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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for future

격자 기반 전국 지자체 단위  
홍수위험도 평가 방법 개발

1. 서론

최근	국내에서는	시간당	50mm	이상,	1일	300mm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빈

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8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선	시

간당	최대	141.5mm,	일	381.5mm의	기록적인	강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

에서	만약	주거	건물과	사회기반시설	등이	밀집된	도심지역에서	홍수가	발생

할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가	급격하게	커지게	된다.	따라서	홍수피해에	취약한	

위험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선	구조적	대책뿐만	아니

라	홍수위험도	평가를	활용한	비구조적	대책	마련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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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에서는	‘능동형	하천정보	운영을	통한	다

차원	하천관리	체계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사업에

서	연구된	홍수위험도	평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

다.	해당	방법에서는	유형별	격자	자료와	극한	강

우사상에	대한	국가·지방·소하천	홍수위험지도

를	사용하여	지자체별로	홍수위험에	직접	노출된	

대상만	선별한	후	홍수피해위험지수의	형태로	위

험도를	정량화하였다.	홍수피해위험지수는	2016

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161개	시군별로	산정하

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통해서	지자체별	의사결정

자들이	홍수피해	저감에	필요한	방재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홍수피해위험지수 특징

홍수피해위험지수의	4가지	평가	항목(Hazard,	

Exposure,	Vulnerability,	 Capacity)	중에서	

Exposure와	Vulnerability	항목은	침수피해와	연

관된	대상으로	하위	세부지표를	구성했기	때문에	

홍수위험지도를	활용하면	위험에	직접	노출된	대

상만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실제로	기존	위험도	

평가	방법과	홍수피해위험지수의	가장	큰	차별점

은	500m×500m	크기의	전국단위	격자자료	중에서	

홍수위험지도	범위	내에	있는	격자만	선별하여	지

수를	산정한다는	점이다.	<그림	1>은	수도권	지역

에서	극한	강우사상에	대한	격자단위	국가·지방·

소하천	홍수위험지도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지표	기반	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홍수피해

위험지수는	4가지	항목과	13개의	세부지표로	구성

되어	있다.	Hazard	항목의	세부지표는	확률강우량

(재현기간	100년,	지속시간	24시간)과	최대강우량

(지속시간	2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리깅	

기법을	사용하여	연도별	전국단위	격자자료를	구

축한	후	세부지표	지수를	산정하였다.	Exposure	

그림 1. 수도권의 격자단위 홍수위험지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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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의	세부지표는	건축물수,	주민등록인구수,	평

균	공시지가,	농경지	면적이며,	국토정보플랫폼에

서	제공하는	격자자료를	기반으로	도로명주소	전

자지도,	스마트팜맵	등을	격자로	변환하여	사용하

였다.	Vulnerability	항목은	노후건축물수(사용승

인일	기준	20년	이상)와	의존인구수(7세	이하,	65

세	이상),	밭·시설·인삼	재배면적으로	세부지표

를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Capacity	항목의	세부

지표는	방재시설	밀도,	누적	방재예산액	비율,	예

방대책추진,	예방시설정비이다.	방재시설	밀도는	

전국	지자체별	면적	대비	방재시설(하천,	유수지,	

저수지,	사방설비,	방조설비,	방수설비)	수의	밀도

이며,	누적	방재예산액	비율은	지자체별	면적	대

비	재난방재민방위	예산과	수자원	예산의	누적	합

(2012년부터	기준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이다.	또

한,	예방대책추진과	예방시설정비는	행정안전부

의	지역안전도에서	지자체별로	산정한	지수를	세

부지표로	반영하였다.	각	항목별	세부지표	통계값

은	분위수를	활용한	구간별	점수화	기법을	적용하

여	0.1∼1.0	사이의	지수로	변환되며,	엔트로피	가

중치를	적용해	항목별	지수를	산정하였다.	최종적

으로	항목별	지수에	min-max	정규화와	유클리드	

거리를	적용해	연도별	161개	시군의	홍수피해위험

지수를	도출하였다.	<표	1>은	홍수피해위험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요소	및	세부지표를	나타낸	것이

며,	<그림	2>는	홍수피해위험지수의	산정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3. 161개 시군별 홍수피해위험지수 산정

Hazard	지수의	세부지표는	기상자료개방포털

에서	제공하는	전국	69개	ASOS	관측소의	강우

자료로	2016∼2020년	기준	확률강우량과	최대강

우량을	산정	후	크리깅	기법을	적용하여	500m×

500m	격자자료	형태로	구축하였다.	그	후	시군	내

에	위치하고	있는	격자별	통계값의	평균을	산정하

표 1. 홍수피해위험지수 구성

항목 요소 세부지표 단위

Hazard
Probability 확률강우량(100년 빈도, 24시간) mm

Severity 최대강우량(24시간) mm

Exposure

Structures 건축물수 동

Population 주민등록인구수 명

Economy 평균 공시지가 원/㎡

Agriculture 농경지 면적 ㎡

Vulnerability

Physical/demographic 노후건축물수 동

Social 의존인구수 명

Agriculture vul. 밭·시설·인삼 재배면적 ㎡

Capacity

Physical planning and 

engineering
방재시설 밀도 개/㎢

Economic capacity 누적 방재예산액 비율 천원/㎢

Regional Safety Assessment
예방대책추진 -

예방시설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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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61개	시군의	면적단위	확률강우량과	최대강우

량을	각각	산정하였다.	<그림	3>과	<그림	5>는	크

리깅을	이용해	제작한	2020년	기준	전국	격자단

위	확률강우량과	최대강우량이며,	<그림	4>와	<그

림	6>은	2020년	기준	시군별	면적단위	확률강우량

과	최대강우량을	나타낸	것이다.	산정결과를	살펴

보면	2020년	기준	확률강우량은	서울특별시를	포

함한	수도권	북부와	강원도	등에서	크게	산정되었

다.	또한	2020년	8월에	발생한	폭우	사태	때문에	

수도권을	포함한	강원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등

에서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해당	시군에서의	최대

강우량	크게	산정되었다.	최종적으로	시군별	확률

강우량	지수와	최대강우량	지수를	조합하여	<그림	

7>과	같은	Hazard	지수가	도출되었다.

Exposure와	Vulnerability	항목의	세부지표는	

500m×500m	격자자료와	홍수위험지도로	격자단

그림 2. 홍수피해위험지수 산정 절차

그림 3. 2020년 격자단위 확률강우량(mm) 그림 4. 2020년 161개 시군별 확률강수량 지수



58 물과미래 

학술기사

위	통계자료를	선별한	후	161개	시군별	세부지표	

지수를	산정하였다.	실제로	<그림	8>과	<그림	9>

는	2020년	기준	전국	격자단위	홍수위험지도	내에	

있는	건축물수와	밭·시설·인삼	재배면적에	대한	

격자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건축물수의	경우	특

별시,	광역시와	같이	건물	및	인구가	밀집되어	있

는	도심지역에서	홍수위험지도의	영향범위	들어

온	건축물이	많아	통계값이	크게	집계되었다.	밭·

시설·인삼	재배지는	농촌지역에서	높은	밀집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경상남도	밀양시와	창녕

군,	충청남도	논산시와	부여군	등에서	침수	영향

범위에	들어온	밭·시설·인삼	재배면적이	크게	산

정되었다.	각	시군별로	홍수위험지도를	통해	선별

된	세부지표별	통계값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그

림	10>,	<그림	11>과	같이	연도별	Exposure	지수

와	Vulnerability	지수를	산정하였다.

Capacity	항목의	세부지표는	국가통계포털

(KOSIS)의	도시계획현황	분석과	지방재정	365의	

그림 5. 2020년 격자단위 최대강우량(mm) 그림 6. 2020년 161개 시군별 최대강우량 지수

그림 7. 2020년 161개 시군별 Hazard 지수



 Vol. 55  No 10. 2022. 10  59

격자 기반 전국 지자체 단위  홍수위험도 평가 방법 개발

방재예산	통계자료	등을	사용하여	연도별	방재시

설	밀도,	누적방재예산액	비율	등을	산정하였다.	<

그림	12>와	<그림	13>은	2016년과	2020년의	시군

별	Capacity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의	통계지

도는	지수를	반전화하여	나타냈기	때문에	지수가	

클수록	부정적이고,	작을수록	긍정적인	상황을	의

미한다.	시군별	Capacity	지수의	산정	결과를	살펴

보면	지자체	면적	대비	방재시설수와	누적	방재예

산액이	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의	지자체에

서	Capacity	지수가	크게	산정되었다.	그리고	2016

년	대비	2020년의	Capacity	지수의	변화를	통해서	

홍수위험에	대한	지자체별	방재역량이	개선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군별	Hazard,	Exposure,	Vulnerability,	

Capacity	항목에	대한	지수가	도출되면	유클리드	

거리를	적용하여	연도별	161개	시군의	홍수피해

위험지수를	산정한다.	<표	2>와	<그림	14>는	2020

년	기준	시군별로	도출된	홍수피해위험지수를	나

 그림 8. 2020년 홍수위험지도 내 격자단위 건축물수(동)

그림 10. 2020년 161개 시군별 Exposure지수

그림 9.  2020년 홍수위험지도 내 격자단위 밭·시설·인삼 
재배면적(m2)

그림 11. 2020년 161개 시군별 Vulnerability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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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	것이다.	2020년	기준	시군별	홍수피해위험지

수	순위에서는	강릉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

도,	김해시가	상위권에	위치하며,	울릉군,	목포시,	

청송군	등이	하위권에	있다.	실제로	<그림	14>에

서	제시된	시군별	홍수피해	위험지수에서도	집중

호우의	영향범위에	들어온	시군	중에서	Exposure	

지수와	Vulnerability	지수가	높은	시군	위주로	홍

수피해위험지수가	크게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울릉군과	같은	시군은	강우량을	포함하여	

홍수위험지도	내에	있는	건물	및	인구밀도	등이	

낮아서	2020년	기준	홍수피해위험지수가	가장	작

게	산정되었다.

4. 결론

본	기사에서는	세부지표별	격자자료와	홍수위

그림 12. 2016년 161개 시군별 Capacity 지수 그림 13. 2020년 161개 시군별 Capacity 지수

표 2. 2020년 기준 161개 시군별 홍수피해위험지수 및 순위

순위 시군
홍수피해

위험지수
순위 시군

홍수피해

위험지수

1 강원도 강릉시 1.7340 152 경기도 부천시 0.7643

2 부산광역시 1.7046 153 충청북도 증평군 0.7446

3 제주특별자치도 1.6808 154 경기도 과천시 0.7152

4 경상남도 김해시 1.6438 155 경상북도 예천군 0.7148

5 대구광역시 1.5401 156 충청남도 계룡시 0.7138

6 경기도 고양시 1.5314 157 전라남도 완도군 0.6864

7 전라북도 남원시 1.5291 158 충청북도 괴산군 0.6774

8 경상북도 경주시 1.5275 159 경상북도 청송군 0.6752

9 경상남도 창원시 1.5136 160 전라남도 목포시 0.5298

10 광주광역시 1.5118 161 경상북도 울릉군 0.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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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2020년 161개 시군별 홍수피해위험지수

험지도를	사용하여	2016∼2020년	기준	161개	시

군별	홍수피해위험지수를	산정하였다.	홍수피해

위험지수는	지자체별	홍수위험에	직접	노출된	대

상만	선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단순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기존	방법론보다	정확한	위험도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지자체별	의사결정자들은	연도

별로	도출되는	세부지표와	항목별	지수	및	홍수피

해위험지수의	변화를	참고하여	홍수위험도	저감

에	필요한	방재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

고	추가적으로	현재	연구에서는	공간상의	제약이	

없는	격자자료의	특징을	이용해	치수	사업지구	및	

유역단위	홍수위험도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격자

단위	홍수피해위험지수도	산정하고	있다.	추후	완

성된	방법론과	분석	결과는	국내	정성적	홍수위험

도	평가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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