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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돌발홍수는 강우유출수가 하천으로 모여드는 유역이 좁은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 유입되는 물의 양이 급증하여 
나타난다. 돌발홍수는 유속이 빠르고 홍수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돌발홍수를 예보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수행하였다. 연구 자료는 2009년에서 2012년까지 국민안전처 
국가재난정보센터에 보고된 38건의 홍수 피해 자료와 지표수문모형(TOPLATS)에 의해 생성된 수문기상정보인 강우량, 토
양수분 상태, 지표유출량이다. 돌발홍수 발생 선행 6시간의 강우량, 토양수분 상태, 지표유출량 데이터를 요인분석을 통해 
토양수분 상태,  장기요인에 의한 강우량과 지표유출량, 단기요인에 의한 강우량과 지표유출량으로 축소하였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으로는 유형분석인 의사결정나무, 랜덤포레스트, 나이브베이즈, 서포트벡터머신,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였
다. 돌발홍수 사고발생 자료가 38건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성능 정확도 판단이 중요하다. 예측성능 정확도 평가 
방법으로 kappa계수, TP Rate, FP Rate, F-Measure를 이용하였다. 이 외에 돌발홍수 발생 선행 시점별 재현성 평가와 
과거 4년간 돌발홍수 경보 횟수를 통해 최적 유형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로지스틱회귀모형과 랜덤포레스트가 
돌발홍수 예보를 위한 예측 성능이 가장 좋았다.  사고발생 자료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8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분석
을 위한 훈련자료와 검증자료 구축에 한계가 있었다. 장기간의 자료가 수집된다면 더욱 정확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주제어 : 돌발홍수, 로지스틱회귀모형, 머신러닝, 예보시스템, 지표수문모델.
Abstract  Flash floods is defined as the flooding of intense rainfall over a relatively small area that flows 
through river and valley rapidly in short time with no advance warning. So that it can cause damage property 
and casuality.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flash-flood warning system using 38 accident data, reported from 
the National Disaster Information Center and Land Surface Model(TOPLATS) between 2009 and 2012. Three 
variables were used in the Land Surface Model: precipitation, soil moisture, and surface runoff. The three 
variables of 6 hours preceding flash flood were reduced to 3 factors through factor analysis. Decision tree, 
random forest, Naive Bayes, Support Vector Machine, and logistic regression model are considered as big data 
methods. The prediction performance was evaluated by comparison of Accuracy, Kappa, TP Rate, FP Rate and 
F-Measure. The best method was suggested based on reproducibility evaluation at the each points of flash flood 
occurrence and predicted count versus actual count using 4 years data.

Key Words : Flash flood, Land Surface model, Logistic regression model, Nature hazard warning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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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지구온난화, 엘니뇨, 라니냐 등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의 증가로 돌발홍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1970년 이후 월 강우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반도 동부

와 남동부는 8월 강우량이 증가했고, 북부와 중서부는 6

월강우량이증가했다[1]. 1973년부터 2007년까지홍수기

와비홍수기로나누어집중호우빈도를분석한결과홍수

기 남한의 연평균강우량이 65.2% 증가하였다[2]. 집중호

우빈도의 증가는 한반도지역의 돌발홍수와 연관성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3].

돌발홍수는 강우유출수가 하천으로 모여드는 유역의

지형이 100㎢이내로좁고경사가급한곳이나동일한국

지지역 내의 짧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다. 돌발홍수

는 단시간에 하천수위를 상승시키므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형 돌발홍수 예보시스템

(Flash Flood Guidance, FFG)개발을 위해수문기상학적

이론 배경이 제시되었고, 프로메티와 엔트로피 기법을

이용한 돌발홍수 위험도 평가 기법이 제안되었으며,

TOPLATS 모형 기반 정량적 돌발홍수 위험성 평가를

통한돌발홍수를예․경보를위한기술개발연구가수행

되었다[4,5,6].

돌발홍수는피해지역의유형에따라도시돌발홍수, 산

지돌발 홍수로 표현된다[7]. 돌발홍수 예보를 위한 수문

기상정보는강우량, 지표유출량, 토양수분상태가기본적

인모형이다[8]. 지표유출량이란토양수분이포화된상태

에서특정유역의소하천제방이월류하는데필요한강우

량으로 정의되며, 토양수분 상태는 강우량 및 증발산량

정도에 따라 변하는 값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돌

발홍수를 6시간이내에건조한지표상태에서집중호우로

인해하천의수위가위협수위까지상승하고제방이월류

하는 등, 홍수징후가 시작되는 사례로 정의하고 있다.

통계적 돌발홍수지수는 돌발홍수 피해사례와 지표수

문모형으로부터 생산된 돌발홍수 발생 선행 6시간 강우

량, 지표유출량, 토양수분상태의 일차선형함수식으로 표

현된다[6]. 통계적 돌발홍수지수는 돌발홍수 발생가능성

을 수치적으로 표현하므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는장점이있으나돌발홍수의발생여부판단의정확성에

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돌발홍수의 발

생여부판단에중점을두어빅데이터분석을수행하였다.

본 연구의관심지역은산지지역에서발생한돌발홍수

이다. 도심지역에서발생되는돌발홍수는침수피해를발

생시키나 산지지역의 돌발홍수는 등산객이나 야영객의

고립과 같은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이

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국가재난정보센터에 보고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도권지역(서울, 경기, 인천)에

서 돌발홍수로 인해 발생한 구조요청 사례 38건이다. 또

한 돌발홍수 모의를 위한 외부요인으로 지표수문모형에

의해생성된지표수문기상정보(강우량, 지표유출량, 토양

수분 상태)가 이용되었다.

2. 빅데이터 분석 방법
이번 절에서는 돌발홍수 예보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기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의사결정나무, 랜덤포레스트, 나이브베이즈, 서포트벡터

머신,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2.1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의사결정나무는 의사결정규칙을 도표화하여 관심대

상이되는집단을몇개의소집단으로분류하거나예측

하는분석방법이다. 분석과정이나무구조에의해서표현

되기 때문에 분석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의사결정나무 구조는 뿌리노드로 시작하고 노드분리는

분리대상인노드를자녀노드로나눈다. 변수와분리값

의선택은노드의불순도로결정한다[9, 10]. 불순도란집

합에이질적인것이얼마나섞였는지를측정하는지표이

다. 각 마디에서 분리변수와 분리 기준은 자식마디의 불

순도가 가장 큰 분리변수와 분리기준이다. 정지규칙에

의해현재마디에서더이상분리가일어나지않으면가

지치기단계로넘어가부적절하거나불필요한가지를제

거한다. 본 연구에서는 R의 ‘rpart’패키지를 이용하여 분

류와 회귀에 적용되는 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분석을 수행하였다[11].

2.2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
랜덤포레스트는 여러 개의 의사결정나무를 붓스트랩

으로 생성하여 각각의 결과를 앙상블 방법(ensemble

methods)으로종합한다. 붓스트랩으로생성된각각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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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나무는 독립이므로 의사결정나무의 수가 많아도

랜덤포레스트는 과적합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R의 randomForest’ 패키지를이용하였다

[13].

2.3 나이브베이즈 (Naive Bayes)
나이브베이즈는 베이즈정리를 이용하여 분류하고자

하는대상의각분류별확률을측정하여그확률이큰쪽

으로 분류하는 기법이다. 분류될 객체의 종속변수를 나

타내는벡터는 로표현되며, 나이브베이즈분류기는이

벡터를 이용하여 개의 가능한 그룹 를 다음과 같이

할당한다.

 ⋯ 

    .

독립 일 때 그룹 의 조건부 분포는 아래와 같다.

 ⋯  



  





여기서  로 ⋯ 에만 의존하는 규모요소이

다. 새로운 입력벡터는 가장 가능성 높은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에 대해서 다음 식을 통해 최대 확률을 갖는

그룹 를 찾아낸다[14].

 arg∈⋯
  



 .

2.4 서포트벡터머신 
    (Support vector machine, SVM)
서포트벡터머신은 서포트벡터를 통해 학습자료에 대

한오차를최소화하여분류하는비확률적이진분류기계

학습방법이다. 데이터의사상된공간상에서거리를측정

하여두그룹사이의중심과최적의초평면을구해두그

룹으로 나누는 법을 학습한다. 최적의 경계면은 양 그룹

으로부터가장멀리떨어진공간이다[15]. 본 연구에서는

R의 ‘e1071’패키지를통해나이브베이즈와서포트벡터머

신를 이용한 분류를 수행하였다[16].

2.5 로지스틱회귀모형 (Logistic Regression)
로지스틱회귀모형은 결과가 범주형일 경우 사용되는

기법으로 이항, 다항, 순서 로지스틱회귀모형이 존재한

다. 본 연구에서는 이항 로지스틱회귀(binomial logistic

regression)가 사용되었다.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

2개의범주는 0과 1로 나타내어지고각각의범주로분류

될 확률의 합은 1이 된다.  ×의 식에서 를

확률에관한식으로만든다음 를로짓변환을취하

여 입력 값의 범위가 [∞∞ ]일 때, 출력 값의 범위를

[0,1]로 조정한다. x의값의증감과무관하게 는 0과

1 사이의값을갖는확률값으로사용할수있다. 로지스

틱회귀분석은돌발홍수가발생할경우와발생하지않을

경우를예측하기보다는그지역에돌발홍수가발생할확

률을 계산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17].

2.6 평가방법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의 예측성능을 평

가를 위해 정확도, kappa계수, TP Rate, FP Rate,

F-Measure를사용하였다. 실제값과 예측값의 일치여부

를나타낸혼동행렬(Confusion Matrix)로부터위의값을

도출해낼 수 있다. TP Rate는 정답을 정답으로 분류할

비율이므로높은값을나타낼수록성능이좋음을의미한

다. 정확도, kappa계수, F-Measure 또한값이클수록좋

은 성능을 나타낸다. 반면, FP Rate는 오답을 정답으로

분류하고있는비율이므로낮은값을나타낼수록성능이

좋음을 의미한다.

최적 빅데이터 분석 방법 선정을 위해 돌발홍수 발생

선행 6시점에 대해 시점별 재현성과 2009년부터 2012년

까지 돌발홍수실제예보횟수와예측예보횟수의비교

하였다.

3. 자료 분석
3.1 연구자료
본 연구 자료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안전처

국가재난정보센터에보고된 38건의홍수피해사고자료

를 이용하였다[7]. 돌발홍수 유무를 모의하기 위한 지표

수문모형으로 TOPLOTS가 사용되었으며 돌발홍수 예

보를위한수문기상정보로강우량, 지표유출량, 토양수분

상태가 이용되었다.

[Fig. 1]은 서울·경기지역에 4년동안발생한돌발홍수

로 인한 사고 위치정보이다. 사고가 1회 발생한 지역은

파랑색, 2회 발생한 지역은 남색으로 표현하였다.



돌발홍수 예보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방법

24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Nov; 15(11): 245-250

[Fig. 1] The location of flash flood

3.2 빅데이터 분석
돌발홍수발생선행 6시간의수문기상정보(강우량, 지

표유출량, 토양수분상태)로입력변수들의특성을파악하

고자료의차원을축소하기위해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1>이다.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수문기상정보의선행 6시점인 18개의변수가요인 3개로

축소되었다. 요인1은토양수분상태, 요인2는장기요인에

의한 강우량과 지표유출량, 요인3은 단기요인에의한강

우량과지표유출량을의미한다. 요인1은전체 분산의약

33%를요인2는전체분산의약 21%를그리고요인3은약

20%를 설명하므로 세 개의 요인으로 전체분산의 약

74.5%가설명된다. 토양수분상태는돌발홍수시토양이

흡수할수있는수분량및증발산량에따라변하는값으

로 지표수문모델에서 가장 많은 분산을 차지하고 있다.

지표유출량과 강우량은 장기요인과 단기요인으로 구분

된다.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세 개의 요인으로 의사결정나

무, 랜덤포레스트, 나이브베이즈, 서포트벡터머신,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는 <Table 2>이다. 의사결

정나무는 DT, 랜덤포레스트는 RF, 나이브베이즈는 NB,

서포트벡터머신은 SVM, 로지스틱회귀모형은 Lo 로 표

시하였다. 나이브베이즈가정확도 100%, 그다음으로로

지스틱회귀모형이 92%, 서포트벡터머신이 87%, 의사결

정나무와 랜덤포레스트가 84%의 순으로 예측정확도가

높았다. Kappa계수는 관측값과 예측값의 일치도를 평가

하는계수로나이브베이즈가 100%, 로지스틱회귀모형이

83%, 서포트벡터머신이 72%순으로높게나타났다. TP

Rate와 FP Rate를 비교해본 결과 랜덤포레스트가 가장

우수하고 그다음이 서포트벡터머신으로 나타났다.

F-Measure 값에서는랜덤포레스트가가장값이높게나

타났다.

variable Fac.1 Fac.2 Fac.3
Precipitation -1 -0.095 0.278 0.648
Precipitation -2 -0.081 0.398 0.638
Precipitation -3 -0.069 0.588 0.484
Precipitation -4 -0.061 0.775 0.271
Precipitation -5 -0.055 0.875 0.088
Precipitation -6 -0.051 0.816 0.008
Surface runoff -1 -0.060 0.011 0.806
Surface runoff -2 -0.047 0.090 0.869
Surface runoff -3 -0.040 0.274 0.760
Surface runoff -4 -0.038 0.487 0.558
Surface runoff -5 -0.041 0.644 0.352

Surface runoff -6 -0.049 0.654 0.227

Soil moisture -1 0.994 -0.026 -0.071

Soil moisture -2 0.995 -0.038 -0.076

Soil moisture -3 0.995 -0.054 -0.075

Soil moisture -4 0.994 -0.072 -0.070

Soil moisture -5 0.993 -0.087 -0.063

Soil moisture -6 0.991 -0.097 -0.057
SS loadings 5.965 3.804 3.640

Proportion Variance 0.331 0.211 0.202

Cumulative Variance 0.331 0.543 0.745

<Table 1>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ACC. Kappa TPR. FPR. F

DT. 0.842 0.645 1.000 24.000 1.922

RF. 0.842 0.662 5.000 22.000 8.413

NB. 1.000 1.000 1.000 0.000 0.000

SVM 0.868 0.721 3.000 22.000 5.357

Lo. 0.921 0.829 1.000 24.000 1.929

<Table 2> The result of performance evaluation 

돌발홍수는 짧은 강우 시간과 강한 강우 강도에 대피

할시간이부족한것이특징이다. 따라서선행시간별돌

발홍수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 재현성을 구현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분석방법에 따른 재현성은

[Fig. 2]이다. 나이브베이즈는 돌발홍수 발생 선행 6시간

모두 정확도가 100%로 과대추정이 의심된다. 돌발홍수

발생 선행 2시간을 기준으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이 82%,

의사결정나무가 84%, 랜덤포레스트와서포트벡터머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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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의순으로정확도가 높았다. 나이브베이즈를 제외하

면예측선행시간이길어질수록돌발홍수발생여부판단

정확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Fig. 2] Repeatability test

돌발홍수와같은자연재해발생여부판단에서과소추

정은 피해 사고 대비 목적에 어긋나며, 과대추정은 시민

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 이에 본 연구의 과소추정과 과

대추정 여부 모의를 위해 훈련자료인 38건의 돌발홍수

피해 자료를 포함한 4년간 자료에서 돌발홍수로 경보하

는 횟수를 알아보았다<Table 3>. 2009년부터 2012년까

지 4년간 비가 내린 날은 273일이다. 모의결과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54일, 랜덤포레스트는 78일, 서포트벡터머신

은 80일, 나이브베이즈는 92일, 의사결정나무는 156일로

돌발홍수 발생을 예보 하였다. 의사결정나무는 비가 온

날의 57%를 돌발홍수로 예보했으므로 과대추정임을 알

수 있다.

Rainy
days

flash flood
Warnings

Warning
rate

DT. 273 156 57.1%

RF. 273 78 28.6%

NB. 273 92 33.7%

SVM 273 80 29.3%

Lo. 273 54 19.8%

<Table 3> The number of flash flood forecast time 
during 4 years 

4. 논의 및 결론
돌발홍수는 강우유출수가 하천으로 모여드는 유역이

좁은 지역에 집중호우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급증하여

나타난다. 돌발홍수는 유속이 빨라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돌발홍수 발생 예보를 위한 분석을 수

행하였다.

국가재난정보센터에 보고된 38건의 돌발홍수 피해사

례와, 돌발홍수 발생 선행 6시점의 수문지표모델을 연구

자료로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의사결정나무, 랜덤

포레스트, 나이브베이즈, 서포트벡터머신, 로지스틱회귀

모형이 고려되었다.

로지스틱회귀모형의 돌발홍수 발생 예보 정확도는

92%이고 재현성분석에서는 선행 2시간 까지 예측 정확

도 80%를보였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동안돌발

홍수 예보를 모의한 결과는 돌발홍수 예보 횟수는 54회

로 다른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랜덤포레스트는돌발홍수 발생예보정확도가 87%이

고 선행 2시간의 재현성 예측정확도가 82%였으며, 4년

동안 돌발홍수 예보 모의는 78회였다. 로지스틱 회귀모

형에비해예보정확도가낮고모의희수가높지만재현

성은 로지스틱에 비해 높았다.

나이즈베이즈는 훈련자료의 돌발홍수 예보 정확도가

100%이고, 선행시간의 재현성도 100%로 로지스틱회귀

모형이나 랜덤포레스트에 비해 높았지만, 4년간 모의된

돌발홍수 예보의 수가 92회로 랜덤포레스트와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비해 높으므로 과적합 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적은 수의 사례에서의 빅데이터 분석

방법의적용결과를살펴보았다. 국가재난센터에매년돌

발홍수로 인한 피해보고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사용된자료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보고된 38건

의돌발홍수피해사례로한정되어분석을위한훈련자료

와 검증자료 구축에 한계가 있었다. 장기간 자료가 수집

되어 구축된다면 더욱 정확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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