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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crease of impervious surface and development along the river due to urbanization not only cause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associated flood risk factors but also exacerbates flood damage, leading to difficulties in flood management. Flood control measures 

should be prioritized based on various geographical information in urban areas. In this study, a probabilistic flood hazard assessment 

was applied to flood-prone areas near an urban river. Flood hazard maps were alternatively considered and used to describe the expected 

inundation areas for a given set of predictors such as elevation, slope, runoff curve number, and distance to river. This study proposes 

a Bayesian logistic regression-based flood risk model that aims to provide a probabilistic risk metric such as population-at-risk (PAR). 

Finally,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demonstrates the probabilistic flood hazard maps for the entir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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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Logistic 회귀분석을 통한 침수지역의 확률적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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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층 증가와 하천 주변 개발은 홍수 시 위험에 노출되는 재해요인의 증가뿐 아니라 피해의 파급을 발생시켜 홍수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을 낳는다. 홍수 방재대책을 위해서는 도시지역에 분포하는 다양한 지표면 공간특성을 반영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파악이 우선

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하천의 홍수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확률적 홍수위험 평가가 수행되었다. 홍수와 관련된 지형적 영향요인인 고

도, 경사, 유출곡선지수, 하천까지 거리를 예측변수로 하여 하천 주변 침수 예상지역을 설명하기 위해 모형의 학습데이터로 100년 빈도 홍수위험

지도가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 지역은 격자로 변환하여 Bayesian Logistic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각 격자별로 홍수영향요인이 침수 여부를 설명하

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최종적으로 모형을 통해 대상 지역 전체에 대하여 침수위험도를 확률적으로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로지스틱 회귀분석 베이지안 추론, 지형정보, 통계적 기법, 홍수위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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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시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기후변화와 하천 인근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홍수와 침수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포장 면적 증가로 자연적인 물순환 왜곡으로 빗물의 

토양 침투량 감소와 지표면 유출량 증가가 도시홍수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Pouraghniaei, 2002; White and 

Greer, 2006).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 대

비를 위한 장기적 계획이 고려되어야 하며 각별한 주의가 요

구된다. 우리나라의 홍수방어대책은 댐, 제방 같은 홍수방어

시설을 구축하는 구조물적 대책과 홍수 예·경보, 재해정보지

도 등 비구조물적 대책이 있다. 구조물적 방재대책은 사업 추

진에 많은 시간과 비용으로 인한 한계가 있으므로 적절한 구

조물적 방재대책을 위해서는 먼저 비구조물적 방재대책을 통

한 사전계획 및 모의가 필요하다(Lee et al., 2014). 이러한 측

면에서 도시지역의 다양한 지표면 공간특성을 고려한 침수 

발생 가능 지역 예측의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Song 

et al., 2014).

현재 국내·외에서는 도시지역의 침수문제를 개선하기 위

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홍수위험 연구에는 여러 

수문모형이 사용되고 있다. 즉, 물리적 모형(physical model), 

개념적 모형(conceptual model), 자료 기반 모형(data-driven 

model) 등이 있다(Devia et al., 2015). 자료 기반 모형 중 통계

적 모형(statistical model)은 종속변수와 이를 설명하는 독립

변수의 회귀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으로 가중치를 구하여 그 영

향을 파악하고 입력과 출력의 함수적 관계의 도출이 가능하다

(Lee et al., 2012). 다중통계분석 중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LR) 방법은 홍수 발생과 여러 

개의 지형적 홍수영향요인 간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설명하여

(Giovannettone et al., 2018; Park et al., 2017; Pradhan and 

Lee, 2010; Tehrany et al., 2014) 기존의 결정론적으로 표현되

었던 홍수위험지도를 확률적 값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GIS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고도, 경사 유출곡선지수, 하천까지 거리 등의 홍

수영향요인과 100년 빈도 홍수위험지도의 공간정보를 GIS 

정보로부터 구축하여 공간해상도 150 m×150 m의 Vector 

Grid로 변환하였다. 공간정보는 각 Vector Grid 필드 내에 수

치화되어 저장되며 이를 행렬자료 형태로 추출하여 공학적 

수치해석 및 프로그래밍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인 Matlab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계산 과정을 구현하였다. 먼저, Logistic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여러 지형적 홍수영향요인(독립변수, 

X)과 100년 빈도 홍수위험지도(종속변수, Y)의 관계를 설명

하는 회귀식을 구하여 모든 격자에 대해 침수확률을 구하였

다. 추정 결과는 다시 GIS 프로그램을 통해 지도에 표출하여 

100년 빈도 강우에 대한 확률론적 침수지도를 제시하였다.

하천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침수 예상지역 내

에서도 어느 지역의 홍수위험이 더 큰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험도 개념을 통해 상대적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수리·수문모

형(수치모형)을 통해 제작된 홍수위험지도에 홍수와 관련된 

지형학적 요소를 고려하여 통계적 기법을 개발하였으며, 제

내지 일부지역으로 국한되어 작성된 빈도별 홍수위험지도를 

활용하여 주변지역까지 확률적인 홍수위험지도로 확장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하였다. 이처럼 홍수위험이 확률

로 표현이 되면 추후 취약성 분석을 통해 산정된 피해액과 홍

수위험확률을 곱하여 위험도를 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보완, 

방재대책 필요 여부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논문의 목적 및 

기존 연구사례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2장에서는 대상자료에 

대해서 요약하여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론

에 대해서 수록하였다. 3장에서는 해석결과 및 토의를 제시하

였으며, 마지막으로 4장에서 연구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2. 자료 및 방법론

2.1 대상자료

본 연구에서 통계적 모형으로 침수지역을 모의하기 위해

서는 침수실적 자료가 필요하지만, 실제 100년 빈도 이상의 

큰 강우에 의한 대규모 침수 발생 실적이 부족하여 100년 빈도 

홍수위험지도를 침수실적자료로 가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

다. 따라서 연구를 위한 대상 지역으로는 홍수위험지도가 존

재하는 국가하천 중 ○○천을 선정하였다. ○○천 유역내 토

지이용은 1980년대 이후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불투

수층이 50% 이상을 차지하며(Rehabilitation of the Hydrologic 

Cycle in the Anyancheon Watershed Research Center, 2007) 

이러한 도시화는 궁극적으로 홍수에 취약하게 만들어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홍수에 취약하다고 판단되

는 ○○천 하류의 홍수 위험지역을 포함하기 위한 9 km×9 km 

범위를 선정하고 침수여부 및 지형적 홍수영향요인 값들이 

격자 형태로 공간적으로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적절 해상도의 

격자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 홍수 위험지역이라 함은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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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홍수위험지도에서 침수지역으로 지정된 범위를 의미한

다. 국가홍수위험지도는 100년 빈도 강우에 대하여 제방 월

류, 파제에 의한 외수범람을 가정으로 홍수범람해석을 통해 

제작되었다(Choi et al., 2014; MOIS, 2017; MOLIT, 2008; 

MOLIT et al., 2008). Logistic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 Y값은 

이항 범주형(binary categorical) 자료이어야 하며 침수 발생 여

부를 입력하기 위하여 3600개 격자에서 침수가 발생한 격자

는 1, 침수가 발생하지 않은 격자는 0으로 변환하여 모형에 입

력되도록 하였다(Fig. 1).

침수지역을 설명하기 위한 홍수영향요인으로는 지형적, 

수문학적 영향을 고려하여 고도(elevation), 경사(slope), 유출

곡선지수(curve number, CN), 하천까지 거리(distance to river)

로 결정하였다. 이 자료들은 수치표고모형(digital elevation 

model, DEM), 토지피복도, 정밀토양도, 하천망도 자료들을 

지리정보시스템(GI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여 구하

였다. 지형의 표고 값이 수치로 저장된 격자방식 DEM으로부

터 고도와 경사 vector 격자를 구축하였다. 강우시에 빗물이 

지하로 침투되지 않고 유출되는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표면 유

출 특성은 NCRS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에서 개발된 유출곡선지수를 활용하였다. 유출곡선지수를 산

정하기 위해 중분류 토지피복도와 세부정밀토양도를 이용하

였다. 토지피복도, 토양도의 토지피복유형과 토양유형을 수

문학적 토양군으로 재분류 후 이를 지정한 지역의 boundary 

격자를 중첩시켜 각 면적마다 토지피복과 토양유형을 indexing

하고 각 격자 면적마다 평균 유출곡선지수를 구하였다. 선행

토양함수조건(AMC)은 홍수 시 충분히 많은 강우 후에 토양

Fig. 1. 100-year flood hazard map of ○○ stream

Fig. 2. Geographical flood risk factors : elevation, slope, runoff curve number, and distance to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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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화되어 침투율이 작고 유출률이 큰 상태를 가정하여 

AMC-Ⅲ조건을 적용하였다. 외수 범람에 의한 침수는 하천

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의한 영향이 크므로 이를 구하기 위

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하천망도를 이용하였다. 각 격자

마다 가장 가까운 하천 수계까지의 최단 거리를 산정하였다. 

홍수위험지도와 지형적 홍수영향요인들은 Logistic 회귀

모형에 입력되기 위하여 Fig. 2와 같이 9 km×9 km 범위의 연

구 대상 지역에 대해 3600개의 150 m×150 m 격자로 변환되었

다. 이렇게 산정된 각 홍수영향요인은 값의 범위의 차이가 서

로 크기 때문에 Logistic 회귀모형에 침수 예상지역을 모델링 

할 독립변수로 입력되려면 값의 범위를 정규화하는 것이 매개

변수 도출 면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각 홍수영향요

인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2.2 Bayesian logistic 회귀분석

다중선형회귀 분석은 종속변수 Y와 여러 독립변수 X간의 

관계를 선형으로 가정하고 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회귀

계수를 자료로부터 추정하는 모형이다. 이 회귀계수들은 모델

의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 즉 오차 제곱의 합(error sum of 

squares)을 최소로 하는 값들이다. 일반적인 선형회귀에서는 

종속변수 Y값은 연속형(continuous)이며 그 자체로 의미를 지

니는 변수이지만 Y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일 때는 이 선형

회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Logistic 회귀분석이 제안

되었다. Logistic 회귀분석에서는 －∞ ~ +∞의 범위를 갖는 

연속형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의 관계를 0과 1 사이의 확률

로 제시하며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Logistic 회귀분석은 홍수영향요

인과 빈도별 홍수위험지도로부터 관심 지역 전체에 대해 침수

위험도를 확률로 제시하는 공식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Logistic 회귀분석에서 확률 는 독립변수 X에 의존하며 

종속변수 Y는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는 베르누이 확률변수

(Bernoulli random variable)라고 가정한다. 베르누이 확률

변수는 베르누이 시행(Bernoulli trial)의 결과에 따라 0(실패) 

또는 1(성공)의 두 가지 결과만을 가지는 이산형 확률변수를 

말한다. 

     (1)

베르누이 시행에서 1이 나올 확률(  )과 0이 나올 

확률(  )의 비를 Odds 함수라고 하며 이를 로그

변환 하면 Eq. (2)의 좌변과 같은 Logit 함수가 된다. Eq. (2)의 

우변은 설명변수가 n개인 다중선형회귀의 일반식과 같다.

ln
     (2)

위 식은 홍수위험지도의 침수 여부를 홍수영향요인을 사

용하여 설명하기 위한 회귀모형이다. 격자로 변환된 홍수위

험지도 상의 모든 셀은 침수 여부에 따라 0(침수되지 않음)과 

1(침수)로 변환된 후 종속변수 Y로 입력된다. 동일 위치에 해

당하는 여러 홍수영향요인의 값들은 독립변수 X에 입력되어 

회귀식의 회귀계수인     을 추정하며 이 회귀계

수는 독립변수들(홍수영향요인)이 홍수 발생에 미치는 영향

의 정도를 나타내는 가중치가 된다. 

모든 홍수영향요인 X에 대해 매개변수가 결정되면 Eq. (2)

의 역함수인 Logistic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는 0과 1 사이 

값을 가지는 확률로 계산된다. 

 


 






  


 (3)

Logistic 회귀분석에서 각 계수()들은 불확실성을 가지

는 확률분포로 추정하기 위해 베이지안 추론을 이용하였다. 

베이지안 추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료의 우도함수와 각 

매개변수의 사전분포를 가정하고 베이즈 정리를 이용하여 매

개변수의 사후분포를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도함수

는 성공확률이 주어질 때, 번째 대상의 우도가 이항분포를 

따름을 의미하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4)

 는 독립변수 벡터 를 가진 번째 대상의 확률을, 

  or 는 번째 대상의 사건 유무를 의미한다. 독립변수

들이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하면 n개 자료의 우도함수는 다음

과 같다.

 
  

 



  ⋯

 


×   ⋯

 






 (5)

매개변수의 사전분포는 경우에 따라 매개변수의 가능값에 

대해 알면 정보적(informative) 사전분포, 매개변수의 범위를 

가늠할 수 없거나 자료 자체에서 추론하는 특성을 보고 싶으

면 무정보적(non-informative) 사전분포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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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3600개의 자료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개수의 매개변수를 추정한다는 측면에서 자료의 우도가 주도

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정보적 사전분포로 가정하였다.

∼  
  (6)

무정보적 조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는 0이고, 은 

충분히 큰 범위를 갖기 위해 10이나 100이 선정되므로 본 연구

에서는     을 택하였다. 사후분포는 모든 매개변수

에 대한 사전분포와 전체 우도함수의 곱을 통해 유도된다.

 
 






  
 




×

  

 


 ⋯

 


 ⋯

 





 (7)

위 식의 앞부분은 매개변수에 대한 사전분포로 정규분포 

확률밀도함수이다. 위 식에서 모든 매개변수에 대해 복잡한 

다중 적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베이지

안 분석 방법인 깁스 표본법(Gibbs sampling)으로 각 매개변

수의 사후분포를 추정하였다.

3. 결  과

3.1 확률적 Inundation Mapping 및 평가

먼저 100년 빈도 홍수위험지도에 대하여 Logistic 회귀분

석을 수행하였다. 아래 Logistic 회귀모형에 입력된 변수들은 

모두 3600개 격자에서 열 vector로 변환되었으며, 모형을 학

습시키기 위해 종속변수 Y에는 100년 빈도 홍수위험지도, 독

립변수 X1 
…

 X4에는 고도, 경사, 유출곡선지수, 하천까지 거리

의 변수들이 입력되었다.

ln
    






 (8)

위 모형을 통해 추정된 회귀계수는 다음과 같으며 는 

절편(intercept)이고 나머지 계수들은 홍수영향요인이 침수

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각 홍수영향요인이나 침수에 미

치는 영향은 


 > 


 > 


 > 


 의 순서로 나타났다. 

회귀계수 를 추정하는 과정에서는 Bayesian Logistic 회귀

분석을 적용하였다. 베이지안 추론 깁스 표본법으로 추정된 

매개변수는 확률분포로 주어지며 불확실성을 내포한다(Fig. 

3). 추정된 회귀계수의 통계치는 Table 1과 같다.

도출된 회귀계수 
…

와 지역의 지형적 특성인 독립변

수 X1 
…

 X4를 다음 식에 입력하여 역으로 계산하면 는 홍수위

험지도 전체 면적에 대해 각 격자에서 홍수가 발생할 확률이 

된다. 모든 격자에 대하여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확률적 침수

지도가 만들어진다. 

 


 






    



 (9)

Fig. 3.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and random samples of regression

coefficients

Table 1. Statistics of the logistic regression coefficients of the pro-

babilistic inundation map

Regression Coefficient Mean Standard Deviation

0 -1.1001 0.0468

ELEV -0.9670 0.0805

SLOP -0.3665 0.0706

CN -0.1142 0.0491

DIST -0.2974 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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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에는 Logistic 회귀모형을 통한 100년 빈도 확률적 침

수지도를 도시하였다. 홍수위험지도와 비교하였을 때 침수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이 상대적으로 침수확률이 크게 추정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실제 홍수위험지도 침

수지역 형태와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우측하단 지역 격자들에서 붉은 선으로 표시된 홍수위험

지도 내 지역에 상응하는 침수확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

는데, 이는 홍수영향요인과 침수여부의 관계로서 추정된 회

귀계수와 해당 지역 고유의 지형적 특성이 반응한 결과이다. 

특히, 침수에 크게 반응하는 고도 및 하천까지 거리 변수들이 

해당 지역에서 홍수위험지도 내 침수확률이 높은 지역의 변수

들과 유사한 값을 보였다. 즉, 이 지역은 홍수위험지도가 구축

되어있지 않지만 지형적 요인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침수위험

을 갖는 지역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침수확률은 Bayesian 추론으로 추정된 회귀계수의 불확실

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격자 내에서 불확실

성을 표현하는 확률분포 형태의 값을 가진다. Fig. 4는 추정된 

침수확률의 50% 분위(quantile) 값이며, Fig. 5는 침수확률 

지도의 5%와 95% 분위 값으로 불확실성 구간을 나타내며 오

차 발생 가능성 구간이다. 불확실성 범위는 전 지역에 걸쳐 

평균값에 거의 근접해있으므로 이는 모형의 불확실성이 적

어 신뢰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2 최적 모형의 선정

최적 모형은 설명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과 설명변

수의 경제성이라는 모형에 대한 penalty의 역할을 하는 두 개

념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Spiegelhalter 

et al. (2002)는 DIC (deviance information criterion)를 제시

하였다. DIC는 계층적 모형에 대한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기준을 일

반화한 형태이다. 특히, 모형의 사후분포가 MCMC (Markov 

chain Monte Carlo)방법을 통해 얻어지는 Bayesian 모형에

서 적합한 모형을 선택함에 있어 특히 유용하게 사용된다. 

DIC는 편차(deviance)  log의 평균값 와 

Fig. 4. 100-year inundation probability map

Fig. 5. Inundation probability distributions for quantile of 0.05 and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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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설명변수의 개수를 의미하는  
 를 결합한 

것이다. 

 

  (10)

DIC는 AIC와 BIC처럼 작은 값을 가질수록 더 적절한 모형

을 의미하는데, 적절한 모수의 개수를 의미하는 

가 커지면 

모형의 적합도를 의미하는 는 작아진다. 따라서 매개변수의 

증가에 따른 우도의 개선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DIC의 장점은 MCMC 방법으로 생성된 표본으로부터 쉽게 

계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홍수영

향요인의 모든 조합의 경우의 수에 대해 최적을 모형을 선정

하기 위해 DIC 값을 검토하였고 그중 최소 DIC 값을 가지는 

모형을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Table 2의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에서 ELEV와 SLOP의 상

관계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며 두 변수

를 모두 입력하는 것이 모형의 적합도를 더 향상시키는 것으

로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에서 상관성이 크거나 거

의 같은 자료들을 독립변수로 고려하면 공분산성으로 인해 

모형의 적합도가 향상되지 않는다. 독립변수의 조합에 따른 

모형의 회귀계수 변화는 Table 3에 기입하였으며 각 모형의 

DIC 값을 구하여 Table 4에서 비교하였다. 최종적으로 독립

변수 4개를 모두 입력하였을 때 DIC 값이 상당한 크기로 감소

한 것으로 보아 각각의 독립변수(홍수영향요인)들 자체에서 

종속변수(침수여부)에 대한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4개 독립변수를 모두 사용한 모형

을 채택하였다.

3.3 Population at Risk 산정

위험도는 침수 발생확률에 거주인구를 곱한 값인 위험노

출인구(population at risk, PAR)로 정의될 수 있다. 이를 위하

여 Fig. 6과 같이 건물종별 연면적별 주택 거주인구를 파악하

기 위해 침수확률지도와 같이 3600개 격자별로 구축하였다. 

최종적으로 거주인구 지도와 침수확률지도의 중첩으로, 100

년 빈도 강우 발생 시 외수 범람에 의한 침수위험에 노출된 인

구를 공간적으로 산정하였다(Fig. 7). 이는 강우 발생 시의 격

자별 침수확률과 인구가 곱해진 값으로 다음과 같은 식에 의

해 계산되었다.

Table 4. Comparison of DIC for the combination of independent 

variables

Combinations of 

Independent variables
Dbar Dhat pD DIC

ELEV 3965.6 3963.6 1.986 3967.6 

SLOP 4145.8 4143.8 1.975 4147.8 

CN 4331.4 4329.4 2.024 4333.5 

DIST 4278.1 4276.1 2.034 4280.1 

ELEV SLOP 3939.6 3936.6 2.972 3942.6 

ELEV CN 3966.4 3963.4 3.040 3969.5 

ELEV DIST 3917.5 3914.5 3.094 3920.6 

SLOP CN 4145.0 4141.9 3.073 4148.1 

SLOP DIST 4059.3 4056.3 3.014 4062.3 

CN DIST 4214.9 4211.9 2.990 4217.9 

ELEV SLOP CN 3936.0 3932.1 3.931 3940.0 

ELEV SLOP DIST 3894.3 3890.4 3.917 3898.3 

ELEV CN DIST 3918.0 3913.9 4.031 3922.0 

SLOP CN DIST 4059.9 4055.9 3.919 4063.8 

ELEV SLOP CN DIST 3889.9 3885.0 4.972 3894.9 

Table 2. Correlation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ELEV SLOP CN DIST

ELEV 1 - - -

SLOP  0.6444 1 - -

CN -0.5495 -0.5427 1 -

DIST  0.2377  0.1809 -0.1851 1 

Table 3. Comparison of regression coefficients for the combination 

of independent variables

Number of 

independent 

variables

Beta0 ELEV SLOP CN DIST

1

-1.068 -1.216 - - -

-0.960 - -0.855 - -

-0.853 - - -0.407 -

 -0.8761 - - - -0.526

2

-1.093 -1.024 -0.339 - -

-1.067 -1.228 - -0.018 -

-1.071 -1.103 - - -0.304 

-0.959 - -0.814  0.065 -

-0.983 - -0.756 - -0.398 

-0.893 - -  0.325 -0.459 

3

-1.097 -1.058 -0.383 -0.103 -

-1.097 -0.927 -0.322 - -0.296 

-1.072 -1.122 - -0.033 -0.305 

-0.983 - -0.736  0.031 -0.397 

4 -1.100 -0.967 -0.367 -0.114 -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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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여기에서 은 100년 빈도 강우 발생확률인 1/100이며, 

침수확률 은 Fig. 4의 침수확률, 인구 은 

Fig. 6의 거주인구이다. 결과적으로, 어떤 지역(격자)에서 비

교적 침수확률이 낮더라도 거주인구가 많으면 PAR은 증가

하게 되고, 따라서 위험도가 더 크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침수위험이 공간적으로 확률로서 표현이 되면 인구 및 주요기

반시설 등의 밀집도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공간적으로 위험도 

평가가 가능하다.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결정론적(deterministic) 방법으로 진행되던 홍

수위험도 평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되었으

며, 홍수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요소들을 고려하여 확률론적

(probabilistic) 방법에 근거한 해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

의 수치모형을 활용한 결정론적 해석결과인 홍수위험지도를 

바탕으로 지형정보와 확률·통계학적 방법을 연계한 해석 방

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Logistic 회귀모형은 홍수에 의한 침

수와 홍수영향요인 간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고려되었으며, 

확률정보와 위험지역내 거주인구와 연계된 위험도의 형태의 

홍수위험지도 제시가 가능하였다. 또한, 홍수위험지도와 비

교하였을 때 실제 홍수위험지도 침수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침수확률로 모의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침수확률의 공간적 

분포를 통해 침수 예상지역 내에서도 홍수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피해액, 인명피해, 

복구시간 등과 관련된 피해양상을 위험도 관점에서 제시함으

로써 피해저감을 위한 투자우선순위 평가 및 홍수위험지구 

간의 실질적인 위험도 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사실 홍수 발생 여부를 나타내는 종속변수 Y의 입력자료에

는 실제 침수흔적도가 필요하다. 다양한 홍수사상으로 인한 

침수지도를 활용하여 분석해야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구

축된 홍수실적 자료는 부족하다. 특히 100년 이상의 홍수사상

에 대한 침수흔적도는 존재하지 않아 이를 활용하기에는 현실

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100년 빈도 홍수위

험지도를 사용하였다. 홍수위험지도는 수치모형을 통해 제

방 월류 또는 파제를 가정한 가상의 침수범위이다. 홍수위험

지도는 여러 가정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모델링과정에서 다

양한 수리수문학적 요소가 고려되었다는 점과 이를 불확실성

이 포함된 확률론적 위험지도로 확장하는 것도 홍수위험도 

관리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활용성도 클 것으로 판단된다. 

Logistic 회귀모형을 통한 침수지역 모의 과정에서 수리수

문학적 요소인 강우, 유량, 유속 등은 모형에서 직접적으로 고

려되지 않았지만, 홍수시나리오와 수치모형을 통해 제작된 

홍수위험지도를 입력자료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 간

접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형자료를 통계적 

근거로 사용했기 때문에 홍수위험지도와 비교했을 때 유사할 

뿐 아니라 홍수위험지도에서는 나타내지 못한 지역의 피해액 

또는 인명피해등과 연계한 홍수위험도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

하였다. 다만, 홍수위험지도에서 지정한 침수범위는 파제로 

인한 외수 범람에 의한 극단적인 침수 상황을 모의한 것으로, 

100년 빈도 강우가 발생했을 때의 제방이 파괴될 확률은 고려

하지 못했다는 한계점과 장기간에 걸친 여러 빈도에 대한 침

수범위 자료확보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홍수위험지도와 지

형정보를 사용하여 모형을 학습시켰기 때문에 빈도별 침수정

Fig. 6. Resident population by building types

Fig. 7. Population at risk (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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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 지형정보만 제공된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홍수위험도 추

정이 가능하지만 침수흔적도의 자료확보가 난해하므로 수리

학적 모형을 통해 내수침수 및 외수범람 등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다양한 조건에서의 신뢰성 있는 침수범위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한 개의 대상지역에 시험적으로 적용

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지역별로 지형적 특성이 모두 다르므

로 향후 다양한 지형적, 환경적 특성을 가진 넓은 구역에 대한 

분석으로 어느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 일반적 모형이 개발된다

면 확률적 홍수위험지도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결정론적 방법에서는 홍수위험지도를 침수심과 침

수면적으로 나타내므로 홍수위험지도에서 지정한 침수면적 

외의 지역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홍수위험지도를 설정한 구역 전체에 대해 

확률적 표현이 가능하였다. 즉, 제공되고 있는 침수 예상지역

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더라도 침수될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음을 지형, 토지이용 등 홍수영향요인이라는 합리적 근거

로서 평가가 가능하였다. 유역에 한정되지 않은 분석이 가능

하고, 자료 구축의 용이성과 방법론의 간편성, 그리고 결과의 

정확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석결과의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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