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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기반 모델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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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Relationships between Travel Time and Provision  
of Road Inundation Information in Heavy Rain and Snow  

using an Agent-based Simulation Model
Yu-gyung Na* · Seungho Lee** · Chang-Hyeon Joh*** 

요약 : 최근 도시에 발생하는 폭우·폭설 등의 극단적인 기상현상은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지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극단적인 강수현상 발생 시 통행효율성을 증대시켜 도시 지역 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

적의 침수 정보 전달 시나리오를 선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일대를 사례지역으로 NetLogo 

툴킷을 활용한 모델을 작성하여, 극단적인 강수 발생 시 정보전달 시나리오별 통행시간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노면에 습기가 있거나 강설량 20mm 미만인 시나리오에서는 20~40%의 운전자에게, 강설량 

20mm 이상의 폭우가 발생한 시나리오에서는 40~60%의 운전자에게 도로통제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는 결과가 각각 도출되었다.

주요어 : 기상재난, 도로침수, 시나리오 분석, 위기최소화 모형, 에이전트 기반 모델

Abstract : Heavy rain and heavy snow as representative extreme weather are recently an issue in urban 
area. The paper aims at modeling the scenarios of evacuation that minimizes economic loss of the des-
ignated urban area with improving travel efficiency by providing road closure information facing an ex-
tremely heavy rainfall. The paper develops a model by using a NetLogo toolkit applied to the study area 
of Seocho-dong, Seocho-gu, Seoul. The model conducts a simulation of travel time under different sce-
narios of information provision.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it is efficient to provide the information 
of road closure to 20~40% of the drivers under the scenario of humid road or rainfall less than 20mm, 
whereas to 40~60% of the drivers under the scenario of heavy rainfall more than 20mm.

Key Words :  Extreme weather, Road inundation, Scenario analysis, Risk-minimization model, Agent-
bas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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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배경 

현대도시는 불투수면적(impervious areas)의 비

율이 높기 때문에 극단적인 강수 발생 시 재해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집약적인 토지이용으로 인

해 피해양상이 복잡하게 나타나며 피해규모도 크

게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2011년 7월 집

중호우로 인한 도로침수와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피해는 도시 재해취약성의 위험성과 피해양상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박민규, 2013). 특히, 

폭우는 현상 자체만으로도 통행속도를 감소시키

며, 도로를 침수시켜 통행시간 및 통행비용의 증

가를 야기한다. 폭우의 발생빈도가 최근 들어 급

증하고 있으므로(한우석 외, 2012) 폭우로 인한 피

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극단적인 기상현상(weather event) 발생 시 개인

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친

다. Bamberg(2003)에 의하면, 개인의 행동 계획은 

과거 행했던 행동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하

지만 여러 차례의 경험을 통해 체득 가능한 정보

나 경험들과는 달리, 극단적인 기상현상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변화는 매우 가변적이고 불확실하므

로 과거 행동만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비효

과적일 수 있다. Hopkins(1981)는 “사람들은 불확

실한 환경 하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정보

를 모으고 계획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의사결

정 시 체득된 정보와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가

장 만족할만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 개인적 선호도

와 같은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칠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김병선(2012)은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얻

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계획의 질과 

의사결정 과정이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람들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실시간 자료도 어렵지 않게 교환이 가능

해졌다. 개별 통행자는 환경을 인식하고 기상정보

와 교통정보, 도로통제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검

색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여 이동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개별 통행자의 통행 행태가 변하며, 개개인의 변

화는 전체 도로의 통행 흐름이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통행시간 및 통행 비용을 증가시키

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극단적인 기상현상으로 

인한 기후환경은 자가용 이용자의 의사결정 과정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통행수단 선택 

및 이동경로 설정에 지리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인지 분석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은 도시 내 도로 침수 시 통

행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통행비

용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폭우 및 폭설 등 극단적인 강수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최대유동량을 갖는 최적의 시나리

오를 선정하기 위해 미시적 스케일에서 상향식 접

근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거시적 수

준의 접근방법은 차량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시간, 환경 등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는데 제약

이 존재하므로,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지적 스케일에서 개별 차량을 대상으로 구체적

인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김병선, 전게서). 

이에 서초동 일대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폭우

와 폭설 시 교통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에이전트 

기반 모델을 구축하였다.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의사결

정이 교통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의 의사결정은 

환경인지, 과거의 행동 및 습관, 정보의 습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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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요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이러한 

요인들을 에이전트 기반 모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정보의 습득이 통행수단 선택 및 이동경

로 설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지리

정보전달과 통행비용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침수로 인한 도로 통제 시 일정 비율의 개별 

운전자가 통제 정보를 전달받을 때 총통행비용의 

증감을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모델 구축 시 공간데이터의 전처리과정을 

최소화하여 유동적으로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 모

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폭우 또는 폭설 시 도로의 

통제는 매우 긴박하게 이루어지므로 효과적인 방

법을 분석하기 위해서 단순하고 직관적인 모델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에이전트 기반 모형의 주요 개념

에이전트 기반 모형(agent-based model, ABM)

은 컴퓨터공학에서 기원하여, 현재는 경제학, 지

리학에 이르기까지 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Woodridge(2002)는 에이전트 기반 모형이 특정 

환경(상황)에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

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인(agent)
들이 생존하며 상호작용하는 공간(environment)
에서 각각 자율성(autonomy), 사회적 활동(social 
ability), 반응성(reactivity), 진취성(proactiveness)
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정의하였다. 이 모형

은 개인(agent)들이 상황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

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규칙기반모델(rule-based 
model)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 및 재난발생

시 환경의 변화가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영향을 받은 개인이 어떠한 의사결정

의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볼 수 있어 방법론적 가

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다른 사회현상의 시뮬레이션 방법론과 비

교하여, 에이전트 속성간의 의사소통, 공간적 명

확성, 피드백(feedback)과 같은 요소를 모두 만족

하고 있다(표 1). 셀룰러 오토마타(Cellular Au-
tomata)의 경우, 특정한 공간(cell)의 상태와 공간 

이동에 제한이 있는 반면, 에이전트 기반 모형은 

개인들의 속성부여가 다양하며 규칙(rule)을 바탕

으로 자율성을 지니고 이동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및 

재난을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에

이전트 기반 모형을 도입하여, 환경의 변화에 따

른 개인의 행동(behavior) 변화와, 행동 변화가 결

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에이전트 기반 모형 사례

Almeida et al.(2012)은 NetLogo를 활용하여, 폐

그림 1. 연구목적

개인의 의사결정을 고려한 에이전트 기반 모형 구축

    정보전달과 통행비용의 상관관계 도출

  극한기후사상발생시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 작성



265폭우·폭설 시 침수 정보 전달과 통행시간 관계 연구

쇄 공간 내에서 출구의 수와 폭이 대피시간에 미

치는 영향을 통해 대피모형을 작성하였다. 모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agent-rule)은 “최소 노력의 

원리(least effort principle)”이다. 즉, 개인은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한다는 것으로, 긴급 상황 시 발생

하는 군중심리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모

델의 목적이 공간의 배치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

문이라고 밝혔다. 모델의 환경은 총 3,025㎡의 면

적으로 1m의 셀이 55×55개로 설정된 그리드이

다. 출구의 수와 폭이 변경될 때 총 대피시간을 살

펴보았으며, 그 결과 출구의 수가 증가하면 총 대

피시간이 단축되며, 대피시간과 출구의 너비의 상

관성을 밝혀냈다.

Singh et al.(2011)은 재해 복구 과정에서 협력과 

조정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NetLogo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개인(agent) 간의 협력 및 합동과 같은 조정

을 다루는 문제를 살펴보고, 개인(agent) 간의 상

호작용을 규정(rule)하였다. 모델 재해관리는 다섯 

가지의 전략을 통해 진행되었다. 첫째, 활용 가능

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다. 둘째, 재난에 즉각적으

로 반응해야 한다. 셋째, 재난은 예측이 불가능하

다. 넷째, 정보와 자원이 불확실하다. 마지막으로, 

2차 피해로부터 복구가 가능하도록 재난복구전략

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건물

을 복구 하고 인명을 구조하도록 모델을 구축하였

다. 50×50의 그리드로 이루어진 환경에 이동가능

한 사람, 구조대원, 의료진, 앰뷸런스, 소방관 등

을 에이전트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협력(Coopera-
tion)을 암시적(implicit) 협력과 묵시적(explicit) 
협력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델 내 개

인(agent)은 자신이 고립되지 않기 위한 노력과 더

불어 자신이 속한 그룹의 개인들이 모두 안전하기

를 바라는 방향으로 행동하며, 중심인물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분석의 목적은 협

력 및 합동 전략의 효과를 알아보는 것으로, 재난

구역의 위치, 재난의 규모와 크기, 사용 가능한 자

원, 부상 정도 등 모델의 여러 설정 값을 달리하여 

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구조 자원이 재난 지

역에 도달하면 사망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함을 확

표 1. 사회현상의 시뮬레이션 방법론 비교

시뮬레이션 

방법론
설명

에이전트 속성 공간적

명확성
피드백

계층구조 의사소통 여부 이질성

베이지안 

네트워크

(Bayesian 

Networks)

•  베이즈 이론을 기반으로 한 확률 이론과 그래

픽 이론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그래픽 모델

•  복잡한 시스템을 노드와 각 노드간의 연관성 

호(arc)로 표현

× × n/a × ○

셀룰러

오토마타

(Cellular 
Automata)

•  격자의 공간에서 인접한 셀에 영향을 미침

•  셀은 제한된 상태(ex. ‘살아있음’ 또는 ‘죽음’)를 

가지고 있음

•  시간의 변화에 따라 셀의 상태는 셀의 상태, 인

접한 셀과 균일한 모델 룰에 따라 변할 수 있음

○ ○ × ○ ○

에이전트 

기반 모델

(Agent Based 
Models)

•  대규모 수준의 시스템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상

호작용과 다양한 에이전트의 활동과 상호작용

을 실험

•  에이전트의 행동은 서로 각각의 상호작용과 환

경에 따라 결정

○ ○ ○ ○ ○

자료: Dawson et al.(2011)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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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었으며, 재난이 일어난 지역의 위치에 

따라 복구 및 환자 수의 감소가 시작되는 시점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사례들과 같이 에이전트 기반 모형은 재난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인 행태를 모의함

으로써 대피시간 및 피해 규모 등을 도출할 수 있

다. 현실세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축

하고 타당한 행동 규칙을 적용하여 전반적인 시스

템의 변화를 살펴보기에 적합한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다. 

3. 연구개관

1) 모델작성

연구지역인 서초동 일대의 2010년 시군구 경계 

자료와 국가교통DB센터에서 제공하는 도로 데이

터와 2010년 서초동 경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그

림 2). 서초동 일대는 경부선과 남부순환로를 비롯

하여 31개의 도로가 지나며 171개 구간으로 나뉘

어 있다. 도로데이터의 속성자료는 표 2와 같다. 

또한, 타 지역과 연결되어 있으며 서초동 내에

서 타 도로와 분리되어 있는 일반도로 16개 구간

은 모델의 도로 네트워크 흐름과 무관하므로 모델 

구축 시 제외하였다. 구축한 모델을 활용하여 분

석을 시행할 때 다양한 지역의 도로 데이터를 유

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전처리과정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도로명의 경우 

한글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델의 한계로 인해 영문

도로명이 필요하므로 영문도로명 데이터를 추가

하였다.

2) 환경설계

에이전트 기반 모형은 다양한 개발 소프트웨

어의 툴킷(tool-kit)을 사용하거나, Visaul Basic, 
C++, JAVA와 같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를 이용하여 구축할 수 있다. 그중 NetLogo는 

Northwestern 대학의 Uri Wilensky 교수 연구팀에

서 JAVA를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또한 NetLogo
는 오픈소스(open-source) 소프트웨어로서, 모델 

라이브러리(model library)에서 경제학, 생물학, 

그림 2. 연구지역 및 도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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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예제를 제공하여 

상대적으로 프로그래밍이 간단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양정훈·김희경, 2012). 본 연구는 NetLogo 
버전 5.0을 활용하였다.

사례지역을 서초동 일대로 정한 이유는 여름

철 침수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재해위험지구이

기 때문이다. NetLogo는 그리드 기반의 인터페이

스를 제공하므로 벡터자료인 서초동 경계데이터

의 남단, 북단, 좌측 끝, 우측 끝을 기준으로 가로 

600개, 세로 600개의 격자로 나누어 5m×5m의 

해상도를 갖는다. 주요 데이터인 도로 데이터를 

네트워크 데이터로 삽입하였으므로 각 격자에 속

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다만, 도로 네트워크의 오

류를 점검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의 위치에 해당

하는 격자의 색을 달리하여 식별 가능하도록 하였

다.

도로 네트워크는 도로 데이터의 노드를 모델에 

벡터 형식으로 삽입하고 두 노드를 잇는 링크를 

생성하였다. 도로의 각도가 달라지는 지점에 노드

가 생성되어 기존 도로데이터의 노드보다 많은 수

의 노드가 생성되는데, 총 632개의 노드가 생성되

었다. 도로는 시작점과 끝점 즉 두 노드를 잇는 링

크로 나타나며 위 그림 2와 같이 총 668개의 도로

구간으로 구분되었다. 그림 3과 같이 노란색 점 사

상으로 노드의 위치가 표현되며 각 노드를 잇는 

링크가 회색 선 사상으로 나타난다. 모의실험 시 

그림 3. 국가교통DB의 도로(레벨2)데이터(좌)와 모델 내 네트워크(우)

통제구간(서초로 일대) 통제구간(서초로 일대)

표 2. 도로 네트워크 속성

링크ID 시작노드 완료노드 도로명 제한속도 노선수 … 영문도로명

3770910906968 3770910902217 3770910310152 남부순환로 60 8 … NBSHR

…

3770910310837 3770910310291 3770910330113 경부선 100 3 … GBS



나유경·이승호·조창현268

에이전트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워 혼동을 야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노드가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였다.

또한, 도로마다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규칙은 강수 시에는 제한속도를 일정비율 감축해

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비가 내

려 노면에 습기가 있거나 눈이 20mm 미만이 쌓

였을 때 최고제한속도의 100분의 20”으로 감축하

고,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이

내, 노면이 얼어붙는 때이거나 눈이 20mm 이상 

쌓였을 때 최고제한속도의 100분의 50”로 감축해

야 한다고 해당규칙은 밝히고 있다. 이에 본 모델

은 도로 제한속도 감축규정을 삽입하여, 폭우 또

는 폭설 등의 상황을 모의하였다. 또한, 강수모듈

을 구축하는 대신 제한속도의 20% 감축해야 하는 

상황과 제한속도의 50%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을 

서로 다른 시나리오로 제공하여 선택 가능하도록 

구축하였다.

또한, 본 모형에선 도로 침수 시 통제구간 설정

이 가능하게 하였다. 통제된 도로(그림 3) 서초로 

일대로서, 에이전트가 지나갈 수 없으며 통제지점

에서 우회하도록 설계되었다. 덧붙여, 도로 통제 

정보를 취득한 에이전트는 출발 이전에 통제구간

을 제외한 다른 이동경로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 

행동한다.

3) 에이전트 규칙설계

본 연구는 서초동을 통과하는 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리정보의 습득과 폭우 및 폭설 시 통

행비용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자가용 운전자를 

에이전트로 설정하여 인식, 정보 습득, 의사결정

을 의한 규칙(rules)을 설정하였다. 에이전트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적인 객체와는 달리 자율적이고 

목적지향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정형화된 규칙을 

적용하기 보다는 행동의 범위를 지정하는 방향으

로 규칙을 정하였다.

개개인은 의사결정시 습관의 영향을 받기 때문

에(나유경 외, 2012) 폭우 또는 폭설로 인한 이동 

경로를 탐색 시 자신이 이용하던 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 

정보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기존의 경로로 이동하

도록 설정하였다. 출발지와 목적지에 따라 경로를 

설정하며, 아래 그림 4와 같이 주변의 에이전트 속

도를 고려하고 도로 구간별 제한속도 이하의 속도

로 이동한다.

에이전트는 자신의 주변 환경을 인식하여 주변

에 다른 에이전트가 있음을 인지하고 차간 거리

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에이전트의 진행방향

에 다른 에이전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

속도 이하의 범위에서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만약 에이전트가 자신의 앞에 있는 다른 에이전트

를 발견하면 앞차의 속도보다 낮은 속도가 되도록 

표 3. 기상시나리오와 환경 설정

구분 기상 및 도로 상태 제한속도 규정 비고

시나리오1 •강수량 0mm 구간별제한속도 
최상의 통행상태를

100으로 환산함

시나리오2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음

•눈이 20mm 미만이 쌓임 

최고제한속도의 

20% 감축
도로통제가능

시나리오3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 100m 이내

•노면이 얼어붙는 때

•눈이 20mm 이상 쌓였을 때 

최고제한속도의 

50% 감축 

도로통제가능

차간거리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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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모형의 기본구조

감축해야 한다. 각 에이전트 간 거리는 평소에 최

소 1m 이상 유지하도록 하며 폭우 또는 폭설 시나

리오인 시나리오 3에서는 최소 2m 이상 유지하도

록 설정하였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차간 안

전거리를 일반도로의 경우 속도계에 표시되는 수

치에서 15를 뺀 수치의 m 정도로 유지하고, 시속 

80km 이상이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때에는 

주행속도의 수치를 그대로 m로 나타낸 수치 정도

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며, 차의 속

도와 도로 상황 및 기상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 

주행속도에 따른 정지거리를 고려하여 충분히 유

지하여야 한다고 한다. 모델의 특성을 고려하여 

에이전트 간 충돌을 막고, 기상현상을 고려하여 

차간거리를 설정하였다. 

4. 모의실험 결과

1) 모의실험 구현

모델의 인터페이스는 자료입력, 모의실험 view, 

결과출력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4). 또한, 자료입력을 버튼이 왼쪽에 위치한

다. 지리정보자료를 입력하고 강수 시나리오를 선

택할 수 있다, 강수 시나리오는 맑은 날, 비가 내

려 노면에 습기가 있거나 눈이 20mm 미만이 쌓인 

날, 폭우·폭설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

거나 눈이 20mm 이상 쌓인 날의 도로 상황 중 선

택 가능하다. 시나리오를 선택하면 폭우, 폭설 시 

도로 제한속도 감축규정이 적용된다. 차량 대 수

도 지정 가능하며 통제도로의 영문명을 기입하여 

통제 상황을 모의할 수 있다. 하단부에 위치한 슬

라이더를 이용하여 통제정보를 모든 운전자 중 특

정 비율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

자료 입력과 모의시나리오 세팅 후 실행버튼을 

누르면 모의실험 view창에 결과가 나타난다. 연구

지역의 교통 흐름을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자가용의 흐름을 쉽게 구분하기 위해 에이전트의 

크기 확대 기능을 추가하였다. 에이전트의 크기를 

확대하면 아래의 그림 5와 같이 실행된다.

인터페이스의 오른쪽에 위치한 결과출력부분은 

오류 점검과 모의실험 결과값 도출이 가능하다. 

NetLogo는 지리정보데이터를 자동으로 보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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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좌표체계를 변환하고 도로 구간을 세분화하는

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count links’와 ‘count nodes’
라는 출력 창은 도로네트워크의 노드와 링크 수

를 출력하여 데이터 구축 시 결손을 확인할 수 있

고 통제 상황 모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도로의 곡선부분 노드의 정밀

성은 곡선부의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모의실험 시 

실행속도가 현저하게 낮아지지 않도록 조정하였

고, 차간거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m로 설정

한 후 폭우·폭설 시에는 2배로 늘렸다. 모의실험 

시 모든 통행자의 평균속도가 업데이트되며 그래

프로 볼 수 있다.

2) 분석결과

서초동 도로 데이터를 사례로 연구한 결과, 맑은 

날의 도로 상황과 강수 시 도로 상황의 차이를 육

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도로 통제로 인한 

지체현상이 나타남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보다 정확

한 분석을 위해 모든 운전자의 통행속도를 평균하

여 비교함으로써 모든 통행자의 통행비용이 최소

화되는 가장 효율적인 통행 상태를 알고자 하였다. 

모델 내 시간 스케일이 현실세계의 시간과 동일하

지 않으므로 모델 내의 속력을 시속으로 정의하기

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맑은 

날 모든 통행자의 통행비용이 최소화되는 가장 효

율적인 통행 상태를 100으로 설정하고, 모의실험 

결과로 도출되는 값을 ‘효율성지수’로 정의하여 설

명하고자 한다. 효율성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맑은 

날의 통행을 모의하여 에이전트의 평균속도를 측

정하고 각 시나리오별 평균속도와 비교하였다. 

통행자의 일부가 도로 통제 정보를 전달받아 새

로운 경로를 탐색하여 통행할 때, 개개인의 경로 

설정이 모든 통행자의 통행속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정보 전달 방안을 마련하고

그림 5. 모델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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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였다. 이때, 정보전달비율을 5가지 항목으로 

(0%, 20%, 40%, 60%, 100%) 나누어 살펴보았다. 

정보 전달은 연구지역을 지나는 운전자 중 무작위

로 선택되어 전달되므로 정보를 갖는 운전자가 반

드시 해당 통제구간을 통과하지는 않는다. 변수를 

동일하게 설정하더라도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각 시나리오에 대해 30번씩 반복하여 

모의하였다. 

(1) 시나리오 2의 분석 결과

시나리오 2는 강수로 인해 노면이 젖은 상태이

거나 강설량 20mm인 상황에서 도로가 통제되는 

상황이다. 강우 또는 강설로 노면의 상태가 좋지 

않아 교통사고로 이어질 경우 도로가 통제되는 상

황 등이 이 시나리오에 해당한다. 교통량은 서초

동 일대를 지나는 첨두시간 교통량인 2,112대를 

기준으로 하였고 서초로의 일부를 통제한다고 가

그림 6. 도로통제정보 전달 비율에 따른 통행 효율성(시나리오 2)

표 4. 시나리오 2 모의실험 결과표(효율성 지수)

정보전달(%) 최대(max) 최소(min) 평균(mean)

0 83.40 68.70 75.43

20 99.67 75.27 91.37

40 92.45 73.68 84.34

60 92.93 75.92 85.14

80 89.39 73.87 84.14
100 97.40 76.45 9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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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도

로 통제 정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을 경우 통

행의 효율성지수는 60-83의 범위에 있다. 이와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효율

성지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00에 가까운 수치가 

나타난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초기대응에 있어 

20~40%의 운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

장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2) 시나리오 3의 분석 결과

시나리오 3은 가시거리 100m 이내 또는 강설량 

20mm 이상인 상황으로 극단적인 강수 또는 강설 

현상이 이에 해당한다. 시나리오 2와는 달리 구간

별 제한속도의 50%로 감축되어 통행속도가 현저

히 줄어들었고, 차간거리가 2배로 증가하였다. 통

행량과 다른 변수들은 시나리오 2의 모의 환경과 

동일하다.

그림 7. 도로통제정보 전달 비율에 따른 통행 효율성(시나리오 3)

표 5. 시나리오 3 모의실험 결과표(효율성 지수)

정보전달(%) 최대(max) 최소(min) 평균(mean)

0 46.52 19.33 33.49

20 47.98 25.22 39.39

40 49.05 34.06 48.11

60 48.88 34.24 48.00

80 45.77 16.48 33.38
100 48.35 24.32 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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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결과, 운전자들이 통제도로 근처에 

이르기까지의 초반에는 효율이 증가하고, 이를 유

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로 나누어지는 양상

을 볼 수 있다. 통제정보를 40~60%의 운전자에

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는 결과

가 도출되었다.

반면, 통제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하지 않을 때 

가장 효율이 낮은 편이며 이와 근사하게 80%의 운

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상황도 효율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전달비율이 63% 이상일 

때 병목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80%일 때 

극단적인 병목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 병목현상은 반포로와 서초로의 교차로, 

남부순환로의 우측 부분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다

(그림 8). 이와 같이 병목현상이 나타나는 구간을 

줄이고 모든 통행자의 통행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는 초기대응 시 정보전달의 방안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는 극단적인 강수 발생 시 재해에 취약한 

도시지역에서 도로침수 시 통행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정보전달과 통행시간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개인의 의사결정이 시스템 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에이전트 기반 모델을 활

용하였다. 개인의 이동 경로가 변경되어 병목현

상이 발생함에 따라 통행속도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전달

함에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

는가에 따라 교통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도로통제 정보를 적절하

고 효과적으로 전달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개별 통행의 변화가 교통 시스템 전체

에 변화를 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극단적인 강수 

사상이 발생하여 도로가 통제되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보전달 비율을 제공하여 적절한 대응

을 돕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후 도로 통제 정

그림 8. 병목현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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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재해의 피해를 감

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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