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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자연재해에 따른 SOC시설물의 피해는 구조물 자체의 안 성에 험뿐 아니라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들

에게 경제 사회 인 측면에서 직간 으로 막 한 향을 미친다. 특히, 인구 도가 높은 도시지역에서

는 이러한 향이 더 크게 나타나기에 재난재해등의 험이 발생하 을 경우 지역내 요시설물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악하고 리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설물이 가지고 있는 시설물별 요한 인자를 

도출하고 문가를 상으로 AHP분석기법을 통해서 가 치를 부여하여 시설물별 요도평가시스템을 개

발하 다. 이러한 시설물의 요도는 시설물을 리하는 지자체  시설물 리자로 하여  평상시에 리

하는 시설물의 우선순 를 제공하고 재난발생등 한 시나리오에서 어느 시설물부터 사 에 리하고 재

난이후에 한정된 산을 어느 시설물부터 투입하여 보수 보강할 것인가에 한 체계 인 의사결정지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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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amage of national infrastructures not only endangers the structural safety, but also has a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n national economy and society. Since the influence of damage has 

been enhanced in the metropolitan areas, the infrastructures in danger should be identified and 

managed under disaster situations. This study suggests the importance factors for national 

infrastructures, calculates weights for the factors through AHP analysis, and develops the 

importance evaluation system for national infrastructures. The evaluation system provides the 

priority of infrastructures for local governments and facility managers and enables management 

based on the degree of importance in emergency situations. After disasters, the evaluation 

system will support a systematic decision-making for recovery priorities with a limited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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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는 기온도 상승과 함

께 태풍, 지진 등의 자연 상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 이 상시 험에 노출되

어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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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에 따른 SOC시설물의 피해는 구조물 자체

의 경제  손실뿐만 아니라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들

에게도 직간 으로 막 한 향을 미친다. 특히, 인구

도가 높은 도시지역에서는 이러한 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에 험이 발생하

을 경우를 비하여 지역 내 주요시설물의 요도를 평

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종합  리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도시지역에는 다수의 다양한 주요시설물들이 도시 

여러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홍수 등의 범 한 피해

를 유발하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체 주요시설물을 면

히 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요시설물에 

한 요도를 사 에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

탕으로 시설물 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수 교 붕괴사고 이후 시설물 리에 한 요성

이 부각되었으며, 시설물안 특별법(이하 시특법)을 제

정하고 국가 주요시설물에 한 주기 인 리방안을 

마련하 다. 시설물안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1·2

종 주요 시설물에 한 정 안 진단이 주기 으로 수

행되고는 있으나, 1·2종 주요 시설물들이 시설물의 규

모 는 연장 등의 물리  기  주로 구분되어 있고, 

시설물 이용자수와 내구상태 등에 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2].

도심지의 소규모 시설물의 경우 이용자수와 내구상

태에 따라 사고발생이 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물리  기 만으로 시설물을 리하는 

 리체계로는 재난발생시 소규모 시설물에 한 안

리가 제 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도시 심부의 이용자수가 많은데 규모가 작아 

리 상으로 지정이 안되거나, 도시 외곽에 치하여 

이용자수가 고 내구상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규모

를 고려하여 과도하게 리하는 것 한  시설물 

리체계의 불합리한 면이라 하겠다[3].

사회경제활동에 있어서 도로, 교량, 랜트 등 SOC

시설물의 역할은 매우 크다, 이러한 시설물이 사회·경

제 으로 얼마만큼의 향을 미치는지의 정도를 측정

하는 것이 바로 요도 평가이다. 따라서, 요도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물 유지 리  재난 시 보호활동 등

에 필요한 우선순 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의 요도에 향을 미치

는 인자를 도출하고 문가를 상으로 요도 설문조

사를 실시하 다.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AHP분석을 수

행하 으며,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가 치를 이용하여 시

설물별 요도평가시스템을 개발하 다.

Ⅱ. 국내외 현황

국내 시설물 리는 시설물안 특별법 상 1·2종 주요 

시설물에 한 정 안 진단 등을 수행하여 국가 시설

물을 리하고는 있으나, 시특법상의 구분이 규모와 연

장 등의 물리  기 만으로 정해져 시설물이 가지고 있

는 사회·경제 인 측면이 고려되어지지 않고 있다. 이

로 인해서 사용빈도가 은 시설물이지만 규모가 크다

는 이유로 과잉 리가 되고 있으며, 정작 사회경제 으

로 이용가치가 높은 시설물이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부

실하게 리되고 있다. 주요 시설물에 한 사회·경제

인 측면에서의 요도 평가는 아직 국내에서 이루어

진 바가 없으며, 미국의 경우 Purdue 학에서 개발한 

재난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인 DIMSuS(Disaster 

Mitigation Support System)에서 시설물의 요도

(Criticality)  험도(Vulnerability) 등의 정량  지표

를 사용하여 재난재해로 인한 SOC 구조물, 지역산업, 

지역사회의 실질 인  는 험을 해석하고 시설

물 보호를 한 시설물 요도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4].

DIMSuS의 요도 평가 과정은 다음 [그림 1]과 같

다. 우선 활동 구별(활동의 용도 악), 우선순  부여 

등을 통해 활동을 분석한다. 둘째, 활동들을 지원하는 

사회기반시설들과 해당 사회기반시설이 향을 미치는 

범 를 악하여, 사회기반시설의 향권을 분석한다. 

셋째, 각 활동들에 해 주요 사회기반시설과 사회기반

시설 안들을 악하고 이들이 지원하는 수 을 측정

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용량을 별한다. 마지막으로 

요도의 상  수 을 계산한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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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IMSuS 중요도 평가모델

[그림 2]는 요도 산출식에 따라 주민들을 상으로 

도출된 사회  경제  기여도의 비율과 가 치, 시설

물별 지원수 을 곱하여 각 시설물별 상  요도

(Relative Level of Criticality)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DIMSuS 중요도의 상대적 수준 분석 방법론

다음의 식(1)은 요도 상 수 을 계산하기 한 

요도 산출식이다. 요도 산출식에 따라 주민들을 상

으로 도출된 사회  경제  기여도의 비율과 가 치, 

시설물별(AL, alternatives) 지원수 을 곱하여 각 시설

물별 상  요도(Relative Level of Criticality)를 도

출하 다.

요도 상  수  = 

  PSC*∑NwSc*AL+PEC*∑NwEc*AL
(1)

PSC: 사회  기여도 비율

PEC: 경제  기여도 비율

NwSc: 각 활동의 사회  기여도의 정규화된 비

NwEc: 각 활동의 경제  기여도의 정규화된 비

AL: 각 안의 지원 수

DIMSuS가 주민을 상으로 한 사용자 심의 설문

을 통한 AHP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하

는 요도 평가는 시설물별 요 평가항목에 한 문

가 설문을 통한 AHP분석이 수행된다는 차이  있다. 

한, 본 연구의 시설물 요도 평가의 최종결과물로써 

재난 시나리오별 GIS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리

시설물들을 도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Ⅲ. 시설물 중요도 평가 알고리즘 설계

1. 시설물 중요도 평가 알고리즘 설계
1.1 시설물의 중요도 기준 검토 및 분석
우리나라의 시설물 리는 지나치게 규모 주로 정

의되어 시설물의 사회·경제  요성과 실질  험성 

등에 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 시특법에 포

함되지 않는 시설물은 특정 리 상시설물로 편입되

어 지자체에서 리하고 있으나, 특정 리 상시설물

의 범 가 무 방 하고, 지자체의 여건( 문인력부족, 

산부족 등)으로 인해 시설물 리가 제 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기 해서 시

설물의 요도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리하고자 한다. 

이를 해, 우선 리 상시설물의 범 를 선정하 다. 

시설물의 범 는 시특법과 재난법에 나온 시설물을 기

본으로 하고, 리가 가능한 시설물과 공익성이 상

으로 높은 시설물을 주로 선정하 다. 시설물을 사회

간 자본시설, 에 지/공업시설, 건축시설로 크게 3가

지로 분류하 고, 시설물분야별로 사회간 자본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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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량, 터 , , 하천시설, 상하수도, 통신/방송시설

로 세분화 하 고, 에 지공업시설물은 발 / 력시설, 

송변 시설, 주요공업시설으로 세분화 하 다. 건축시

설물은 공동주택, 다 이용시설, 옹벽  토사면으로 

분류하 다.

1.2 시설물 중요도 평가 알고리즘 설계 기본 방향
요도 평가 알고리즘은 3단계의 순차  과정을 통해 

시설물의 요도를 분류한다. 3단계라 함은 시설물의 

기본 요도를 고려하는 1단계, 1단계의 요도와 시설

물별 요도를 고려한 2단계, 2단계 요도와 재난발생 

치를 고려한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요도 평가 알

고리즘을 거쳐 시설물의 사회,경제  요도  지역  

특징을 함께 고려한 시설물 요도가 결정되어진다. 

[그림 3]는 요도 평가 알고리즘의 3단계를 도식하고 

있다. 

그림 3. 중요도평가 시스템 알고리즘 절차

1) 1단계: 시설물별 기본 요도 평가

1단계 시설물의 요도는 시특법  재난법의 기 이 

되는 시설물의 규모를 가지고 시설물의 요도를 구분

하는 단계이다. 즉, 국내 시설물의 안   유지 리체

계를 기본으로 하여 시설물의 규모를 가지고 요도를 

산정하는 단계이다. [그림 4]은 1단계 시설물 요도를 

도출하기 한 흐름도이다. 

그림 4. 1단계 시설물 중요도 평가

사회간 자본시설은 교량, 터 , 항만, , 하천시설, 

상하수도, 통신/방송시설 등 7개 시설물과 에 지/공업

시설은 발 / 력, 송변 시설, 주요공업시설등 3개의 

시설물, 건축시설물은 공동주택, 다 이용시설, 옹벽

토사면 등 3개의 시설물로 구분하 다. 1단계 요도 

평가의 1등 , 2등 은 시특법의 1종시설물과 2종시설

물이며, 3등 은 특정 리 상시설물이 해당되어진다. 

      

2) 2단계: 요도 항목을 고려한 시설물 요도 평가

1단계 평가의 최종성과물을 상으로 상시설물이 

치한 지역의 특성  활동 등을 고려하여 요도 분

석을 실시하는 단계로써 즉, “1단계 요도 × 요도 항

목 수“가 2단계 평가의 성과물이 된다. 시설물별 요

도 항목의 도출을 해서 분야별 문가들과의 자문회

의를 통하여 시설물별 요도 항목을 도출하 으며, 시

설물별 요도 항목은 그 우선순 에 따라 1~5 을 배

당하 다. 다음으로 항목별로 가 치를 용하여 우선

순 별로 1순 에는 15 , 2순 는 10 , 3순 는 5 을 

배당하 다. 앞서 부여한 각 요도 항목의 수(1~5 )

에 한 가 치(1순  15 , 2순  10 , 3순  5 )를 

곱한 수  합계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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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요도항목 우선순위별 평가범위

항목별 수

요도항목 우선순

총 1순
(15 )

2순
(10 )

3순
(5 )

5 15×5=75 10×5=50 5×5=25 150점
4 15×4=60 10×4=40 5×4=20 120점
3 15×3=45 10×3=30 5×3=20 90점
2 15×2=30 10×2=20 5×2=20 60점
1 15×1=15 10×1=10 5×1=20 30점

그림 5. 2단계 시설물 중요도 평가

[표 1]과 같이 시설물별로 최  150 과 최소 30 의 

수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 요도 평가 1단계에서 도

출된 등 (1/2/3등 )을 기 으로 요도 평가 2단계에

서 산정한 수에 시설물 문가들을 통해 도출한 

1.0/0.8/0.6의 가 치를 부여하여 최종 평가등 을 산정

한다. 최종평가등 은 3등 으로 나 었으며, 해당 수

가 107～150 이면 1등 , 63～107  미만이면 2등 , 

18～63 미만이면 3등 이 되도록 부과하도록 하 다.  

를 들어, 2종 시설물인 AA터 을 상으로 시설물 

요도 등 을 산정해보면, 1단계 평가에서 2종 시설물

이 해당하는 2등 으로 정하게 된다. 2단계 평가에서 

터  시설물에 한 1/2/3순  요도 항목별로 수가 

5/3/2 인 경우, 각각의 가 치를 곱한 수는 

15*5=45/10*3=30/5*2=10이며, 합계는 45+30+10=85

이다. 85 의 요도 항목 우선순  총 에 1단계 평가

의 2등 을 고려한 가 치 0.8을 용하면 68 이 계산

되어 최종 으로 2등 의 시설물 요도를 가진다. [그

림 5]는 2단계 시설물 요도평가 로세스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각 시설물별 요도 항목 우선순 는 5개 항

목  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비교를 통해 평균값

을 용하여 가장 요도가 높은 것을 1순 로 하여 순

서 로 3순 까지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해 국내 공

공시설물 건설분야 설계·시공  운 과 직간 으로 

련된 발주청(정부기 /공사), 학교, 국책연구소, 설

계/컨설 회사 등의 최소 경력 10년 이상의 문가 25

명을 상으로 조사를 수행하 다. 

계층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 AHP)은 

수많은 공공부분 정책 수립  의사결정 문제에 활용되

고 있는 기법으로 의사결정자의 오랜 기간 축 된 경

험, 지식 등을 비교 즉, 요소간의 1:1 비교를 통하여 

정량화하는 표 인 문가 의사결정 도출 방법이다. 

주요 평가분야  세부 평가항목 가 치 계산을 한 

조사 방식은 각 요소간 비교하여 종축의 평가항목

이 횡축의 평가항목에 비해 상 으로 어느 정도 요

한지에 따라 1에서 9까지 척도를 기입하 다[7].

12개 시설물별 요도(항목 최소 2개에서 5개)  련 

각 25명의 AHP 조사 결과, 각각 일 성지수

(Consistency Ratio : C.R)가 최소 0.005에서 최  0.05

의 범 로 모든 값이 0.1미만으로 확인되어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 다.

① 사회간 자본시설 : 교량

교량의 경우 5개 후보 항목  교통량(약49%)이 가장 

높은 순 로 평가되었으며, 2순 로 우회시설, 3순 로 

안 등 이 순서 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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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A B C D E
A 우회시설 1.000 0.333 2.000 3.000 3.000 
B 교통량 3.000 1.000 4.000 5.000 5.000 
C 안전등급 0.500 0.250 1.000 2.000 2.000 

D 교량폭
(차로수) 0.333 0.200 0.500 1.000 1.000 

E 자산가치 0.333 0.200 0.500 1.000 1.000 

표 2. 교량 중요도 항목 AHP분석결과

그림 6. 교량 중요도 평가항목

② 사회간 자본시설 : 터

터 의 경우 5개 후보 항목  교량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며 교통량(약47%)이 가장 높은 순 로 평가되었

으며, 2순 로 우회시설, 3순 로 안 등 이 순서 로 

높게 나타났다. 

평가항목 A B C D E
A 우회시설 1.000 0.333 1.300 2.400 2.800 
B 교통량 3.000 1.000 3.300 4.400 4.800 
C 안전등급 0.769 0.303 1.000 2.100 2.500 
D 터널폭(차로수) 0.417 0.227 0.476 1.000 1.400 
E 자산가치 0.357 0.208 0.400 0.714 1.000 

표 3. 터널중요도 항목 AHP분석결과

그림 7. 터널 중요도 평가항목

③ 사회간 자본시설 : 항만

항만의 경우 5개 후보 항목  물동량(약42%)이 가장 

높은 순 로 평가되었으며, 2순 로 항만용도, 3순 로 

철도연계성이 순서 로 높게 나타났다. 

평가항목 A B C D E
A 항만용도 1.000 0.500  4.800  4.000  1.600  
B 물동량 2.000  1.000 5.800 5.000 2.600 
C 구조형식 0.208  0.172 1.000 0.556 0.238 
D 부두의 폭 0.250  0.200 1.800 1.000 0.294 
E 철도연계성 0.625  0.385 4.200 3.400 1.000 

표 4. 항만 중요도 항목 AHP분석결과

그림 8. 항만 중요도 평가항목

④ 사회간 자본시설 : 

의 경우 5개 후보 항목  의용도(약42%)가 가장 

높은 순 로 평가되었으며, 2순 로 여수로여부, 3순

로 안 등 이 순서 로 높게 나타났다. 

평가항목 A B C D E
A 여수로여부 1.000 0.667  3.500  4.800  5.500  
B 댐의용도 1.500  1.000 4.000 5.300 6.000 
C 안전등급 0.286  0.250 1.000 2.300 3.000 
D 사용연수 0.208  0.189 0.435 1.000 1.700 
E 지역및위치 0.182  0.167 0.333 0.588 1.000 

표 5. 댐 중요도 항목 AHP분석결과

그림 9. 댐 중요도 평가항목

⑤ 사회간 자본시설 : 하천시설

하천시설의 경우 5개 후보 항목  빗물펌 장여부

(약45%)가 가장 높은 순 로 평가되었으며, 2순 로 도

로용도, 3순 로 시민편익시설수가 순서 로 높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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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A B C D E
A 도로용도 1.000 1.200 0.385 4.200 3.800 
B 시민편익시설수 0.833 1.000 0.357 4.000 3.600 
C 빗물펌프장여부 2.600 2.800 1.000 5.800 5.400 
D 행정지역 0.238 0.250 0.172 1.000 0.714 
E 지역및위치 0.263 0.278 0.185 1.400 1.000 

표 6. 하천 중요도 항목 AHP분석결과

그림 10. 하천시설 중요도 평가항목

⑥ 사회간 자본시설 : 통신·방송시설

통신·방송시설의 경우 5개 후보 항목  방송종류(약

43%)가 가장 높은 순 로 평가되었으며, 2순 로 리

주체가 순서 로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3가지는 요

도가 상 으로 매우 낮아 우선 항목 선정에서 제외하

다. 

평가항목 A B C D E
A 방송종류 1.000 5.500  5.500  1.500  5.000  
B 송출범위 0.182  1.000 1.000 0.200 0.667 
C 주파수대역 0.182  1.000 1.000 0.200 0.667 
D 관리주체 0.667  5.000 5.000 1.000 4.500 
E 자산가치 0.200  1.500 1.500 0.222 1.000 

표 7. 통신·방송시설 중요도 항목 AHP분석결과

그림 11. 통신·방송 중요도 평가항목

⑦ 에 지·공업시설 : 발 · 력

발 · 력시설의 경우 4개 후보 항목  발 형태(약

37%)가 가장 높은 순 로 평가되었으며, 2순 로 치, 

3순 로 안 등 이 순서 로 높게 나타났다.  

평가항목 A B C D
A 위치 1.000 1.500  0.769  3.000  
B 안전등급 0.667  1.000 0.556 2.500 
C 발전형태 1.300  1.800 1.000 3.300 
D 사용연수 0.333  0.400 0.303 1.000 

표 8. 발전·전력 중요도 항목 AHP분석결과

그림 12. 에너지·공업시설 중요도 평가항목 

⑧ 에 지·공업시설 : 송변 시설

송변 시설의 경우 2개 후보 항목  송 압(약

58%)이 가장 높은 순 로 평가되었으며, 2순 로 치

로 나타나 모두 요도 항목에 포함되었다. 

평가항목 A B
A 송전전압 1.000 1.400  
B 위치 0.714  1.000 

표 9. 송변전시설 중요도 항목 AHP분석결과

그림 13. 송변전시설 중요도 평가항목 

⑨ 사회간 자본시설 : 주요공업시설

주요공업시설의 경우 5개 후보 항목  공업시설종류

(약38%)가 가장 높은 순 로 평가되었으며, 2순 로 고

용인원, 3순 로 연간매출액이 순서 로 높게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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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A B C D E
A 공업시설종류 1.000 5.500 5.500 1.500 5.000 
B 연간매출액 0.182 1.000 1.000 0.200 0.667 
C 행정지역 0.182 1.000 1.000 0.200 0.667 
D 고용인원 0.667 5.000 5.000 1.000 4.500 
E 사용연수 0.200 1.500 1.500 0.222 1.000 

표 10. 주요공업시설 중요도 항목 AHP분석결과

그림 14. 주요공업시설 중요도 평가항목

⑩ 건축시설 :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경우 5개 후보 항목  거주인수(약49%)

가 가장 높은 순 로 평가되었으며, 2순 로 건축수명, 

3순 로 안 등 이 순서 로 높게 나타났다. 

평가항목 A B C D E
A 건축수명 1.000 0.333 3.800 2.000 4.200 
B 거주인수 3.000 1.000 5.800 4.000 6.200 
C 행정지역 0.263 0.172 1.000 0.357 1.400 
D 안전등급 0.500 0.250 2.800 1.000 3.200 
E 구조형식 0.238 0.161 0.714 0.313 1.000 

표 11. 공동주택 중요도 항목 AHP분석결과

그림 15. 공동주택 중요도 평가항목

⑪ 건축시설 : 다 이용시설

다 이용시설의 경우 5개 후보 항목  시설용도(약

34%)가 가장 높은 순 로 평가되었으며, 2순 로 이용

자수, 3순 로 안 등 이 순서 로 높게 나타났다. 

평가항목 A B C D E
A 시설용도 1.000 1.100  4.000  2.000  4.600  
B 이용자수 0.909  1.000 3.900 1.900 4.500 
C 행정지역 0.250  0.256 1.000 0.333 1.600 
D 안전등급 0.500  0.526 3.000 1.000 3.600 
E 구조형식 0.217  0.222 0.625 0.278 1.000 

표 12. 다중이용시설 중요도 항목 AHP분석결과

그림 16. 다중이용시설 중요도 평가항목

⑫ 건축시설 : 옹벽  토사면

발 · 력시설의 경우 4개 후보 항목  주거지인

여부(약40%)가 가장 높은 순 로 평가되었으며, 2순

로 인 도로종류, 3순 로 안 등 이 순서 로 높게 

나타났다. 

평가항목 A B C D
A 인접도로종류 1.000 1.500  0.769  3.000  
B 안전등급 0.667  1.000 0.556 2.500 
C 주거지인접여부 1.300  1.800 1.000 3.300 
D 사면경사도 0.333  0.400 0.303 1.000 

표 13. 옹벽 및 절토사면 중요도 항목 AHP분석결과

그림 17. 옹벽 및 절토사면 중요도 평가항목

시설물별 요도 항목도출 최종 결과는 다음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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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도  항목

1순 (15 ) 2순 (10 ) 3순 (5 )

사회
간접
자본
시설

교량 교통량 우회시설 안전등급

터널 교통량 우회시설 안전등급

항만 물동량 항만용도 철도연계성

댐 총저수용량 여수로 사용연수

하천시설 빗물펌프장여부 도로용도 시민편익시설

상하수도 - - -

통신-방송
시설 방송종류 관리주체 -

에너
지/
공업
시설

발전/전력 발전형태 위치 안전등급

송변전시설 송전전압 위치 　-

주요
공업시설 공업시설종류 고용인원 연간매출액

건축
시설

공동주택 거주인수(세대) 건축수명 안전등급

다중
이용시설 시설용도 이용자수 안전등급

옹벽 및
절토사면 주거지인접여부 인접도로종류 안전등급

표 14. 시설물별 중요도 항목도출

시설물별 요도항목에 해당하는 세부기 은 시설물

별로 해당 법률 등을 검토하고, 문가 자문회의를 거

쳐 세부기 을 확정하 다. 향후,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 

항목별 세부기 은 해당지자체에 맞게 변경해서 사용

가능하다.

3) 3단계: 재난 발생시 시설물 요도 평가

3단계는 요도 평가 2단계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

탕으로 각 시설물에 한 침수  시나리오에 따라 침수

가 발생하는 시설물들이 무엇인지 악하여, 시설물 

리자  지자체로 하여  사 에 재난 방에 비하기 

한 단계이다. 침수  시나리오는 200년, 300년, 500년 

강우강도를 고려하 다. 시나리오별 재난발생시 해당

되어지는 시설물들은 [그림 18]에서 보여 다.

그림 18. 3단계 중요도평가

2. 주요시설물 중요도평가 시스템 개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설물 요도 알고리즘을 바탕

으로 시설물 요도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 다. 시스템 

개발을 한 Test-Bed 지역으로 선정된 구의 성서공

업단지는 공단 좌측의 낙동강 본류를 기반으로 강정고

령보와 명제, 세천제 등의 제방, 사문진교 등의 교량 

등 다양한 시설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공업단지 내에 

공동주택  에 지/공업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시

설물 요도 알고리즘을 용하기에 합한 지역이다. 

주요시설물 요도평가 시스템은 리자가 요도를 

평가하는 평가모듈과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조회모듈

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평가모듈은 1단계 평가모듈과 

2단계 평가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회모듈은 일반조

회모듈과 치기반 조회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9]은 인벤토리에 입력된 수변지역 시설물에 

하여 1단계 평가모듈을 통한 요도 평가를 실시하

는 화면창이다. 요도 평가 1단계에서는 인벤토리에 

입력된 시설물들을 시특법  재난법의 기 이 되는 시

설물의 규모를 바탕으로 그 요도를 평가한다. 를 

들어 특정 교량이 시특법에 의거 1종 시설물인 경우 1

등 을 부여한다. 



AHP기법을 이용한 국가 주요시설물 중요도 평가 시스템 개발 541

그림 19. 1단계 평가모듈 화면창 

[그림 20]은 요도 평가 1단계를 마친 시설물에 

하여 2단계 평가를 수행하는 화면창이다. 2단계 평가에

서는 각각의 시설물이 가지는 세부 요도 항목에 따라 

요도평가를 수행하는 단계로써 앞에서 설명한 시설

물 요도 알고리즘에 따라 각 시설물에 한 1/2/3순

의 요도 항목에 하여 세부평가기 에 해당하는 

수(1~5 )를 부여한 후, 1 순  요도 항목에는 15

, 2순  요도 항목에는 10 , 3순  요도 항목에

는 5 을 배당하여 부여한 각각의 요도 수와 곱하

여 그 합계를 계산한다.

그림 20. 2단계 평가모듈 화면창

[그림 21]은 1단계 시설물 요도평가결과를 반 한 

2단계 최종 시설물 요도 결과를 표출하는 화면창이다. 

앞서 계산한 요도 평가 2단계 결과를 바탕으로 1단계 

요도 평가 가 치를 반 한 평가 수  평가등 , 

시설물 우선순 를 도출하여 사용자가 한 에 요도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 다.  

그림 21. 시설물중요도 조회모듈 화면창 

[그림 22]는 개발시스템의 GIS 화면 상에서 수변지역 

시설물에 한 요도 평가 결과를 조회하는 시스템 화

면창이다. 리자 메뉴에서 요도 평가를 실시하고 해

당 결과를 장하면 요도 평가결과를 GIS 화면 상에

서 조회가 가능하다. 요도 평가 결과는 사용자가 해

당 시설물을 GIS 화면에서 클릭하거나 좌측 리스트에

서 클릭하면 요도 평가 단계별 배 황과 최종평가

등   시설물 우선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 시설물중요도 위치기반 조회모듈 화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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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시나리오 기반 시설물 요도 평가 결과가 아래

그림과 같이 조회할 수 있다. 시스템을 통해 침수 시나

리오에 따라, 침수가 발생하는 시설물들이 무엇인지 

악할 수 있도록 하 다. 실제 구 성서공업단지의 지

형도와 비교한 결과, 침수 시나리오를 통해 침수가 발

생하는 지역이 부분 일치하며, 해당 침수지역에 속한 

시설물들이 최종 리 시설물로 선정되었음을 확

인하 다. 

그림 23. 재난시나리오 기반 시설물 중요도 평가결과

Ⅳ. 결 론

국민이 안 한 생활을 하고 견실한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SOC시설물의 사회·경제  역할은 매우 크

다. 이러한 시설물이 사회·경제 으로 얼마만큼의 향

을 미치는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요도 평가

이며, 요도 평가 결과에 따라 일상 인 시설물 유지

리  재난 시 보호활동 등에 필요한 우선순 가 결

정될 수 있다[8].

국내 시설물 리의 경우 시설물이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  요성을 고려치 않고, 단순히 시설물이 가지고 

있는 설계상 규모를 기 으로 리하고 있어, 실질 으

로 요한 시설물에 한 리 소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리되어 지고 있는 시설

물의 규모별 요도 평가에 새로이 도출된 인자를 고려

한 새로운 시설물 요도평가를 개발하 다. 이를 해 

시설물별로 요한 인자를 도출하고 AHP분석기법을 

통해 요인자에 가 치를 산정하 다. 한 재난발생

시 시설물이 가지고 있는 GIS등의 치데이터와 연동

하여 재난발생시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각화하여 리

자로 하여  시설물 리를 보다 효율 으로 할 수 있도

록 ‘주요시설물 요도평가 시스템’을 개발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설물 요도평가 시스템은 재

난재해 발생시 요한 시설물  시설물의 사용자에 

한 보호  피를 해 개발되었다. 하지만, 재의 

요도평가 시스템은 요도를 평가하는 기능에만 머물

러 있으며,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향후, 개발이 정된 ‘시설물 험도 분석시스템’ 

 ‘EAP(Emergency Action Plan) 도출시스템’과의 연

동방안  시설물의 요도를 주기 으로 업데이트하

기 한 시설물 요도 AHP 모듈에 한 연구가 추가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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