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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회귀식을 이용한

강우-홍수피해액 추정 함수 개발

Development of Rainfall-Flood Damage Estimation Function using

Nonlinear Regression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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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규모와 이에 따른 영향 및 피해액을 신속하게 추정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난

관리를 하는데 있어 중요하고, 더불어 정책결정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단순 재해 피해발생 후에 그 피해액 혹은 복구액을 산정하는 수준이며, 현재 피해액 추정에 대한

연구는 전무 하며 그 기술개발에 또한 초기단계에 있다. 이에 피해액 추정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체계적이고 일관된 통계기반의 정보체계는

미흡하다. 이에 국가에서도 재해에 대한 피해액 및 복구비 산정 등 예산편성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

다. 기존통계 방식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인식과 더불어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해 발생 전에 그 피해규모와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피해액을 신속하게 추정하기 위함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회귀식을 이

용하여 강우-홍수피해액에 대한 함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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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재해 과거자료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2년 “태풍 루사·호우”에 의해 6조 2510억원, 2003년 “태

풍 매미”에 의해 4조 4082억원 이라는 막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질적으로 1916년 이후의 역

대 홍수피해액을 2014년도의 불변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상위 10위는 모두 2000년도에 후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최근으로부터 10년간 재해발생 횟수를 살펴보면 총 459건으로 약 5조원 의 피해가 나

타났다.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일관된 통계기반 정보체계가 미흡

하다. 이에 국가차원의 총 복구비 산정 및 피해액 산정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기존통계 방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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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의 필요성과 더불어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해 발생 전에 그 피해규모와 영향을 고려해 이에 따른 피해액

을 신속하게 추정하기 위해 비선형 회귀식을 이용하여 강우-홍수피해액에 대한 함수를 제시하기 위함에 있

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1994년∼2012년까지의 홍수피해 자료를 사용하여 경기도 3개지역(Icheon-Si, Suwon-Si,

Yangpyeong-Gun)에 대한 상관성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왕 홍수피해에 따른 침수흔적도를 고려하였고, 기상

청에서 제공하는 강우자료와 재해연보에서 제시하고 있는 피해액을 이용하였다. 강우-홍수피해액 추정함수식

을 개발하기 위하여 매개변수 추정방법으로는 비선형 회귀 함수 Growth Function을 이용하였으며 복합강우

개념(장옥재, 2009)을 사용하였다.

3. 결론

경기도 3개 지역에 대한 비선형 회귀식을 이용한 강우-홍수피해액간의 추정 피해액 결과, 수원시에는 추

정금액이 실제 피해액보다 14.16% 적게나왔고, 양평군에서는 15.81% 적게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과소 추정된

양상을 보였다. 본문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토대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정 및 보완을 한다면 더욱 객관

적이고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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