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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홍수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주로 내수배제 불량이나 외수범람을 홍수의 주요 원

인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대규모 유역 유출을 발생시키는 강우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

다. 기존의 홍수위험지도는 수리·수문학적 모델링을 통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방대한 자료의 수

집과 복잡한 분석과정으로 인한 장시간의 소요시간으로 넓은 지역에 대한 홍수위험지도 작성이 어

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홍수위험도 산정 시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

고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지표유출메커니즘을 고려한 홍수취약지구 

선정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홍수취약지구 선정 기법을 대상지역인 서울시에 적용하여 2×2 혼동

행렬과 ROC(Receiver Operation Characteristic) 곡선을 활용하여 검증함으로써 선정된 취약지

구 인근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관리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체계적인 방재대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지표유출, 홍수취약지구, ROC 곡선, GIS 표출

ABSTRACT

Floods can be caused by a variety of factors, and the main cause of floods is the 
exceeding of urban drainage system or river capacity. In addition, rainfall frequently 
occurs that causes large watershed runoff. Since the existing methodology of preparing 
for flood risk map is based on hydraulic and hydrological modeling, it is difficult to 
analyse for a large area because it takes a long time due to the extensiv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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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and complex analysis process.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this study 
proposes a methodology of mapping for flood vulnerable area that considered the 
surface runoff mechanism. This makes it possible to reduce the time and effort required 
to estimate flood vulnerabilities and enable detailed analysis of large areas. The target 
area is Seoul, and it was confirmed that flood damage is likely to occur near selected 
vulnerable areas by verifying using 2×2 confusion matrix and ROC curve. By selecting 
and prioritizing flood vulnerable areas through the surface runoff mechanism proposed in 
this study, the establishment of systematic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and efficient 
budget allocation will be possible.

KEYWORDS : Surface Runoff, Flood Vulnerable Area, ROC Curve, GIS Mapping

서  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침수피해에 따른 인

명 및 재산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구조적 방안

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을 홍수취약지

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제방 보강, 하도 준설, 

저류지 설치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비구조

적 방안으로 강우 및 수위 관측 등 모니터링 시

스템을 이용해 홍수발생이 예상되면 대피계획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과정 등을 통해 피해를 저

감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홍수취약지구에 

대한 설정이 필수적이며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

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홍수취약지구에 대한 연구는 과거의 침수이력

과 침수예상도를 기반으로 하는 홍수위험지도의 

형태나 침수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

는 지역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분석을 통한 홍

수취약지도의 형태로 구분될 수 있으며, 홍수방

재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과거 홍수자료를 이용해 홍수취약지구를 선정

하는 연구로 Zhang et al.(2002)은 침수피해에 

기여하는 자연 및 사회 경제적 요소를 토대로 

Macro Zoning을 바탕으로 지역을 구분하였다. 

Lee and Choi(2016)은 전국의 침수피해자료

를 이용하여 인명피해, 침수면적, 재산피해를 반

영한 홍수취약성지수를 산정하여 지역별 홍수취

약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침수예상도를 기반으로 하는 홍수위험

지도 연구가 진행되어 국외에서는 Arrighi et a
l.(2015)은 실험을 통해 침수지역에서 홍수류가 

차량에 미치는 항력과 부력을 수식으로 표현하

여 정량화하였으며, Arrighi et al.(2017)은 침

수지역을 통과하여 대피하는 보행자에 미치는 

불안정한 상태에 대한 이동성 매개변수에 대한 

식을 개발하였다. 국내에서는 Lee et al.(2016)

이 하천-제내지 통합 수리해석을 통해 시나리

오 기반의 홍수위험도를 산정하였으며, 수심과 

유속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등급화를 실시하

였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홍수위험지도 제작은 

2001년 시험제작단계를 거쳐 2004년부터 201

2년까지 낙동강, 한강, 영산강 권역에 대한 홍

수위험지도가 작성되었으며, 2013년부터 2015

년까지 금강권역에 대한 홍수위험지도가 작성되

었다.

홍수취약지구를 선정하는 지표유출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되었는데 지표유출은 강우

가 토양으로 침투되지 않고 표면을 따라 흘러 

하천을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강우 강도가 

토양의 침투능보다 높은 Hortonian 유출(Horton, 

1933)과 토양이 포화되어 나타나는 흐름으로 

구분된다(Hewlett and Hibbert, 1967). 지표

유출의 경우 강우량 및 토양특성, 초기 수분함

량, 토지이용 등 많은 요소가 복잡하게 연관되

어 지표유출에 영향을 주며, 강우가 지표면에 

도달함과 동시에 침투 또는 유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측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이러한 지표

유출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들을 이용하여 취

약한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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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Beven and Kirkby(1979)는 대상 지역

의 포화정도를 정량화한 지표 습윤계수(TWI, 

Topographic Wetness Index)를 개발하였다.

GIS 분석도구를 이용한 홍수취약지구 선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Dehortin et al.(2015)

은 지표유출 취약성 매핑 방법의 관련성을 평가

하기 위해 현장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현하였

으며, Lagadec et al.(2016)은 지형 요소의 조

합을 통해 지표유출로 인해 영향을 받기 쉬운 

지역의 공간 분포를 매핑하는 기법인 IRIP(Indi

cateur du Ruissellement Intense Pluvial)를 

제시함으로써 지표유출에 취약한 지역을 탐지하

여 유역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유출 위험 관리

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에서는 Kim 

et al.(2016)이 유역의 잠재적인 홍수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지형도, 토양도, 토지이용도를 

조합하여 유출생성지도와 유출누적지도를 작성

하여 국토계획 수립이나 홍수위험지도 작성 시 

사전검토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우로 인한 홍수발생지역 예측에 있어서 지

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적용된 기법들은 수리·수

문학적 분석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러한 수

리·수문학적 분석은 정확한 물리적 해석을 기

반으로 강우-유출-흐름-범람해석으로 이어지

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용해 제방이나 맨홀을 

월류하는 제내지로의 유입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에 의해 유출수가 

직접적으로 홍수를 발생시키는 현상을 해석하기

는 어렵다. 또한, 해석 과정이 복잡하며 사용자

의 주관에 따른 매개변수 선정과 광범위한 지역

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어려운 단점이 존재한

다. 따라서 강우에 의한 지표유출로 발생하는 

홍수 발생 요인을 고려하고 유출해석에 관한 다

각적인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해결방안의 개

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IS 분석 도구인 ArcGI

S를 이용해 지표유출메커니즘 기반의 홍수취약

지구 선정기법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강

우가 지표면에 도달하여 유출수를 형성하고 이

동하여 누적되는 과정을 일컬어 지표유출메커니

즘이라 하는데 이와 같이 유출수가 지표면에 생

성되기 쉽고, 지표면을 따라 이동하기 쉬우며, 

흐르는 유출수가 누적되기 쉬운 특성을 고려하

여 세부 지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표에 대

한 분석을 위해 수치지형도, 토지이용도, 토양도 

등 공공데이터를 GIS분석 도구로 가공하여 유

출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을 지역별로 구분

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 지표유출메커니즘

본 연구에서의 지표유출은 그림 2와 같이 강

우가 지형 및 토지이용, 토양 특성에 의해 침투

FIGURE 1. Flow chart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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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고 표면에 흘러서 하천에 도달 하는 것

으로 정의된다. 생성된 유출수는 하류로 흐르면 

지형 및 표면 특성에 따라 확산되거나 집중되

어 하류로 이동하고 일부는 토양으로 침투되거

나 누적되는 과정을 거치며 하천 또는 인공 배

수 시스템으로 유입된다.

지표유출에 영향을 주는 특성으로는 지표면

의 경사뿐만 아니라 도시와 같은 포장지역, 식

생, 농경지 등에 따른 토지 이용 상태에 따라서

도 다양한 특성이 존재하며, 강우 강도, 빈도, 

지속기간 등의 강우량 특성 등 많은 요소가 지

표유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지표면을 

구성하는 토양의 유형, 두께, 투수성 등이 있으

며, 초기 수분 함량과도 관계가 있는데, 이는 

지질학, 지질형태학, 지형학 등 여러 분야를 통

한 접근을 통해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들을 반영하여 지표유출에 대한 

취약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계산과 보정이 필

요하며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 제시하는 GIS분석 도구를 통해 수치 표고 

모델(DEM)의 정보를 사용하는 지형학적 접근

법은 간단하고 자동화가 가능하며 토지이용도

와 토양도를 이용한 여러 매개 변수에 대한 고

려가 가능하다. 이러한 DEM 격자기반 분석을 

통해 여러 분석 요소를 고려하여 유출 생성 취

약도를 산정하고 이를 이동, 누적 취약도의 입

력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홍수취약도 분석이 가능하다.

2. 지형학적 인자

1) 지표 습윤계수(Topographic Wetness 

Index, TWI)

지표 습윤계수는 대상 지역에 기여하는 상류 

지역이 넓을수록, 완만한 경사를 가지거나 오목

한 지형일수록 토양이 상대적으로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표 습윤계수

는 대상 지역의 포화정도를 정량화하여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수식에 의해 계산된다.

  lntan


     (1)

여기서, =상류 지역의 단위 면적, =지표

면의 경사

2) 유역 형상계수()

유역 형상계수는 Horton(1932)이 제안한 유

FIGURE 2. Definition of surface runoff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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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길이에 대한 면적의 비율로 아래와 같이 계

산할 수 있다. 유역의 폭이 넓고 길이가 짧으면 

는 커지고 첨두홍수량이 증가한다. 유역 형상

계수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

다.

  


    (2)

여기서, =유역 면적, =유역의 길이

3. 홍수취약지구 선정 기법

지형 자료, 토지이용도, 토양도 및 지형학적 

인자는 유출 생성, 이동, 누적의 세부 분석 요소

를 나타내는 지도가 되며 유출에 유리할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을 부여하여 하나의 취약

지구 매핑을 위해 합산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표 1과 같이 각각 5개의 분석요소로 이루어진 

유출 생성, 이동, 누적의 취약지구는 0~5점의 

분포를 가지며 0점의 취약하지 않은 지역에서 

5점의 매우 취약한 지역까지 표출하였다. 본 연

구에서 제안하는 유출 생성, 이동, 누적 취약지

구 분석기법에 필요한 자료와 활용 방안을 표 2

에 나타냈다.

4. 검증을 위한 침수흔적자료

본 연구에서 서울특별시에 대해 적용한 홍수

취약지구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가 재난

관리 정보 시스템(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에 기록된 침수피해 조

사 지점 자료와 침수흔적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지표유출메커니즘을 활용한 홍수취약지구는 침

수발생 당시의 강우자료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오랜 기간 축적된 침수흔적 자료를 통해 상습침

수피해 발생 지역과 홍수취약지구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침수흔적 조사기간은 1987년부터 

Type Required Data Description

Runoff generation Topographic map, Land use map, Soil map Area where water is easy to collect in a short time

Runoff tranfer Topographic map Area where water is easy to transfer along roads, rivers, etc

Runoff accumulation Topographic map Area where water is easy to accumulate

TABLE 2. Required data for analysis by vulnerable map

Classification Analysis element Criteria

Runoff generation

Soil permeability 0 : Good permeability 1 : Bad permeability

Soil thickness 0 : Thick soil 1 : Thin soil

Soil erodibility 0 : Low erodibility 1 : High erodibility

Slope & TWI 0 :   ∩   1 :  ≥  ∪  ≥

Land use 0 : Unpaved area 1 : Paved area

Runoff transfer

Upstream runoff generation
0 : Low upstream runoff generation 

vulnerability
1 : High upstream runoff generation 

vulnerability

Slope 0 :   1 :  ≥ 

Break point 0 : Concave surface 1 : Convex surface

Form factor 0 : 
 1 :  ≥

Road 0 : Non-road area 1 : Road area

Runoff accumulation

Upstream runoff generation
0 : Low upstream runoff generation 

vulnerability
1 : High upstream runoff generation 

vulnerability

Slope 0 :  ≥  1 :  

Break point 0 : Convex surface 1 : Concave surface

Topographic Wetness Index(TWI) 0 :   1 :  ≥

Flow accumulation 0 : 
 1 :  ≥

TABLE 1. Analysis element and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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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의 자료로 전 기간의 조사 지점을 점 형

태로 구축하여 격자 형태의 홍수취약지구와 비

교하였다. 유출 생성 취약지구는 이동, 누적 취

약지구의 분석 요소가 되었으므로 제외하고, 유

출 이동 취약지구와 유출 누적 취약지구가 실제

로 발생한 침수흔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5. 2×2 혼동행렬과 ROC 곡선

지표유출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선정된 홍수취약

지구에서 실제로 침수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취

약하지 않은 지역으로 판별된 지역에서 침수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기존의 적합도 검증에서는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의 면적만을 비교하여 백분율로 나타

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류발생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기 위해 2×2 혼동행렬과 ROC 

(ROC, Receiver Operation Characteristic) 

곡선을 활용하였다. 이는 최근 기계학습과 딥러

닝, 이미지 인식 등의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성

능을 평가하기 위해 흔히 적용되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2×2 혼동행렬의 개요는 

표 3과 같다. 먼저, 유출 이동, 누적 취약지구의 

0에서 5점 사이의 취약도 중 기준 점수 이상의 

취약도를 나타내는 지역이 침수가 일어나기 쉬

운 지역으로 판단하여 Positive(+)로 구분하고 

기준 점수 미만의 지역을 Negative(-)로 구분

하였다. 또한, 취약지구로 선정된 지역에서 침수

흔적 자료가 있는 경우 True Positives(T+), 

침수흔적 자료가 없는 경우는 False 

Positives(F+)를 의미한다. 반대로 취약하지 

않은 지역에서 침수흔적 자료가 있는 경우 

False Negatives(F-), 침수흔적 자료가 없는 

경우는 True Negatives(T-)를 의미한다. 다

시 말해서 T+와 T-는 취약지구와 침수흔적 

자료가 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하여 취약지구 선

정의 정확도를 나타내며, F+는 침수가 일어나

지 않았지만 취약하다고 산정된 1종 오류 발생 

지역, 반대로 F-는 2종 오류 발생 지역을 의미

한다.

2×2 혼동행렬의 4가지 지표를 이용해 정확

도, 편차, 성공률, 오경보율 등과 같은 여러 지

표로 나타낼 수 있으나 검증결과를 시각화 및 

정량화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평가를 위해 

ROC 곡선을 적용하였다. ROC 곡선은 DeLong 

et al.(1988)이 처음 제안하였으며, 2×2 혼동

행렬을 이용한 ROC 곡선은 검사 방법의 유용성

과 검사법의 기준치를 결정하고자 할 때 사용한

다. ROC 곡선의 검사 방법은 결과값이 반드시 

연속 변수일 필요는 없으나 비연속 변수일 경우 

최소 4개 이상의 변수가 있어야 곡선을 그릴 수 

있으며, 7개 이상일 경우 이상적인 곡선이 그려

진다.

ROC 곡선은 표 3의 실제 침수가 발생하지 않

은 지역에서 취약지구로 나타나지 않는 비율인 

특이도(Specificity)와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서 

취약지구로 나타난 비율인 민감도(Sensitivity)

를 각각 축과 축에 구성함으로써 그래프를 

도시할 수 있다. 특이도와 민감도는 아래 식으

로 계산 할 수 있다.



     

 
 (9)



    

 
   (10)

검사 방법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ROC 곡선

의 아래 면적인 AUC(Area Under the Curve)

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다. AUC는 0부터 1사이

Flood trace

Flooded area Non-flooded area

Flood vulnerable area
Vulnerable True positives(T+) False positives(F+)

Non-vulnerable False negatives(F-) True negatives(T-)

TABLE 3. 2×2 Confusion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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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으로 나타나는데 ROC 곡선의 경사가 1:1 

이하일 때, 즉, AUC가 0.5이하인 경우 검사 방

법의 성능이 전혀 없으며 1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검사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Ying et 
al.(2011)은 AUC를 표 4와 같이 분류하여 검사

방법에 대한 모델 성능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적용 및 고찰

1. 대상 지역 및 기본자료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로 605㎢의 

면적에 1,000만 명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

으며 25개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15년 기준으로 행정구역 전체가 도시지역이

고, 세부적으로는 주거지역 53.8%, 상업지역 

4.2%, 공업지역 3.3%, 녹지지역이 38.7%로 구

성되어 있다. 서울시는 한강과 중랑천 등 국가

하천과 탄천과 도림천 등 지방하천 범람에 의한 

외수침수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하수관망의 용

량을 초과하는 강우로 인한 도시침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

로 국토지리정보원,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등

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인 수치지형도, 토지

이용도, 토양도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GIS 도

구를 통해 홍수취약지구 분석의 각 지표에 해당

되는 자료로 가공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유출 특성지표들을 이진연산을 이용하여 

유출이 일어나기 쉬운 지역은 1, 그렇지 않은 

지역은 0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품질과 불확실성, 사용자의 주관 등에 관계없이 

견고한 지표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우선 상세한 지형정보의 반영을 위해 국토지

리정보원이 제공하는 1/5,000 축척의 수치지도

를 이용하여 5m×5m크기의 DEM을 그림 3와 

같이 건물이 없는 경우(a)와 있는 경우(b)의 지

형자료를 구축하였으며, 토지이용도(c), 토양도

(d, e, f)를 나타낸다.

2. 홍수취약지구 선정 기법 적용

1) 유출 생성 취약지구

유출 생성 취약지구의 다섯 가지 분석 요소는 

(a) DEM(w/o building) (b) DEM(w/ building)

FIGURE 3. Terrain, land use, soil map of study area

Evaluation Poor Average Good Very good Excellent

AUC < 0.6 0.6 ~ 0.7 0.7 ~ 0.8 0.8 ~ 0.9 > 0.9

TABLE 4. Model performance evaluation range of A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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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과 같이 토양 투수성, 토양 두께, 토양 침

식성, 경사와 TWI 및 토지 이용으로 수치지형

도, 토양도, 토지이용도를 이용해 GIS를 통해 

분석하였다.

토양 투수성은 토양의 배수정도와 생성에 관

한 중요한 지표인 반문(斑紋)을 통해 분류할 수 

있다. 투수성이 나쁜 경우 강우 발생 시 침투가 

쉽게 일어나지 않으며 지표면에 유출수가 생성

되기 쉽기 때문에 1점을 부여하고, 투수성이 좋

은 지역에 대해서는 0점을 부여하였다. 토양 두

께는 유효토심에 의해 분류할 수 있으며, 토양 

두께가 얇은 지역은 강우 발생 시 침투가 발생

하더라도 쉽게 포화되고 유출수가 생성되기 쉽

기 때문에 1점을 부여하고 토양 두께가 두꺼운 

지역에 대해서는 0점을 부여하였다. 토양 침식

성은 단면의 형태적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

으며, 토양 침식성이 높을수록 강우로 인해 생

성된 지표수가 토양 입자와 결합하여 이류를 일

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점을 부여하고 그

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0점을 부여하였다.

경사 및 TWI의 경우 지표면의 경사와 지표 

습윤계수를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해당 지역의 

경사가 유역의 평균 경사보다 급하거나 지표 습

윤계수가 유역의 평균 계수보다 높으면 1점을 

(c) Land use (d) Soil permeability

(e) Soil thickness (f) Soil erodibility

FIGURE 3. Terrain, land use, soil map of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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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고, 두 변수 모두 평균 이하의 경우 0점

을 부여하였다. 토지이용의 경우 농경지 중에서

는 논, 도시 및 주거지로 구성된 지역은 전체, 

수계로 구성된 지역 전체가 유출에 유리한 지역

이라고 판단하여 1점을 부여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유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판

단하여 0점을 부여하였다.

이상의 5가지 분석 요소를 격자별로 합산하

여 0에서 5점의 취약도 점수를 부여한 유출 생

성 취약지구를 그림 4와 같이 건물의 영향 고려 

유무에 따라 비교하였다.

서울시 유출 생성 취약지구는 주로 하천 인근

에서 나타났으며, 각 취약도별 분포는 표 5와 

같이 나타났으며 하천을 제외하고 3점 이상의 

취약도를 나타낸 지역이 건물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전체 면적의 21.7%, 건물을 고려한 유출 

생성 취약지구는  24.8%로 나타났다. 두 지형

조건 모두 하천을 제외하고 2점의 취약도를 나

타내는 지역이 각각 43.1%와 44.7%로 가장 많

은 것을 확인하였다. 

2) 유출 이동 취약지구

유출 이동 취약지구의 다섯 가지 분석 요소는 

표 1과 같이 상류의 유출 생성 지수, 경사, 경

사 천이점, 유역 형상계수 및 도로로 수치지형

도를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상류의 유출 생성 지수는 상류에 강우로 인한 

유출수가 생성되기 쉬운 지역이 있을 경우 하류

에 위치한 지역은 유출수가 이동되거나 누적되기 

쉽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상류에 위치한 지역의 

유출 생성 취약도가 3점 이상일 경우 1점을 부

여하고, 3점 미만인 경우 0점을 부여하였다.

(a) w/o building (b) w/ building

FIGURE 4. Flood vulnerable area(generation)

Vulnerability w/o building (%) w/ building (%)

0 4.5 6.3

1 30.7 24.3

2 43.1 44.7

3 19.0 21.6

4 1.7 1.9

5 1.0 1.3

Total 100.0 100.0

TABLE 5. Proportion of vulnerable area(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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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면의 경사가 급한 경우 상류로부터 전달

된 유출수가 하류로 이동되기 쉽기 때문에 경사

가 유역의 평균 경사보다 급한 경우 1점을 부여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0점을 부여

하였다. 경사 천이점은 지표면이 볼록한 경우 

평평하거나 오목한 경우보다 유출수가 이동하기 

쉽기 때문에 볼록한 지형의 경우 1점을 부여하

였다.

유역 형상계수는 유역 길이에 대한 면적의 비

율로 유역의 폭이 넓고 길이가 짧으면 형상계수

는 커지고 첨두홍수량이 증가하는 특성을 고려

하여 해당 지역의 유역 형상계수가 대상 지역의 

평균 유역 형상계수보다 큰 경우 유출수의 이동

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1점을 부여하였다. 우

리나라의 도로는 성토된 지형이 대부분이기 때

문에 반드시 유출수가 도로를 따라 이동하지는 

않지만 도시지역의 경우 도로를 따라 유출수가 

이동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있으므로 도로 지역

에 1점을 부여하였다.

이상의 5가지 분석 요소를 격자별로 합산하

여 그림 5와 같이 0에서 5점의 취약도 점수를 

부여한 유출 이동 취약지구를 선정하였다.

유출 이동 취약지구는 산지 계곡부나 도심지 

도로를 따라 나타났으며, 각 취약도별 분포는 

표 6과 같이 하천을 제외하고 3점 이상의 취약

도를 나타낸 지역이 건물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전체 면적의 27.0%, 건물을 고려한 유출 생성 

취약지구는 23.8%로 나타났다. 두 지형조건 모

두 하천을 제외하고 2점의 취약도를 나타내는 

지역이 각각 33.6%와 32.4%로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a) w/o building (b) w/ building

FIGURE 5. Flood vulnerable area(transfer)

Vulnerability w/o building (%) w/ building (%)

0 10.5 16.2

1 29.0 27.6

2 33.6 32.4

3 21.6 20.0

4 5.1 3.5

5 0.3 0.3

Total 100.0 100.0

TABLE 6. Proportion of vulnerable area(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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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출 누적 취약지구

유출 누적 취약지구의 다섯 가지 분석 요소는 

표 1과 같이 상류의 유출 생성 지수, 경사, 경

사 천이점, 지표습윤계수 및 흐름 누적계수로 

수치지형도를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상류의 유출 생성 지수는 유출 이동 취약지구 

선정과 마찬가지로 상류에 위치한 지역의 유출 

생성 취약도가 3점 이상일 경우 1점을 부여하

고, 3점 미만인 경우 0점을 부여하였다.

지표면의 경사가 완만한 경우 상류로부터 전

달된 유출수가 하류로 전달되지 않고 고이기 쉽

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경사가 유역의 평균 경

사보다 완만한 경우 1점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

은 지역에 대해서는 0점을 부여하였다. 경사 천

이점은 지표면이 평평하거나 오목한 경우 볼록

한 경우보다 유출수가 누적되기 쉽기 때문에 오

목한 지형의 경우 1점을 부여하였다.

지표 습윤계수는 대상 지역의 포화정도를 나

타내며 지표 습윤계수가 유역의 평균보다 높으

면 1점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는 0점을 부여하였다. 흐름 누적계수는 ArcGIS

를 이용한 소유역 분할에 사용되는 Tool인 

Flow Accumulation을 이용해 산정하였으며, 

이는 지표면 고도를 비교하여 물의 흐름방향을 

8방향으로 결정하고 이 화살표를 누적하며 계산

된다. 해당 지역의 흐름 누적계수가 평균 계수

보다 높으면 1점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0

점을 부여하였다.

이상의 5가지 분석 요소를 격자별로 합산하

여 그림 6과 같이 0에서 5점의 취약도 점수를 

Vulnerability w/o building (%) w/ building (%)

0 34.9 42.2

1 11.4 6.7

2 19.3 16.8

3 20.8 21.2

4 13.0 11.9

5 0.5 1.2

Total 100.0 100.0

TABLE 7. Proportion of vulnerable area(accumulation)

(a) w/o building (b) w/ building

FIGURE 6. Flood vulnerable area(accu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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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한 유출 누적 취약지구를 선정하였다.

유출 누적 취약지구는 주로 하천 인근의 저지

대를 중심으로 분포하였으며, 표 7과 같이 하천

을 제외하고 3점 이상의 취약도를 나타낸 지역

이 건물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전체 면적의 

34.3%, 건물을 고려한 유출 생성 취약지구는 

34.3%로 나타났다. 두 지형조건 모두 하천을 

제외하고 0점의 취약도를 나타내는 지역이 각각 

34.9%와 42.2%로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3. 적용성 검토

홍수취약지구 선정 기법의 적용성 검증을 위

해 선정된 홍수취약지구가 침수흔적도와 NDMS

의 침수발생 지점 등 실제로 침수가 발생한 이

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취약지구의 자료 

형태는 래스터 연산을 위해 5m×5m의 정형격

자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침수흔적 자료의 경

우 점 자료로 존재하며 침수가 일어난 도로가 

아닌 신고자의 주소 위치의 건물에 위치하는 경

우도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자료의 형태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취약지구로 

선정된 격자 주위로 5m, 10m크기의 버퍼

(Buffer)를 형성하여 혼동행렬의 지표들을 계산

하였으며, 건물영향을 고려한 유출 누적 취약지

구에 대한 혼동행렬 지표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지면관계상 3점 이상의 홍수취약도를 나타내는 

격자를 기준으로 버퍼에 따라 0m는 대상격자만 

고려, 5m는 대상격자를 포함하여 9개의 격자, 

10m는 대상격자를 포함하여 25개의 격자 내에 

침수흔적 자료가 존재하는지 비교하였다. 계산

에 참여한 총 격자수는 22,676,271개, 3점 이

상의 홍수취약도를 나타내는 격자는 7,784,288

(a) Transfer(w/o  building) (b) Accumulation(w/o building)

(c) Transfer(w/ building) (d) Accumulation(w/ building)

FIGURE 7. ROC Curve by effect of building and buffer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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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dang-Bangbae (b) Sindaebang

(c) Sinwol (d) Siheung

FIGURE 8. Representative comparison of inundated and flood vulnerable areas

Transfer Accumulation

0m 5m 10m 0m 5m 10m

w/o building 0.526 0.804 0.886 0.733 0.840 0.878

w/ building 0.554 0.824 0.898 0.758 0.851 0.905

TABLE 9. AUC by effect of building and buffer size

Buffer Flood vulnerability Flooded area(cell) Non-flooded area(cell)

0m
≥ 3 1,530,679 6,788,230

< 3 661,671 15,244,465

5m
≥ 3 1,838,479 6,480,430

< 3 353,695 15,552,441

10m
≥ 3 2,096,365 6,222,544

< 3 108,015 15,798,121

TABLE 8. Example of 2×2 Confusion Matrix(accumulation, w/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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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3점미만은 14,891,983개로 구성되어있다.

홍수취약지구에 대한 2×2 혼동행렬을 기반

으로 그림 7과 같이 건물의 영향과 버퍼의 크기

별로 ROC 곡선을 도시하고 곡선 아래 면적인 

AUC를 계산하여 표 9에 나타냈다.

2×2 혼동행렬과 ROC 곡선을 이용한 침수흔

적 자료와의 검증결과를 평가했을 때 도시지역

에 대한 유출 이동 및 누적에 대한 홍수취약지

구 선정 기법을 통해 침수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을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지역의 경우 건물의 영향을 고려한 지형자료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AUC가 0.878에서 

0.905로 개선되는 등 일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도로와 건물사이로 발생하는 도

시침수의 양상을 건물영향을 고려하면서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침수흔적 자료의 침수위치에 대한 불확

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버퍼의 크기에 따른 비교 

결과 버퍼의 크기가 커질수록 우수한 결과를 도

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출 이동 취약

지구의 경우 대상 격자만 고려했을 때 AUC가 

0.6이하로 나타나 표 4에 의해 지표로서 활용도

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출 누적 취

약지구의 경우 대상 격자만 고려했을 때에도 준

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8과 같이 유출 

누적 취약지구와 검증에 사용된 자료 중 최신자

료인 2010년과 2011년에 발생한 주요 침수피

해 지역을 확대하여 나타냈다. 유출 누적 홍수

취약지구는 0~5점의 분포를 나타내지만 뚜렷한 

비교를 위해 4점 이상의 취약도를 나타내는 지

역에 대해서 노란색 격자로 나타내고 2010년, 

2011년 침수피해 발생지역은 각각 보라색과 파

란색 점으로 나타냈다. 그림 8(a), (b), (c), 

(d)는 각각 사당-방배동, 신대방동, 신월동, 시

흥동을 나타내며 대부분의 침수발생 지역이 4점 

이상의 홍수발생 지역에서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홍수취약지구 선정기법의 활용성에 대한 고찰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홍수취약지구 선정기법을 

통해 침수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을 찾아내

고 피해저감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홍

수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적

인 수리·수문학적 분석을 통한 홍수취약지구 

선정은 복잡하며 사용자의 주관에 따른 매개변

수 선정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어려우므

로 지표유출메커니즘을 활용한 홍수취약지구 선

정기법을 표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하지만 대상지역과 같은 도시지역에서는 하수

관망, 펌프장 등의 배수시스템과 같은 인위적인 

영향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지표유출로 인한 홍

수취약지구는 한계가 있을 것이나 추후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상 

위성 및 강우레이더를 통한 면적강우나 자동기

상관측장비(AWS, Automatic Weather 

System) 및 종관기상관측시스템(ASOS, 

Automated Synoptic Obseving System)과 

홍수취약지구의 중첩을 통해 실시간으로 홍수 

발생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며, 평균경

사 등을 이용한 이분법적 판단기준의 일괄적인 

적용이 아닌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준설정을 통

해 정확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지표유

출메커니즘 기반의 홍수취약지구 선정 기법을 

적용하고 이를 침수흔적과의 비교를 통해 적용

성을 검토하였다. 홍수취약지구 선정에는 강우

가 지표면에 도달하여 침투되지 못하고 지표면

에 생성되어 경사를 따라 이동하다가 누적되는 

지표유출메커니즘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 또

한, 도시지역으로 구성된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

하여 지형자료 구축 시 건물의 고도를 반영한 

지형자료와 지표면 표고자료만 이용한 지형자료

에 대해 비교·분석도 실시하였으며, 침수흔적 

자료와의 검증에는 2×2 혼동행렬과 ROC 곡선

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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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연 유역이나 도시 지역과 같이 광범

위한 지역에 대한 지표유출메커니즘 기반의 홍

수취약지구 선정 기법을 제시하였다. 홍수취약

지구는 유출 생성, 이동, 누적 취약지구로 구성

하였고, 각 취약지구는 유출이 일어나기 쉬운 

지역은 1, 그렇지 않은 지역은 0으로 5개의 분

석 요소를 고려하였으며, 총 0~5점의 취약도를 

부여하여 높은 취약도를 나타내는 지역에 대한 

점수화된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건물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지형자료 

구축과정에서 건물의 표고 등을 고려하여 비교

하였으며, 점 자료로 구성된 침수흔적 자료와 

래스터 연산으로 선정된 취약지구의 서로 다른 

자료형태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

해 5m, 10m의 버퍼를 형성하였다.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버퍼의 크기가 커질수록 AUC가 

최대 0.526에서 0.886으로 증가하였으며, 건물

의 고려 여부에 따라 0.878에서 0.905로 증가

하는 등 일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개의 주요 침수발생 지역에 대한 비교를 제시

함으로써 침수피해의 대부분이 홍수취약지구에

서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홍수취약지구 선정 

기법을 통해 기존의 수치모의를 통한 침수예상도 

기반의 홍수취약지구 선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지자체별, 유역별 홍수에 대한 표준

화된 취약지구를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다. 이를 통해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관리 우선

순위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체계적인 

방재대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도시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수시스

템의 영향 등의 고려, 실시간 강우자료와의 연계

를 통한 홍수 발생 가능성 유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이분법적 판단기준의 기준 설정 등의 추후 

연구를 통해 홍수취약지구 선정 기법을 보완한다

면 실무에서의 활용성이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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