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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  세분류 자료 산정방법

주거

특성

건물

(동)

단독주택 ① 건축형태별 건축연면적 주택수

② 건축형태별 건축단가<표 2>

③ 아파트, 연립주택의 층수

④ 읍면동별 건축형태별 주택수

해당 읍면동의 평균건물연면적에 건축단가를 

곱해서 산정(①×②×④ 단,③고려)
아파트

연립주택

건물내용물

(세대)

① 가정용품 보급률 및 평균가격

② 지역별 가정용품 평가액<표 3>

③ 읍면동별 세대수

세대수에 1세대당 평가단가를 곱하여 산정

(①×②×③)

농업

특성

농경지
전(면적) ① 매몰,유실에 의한 피해액

② 읍면동별 전,답 면적

매몰이나 유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액을 바

로 산정(①×②)답(면적)

농작물
전(면적) ① 단위면적당 농작물평가단가

② 읍면동별 전,답면적

③ 읍면동별 경작작물의 종류

논면적, 밭면적에 시군구별 단위면적당 농작물

평가단가를 곱하여 농작물자산을 산정(①×② 

단,③고려)답(면적)

사업

특성

유형자산(액) ① 산업분류별 1인종사자수당 사업체 유형재고

자산액<표 4>

② 읍면동별 산업분류별 종사자수

산업대분류마다 종업자수에 1인당 평가단가를 

곱하고 사업소 유형고정자산재고자산을 산정

(①×②)재고자산(액)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주택

722,822 566,001 566,001 722,822 537,593  
최소평가액 최대평가액

4,572,147 29,939,652 

산업분류 유형자산 재고자산 산업분류 유형자산 재고자산

A.농업,수렵업 및 임업 3,808,093 657,946 I.운수,창고및통신업 171,253 3,345 

B.어업 315,040 30,620 J.금융및보험업 87,878 8,247 

C.광업 159,501 9,336 K.부동산,임대및사업서비스업 46,913 5,733 

D.제조업 244,315 41,166 L.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0 0 

E.전기,가스및수도사업 1,309,133 25,920 M.교육서비스업 93,571 31 

F.건설업 117,904 52,095 N.보건및사회복지사업 53,210 2,276 

G.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42,284 27,245 O.기타공공,사회및개인서비스업 76,001 818 

H.숙박및음식점업 85,972 1,412  



침수심(m) 0～0.5m 0.5m～1.5m 1.5m～2.5m 2.5m이상

피해율(%) 5.5 40.0 83.0 100.0   
침수심(m) 0～0.5m 0.5m～1.0m 1.5m～2.5m 2.5m 이상

피해율(%) 15 40.0 83.0 100.0

침수심 1m 이하 1m 이상 비    고

농경지
논 0% 100% 매몰 : 2,940원/㎡

유실 : 5,660원/㎡밭 0% 100%
  

침수심 1m 이하 1m이상

농

작

물

침수시간 1일이하 1～2 3～4 5～6 7일이상

논 14% 27% 47% 77% 95% 100%

밭 35% 51% 67% 81% 95% 100%

침수심 0.5m 미만 0.5m～1.0m 1.0m～2.0m 2.0m이상

유형자산 25 50 80 100

재고자산 15 30 60 100

시설 도로교량 하수도 도시

시설

공익농지 농업용

시설

소계

피해율(%) 61.6 3.7 0.4 0.2 8.6 29.1 65.8 169.4

일반자산피해액 해당읍면동 주거지역피해액 건물 건물내용물 침수심
농업지역피해액 농경지 농작물 침수심
산업지역피해액 사업체유형 재고자산

(1)

직접피해액 일반자산피해액 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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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산업의 경우주거, 산업의 경우주거, 산업의 경우주거, 산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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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경우농업의 경우농업의 경우농업의 경우

행정구역

침수구역

농업지역

건물도형

0m

0.5m

1.5m

2.5m

A동A동A동A동

A동 내 건물도형 = 20
 - 침수심 0m = 6
 - 침수심 0.5m미만 = 4
 - 침수심 1.5m미만 = 5
 - 침수심 2.5m미만 = 2
 - 침수심 2.5m이상 = 3

종류 속성항목 비고

침수구역도
빈도별 침수심별 침수구

역 경계 및 면적
기존자료 및 범람해석 결과

행정구역도 읍면동 경계 및 면적 가장 최근의 읍면동.

토지피복도 대분류 항목의 농업지역 토지이용현황도 활용 가능

수치지형도
대분류 항목의 건물레이

어(code 4)
1/5,000,1/25,000수치지형도

동동동동

동동동동

면면면면
읍읍읍읍

침수구역도

행정구역도

토지피복도
수치지형도

공간정보의 중첩

1m1m1m1m 2m2m2m2m 3m3m3m3m

밭밭밭밭 논논논논
공업공업공업공업

과수원과수원과수원과수원주거주거주거주거

동동동동
동동동동

면면면면
읍읍읍읍



4. USACE (1998). HEC-FDA : Flood Damage Analysis User's Manual, U.S. Army Corps of 

Engine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