (1/hr)을 이용하였다.

2012년 실제 서천군 장항읍 지역에 20년 빈도의 홍수량을 

기록하게 한 호우사상에 대한 유출모의를 실시하여 모형의 

정확도를 비교, 검토하였다. 모형 검토를 위해 적용한 호우사

상은 지속시간 24시간 최대강우량이 270 mm, 강우강도 64.4 

mm/hr 규모로 2012년 8월 12일 21:00시부터 13일 08:00시까

지 발생하였다. 모형 구축시 사용된 강우 자료는 장항읍 주변

의 우량관측소 군산, 부여, 보령 관측소에서 수집하였다. 강우

관측소를 이용하여 티센망을 구축하였을 때 부여와 보령 관측

소가 장항읍에 영향을 미치는 면적이 군산에 비해 적어 군산

관측소의 46개년 자료(1968~2013년)를 이용하여 연 최대강

우량, 확률강우량 등을 산정하였다. 확률분포형 선택시 주로 

Gumbel 분포를 채택하나 일부 GEV 분포를 채택하는데 두 

분포형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계홍수량 산

정요령(Ministry of Land, 2012)에서 제시하는 Gumbel 분포

를 사용하고 산정된 확률강우량을 Huff 3분위법을 분포시키

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지속기간별 확률강우량은 다

음 Table 1과 같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XP-SWMM 입력자료를 구축하여 모

의한 결과를 2013년 발행한 침수흔적 보고서(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2013)에 수록된 침수실

적 현황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다. 침수모의 결과 주요 침수

지역으로는 충남조선공고 인근 도로, 장항로 일대, 장항 농협

중앙회 인근으로 대부분 평탄한 저지대 지역에서 발생하였

다. 모의 결과 침수면적은 8.82 ha로 침수흔적 보고서의 5.26 

ha에 비해 과대하게 산정되지만 모의한 결과가 실제 침수발

생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3. Map of Janghang-eup and urb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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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홍수방어대안 검토

장항읍의 기존 관로는 간선기준 10년 빈도로 계획되어 있으

며 이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National Energency 

Management Agency, 2012)｣에서 재현기간 30년 빈도 확률

강우량을 목표강우량으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 방재성

능목표 설정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침에 미치지 못하는 수

준이다. 보고서에 제시된 서천군의 재현기간 30년 빈도 목표

강우량과 본 연구에서 산정한 지속기간별 확률강우량과 비

교,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FARD 2006 모형을 이용하여 산정한 30년 빈도 지속시간 

2시간과 3시간 확률강우량이 지침에 제시된 값에 비해 크게 

측정되었지만 이는 치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 강우

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년 빈도 관로에 의한 침수

를 저감시키는 방안으로 관로 개량, 우수저류지 설치, 우수펌

프장 설치에 관한 홍수방어대안을 검토하였다. XP-SWMM

을 통해 모의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Table 1. Probability rainfalls by duration

Duration

(year)

Probability rainfalls (mm)

10 min 60 min 120 min 180 min 240 min 360 min 540 min 720 min 1080 min 1440 min

10 20.0 57.5   91.8 113.9 129.0 153.3 176.5 187.3 205.1 220.8 

20 22.2 64.3 105.3 131.1 148.7 177.1 204.4 216.4 236.7 255.3 

30 23.5 68.2 113.0 141.0 160.0 190.7 220.5 233.1 255.0 275.1 

50 25.1 73.1 122.7 153.3 174.1 207.9 240.6 254.0 277.7 299.8 

80 26.5 77.6 131.5 164.6 187.0 223.5 259.0 273.1 298.6 322.5 

100 27.2 79.7 135.7 170.0 193.2 230.9 267.7 282.2 308.4 333.2 

(a) No alternative (b) Drainage pipeline construction

(c) Detention reservoir construction (d) Flood pumping station construction

Fig. 4. Result of inundation simulation of Janghang district

Table 2. Probability rainfalls by duration 

Duration

(year)

Probability rainfalls (mm)

60 min 120 min 180 min

Report
30

75.0 110.0 135.0

FARD 68.2 11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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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관로 개량

장항읍의 내수침수 원인인 관로통수능 부족이라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로 개량이라는 대안을 검토하였

다. 장항읍의 우수관로는 설계빈도 10년으로 설치되었으며, 

30년 빈도강우량에 대한 통수능 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2012년 8월 호우(1시간 기준 20년 빈도)가 발생하여 침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첫 번째 대안으로 30년 빈도 강우 

배수를 가능하게 하는 관로 개량(관경 확대, 기존 관의 종류는 

유지)을 통해 관로통수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3.3.2 우수저류지 설치

우수저류지는 하류부 간선관로에서 맨홀을 통한 월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방안이다. 장항읍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지점에 우수저류지를 설치하여 내수침수를 

저감시키는 방법이다. 장항읍의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 인

근과 장항중앙초등학교 인근, 농협중앙회 인근 등 상습피해

지구에 시설용량 5,000 m3의 우수저류조를 설치하여 그 효과

를 분석하였다.

3.3.3 우수펌프장 설치

장항읍의 경우 하류의 방류구마다 역류방지용수문(Flap 

Gate)가 설치되어 있어 조위가 유역의 내수위보다 낮을 때는 

서해로 우수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만 조위가 내수위보

다 높을 때에는 내수배제가 어려워 고조시 원활한 우수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수펌프장 설치는 장항읍 유출부의 

해수면 조위효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유수지로 

유입된 우수를 배출계획에 따라 하류부로 배출 가능하다. 우

수펌프장은 별도의 저류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협소

한 부지에 설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3.4 평가요소 선정

Compromise Programming 기법은 다양한 대안들을 정량

적인 평가요소를 활용하여 상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과거 Ahmadisharaf et al. (2015) 

은 미국 Swannanoa River 유역을 대상으로 SCP 기법을 이용

한 홍수관리 대안의 순위를 결정하는 연구 진행시 평가요소로 

침수심, 침수속도, 지속기간 및 비용을 평가요소로 사용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장항읍의 홍수방어대안들 중 최적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격자별로 침수피해를 비교할 수 있는 최대침

수심, 침수시간과 대안별 구조물 설치비용을 고려하였다.

3.4.1 수문학적 요소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침수는 지형의 고도차, 관로의 구

성에 따라 강우 유출의 흐름 방향이 바뀌고 침수가 일어나는 

위치도 결정되어진다. 따라서 한 유역에 동일한 호우가 발생

하여도 먼저 침수가 발생하는 상습침수구역이 생기기도 하고 

배수위의 증가에 의한 외수 범람이 생기는 지역이 생기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유역을 동일 격자크기로 분할하

Table 3. Result of damaged residential area and construction expenses

Alternatives District Damaged residential area (m2)
Construction expenses 

(1,000,000 won)

No alternative

All 54,909 -

Janghang District 1 19,408 -

Janghang District 2 24,507 -

Janghang District 3 10,994 -

Drainage pipeline construction

All 35,298   9,800

Janghang District 1 14,807   4,000

Janghang District 2 16,469   3,800

Janghang District 3   4,022   2,000

Detention reservoir construction

All 29,318 15,540

Janghang District 1 13,393   5,120

Janghang District 2 12,168   5,120

Janghang District 3   3,757   5,300

Flood pumping station 

construction

All 34,029   6,480

Janghang District 1   7,411   3,300

Janghang District 2 18,684   1,590

Janghang District 3   7,934   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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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위와 같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격자별 최대침수심, 침수

시간 등을 XP-SWMM에서 추출하였다. 일반적으로 MCDM 

분석시 많이 사용되는 침수면적은 격자별로 분석할 때는 침수

시간과 의미가 중복되기 때문에 배제하였다. 침수가 발생하

는 동안 동일 시간 간격으로 격자별 침수 데이터를 추출할 때, 

한 격자에서 침수가 발생하면 침수면적과 침수시간이 항상 

같이 누적되게 된다. 결국 대안별 침수 격자 데이터를 비교하

여 상대적인 값을 계산하는 Compromise Programming 기법

에서는 침수면적과 침수시간은 중복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격자별 침수면적 데이터는 배제하고 침수시간만 이용하였다.

3.4.2 경제학적 요소

관로 개량, 우수저류지 설치, 우수펌프장 설치 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경제학적 요소로 산정하였다. 사실상 대안

들의 공사비는 토목, 건설, 기계, 전기 등 다양한 분야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야별 소요 예산을 책정은 어려운 실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우수저감시설 설치사업 실시

설계 보고서의 소요사업비 기준을 토대로 대안별 경제적 비용

을 산정하였으며 설계비, 토지매입비, 감리비 등은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구조물 설치비용만을 고려하였

다. 지역에 따라 구조물 설치 제원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Table 3과 같이 구조물 설치비용을 제시하였다.

4. Spatial MCDM 적용

국내에서 MCDM을 이용하여 홍수관련 연구를 진행한 경

우 대부분 유역을 분할하여 각 유역별 대푯값을 제시하여 

MCDM 분석을 실시하거나 단순히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이

용해 왔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Spatial MCDM은 지역이나 

유역 개념의 대푯값을 이용하지 않고 동일한 크기의 격자로 

분할하여 각각의 격자별 데이터를 추출, MCDM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XP-SWMM을 이용하여 대안별로 장항읍 

침수발생기간 동안 시간적으로는 10분 간격, 공간적으로는 

장항읍 지역을 5 m × 5 m 격자로 분할하여 침수데이터를 추출

하였다. 또한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적용시

켰다. XP-SWMM에서 추출한 침수데이터를 ArcGIS를 이용

하여 최대침수심, 침수시간, 구조물 설치비용 등에 해당되는 

데이터로 가공하였다. 또한 이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격자별로 

Compromise Programming 기법을 적용하였고 각 격자별 최

적 대안을 도출하였다(Fig. 5). 단, Compromise Programming 

적용 시 평가요소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

나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중요도를 가지는 가중치라 가정하고 

동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4.1 침수데이터 추출 및 가공

본 연구에서는 XP-SWMM에서 2차원 해석을 실시하면 격

자별로 침수심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연구

를 진행하였다. 연구자의 재량에 따라 격자 크기, 데이터 추출

시간 간격은 조절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5 m × 5 m 크기의 

격자로 대상 지역을 분할하여 데이터를 추출하고 대안에 따라 

침수시간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침수시간이 3시간 이상이

라는 점을 감안하여 10분 간격으로 침수데이터를 수집하였다.

XP-SWMM에서 추출한 침수심 데이터를 가공하여 격자별 

침수시간 데이터와 구조물 설치비용 데이터를 생산하였다. 

Fig. 5. Compromise Programming appli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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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 alternative (b) Drainage pipeline construction

(c) Detention reservoir construction (d) Flood pumping station construction

Fig. 6. Maximum depth by grid through inundation simulation result

(a) No alternative (b) Drainage pipeline construction

(c) Detention reservoir construction (d) Flood pumping station construction

Fig. 7. Flooding time by grid through inundation simula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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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GIS Tool을 사용하여 격자마다 침수가 발생한 횟수를 산

정하여 침수시간을 계산하고, 격자마다 시간마다 발생하는 

침수심을 비교하여 가장 큰 값을 최대침수심 데이터로 이용하

였다. 또한, 대안별로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대안별 침수 발생한 격자에 대하여 GIS를 이용하여 구조물 

설치비용을 격자별로 부여했다. 대안별로 적용될 평가요소

의 값은 Figs. 6~8과 같이 격자별로 구성되어진다.

4.2 Spatial MCDM 적용 및 결과

서로 다른 복수의 기준이 존재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량적인 평가요소를 활용하여 최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Spatial MCDM 중 Spatial Compromise Programming을 이용

하여 장항지구의 홍수방어대안을 구하고자 한다. 앞 절에서 추

출한 대안별 평가요소 값을 바탕으로 격자별로 Compromise 

Programming을 적용하였다. 이상해(Ideal Solution)와의 거

리()를 구하는 Compromise Programming 식에서 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1, 2, ∞ 값을 사용하였으며 의 값

에 변화에 따른 최적대안을 산정하였다. Eq. (1)을 이용하여 

을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안의 평가요소별 최대값 
과 

최소값 
을 결정해야 한다. MATLAB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일괄적으로 개개의 격자에서 이상해와의 거리 을 구

하였으며 그에 해당하는 홍수방어대안 선정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범지역을 지역을 5 m × 5 m 크기의 격자로 

분할하고 홍수방어대안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30년 빈

도 강우가 발생하였을 때 침수가 발생하는 격자에 대하여 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분석에 사용된 격자의 수는 17,097개

이다. Compromise Programming 적용하여 침수가 발생했던 

격자들에 적합한 홍수방어대안을 선정한 결과 다음 Fig. 9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침수가 발생한 적이 있음에도 지형 특

성에 의해 침수시간이 짧거나 침수심이 얕은 경우 피해가 심

하지 않아 구조물 설치비용 대비 대안들의 효과가 크지 않으

므로 대안 없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지역이 값의 따라 약 

6.5~16.5%정도의 비율로 분포하였다. 여기서 는 이상해와

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며 본 연구에서는 값을 1, 2, 

∞ 값을 사용하였고, 의 값과 상관없이 약 43%의 격자에서 

관거 개량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Fig. 8(d)). 또한, Figs. 

8(a)~8(c)를 통해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유역에서 같은 최적

대안이 분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4는 편차를 결정짓는 

값에 따라 달라지는 대안별 격자의 개수를 나타내었다.

(a) No alternative (b) Drainage pipeline construction

(c) Detention reservoir construction (d) Flood pumping station construction

Fig. 8. Construction expenses by grid through inundation simula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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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내수침수해석 모형인 XP-SWMM을 이용

하여 장항읍의 침수를 모의하였으며 기존 간선관로가 10년 

빈도로 계획되어 있어 발생하는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을 검토하였다. 재현기간 30년 빈도 확률강우량을 목표강우

량으로 설정하고 3가지의 홍수방어대안(관로 개량, 우수저

류지 설치, 우수펌프장 설치)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Lim et al. (2016)의 연구와 동일한 유역의 

내수침수자료를 기반으로 수행되었으며, 최적의 홍수방어대

안을 채택하기 위해 Spatial Compromise Programming 기법을 

도입하였다. 시험유역에 Spatial Compromise Programming 

기법을 적용하면 격자별로 서로 최대침수심, 침수시간, 구조

물설치비용 등을 고려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연구 

결과는 Spatial Compromise Programming의 변수 중 이상해 

값과의 편차를 줄여주는 의 값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

였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43%의 격자에서 관로 개량이 효과

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Lim et al. (2016)이 장항읍을 3개

의 유역으로 구분지어 장항 1지구는 우수펌프장 설치, 장항 

2지구는 관로 개량, 장항 3지구도 관로 개량을 최적의 대안으

로 제시한 부분과 유사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Spatial MCDM을 적용하면 구역 특성에 따라 분포하는 최적 

대안이 달라지고 어떠한 지역의 특성 때문에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였는지도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분석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적 홍수방어대안을 선정하는 것은 시설물의 설치 규모나 

(a) Deriation constant p = 1 (b) Deriation constant p = 2

(c) Deriation constant p = ∞

Fig. 9. Optimal flood defense alternative by grid

Table 4. Number of grid selected as the best alternative using deriation constant 

Alternatives p = 1 p = 2 p = ∞

No alternative 1,167 1,120 2,760

Drainage pipeline construction 7,413 7,384 7,366

Detention reservoir construction 4,485 5,470 5,243

Flood pumping station construction 4,032 3,123 1,728

Total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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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에 따라 홍수저감효과, 공사 비용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Spatial MCDM은 대안을 비

교, 검토하는 방법이므로 설계자의 주관에 의해 결과가 변하

게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Compomise Programming 기법 

적용 시 평가요소의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실무 적용 

시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요소의 중요도를 가중

치를 이용하여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Spatial Compromise 

Programming 기법을 이용하여 홍수방어대안을 선정하는 논

리는 치수계획 수립 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물관리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17 

AWMP-B079625-04)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Ahmadisharaf, E., Kalyanapu, A. J., and Chung, E. S. (2015). 

“Evaluating the effects of inundation duration and velocity 

on selection of flood management alternatives using Multi- 

Criteria Decision Making.” Water Resources Management, 

Springer Netherlands, Vol. 29, No. 8, pp. 2543-2561.

Ahmadisharaf, E., Kalyanapu, A. J., and Chung, E. S. (2016). 

“Spatial probabilistic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for 

assessment of flood management alternatives.” Journal of 

Hydrology, Elsevier, Vol. 533, pp. 365-378.

Ahmadisharaf, E., Kalyanapu, A. J., and Chung, E. S. (2017). 

“Sustainability-based flood hazard mapping of the Swannanoa 

river watershed.” Sustainability, MDPI, Vol. 9, No. 10, p. 1735.

Choi, H. I., Park, S. Y., Song, J. H., and Park, M. J. (2013). 

“Identification of flood risk areas using a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method.”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KOSHAM, Vol. 13, No. 2, pp.237-243.

Hadi, L. A., Naim, N. A., Admam, A., and Said, E. S. (2017). “GIS 

based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for flood vulnerability 

index assessment.” Journal of Telecommunication, Electronic 

and Computer Engineering, Vol. 9, No. 1-2, pp. 7-11.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14).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s I, II 

and III to the 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Geneva, Switzerland.

Kang, S. K., Choi, S. J., and Lee, D. R. (2017). “Selection of flood 

protection alternatives using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KOSHAM, 

Vol. 17, No. 1, pp. 279-285.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2013). Inundation 

trace report.

Lee, G. M., Choi, J. W., and Kang, S. J. (2017). “MCDM approach for 

identifying urban flood vulnerability under social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Journal of Coastal Research, CERF, 

Special Issue No. 79, pp. 209-213.

Lim, D. H., Jeong, S. C., Lee, E. K., and Yi, J. E. (2017). “Study of 

flood prevention alternative priorities using MCDM (Multi- 

Criteria Decision Making).”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KWRA, Vol. 50, No. 3, pp. 163-179.

Ministry of Land (2010). Design floods estimation.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12). Establishment of 

disaster prevention performance objective by region.

Park, J. P., Kang, T. U., and Lee, S. H. (2017). “Evaluation of accuracy 

depending on pipe network density in urban flood inundation 

analysis using the SWM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KOSHAM, Vol. 17, No. 1, pp. 71-78.

Seocheon-gun (2003). Master plan for development of drainage system 

in Seocheon-gun (alteration).

Seocheon-gun (2008). Working design for BTL (Build-Transfer-Lease) 

of drainage system in Seocheon-gun.

Shin, J. H., Lim, S. M., Kim, J. H., and Kim, T. W. (2014). “Analysis 

of urban flood damage characteristics using inland flood 

scenarios and flood damage curv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KOSHAM, Vol. 14, No. 1, pp. 291-301.

Tkach, R. J., and Simonovic, P. (1997). “A new approach to Multi- 

Criteria Decision Making in water resources.” Journal of 

Geographic Information and Decision Analysis, KOSHAM, 

Vol. 1, No. 1, pp. 25-44.

Zeleny, M. (1973). Multiple Criteria Decision Making.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Columb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