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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quantified analysis of damages to wastewater treatment plants by natural disasters is essential to maintain the stability

of wastewater treatment systems. However, studies on the quantified analysis of natural disaster effects on wastewater 

treatment systems are very rare. In this study, a total disaster index (DI) was developed to quantify the various damages

to wastewater treatment systems from natural disasters using two statistical methods (i.e.,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yphoons, heavy rain, and earthquakes are considered as three major natural disasters

for the development of the DI. A total of 15 input variables from public open-source data (e.g., statistical yearbook of

wastewater treatment system, meteorological data and financial status in local governments) wer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a DI for 199 wastewater treatment plants in Korea. The total DI was calculated from the weighted sum of the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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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매년 반복되는 태풍 및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는 

사회기반시설에 크고 작은 피해를 미치게 되며, 이러

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안정적

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Kim et al., 2017; Lee, 2017; Lee et al., 2017).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

려져 왔으나, 지난 2016년 경주지역 및 2017년 포항지역

에서 대규모 지진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더 이상 우

리나라가 지진에 대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

가 커지고, 지진이 사회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과 관련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La, 2019). 
해외에서도 비교적 일찍부터, 재해가 사회기반시설

에 미치는 피해의 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등을 중심으로 재해가 수도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왔으며, 지진발생 빈도가 높은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지진 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한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다 (JSWA, 2009; US 
EPA, 2016; US Congress, 2019; Park et al., 2020). 
국내에서도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정도의 정량화를 

위한 노력이 시도된 바 있다. 우선 물 공급시설의 지진

재난 대비 성능 정량화를 위한 수리해석 방법론을 제시

하였으며, 다수의 관 누수 및 파열 상황을 모사하고 새

로운 성능 정량화 지표를 제시한 사례가 있다 (Jeon et 
al., 2019). 그리고 도시에서 발생하는 지진 재해 위험도

의 정량화를 통해서 순환형 지진 재해관리 체계구축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 (MOLIT, 2016). 또한 도시 침수지

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해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을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 침수에 따른 재난 피해 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 규모를 정량화한 시도가 있었다 

(KRIHS, 2016). Park et al. (2019)는 선로길이, 철도물류

량, 지진재현주기 등 다양한 세부 영향요인이 재해위험

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통계적 자료분석 기법인 주

성분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

여 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국 51개 고속철도역사의 

재해위험도 지수를 제시하였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재해발생에 따른 피해내용 등을 기록

하는 백서가 발간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재해 피해의 정량화를 위한 직접적인 시도

는 사례가 드물다고 볼 수 있다.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재해 발생 시 시설의 파손 등에 

따라 정상적운영이 어려워 지거나, 오염된 하수의 공공

수계 유출 등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방재 대책의 마련 등을 통한 체계적 재해 대응을 위한 

제도의 마련이 함께 수행되어야 하며(Kim and Kim, 
2001; Lee et al., 2018), 이를 위해서는 재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인 지표의 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반복되는 태풍과 

집중호우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관심이 커지고 있는 

지진의 3가지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재해가 하수처리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연구에는 통계청, 지자체 등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통계적 데이터 분석 기법인 PCA와 계

층화 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하

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재료 및 실험방법

2.1 모형구축 자료

자연재해가 하수처리장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을 위

indices of the three natural disasters (i.e., TI for typhoon, RI for heavy rain, and EI for earthquake). The three disaster

indices of each natural disaster were determined from four components, such as possibility of occurrence and expected 

damages. The relative weights of the four components to calculate the disaster indices (TI, RI and EI) for each of the three

natural disasters were also determined from AHP. PCA was used to determine the relative weights of the input variables 

to calculate the four components. The relative weights of TI, RI and EI to calculate total DI were determined as 0.547, 

0.306, and 0.147 respectively. 

Key words: Disaster index,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model, Natural disaster, Wastewater treatment systems

주제어: 재해 지수, 재해 관리, 재해 모형, 자연재해, 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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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하수처리장의 시설 및 운영현황과 지자체 재정 현

황 등에 대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하수처리장 

운영관련 자료는 하수도 통계연감(MOE, 2018)을 활용

하였으며, 전체 하수처리장중 시설용량 10,000 m3/일 

이상인 199개소의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

석하였다. 태풍 및 호우 발생 현황은 2015에서 2019년
간 기상청의 태풍 및 호우주의보 발효 현황(KMA, 
2020)을 지역별 설계 풍속은(MOLIT, 2016)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재정 

현황은 행정안전부 지자체 재정현황(MOI, 2019) 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지진발생에 따른 영향의 

분석을 위해 Cao et al. (2020)이 개발한 지진가속도 분

석모형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진

가속도값을 산정하였다.

2.2 재해 지수 모형

2.2.1 재해 지수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정을 고려해 3가지 자연재해

인 태풍, 호우, 지진의 각각의 재해가 하수처리장에 

미치는 재해를 정량화하는 재해지수(TI: disaster index 
for typhoon, RI: disaster index for heavy rain 및 EI: 
disaster index for earthquake)를 산정하고 각 재해지수

에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정한 총괄재해지수(DI: total 
disaster index)를 산정하였다(Eq. 1-4).

DI = aTI + bRI + cEI                           (1)

TI = atPt + btDt + ctEt + dtRt                     (2)

RI = arPr + brDr + crEr + drRr                    (3)

EI = aePe + beDe + ceEe + deRe                  (4)

where
DI: total disaster index;
TI: disaster index for typhoon;
RI: disaster index for heavy rain;
EI: disaster index for earthquake;
a, b, and c: weight of each natural disaster index; and 

at, bt, ct, dt, ar, br, cr, dr, ae, be, ce, and de: weight of 
each component.

2.2.2 지해 지수의 구성 요소

태풍, 호우 및 지진의 각 자연재해가 하수처리시설

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 하기 위해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4가지 요소(component)를 선정하였다.
1) 발생가능성(P): 태풍, 호우 및 지진의 발생빈도 

등을 고려한 지역의 특성

2) 위험도(D): 하수처리시설의 규모, 관로 밀도 등

을 고려해 재해 발생이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요소

3) 시급성(E): 실제 하수처리량 등을 고려해 복구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나타내는 요소

4) 대응 및 복구 능력(R): 근무인력, 지자체 재정 등

을 고려시 재해 발생에 대응하고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요소로 값이 클수록 

재해 지수가 감소

위 4가지 요소의 산정을 위해서, 2.1에서 설명한 공

공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확보가 가능한 공공데이터 

중 재해 발생 가능성, 재해 발생이 하수처리시설에 미

치는 영향, 복구의 시급성 그리고 재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능력과 관련 있는 15가지 항목을 아래와 같

이 선정하여 모형 구축에 이용하였다.
∙ BOD_LOAD: 유입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부하량(kg BOD/일)
∙ HUMAN_AREA: 관리구역 면적당 근무자수(인

/km2)
∙ HUMAN_TOTAL: 하수처리장 총 근무인원(인)
∙ KWH: 하수처리장 연간 총전력사용량(kWh/년)
∙ LINE_DENSE: 관리구역 면적당 하수관로 밀도

(km/km2)
∙ MONEY: 지자체 재정자립도(%)
∙ PGA_1000: 재현주기 1000년 지진가속도(%)
∙ Q: 설계시설용량(m3/일)
∙ Q_CT: 총 연계처리량(m3/일)
∙ Q_IN: 일일 유입하수량(m3/일)
∙ Q_OUT: 일일 방류량(m3/일)
∙ RAIN: 호우주의보이상 발효 횟수(회/km2)
∙ SWIND: 강풍주의보이상 발효 횟수(회/km2)
∙ TYPHOON: 태풍주의보이상 발효 횟수(회/km2)
∙ WIND_ST: 지역별 기본풍속(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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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모형구축을 위한 통계분석

2.3.1 주성분 분석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요소를 활용하여 3가지 자연

재해가 하수처리공정에 미치는 재해 영향을 정량화하

는 재해별 재해 지수를 산정하였다. 4가지 요소의 값

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취득된 15개의 입력변

수를 선정하고, 통계적 데이터 분석 방법인 주성분분

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여 각 

입력변수 간 상대적 가중치를 산정하여 결정하였다. 
PCA분석은 입력변수의 차원을 축소하여 고유벡터

(eigenvector)를 구하여 입력변수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는 통계적 자료분석 기법으로 물환경분야 및 

재해관련 지수 산정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Park et 
al., 2019; Tripathi and Singal, 2019). 본 연구에서는 

PCA 분석을 위해 입력변수를 평균 0, 표준편차 1로 

표준화하여 적용하였다.

2.3.2 계층화 분석

태풍, 호우 및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하수처리장

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 재

해가 총괄적 재해에 미치는 가중치의 산정이 필요하

다. 특히, 지진의 경우 실제 발생 사례 등이 제한적이

며, 데이터 기반의 통계분석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의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수

처리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계층화 

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수행하여 각 

재해가 총괄적인 재해에 미치는 영향 및 4가지 요소

가 각 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였다. AHP는 Saaty (1980)에 의해 개발되었으

며, 의사결정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를 계층화 하여 분

석하고, 각 계층 항목간 상대 비교를 수행하여 계층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해 내는 방법으로 집단의사결정 

및 재해관련 위험성 평가 등에 국내외에서 최근까지

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Pauer et al., 2016; Yoon and 
Choi, 2019).

AHP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계층화 대상의 쌍대비교치(pair wise comparison scale)
를 비교하여 쌍대비교행렬을(Fig. 1) 산정하고, 이를 

통해 평가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factor weighting 
score)를 결정한다. 쌍대비교행렬 P의 원소 aij는 비교

Fig. 1. Pair wise comparison matrix for AHP.

대상간의 상대적 가중치(weight)를 나타내며, P의 최

대 고유치(eigenvalue)에 대한 고유벡터(eigenvector)를 

산정 후 표준화하여 계층내 요소 간 상대적 가중치

(weight)를 산정하게 된다.
AHP는 분석결과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관성지

수(CI: consistency index) 및 일관성비율(CR: consistency 
ratio)를 산정하며, CR이 0.2이하인 경우 일관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한다 (Saaty, 1983; Saaty, 1990). 본 연구에서

는 AHP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인력

을 대상으로 수행한 총 53개의 설문 답변 결과 중 일관

성 비율(CR: consistency ratio)이 0.2이하인 결과만을 분

석에 사용하였다. 
CR은 CI를 무작위 일관성지수(R: random consistency 

index)로 나눈 값으로 결정된다. R은 쌍대행렬의 크기

를 결정하게 되는 입력 변수의 수(n)에 따라 달라지며, 
n이 3인 경우 0.58, n이 4인 경우 0.90의 값을 가진다. 
CI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q. 5).

  

max  
                                (5)

where
max : principal eigenvalue in the pairwise comparison 

matrix,
n: number of input variables.

3. 결과 및 고찰

3.1 입력변수

본 연구의 지수산정에 사용된 199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15개 입력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최대, 최소

값을 Table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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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PCA 및 AHP분석결과

태풍, 호우 및 지진 3가지 자연재해가 하수처리장

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는 재해 지수의 산정을 위

해 수행한 PCA 및 AHP 분석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

였다. AHP 분석결과 태풍, 호우 및 지진이 하수처리

장의 재해에 미치는 상대적 가중치는 각각 0.547, 
0.306 및 0.147로 3가지 자연재해중 태풍의 영향이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의 경우 발생시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국내에서 지진의 발생에 따

른 피해발생사례가 제한적이어서 상대적 가중치는 실

제 발생빈도가 높은 태풍 및 호우에 비해 낮게 분석

된 것으로 판단된다. 
PCA를 통해 산정된 각 재해에 대한 4가지 요소의 

상대적 가중치는, 태풍 및 호우의 경우 대상지역에서 

태풍이 발생한 빈도 등의 특성을 대표하는 발생가능

성(P)의 가중치가 각각 0.327 및 0.358로 다른 요소에 

비해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 반면 지진의 경우 실

제 재해의 발생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험도(D)의 

가중치가 0.345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진의 

경우 실제로 발생하고 하수처리장에 영향을 준 사례

가 제한적이나, 발생시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

되는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재해지수 산정

PCA 및 AHP 분석을 통해 3가지 자연재해가 하수

처리장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정량화하는 재해 지수를 

산정하기 위한 모형을 다음과 같이 구축하였다(Eq. 
7-10). 모형을 통해 산정된 총괄재해지수의 분포는 

Fig. 2와 같다. 

DI = 0.547TI + 0.306RI + 0.147EI               (7)

TI = 0.327Pt + 0.276Dt + 0.188Et – 0.209Rt        (8)

where
Pt = 0.198Pt1 + 0.399Pt2 + 0.403Pt3,
Dt = 0.407Dt1 + 0.122Dt2 + 0.409Dt3 + 0.062Dt4,
Et = 0.335Et1 + 0.334Et2 + 0.331Et3,
Rt = 0.488Rt1 + 0.024Rt2 + 0.488Rt3.

RI = 0.358Pr + 0.251Dr + 0.188Er – 0.203Rr       (9)

where
Pr = 0.500Pr1 + 0.500Pr2,
Dr = 0.407Dr1 + 0.122Dr2 + 0.409Dr3 + 0.062Dr4,
Er = 0.335Er1 + 0.334Er2 + 0.331Er3,
Rr = 0.488Rr1 + 0.024Rr2 + 0.488Rr3.

Table 1. Characteristics of input variables

Variables average Standard deviation Max Min

BOD_LOAD 14802.046 28238.178 214094.800 229.600

HUMAN_AREA 2.098 4.039 47.297 0.000

HUMAN_TOTAL 24.372 21.041 157.000 0.000

KWH 12497743.579 20544735.131 178816430.000 416565.000

LINE_DENSE 27.757 50.607 711.645 0.409

MONEY 33.469 16.527 78.450 6.460

PGA_1000 11.971 1.567 14.000 5.275

Q 117805.779 225312.570 1630000.000 10000.000

Q_CT 1295.368 7082.193 79846.000 0.000

Q_IN 92627.569 189953.401 1584713.300 2958.800

Q_OUT 88395.402 187452.099 1584713.300 2559.200

RAIN 0.103 0.140 0.900 0.011

SWIND 0.095 0.196 1.433 0.002

TYPHOON 0.017 0.028 0.213 0.001

WIND 28.894 4.643 44.000 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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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CA and AHP analysis for weight of disaster index

AHP analysis PCA analysis
Disaster Weight Component Weight Input Variable(symbol) Weight

Typhoon 0.547

Pt 0.327

WIND_R(Pt1) 0.198
TYPHOON(Pt2) 0.399
SWIND(Pt3) 0.403
Sum 1.000

Dt 0.276

Q(Dt1) 0.407
Q_CT(Dt2) 0.122
KWH(Dt3) 0.409
LINE_DENSE(Dt4) 0.062
Sum 1.000

Et 0.188

Q_IN(Et1) 0.335
Q_OUT(Et2) 0.334
BOD_LOAD(Et3) 0.331
Sum 1.000

Rt 0.209
HUMAN_TOTAL(Rt1) 0.488
HUMAN_AREA(Rt2) 0.024
MONEY(Rt3) 0.488

Sum 1.000 Sum 1.000

Heavy   rain 0.306

Pr 0.358
WIND_R(Pr1) 0.500
RAIN(Pr2) 0.500
Sum 1.000

Dr 0.251

Q(Dr1) 0.407
Q_CT(Dr2) 0.122
KWH(Dr3) 0.409
LINE_DENSE(Dr4) 0.062
Sum 1.000

Er 0.188

Q_IN(Er1) 0.335
Q_OUT(Er2) 0.334
BOD_LOAD(Er3) 0.331
Sum 1.000

Rr 0.203
HUMAN_TOTAL(Rr1) 0.488
HUMAN_AREA(Rr2) 0.024
MONEY(Rr3) 0.488

Sum 1.000 Sum 1.000

Earthquake 0.147

Pe 0.272 PGA_1000(Pe1) 1.000

De 0.345

Q(De1) 0.407
Q_CT(De2) 0.122
KWH(De3) 0.409
LINE_DENSE(De4) 0.062
Sum 1.000

Ee 0.181

Q_IN(Ee1) 0.335
Q_OUT(Ee2) 0.334
BOD_LOAD(Ee3) 0.331
Sum 1.000

Re 0.202
HUMAN_TOTAL(Re1) 0.488
HUMAN_AREA(Re2) 0.024
MONEY(Re3) 0.488

Sum 1.000 Sum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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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istogram of DI.

EI = 0.272Pe + 0.345De + 0.181Ee – 0.202Re (10)

where
Pe = Pe1,
De = 0.407De1 + 0.122De2 + 0.409De3 + 0.062De4,
Ee = 0.335Ee1 + 0.334Ee2 + 0.331Ee3,
Re = 0.488Re1 + 0.024Re2 + 0.488Re3.

3.4 재해영향의 등급화 

본 연구에서는 재해 영향의 등급의 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산정된 DI의 통계적 군집화를 수행하였다. 
군집화에는 머신러닝(ML, machine learning) 비지도 학

습(unsupervised learning) 방법을 이용한 군집화 모형 

중 하나인 K-평균 군집화(K-Mean Clustering) 알고리

즘을 사용하였다. K-평균 군집화는 m개의 자료를 가

진 데이터 집합 X(x1,…,xm)을 k개의 군집(R1,…,Rk)으
로 분류하며, 각 군집의 평균을 μj라할 때 각군집에 

속하는 데이터xi와 해당 군집의 평균 μj간유클리디언

(euclidean) 거리를 최소화하도록 군집을 구성하게 된

다 (Ayub et al., 2016; Song, 2017).


  




∈

∥  ∥ (6)

K-평균 군집화 모형의 구축은 python 기반의 ML 
library인 Scikit-learn을 이용하였다 (Pedregosa et al., 
2011). 최적 군집수는 군집수 k를 순차적으로 늘려가

며, 각 k에 대한 오차제곱합(SSE: sum of squared error)
을 계산하여 SSE의 변화율이 적어지는 k를 최적의 군

집수로 결정하는 elbow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Park, 
2018; Zhang et al., 2018). 

본 연구에서 산정된 199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재해 

지수에 대한 최적 군집수의 분석결과는 Fig. 2와 같다. 
Elbow 알고리즘에서는 군집수 k를 증가시킴에 따른 

SSE의 변화율이 크지 않은 k를 최적의 군집수로 결정

하게 되며,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집수가 6개 

이상일 경우 SSE의 변화가 크지 않아, 본 연구에서 산

정된 DI의 최적 군집수는 6개 내외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 

3.5 재해피해 정량화 및 재해관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태풍, 호우 및 지진과 같은 자

연재해에 의한 공공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는 예상되는 피해 정도를 고려한 국가 차원의 사전 

점검, 대응 인력의 확보 및 이를 위한 예산의 분배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자연 재해가 하

수처리시설에 미치는 피해 사례는 재해연보, 수해백

서 등의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각 시설

에 대한 재해 영향의 정량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제한적인 실정이다. 
Park et al. (2019)은 통계적 자료에 기반하여 고속철

도 역사에 대한 재해위험지수를 산정하고, 이를 이용

하여 전국 고속철도 역사를 위험도에 따라 5개 등급

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

적 분석방법인 PCA 및 AHP를 이용하여 분석 대상 

시설에 대한 재해위험의 상대적 영향도를 분석하여 

각 시설의 DI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DI는 전국에 분

포한 각 하수처리시설의 재해 영향 등급의 결정, 재
해관리를 위한 대응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예산 분배 

등 보다 체계적인 재해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Elbow analysis result for determine optimal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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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하수도 통계, 기상자료 및 지자체 재

정 현황 등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 하수처리시

설에 대한 자연재해의 영향을 정량화하는 DI를 산정

하였다. 총괄 DI는 태풍, 호우, 지진 3가지 자연재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를 통계적 자료 분

석방법인 AHP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총괄 DI에 대

한 태풍, 호우, 지진의 상대적 가중치는 각각 0.547, 
0.306, 0.147로 산정되어 자연재해중 태풍의 영향이 가

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PCA 및 AHP를 통해 발생 가능성(P), 위험도

(D), 시급성(E), 대응 및 복구 능력(R)의 4가지 요소를 

계산하여 각 재해에 대한 재해지수를 산정하였다. 매
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태풍 및 호우의 경우 발생한 

빈도 등의 특성을 대표하는 발생가능성(P)의 가중치

가 중요한 영향을 주는 반면, 실질적인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진의 경우 재해발생시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위험도(D)의 가중치가 가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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