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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재해 영향정보 제공을 위한 Multi Method 기반 

영향한계강우량 산정 방법 연구

A Study on the Method of Calculating Rainfall Thresholds 

Based on a Multimethod Approach to Provide Heavy Rain 

Disaster Impact Information

강동호*⋅김병식**⋅송영석***⋅김태형****

Kang, Dong Ho*, Kim, Byung Sik**, Song, Youngseok***, and Kim, Tae Hyung****

Abstract

Various disasters have recently occurred in Korea because of weather changes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the scale of the damage

is also increasing. In terms of the weather phenomena and their socioeconomic impacts, weather-related disasters cause the most 

damag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 method of calculating rainfall thresholds to predict the impact of heavy rains. To calculate

rainfall thresholds on the basis of a multimethod approach, this study divided Korea into a 1 km × 1 km grid and further split 

it into four categories: standard watershed, urban, river, and inundation trace maps. This study verified the results of the rainfall

thresholds in the standard basin and city center by referring to the relevant data on the rainy season in summer 2020 and the 

Typhoon Haishen in September. Verific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flooding that occurred in the grid actually caused the urban 

flooding in Busan in July 2020. Moreover, the calculation on the grid that caused flooding in Gangneung, which was hit by Typhoon

Haishen in September, reflected the actual damage. When used in impact forecasting, the proposed method of calculating rainfall 

thresholds and predicting rainfall information is expected to be able to provide data on the impact of heavy rains and facilitate 

rainfall fore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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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최근 국내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의 변화로 다양한 재해가 발생하고 또한 그 피해도 커지고 있다. 기상 현상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보았을 때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는 기상재해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우 영향예보를 위한 영향한계강우량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Multi Method 기반 영향한계강우량 산정을 위하여 전국을 1 km × 1 km 격자로 분할 하였으며

표준유역, 도심, 하천, 침수흔적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영향한계강우량 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향한계강우량

산정 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표준유역, 도심에 대한 영향한계강우량 산정 결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2020년 여름철 장마와 

9월 태풍 하이선 사상을 적용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2020년 7월 폭우로 인하여 도시 침수피해가 많았던 부산지역에

실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던 격자에서 영향한계강우량 산정 결과도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월 태풍 하이선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던 강릉지역에서도 침수가 발생하였던 격자에 대하여 영향한계강우량 산정 결과가 실제 피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영향한계강우량 산정 방법과 예측강우 정보를 이용하여 영향예보에 활용한다면 단순 

강우량에 대한 예보만이 아니라 피해를 받는 대상에게 호우로 인한 영향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 :영향예보, 영향한계강우량, Multi Method, Grid to Grid (G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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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상 현상과 사회경제적 영향 상관성 분석 결과, 가장 

많은 횟수와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일으키는 재해는 기상재

해이며, 이 기상재해를 발생시키는 기상현상은 호우와 태풍

이다(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2016).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해양의 대기 특성

에 따라서 강우로 인한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강우를 미리 예측해 대비함으

로써 재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현재 기상청에

서는 미래 강우 정보를 예측하기 위하여 앙상블 예측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Lee et al., 2018). 앙상블 예측이란 단일 수치

예보가 가지는 결정론적인 예측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초기조건, 물리과정, 경계조건 등이 다른 여러 개의 모델을 

수행하여, 확률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시스템이다(KMA, 

2012).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기상청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예보, 동네예보 등 다양한 형태로 강우 예보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가장 큰 단점은 강우량에 대한 정보만을 

예보하기 때문에 지역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예보

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설물의 보호, 하천범람, 

침수에 대한 대비에 대한 예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들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는 이미 재해 영향을 파악하여 예보 서비스에 관한 가이드라

인을 구축하였으며, 각국 기상청에 영향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Lee et al., 2018).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기상 선진국에서는 이미 영향예보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Yeh, 2017). 영국의 홍수 예측센터(Flood Forecasting 

Centre, FFC)에서는 홍수 영향예보를 위한 사용자 매뉴얼을 

만들었으며 홍수 위험 매트릭스를 만들어 홍수위험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였다(FFC, 2017). 또한 격자 단위의 홍수 

영향예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홍수 모의를 위해 분포형 모형

인 Grid to Grid (G2G) 모형을 이용하여 격자 단위의 영향예

보를 실시하고 있다(Cranston et al., 2012; Price et al., 2012; 

Steven, 2018).

국내에서도 영향예보를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Kim et al. (2017)은 영향예보의 특징을 설명하고, 

선진국의 영향예보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6)에서는 국민의 

홍수에 대비한 안전도 강화와 국가 재난 대응능력 향상시키

기 위한 홍수예보 기술발전을 위하여 영국의 홍수위험매트

리스 방법을 도입하였다. Lee (2017)는 서울시 강남지역의 

홍수피해사례를 활용하여 침수피해를 유발시키는 한계강우

량을 추정하였다.

영향예보를 위한 강우량 산정에 있어, 실제로 하늘에서 

내리는 강우도 중요하지만, 강우는 지형 특성(표준유역, 도

시, 하천)과 토지이용 및 토양조건에 따라 그 유출량의 차이

가 다르게 나타나며,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배수체계에 

따라서 도시침수, 산사태, 하천 범람과 같은 2차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동일한 유출량이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미치

는 영향은 지역 특성이나 발생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동일한 강수가 내리더라도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지형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의 형태와 

규모는 크게 다르게 발생한다. 이에, 강수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2차, 3차적인 재해의 특성을 파악한다면 강우 중심의 

예보가 아닌 실제 피해를 받는 영향대상에 예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영향예보의 다양한 분야 중 호우로 인해 

발생되는 침수피해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불편 또는 위험

을 유발하는 비도심, 도심, 하천 등을 고려한 Receptor별 

영향한계강우량을 Multi Method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

서 영향한계강우량이란 강우로 인하여 Receptor별 영향을 

주는 침수심을 유발하는 강우량을 의미한다. 영향을 받는 

Fig. 1. Flow Chart of Calculating Threshold Rainfall based on Multi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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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ptor는 사람, 교통, 건물로 선정하였으며 각 Receptor에 

대하여 10 cm, 20 cm, 50 cm에 해당되는 침수를 유발하는 

강우량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유역단위의 격자기반 영향한계강우

량과 도심지 Grid to Grid (G2G) 기법을 이용한 격자기반 

영향한계강우량에 대하여 분석 및 검증을 실시하였다. 산정

된 영향한계강우량 검증을 위하여 2020년 침수피해를 유발

하였던 7월 장마사상, 9월 태풍 하이선 사상을 적용하여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Fig. 1은 Multi Method 기반의 영향한

계강우량 산정 흐름도이다.

2. 이론적 배경

2.1 Multi Method 기반의 영향한계강우량 산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국단위 Multi Method 기반 영향한계강우

량 산정을 위하여 전국을 1 km × 1 km 격자로 분할하였으며 

총 104,197개 격자로 구분하였다. Ko et al. (2019)과 Ko 

et al. (2020)에서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보정된 강우 자료와 

연계를 위하여 1 km × 1 km 단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후 격자 단위로 생산되는 레이더 강우 자료와의 연계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2는 전국단위를 분석할 수 있는 Multi Method 개념의 

영향한계강우량 산정 알고리즘이다. 표준유역단위 영향한

계강우량 산정 결과를 전국단위로 구축하고 도심지의 경우 

Grid to Grid (G2G) 기반 격자단위 영향한계강우량을 산정 

결과를 중첩한다. 하천이 있는 격자의 경우 하천 설계강우량

을 고려한 영향한계강우량 산정 결과를 중첩하고 마지막으

로 과거 침수피해가 있는 격자의 경우 침수흔적도 자료를 

이용한 영향한계강우량 자료를 중첩하여 각 격자별 특성을 

고려한 전국단위 영향한계강우량을 산정하게 된다.

2.2 표준유역단위 격자 기반 영향한계강우량

Fig. 3은 표준유역단위 격자 기반 영향한계강우량 산정 

흐름도를 나타낸다. 전국 표준유역에 대하여 수문 모형을 

이용하여 각 유역별 지속시간 3시간에 대한 100년 빈도를 

초과하는 유출량인 한계유출량을 산정한다. 그리고 강우-유

출모형을 이용하여 10% 간격으로 빈도별 Rainfall-Runoff 

Curve를 작성하여 앞서 수문 모형에서 도출한 한계유출량을 

Fig. 2. Multi Method Algorithm

Fig. 3. Method of Standard Watershed Unit Grid Base Threshold Rain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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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 강우량인 표준유역단위 영향한계강우량을 산정하

게 된다. 표준유역단위 영향한계강우량 산정과 관련하여 

자세한 연구는 Choo et al. (2021)의 연구를 참조 바란다.

2.3 도심지 G2G 기법을 이용한 격자기반 영향한계

강우량

도심지 격자기반 영향한계강우량 산정을 위하여 전국 

10만명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토지이용도에서 도심으로 

구분되는 격자에 대하여 G2G 기법을 이용한 영향한계강우

량을 산정하였다. 전국 도심지 격자에 물리적으로 전국 관망 

자료를 반영하여 G2G 기반의 물리 모형을 적용하기에는 현실

적으로 자료를 구축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홍수유출모형인 Spatial Runoff Assessment Tool (S-RAT) 모형

에서 나오는 유출량에서 도심지 홍수방어능력인 5년~15년 

빈도의 유출량을 감산한 유출량을 홍수범람모형인 Flo-2D 

모형의 입력자료로 활용하였다. Fig. 4는 도심지 영향한계강

우량 산정 흐름도이다. 홍수유출모형을 이용하여 각 지역별 

지속시간 3시간의 100년 빈도 강우 자료를 10% 간격으로 

유출량 및 첨두홍수량을 산정한다. 산정된 유출량 자료를 

이용하여 홍수범람모형의 입력자료로 사용해서 격자별 침

수심을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결과를 이용하여 Fig. 4의 

우측 그림과 같은 Rainfall-Depth Curve를 작성하여 영향한

계강우량을 산정하게 된다.

3. 영향한계강우량의 산정 및 검증

3.1 표준유역단위 영향한계강우량 산정결과

Fig. 5는 2.2절에서 제시한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전국 

792개 표준유역별 Rainfall-Runoff Curve 결과 중 일부 나타

낸 그림이다.

3.2 도심지 G2G 기법을 이용한 격자기반 영향한계

강우량 산정결과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는 전국에서 63개 도시였으며 63개 

도시에 대하여 토지이용도상에서 시가화 지역으로 구분되

어있는 지역에 대하여 G2G 기법을 이용하여 영향한계강우

량을 산정하였다. Fig. 6은 본 연구에서 검증지역인 부산시와 

강릉시에 대하여 전체 격자 분설 결과중 한 격자에 대한 

Rainfall-Depth Curve를 나타내었다. 부산지역과 강릉지역 

분석 격자에 대하여 Box-Plot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산지

역이 강릉지역보다 영향한계강우량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3.3 영향한계강우량 검증사상 선정

산정된 영향한계강우량 검증을 위하여 과거 호우피해가 

발생하였던 강우 사상을 선정이 필요하며 실제 침수로 인해

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던 2020년 7월 폭우, 2020년 

9월 하이선 사상을 검증 사상으로 선정하였다. 2020년 7월 

폭우로 인하여 부산시 도심지 일대에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

하였으며 Fig. 7(a)와 같이 7월 23일 일 강수량이 176.2 mm가 

내렸으며 시간 최대강우는 70.4 mm가 발생하였다. 2020년 

9월 국내에 상륙하였던 태풍 하이선으로 인하여 강릉지역에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강릉시에서 9월 6일~7일 

2일간 236.2 mm가 내렸으면 시간 최대강우는 45.5 mm가 

발생하였으며 Fig. 7(b)와 같다.

3.4 실제 피해자료를 이용한 영향한계강우량 검증

영향한계강우량 검증을 위하여 SNS, 뉴스 등을 이용하여 

부산, 강릉 지역에 실제 피해사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Fig. 8과 같이 부산지역에서는 총 10건의 침수피해가 발생하

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당격자의 영향한계강우량 산

Fig. 4. Method of G2G Technique and Grid Based Threshold Rainfall in Urba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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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upper reaches of the Imjin River (b) Yongjicheon

(c) Namdaecheon (d) Suipcheon

(e) SSangyongcheon (f) Gamcheon

Fig. 5. Result of Rainfall-Runoff Curve

(a) Busan-si

(b) Gangneung-si

Fig. 6. Result of Rainfall-Depth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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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결과와 함께 제시하였다. Fig. 9와 같이 강릉시는 3건의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산과 동일하게 

해당 격자의 영향한계강우량 그래프를 함께 제시하였다.

조사된 피해사례에 대하여 실제 강우 자료와 영향한계강

우량을 이용하였을 때 영향한계강우량 결과가 실제 피해를 

잘 반영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3시간 누적 강우량을 

영향한계강우량에 적용하였을 때 부산의 경우 Table 1과 

같이 가야굴다리 일대에서 최대 침수심 121 cm의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건물 피해 발생이 가능한 

50 cm를 초과하는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실제 피해 사진과 

같이 대형 SUV 차량이 잠기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하단역 

일대에서도 최대 35 cm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

며 보행과 교통에 피해가 있었다. 온천천 일대와 연산동 

일대에서도 각각 76 cm, 25 cm의 침수심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실제 피해양상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강릉의 경우에는 Table 2와 같이 오죽헌 일대에서 

19 cm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실제 피해 

사진과 비교하였을 때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가 발생하

(a) 2020. 07. 23 Heavy Rain in Busan (b) 2020. 09 typhoon HAISEHN in Gangneung

Fig. 7. The Rainfall Event of Verifying Threshold Rainfall

Fig. 8. The Flooding Event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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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the Gaya underpass in Jingu

Time 07:00 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3 hours Accumulated Rainfall (mm) 5 3.8 1.1 1.2 1.8 2.2 10.1 21.6 24 24

Flood Depth (cm) 0 0 0 0 0 0 0 0 0 0

Time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00:00 01:00 02:00

3 hours Accumulated Rainfall (mm) 22.1 28.4 44.2 104.1 107.8 91.7 21.4 8.1 0.1 0

Flood Depth (cm) 0 0 9 115 121 93 0 0 0 0

Around Hadan Station

Time 07:00 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3 hours Accumulated Rainfall (mm) 5 3.8 1.1 1.2 1.8 2.2 10.1 21.6 24 24

Flood Depth (cm) 0 0 0 0 0 0 0 0 0 0

Time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00:00 01:00 02:00

3 hours Accumulated Rainfall (mm) 22.1 28.4 44.2 104.1 107.8 91.7 21.4 8.1 0.1 0

Flood Depth (cm) 0 3 9 34 35 29 0 0 0 0

Around Oncheoncheon

Time 07:00 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3 hours Accumulated Rainfall (mm) 5 3.8 1.1 1.2 1.8 2.2 10.1 21.6 24 24

Flood Depth (cm) 0 0 0 0 0 0 0 10 11 11

Time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00:00 01:00 02:00

3 hours Accumulated Rainfall (mm) 22.1 28.4 44.2 104.1 107.8 91.7 21.4 8.1 0.1 0

Flood Depth (cm) 10 15 27 73 76 64 9 0 0 0

Around Yeonsan-Dong

Time 07:00 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3 hours Accumulated Rainfall (mm) 5 3.8 1.1 1.2 1.8 2.2 10.1 21.6 24 24

Flood Depth (cm) 0 0 0 0 0 0 0 11 12 12

Time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00:00 01:00 02:00

3 hours Accumulated Rainfall (mm) 22.1 28.4 44.2 104.1 107.8 91.7 21.4 8.1 0.1 0

Flood Depth (cm) 11 12 15 25 25 23 11 9 0 0

Table 1. Result of Verifying the Threshold Rainfall in Busan

Fig. 9. The Flooding Event of Gangn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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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안상가 일대의 경우 최대 침수심 

18 cm로 실제 피해 사진보다 낮은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피해 당시 경포호수 범람 및 높은 너울성 

파도가 함께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대천 일대에서

도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침수심 39 cm의 침수가 발생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호우재해 영향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Multi 

Method 기반 영향한계강우량 산정 방법을 연구하고자 하였

다. 전국을 1 km × 1 km 격자로 구분하여 표준유역, 도심, 

하천, 침수흔적 4가지 방법에 대한 영향한계강우량 산정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표준유역과 도심에 대한 영향한계강

우량 분석결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검증을 위하여 2020년 

7월 부산에서 발생하였던 침수 사상과 2020년 9월 강릉지역

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던 사상을 이용하여 검증을 실시

하였다. 표준유역의 경우 전국 표준유역 단위의 한계유출량

을 산정하고 산정된 한계유출량을 초과하는 강우량 산정을 

위하여 격자 기반의 분포형 강우-유출모형을 이용하여 지속

시간 3시간의 100년 빈도 강우량으로 영향한계강우량을 

산정하였다. 도심의 경우 토지이용도 상에서 도시로 구분되

는 격자에 대하여 G2G 기반의 수문 모형을 이용하여 지속시

간 3시간의 100년 빈도 강우량을 이용하여 영향한계강우량

을 산정하게 된다. 여기서 지속시간은 기상청 3시간 예보와 

동일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3시간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

하였다. 또한 전국 관망 자료를 구축하여 수문 분석을 실시하

기에 물리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도시 홍수방어능력인 

5년~15년 배수능을 고려하여 유출량을 산정하였다. 영향한

계강우량 구축범위로 표준유역의 경우 전국 104,197개의 

격자에 대한 영향한계강우량을 산정하였으며 도심의 경우 

2,044개의 격자에 대하여 영향한계강우량을 산정하였다.

과거 실제 침수피해와 비교를 위하여 SNS, 뉴스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020년 7월 부산에서 발생하였던 침수 

사례 조사 결과 10개 지점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산정

된 영향한계강우량과 비교하였을 때 가야굴다리 일대에서 

최대 침수심 121 cm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실제 

피해 사진에서도 차량이 물에 잠기는 높이의 침수가 발생하

였다. 하단역 일대에서도 차량 통행에 영향을 주는 침수피해

가 실제로 발생하였으며 영향한계강우량 분석 결과도 최대 

침수심 35 cm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온천천 

일대와 연산동 일대에서도 영향한계강우량 산정 결과가 

실제 피해를 잘 반영하였다. 2020년 9월 태풍 하이선으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던 강릉지역에서도 오죽헌 일

대 최대 침수심 19 cm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Around Ojukheon

Time 04:00 05:00 06:00 07:00 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3 hours Accumulated Rainfall (mm) 15 19 35 59 70 65 46 45 41 32

Flood Depth (cm) 0 0 5 15 19 17 10 9 7 3

Time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3 hours Accumulated Rainfall (mm) 13 1 0 0 0 0 0 0 0 0

Flood Depth (cm) 0 0 0 0 0 0 0 0 0 0

Around Jinan Arcade

Time 04:00 05:00 06:00 07:00 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3 hours Accumulated Rainfall (mm) 15 19 35 59 70 65 46 45 41 32

Flood Depth (cm) 0 0 3 14 18 16 8 7 6 2

Time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3 hours Accumulated Rainfall (mm) 13 1 0 0 0 0 0 0 0 0

Flood Depth (cm) 0 0 0 0 0 0 0 0 0 0

Around Namdaecheon

Time 04:00 05:00 06:00 07:00 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3 hours Accumulated Rainfall (mm) 15 19 35 59 70 65 46 45 41 32

Flood Depth (cm) 0 0 10 30 39 34 19 18 14 7

Time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3 hours Accumulated Rainfall (mm) 13 1 0 0 0 0 0 0 0 0

Flood Depth (cm) 0 0 0 0 0 0 0 0 0 0

Table 2. Result of Verifying the Threshold Rainfall in Gangn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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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피해도 차량 통행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진안상가 일대의 경우 영향한

계강우량 분석 결과는 18 cm로 실제 피해와 비교하였을 

때 과소 산정되었다. 이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경포호수 

범람과 해안에서 발생하는 너울성 파도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피해사례 조사를 통하여 검증하였으

며 영향한계강우량 산정 결과가 실제 피해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후 레이더 예측강우 정보와 영향한계

강우량을 활용한다면 많은 강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본 연구의 결과물을 적용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피해에 대비⋅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제 특정 지점에 침수심 관측장비 설치를 

통한 정량적인 정확도 확보가 된다면 보다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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