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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구조적인 방법만으로 홍수피해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래 홍수피해 예측을 위해 과거 홍수피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비구조적인 홍수대책으로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리적, 기후적 영향으로 심각한 홍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경상북도 지역의 홍수피
해추정을 위해, 홍수피해의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인 강우특성에 대한 최근 20년(1999-2018) 동안 홍수피해자료의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경상북도 시군별로 제시된 지역회귀함수의 강우특성과 지형특징과의 관
계를 분석하고, 각 시군의 100년 빈도 강우량에 대한 홍수피해 위험도를 추정하였다. 홍수피해 추정결과, 경상북도에서는 
동해안에 인접한 군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피해위험도가 예측되었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지역 피해추정함수는 계획 
또는 예보 강우량에 대한 홍수피해 위험도를 산정하는 비구조적 대책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용어 : 홍수피해, 강우특성, 회귀분석, 피해추정 

Abstract

There are limitations to cope with flood damage by structural strategies alone because both frequency and intensity of 
floods are increasing due to climate change. Therefore, it is one of the necessary factors in the nonstructural countermeasures 
to collect and analyze historical flood damage records for the future flood damage assessments. In order to estimate 
flood damage costs in Gyeongsangbuk-do where severe flood damage occurs frequently due to geographical and climatic 
effects, this paper has performed the regression analysis on flood damage records over the past 20 years (1999-2018) 
by rainfall characteristics, which is one of the major causes of flood damage. This paper has then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rrain features and rainfall characteristics in the regional regression functions, and also estimated the flood 
damage risk for 100-year rainfall by using the regional regression functions presented for the 22 administrative districts 
in Gyeongsangbuk-do excluding Ulleung-gun. The flood damage assessment shows that the relatively high damage risk 
is estimated for county areas adjacent to the eastern coast in Gyeongsangbuk-do. The regional damage estimate functions 
in this paper are expected to be used as one of the nonstructural countermeasures to estimate flood damage risk for 
the design or forecasting rainfall data.

Key words : Flood Damage, Rainfall Characteristics, Regression Analysis, Damage Es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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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의 전 세계적인 기후 변동성과 기온 변화는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켜, 더욱 심각한 기후 관련 자

연재해의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다(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14). 자연재해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직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으며, 홍수재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치명적인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유발하는 자연재해 중의 하나이다(EM-DAT, 2020). 

우리나라에서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홍수피해가 해마다 발

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자연재해 중에서 가장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태풍과 호우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MOIS,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8). 더욱이 기후변화

의 영향으로 한반도에서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KMA,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20), 과거 우리나라에서 구조적인 시설물과 복구관리에 중

점을 둔 홍수피해 저감대책은 이제 사전 예측 및 예방 측면에

서의 비구조적인 대처방안과의 연계 또는 전환이 필요하다. 

즉, 홍수에 취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상지역을 미리 파악하여 

피해에 대한 직·간접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별 맞춤형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홍수피해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지역별 홍수피해의 특성 및 발생 

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장래 홍수피해의 규모 및 위

험도를 예측하는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과거 홍수피해자료에 대한 분석방법을 이용한 홍수피해 예

측 또는 홍수위험도 평가 관련 주요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Chang et al. (2008)은 대만 타이베이 근처 

지룽강 유역의 홍수심과 홍수피해의 회귀분석을 통해 홍수피

해 추정함수를 개발하였고, Jang and Kim (2009)은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해 100년 빈도 강우가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피해

금액과 홍수취약도 지수를 산정하였으며, Park et al. (2011)

은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강우특성과 홍수피해

액과의 관계를 히스토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Spekkers et al. 

(2013)은 로지스틱 회귀모델을 통해 2003-2009년 네덜란드

에서 발생한 보험회사의 홍수피해자료와 강우량 극한값 사이

의 관계를 조사하였고, Spekkers et al. (2014)은 광범위한 피

해영향 요인과 강우관련 피해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Lee et al. (2016)은 재해발생 이전에 

예상 홍수피해액을 신속하게 추정하기 위해 비선형 회귀식을 

이용한 강우-홍수피해액 회귀식을 제시하였고, Kim et al. 

(2017)은 재해통계자료와 수문기상자료를 이용한 다중회귀분

석을 통해 호우피해 예측함수를 개발하였다. Oak et al. 

(2017)은 직접피해액 산정을 위해 피해빈도평가 기법 및 경험

적 빈도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경상북도 지역의 홍수피해액을 

산정하였고, Cortes et al. (2018)은 스페인의 카탈로니아지역

의 강수량과 홍수피해의 보험보상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여 홍

수피해 규모를 예측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외의 관련 연구사례에서는 주로 홍수피해와 

주요 원인 인자간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홍수피해 예측 또는 

홍수취약성 평가를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

회귀함수 개발을 위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확정된 단일 

회귀함수식에 확정된 예측변수 인자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한 지역에 대한 다양한 회

귀분석을 통해 분석대상 지역별 예측변수 인자와 회귀분석식 

형태를 선별하는 최적 지역회귀함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지리적, 기후적 영향으로 홍수피해가 빈번하

게 발생하고 있는 경상북도 지역의 홍수피해추정을 위해, 홍수

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 강우특성에 대

한 홍수피해자료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경상북도 시군별 강

우-홍수피해액 최적 지역회귀함수를 산정하였다. 강우-홍수

피해액 회귀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는 동일지역에서 과거자료 

피해특성의 일관성과 회귀분석에 필요한 자료수 확보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최근 20개년(1999-2018년)의 재해연보 자료

로부터 경상북도 시군별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총 재산피해

액을 종합하였다. 경상북도 시군별 최소 분석자료수 조건을 고

려하여 1개의 예측변수를 사용하는 4개 유형의 단순회귀분석

식을 사용하였고, 예측변수인 강우특성인자는 개발된 지역회

귀함수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각종 계획 및 설계 기준으로 많

이 사용되며 홍수피해액과 상관계수가 높게 분석된 6시간, 12

시간, 24시간 최대강우량 등 3개 강우특성을 각각 적용하였다. 

회귀분석 과정 시 분석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상치

를 판별 및 제거하여 산정한 경상북도 시군별 총 12개 회귀분

석 결과 중에 결정계수가 가장 높으며 유의수준 기준을 만족

시키는 강우-홍수피해액 최적 회귀함수를 시군별로 선정하였

다.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시한 홍수피해액 추정 최적 지

역회귀함수 개발기법은 계획 또는 예보 강우량에 대한 홍수피

해를 추정하여 지역 홍수피해 및 홍수위험도 예측을 위한 기

초자료로의 활용을 목표로 한다.

2. 연구방법

2.1 대상지역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남동부에 위치한 경

상북도는 10개 시와 13개 군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광역지

방자치단체로는 가장 넓은 면적에 우리나라 총 인구수의 약 

10%에 해당하는 약 500만명이 살고 있다. 현재까지 공식집계

된 가장 최근의 홍수피해자료(MOIS,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8)에 의하면, 2018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경상북도 지역의 재산피해엑 41,773백만원은 동일 원인으로 

인한 전국의 재산피해액 141,284백만원 중 광역지방자치단체

별 최대인 29.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 23개 시군

에서 최근 20년(1999-2018년) 동안 홍수로 인한 재산피해 발

생횟수를 모두 종합하면, 태풍원인 256건 및 호우원인 280건

으로서 총 536건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Fig. 2와 같이 시

군별 다소의 차이는 보이지만 호우와 태풍에 의한 영향으로 

홍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홍

수피해의 강도와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고 있는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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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도 지역의 홍수피해 위험도 추정을 위해, 경상북도 23개 시

군을 강우특성에 대한 홍수피해자료의 회귀분석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경상북도의 지리적 특성은 Fig. 1과 같이 동쪽으로는 동해와 

접하고 있어 동해상에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쪽

을 제외한 나머지 경계는 북동부에 태백산맥 및 북서부에 소

백산맥을 비롯하여 남쪽으로는 가야산, 팔공산, 운문산, 비슬

산 등으로 둘러싸여 전체적으로 거대한 분지 지형을 이루고 

있다. 남부 내륙형의 기후특성을 보이는 경상북도의 대부분은 

산지가 많고 고도가 높아 여름과 겨울에 기온 차이가 많은 편

이나, 산맥과 해류의 영향으로 인해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겨울

에도 온난하다. 경상북도의 최근 20년간(1999-2018) 연평균

강수량은 1,197.6mm로서, 전국 평균 1,325.7mm에 비해 내륙

에 위치한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강수량이 적은 편이나, 해양성 

기후의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연평균강수

량에도, 해마다 장마와 태풍에 의한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경상

Fig. 1. Gyeongsangbuk-do map with Thiessen polygons for rainfall gauge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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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도에서는 Fig. 3과 같이 연도별 변동성은 있으나 홍수로 인

한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상북도 23개 시

군에서 홍수로 인해 발생한 최근 20년(1999-2018년) 동안의 

총 재산피해액은 3,212,855백만원으로, 2002년에 최대피해액

인 1,374,605백만원에서 2004년에는 133,108백만원, 2006년

에는 83,287백만원으로 점차 줄어들다, 2012년에는 147,885

백만으로 다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도별 재산피해액과 연강수량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상

관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각 시군별 홍수피해가 발생한 시기에 

대한 강우특성은 홍수피해의 규모와 높은 상관성을 보일 것으

로 예상된다. 

2.2 대상자료

2.2.1 홍수피해자료

본 논문에서 사용한 홍수피해 집계자료는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에서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상황

을 피해의 원인과 피해가 발생한 일자 및 지역에 관한 정보 등

과 함께 제공하고 있는 재해연보를 사용하였다. 동일지역에서 

오래된 과거자료의 홍수피해특성이 현재와 상이할 가능성과 

강우-홍수피해 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자료수 확보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99년부터 2018년까지의 최근 20개년 

동안을 분석대상 기간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Fig. 2에서 비교

한 바와 같이, 경상북도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발생횟수를 기준

으로 호우와 태풍에 의한 홍수피해가 거의 대등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근 20년(1999-2018년) 동안의 호우와 태풍 원인

으로 인한 홍수피해자료를 경상북도의 10개 시 및 13개 군에 

대하여 모두 수집하였다. 재해연보에서 제공하는 홍수피해자

료 유형 중에서, 사망, 실종 및 부상 등의 인명피해자료는 최

근 20년간(1999-2018년) 발생회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회귀분석을 위한 자료수가 부족하고, 농경지 및 기타부지의 침

수면적자료의 경우 침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정도를 파악하

기 어려우므로, 건물, 선박, 공공시설, 농작물피해, 기타 등의 

총 손실액인 재산피해자료를 강우-홍수피해 회귀분석 대상 피

해특성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재해연보에서 연도별로 제공하

는 재산피해액은 각 연도의 기준금액이므로, 생산자 물가지수

를 고려하여 2018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화폐가치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2.2.2 강우자료

강우-홍수피해액 회귀분석대상 23개 경상북도 시군에 영향

을 미치며 최근 20개년(1999-2018년) 동안 결측없이 지속적

으로 시강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분석대상 지역 주변 21개 

기상청 관할 종관기상관측소의 강우량 자료를 기상자료개방포

털(https://data.kma.go.kr/cmmn/main.do)로부터 수집하였

다. 또한 시군별 면적평균 강우량 산정을 위해 Fig. 1에 도시

한 바와 같이, 분석대상 기상청 관측소에 대한 티센망을 작성

하여 경상북도 시군별 영향 관측소의 면적비를 구하였다. 홍수

피해에 영향을 주는 강우특성 분석을 위해 강우량자료는 각 

시군별 호우 및 태풍 원인 재산피해 발생사상별 피해발생 하

루 전부터 피해기간 동안의 시우량 자료를 확보하고, 강우-홍

수피해액 회귀함수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치수 관련 계획 및 

설계 기준으로 주로 사용되는 1시간, 2시간, 3시간, 24시간과, 

호우특보 발령기준인 3시간 및 12시간, 그리고 기상청 동네예

보 기준인 6시간을 강우분석대상 지속기간으로 잠정 선정하였

다. 따라서, 1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 12시간, 그리고 24시

간 최대강우 등 총 6개 지속기간의 강우특성 인자를 23개 경

상북도 시군에 대해 최근 20년(1999-2018년) 동안 발생한 호

우 및 태풍 원인 재산피해 사상별 면적평균 강우량으로 구축

하였다.

2.3 회귀모형

2.3.1 단순회귀함수

회귀분석은 인과관계가 있는 변수들에 대해 예측변수(독립

변수)와 결과변수(종속변수) 사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분석하

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많은 회귀분석 관련 연구에서, 유의미

하고 안정적인 회귀분석 결과를 위해서는 예측변수 개수에 대

해 최소 10배 이상의 분석자료 표본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Halinski and Feldt, 1970 ; Miller and Kunce, 1973 ; 

Harris, 1975 ; Nunnally, 1994 ; Bentler and Chou, 1987 ; 

Green, 1991). 이에 따라,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최근 20년

간(1999-2018년) 홍수피해 발생횟수가 최소인 경상북도 경산

시의 재산피해 자료수 13개를 고려하여, 강우-홍수피해액 회

귀분석 방법은 1개의 예측변수를 사용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선

정하였다. 단순회귀분석은 한 개의 결과변수 와 한 개의 예

측변수 사이의 선형관계를 파악하거나, 한 개의 예측변수 

의 일정한 값에 대응되는 결과변수 의 값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적인 회귀모형 Eq. (1)에 대한 추정 회귀식은 

Eq.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2)

여기서 는 의 추정값, 는 기울기, 는 절편, 는 오

차항, 와 는 와 의 추정값으로, 회귀분석의 목표는 각 

예측변수에 대해 최적의 결과변수를 제공할 수 있는 회귀계수 

와 를 산정하는 것이다.

2.3.2 이상치 판별

회귀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석자료 중의 이상치

는 자료값 내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상치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아래와 같이, Cook(1977)이 제안한 쿡의 거리(Cook’s 

Distance)방법과 Belsley et al.(1980)이 제안한 스튜던트잔차

(Studentized Residual)방법 및 DFFITS(Difference in Fits)방

법으로 이상치를 판별하여 제거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수 n과 예측변수의 수 k에 대한 자유도가 df=n-k-1일 

때, 쿡의 거리 는 결과변수 의 잔차    와 예측변수의 



지역별 홍수피해추정을 위한 강우특성에 대한 홍수피해자료의 회귀모형

한국습지학회 제22권 제4호, 2020

306

평균 에 대한 레버리지     
  



  , 

그리고 잔차의 평균  에 대한 잔차의 평균제곱오차 

  
  



  의 결합으로, 매개변수의 개수 p=k+1

를 고려하여 Eq. (3)과 같이 측정하며,  값이 클수록 모형에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값이 4/df 이상일 경우 

이상치로 판단하였다(Bollen and Jackman, 1985). 

 


 






 


 (3)

스튜던트잔차 는 다음 Eq. (4)와 같이 각 잔차 를 해당 

표준편차의 추정치로 나누어서 표준화한 것으로, 본 논문에서

는 값이 ±2 이상일 경우 이상치로 판단하였다(Fox, 2008). 

 





 


 








 (4)

DFFITS(Difference of Fits)는 이상치를 판단하기 위한 통계

량으로 Eq. (5)와 같이 산정되며, 스튜던트잔차 와 관련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값이 ±  이상일 경우 

이상치로 판단하였다(Hoaglin and Welsch, 1978). 

  





 (5)

2.3.3 예측변수 선정

강우-홍수피해액 회귀분석에 필요한 예측변수인 강우특성 

인자를 선정하기 위해, 변수간의 관련성을 보여주기 위한 측정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Pearson 상관계수를 적용

하여 경상북도 23개 시군별 최근 20개년(1999-2018년) 홍수

피해액과 2.2.2절에서 구축한 1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 12

시간, 24시간 최대강우량인 , , , , , 에 대

한 상관성을 평가하였다. Table 1의 Pearson 상관계수 결과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분석대상 23개 경상북도 시군에 대해 전

반적으로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는 6시간 최대강우 , 12시간 

최대강우 , 24시간 최대강우 를 강우-홍수피해액 회귀

함수의 예측변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3.4 회귀분석식 선정

23개의 경상북도 시군에 대한 강우-홍수피해액 관계분석에 

사용할 회귀함수는 예측변수인 강우특성 인자 R에 대한 선형 

또는 비선형 관계인 결과변수에 재산피해액의 실제값 D와 대

수정규분포로 가정한 누가 발생확률값 P를 포함하여, 다음 

Eqs. (6)-(9)와 같은 4개 형태의 회귀식을 선정하였다.

    (6)




   (7)

ln    (8)

ln


    (9)

Eq. (6)은 선형함수(Linear Function), Eq. (7)은 밀도함수

(Density Function), Eq. (8)은 지수함수(Exponential 

Function), 그리고 Eq. (9)는 성장함수(Growth Function)로

서, 각 회귀함수에서 추정되는 회귀계수 a 및 b는 F-검정을 

통하여 유의성을 검정하게 된다.

Table 1.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rainfall variables 
and flood damage costs in Gyeongsangbuk-do

Districts      

Pohang 0.1937 0.3145 0.3674 0.4770 0.5000 0.5652

Gyeongju 0.2978 0.3591 0.4307 0.5513 0.5789 0.5451

Gimcheon 0.2495 0.4237 0.5015 0.6142 0.6719 0.5418

Andong 0.1173 0.1331 0.0474 0.0315 0.0509 0.1381

Gumi 0.1033 0.2263 0.3008 0.3902 0.2547 0.4635

Yeongju 0.1459 0.2475 0.2719 0.4724 0.5547 0.6787

Yeongcheon 0.1561 0.2410 0.3767 0.4438 0.3794 0.4060

Sangju 0.1911 0.2719 0.3898 0.5548 0.5999 0.5096

Mungyeong 0.1470 0.1954 0.4823 0.6334 0.7425 0.8446

Gyeongsan 0.4108 0.2971 0.2828 0.2699 0.1179 0.3675

Gunwi 0.1761 0.1682 0.2141 0.3250 0.2395 0.3641

Uiseong 0.0151 0.0198 0.0117 0.0265 0.0409 0.2675

Cheongsong 0.1360 0.2616 0.3232 0.4266 0.4164 0.5277

Yeongyang 0.1761 0.3173 0.3635 0.4288 0.4267 0.4964

Yeongdeok 0.1807 0.2600 0.2303 0.2542 0.2720 0.3754

Cheongdo 0.4673 0.4130 0.4127 0.3758 0.2702 0.4337

Goryeong 0.1605 0.2335 0.3402 0.4456 0.3948 0.4737

Seongju 0.2121 0.3066 0.3671 0.4680 0.4236 0.3866

Chilgok 0.2228 0.1952 0.1621 0.2407 0.1207 0.3043

Yecheon 0.1275 0.2378 0.2866 0.2339 0.2306 0.3082

Bonghwa 0.3908 0.4751 0.5374 0.5597 0.5137 0.5270

Uljin 0.1161 0.1028 0.0722 0.2409 0.2204 0.1677

Ulleung 0.1247 0.1976 0.1993 0.2886 0.2836 0.2225

3. 분석결과

3.1 홍수피해액 추정 지역회귀함수

Eqs. (6)~(9)의 4개 유형 회귀함수식에서 최근 20개년

(1999-2018년) 동안 호우 및 태풍에 의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기간의 6시간, 12시간, 24시간 등 3개 지속기간 최대강우량을 

각 1개 예측변수로 사용한 경상북도 시군별 총 12개의 단순회

귀분석 결과, F-검정의 유의수준(p-value<0.05)을 만족하는 

동시에 결정계수  의 값이 가장 높은 회귀분석식을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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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시군별 홍수피해액 추정 지역회귀함수로로 선정하였

다. 23개 경상북도 시군 중, 울릉군에서 분석된 12개 회귀함수

들에 대한 F-검정 결과는 모두 유의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울릉군에 대한 강우-홍수피해액 

최적 회귀함수는 선정하지 않았다. Pearson 상관계수값이 0.4

이상이면 두 변수 사이에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

단하므로(Suzuki et al., 2007 ; Moore et al., 2013), Table 2

에서 Pearson 상관계수값의 제곱으로 표시되는 결정계수  

값이 최소 0.24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상북도 22개 시군에 대한 

회귀함수식에서 강우특성(예측변수)과 피해특성(결과변수) 사

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Dancey and Reidy (2011)에 의하면 Pearson 상관계수

값이 0.7이상이면 두 변수가 강한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

단하므로, Table 2에서 볼드체로 표시한 결정계수  값이 

0.49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주시, 영천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

군, 영양군, 청도군, 봉화군에서 선정된 강우-홍수피해액 최적 

지역회귀함수의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Fig. 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상북도 시군에서는 호우와 

태풍에 의한 홍수피해가 거의 대등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홍

수 발생원인별로 강우특성 및 피해특성이 상이할 수 있는 일

Table 2.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or rainfall-flood damage costs in Gyeongsangbuk-do

Districts No. of damage data No. of data used Regression functions a b  p-value

Pohang 35 32 


 

 0.0519 -1.7786 0.4004 0.0001

Gyeongju 28 26 


   0.0349 -0.8872 0.5350 0.0000

Gimcheon 21 21 ln


  

 0.0240 -2.5957 0.4802 0.0005

Andong 34 29 ln


  

 0.0189 -1.7403 0.2688 0.0040

Gumi 21 21 


   0.0466 -2.8671 0.2437 0.0230

Yeongju 27 27 


 

 0.2738 -21.3889 0.4708 0.0001

Yeongcheon 20 17 ln


  

 0.0272 -2.3309 0.6172 0.0002

Sangju 30 26 


   0.1636 -6.7583 0.4633 0.0001

Mungyeong 23 21   
 49462 -4273653 0.8021 0.0000

Gyeongsan 13 11 ln


  

 0.0313 -3.7967 0.7366 0.0007

Gunwi 19 17 ln


    0.0208 -1.6494 0.5002 0.0015

Uiseong 24 20 ln  
 0.0269 10.3637 0.2515 0.0243

Cheongsong 14 13 ln


    0.0250 -2.0765 0.3485 0.0337

Yeongyang 16 14 ln


  

 0.0325 -2.7834 0.5435 0.0026

Yeongdeok 19 16 ln  
 0.0233 12.5161 0.4104 0.0075

Cheongdo 20 19 ln


    0.0399 -2.3251 0.4928 0.0008

Goryeong 15 12 ln


  

 0.0110 -0.9709 0.3534 0.0415

Seongju 24 21 


 

 0.0564 -2.3969 0.3291 0.0065

Chilgok 20 18 ln


    0.0416 -2.0365 0.4073 0.0044

Yecheon 24 19 ln  
 0.0356 9.5358 0.2533 0.0280

Bonghwa 22 19     106359 -4404958 0.5371 0.0004

Uljin 23 19 ln


  

 0.0433 -2.3491 0.2575 0.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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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시군에서는 본 논문에서 선정한 최적 회귀분석식의 결정계

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2.3.2절의 3가지 이상치 판별 방법에 의해 회귀분석에서 제외

된 이상치 자료들은 대부분 강우량에 비해 홍수피해액이 과도

한 경우들로서, 추후 해당 홍수피해 발생 시의 피해원인 조사 

등을 통해 이상치 자료들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 

Table 2에 제시된 최적 회귀함수식을 살펴보면,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경상북도 시군에서 선형함수 2개, 밀도함수 6개, 

지수함수 3개, 성장함수 11개가 선정되었고, 선정된 회귀함수

의 예측변수를 살펴보면 6시간 최대강우 가 5개, 12시간 최

대강우 가 5개, 그리고 24시간 최대강우 가 가장 많은 

12개로 선정되었다. 울릉군을 제외한 경상북도 22개 시군에서 

선정된 홍수피해액 추정 지역회귀함수의 예측변수인 강우특성 

인자와 시군의 지형적인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Table 3에서는 각 시군의 면적과 평균경사도, 그리고 표고의 

표준편차를 산정하여 강우특성과 비교하였다. 평균경사도는 

국토지리정보원(https://www.ngii.go.kr/)의 30m 격자 수치

표고모형(DEM, Digital Elevation Model)으로부터 격자별 경

사도를 계산하고 이를 시군별 평균값으로 산정하였으므로, 평

균경사도 산정결과는 DEM의 해상도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아울러, 인접한 30m DEM 격자간의 표고차

이는 크지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경사가 있는 지역

에서 산정된 평균경사도 결과는 실제보다 과소평가될 가능성

이 있으므로, 시군 내의 표고변화를 나타내는 표고의 표준편차

값도 함께 비교하였다. Table 3의 시군별 강우특성과 지형특

성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경사도나 표고변화가 상대적으로 

큰 상주시, 청도군, 칠곡군, 예천군, 울진군에서는 시군 면적 

규모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예측변수로 고려된 3가지 강우특

성 중 지속기간이 제일 작은 6시간 최대강우 가 선정되었

다. 시군의 면적이 중간규모 이상인 시군 중에, 경사도나 표고

변화가 상대적으로 큰 성주군과 봉화군, 그리고 경사도나 표고

변화는 크지 않지만 동해안에 위치한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에서는 3가지 예측변수 중 지속기간이 중간정도인 12시간 최

대강우 가 선정되었다. 시군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김천

시, 안동시, 영천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에서는 경

사도나 표고변화에 큰 영향 없이 지속기간이 가장 긴 예측변

수인 24시간 최대강우 가 선정되었다. 또한 시군 면적이 

크지는 않지만, 대부분 경사도나 표고변화가 작은 구미시, 영

주시, 경산시, 군위군, 고령군에서도 24시간 최대강우 가 

예측변수로 선정되었다.

3.2 지역 홍수피해 위험도 평가

본 논문에서 선정된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경상북도 시군의 

홍수피해액 추정 지역회귀함수를 통해, 시군별 100년 빈도 강

우량에 대한 재산피해액을 산정하고 홍수피해 위험도를 평가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강우분

석(http://wamis.go.kr/WSC/WSC_FREQUENCSY.aspx)으

로부터 울릉관측소를 제외한 분석대상 20개 기상청 관할 종관

기상관측소에 대한 3개 지속기간(6시간, 12시간, 24시간)별 

100년 빈도 강우량자료를 수집하였다. 티센망 면적비에 따라 

산정한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경상북도 시군의 100년 빈도 면

적평균 강우량과 이를 Table 2의 경상북도 시군별 강우-홍수

피해액 지역회귀함수에 적용하여 산정한 100년 빈도 재산피해

액 추정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고, 이에 따른 홍수피해 위

험도의 시군별 순위는 Fig 4에 도시하였다. Table 4 and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울릉군을 제외한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 100년 빈도 강우 시에는 영양군에서 가장 큰 재산피해가 

Fig. 4. Flood damage risk ranks for 100-year rainfall in 
Gyeongsangbuk-do

Table 3. Comparison of predictor variables and terrain features in Gyeongsangbuk-do

Districts
Predictor
variables

Area 
(km2)

Average slope 
(degree)

Std. of DEM 
(m)

Districts
Predictor
variables

Area 
(km2)

Average slope 
(degree)

Std. of DEM
(m)

Pohang  1130.1 12.0 191.8 Uiseong  1174.7 11.6 117.0

Gyeongju  1324.9 12.0 151.2 Cheongsong  846.1 15.4 137.2

Gimcheon  1009.8 13.2 228.5 Yeongyang  815.7 15.7 156.5

Andong  1522.1 12.2 114.8 Yeongdeok  741.2 14.2 165.8

Gumi  615.3 9.7 114.1 Cheongdo  693.8 16.5 184.0

Yeongju  670.1 11.5 253.7 Goryeong  384.1 11.7 103.0

Yeongcheon  919.2 11.2 161.6 Seongju  616.1 12.9 209.9

Sangju  1254.6 11.8 160.6 Chilgok  450.9 12.6 169.7

Mungyeong  911.9 15.9 215.7 Yecheon  661.5 9.6 176.7

Gyeongsan  411.8 11.0 147.6 Bonghwa  1202.0 16.1 234.5

Gunwi  614.3 13.1 152.0 Uljin  990.0 14.4 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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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되었고, 청송군, 청도군, 울진군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많

은 재산피해가 발생가능한 것으로 분석된 반면, 구미시, 영주

시, 문경시, 예천군 등은 100년 빈도 강우 시에 상대적으로 적

은 재산피해가 예측되었다. 경상북도 시군의 100년 빈도 강우 

시 홍수피해 위험도 평가결과를 고찰해 보면, 도시지역에 비해 

치수대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향이 있으며 동해안에 인접

하고 있어 집중호우 발생이 많은 지역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홍수피해 위험도가 예측되었고, 최근 20년(1999-2018년) 동

안 홍수피해 발생이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내륙에 위치한 지역

들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홍수피해 위험도가 평가되었다. 그러

나, Table 4에 비교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상북도 시군에서 

100년 빈도 강우량은 본 논문에서 회귀분석 시의 최대 강우량

값을 초과하기 때문에 홍수피해 위험도 예측결과는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추후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결과를 토대

로 해당 시군에 대한 홍수피해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홍수피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 

강우특성과 홍수로 인한 재산피해액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2018년 

홍수피해액 기준 전국 최대의 피해가 발생된 경상북도를 대상

으로 울릉군을 제외한 10개시와 12개군에 대한 강우-홍수피

해액 지역회귀함수를 산정하였다. 회귀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경상북도 23개 시군별 최근 20개년

(1999-2018년) 동안의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재산피해액 자

료를 재해연보를 통해 수집하고, 각 시군별 홍수피해액 발생사

상에 대해 피해발생 하루 전부터 발생기간 동안의 시강우량 

자료를 주변 21개 기상청 종관기상관측소로부터 수집하여 티

센망에 의한 시군별 면적강우량을 산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단

순회귀분석에 필요한 함수식은 홍수피해액의 실제값과 누가발

생확률값을 결과변수로 하는 선형함수, 밀도함수, 지수함수, 

성장함수 등 총 4가지 형태의 회귀함수를 사용하였고, 경상북

도 시군에서 전반적으로 재산피해액과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

는 3개의 예측변수(6시간, 12시간, 24시간 최대강우량)를 각각 

적용하였으며, 시군별 총 12개의 회귀분석 결과 중에서 유의

수준 기준을 만족시키며 가장 높은 결정계수값을 보이는 강우

-홍수피해액 최적 지역회귀함수를 선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지역별 홍수피해추정을 위한 강우특성에 대한 홍수피

해자료 회귀분석 방법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분석된 총 12개 회귀함수들에 대한 F-검정 결과가 모두 

유의수준(p-value<0.05)을 초과하는 울릉군을 제외한 22

개 경상북도 시군에서 최종 선정된 강우-홍수피해액 최

적 회귀함수를 살펴보면, 선형함수 2개, 밀도함수 6개, 

지수함수 3개, 성장함수 11개가 선정되었고, 회귀함수식

의 예측변수인 강우특성 인자는 6시간 최대강우 가 5

개, 12시간 최대강우 가 5개, 그리고 24시간 최대강

우 가 12개로 선정되었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회귀

함수식 강우특성 인자의 선정은 강우-홍수피해액 회귀분

석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대부분의 

경상북도 시군에서는 피해특성이 상이할 수 있는 호우와 

태풍에 의한 홍수피해가 거의 대등하게 발생하고 있으므

로, 본 논문에서 선정한 최적 회귀분석식의 결정계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시군의 경우, 추후 연구에서는 

홍수피해 발생원인별로 회귀분석을 수행하면 분석결과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강우-홍수피

해액 추세선에서 벗어나는 이상치에 대해서는 사례분석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홍수피해 발생 시의 추가적인 영

향요인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2) 경상북도 시군별 강우-홍수피해액 지역회귀함수의 예측

변수 강우특성과 지형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시군 면

Table 4. Flood damage costs estimated for 100-year rainfall in Gyeongsangbuk-do

Districts
Predictor variables

(Max. for regression 
in mm)

100-year 
rainfall 
(mm)

Flood 
damage 

(106won)
Districts

Predictor variables
(Max. for regression 

in mm)

100-year 
rainfall 
(mm)

Flood 
damage 

(106won)

Yeongyang  (150.8) 298.8 7,840,139 Gyeongju  (179.8) 209,3 24,998

Cheongsong  (147.0) 262.0 852,904 Gyeongsan  (208.1) 284.9 23,882

Uljin  (89.2) 159.8 827,048 Sangju  (112.0) 157.0 23,200

Cheongdo  (108.4) 182.7 808,938 Bonghwa  (225.9) 257.1 22,937

Gimcheon  (217.3) 261.9 538,486 Seongju  (156.4) 206.7 18,116

Yeongcheon  (184.9) 279.4 528,760 Uiseong  (219.3) 235.3 18,002

Gunwi  (205.2) 251.3 116,579 Pohang  (187.9) 239.7 13,724

Chilgok  (113.8) 151.7 85,724 Mungyeong  (216.8) 262.3 8,701

Yeongdeok  (245.7) 220.2 46,378 Yeongju  (283.4) 311.3 6,993

Andong  (153.3) 255.1 43,890 Gumi  (219.1) 250.2 6,652

Goryeong  (264.7) 337.1 28,536 Yecheon  (93.8) 156.2 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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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크지 않거나 경사도 또는 표고변화가 상대적으로 

큰 상주시, 청도군, 칠곡군, 예천군, 울진군에서는 예측변

수로 고려된 3가지 강우특성 중 지속기간이 제일 작은 6

시간 강우가 선정되었고, 시군의 면적이 중간규모 이상이

며 경사도 또는 표고변화가 크거나 동해안에 위치한 포

항시, 경주시, 영덕군, 성주군, 봉화군에서는 지속기간이 

중간정도인 12시간 강우가 선정되었으며, 시군 면적이 

크거나 경사도 또는 표고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은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고령군에서는 지속기간이 가장 

긴 24시간 강우가 선정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회

귀함수의 강우특성 인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형학적, 

기상학적, 피해원인 등의 다양한 영향인자에 대한 종합적

인 분석이 요구된다.

3) 울릉군을 제외하고 선정된 22개 경상북도 시군의 홍수피

해액 추정 지역회귀함수를 이용하여 시군별 100년 빈도 

강우량에 대한 홍수피해액을 산정한 결과, 집중호우가 많

은 동해안에 인접하고 도시지역에 비해 치수방재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향이 있는 영양군, 청송군, 울진군, 

청도군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홍수피해 위험도가 예측

되었고, 내륙에 위치하고 과거 홍수피해 발생이력이 상대

적으로 적은 예천군, 구미시, 영주시, 문경시 등에서는 홍

수피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재

산피해액 추정에 사용된 100년 빈도 강우량은 대부분의 

시군에서 강우-피해특성 회귀분석 시의 강우량 범위를 

초과하므로, 100년 빈도 강우량에 대한 홍수피해 위험도 

평가결과는 추후 연구에서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시한 경상북도 시군에 대한 강우-

홍수피해액 지역회귀함수 산정방법을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확대적용하면, 예보 또는 계획 강우량에 대한 전국 시군구별 

홍수피해규모를 추정하는 홍수피해 예측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효과적인 비구조적 홍수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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