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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유출 특성을 고려한 홍수취약지역 지형학적 인자의 ROC 분석

ROC Analysis of Topographic Factors in Flood Vulnerable Area
considering Surface Runoff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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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thod of selecting an existing flood hazard area via a numerical model requires considerable time and
effort. In this regard,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for selecting flood vulnerable areas through topographic analysis based on
a surface runoff mechanism to reduce the time and effort required. Flood vulnerable areas based on runoff mechanisms refer
to those areas that are advantageous in terms of the flow accumulation characteristics of rainfall-runoff water at the surface,
and they generally include lowlands, mild slopes, and rivers. For the analysis, a digital topographic map of the target area
(Seoul) was employed. In addition, in the topographic analysis, eight topographic factors were considered, namely, the
elevation, slope, profile and plan curvature, topographic wetness index (TWI), stream power index, and the distances from
rivers and manholes. Moreover,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analysis was conducted between the topographic factors
and actual inundation trace data. The results revealed that four topographic factors, namely, elevation, slope, TWI, and
distance from manholes, explained the flooded area well. Thus, when a flood vulnerable area is selected, the prioritization
method for various factors as proposed in this study can simplify the topographical analytical factors that contribute to
flooding.
KEYWORDS: Flood vulnerable area, ROC analysis, Runoff mechanism, Topographic analysis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홍수해석 등 수치모형을 이용한 기존의 홍수위험지역 선정 시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고자 유출메커니즘
기반의 지형 분석을 통해 홍수취약지역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출메커니즘 기반의 홍수취약지역은 강우-유출수의 지표면 흐름
누적 특성에 유리한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저지대, 완경사, 하천 등이 해당된다. 분석을 위해 대상지역인 서울시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경사도, 수직 및 수평 사면 곡률, 지표습윤계수 (Topographic Wetness Index, TWI), 유수력 지수 (Stream Power
Index, SPI), 하천 및 맨홀과의 거리 등 8개의 지형학적 인자를 고려하였다. 지형학적 인자들과 실제 침수흔적자료와의 ROC
(Receiver Operation Characteristic) 분석 결과, 표고, 경사도, 지표습윤계수, 맨홀과의 거리 등 4개의 지형학적 인자가 침수지역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취약지역 선정 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인자에 대한 우선순위 산정 방안은 홍수에
기여하는 지형학적 분석 요소를 간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홍수취약지역, ROC 분석, 유출메커니즘, 지형 분석

*Corresponding author: jisungk@kict.re.kr, ORCID 0000-0002-0475-3531
ⓒ Korean Society of Ecology and Infrastructure Engineering.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327

328

J.Y. Lee and J.-S. Kim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2020) 7(4): 327-335

1. 서 론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침수피해가 빈
번히 발생하고 있다.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홍
수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을 정비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재대책이지만 한정
된 예산으로 피해방지 효과를 최대로 얻기 위해서는 우
선순위 산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산이 비교적 많이
드는 구조물적 대책과 함께 방재대책으로 중요시 되고
있는 비구조물적 대책으로 홍수정보를 대상지역 주민
들에게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대처능력을 향
상시키며, 홍수취약지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실시함으
로써 불필요한 개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
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
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해지
도를 작성하고 활용하여야 함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자들은 홍수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
피해를 저감시키고자 물리기반의 수치모형을 이용한
홍수예상도 작성 연구 (Cho et al. 2010, Oh et al. 2016,
Ji and Cho 2017)를 비롯해 최근 인공지능과 딥러닝을
활용한 자료기반 홍수예측연구 (Chung et al. 2012,
Chang et al. 2014, Kim et al. 2019) 등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치모형과 자료기반모형의 경
우 매개변수 산정과정이 복잡하거나 학습에 필요한 많
은 양의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지형학적 인
자만을 이용한 홍수위험지역 선별에 대한 연구 또한 진
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Kim et al. (2016)이 지형도, 토양도, 토
지이용도를 이용하여 유출생성지도와 유출누적지도
를 작성함으로써 유역의 잠재적인 홍수예상도를 작성
하였다. Lee et al. (2018)은 Advanced Spaceborne
Thermal Emission and Reflection radiometer (ASTER)
및 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 (SRTM) 등 범
용 자료를 이용한 지형 분석을 통해 지형학적 인자를 산
정함으로써 홍수위험 정보를 비교･분석 하였다. Lee et
al. (2019)은 지표면의 유출 생성, 이동, 누적이 발생하
기 쉬운 지형, 토양, 토지이용 등의 특성을 세부 지표로
선정하여, 유출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을 탐지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Jung et al. (2020)은 홍수와 관련된

지형적 요인으로 고도, 경사, 유출곡선지수 (curve
number, CN), 하천까지 거리를 변수로 100년빈도 홍
수위험지도와 다중 로지스틱 회귀를 수행하여 대상 지
역의 홍수위험도를 확률적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국외
의 경우, Arrighi et al. (2015)과 Arrighi et al. (2017)은
3차원 수치모형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침수지역에서
차량과 보행자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 하기 위한 이
동성 매개변수를 제시하였고, Lagadec et al. (2016)은
유역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형 요소에 따
라 지표 유출에 취약한 지역을 탐지하는 기법을 제시하
였다. 이와 더불어 지형적 요인과 강우 자료를 입력층
으로 Logistic Regression, Naive Bayes, AdaBoost,
Random forest 등 기계학습 기법에 적용하여 홍수위험
도를 예측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Wang et al. 2015,
Rizeei et al. 2019, Li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수치모형 기반 홍수위험지역
선정기법과 병행하여 방재대책 적용의 우선순위를 결
정할 수 있는 홍수취약지역 선정기법을 제안하고자 한
다. 이 기법은 지표면에 도달한 강우가 지형적 원인으
로 인해 토양으로 침투되지 못하고 유출수가 생성된 후
지표면을 따라 이동하고, 집수되기 쉬운 지역에 누적되
는 과정을 포함하는 유출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다. 강
우-유출 현상은 상대적인 표고, 경사 등 지형학적인 원
인과 토양 종류, 토심 등 토양적 원인, 토지이용에 따른
원인 등에 따라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대부분이 포장 면적인 도시지역
이며, 개발과 복원 등 사업이 활발하기 때문에 토양과
토지이용에 따른 원인은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변동이
크지 않은 지형학적인 원인만 고려하였다. 그리고 선정
된 홍수취약지역과 과거 침수흔적을 비교하여, 개발된
기법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2. 연구 방법
2.1 대상지역 및 기본자료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로 25개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면적은 605 km2, 인구는 1,0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한강과 중랑천 등
국가하천과 탄천과 도림천 등 지방하천 범람에 의한 외
수침수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우수관망의 용량을 초과
하는 강우로 인한 도시침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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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showing the study area and inundation trace map in the Seoul metropolitan city, Korea. The hollow polygon
indicate study sites and filled polygon indicate inundation trace data from 1987 to 2011.

(Lee et al. 2019). 또한, 서울시는 홍수에 취약한 저지
대에 주택 및 상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 홍수 발생으
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서울시에서는 취약 지역에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저감
시키기 위해 배수펌프장, 저류지 설치 등의 대책을 마
련하고 있지만 신규 조성 시가지가 아닌 이상 부지확보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취약지역에 거주하
는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이 홍수에 취약하다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방재시설물을 우선 설치하기 위한 홍수취
약 우선순위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형 분석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에
서 제공하는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30 m × 30 m
크기의 DEM을 생성하였고, raster 연산을 통해 지형학
적 인자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시지역에서는
건물과 도로의 영향에 따라 지표면 흐름 특성이 달라질
수 있어 지형 분석 시 고려해야하지만 건물에 의해 경사
도 계산 등에서 이상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
였다. 그리고 내수침수가 주로 발생하는 특성을 반영하
기 위해 Seoul Metropolitan City (2016)의 맨홀 위치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편, 선정된 취약지역의 실
제 침수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에 기록된 침수피해 조사 지점 (point) 자료와
침수흔적도 (polygon) 자료를 수집하였다. 침수피해
자료의 조사기간은 1987년부터 2011년의 자료로 지형
분석의 raster 격자 내 침수흔적이 겹치게 되면 침수격
자로 판별하였다 (Fig. 1).
2.2 지형학적 인자의 선정
서울시와 같은 도시지역에서는 지표 유출에 따른 홍
수보다 맨홀 월류로 인한 내수침수가 주로 발생하지만,
대부분 자연유하식으로 매설된 우수관망은 지표면의
집수구조와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지표면의 지형 정보
를 바탕으로 Table 1과 같이 8개의 지형학적 인자를 선
정하고 지형 분석 결과를 Fig. 2에 나타냈다.
2.2.1 표고
수치지형도의 등고선과 표고점을 이용한 선형보간
등의 지형분석을 통해 DEM자료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지역 모든 격자에 대한 표고를
구할 수 있다. 표고는 홍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
한 요소 중 하나로 표고가 낮은 지역일수록 홍수가 발생
하기 쉬운 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표고
와 홍수취약도는 반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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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data for analysis
Factors

Data type

Source

Description

Inundation trace map

Point &
Polygon

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

Elevation

Raster

NGII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The higher the elevation, the more
vulnerable

Slope

Raster

NGII

The gentler the slope, the more
vulnerable

Profile curvature

Raster

NGII

The higher the value, the more
vulnerable

Plan curvature

Raster

NGII

The lower the value, the more
vulnerable

TWI (Topographic Wetness Index)

Raster

NGII

The higher the value, the more
vulnerable

SPI (Stream Power Index)

Raster

NGII

The higher the value, the more
vulnerable

Distance from river

Raster

NGII

The closer the distance from river,
the more vulnerable

Distance from manhole

Raster

Comprehensive plans for the
reduction of damage from
storm and flood

The closer the distance from
manhole, the more vulnerable

(a)

(b)

(c)

(d)

Fig. 2. Results of topographic factors: DEM created using a digital topographic map (a), slope (b), profile curvature
(c), plan curvature (d), Topographic Wetness Index (TWI) (e), Stream Power Index (SPI) (f), distance from river (g),
distance from manhole (h) in Seoul metropolitan c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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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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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tinued.

2.2.2 경사도
경사도는 DEM자료를 1차 미분함으로써 구할 수 있
으며, 표고와 마찬가지로 지표 유출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다. 완경사의 경우 유출수가 더 이상 유하하지 못
하고 누적되어 홍수를 유발할 수 있으며, 급경사의 경
우 강우로 인한 유출수가 표층아래로 침투하지 못하고
지표면을 따라 이동하기 쉽다. 본 연구에서는 급경사로
인한 유출수의 생성과 이동보다 침수심 상승으로 피해
를 유발시키는 완경사로 인한 유출수의 누적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2.2.3 수직 사면 곡률
수직 사면 곡률은 DEM자료를 2차 미분함으로써 구
할 수 있으며, 양의 값을 가질 때 경사면 아래방향으로
오목한 지형을 나타내고, 0은 경사가 일정한 지형, 음의
값을 가지면 볼록한 지형이다. 따라서, 수직 사면 곡률
이 클수록 유출수가 누적되기 쉬워 홍수에 취약한 지역
으로 볼 수 있다.

2.2.4 수평 사면 곡률
수평 사면 곡률은 양의 값을 가지면 산등성이와 같이
볼록한 지형, 음의 값을 가지면 계곡부와 같이 오목한
지형을 나타낸다. 수평 사면 곡률이 작을수록 지형은
계곡을 형성하고 유출수가 누적되어 홍수에 취약한 지
역으로 볼 수 있다.
2.2.5 지표 습윤 계수
Beven and Kirkby (1979)의 연구에서 제시된 지표
습윤 계수 (Topographic Wetness Index, TWI)는 대상
지역의 포화정도를 정량화하여 잠재적인 습윤도를 나
타내는 것으로 Eq. 1과 같은 수식에 의해 계산된다.
Beven and Kirkby (1979)는 지표 습윤 계수가 높은 값
을 가지는 지역이 홍수에 취약한 지역을 나타낸다고 하
였다.
  ln tan 

(Eq.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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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격자 단위 폭당 유출기여면적 (m),  는 지
표면의 경사 (°)
2.2.6 유수력 계수
Moore et al. (1991)이 고안한 유수력 계수 (Stream
Power Index, SPI)는 지표 유출에 따른 퇴적물의 이동
과 침식 정도를 나타내며, 값이 클수록 흐름이 집중되
어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수력
계수는 Eq. 2에 의해 계산된다.
(Eq. 2)

   × tan 

2.2.7 하천과의 거리
하천과의 거리는 대상 격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하천
경계까지의 거리로써 하천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외
수범람 및 내수배제불량에 따른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을 의미한다.
2.2.8 맨홀과의 거리
맨홀과의 거리는 대상 격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맨홀
까지의 거리로써 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맨홀 월류에 의
한 내수침수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을 의미한다.
2.3 ROC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홍수취약지역 선정 기법은 대
상지역의 지형 분석만을 통해 잠재적 홍수 발생 가능성
이 높은 지역을 탐지하는 기법으로 선정된 지역이 실제
로 강우, 배수 시스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홍수가 발생
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동일한 표고를 가진 저지대를 홍
수취약지역으로 선정했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홍수가
발생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홍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검토하고 정량적
으로 분석하여 홍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주된 지형학적
인자를 선정하기 위해 2 × 2 혼동행렬 (Confusion Matrix)
과 ROC (Receiver Operation Characteristic) 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 방법은 암환자를 판별하는 시약의 성능검
사 등 의학에서 주로 사용되다가 최근 머신러닝과 이미
지 인식에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많이 적
용되는 기법이다 (Bae and Kwon 2020, Lee et al. 2020).
수치모형을 이용한 홍수예상도와 실제 침수흔적과의 비
교는 일반적으로 전체 면적에 대해 중첩되는 면적의 비
를 계산한 적합도 분석을 이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
형학적 인자에 대한 기준 값을 제시하여 홍수취약지역
을 선정하기 앞서 홍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지형학적
인자를 선별하고자 ROC 분석을 선택하였다.
먼저, 2 × 2 혼동행렬은 Table 2와 같이 홍수취약지
역으로 선정되면 positives, 선정되지 않은 지역은
negatives로 구분되며, 홍수취약지역과 실제 침수흔적
자료가 일치하면 True, 일치하지 않으면 False로 나타
낼 수 있다. 즉, 홍수취약지역으로 선정한 지역에서 실
제로 침수가 발생했다면 True positives (TP), 홍수취약
지역으로 선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침수가 발생하지 않
았다면 True negatives (TN)로 표현된다. 반대로 홍수
취약지역으로 선정한 지역에서 실제로 침수가 발생하
지 않았다면 탐지에 실패했지만 안전상 문제가 없으므
로 긍정오류를 나타내는 False positives (FP), 홍수취
약지역으로 선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침수가 발생한 경
우는 탐지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경보를 통해 심각
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정오류를 나타내는
False negatives (FN)로 나타낼 수 있다.
ROC 분석은 DeLong et al. (1988)이 처음 제안한 기
법으로, 2 × 2 혼동행렬의 4가지 성분들을 이용한 곡선
을 통해 검사 방법의 유용성과 검사법의 기준치를 결정
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이 곡선은 Table 2에서 실제 침
수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 (FP+TN) 중 홍수취약지역으
로 선정하지 않은 지역 (TN)의 비율인 특이도
(Specificity)와 실제로 침수가 발생한 지역 (TP+FN)
에서 홍수취약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TP)의 비율인 민
감도 (Sensitivity)를 각각 x축 (1-특이도)과 y축에 구성
함으로써 도시할 수 있다. 특이도와 민감도를 식으로

Table 2. Concept of 2 × 2 confusion matrix
Inundation trace

Flood vulnerable area

Inundated area

Non-inundated area

Vulnerable area

True positives (TP)

False positives (FP)

Non-vulnerable area

False negatives (FN)

True negatives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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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riteria for evaluating model performance by
range of AUC (Area Under the Curve)
AUC

Accuracy

0.9 - 1.0

Excellent

0.8 - 0.9

Very good

0.7 - 0.8

Good

0.6 - 0.7

Sufficient

0.5 - 0.6

Bad

< 0.5

Test not useful

나타내면 Eqs. 3 and Eq.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값
의 범위는 0에서 1까지 분포한다.

  
  

  
  

(Eq. 3)

Fig. 3. Results of sensitivity analysis for topographic
factors: higher in the order of distance from manhole,
elevation, slope, TWI, plan curvature, profile curvature,
distance from river, SPI.
Table 4. Results of sensitivity analysis using ROC (Receiver
Operation Characteristic) and AUC

(Eq. 4)

ROC 분석을 통해 모델의 성능을 결정하는 방법으
로 곡선 아래 면적인 AUC (Area Under the Curve)를
계산하여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면 우수한 탐지 성능
을 가졌고, 반대로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면 탐지 성능
이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다. Ying et al. (2011)과
Simundic (2012)는 AUC를 Table 3과 같이 분류하여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만약 ROC 분석을
통해 그려진 곡선이 경사가 1인 대각선 아래에 분포한
다면 검사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산정된 지형학적 인자와 침수흔적자료의 ROC 분석
을 위해 각각의 지형학적 인자 자료를 10등분하였고,
각 최소값에서 단계가 증가될 때마다 누계하여 특이도
와 민감도를 계산함으로써 곡선을 도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서울시에 대한 30 m × 30 m 크기의 DEM의 격자는
모두 648,174개로 나타났으며, 침수흔적자료가 존재
하는 격자는 93,112개로 서울시 전체면적의 약 14.4%
에 해당하는 지역이 1987년부터 2011년까지 최소 1번
이상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흔적자료와
8개의 지형학적 인자에 대한 ROC 분석 결과는 Fig. 3
과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지형학적 인자가 침수지
역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AUC는

Topographic
factors

AUC

Elevation

0.741

TWI (Topographic
Wetness Index)

0.713

Slope

0.736

SPI (Stream Power
Index)

0.383

Profile
curvature

0.507

Distance from river

0.418

Plan
curvature

0.516

Distance from manhole 0.766

Topographic factors

AUC

맨홀과의 거리가 0.7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
수력 계수가 0.38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표
고, 경사도, 지표 습윤 계수, 맨홀과의 거리 등 4개의 지
표는 모두 기준선보다 높게 나타나며, AUC가 0.7이상
으로 Table 3에 따라 서울시의 침수지역을 설명하는 지
형학적 인자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직 및 수평 사면 곡률은 AUC가 약 0.5로 나타나 검
증지표로는 적절하지 않지만, Fig. 3에서 x축의 0.5를
전후하여 기준선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8개의 지형학적 인자에 대한 ROC 분
석은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를 사용하였지만 수직 및
수평 사면 곡률의 경우 기준 값을 설정하여 특정 범위의
곡률을 사용한다면 침수지역을 설명하는 지표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수력 계수와 하천과의 거리는 곡선이 기준선보다
아래에 분포하였으며, AUC가 0.5이하로 나타나 지표
로서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표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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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가 급한 경우 유수력 계수가 커져서 홍수 발생의 가
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홍수
발생 특성이 자연 유역에서 발생하는 급류의 형태가 아
닌 맨홀 월류로 인한 내수침수의 형태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침수흔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맨홀과의 거리의 AUC가 하천과
의 거리의 AUC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도 내수침수
위주의 서울시 홍수 발생 특성을 설명하기에 하천과의
거리가 적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
단했을 때 지역에 따라 홍수취약지역을 선정할 때 지형
학적 인자 선정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수치모형을 이용한 홍수위험
도의 불확실한 매개변수의 추정과 주관성 등의 단점을
보완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유출메커니즘 기반의 홍
수취약지역 선정 기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표 유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형학적 인자를 선정하
고 실제 침수흔적자료와의 ROC 분석을 통해 침수지역
을 잘 설명하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우가 지표면에 도달한 후 토양으로 침투되지
못한 유출수가 생성, 이동, 누적되는 일련의 과정을 나
타내는 유출메커니즘 기반의 지형분석을 통해 대상지
역의 잠재적인 홍수취약도를 나타내는 지형학적 인자
를 산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요소는 표고, 경사도, 수
직 및 수평 사면 곡률, 지표 습윤 계수, 유수력 계수, 하
천 및 맨홀과의 거리 등 8개의 지형학적 인자로 국토지
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작성
하였다.
둘째, 산정된 지형학적 인자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침수흔적 자료와의 ROC 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결과 표고, 경사도, 지표 습윤 계수, 맨홀과의
거리 등 4개 지표의 AUC는 0.713 - 0.766으로 침수지
역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직 및 수평 사
면 곡률, 유수력 계수, 하천과의 거리 등 4개 지표의
AUC는 0.383 - 0.516으로 검증 지표로서 적절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울시의 경우 유수력 계수와 하천과의 거리의

AUC가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홍수
특성에 따라 홍수취약지역 선정 시 지형학적 인자의 우
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수직
및 수평 사면 곡률의 경우 최솟값과 최대값의 범위가 아
닌 기준 값을 통해 특정 범위를 지정한다면 개선된 결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유출메커니즘 기반의 지형학
적 분석을 이용한 홍수취약지역 선정 시 분석 요소를 합
리적으로 간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연구를 통해 여러 지형학적 인자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홍수취약지역 선정 기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홍수취약지역 선정 기법은 빠르고
간편하게 분석이 가능하지만, 지형적인 원인만 고려하
므로 강우, 배수 시스템 등의 영향으로 실제 홍수가 발
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형학적
인자와 다른 분석 요소에 대한 머신러닝 기법을 도입한
다면 홍수 사상 예측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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