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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연구는 토양과 지형의 관계에 대한 정의인 카테나 개념을 이용하여 사면유역지수를 중심으로 한 사면유

형화 방법(UcaP, Upslope Contributing Area Priority Decision Tree)을 개발하고, 이를 기존의 방법인 단면곡면률 

우선 분류방법(PrcP, Profile Curvature Priority Decision Tree), 경사도 우선 분류방법(SlgP, Slope Gradient 

Priority Decision Tree), 상대 고도 우선 분류방법(ReeP, Relative Elevation Priority Decision Tree) 등의 세 가지 

방법들과 비교･평가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의 중권역 경계를 대상으로 한 네 가지 사면유

형화 결과는 같은 사면을 서로 다르게 분류한다. 이를 대하천 상･하류 유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상류 유역에서는 

Summit과 Backslope, Toeslope 사면의 분포 차이가, 하류 유역에서는 Shoulder와 Footslope 사면 분포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둘째, 산림입지토양도의 ‘산정’영역은 사면의 유형 중 Summit과 Shoulder에 해당하므로 이

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산정영역 내의 Summit과 Shoulder비율 비교에서 UcaP 결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한반도 전체 해당 사면 비율을 같이 살펴볼 때, ReeP방법이 가장 산정 분류의 정확도가 높았다. 셋째, 수자원조사의 

하천망도와의 비교는 하천변에 형성되는 사면인 Toeslope과 비교를 진행하였다. SlgP 방법이 하천망도 영역 내 

Toeslope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한반도 전체의 해당 사면 비율을 함께 고려하면 UcaP 결과가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넷째, 네 가지 방법 중 지형의 내부 프로세스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을 탐색하기 위해 토양침식모형 결과와 

비교한 결과, UcaP 방법이 물과 물질의 흐름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면을 유형화하는 것은 환경정

보를 단순화하여 파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간편하고 빠른 정보를 요구하는 최근 흐름에 더욱더 유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방법을 단순히 적용하기 보다는 여러 방법들의 문제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사면유형화, 카테나, DEM 해상도, 주변 셀 범위

Abstract : In this study, using the concept of Catena, which is the defini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il and relief, we developed the classification method UcaP (Upslope Contribution Area 

Priority Decision Tree) and compared it with three existing methods (PrcP: Profile Curvature Priority 

Decision Tree; SlgP: Slope Gradient Priority Decision Tree; ReeP: Relative Elevation Priority Decision 

Tree) to examine its applicability to the Korea Peninsul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the four different methods targeting mid-sized basin units classified the same hillslope 

differently. The difference of distribution of the Summit, Backslope and Toeslope was noticeable in 

the upstream basin, on the other hand, the difference between Shoulder and Footslope distributions 

was large in the downstream basin. Second, since the ‘mountain top’ area of Forest Soil Digital 

Mapping is considered as a summit and shoulder in the Catena hillslope position, in these criteria, the 

Ucap results were the highest in comparison to summit and shoulder ratios within the ‘mountain top’ 

area. However, when we looked at the ratio of the corresponding hillslope to the entire Korean 

Peninsula, the ReeP method demonstrated the highest accuracy of the calculation classification. Th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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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연환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다수의 학문분야와 

여러 방법들로 지속되어 왔다. 더욱이 인간 행위에 의한 환

경 파괴와 피해에 대한 환경 의식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과 함께 급격하게 증가한 요즘과 같은 시대는 자연환경에 

대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지형학 

분야에서도 시대의 요구에 맞춰 지표면에 대한 이해는 물

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환경과 지표의 지속가능성을 연구

해왔다. 그러나 좁은 면적에서도 복잡다단하게 나타나는 

지형의 이질성과 지형의 현재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

은 난개발 등은 그 노력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환

경과 지표면의 지속가능성을 파악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는 지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 그 속의 일반성과 특수

성을 찾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박수진, 2014).

지형은 자연환경의 필수 요소로 모든 스케일에서 지질

과 기후, 토양 등의 다른 요소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자연환경 내 지형의 영향력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지난 수 세기 동안 이루어져 왔다(Wiens et al., 2007). 지구

의 표면은 시간에 따라 작용해 온 지질학적, 수문학적, 생

태학적, 토양학적 요소들의 누적된 영향의 결과로 현재의 

지형으로 구조화되기 때문에 지형요소들은 지형학, 수문

학, 생태학, 토양학 등의 다른 학문 분야에서 논의하는 프

로세스의 경계 조건으로 정의된다(Dikau et al., 1995; Pike, 

2000; Dehn et al., 2001). Evans(2003)의 연구는 내부 프로

세스의 임계값과 공간적 한계에 따라 군집된 지형의 크기

와 간격을 명확히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렇듯 자연환경의 

경계 조건이 되는 지형의 표면 형태는 사면의 발달과정을 

해석하고 추론하는데 지속적으로 이용되어 왔다(Macmillan 

and Shary, 2009).

사면은 지표형성의 기본단위로 그 작용의 공간적인 경계

가 명확히 구분되며(박수진, 2004), 흐름의 발산과 수렴, 그

에 따른 퇴적물의 침식, 이동, 퇴적의 프로세스는 사면의 발

달뿐만 아니라 지표면의 형성과정도 추론할 수 있다. 사면

발달의 기초가 되는 흐름의 발산과 수렴, 퇴적물의 이동과 

같은 지형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는 지표면의 형태를 분류

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로 이어진다(Pennock et al., 1987). 현

재의 사면 형태는 수 만 년 동안 지속되어온 지형 프로세스

의 결과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형태의 사면은 정도의 차이

가 나는 발달과정을 겪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30년대 이미 지형학적 맥락과 퇴적물 이동을 기반으

로 한 지형과 토양의 상관성이 제시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주요 토양 분류 시스템에 내재된 토양 단면의 수직적 발달

을 강조하는 분위기와 상반된 주장을 이유로 충분한 평가

를 받지 못했고(Pennock and Corre, 2001) 후대에 이르러

서야 경관의 맥락에서 관측 가능한 지형적 속성과 토양분

포 사이의 공간적･기능적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경관토

양모형으로 재평가받기 시작했다(Basher, 1997). 사면을 

분류하는 방법은 이러한 암묵적 경관-토양 모델을 정량화

하는 기술이다. 사면유형화의 목적은 사면을 각 단위로 그

룹화하는 것이며, 각 단위는 형태적･위치적 특성으로 구분

되어 정량적으로 정의된 범위를 갖는다. 즉, 각 사면의 단

위는 각기 다른 형태적 특성으로 유추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내부의 프로세스를 겪는다. 사면을 분류하여 지형적 특징

을 설명하는 모형과 방법은 자연환경의 분석과 경관 모델

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Pike, 2002; Mihu-Pintilie and 

Nicu, 2019). 또한, 유형화로 인해 단순화된 지형정보는 정

the comparison with the channel network map of the Han River Flood Control Office was carried out 

with at the toeslope, which is formed along the river side. Although the SlgP method demonstrated 

the highest ratio of toeslope in the area of the channel network, the UcaP results showed the highest 

accuracy when considering the proportion of relevant hillslope for the entire Korean Peninsula. 

Fourth, a comparison with the soil erosion model results to explore how best to reflect the internal 

process of the landform among the four methods, showed that the UcaP method best reflects the flow 

of water and materials. Because it is a simplified method of identifying environmental information, it 

will be more significant to the recent trend of requiring simple and fast information. However, rather 

than simply applying the existing methods,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problems and differences 

of the various methods and finding a better one must be preceded.

Key Words : Classification of Hillslope position, CATENA, DEM resolution, Neighbourhood cell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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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결정, 토지 자원의 관리,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추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몇몇 지형을 분류하고 사면을 유형화하는 방

법이 개발 및 적용되었지만(MacMillan et al., 2000; Drăguţ 

and Blaschke, 2006; Stepinski and Jasiewicz, 2011), 표준

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환경에 보다 더 적합한 방법에 

대한 고찰이 부족했다(MacMillan and Shary, 2009). 또한, 

기존의 몇몇 사면유형화 방법은 분석절차가 까다롭고 전

문가의 직관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화가 어려

워 대중적인 사용이 불가능했고(이수연 등, 2015) 연구자

의 판단에 따라 동일한 지역일지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문

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2010년대부터 많은 학문 분

야에서 주요 화두로 자리한 재현 가능성(reproducibility)

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기존의 사면유형화 방법에서 나타

나는 불투명한 재현 가능성, 지역에의 적합성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동일 지역에 반복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보이는 규칙 기반의 방법을 개발하고 기존 방법들

과 비교･평가하여 보다 더 객관적이고 적합한 방법을 탐색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디지털 사면유형화에 기초가 되

는 수치고도모형(DEM, Digital Elevation Model)의 적정 해

상도와 주변 셀 범위(neighborhood cell range)를 설정하

고 카테나 개념을 이용한 기존 방법과 다른 지형변수와 기

준, 영역을 사용하여 지역적 특징을 보다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면유형화 방법을 개발한다. 이 후 기존의 

방법과 새로운 방법의 결과를 비교･평가하여 적용가능성

을 파악한다.

2. 카테나 개념을 이용한 사면유형화

사면은 그 형태의 차이, 토양이 침식 또는 퇴적되는 양상

과 정도의 차이, 퇴적물의 유무와 성질의 차이 등에 따라 여

러 부분 혹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30년대 영국 토

양학자 Milne는 경사면의 꼭대기에서 인접한 계곡의 바닥

까지 반복되는 연속적인 토양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카

테나(Catena)라는 개념을 만들고, 경사면을 구성하는 기

반암이 단일한 경우와 두 개 이상인 경우를 나누어 두 종류

의 카테나를 제시하였다(Conacher and Darlymple, 1977). 

즉, 카테나는 토양의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형학적 조건

과 수문학적 조건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서로 다르게 나타

나는 사면을 경관단위로 유형화하는 개념으로(Wysocki et 

al., 2000), 수많은 연구(Dan and Yaalon, 1964; Blume and 

Schlichting, 1965; Walker and Ruhe, 1968; Huggett, 1975; 

Pennock and Vreeken, 1986; Pennock and Acton, 1989)를 

통해 다양한 기후대와 경관에서 토양과 지형 사이의 관계 

즉, 카테나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자연 사면을 유형화하는 많은 방법이 개발되었다. 그 중 

Wood(1942)는 기반암의 경연(硬軟)차이를 고려하여 사

면을 waxing slope, free face, debris slope, pediment로 구

분하였고, King(1957)은 이 네 가지 사면에서 발생하는 지

형학적 프로세스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waxing 

slope은 침식에 의한 제거보다 화학적 풍화작용이 우세한 

볼록한 형태의 사면이고, free face는 사면의 정상부에 돌

출되어 있는 기반암을 지칭한다. debris slope은 free face

의 아래에 위치하고 free face로부터 침식되어 이동된 물질

들로 구성된다. debris slope 아래에는 경사면의 시작점에

서부터 충적 분지까지 이어진 pediment가 존재한다. Ruhe 

(1960)은 이러한 Wood의 2차원적 사면 요소를 토양 경관 

연구에 수정･응용하였고, Ruhe and Walker(1968)은 카테

나 모델의 주요 사면유형을 Summit(SU), Shoulder(SH), 

Backslope(BS), Footslope(FS), Toeslope(TS)으로 정의하

였다(그림 1). 다섯 가지의 대표 사면유형은 지표수의 수렴

과 발산, 그리고 퇴적물의 이동을 기반으로 분류되었으며 

대표 사면유형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Summit(이하 SU)은 사면의 단면도 상 정상부에 위치한

다. SU는 지형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사면으로 토양 침식이 

가장 적게 나타난다. 강우 등으로 인한 물은 토양을 따라 

침투되기 때문에 퇴적물의 이동은 적고 토양의 단면이 가

장 잘 형성되는 사면이다. Shoulder(이하 SH)는 SU아래에 

위치하며 볼록한 형태를 보인다. SU와 SH는 경사도의 증

가여부로 판단할 수 있으며, 토양침식이 활발하고 지표 유

출이 가장 크다. 물의 흐름 방향은 침투 등의 수직방향이 

아니며 그에 따라 토양 단면은 SU보다 얇다. Backslope(이

하 BS)은 직선사면으로 SH사면 아래에 위치한다. 경사도

가 SH보다 낮기 때문에 SH에 비해 물과 퇴적물의 운반 능

력이 부족하여 퇴적물 축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사면이

다. Footslope(이하 FS)는 아래의 Toeslope(이하 TS)와 같

이 사면의 하단부를 구성하는 사면으로 오목한 형태를 띠

며, 경사도가 낮아 토양의 퇴적현상이 두드러지는 사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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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S사면은 주로 선형이거나 약간 오목한 형태를 보인

다. 낮은 경사도와 낮은 위치적 특성으로 사면에서 내려오

는 퇴적물과 인접 하천에서 범람하는 퇴적물로 인해 충적 

과정이 우세한 사면이다. 토양은 깊고 습하며, 충적 퇴적물

로 구성된다.

카테나 개념을 이용한 사면유형화 방법의 또 다른 예는 

NULM(Nine Unit Landscape Model)이다(그림 2). Conacher 

and Dalrymple(1977)는 카테나에 대한 정량적 설명을 제

공하기도 하였는데 그들은 토양과 사면 사이의 단순한 관

계를 사면의 정상부에서 계곡 바닥까지 그리고 표층토에

서 심토까지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사면을 3D 유형으로 정

의하였다. 또한 중력에 의한 매스무브먼트, 물에 의한 흐름 

등을 통해 이동하는 토양의 재분배에 근거하여 사면을 9가

지 단위로 분류하였고 이를 NULM(Nine Unit Landscape 

Model)이라 명명하였다. 이 모델은 기존의 지형 및 토양발

달 모델과는 달리 사면유형별 물질의 흐름과 그 결과 형성

그림 1. 단순사면(simple slope)과 복잡사면(complex slope)의 발달과정과 카테나 개념의 사면유형

그림 2. NULM의 모식도와 각 사면유형에서의 지형 및 토양형성작용 특징(Conacher and Darlymple,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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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토양의 성질, 지형의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모델

로 평가받는다(박수진, 2004).

카테나 개념을 이용한 사면유형화 방법이 기후, 모재 등

에 관계없이 완전히 발달된 사면에서 언제든 적용될 수 있

다(Ruhe, 1975)는 사실은 이후 토양과 지형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모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면분류의 표준

으로 발전하는데 기초가 되었다(Pennock et al., 1987; Giles 

and Franklin, 1998; Park and van de Giesen, 2004).

즉, 카테나 개념은 토양과 지형 사이의 관계에서 시작했

지만, 지형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므로 그 

활용범위는 매우 넓다. 먼저 토양과 지형 사이의 관계에 대

한 카테나 본래의 개념을 활용한 연구는 Furley(1971), 

West et al.(1988), Stolt et al.(1993)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은 사면에서 발달하는 토양 속성의 다양성을 조사하기 위

해 카테나 개념을 이용하였다. 또한 Tsatskin et al.(2013)은 

이스라엘 갈릴리 해안 평원에서 카테나 개념을 이용하여 

표층토와 지형의 발달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표층토

의 광여기 루미네선스(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OSL)결과를 통해 이스라엘 중부에 위치한 해안 평원과 연

구지역의 평원이 서로 다른 시기에 생성된 것을 확인하는

데 사면의 위치와 토양의 발달의 관계를 활용하였다. Kagabo 

et al.(2013)은 Footslope, Upperslope, Hillslope 유형의 위

치적 속성을 통해 침식의 정도와 그에 따른 침식량, 유기탄

소, 비옥도의 차이를 밝혀냈다. 토양과 지형 사이의 관계

뿐 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면분류 방법으로 카테나 개념을 

이용하고 이와 여러 자연환경 요소들과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도 있다. Koné et al.(2013)은 아프리카의 한 실험센터

에서 사면을 Summit, Upper slope, Middle slope, Foot-

slope으로 유형화하고 식생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C. 

rotundus식생이 사면의 하단부에 해당하는 Middle slope

과 Footslope에서 주로 분포하는 반면, 사면의 정상부인 

Summit과 Upper slope에서는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이유

로 사면유형에 따른 지하수 위치, 물의 이용 가능성과 수

렴･발산 등으로 해석한 바 있다. 또한, Khalili-Rad et 

al.(2011)은 Ruhe and Walker(1968)의 대표 사면인 Summit, 

Shoulder, Backslope, Footslope, Toeslope으로 연구지역

의 사면을 유형화하고 사면의 하단부에 위치한 사면유형

일수록 더 큰 미생물 바이오매스가 관찰된다고 밝혔다. 

Kudryashova et al.(2019)은 기후대와 토양의 공간적 이질

성, 식생 분포의 이질성 사이의 관계를 카테나 개념을 이용

해 해석하기도 했다. 이렇듯 카테나 개념은 토양, 지형과 

독립적이지 않은 생태학적 연구의 기본 분석 틀로도 이용

할 뿐만 아니라 주요 사면을 유형화하는 방법은 수십 년의 

과학적 연구와 현장 경험을 통해 조정되고 활용되어 왔다. 

지금까지도 미국 등 각국의 토양 조사과정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Miller and Schaetzl, 2015).

카테나 개념을 이용한 사면유형화방법 이외에도 지형학 

분야에서 지형분류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

지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 및 적용되고 있으며, 지형의 연속

적 변화라는 특성으로 인해 정형화된 분류법은 합의되지 

않았지만, 크게 성인적 분류법과 형태적 분류법으로 나눌 

수 있다(Vitek et al., 1996). 

형태적 지형분류법은 현재 지형의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지형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지형의 형태를 알 수 있는 고도

(elevation), 경사도(slope), 곡면률(curvature) 등의 지형변

수들을 조합하여 사면을 분류한다. 형태적 지형분류기법

은 생태학적 측면에서 물과 에너지, 물질의 흐름을 정량화

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 것으로 평가

받으며(Park et al., 2001), 비교적 간편하게 지형을 분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박수진, 2004). 그러나 사면 분류기준

에 대한 객관적 기준 설정의 어려움과 지형 내부에서 발생

하는 지형학적 작용들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수연 등, 2015). 성인적 분류법은 지형의 형성작용에 대

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나 적용할 수 있

는 객관적 모델 개발이 불가능에 가깝고, 현장 조사가 대동 

되어야 하므로 즉각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과 같이 지리정보시스템의 발달이 고도화되고 다양

한 공간자료들의 이용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에서는 형태

적 분류법이 가장 쉽고 간편하게 사면을 유형화할 수 있는 

기법으로 최근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디지

털 형태적 분류법은 TPI(Weiss, 2001)와 Geomorphons 

(Stepninski and Jasiewicz, 2011)이다. 국내에서도 김동은 

등(2012)과 김동은･오정식(2019)은 Geomorphons를 이

용하여 지형분류를 시행했으며, TPI와의 비교와 지형분류 

시 DEM의 해상도와 분석반경에 따른 차이 등을 밝혀냈다. 

또한, 박경훈 등(2016)과 오채연･전계원(2018)은 TPI를 통

해 지형을 분류하고 각각 위험지형군과 폭염일수와의 상

관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지형분류법을 활

용한 연구는 개발되어 패키지로 제공되는 방법의 적용 및 

확인에 가깝다.

카테나 개념을 활용한 방법은 최근 다양한 연구에서 소

개 및 적용되고 있는 TPI와 Geomorphons 등의 두 가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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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적 분류법과는 다르게 물과 물질의 흐름 측면에서 더 나

은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장점은 카테나 개념을 활용한 분

류방법과 TPI, Geomorphons 등을 산사태 예측력을 통해 

비교한 이수연 등(2015)의 연구에서 잘 드러난다.

즉, 토양경관모형이자, 지형학적 모델, 시스템인 카테나 

개념은 토양과 지형의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개발

되었으며 특정 지형 위 토양 형태의 순차적인 변화는 경사

면의 지형발달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Wysocki et al., 

2000). 그러므로 카테나 개념에 대한 이해는 지형에 따른 

토양 형성 조건, 수문학적 변화 양상, 또 이를 통한 지형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와 같

은 이해를 기반으로 한 유형화 방법은 이미 사면의 위치적･

형태적 특성이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형태적 분류법의 장

점도 반영할 수 있다. 정리하면 카테나는 지형의 성인적 특

징과 형태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를 활용한 

사면유형화 방법은 성인적, 형태적 분류법의 특장점을 잘 

표현해낼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GIS를 통한 사면유형화는 각종 지형변수를 이용하기 때

문에 지형변수가 실제 지형의 형태와 프로세스를 가장 잘 

반영하는 스케일과 해상도를 선정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사면유형화의 기초가 되는 분석 스

케일과 DEM의 해상도, 주변 셀 범위 선정 과정과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기준으로 비교 대상이 되는 기존의 사

면유형화 과정과 이 연구에서 개발한 방법을 소개한다.

1) 분석 스케일 설정

디지털 지형 분석(DTA, Digital Terrain Analysis)은 일반

적으로 스케일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Hupy et al. 2004; 

Roecker and Thompson, 2010). 따라서 사면유형화의 매

개변수로 지형변수를 사용할 때는 적절한 분석 스케일을 

사용해야 한다. 

공간 분석 시 발생하는 주요 문제는 경계 문제(the boun-

dary problem), 스케일 문제(scale problem), 패턴 문제

(pattern problem), 수정가능한 면적단위 문제(modifiable 

areal unit problem) 등이 있다(Burt and Barber, 2009). 이 

중 지형분석에서의 경계는 고정된 자연적 경계로 둘러싸

인 영역과 임의의 인공적 경계로 나눌 수 있다(Haining, 

1990). 자연적 경계에 의해 정해진 영역에서 지형적 프로

세스는 해당 경계 내부에서만 발생하고 종료되지만, 인공

적 경계에 의한 영역에서는 프로세스가 인위적 경계를 넘

어서 계속된다. 가끔 이러한 고려 없이 행정구역경계나 임

의의 경계로 연구 스케일을 정하는 경우, 자연환경적인 프

로세스가 주어진 임의의 경계에서 종료되는 것으로 가정

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Upton and Fingleton, 1985) 주

의해야 한다. 즉, 측정 또는 관리 차원에서 임의의 경계가 

주어질 수 있지만, 그 경계 자체는 지리적 현상 혹은 지형적 

프로세스와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

는 자연 경계인 유역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환경부의 수

자원단위지도 중 중권역을 분석 스케일로 설정하였다. 수

자원단위지도에 따르면 유역체계는 대권역, 중권역, 표준

유역 등 3개의 권역 및 유역으로 구분하며 관리 단위로 이

를 활용하고 있다. 이 중 중권역은 5대강을 중심으로 하는 

대권역의 본류를 기준으로 자연하천이 합류하는 지점을 

유역의 출구점으로 하는 총 117개 유역 영역이며, 평균 면

적은 약 931km2이다.

2) 사면유형화를 위한 적정 DEM 해상도 선정

수치고도모형(DEM)은 Evans(1979)에 의해 경사방향

(Aspect), 경사(Slope), 곡률(Curvature) 등을 추출하는 시

스템이 개발된 이후에 지형학, 토양학, 수문학, 조경학 등 

각종 학문 분야에서 수치화된 지형정보를 이용해왔다. 그

러나 DEM의 해상도 즉, 격자의 크기와 한 격자의 값을 결

정하는 주변 격자 범위(neighborhood)에 따라 보고자 하

는 변수의 값과 연결성이 달라진다. 서로 다른 해상도의 

DEM은 같은 지역에서의 경사도와 지형수분지수(TWI, 

Topographic Wetness Index)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

한 Jenson et al.(1991)과 Quinn et al.(1991) 등의 오래된 연

구뿐만 아니라 Thompson et al.(2001), Hancock(2005), 

Sorensen and Seibert(2007), Vaze et al.(2010), Gillin et 

al.(2015) 등과 같은 비교적 최근의 연구 모두 Wolock and 

McCabe(2000)가 지적한 해상도가 거칠어지면서 미시적 

지형의 고유 값이 사라져 전체적인 분산이 낮아지는 평활

효과(smoothing effects)와 연속적인 지형을 서로 다른 격

자 개수로 분할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효과(discretization 

effects)를 보여준다. 이렇듯 선정된 격자의 크기에 따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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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값이 달라지므로 연구의 결과와 해석에서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Quinn et al., 1991). 특히 사면을 분류하고 

유형화하는 방법에서의 해상도는 유형의 크기와 모양과 

같은 형태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사면에서의 지형적, 토양

학적, 수문학적 프로세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해상도에 관한 고민이 더욱 더 요구된다.

Park et al.(2001)은 전 세계 8개 지역의 지형 및 토양 상관

관계 분석을 통해 격자크기 10m 이하는 토양-지형 형성작

용 간의 시공간적 스케일의 차이로 인해 토양분포의 예측

력이 감소한다고 지적하며 10-30m 격자가 토양분포를 설

명하기 위한 최적의 격자로 소개한 바 있다. 또한 박수진･

유근배(2004)는 사면유역지수가 격자크기 15m까지 상관

거리가 약 50m로 유지되는 현상을 통해 이 이상의 격자크

기는 상관거리의 급격한 증가 문제, 10m 이하의 격자크기

는 미분산(microvariance)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Bailey et al.(2014)은 5m DEM이 1m DEM보다 사면유

역지수, 지형수분지수를 더 잘 반영한다고 밝혔으며, 

Gillin et al.(2015)은 지형변수에 따라 다르지만 LiDAR 기

반 DEM의 1m 해상도가 연구지역의 지형설정에 있어서 최

적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앞선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았을 때, 고해상도 DEM은 상

대적으로 미세한 지형을 보다 더 잘 표현하고 있지만, 지형

분석에서의 연속성, 노이즈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지형분석에 있어서 격자 크기는 지형의 

공간적 분포 구조의 반영 정도, 자료 구득의 용이성, 정보 

처리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해야 한다.

(1) DEM 해상도 설정 과정

래스터자료의 각 그리드의 절대적인 값은 중요하다. 그

러나 사면을 유형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리드 값의 절대

적인 차이가 크지 않다면, 그 상대적 차이가 더 중요할 것이

다. 그러므로 현장조사를 통해 해발고도를 측정하고, 격자 

크기별로 나눈 DEM들과 같은 위치의 값을 비교하여 그 차

이를 살펴보았다. 현장조사는 화성시에서 진행했으며 총 

138개 지점의 해발고도를 RTK GPS를 통해 구축하였다(그

림 3). 해상도에 따른 차이와 적정 해상도를 살펴보기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수치지도로 5m DEM을 구

축하고 이를 10m, 15m, 20m, 25m, 30m, 35m, 40m, 45m, 

50m 크기로 리샘플링하여 비교하였다.

현장조사를 통해 얻은 해발고도의 값과 해상도별 DEM

의 그리드 값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평균한 결과, 40m 해상

도 DEM에서 4.59m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고, 20, 30, 

50m해상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차이가 확인됐다. 그러

나 각 해상도 사이의 최대 격차가 약 1.6m이므로 모든 해상

도의 DEM이 실제 해발고도를 잘 표현하고 있으며, 특히 원

해상도인 5m 해상도보다 20, 30, 50m 등의 리샘플링한 해

상도가 더 정확도가 높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그림 4).

앞서 언급했듯이, 자연 경계로 둘러싸인 유역단위를 연

구 스케일로 활용한 것은 내부의 프로세스를 인위적으로 

나누지 않고 온전히 반영하기 위함이다. 즉, 자연경계인 

유역분수계(폴리곤 자료)와 격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DEM(래스터 자료) 가장자리의 불일치는 인접한 다른 유

역의 프로세스가 포함된 결과를 산출하거나 해당 유역의 

그림 3. 화성시 현장조사 지점(n=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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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

므로 해상도별로 가장자리의 경계가 달라지는 래스터 자

료의 특성상, 연구지역의 경계와 면적을 잘 반영하는 DEM

의 해상도를 살펴보는 것도 적정 DEM 선정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평창강과 미호천 유역을 대상으로 

앞서 구득한 해상도별 DEM의 경계와 유역의 경계를 비교

한 결과가 그림 5이다. 격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동일 면적

의 격자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경계도 더 부드럽게 표현

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미호천, 평창강에 있어서도 전체

적으로 고해상도 DEM이 거친 해상도 DEM보다 경계와 면

적을 더 잘 나타내는 모습이다. 또한, 두 유역 모두 30m 해

상도의 DEM까지는 완만한 차이를 보이다가 30m가 초과

되는 DEM 해상도부터는 면적의 차이가 급증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거친 해상도는 연구지역의 스케일이 크고 절대적인 지

형의 값보다 상대적인 차이가 더 중요할 때 선택할 수 있으

며, 고해상도 격자크기는 위치의 정확도와 같은 절대적인 

값이 중요할 때 쓰이지만, 자료 구득의 어려움과 분석 시 소

요되는 시간과 메모리의 문제가 있다. Hengl(2006)는 연구

자가 구득할 수 있는 가장 거친 해상도와 가장 고해상도 사

이의 중간 단계의 해상도를 추천 그리드 해상도(recom-

mended grid resolution)로 언급한 바 있다.

격자크기의 변화에 따라 지형변수의 값도 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특정한 격자 크기를 선정하기란 매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모든 고려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상도

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의 목적과 스케일에 적합

하고 자료 고유의 속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의 해상도를 탐

색하는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DEM의 격

자 크기에 관한 기존 문헌과 해상도별 차이에 관한 간단한 

연구결과, 고해상도 자료의 구득 및 구동 시의 여러 문제점

그림 4. 관측값과 DEM 해상도별 위치값의 평균 오차

그림 5. 평창강과 미호천 면적과 DEM 해상도별 면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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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0m 해상도를 사면유형화

의 적정 해상도로 결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DEM 자료로 

SRTM v3를 이용하였다. 1 arc second(약 30m) 해상도로 제

공되는 이 자료는 수치지도를 가공･재가공하지 않고 실제 

촬영을 기반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등고선의 내삽과정

이나 리샘플링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하는 한계에서 상대

적으로 자유롭다(Shortridge, 2001).

(2) 주변 셀 범위에 따른 정량적 지형의 차이

공간정보의 해상도뿐만 아니라 분석 스케일 즉, 분석을 

위한 주변 셀(neighbourhood cell)의 범위도 결과에 영향

을 주는 중요 요소이다. DEM에서 경사도를 산출하는 것처

럼 그리드의 매트릭스로 이루어진 래스터자료를 가공하

여 다른 래스터자료를 만들 때, 중앙에 위치한 scanning 

cell의 값은 주변을 둘러싼 셀인 scanning neighbourhood

와의 비교를 통해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연구자가 

scanning neighbourhood의 범위를 정하여 결과를 얻게 되

기 때문에 이 또한 주요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주변 셀의 범위는 3 × 3으로 설정되어 왔다

(MacMillan et al., 2000; Shi et al., 2009). 그러나 3 × 3보다 

더 큰 5 × 5, 7 × 7 크기로 주변 셀의 범위를 달리하면서 민감

도 분석을 실시하여야 지표면을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UcaP의 사면유형화 방법에서 쓰인 지형자료 중 

사면유역지수는 주어진 연구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부터 낮은 곳까지의 흐름을 산출하기 때문에 주변 셀의 범

위를 이용하지 않는다. 반면 사면곡면률은 주변 셀의 범위

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범위를 달리하며 사면곡

면률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세미베리오그램은 시간 또는 공간적 간격사이의 데이터 

변동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변동성은 일정한 

거리 h만큼 떨어진 두 지점의 값(

 


)사이 차

이를 제곱하여 산술평균한 값으로 정의되며 Matheron 

(1963)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세미베리오그램은 공

간적으로 떨어진 픽셀 사이의 비 유사성 측정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는다(Woodcock and Strahler, 1984; Jupp 

et al., 1988).

  

 




  










대부분의 이론적 베리오그램 모형에는 동일한 위치의 값

들 사이에 존재하는 분산인 Nugget, 세미베리오그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분산을 나타내는 Sill, 세미베리오그램

이 분산에 접근하는 거리를 변수의 Range라고 하며, 이 

Range값 이상으로는 서로 상관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구조는 이 Range로 정량화할 수 있다(문상기 등 2007). 

평창강과 남한강 하류, 미호천 유역을 대상으로 30m 해상

도에서 주변 셀의 범위를 3, 5, 7로 늘려가면서 얻은 사면곡

면률의 세미베리오그램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 표 1이다. 

세미베리오그램을 비교한 결과, 주변 셀의 범위가 증가

함에 따라 Sill은 증가하지만 Range의 값은 동일하게 나타

난다. 즉, 주변 셀의 범위가 커질수록 각 그리드 값 사이의 

분산은 증가하지만 공간적 자기상관이 확보되는 범위는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3 × 3와 5 × 5 의 분산 차

이보다 5 × 5와 7 × 7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7 × 7 이상의 

주변 셀 범위로 중앙에 위치한 그리드 값을 계산할 시, 분산

이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oecker and Thompson(2010)은 위의 결과에서 확인했

듯이 주변 셀의 범위가 커질수록 분산이 증가하여 거친 해

상도의 DEM을 쓰는 것과 같다고 하며, 토양 속성자료와 사

면곡면률은 주변 셀 범위 117~189m에서 상관관계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또한 Miller(2014)도 27m DEM에

표 1. 평창강과 남한강하류, 미호천 중권역의 주변셀 범위에 따른 세미베리오그램 결과

평창강 남한강하류 미호천

주변셀 범위 Range Sill Nugget Range Sill Nugget Range Sill Nugget

3×3 0.04 6.58 0 0.61 3.6 0 0.04 1.21 0

5×5 0.04 23.03 0 0.61 11.87 0 0.05 4.76 0

7×7 0.04 46.73 0 0.61 22.91 0 0.05 11.07 0

(세미베리오그램 모델은 spherical model이 적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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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5 × 5 주변 셀 범위인 135m 거리에서 오목한(concave) 

지형의 정확도가 71.4%로 가장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할 때, 30m 해상도의 DEM에서 곡면률 계산에 

가장 이상적인 주변 셀 범위는 5 × 5 크기로 판단할 수 있다.

3) 사면유형화 방법

이 연구에서는 여러 카테나 지형분류방법 중 Miller and 

Schaetzl(2015)가 미국 농무성 산하 자연자원보호청(USDA- 

NCRS, United Stats Department of Agriculture-Natural Re-

sources Conservation Service)의 지형, 토양학자들이 조사한 

미국 아이오와주(IOWA)의 현장자료를 통해 개발 및 보정한 

세 가지의 카테나 방법과 이 연구에서 개발한 사면유역지수 

우선 분류방법(UcaP, Upslope Contributing Area Priority 

Decision Tree)의 정확도 및 적용 가능성을 비교하였다.

(1) 단면곡면률, 경사도, 상대고도 우선 사면유형화 

방법(PrcP, SlgP, ReeP)

Miller and Schaetzl(2015)의 세 가지 방법은 의사결정나

무(Decision tree) 방식을 사용하였고, 첫 번째 단계에서 두 

개의 분기점을 통해 세 개의 범주를 나눈 후, 하위 단계부터

는 하나의 분기점을 통해 두 개의 범주를 만드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사용된 지형변수는 단면곡면

률(Profile curvature), 경사도(slope gradient), 상대고도

(relative elevation)이며 이를 기준으로 한 세 가지의 분류 

방법의 명칭 역시 PrcP(profile curvature priority decision 

tree), SlgP(slope gradient priority decision tree), ReeP 

(relative elevation priority decision tree)이다(그림 6). 

PrcP와 SlgP 방법은 첫 단계 분기점의 대상이 되는 지형요

소를 제외한 다른 지형변수들을 모두 이용하여 하위 단계

에서 지형을 분류하지만, ReeP 방법은 Profile curvature를 

사용하지 않는다.

Miller and Schaetzl(2015)의 사면유형화 방법들은 각 지

형변수를 세 가지 혹은 두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사면을 분

류하는데 단면곡면률의 경우 세 가지 범주일 때 오목사면

(concave)-직선사면(linear)-볼록사면(convex)으로, 두 가

지 범주일 때 오목사면-볼록사면으로 나눈다. 경사도와 상

대고도는 세 가지 범주일 때 높음(high)-중간(medium)-낮

음(low)으로, 두 가지 범주일 때는 높음-낮음으로 분류한

다. 각 사면유형에 따른 경사도, 단면곡면률, 상대고도의 

범주는 표 2와 같다.

이 방법에서 활용하는 상대고도는 Miller(2014)가 개발

한 방법으로 원 해발고도의 값에서 역을 취한 해발고도

(inverse elevation)를 뺄셈하여 구하는데, 여기서 역수를 

취한 해발고도는 주변 셀 범위의 고도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에서 원 해발고도의 값을 빼는 방식으로 값을 얻게 된다. 

상대고도의 값은 주변 셀 범위의 가운데 위치한 그리드의 

해발고도보다 높으면 양수, 낮으면 음수로 나타나고, 그 정

도에 따라 값의 크기가 달라진다(그림 7).

(2) 사면유역지수 우선 사면유형화 방법(UcaP)

이 연구에서 개발한 UcaP 방법은 Miller(2014)의 세 가지 

방법과 다르게 사면유역지수(Upslope Contributing Area)

를 활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사면유역지수는 

그림 6. 카테나 사면유형화 방법 의사결정나무(a: PrcP, b: SlgP, c: ReeP)(Miller and Schaetz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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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호주의 지형학자인 Conacher와 영국의 토양학자 

Darlymple에 의해 제안된 NULM(Nine-Unit Landscape 

Model)의 기본 공식 중 사면상의 물질 이동량()을 DEM

으로 구할 경우 이용되는 지형변수로 다음의 식(1)으로 계

산된다(박수진, 2004).

  
  





∙



여기서 

는 셀의 면적, 은 셀 로 물이 모이는 상부 격자

들의 총 개수, 

는 상수, 는 해상도로 추정되는 등고선의 

폭이다. 사면유역지수는 해당 격자에 물이 흘러드는 정도

를 나타내는 지형변수로 공간상의 배수 정도를 나타내며 

Mandal(2015)은 사면유역지수가 높은 곳은 토양포화도가 

높아 토양의 응집력이 낮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방법은 기

존 연구인 Park and van de Giesen(2004), 박수진(2004), 

이수연 등(2015)에서 사용하는 지형변수는 동일하지만, 

사면을 유형화하는 기준점 탐색 과정은 전혀 다르게 진행

된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사면유형화 방법은 규칙 기반

(rule-based)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구동해도 동일한 결

과를 얻을 수 있으며, 코딩을 통한 자동화까지 되어 상용화

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에는 연구지역의 

샘플링을 통해 지형변수를 얻어 지형 구분자를 추출하여 

샘플링 위치를 통한 지형의 왜곡 가능성이 존재했지만, 이 

방법에서는 연구지역 전체 그리드값을 대상으로 하기 때

문에 전체 연구지역의 지형을 온전히 반영한 지형 구분자 

추출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사면유형화 방법의 

모식도를 그려보면 그림 8과 같다.

이 방법에서는 Summit사면을 해당 유역 사면유역지수

의 커널밀도추정(KDE, Kernel density estimation)상의 변

곡점(Inflection point)을 이용한다. 사면유역지수의 확률

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커널밀도추정에 

의해 구하면 117개 모든 중권역에서 사면유역지수 2.95 ~ 

3.1 사이의 변곡점이 나타나게 된다(그림 9). 이처럼 사면

유역지수 값이 낮은 곳에서 나타나는 변곡점은 물이 모이

는 면적이 작고 빈도가 낮은 곳과 물의 양이 많아지면서 빈

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점을 나누는 구분자이다. 그러므

표 2. 사면유형별 경사도, 단면곡면률, 상대고도의 범주

(Miller and Schaetzl, 2015)

사면유형 Slope
Profile 

curvature

Relative 

elevation

Summit(SU) Low Linear High

Shoulder(SH) Medium Convex High

Backslope(BS) High Linear Medium

Footslope(FS) Medium Concave Low

Toeslope(TS) Low Linear Low

그림 7. 상대고도 계산과정(Miller, 2014)

그림 8. 이 연구에서 개발한 사면유형화 방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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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사면유형에 비해 그 수가 적고 사면의 정상부에 위

치해 있어 수직용탈작용에 의해 물의 흐름과 양이 적은 

Summit을 분류해내기 적합하다. 히스토그램을 통한 확률

밀도함수를 구하면 X축의 간격을 결정하는 빈(bin)의 경

계에서 불연속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커널밀도추정을 이

용하였다.

UcaP 사면유형화 방법에서 두 번째로 활용한 지형변수는 

사면곡면률(Surface curvature)이다. 사면곡면률은 단면곡

면률(profile curvature)과 평면곡면률(planform curvature)

을 조합한 지형변수이다. 단면곡면률은 최대경사방향의 곡

률로 실제 지형에서는 물의 흐름의 가속 및 감속에 영향을 

미치므로 물질의 침식, 이동, 퇴적에 영향을 주고, 평면곡면

률은 최대 경사방향에 수직인 방향인 곡률로 흐름의 수렴

(convergence)과 발산(divergence)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

므로 단면곡면률과 평면곡면률을 함께 고려하면 표면의 흐

름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볼록한 지형일 경

우 사면곡면률은 양의 값을 가지게 되고 오목한 지형은 음의 

값을 가지게 되며 그 정도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또한 직선

사면에 가까운 경우 사면곡면률의 값은 0에 근접한다. UcaP 

방법에서 사면곡면률은 표 2의 Miller(2014)의 단면곡면률 

분류와 같이 Convex-Linear- Concave로 나누고 각 사면의 

특징에 맞게 유형화하였다. 지형분석과 사면유형화는 

python 2.7과 3.6버전을 이용하였다.

4) 사면유형화 방법 비교･평가

4개의 각기 다른 카테나 사면분류 결과의 비교･평가하기 

위해 산림입지토양도 상의 지형구분코드, 하천망도, RUSLE 

토양침식추정모델 결과와 비교하였다. 표준화된 방법의 

부재로 지형분류를 통한 사면유형화 방법들의 정확도에 대

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방법을 절

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없다. 그러므로 산림입지조사와 

수자원조사라는 각각의 목적을 위해 나름의 방법으로 분류

해놓은 지형단위가 존재하는 산림입지토양도와 하천망도

를 활용하여 형태적 정확도를 평가했으며, 형태적인 분류 

이외에도 사면 내부 물과 물질의 프로세스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토양침식 추정결과와 비교해보았다.

4. 결과

1) 사면유형화 결과 비교

사면유형화 방법에 따라 같은 사면을 서로 다른 유형으

로 분류한다. 그림 10과 표 3은 4개의 서로 다른 사면유형

화 방법의 한반도 전체 분류 결과이다. SlgP 방법은 SU사면

부터 TS사면까지 차례대로 14.7%, 15.4%, 24.1%, 21.2%, 

24.5%로 한반도를 분류하고 있으며 PrcP 방법은 15.4%, 

12.9%, 28.5%, 20.9%, 22.3%, ReeP 방법은 6.9%, 10.3%, 

57.1%, 13.1%, 12.6% 이 연구에서 개발한 UcaP의 방법은 

4.4%, 16.6%, 43.8%, 21.6%, 13.6%로 사면의 분류한다. 

SlgP 방법과 PrcP 방법은 모든 사면유형의 빈도가 큰 차이

없이 분류된 반면, ReeP 방법과 UcaP 방법은 SU 사면을 가

장 적게, BS사면을 가장 많이 분류한다. SU사면이 산 정상

부에 위치하고 상대적으로 평탄한 지형단위라는 것을 상

그림 9. 사면유역지수의 커널밀도추정 시 나타나는 변곡점, 이사천(a)과 낙동강남해 중권역(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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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면 SU사면은 다른 사면유형에 비해 그 빈도가 낮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SH 사면보다 SU 사면을 더 많이 분

포시키는 PrcP 방법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

제로 국내 지형환경에 카테나 개념을 이용한 사면유형화 

방법을 적용한 박수진(2004)의 연구에서도 SU 사면은 

1.75%로 매우 적다. 

이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각 중권역별로 가장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사면유형을 살펴보면 SU와 TS사면

이 만경강 유역에서 각각 15.5%(PrcP – ReeP), 19.7%(SlgP 

– ReeP), 남한강상류 유역에서 SH와 FS사면이 각각 8.6% 

(UcaP – ReeP), 11.3%(UcaP – ReeP), BS사면은 남한강하류 

유역에서 약 39%(ReeP – SlgP)로 나타났다(그림 11).

 BS사면의 분류에 있어서 네 가지 사면유형화 방법이 가

장 큰 차이를 보이는데 BS사면은 산정상부와 하천 사이의 

직선사면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포 면적이 가장 넓은 만큼 

그 차이도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표 4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네 가지 사면유형화 방법의 SU, BS, TS 사면 

분포 차이는 큰 하천의 상류에서 주로 나타나고, 하류에서

는 SH와 FS 사면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남한강하류와 만경

강 유역은 큰 하천의 하류지역이므로 산 정상부에서 나타

표 3. 4개의 사면유형화 방법 결과 비교

SlgP PrcP ReeP UcaP

SU 14.7% 15.4% 6.9% 4.4%

SH 15.4% 12.9% 10.3% 16.6%

BS 24.1% 28.5% 57.1% 43.8%

FS 21.2% 20.9% 13.1% 21.6%

TS 24.5% 22.3% 12.6% 13.6%

(SlgP: Slope Gradient Priority, PrcP: Profile Curvature Priority, 

ReeP: Relative Elevation Priority, UcaP: Upslope Contributing Area 

Priority)

그림 10. 사면유형화 기법별 분류결과(a: PrcP, b: ReeP, c: SlgP, d: UcaP)

그림 11. 남한강상류 유역의 사면유형화 기법별 분류 결과(a: PrcP, b: ReeP, c: SlgP, d: UcaP)

(SlgP: Slope Gradient Priority, PrcP: Profile Curvature Priority, ReeP: Relative Elevation Priority, UcaP: Upslope Contributing Area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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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SU와 SH 사면의 분포가 낮아야하지만 SlgP와 PrcP 방

법은 SU 사면을 과도하게 분류하는 양상이 나타나며 ReeP

와 UcaP 방법에 비해 BS 사면을 그만큼 적게 분류한다. 이

러한 이유로 SlgP와 PrcP 방법은 실제 지형의 분포를 잘 표

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산림입지토양도의 지형구분 ‘산정’과의 비교

1:25,000 산림입지토양도의 조사대상 중 지형의 구분은 

표 5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구분한다. 기준에 따르면 산

림입지토양도의 지형구분 중 산정으로 분류되는 단위는 

경사지의 8부 능선 이상인 지역이므로 카테나 사면유형화 

단위 중 SU와 SH가 주를 이루는 영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 참고). 즉, 산림입지토양도의 ‘산정’ 영역이 카테나 

사면유형 중 SU와 SH 사면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

만 해당 영역과 사면 유형의 위치적 분포 특징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하여 각 방법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산정’영역은 산림입지토양도 전체 영역 중 약 41%에 해

당하며 이 영역 내에 분포하는 SU, SH 사면을 비교한 결과, 

SlgP(40.8%) < PrcP(42.3%) < ReeP(45.2%) < UcaP(48.9%) 

순서로 나타났다(표 6). 앞서 언급했듯이 ‘산정’영역과 SU, 

SH 사면은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높은 비율이 

48.9%라는 결과로 4개의 유형화방법이 모두 정확성이 낮

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산림입지토양도는 기본적으로 산

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대적으로 평탄한 지역에

서 나타나는 SU와 SH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SU에서 TS

까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단순사면이 아닌 사면유형이 

복잡하게 분포하는 복합사면 중 산정상부가 아닌 SU와 SH

도 포함되지 않는다.

표 6의 결과로 단순히 UcaP의 방법이 산정에 해당하는 

사면을 네 개 방법 중 가장 준수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남한 중

권역 전체 사면유형화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해당 사면유형화 방법 자체가 SU와 SH 사면유형을 많이 분

류하는 알고리즘으로 인해 산림입지토양도의 산정 영역

에서의 해당 사면유형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표 8과 같이 산정 영역과 한반도 전체의 SU, 

SH 사면 비율을 비교해보았다. SlgP와 PrcP 방법은 중권역 

전체 사면유형 중 SU+SH 사면 비율이 각각 30%, 28%로 가

장 높지만 산림입지토양도의 산정에 해당하는 SU+SH 비

율은 41%, 43%로 가장 낮아 산의 정상부에서 나타나는 SU

와 SH를 4개 사면유형화 방법 중 가장 잘 분류해내지 못하

표 5. 1:25,000 산림입지토양도 지형 구분 기준(정진현 등, 2004)

구분 기준

평탄지 5˚미만의 평탄한 지역

완구릉지
산세가 험하지 않고 산록이 전답에 연결된 과상형의 

야산지역으로 경사길이 300m 이하인 야산

산록
하부가 경작지 및 계곡에 연한 지역으로 구릉지 및 

산악지의 3부 능선 이하인 지역

산복 구릉지 및 산악지의 4~7부 능선

산정 구릉지 및 산악지의 8부 능선 이상인 지역

표 4. 사면유형 별 사면유형화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중권역 유역

SU SH BS FS TS

만경강

SlgP 16.9% 5.2% 11.3% 8.2% 23.7%

PrcP 17.2% 4.4% 12.4% 8.7% 22.5%

ReeP 1.7% 4.4% 48.8% 6.5% 4.1%

UcaP 6.6% 6.6% 36.0% 7.7% 8.7%

남한강상류

SlgP 10.5% 19.4% 31.5% 23.1% 15.5%

PrcP 11.5% 16.7% 39.7% 14.5% 17.6%

ReeP 10.0% 13.0% 51.7% 12.8% 12.5%

UcaP 1.1% 21.7% 41.3% 24.1% 11.9%

남한강하류

SlgP 17.4% 10.7% 14.4% 15.0% 27.2%

PrcP 17.9% 9.0% 15.9% 18.2% 23.7%

ReeP 4.9% 6.4% 53.7% 9.2% 10.7%

UcaP 3.7% 11.0% 42.4% 17.2%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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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SlgP와 PrcP 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 SU와 SH 사면을 많이 분류하는데 비해 위치적 특성이 

유사한 산정 영역 내의 SU, SH 사면 비율은 가장 낮은 수준

인 결과로 이 방법들은 산정상부에 분포하는 사면유형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ReeP와 UcaP 

방법은 전체 사면유형화 결과 중 SU+SH 비율이 17.2%, 

21.1%로 낮게 나타나지만 산립입지토양도의 산정에 해당

하는 SU+SH비율이 각각 45.2%, 48.9%로 네 가지 방법 중 

가장 높게 나타나 산정상부의 사면을 가장 잘 유형화하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6. 산림입지토양도 ‘산정’에 해당하는 네 가지 사면유형화결과

SlgP PrcP ReeP UcaP

‘산정’ 

사면유형 

백분율

‘산정’

SU+SH

백분율

‘산정’ 

사면유형 

백분율

‘산정’

SU+SH

백분율

‘산정’사면유

형 백분율

‘산정’

SU+SH

백분율

‘산정’사면유

형 백분율

‘산정’

SU+SH

백분율

SU 11.5%

40.8%

10.1%

42.3%

16.7%

45.2%

5.5%

48.9%

SH 29.3% 33.0% 28.4% 43.4%

BS 43.7% 44.5% 43.6% 37.6%

FS 13.8% 8.6% 9.6% 12.3%

TS 1.8% 3.7% 1.6% 1.2%

(SlgP: Slope Gradient Priority, PrcP: Profile Curvature Priority, ReeP: Relative Elevation Priority, UcaP: Upslope Contributing Area Priority)

표 7. 각 사면유형화 방법의 사면유형별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일치도 (단위: %)

SlgP 국가하천
지방

1급하천

지방

2급하천

TS

평균
PrcP 국가하천

지방

1급하천

지방

2급하천

TS

평균

SU 12.2 16.5 14.8

75.0

SU 11.4 16.2 14.4

52.5

SH 0.8 0.4 0.7 SH 1.1 0.5 0.9

BS 1.4 2.6 2.4 BS 0.9 0.8 1.1

FS 5.0 9.1 9.0 FS 20.4 38.0 35.2

TS 80.6 71.4 73.0 TS 65.2 44.4 48.0

ReeP 국가하천
지방

1급하천

지방

2급하천

TS

평균
UcaP 국가하천

지방

1급하천

지방

2급하천

TS

평균

SU 0.7 0.3 0.6

25.9

SU 4.8 4.9 5.3

49.3

SH 0.2 0.1 0.2 SH 1.0 0.4 0.8

BS 78.7 63.1 65.1 BS 31.7 30.2 31.3

FS 2.5 5.7 5.1 FS 8.5 16.7 15.6

TS 17.9 30.9 29.0 TS 53.3 47.7 46.9

표 8. 비교영역(산정, 하천)의 사면 분류비율과 한반도 전체 사면 분류비율 비교를 통한 평가

사면 유형화

방법

산정영역 SU+SH 

비율 (A)

한반도 전체 

SU+SH비율 (B)

최종 산정 영역 

평가 (A/B)

하천영역 TS비율

(C)

한반도 전체 

TS비율 (D)

최종 하천 영역 

평가 (C/D)

SlgP 0.41 0.30 1.35 0.75 0.25 3.06 

PrcP 0.43 0.28 1.53 0.53 0.22 2.35 

ReeP 0.45 0.17 2.62 0.26 0.13 2.05 

UcaP 0.49 0.21 2.32 0.49 0.14 3.62 

(SlgP: Slope Gradient Priority, PrcP: Profile Curvature Priority, ReeP: Relative Elevation Priority, UcaP: Upslope Contributing Area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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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천망도와의 비교

국가공간정보포털(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Portal)에서 구득할 수 있는 하천망도는 1/25,000 국가 기

본도를 기본으로 국가 하천 및 지방하천의 위치와 명칭 등

을 알 수 있는 공간정보이다. 그림 1과 같이 사면하부에서 

발달하는 TS 사면은 하천에 의해 물질이 퇴적되어 형성되

는 지형으로(박수진, 2004) 상대적으로 경사와 고도가 낮

은 곳에 위치하며 수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형이다

(Miller, 2014). 또한 이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네 가지 카

테나 사면유형화 방법은 하천을 또 다른 사면유형으로 분

류하지 않고 TS 사면의 일부로 구분한다. 그러므로 하천망

도와 각각의 사면유형화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TS 사면의 

분포 및 일치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표 7은 하천망도의 국가하천, 지방 1급하천, 지방 2급하

천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4개 카테나 사면유형화 결과이다. 

산림입지토양도의 산정영역과 SU+SH를 비교한 결과와는 

다르게 SlgP(75%) > PrcP(52.5%) > UcaP(49.3%) > ReeP 

(25.9%) 순서로 나타나 SlgP방법이 하천양안에 위치하는 

TS를 하천과 공간적으로 가장 유사한 형태로 분류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하천망도와의 비교도 한반

도 전체 유형화 결과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표 8

에서와 같이 정량적 비교를 위해 하천영역의 TS 비율 / 한

반도 TS 비율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산림입지토양

도 산정영역을 가장 잘 표현･분류한 ReeP 방법이 하천망

도와의 비교에서는 분류 정확도가 가장 정확도가 낮게 나

타났다. 이와 반대로 산정영역에서 정확도가 가장 낮았던 

SlgP 방법의 TS 정확도 두 번째로 높았으며 이 연구에서 개

발한 UcaP 방법의 결과가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토양침식추정 모델 결과와의 비교

지형변수는 지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환경적 작용들을 

표시해주는 지표이며, 지형에서 나타나는 물과 물질의 흐

름을 파악하는데 활용된다(Wilson and Gallant, 2000; 

Huggett, 2012). 이러한 지형변수를 활용한 카테나 사면유

형화 방법은 현재 지형의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지형을 분

류할 뿐만 아니라, 지형학적, 토양학적 프로세스를 기반으

로 하므로 각 사면 단위에서 달리 나타나는 내부 프로세스

와 반응을 파악할 수 있다(Park et al., 2001).

RUSLE(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는 강우로 

인한 토양침식량을 추정하는 모델로 각 사면유형의 토양

침식량 즉, 퇴적물의 이동량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심우진･박수진(2018)의 연구에서 RUSLE가 USPED 

(Unit Stream Power-based Erosion Deposition)에 비해 침

식 및 퇴적의 공간적 분포를 더 잘 추정하는 것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RUSLE 결과를 통해 카테나 개념을 

활용한 유형화 방법들의 물과 물질 이동 표현 정확도를 비

교하였다. 자세한 RUSLE 토양침식 추정 방법과 과정은 심

우진･박수진(2018)을 따랐다.

Huang et al.(2002)에 따르면 SU은 주변보다 높고 평탄한 

사면유형이기 때문에(Miller, 2014) 강우의 침투(infiltration)

현상이 주로 나타나고, SH는 지표면을 따르는 유출(Surface 

flow)이, BS는 침투수가 유출(exfiltration)되는 사면으로 세

류(rill)/세류간(interill) 침식이 활발하며, FS이하의 사면에

서도 침식이 발생하지만 퇴적물의 퇴적이 발생하는 사면으

로 설명한다(그림 12). 그러므로 토양침식량을 통한 사면유

형화 방법들의 물과 물질 흐름 표현의 정확도 비교에서는 다

른 방법에 비해 SU사면에서의 침식량이 낮을수록, SH-BS사

면에서는 침식량이 높을수록, FS-TS사면에서는 침식량이 

낮을수록 정확도가 높은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3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확도 평가 결과, SU사면에

서의 토양침식량은 UcaP(73.10) < SlgP(77.97) < PrcP(79.18) < 

ReeP(88.06) 순서로 나타났고, SH-BS사면의 평균 침식량은 

Reep(84.23) < PrcP(84.52)<SlgP (86.02) < UcaP(86.71) 순서

로, FS-TS사면은 UcaP(90.08) < SlgP(91.47) < PrcP(91.62) < 

ReeP(94.14)순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한 정확도 평가 

기준으로 보면 SU사면과 FS-TS사면에서의 토양침식량이 

네 개 방법 중 가장 낮고, SH-BS사면의 침식량이 가장 높은 

UcaP방법이 사면을 따라 흐르는 물과 물질의 흐름을 사면

유형별로 가장 잘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네 가지 사면유형화 방법 모두 SH-BS에서의 토양

침식량이 FS-TS보다 낮게 나타난다. 이는 Huang et al. 

(2002)에서의 사면유형별 침식프로세스와는 다른 결과로 

보일 수 있다. 토양침식의 원인은 시공간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하다(마호섭 등, 2012). 즉, 사면에서의 토양침식량의 

공간적 분포는 사면의 지형적 특징과 수문학적 프로세스 

외에도 토지이용적 특징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지형에

서는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넓게 분포하는 FS-TS사

면은 논 혹은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박수진, 2004), 

RUSLE 토양침식모형도 역시 토지피복을 매개변수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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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산림지역보다 경작지에서 토양침식량이 훨씬 

더 큰 결과를 산출한다.

5. 요약 및 결론

사면은 현재 나타나는 흐름의 발산과 수렴, 퇴적물의 침

식-이동-퇴적 프로세스의 원인이자 결과로 지표 형성의 기

본단위이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기초로 사면을 유형화하

는 방법은 지표면을 이해하려는 노력 중 하나임과 동시에 

토지 자원의 관리와 그에 따른 정책의 결정, 개발에 따른 영

향에 대한 평가 등 정책적 활용가치도 매우 높다. 1930년대 

정의된 카테나 개념은 토양과 지형의 관계를 탐구하는 개

념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지형학, 토양학, 생태학, 미기후

학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일반적 사면분류의 표준으

로 활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물과 물질의 흐름을 보다 더 잘 반영할 수 

그림 12. 사면유형에 따른 수문학적 조건과 침식 프로세스 사이의 관계(Huang et al., 2002)

그림 13. 사면유형화 방법별 SU, SH-BS, FS-TS 사면의 평균 토양침식량



심우진･박수진

- 248 -

있도록 개발한 UcaP 분류방법과 카테나 개념을 이용한 다

른 세 가지 사면유형화 방법을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점을 

확인하고 보다 더 적합한 방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비교

에 앞서 수많은 연구에 의해 DEM 해상도에 따른 평활효과

와 이산효과가 존재한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사면유형화를 위해 DEM의 품질은 물론 적정 해상도와 주

변 셀의 범위를 살펴보았다. 먼저 해발고도를 실측한 자료

와 해상도 별 평균 오차를 비교하고 또 연구 스케일이 되는 

중권역의 경계 반영정도를 살펴본 결과, 30m 해상도 이상

에서 그 차이가 급증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구득의 어려움

과 분석 시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0m 

해상도의 DEM을 이용하였다. 또한 사면곡면률 계산 시 설

정하는 주변 셀 범위를 증가시켜가면서 세미베리오그램

을 비교한 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5 × 5 

주변 셀 범위로 결정하였다.

사면유형화방법의 결과를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표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산림입지조사와 수자원조

사에서 나름의 목적과 기준으로 분류해놓은 지형 단위인 

산림입지토양도의 산정과 하천망도를 통해 형태적 정확

도를 평가해보았다. 그 결과, 산림입지토양도의 산정영역 

내에 SU와 SH 비율의 합은 UcaP의 결과가 가장 높은 정확

도를 보였고, 이를 전체 SU+SH의 비율과 비교한 결과 ReeP

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다. 수자원조사의 

하천망도는 하천 양안에 자리하는 TS사면과 비교하였다. 

단순 비교결과는 SlgP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한반

도 전체의 TS사면 비율과 비교한 결과는 UcaP의 방법이 가

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SlgP의 하천망도 내 TS 사면 비율

이 앞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이 분류방법의 알고리즘 상 TS

사면을 많이 분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 

나아가 각 사면유형이 갖는 지형 프로세스를 잘 반영하는 

사면유형화방법을 탐색하기 위해 토양침식모형의 결과와 

비교한 결과 토양의 침식과 이동, 퇴적의 메커니즘에 절대

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문학적 조건인 흐름의 발산과 수렴 

프로세스 상 SU, FS, TS사면의 침식량은 낮은 반면, SH, BS

의 침식량은 높게 나타나는데 UcaP의 결과가 다른 세 가지 

사면유형화결과보다 이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다른 지형변수들 보다 지형과 사면 내 물

과 물질 이동 프로세스를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면유역지수를 활용한 사면유형화 방법의 불투명한 재현 

가능성을 개선하고, 같은 이론적 개념을 이용하지만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는 여러 사면유형화 방법의 차이점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비교가 어려운 

사면유형화 방법들의 직･간접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그러나 사면유형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하는 연구 재료에 따른 민감도 분석 등 추후 보완이 필요

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유형화하는 방

법은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환경정보를 단위 별로 단순화하

여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간편하고 빠른 정보

를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

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방법을 단순히 적용하기 보다는 여

러 방법들의 문제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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