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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veloped a grid-based flood risk map with indices consider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Daegu City, Ulsan City, 

Gyeongsangbuk-do, and Gangwon-do. Indices for mapping flood risk such as flood depth, population density, population ratio 

vulnerable to disaster, and rainwater storage capacity consist of hazard, exposure, vulnerability, and disaster coping and adaptive 

capacity. These four indices have a variety of sub-indices. Weights of indices and sub-indices were determined through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then values for the indices and sub-indices were standardized using z-score method. The flood risk was

estimated by performing arithmetic operations on the four indices that were calculated through standardized values of sub-indices

using the computed weight. The results show that the central and northern areas of Gangwon-do, namely Wonju City, Hoengseong-gun,

Hongcheon-gun, Gangneung City, and so on were classified to be more than "high risk" throughout the area. Jung-gu and Nam-gu

of Ulsan City located downtown near Taehwa river, Dalseong-gun and Dalseo-gu of Daegu City located in low-lying area near 

Nakdong river, and some lowlands near Hyeongsan river of Gyeongju City and Pohang City were determined to have "very high

risk." The flood risk map develop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support decision makers in establishing countermeasures to mitigate 

flood disasters for grid-based smal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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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를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지표를 고려한 격자기반의 수해 위험지도를

작성하였다. 수해 위험지도 작성을 위한 지표인 침수심, 인구밀도, 재해취약인구비율, 유수, 저류시설 저수용량 등을 위해성,

노출도, 취약성, 재해대응및적응역량지표로 구분하였고 각 지표는 세부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지표와 세부지표의 가중치는

계층화분석을 통해 산정하였고 지스코어 방법을 통해 표준화하였으며 표준화된 지표와 세부지표와의 연산을 통해 수해

위험지도를 작성하였다. 수해 위험지도 작성 결과, 원주시, 횡성군, 홍천군, 강릉시 등 강원 중부, 북부지역은 시군구 전 

지역에 걸쳐 위험도가 높음등급 이상인 지역으로 평가되었으며 울산시 중구, 남구 태화강 인근 도심, 대구시 달성군, 달서구 

낙동강 인근 저지대, 경주시와 포항시의 형산강 일부지역에서도 위험도가 매우높음 등급으로 평가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작성된 수해 위험지도는 읍면동 또는 격자단위 소규모 지역의 수해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 :수해, 위험도, 위해성, 노출도,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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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적인 인류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양적으로 질적으

로 풍요롭고 윤택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인류의 발전은 양날

의 검과도 같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해왔다(Yu, 2017).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짧은 

시간동안 국소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

우, 호우를 동반한 강력한 태풍, 폭설, 해일,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의 

지진, 쓰나미, 허리케인, 홍수에 의한 연평균 손실액만 약 

USD 3,140억(한화: 약 377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가뭄, 

폭설과 같은 다른 자연재해까지 합쳐진다면 손실액은 더욱 

크게 증가 할 것이다(UNISDR, 2011). 2008년부터 2017년까

지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피해액은 3,486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재해원인별 피해액은 태풍 1,588억원

(45.5%), 호우 1,494억원(42.9%), 대설 226억원(6.5%), 지진 

96억원(2.8%), 풍랑 43억원(1.2%), 강풍 39억원(1.1%)으로 나

타났다(MOIS, 2018a). 재해연보에서는 태풍에 의한 자연재해 

피해액을 수해와 풍해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 정확히 태풍 

피해액 중 수해 피해액의 비율을 알 수 는 없으나 대략 절반이 

수해 피해액이라고 가정하여도 수해에 의한 피해액은 약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해 피해저감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수해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수해의 위험정도를 

평가해야 한다. 수해의 위험정도는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

해의 규모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지만 자연재해의 규모

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 수해 위험도는 수해에 노출

되는 인구, 주택, 도로 등이 수해에 대해 취약한 정도와 

수해에 대한 지역의 대응 및 적응역량에 따라서도 증가하거

나 감소한다. 현재 우리 인류의 기술로서는 태풍,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의 규모를 감소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수해 

위험도를 감소키기 위해서는 예방, 대비 차원에서 수해 위험

지역을 미리 선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이와 같은 재난관리는 

수해에 대한 노출도 및 취약성을 감소시키거나 지역의 재해

대응 및 적응역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해 위험감소를 위해 지역의 위해성, 노출도, 취약성, 

재해대응 및 적응역량 지표 산정을 통한 지표기반의 수해 

위험도 평가는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 위험도 평가에 대한 연구는 다양

하게 수행되어 왔다(Kim et al., 2012; Park, 2012; Song, 

2012; KEI, 2014 ; Park et al., 2014; Cho, 2015; Han et 

al., 2015; Hwang, 2015; Nam, 2015). 그러나 대부분 국가단

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위험도를 평가 해왔으며 각 연구마

다 위험도를 구성하는 요소가 다르다. 또한, 기존의 위험도 

관련 연구에서는 위험도를 구성하는 핵심요소 중 하나인 

위해성(hazard) 산정 시 집중호우 임계점 초과일수, 최대풍

속 30 m/s 이상의 태풍풍속 발생확률 등과 같은 행정구역별 

통계 값을 적용하여 동일한 행정구역에서는 지역특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위험도가 산정되었다. 그러므로 행정구역 

단위로 산정하는 기존의 위험도를 지역의 재해특성을 반영

하여 격자단위의 위험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위험도 평가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위험도 

평가기법을 결정하였다. 우리나라 자연재해 피해액 중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해를 대상으로 위험도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지역특성 지표를 고려한 격자기반의 수해 위험도

를 평가하고 이를 지도로 작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작성된 

수해 위험지도는 수해 방재대책지원을 위한 읍면동 또는 

격자단위 소규모 지역의 재해저감대책 수립과 수해 위험도

를 가중시키는 요인과 감소시키는 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

하여 수해 위험도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수해 위험도 평가모형 개발

2.1 위험도의 개념

국내외 연구에서의 위험도(risk)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Fournier d'Albe (1979)는 위험도 평가는 재해에 의해 발생한 

위험의 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위험도를 위해성

(hazard), 피해가능성(damage potential), 대처능력(coping 

capacity)에 의해 산정된다고 하였고, Cutter (2001)는 재해 

위험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위험성을 추정하고 계량화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위험도 평가를 위해 취약성

(vulnerability)을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Benouar와 Mimi 

(2001)는 위험도를 재해위험과 재해취약성 그리고 재해관리

가 조합된 결과로 나타낸 바 있고, Nimpuno (1998)는 인명과 

재산피해 취약성을 고려하여 재해위험요소에 대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 확률로 위험도를 정의 하였다. Allen 

Consulting Group (2005), Schroter와 ATEAM consortium 

(2004)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의 위험도를 기후노출

(exposure), 취약성(vulnerability), 적응능력(adaptation)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Son et al., 2013). 이와 같이 위험도뿐

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취약성 평가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IPCC, 2001; 

Kelly and Adger, 2000; Moss et al., 2001; Brooks et al., 

2005; Eriksen and Kelly, 2007). 이와 같이 위험도의 개념은 

각 나라마다 기관마다 서로 다르며 평가 방법 또한 다르다. 

위험도와 관련하여 최근까지 가장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UNISDR과 IPCC로 두 기관에서는 위험도를 

위해성(hazard), 노출도(exposure), 취약성(vulnerability), 재

해대응및적응역량(disaster coping and adaptive capacity)의 

함수로 개념을 정립하였다(IPCC, 2012; Yu, 2017).

본 연구에서는 위험도의 구성요소를 위해성, 노출도, 취약성, 

재해대응및적응역량으로 결정하였다. 위험도는 자연재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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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위해성), 자연재해에 노출될 수 있는 인구, 시설물 등(노출

도),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재해취약인구, 

불투수율 등(취약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재정자립도, 하천개수율 등(재해대응및적응역량)을 산정

하여 평가 될 수 있다. 위험도를 위해성, 노출도, 취약성, 재해대

응및적응역량, 네 가지 지표로(index) 구성 하였으며. 네 가지 

지표는 각각의 다양한 세부지표(sub-index)를 가지고 있다.

2.2 수해 위험도 세부지표 선정

본 연구에서는 격자 기반의 수해 위험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수해와 관련 있는 세부지표를 선정

해야 한다. 또한, 위험지도를 공간적으로 세분화된 30 m 

격자 기반의 공간정보로 표출해야하기 때문에 공간정보자

료로 구축이 가능한 자료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부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수해 전공 분야와 

GIS 전공 분야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가 15명과의 

논의 및 설문조사를 통해 세부지표로서 Table 1과 같이 

20개 세부지표를 선정하였다. 위해성 3개 세부지표, 노출도 

5개 세부지표, 취약성 6개 세부지표, 재해대응및적응역량 

6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2.3 수해 위험도 지표 가중치 산정방법 선정

수해 위험도 평가모형 설계를 위해서는 위해성, 노출도, 

취약성, 재해대응및적응역량과 같은 위험도 지표 및 세부지

표에 대한 가중치가 산정되어야 한다. 가중치 산정을 위한 

정량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가중

치를 산정하고, 정량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의사결정 

방법을 통해 가중치를 산정 할 수 있다. 수해 위험도의 지표 

및 세부지표 산정을 위한 정량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중치는 의사결정방법을 통해 산정 한다. 

수해에 대한 위해성, 노출도, 취약성, 재해대응및적응역량 

각각의 지표가 위험도 산정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Indices Sub-indices

Contents
Indices

symbol

Weight 

symbol
Contents

sub-Indices

symbol

Weight 

symbol

Hazard  

Mean of annual daily maximum rainfall (mm/d)  

Flood depth (m)  

Mean of annual 60 minutes rainfall intensity (mm/hr)  

Exposure  

Road area ratio (%)  

Railway area ratio (%)  

The number of houses (houses/㎢)  

Population density (people/㎢)  

The number of cars (cars/㎢)  

Vulnerability  

Elevation (El.m)  

Impervious surface ratio (%)  

Urban area ratio (%)  

Population ratio vulnerable to disaster (%)  

Past natural disaster damage (in million KRW)  

River area ratio (%)  

Disaster 

coping and 

adaptive 

capacity

 

Rainwater storage capacity (㎥/㎡)  

River maintenance ratio (%)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per capita 

(in million KRW/person)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  

The number of medical and rescue personnel 

(people/thousand of people)
 

The number of construction equipment 

(equipment/thousand of people)
 

Table 1. Indices and Sub-indices for Flood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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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량적인 자료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중치

를 산정하는 다양한 의사결정방법 중 산정 목적에 적합한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가중치 산정방법에는 척도 표시법, 

순위 척도법, 전문가에 의한 점수 할당법, 다중회귀 분석법, 

교화 분석법, 계층화분석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가중치 산정방법은 의사결정방법론과 통계적방법론으로

도 구분 할 수 있다. 의사결정방법론의 대표적인 방법은 

다속성호용이론(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계층화분

석법(Analytic Hierarch Process), 퍼지집합이론(Fuzzy Set 

Principle), 델파이기법(Delphi Technique)이 있고, 통계적방

법론의 대표적인 방법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성분분

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프로빗모형(Probit Model) 

등이 있다. 의사결정방법론과 통계적방법론 중에서 위험도 

지표 및 세부지표들의 가중치 산정을 위한 방법으로는 전문

가 의견을 기반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의사결정 방법론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의사결정방법론 중에서도 계층화분석

법에 의해 가중치를 산정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다

(Lee and Chang, 2014; Shin et al., 2014; Choi et al., 2015; 

Oh et al., 2015; Jeong et al., 2016; Park et al., 2016; Shin, 

2016). 수해에 대한 위험도 지표와 세부지표들의 가중치(중

요도)를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자료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방법론 중 국내외 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통해 가중치를 산정한다.

2.4 수해 위험도 산정 기법

수해 위험도는 Eq. (1)과 같이 각 재해에 대한 위해성

(hazard), 노출도(exposure), 취약성(vulnerability) 세부지표를 

서로 더하고 재해대응및적응역량(disaster coping and adaptive 

capacity) 세부지표를 빼서 산정되는 표준화 되지 않은 수해 

위험도(non-standardized risk, 


)를 Eq. (2)와 같이 지스코

어(z-score) 방법을 통해 표준화함으로써 산정할 수 있다. 

지스코어 방법은 지역별 측정지표 값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 평균은 0 표준편차는 1인 표준정규분포로 

변환하여 표준화 하는 방법이다. 각 재해에 대한 위해성, 

노출도, 취약성, 재해대응및적응역량 지표는 가중치를 적용

한 세부지표의 연산을 통해 산정되며 각 지표의 가중치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Eq. (2)와 같이 표준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각 재해에 대한 수해 위험도()를 산정한다. 




 (1)










 




(2)

여기서, 


은 표준화 되지 않은 수해 위험도(non-standardized 

risk), 은 수해 위험도(risk), 는 위해성(hazard), 는 노출

도(exposure), 는 취약성(vulnerability), 는 재해대응및적

응역량(disaster coping and adaptive capacity), 




은 표준화 

되지 않은 수해 위험도의 평균, 




은 표준화 되지 않은 

수해 위험도의 표준편차 이다.

위해성, 노출도, 취약성, 재해대응및적응역량 지표는 

Table 1의 세부지표를 표준화하고 세부지표의 가중치와 곱

한 후 각항을 더한 다음 각 지표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다

(Eqs. (3)∼(6)).

 (3)

 (4)

(5)

 (6)

여기서, ∼는 각 지표별 가중치, ∼은 위해성 

세부지표, ∼는 노출도 세부지표, ∼는 취약성 

세부지표, ∼은 재해대응및적응역량 세부지표, ∼

는 세부지표의 가중치이다(Table 1).

2.5 수해 위험도 등급화 방안

수해 위험도는 식 2와 같이 지스코어(z-score) 방법을 통해 

지역별 위험도의 분포를 평균은 0, 표준편차는 1인 표준정규분

포로 표준화 한 값이다. 위험도 등급 범위는 수치를 표준화하여 

등급을 부여한 기존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구분할 수 있다. 

수치를 표준화하여 등급화한 지수로는 가뭄의 상태를 지수화

하기 위해 개발된 표준강수지수(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SPI)와 팔머가뭄심도지수(Palmer Drought Severity 

Index, PDSI) 등이 있다. 표준강수지수는 7개 등급으로 구분

된다. 정상등급(near normal)의 경우 지수의 범위가 –0.99∼

0.99로 2단위 이며 나머지 등급은 0.5단위로 등급을 구분한

다. 팔머가뭄심도지수는 가뭄의 등급이 11개 등급으로 구분

되며 0.5단위 또는 1.0단위로 구분 된다.

표준강수지수의 경우 지수 등급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범위가 –2.0에서 +2.0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팔머가뭄심도지

수의 경우 –4.0에서 +4.0까지 분포되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산정된 지표기반 위험도의 경우 대부분 –1.8에서 +1.8

의 범위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팔머가뭄심도지수 보다는 

표준강수지수의 등급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따라 지표기반 위험도의 등급은 Table 2와 같이 평균인 

0을 중심으로 -0.25초과 0.25이하 범위를 보통(moderate) 

등급으로 결정하고, 보통등급을 기준으로 0.5단위로 등급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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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Range Classification Symbol

1.25< very high 

0.75<≤1.25 high 

0.25<≤0.75 moderately high 

-0.25<≤0.25 moderate 

-0.75<≤-0.25 moderately low 

-1.25<≤-0.75 low 

≤-1.25 very low 

Table 2. Classification of Index Based Flood Risk 

3. 격자기반의 수해 위험지도 작성

3.1 대상지역

수해 위험지도 작성을 위한 연구대상지역으로 대구광역

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를 선정하였다. 해당 지역

은 도시, 농촌, 산악, 해안 등 다양한 지형조건과 기후조건을 

갖고 있고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이 다양하게 분포되

어 있어 지역특성에 따른 수해 위험도의 변화양상을 분석하

기 적합하다. 

3.2 세부지표 산정

수해 위험도는 위해성, 노출도, 취약성, 재해대응및적응역

량 지표의 연산을 통해 산정되며 이 네 개의 지표는 세부지표

의 연산을 통해 산정된다. 수해 위험도 산정을 위해 선정된 

20개 세부지표 값들은 지스코어(z-score) 방법을 통해 표준

화 된다. 현재 다양한 표준화 방법 중 위험도 산정 연구에 

가장 적합한 표준화 방법은 정립된바 없어 표준화 방법 

중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지스코어 방법을 활용한

다. 20개 세부지표의 결과 값은 GIS 연산을 통해 30 m격자 

기반의 레스터(raster) 형태의 지도로 작성된다.

위해성의 세부지표는 평균 연최대 일강우량[Fig. 1(a)], 

설계빈도에서의 침수심[Fig. 1(b)], 평균 연최대 60분 지속

기간 강우강도[Fig. 1(c)]가 있으며 세 가지 지표 모두 30 

m 격자기반의 공간정보자료로 구축된다. 평균 연최대 일강

우량[Fig. 1(a)]은 20년 이상의 연최대 일강우량을 평균한 

값이며 연최대 일강우량은 기상관측소에서 1년 동안 관측

한 24시간 지속기간 강우량 중 가장 큰 값의 강우량을 나타

낸다. 설계빈도에서의 침수심[Fig. 1(b)]은 홍수위험도 제작

에 관한 지침(MLTMA, 2008)과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MPSS, 2015)에 따라 MOIS (2018b)에서 작성한 

하천설계빈도 시나리오에서의 홍수범람지도를 통해 산정 

된다. 평균 연최대 60분 지속기간 강우강도[Fig. 1(c)]는 

20년 이상의 연최대 60분 지속기간 강우강도를 평균한 값이

며 연최대 60분 지속기간 강우강도는 기상관측소에서 1년 

동안 관측된 60분 지속기간 강우량 중 가장 큰 값의 강우량

을 말한다.

노출도의 세부지표는 단위면적당 도로면적 비율[Fig. 

1(d)], 단위면적당 철도면적 비율[Fig. 1(e)], 단위면적당 주택 

수[Fig. 1(f)], 인구밀도[Fig. 1(g)], 도로면적 대비 자동차 

등록수[Fig. 1(h)]가 있다. 도로면적 대비 자동차 등록수[Fig. 

1(h)]는 행정구역별로 산정되며 나머지 세부지표들은 집계구

별로 산정 된다. 노출도 세부지표 산정을 위한 통계 자료는 

통계청의 센서스 공간 DB자료와 통계지리정보서비스(Statistical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SGIS)에서 제공하는 자료

를 통해 구축하였다.

취약성의 세부지표는 표고[Fig. 1(i)], 불투수율[Fig. 1(j)], 

단위면적당 도시면적 비율[Fig. 1(k)], 총인구 대비 재해취약

인구 비율[Fig. 1(l)], 최근 20년간 자연재해피해액[Fig. 1(m)], 

단위면적당 하천면적 비율[Fig. 1(n)]이 있다. 표고는 30 m 

격자, 최근 20년간 자연재해피해액은 행정구역별로 산정되

며 나머지 세부지표들은 집계구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표고

는 국토지리원에서 제공하는 30 m 격자기반의 수치표고모

델(Digital Elevation Model) 자료를 통해 산정하였고 불투수

율(%)은 2013년 환경부에서 수행한 전국 불투수면적률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인 전국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의 

불투수면적률 산정결과 자료를 통해 구축하였으며 최근 20년

간 자연재해피해액(백만원)은 국민안전처(MPSS, 2006; 

2016)의 2015 재해연보와 2005 재해연보에서 제공하는 자료

를 통해 시군별로 구축하였다. 나머지 통계지표들은 통계청

의 센서스 공간 DB자료와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

는 자료를 통해 구축하였다.

재해대응및적응역량 세부지표는 하천면적 대비 유수, 저

류시설 저수용량[Fig. 1(o)], 하천개수율[Fig. 1(p), 인구당 

지역내총생산[Fig. 1(q)], 재정자립도[Fig. 1(r)], 인구천명당 

의료 및 구급 인력수[Fig. 1(s)], 인구천명당 건설장비수[Fig. 

1(t)]가 있다. 재해대응및적응역량의 모든 세부지표는 국가

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시군별로 구축하였다.

3.3 지표 가중치 산정

수해 위험도 지표 및 세부지표의 가중치는 계층화분석법

을 통해 산정하였다. 계층화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계층화분석은 전문가를 대

상으로 실시하는 질적인 연구의 속성이 강하므로 얼마나 

많은 설문조사를 수집했는지 보다 어떤 전문가를 선정하느

냐가 중요하며 이들 전문가 집단의 응답결과가 일관성을 

갖고 있느냐가 분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계층화분석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문제에 대한 실무지식

과 전문적 경험이 있는 집단의 규모는 집단의 특성이 동질

적일 때 10명 이내로도 충분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기반 

위험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 

전문가 등 해당전공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비일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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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an of annual daily 
maximum rainfall

(b) Flood depth (c) Mean of annual 60 
minutes rainfall intensity

(d) Road area ratio

(e) Railway area ratio (f) The number of houses (g) Population density (h) The number of cars

(i) Elevation (j) Impervious surface ratio (k) Urban area ratio (l) Population ratio 
vulnerable to disaster

(m) Past natural disaster 
damage

(n) River area ratio (o) Rainwater storage 
capacity

(p) River maintenance ratio

(q)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per capita

(r)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s) The number of medical 
and rescue personnel

(t) The number of 
construction equipment

Fig. 1. Results of Developing Sub-indices for 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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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nsistency)가 10% 미만인 15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하여 각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수해 위험도 지표 및 세부지표 산정 결과(Table 3), 위험도 

지표의 가중치는 위해성 0.4333, 취약성 0.1981, 재해대응및적

응역량 0.1950, 노출도 0.1736 순으로 높게 산정되었으며 세부

지표의 가중치는 평균 연최대 60분 지속기간 강우강도 0.1885, 

평균 연최대 일강우량 0.1391, 설계빈도에서의 침수심 0.1057, 

인구밀도 0.0607, 하천면적 대비 유수, 저류시설 저수용량 

0.0511 순으로 높게 산정 되었다. 가중치 산정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위해성에 대한 세부지표 가중치가 타 가중치 보다 

적게는 3.1배에서 높게는 11.2배 정도 크게 산정되었다.

3.4 격자기반의 수해 위험지도 작성 결과

수해 위험도는 수해에 대한 위해성(), 노출도(), 취약성

()을 서로 더한 값에서 재해대응및적응역량()을 빼고 

이 결과 값을 표준화하여 산정한다. 연구대상지역인 대구광

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의 수해에 대한 위험지

도를 30 m 격자 기반의 레스터(raster) 형태로 Fig. 2∼5에 

나타내었으며 시군구별 위험도 평가 결과를 Table 4에 제시

하였다.

대구광역시의 수해 위험지도 작성결과(Fig. 2), 대구광역

시 전 지역의 위험도 평균은 약간높음 등급으로 산정되었으

며 대구광역시 중에서도 서구, 달서구, 달성군, 남구의 위험

도가 높게 산정되었다. 서구는 타 지역과 비교하여 취약성이 

높고 재해대응및적응역량이 낮아 위험도가 높게 산정되었

으며 달서구의 경우 비교적 위해성, 노출도가 높아 위험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산정되었다. 또한, 달성군은 위해성과 

취약성이 달서구 보다 높으나 재해대응및적응역량도 높아 

달서구 보다는 위험도가 낮게 산정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남구는 비교적 취약성이 높고 재해대응및적응역량이 낮아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산정되었다. 세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국가하천인 낙동강 인근 저지대에 

위치한 달서구와 달성군 서부지역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하빈천과 차천 인근에서 위험도가 매우

Indices Sub-indices

Contents
Indices

symbol

Weight 

symbol
Contents

sub-Indices

symbol

Weight 

symbol

Hazard  0.4333

Mean of annual daily maximum rainfall (mm/d)  0.1391 

Flood depth (m)  0.1057 

Mean of annual 60 minutes rainfall intensity (mm/hr)  0.1885 

Exposure  0.1736

Road area ratio (%)  0.0198 

Railway area ratio (%)  0.0169 

The number of houses (houses/㎢)  0.0424 

Population density (people/㎢)  0.0607 

The number of cars (cars/㎢)  0.0338 

Vulnerability  0.1981

Elevation (El.m)  0.0290 

Impervious surface ratio (%)  0.0322 

Urban area ratio (%)  0.0310 

Population ratio vulnerable to disaster (%)  0.0310 

Past natural disaster damage (in million KRW)  0.0526 

River area ratio (%)  0.0223 

Disaster 

coping and 

adaptive 

capacity

 0.1950

Rainwater storage capacity (㎥/㎡)  0.0545 

River maintenance ratio (%)  0.0443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per capita 

(in million KRW/person)
 0.0208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  0.0323 

The number of medical and rescue personnel 

(people/thousand of people)
 0.0263 

The number of construction equipment 

(equipment/thousand of people)
 0.0168 

Table 3. Weights of Indices and Sub-indices for Flood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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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districts Very low Low Moderately low Moderate Moderately high High Very high Total

Dae

gu

City

Buk 0.00 0.00 0.39 64.08 24.86 3.92 0.54 93.79 

Dalseo 0.00 0.00 0.03 24.44 20.16 13.53 4.73 62.89 

Dalseong 0.00 0.00 1.51 205.85 121.94 63.81 29.55 422.66 

Dong 0.00 0.25 27.67 126.09 22.76 4.65 0.25 181.66 

Jung 0.00 0.00 0.08 4.63 2.21 0.13 0.04 7.09 

Nam 0.00 0.00 0.85 7.76 7.79 1.27 0.08 17.75 

Seo 0.00 0.00 0.00 1.63 11.63 3.33 0.75 17.34 

Suseong 0.00 0.00 0.16 46.65 24.41 4.80 0.61 76.63 

Ul

san

City

Buk 0.00 0.00 0.00 0.00 56.46 86.64 14.22 157.32 

Dong 0.00 0.00 0.00 0.00 24.92 7.75 2.76 35.42 

Jung 0.00 0.00 0.00 0.00 1.29 22.69 12.98 36.97 

Nam 0.00 0.00 0.00 0.00 0.03 45.06 26.00 71.10 

Ulju 0.00 0.00 0.00 35.08 389.74 303.87 22.57 751.25 

Gyeong

sang

buk-do

Andong 1009.68 445.10 72.34 0.83 0.31 0.02 0.04 1528.33 

Bonghwa 0.00 133.50 555.52 486.69 24.23 1.25 0.60 1201.79 

Cheongdo 0.00 0.00 0.28 28.77 246.07 358.25 58.25 691.62 

Cheongsong 11.92 744.35 90.48 0.64 0.20 0.05 0.01 847.65 

Chilgok 8.54 249.85 182.23 7.94 1.48 0.33 0.26 450.63 

Gimcheon 0.64 21.87 142.16 381.92 308.46 144.82 3.02 1002.89 

Goryeong 0.00 0.00 16.58 130.32 184.00 48.27 6.55 385.72 

Gumi 421.71 174.93 9.73 6.22 1.14 0.01 0.11 613.86 

Gunwi 1.06 589.04 22.88 0.67 0.07 0.02 0.00 613.73 

Gyeongju 0.00 0.08 266.36 658.85 340.71 51.17 2.42 1319.59 

Gyeongsan 0.00 60.79 191.83 154.95 3.40 0.31 0.01 411.29 

Mungyeong 0.00 40.72 555.10 255.52 57.12 2.37 0.00 910.82 

Pohang 0.00 171.76 470.04 455.01 18.25 7.73 0.86 1,123.65 

Sangju 0.00 0.94 91.58 710.63 301.23 135.35 9.79 1249.52 

Seongju 1.16 57.31 223.74 301.17 24.27 3.92 1.26 612.83 

Uiseong 17.02 442.78 652.89 40.00 7.10 9.77 1.00 1170.56 

Uljin 24.89 790.91 166.00 8.78 0.29 0.05 0.00 990.92 

Ulleung 72.53 0.00 0.00 0.00 0.00 0.00 0.00 72.53 

Yecheon 0.03 29.81 491.20 136.99 5.31 1.12 0.26 664.72 

Yeongcheon 0.00 364.89 546.18 4.67 0.29 0.06 0.00 916.10 

Yeongdeok 14.56 646.23 80.60 0.76 0.12 0.01 0.00 742.27 

Yeongju 0.00 20.91 180.68 275.62 184.98 8.10 2.00 672.29 

Yeongyang 1.36 753.01 65.13 0.51 0.08 0.01 0.00 820.09 

Gang

won-do

Cheorwon 0.00 0.00 27.25 347.50 343.76 103.44 0.00 821.96 

Chuncheon 0.00 0.00 0.17 126.26 812.95 157.44 17.36 1114.18 

Donghae 150.59 27.38 2.16 0.01 0.00 0.00 0.00 180.13 

Gangneung 0.00 0.18 12.57 34.89 70.91 210.78 709.05 1038.38 

Goseong 0.00 0.00 0.00 1.05 554.21 26.46 0.55 582.27 

Hoengseong 0.00 0.00 0.00 0.00 19.92 146.59 830.12 996.63 

Hongcheon 0.00 0.00 0.00 0.01 58.30 612.44 1146.20 1816.95 

Hwacheon 0.00 0.00 0.00 0.15 92.99 797.95 16.16 907.25 

Inje 0.00 0.00 0.15 129.07 1215.31 271.18 0.82 1616.52 

Jeongseon 62.72 328.81 407.71 316.82 99.71 3.96 0.19 1219.91 

Pyeongchang 16.55 59.69 81.08 164.02 369.77 676.91 96.32 1464.33 

Samcheok 90.23 200.15 806.96 86.63 0.51 0.02 0.00 1184.49 

Sokcho 0.00 0.00 0.00 51.17 47.19 6.60 0.31 105.27 

Taebaek 78.42 218.61 4.98 1.43 0.05 0.01 0.00 303.51 

Wonju 0.00 0.00 0.00 0.00 29.72 50.73 783.37 863.83 

Yanggu 0.00 0.00 60.70 288.01 297.33 1.03 0.01 647.08 

Yangyang 0.00 0.00 0.00 0.12 11.11 456.60 160.49 628.33 

Yeongwol 534.86 293.18 49.13 73.56 116.94 54.90 3.60 1126.17 

Table 4. Area of Classified Flood Risk According to Administrative Districts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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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산정되었다. 달서구 북측, 서구, 북구 남측, 수서구 

북서측, 동구 남측에서는 위해성뿐만 아니라 노출도와 취약

성도 높게 산정되어 위험도가 높게 산정된 지역이며 특히 

금호강과 차천 인근 저지대에서 위험도가 매우 높게 산정되

었다.

Fig. 2. Daegu City's Grid Based Flood Risk Map

울산광역시의 수해 위험지도 작성결과(Fig. 3), 울산광역

시 전 지역의 위험도 평균은 높음 등급으로 산정되어 울산광

역시 내에 위치한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 모두 위험도 

등급이 약간높음 등급보다 높게 산정되었으며 이는 다섯 

지역모두 위해성 평균이 높음등급 이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 중 중구는 재해대응및적응역량이 낮아 위험도가 

Fig. 3. Ulsan City's Grid Based Flood Risk Map

가장 높게 산정되었으며 남구는 노출도와 취약성이 상대적

으로 높아 두 번째로 위험도가 높게 산정 되었다. 울산의 

위해성이 높은 이유는 태화강, 회야강 인근 저지대와 태화강

과 동천이 합류하는 넓은 지역에서 침수범람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특히, 2017년 4월 발생한 태풍 차바에 의한 침수피

해지역인 울산 중구와 남구의 태화강 인근 저지대에서 위해

성이 높게 산정되어 위험도가 가장 높게 산정 되었다.

경상북도의 수해 위험지도 작성결과(Fig. 4), 경상북도 

전 지역의 위험도 평균은 약간낮음 등급으로 산정되었으며 

이 중 청도군, 고령군의 위험도 평균이 약간높음 등급으로 

산정되어 위험한 지역으로 분석 되었다. 청도군의 경우 위해

성이 약간높음 등급이며 노출도와 취약성이 낮은 편이나 

재해대응및적응역량이 매우낮아 위험도가 높게 산정 되었

다. 고령군도 청도군과 같이 위해성이 약간높음 등급이나 

재해대응및적응역량이 보통등급이라 청도군 보다는 위험도

가 낮게 산정 되었다. 세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재해대응및적응역량이 낮은 영주시 중부지역, 취

약성이 높은 상주시 서부와 김천시 남부, 태풍 이동경로에 

위치하여 위해성이 높은 경주시 남부지역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Fig. 4. Gyeongsangbuk-do's Grid Based Flood Risk Map

강원도의 수해 위험지도 작성결과(Fig. 5), 강원도 전 지역

의 위험도 평균은 약간높음 등급으로 산정되었으며 이 중 

강원도 중부 지역과 북동 지역의 위험도 평균이 약간높음 

등급 이상으로 산정되어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중 67%인 

12개의 시군이 위험한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강릉시,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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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한 강원도 대부분의 지역은 노출도와 취약성이 낮으

며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위해성의 크기가 위험도

의 크기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강원도는 경상북도와 

달리 하천인근 소규모 지역이 아닌 광범위한 지역에서 위험

도가 높게 산정되었는데, 이는 높은 강우강도와 강우량이 

광범위하게 산정되어 위험도 증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Fig. 5. Gangwon-do's Grid Based Flood Risk Map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격자기반의 수해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지표를 고려한 위험도 

평가 기법을 정립하고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서술하

면 아래와 같다.

(1) 지역의 특성지표를 고려한 수해 위험도 평가기법을 

정립하였다. 지역의 특성지표로 위해성, 노출도, 취약

성, 재해대응및적응역량 지표를 선정하였고 각 지표의 

세부지표로 GIS로 구축이 가능한 총 20개 세부지표를 

결정하였다. 지표 및 세부지표의 가중치 산정방법은 

계층화분석 기법, 표준화 방법은 지스코어 방법을 선정

하였고 수해 위험도 추정 산정식을 개발하여 위험도 

등급을 매우낮음, 낮음, 약간낮음, 보통, 약간높음, 높

음, 매우높음 7등급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를 대상으

로 위해성 3개, 노출도 5개, 취약성 6개, 재해대응및적

응역량 6개 세부지표 값을 산정하여 지도로 작성하고 

계층화분석기법을 통해 지표의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수해 위험도 지표 및 세부지표 산정 결과, 지표의 

가중치는 위해성 0.4333, 취약성 0.1981, 재해대응및

적응역량 0.1950, 노출도 0.1736 순으로 높게 산정되었

으며 세부지표의 가중치는 평균 연최대 60분 지속기간 

강우강도 0.1885, 평균 연최대 일강우량 0.1391, 설계

빈도에서의 침수심 0.1057, 인구밀도 0.0607, 하천면

적 대비 유수, 저류시설 저수용량 0.0511 순으로 높게 

산정 되었다. 위험도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위해성으로 나타났으며 위해성 세부지표 가중

치가 타 가중치 보다 적게는 3.1배에서 높게는 11.2배 

정도 크게 산정되었다.

(3) 대규모 도시 지역인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수해 

위험지도 작성 결과, 노출도와 취약성이 높아 전반적

으로 위험도 등급이 보통 이상 등급으로 평가 되었고, 

대구광역시 낙동강, 금호강, 차천 인근 저지대에서 

높음 등급 이상의 위험도가 산정 되었다. 달서구 북측, 

서구, 북구 남측, 수서구 북서측, 동구 남측에서는 위해

성 뿐만아니라 노출도와 취약성도 높게 산정되어 위험

도가 높게 산정되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전반적으로 

위험도 등급이 약간높음 등급 이상으로 평가되었고 

이는 타 지역과 비교하여 위해성이 높음 등급이상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구는 재해대응및적응

역량이 낮아 위험도가 가장 높게 산정되었으며 남구는 

노출도와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위험도가 높게 

산정되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태화강, 회야강 인근 

저지대와 태화강과 동천이 합류하는 넓은 지역에서 

홍수발생 위험이 높아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4) 중⋅소 규모 도시지역과 농촌, 해안, 산악지역이 포함되

어 있는 경상북도, 강원도의 수해위험지도 작성 결과, 

경상북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위험도 등급이 보통등급 

이하인 것으로 분석 되었고, 강원도 중부, 북부 대부분

의 지역에서 위험도 등급이 약간높음 등급 이상으로 

평가 되었다. 경상북도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위해성이 

낮아 위험도가 낮게 산정되었으나 청도군, 고령군 일부

지역에서 위험도 등급이 약간높음 등급 이상으로 산정

되었다. 청도군은 위해성이 약간높음 등급 노출도와 

취약성은 낮음등급이나 재해대응및적응역량이 매우 

낮아 위험도가 높게 산정 되었다. 고령군의 위험도 

등급은 청도군과 매우 유사하나 재해대응및적응역량

이 청도군 보다 높아 청도군 보다 위험도가 낮게 산정된 

것으로 분석 되었다. 강원도의 경우 18개 시군 중 67%인 

12개의 시군이 위험한 지역으로 분석 되었다.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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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지역은 노출도와 취약성이 낮아 위해성의 

크기가 위험도 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하천인

근 소규모 지역이 아닌 광범위한 지역에서 위험도가 

높게 산정 되었다. 이는 지역적 편차가 크지 않은 높은 

강우강도와 강우량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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