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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도시녹지의 재해피해 저감효과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전공

김 소 윤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증가하고 도시화로 불투수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재해로 인한 피해와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방재시설 설치 이

외에 저영향개발(LDI), 지속가능배수체계(SuDS) 등의 다양한 방재시스템

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방재시스템은 도시의 자연적인 배수능

력을 높여 재해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인 우수유출문제를 완화시키고자 한

다. 빗물의 침투와 저장 능력이 높은 녹지는 LDI, SuDS에서 제안하는 방

법으로 포함되며, 도시공간에서 방재적 기능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도시녹지의 재해피해 저감효과를 분석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재해피해를 결정하는 요인을 토빗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기후변화 시나리오인 RCP 4.5 와 RCP 8.5 시나리

오에서 강수량과 도시녹지의 변화에 따른 재해피해변화를 예측해 보았

다.  7개 특별‧광역시의 74개 구를 분석단위로 설정하였고, 200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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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도시녹지, 우수관로, 재정자립도, 예산은 재해피해를 저감시

키는 요인이며 연강수량, 시간당 최다 강수량, 최대풍속, 불투수면적은 

재해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도시녹지의 경우, 도

시녹지면적의 비율이 1% 증가할 때 재해피해를 4.03%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 RCP 4.5 시나리오에서 강수량 증가에 따른 재

해피해변화를 분석한 결과, 현재 피해금액 대비 최소 114.62%에서 최대 

949.2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때 도시녹지 면적의 비율이 최대 

10% 증가할 경우, 최대 205억원의 피해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

었다. 또한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피해금액 대비 최소 320.19%에

서 최대 1,097.8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도시녹지 면적의 비율

이 10% 증가함에 따라 최대 208억원의 피해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에 

대비하여 도시지역에서 녹지의 방재적 중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기후변

화에 따른 피해증가와 도시녹지의 재해피해 저감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도출함에 따라 추후 재해저감을 위한 계획 및 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기후변화, 자연재해, 도시녹지, 재해피해액, 토빗모형

학  번 : 2014-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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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해 세계가 집중하고 있다. 이

에 따라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2014년 덴

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 40차 IPCC총회를 통해 제 5차 종합보고서를 

최종 승인 및 채택하였다. 제 5차 종합보고서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

거,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과 기후변화의 적응 및 취약성, 기후변화 완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중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을 기온상

승, 극한 강수 현상, 해수면 상승 등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세 

가지 변화에 따라 많은 지역에서 폭염의 발생빈도와 지속기간이 증가하

고, 극한 강수 현상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며 해양의 온난화와 산

성화와 함께 평균 해수면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의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러한 변화

가 예외는 아니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년간 재해피해의 약 85%가 태풍

과 호우로 인한 피해였음을 미루어볼 때, 극한 강수 현상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피해의 강도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

며, 특정 지역에 집중된 양상을 보인다. 최근의 재해를 살펴보면, 2007년 

태풍 나리 발생으로 2,518 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2009년 집중호우

로 2,988 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2010년과 2011년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피해가 집중되었는데, 6, 7월의 집중호우와 함께 태풍 

곤파스, 무이파의 발생으로 광화문광장이 2년 연속으로 침수되고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여 큰 재산피해가 있었던 해였다. 2012년에는 집중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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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볼라벤, 덴빈, 산바라는 세 가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10,892 

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최근 5년 간 가장 큰 피해액으로 기

록된다. 

  강수와 관련된 재해 피해가 심화되는 것은 자연 및 사회 환경의 변화

와 방재에 취약한 환경의 증가에 기인한다(소방방재청, 2013). 기후변화

로 태풍이나 집중호우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있고, 여름 기간에 강

수가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수재해 피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

다. 또한 고밀도로 개발되고 있는 도시지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높은 인구밀도, 불투수면적의 증가, 저류공간의 부족은 피해를 가중시키

는 역할로 작용하고 있다. 

  재해 발생의 빈도 증가와 위험성 증가에 대비하여 ‘풍수해 종합 계

획’을 각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법적‧제도적 변

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해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그러나 국외의 경우 재해 취약성을 비롯하여 앞으로 발생할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예방적인 차원의 연구가 많이 진행된 반면, 국내의 

연구는 재해 취약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한계가 있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반영하여 재해 취

약성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의 피해증가

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방재계획 및 정책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방재의 방법이 하수관, 유수지 등의 방재시설 설치에서 도시계획을 통

한 방재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 과정에서 상습

침수지역과 같이 재해피해가 큰 곳은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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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지속가능 도시배수체계(SuDS: 

Sustainable Drainage System), 바람길, 물길 등을 적용하여 방재에 대응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 지속가능성과 회복가능성의 개념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비하

는 방안으로 녹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녹지는 투수율이 높고 저

류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불투수면적의 비율이 높은 도시지역에서 

녹지계획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방재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에 따라 본 연구는 도시녹지의 재해피해 저감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는 크게 2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도시재해피해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관련 선행연구들

을 바탕으로 변수들을 구축하여 재해피해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시녹지의 재해피해 저감 효과와 함께 각 변수들이 도시재해피해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구축

된 재해피해모형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피해증가정도를 

분석한다.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강수량이 지역별로 피해를 얼마나 

증가시키는지 살펴본다. 또한 강수량이 증가한 상황에서 도시녹지가 재

해피해를 저감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도시녹지 증가 시나리오에 따

라 재해피해 저감 정도를 도출해 본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방재 방식의 변화와 

녹지가 가지는 방재적 기능을 살펴보고, 재해피해를 분석한 국내‧외의 선

행연구들을 살펴본다. 이어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 모형을 

소개하고, 분석에 사용된 자료를 설명한다. 제 4장에서는 도시재해피해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및 녹지 변화에 따른 피해

변화를 예측해본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며 연

구의 의의를 되짚어보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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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1 절 계획적 차원에서의 방재

  도시는 방재시설을 계획하고 설치하여 재해에 대비해 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재시설은 도시의 기반시설 중 하

나로 분류되어 있으며, 하천, 유수지, 저수지 등이 방재시설에 해당된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함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회복가능성

(resilience)에 대한 개념이 중요해짐에 따라 도시계획을 통한 방재의 필

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근원적인 예방을 통해 도시의 방재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신상영, 2014). 전통적으로 하수관, 유수지, 펌

프장 등과 같은 인위적인 방재시설을 설치해왔으나, 이러한 인위적인 시

설은 설치 및 유지에 비용이 많이 들며 주변의 환경을 훼손시키기 때문

에(Armson et al., 2013) 방재시설에 의존하는 방법은 지속가능한 방재라 

할 수 없다. 또한 기후변화현상 중 이상기후는 강수량 증가를 야기한다. 

강수량이 증가할 경우, 기존 방재시설이 처리할 수 있는 강수의 양을 초

과하고 이는 우수유출의 증가로 이어져 재해피해가 더욱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하수도, 유수지 등의 방재시설에 의존하는 것은 갑

작스러운 재해 발생 시 피해를 감소시키기 어렵고, 원상태로의 빠른 회

복에 취약하기 때문에 우수유출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통해 보다 근원

적인 방재가 필요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방재를 위해 1980년대 초 스웨덴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배수체계(SuDS: Sustainable Drainage System)가 제안되었다. 지속가능한 

배수체계는 하수도와 같은 인위적인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적인 물



- 5 -

자료 : 신상영(2014)

<그림 2-1> 도시방재성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풍수해 대책 적용

순환 체계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보다 지속적이고 친환경적인 홍수피

해 저감 기법이다. 현재 스웨덴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Charlesworth et al., 2003). 

  이와 더불어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이 1990년대 후

반 미국 메릴랜드에서 제안되었는데, 도시화를 통해 증가하는 불투수면

적이 일으키는 유수유출문제를 완화시키는 방법이다(Dietz, 2007). 저영향

개발은 투수면적을 증가시킴으로서 강수 시 우수유출에 의한 피해를 줄

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공원계획 시 우수저류공원, 생태저

류지의 형태로 계획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고밀도로 개발이 된 도시지

역에 빗물저장탱크나 옥상정원을 설치하고 노면에 투수성포장재를 사용

하여 강우유출수를 흡수하는 방법이 있다(이용곤, 2013).

  재해피해의 증가와 방재 방법의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다양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으며, 법적기준의 강화를 시행하고 있다. 2005년부터 

「자연재해대책법」 제 16조에 따라 5년마다 시장·군수가 시·군 풍수

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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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및 위험 증가에 따라 도시계획 단계부터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개정 과정에서 16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에 9호를 추가함으로써 광

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풍수해저감종

합계획의 반영을 의무화 하였다. 

제 2 절 녹지와 방재

  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6조 1항과 「도시공

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로 정의된다. 이러한 녹지는 도시공간에

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녹지가 가지는 기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

는 것이다. 도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들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대

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데,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가 대기오염물질 생성

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박주영 외, 2010). 녹지를 구성하고 있는 식물

은 광합성과 호흡과정에서 이산화탄소나 아연, 구리, 납 등과 같은 대기

의 중금속을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기오염물

질을 저감하는 역할을 하고 쾌적한 공기를 제공함으로써 도시 주민환경

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권영아 외, 2001; 박주영 외, 2010). 또

한 도시림면적의 확대는 도시지역의 소음을 감소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안병일, 2009).

  한편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도

시녹지는 도시의 기온을 조절하여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다. 도시화에 따른 인구와 산업의 밀집은 에너지 소비와 오염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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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켰고, 이에 따라 도심지역이 주변지역에 비해 온도가 높은 열섬현

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도시의 녹지공간이나 도시림 등은 주변기온을 감

소시키거나 기온상승을 억제하는 역할로 작용하여 열섬현상을 완화시키

고(권영아 외, 2001; 박소희 외, 2010, Zhang et al., 2012), 나아가 전력소

비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김동현 외, 2011; Zhang et al., 2012).

  대기질 개선과 기온감소 기능 외에 도시녹지는 물의 저장을 통해 우수

유출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다(Beard and Green, 1994; Shepherd, 

2006). 도시화는 대기오염물질과 열섬현상을 야기 시켰을 뿐만 아니라 

건물과 도로의 건설로 인해 불투수층으로 덮이게 되었다. 불투수층의 증

가는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강우 시 우수유출을 

증가시켜 홍수와 같은 재해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Pauleit and 

Duhme(2000)는 독일의 뮌헨의 주거지역에서 불투수층으로 포장된 면적

의 비율이 65%일 경우 빗물의 침투율이 18.7%인 반면, 불투수면적의 비

율이 95%으로 증가할 경우 침투율은 6%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불투수면적의 증가가 빗물의 침투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임을 보

여준다. 따라서 불투수면적의 비율이 높은 도시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녹지들은 지표면의 우수유출을 감소시키고 토지의 자연적인 빗물 침투능

력을 활용함으로써 홍수와 같은 재해피해의 대응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

(Laura, 2010; Armour et al., 2014).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도시에서 녹지는 대기질 개선, 기온감소, 우수

유출 감소의 기능을 하며 기후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고밀도의 개발로 인해 도시공간에서 공원이나 오픈

스페이스, 녹지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통적 형태의 녹지는 도시지역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녹지공급이 필요하며, 가로수, 옥상녹화, 벽면

녹화 등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안되고 있다(Armour et al., 2014).

  새로운 녹지의 대안으로 제안되고 있는 가로변의 나무와 옥상녹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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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에서의 그린인프라 도시 외곽의 전통적인 그린인프라

근린공원, 도시공원, 지역공원

운동장 및 레크레이션 공간

지역 정원

도시림(가로수, 정원수 포함)

공공공간

수변공간

옥상녹화

상업 농지 및 숲

수로

습지

삼림

야생동물 서식지

공원

보전지 및 회랑

목장

숲

자료 : Schiling and Logan(2008)

<표 2-1> Schiling and Logan(2008)의 그린인프라 구성요소

도시공간에서 녹지면적으로서 차지하는 비율은 작지만 우수유출을 감소

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다(Armson et al., 2013; Bartens et al., 2008; 

Mentens et al., 2006). Armson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주변이 아스팔

트로 덮여 있지만 가로수가 식재되어있는 땅은 아스팔트만 있는 땅에 비

해 우수유출을 약 60% 감소시킴을 확인하였고, Bartens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가로변의 나무가 빗물의 침투율을 평균적으로 153% 증가시

킴을 확인하였다. 한편 Mentens et al..(2006)는 옥상녹화가 도시공간에서 

우수유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그의 결과에 따르면 벨

기에 브뤼셀의 약 10% 건물에 옥상녹화가 이루어지면 그 지역의 우수유

출량이 2.7% 감소한다. 이 밖에도 옥상녹화는 기온을 낮추어 도시열섬효

과를 완화시키고 습도를 조절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Niachou et al., 2001). 

  도시녹지의 방재적 기능은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라는 개념

으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설명되었으며 점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다. 특히 그린인프라의 개념 속에서 도시녹지는 단순히 도시경관적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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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분류 소분류
적용
범위

보존
지역

도시공원과 
정원

도시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공공정원, 커뮤니티 정원 등

도시
지역 
적용

도시녹지 공간
주거지역 녹지, 상업녹지, 주택정원, 
마을 공지, 운동장 및 레크레이션 

공간, 수변완충 녹지 등

기타녹지 공간
텃밭, 도시농장, 묘지, 빗물정원, 

식생수로, 도시습지 등

시설물 및 
기법

홍수 및 우수관리시설, 녹색지붕, 
가로수, 나무상자, 투수성 포장, 

우수저장통 등

자연녹지 공간
홍수터, 습지, 삼림과 숲, 유수지, 

보전지, 목초지, 야생동물 서식지 등

도시 
외

지역
적용

연결망
녹색거리, 그린벨트, 그린웨이, 경관연결지, 

보존 벤트 등
모든 
지역

자료 : 강정은 외(2011)

<표2-2> 강정은 외(2011)의 그린인프라 구성요소

면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재해 위험에 대응하여 활용

될 수 있는 기능들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그린인프라에 대한 연구들

은 그린인프라의 구성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Schiling and 

Logan(2008)은 그린인프라를 <표 2-1>과 같이 도시 내에서의 그린인프라

와 도시외곽에서의 전통적인 그린인프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도시 내

에서의 그린인프라는 공원을 비롯하여 운동장, 정원, 수변공간, 도시림, 

옥상녹화 등 도시공간에서 계획을 통해 설치가 가능한 요소들을 포함한

다. 한편 도시 외곽의 전통적인 그린인프라는 수로, 습지, 삼림과 같이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종류의 녹지를 포함한다.

  국내의 연구 중에서는 강정은 외(2011)에서 그린인프라의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적용 가능한 범위에 따라 도시지역, 도시 외 지역, 모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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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의 경우 공원, 정원, 녹지 공간

뿐만 아니라 빗물정원, 가로수, 녹색지붕, 녹색거리 등과 같이 도시공간

에서 보다 쉽게 설치가 가능한 종류의 녹지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을 통해 직접적인 유출량을 저감

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방재방법임을 강조한다. 저감시설은 지역 내 저류

와 지역 외 저류로 분류되며, 지역 내 저류시설은 앞서 Schiling and 

Logan(2008)과 강정은 외(2012)에서 도시지역에서의 그린인프라로 제시한 

공원 및 가로변녹지, 옥상녹화 등을 포함한다. 소방방재청(2010)에 따르

면 지역 내 저류시설은 저수지와 같은 지역 외 저류시설에 비해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은 작지만, 이미 개발된 도시지역에서는 지역 내 저류시설

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지역구분 시설구분 시설종류

지역 내 

저류

유역 저류시설
공공시설용지저류 (공원, 녹지, 학교 
등), 주택단지 건물간 저류, 논 저류

주택단위 
저류시설

주택정원 저류(지붕녹화, 화단, 소규
모 저류조)

지역 외 

저류

전용 조정지
건식저류지, 확장건식저류지, 습식저
류지, 습지 등

겸용 조정지
연못저류, 지하저류(지하주차장, 지
하하천 등), 건물지하저류

자료 : 소방방재청(2010)

<표2-3> 소방방재청(2010)의 저류시설 구성요소

제 3 절 재해피해 관련 연구

  국내 재해피해의 대부분이 호우 및 태풍에 의한 수재해인 만큼 재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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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토지이용특성과 재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최충익(2003), 최충익(2004), 최열

과 서만훈(2013), 신상영과 박창열(2014) 등의 연구가 있다.

  최충익(2003)은 수정된 반로그모형을 사용하여 경기도 9개 시‧군을 대

상으로 도시적 토지이용의 증가와 자연재해피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는 자연재해 총피해액으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는 

네가지로 구분하여 기후적요소인 강수량, 인문사회적 요소인 인구수, 물

리적요소인 불투수면적, 자연적 요소인 하천면적을 분석에 적용하였다.  

이후 최충익(2004)은 수도권의 도시가 도시화로 인해 수해에 취약한 정

도를 살펴보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분석

하였다. 종속변수는 자연재해피해액이며, 총 7개의 독립변수를 물리적 

요소, 자연적 요소, 인문적 요소, 방재적 요소인 4가지의 주성분으로 나

누어 패널모형에 적용하였다. 

  최열과 서만훈(2013)은 경상남도의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액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특성요소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패널

모형으로 이루어졌고, 독립변수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성이 설정되었

다. 먼저 총인구로 설명되는 인구특성이 있으며, 총면적, 녹지지역면적, 

시가화밀도, 도시공원면적, 저수지 면적 등의 토지이용특성이 있다. 또한 

공동주택비율, 건축허가연면적과 같은 주택건설특성이 있으며, 마지막 

기타특성으로 도로밀도와 예산규모가 설정되었다. 신상영과 박창열(2014)

은 수해피해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서울시의 토지이용특성과 침수피

해면적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모형과 토빗모형을 사용하여 강

우, 지형특성, 토지피복특성, 토지이용특성, 배수시설이 침수피해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토지이용특성을 주요 주제로 다룬 연구들에 의하면, 도시개발에 의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그동안 증가해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자연재해피

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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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는 도시의 재해취약성을 증가시켰으며, 앞으로 도시계획 과정에서 

재해를 고려한 토지이용 개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토지이용특성과 재해피해

간의 관계를 설명한 반면, 강정은 외(2011)는 토지이용특성 중 녹지에 초

점을 맞추어 2006년 재해피해에서 그린인프라의 방재적 효과를 분석하였

다. 모형에서 계획과정을 통해 조성 및 관리가 가능한 녹지 비율을 그린

인프라요소로 설정하였고, 이외에 기상요소, 물리적 취약성 요소, 재해예

방노력요소를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정준호와 허인혜(2014)는 강원도의 11개 시‧군을 공간적 범위로 

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직접피해액의 1992년부터 2010년까지의 추세를 살

펴보고, 기후 및 사회‧경제적 요소가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토빗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독립변수로 이

재민 총수, 사회경제적 변수, 기후관련변수를 모형에 적용하였다. 분석을 

통해 강원도의 경우 소득수준의 향상이 있었으나, 방재시스템으로의 투

자가 부족하였음을 밝히며 자연재해의 취약성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적절

한 방재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로 토지이용특성과 관련하여 도시의 재해취약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된 국내와 비교했을 때 국외의 연구는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

하고 있다. 먼저 Brody et al.(2008)은 국내 연구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미국 텍사스를 대상으로 홍수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사

회‧경제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습지와 같은 자연환경은 홍

수피해를 저감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과정에

서 보다 효율적인 방재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Smith(1994)는 남아프

리카 공화국을 연구의 범위로 하여 건물용도와 홍수피해간의 관계를 분

석하였는데, 같은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주거용 건물과 상업용 건물에 나

타나는 피해는 다르며 피해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름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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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dy et al.(2008)와 Smith(1994)의 연구가 재해의 취약성에 관한 연구

이며 이는 사전예방적 관점인 반면, 사후관점에서 재해피해의 회복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연구들이 있다. Powell et al.(1995)는 리얼타임

(real-time)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미국 플로리다의 동쪽해안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피해를 추정하는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재해피해 

추정은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가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총 시간이 고려되

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Cutter et al.(2008)은 DROP(Disaster 

Resilience Of Place)모형이라는 새로운 분석 틀을 제시하며 지역이나 지

역사회의 단계에서 재해피해에 대한 회복력을 측정하였다. 회복력을 측

정하는 과정에서 인구학적 요인, 지역‧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인프라

적 요인을 적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Chang(2004)는 지진으로 인한 

재해피해에 대한 회복력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하

였으며, 테네시의 멤피스 사례를 바탕으로 재해발생에 따른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 내‧외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국내의 연구는 과거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재해발생 시 위험에 취약한 요소들을 분석경우가 대다수

를 이루었다. 이와 달리 국외 연구에서는 재해에 대한 취약성 분석뿐만 

아니라 재해에 대한 회복력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이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점차 회복력에 대한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 상

태에서의 취약성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재해에 대비한 분석이 필요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토지이용특성의 관점에서 재해피해를 분

석해왔다. 하지만 방재관련 계획 및 정책 수립 시 보다 구체적인 관점에

서의 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 중 강정은 외(2011)의 연구는 

토지이용 특성 중 하나인 녹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결과를 통해 그린

인프라가 재해피해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연구

였다. 그러나 종속변수인 재해피해액이 상당수가 ‘0’인 제한된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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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해피해액이 발생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는 점은 한계로 여겨진다. 또한 그린인프라를 규정함에 

있어서 공원, 습지, 녹지, 공지를 포함할 뿐 도시공간에서의 다양한 형태

의 녹지를 고려하지 못한 점도 한계로 여겨진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공원과 녹지뿐만 

아니라 가로수, 옥상녹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도시녹지를 중심으로 재해

피해발생모형을 추정하고자 한다.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강수

량 증가전망을 적용하여 미래의 피해를 예측해보고, 도시녹지 증가에 따

른 시나리오별 피해 저감효과를 예측해봄으로써 취약성뿐만 아니라 회복

력에 대해 고려를 포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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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분석 방법

1. 토빗 모형

  토빗모형은 종속변수가 상당부분 제한된 값(censored data)을 가질 경

우 적용되는 모형으로, 경제학자인 Tobin(1958)에 의해 제안되었다. 종속

변수가 제한된 값을 가진다는 것은 기부행위, 허리케인에 의한 손실 등

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부를 전혀 하지 않거나 일

부지역에서 어떠한 허리케인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 해당 관찰값은 

‘0’으로 남게 된다. 

  이와 같이 종속변수가 상당수의 제한된 값을 가질 경우 일반최소자승

법(OLS: Ordinary Least Square)를 통한 회귀계수는 편의가 있으며 불일

치한 추정량이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최소자승법이 아닌 토빗모형을 사용하여야 한다(R. Carter 

Hill et al., 2010). 

  토빗모형의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 식(1)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       (1)

  위의 식(1)에서 종속변수 는 잠재적 종속변수(latent variable)로 간

주되며, 직접적으로 관찰되지 않고 식(2)와 같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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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  

  i f ≦
(2)

  식(2)에 의하면 종속변수 가 0보다 클 경우만 실제로 관찰되며 0보

다 작거나 같은 경우 모두 0으로 관찰된다.

  토빗모형은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에 의해 추정된다. 최우추

정법은 로그-우도함수(log-likelihood function)를 극대화하는 모수값을 구

하는 방법으로 토빗모형의 로그-우도함수는 다음 식(3)과 같다. 

log 
  

log
′ 

 

log







′   (3)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재해피해액은 모든 년도의 모든 지역에서 피해

액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지역은 ‘0’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앞

서 살펴본 토빗모형의 특성 및 과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적합하다 판

단되는 토빗모형을 사용하여 도시재해피해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모

형의 분석결과를 비교 및 검토하기 위해 일반최소자승법도 함께 실시한

다.

2. 토빗모형의 한계효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재해피해액과 같이 0에서 절단된 경우, 종속변

수의 평균은 다음 식(4)와 같다.

 Pr ≤×  Pr × 

Pr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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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식(4)을 통해 종속변수의 기댓값은 종속변수 가 0보다 클 확률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토빗모형의 한계효과

(marginal effect)는 식(5)와 같다.




 

  (5)

  식(5)에서 
 는 종속변수 가 0보다 클 확률을 뜻한다. 위 과정

을 통해 구해진 한계효과는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때 특정 변수의 변화

가 종속변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러한 한계효과를 계산함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이 평균조건에서 

재해피해에 미치는 효과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기후변화 시나리

오에서 강수량 변화 및 녹지비율 변화에 따라 재해피해가 변화하는 정도

를 한계효과 계산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분석 자료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전국 7개 특

별·광역시의 74개 구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광역시의 경우 <표 3-1>

과 같이 시가화면적이 최소 14.30%에서 최대 60.21%를 차지한다. 타 

시·군의 평균 시가화면적 비율이 약 3.04%인 것과 비교할 때, 특별·광

역시는 시가화면적 비율이 높다. 이는 불투수 면적이 높은 지역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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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해 보고자하는 도시지

역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되

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총 9년이다. 다만 

자료의 취득문제로 인해 2005, 2007, 2009, 2011, 2013년에 해당하는 5개

년치의 자료를 사용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기후현상의 장기적인 변화특성

을 고려하여 30년 이상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으나, 본 연구는 최근

의 기후 및 재해특성을 반영하고자 비교적 짧은 시간을 범위로 설정하였

다. 또한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취득가능성을 고려하여 2013년까지로 설

정하였다.

지자체 시가화면적 비율

서울특별시 60.21

부산광역시 29.37

대구광역시 20.28

인천광역시 18.74

광주광역시 21.42

대전광역시 17.30

울산광역시 14.30

타 시·군 3.04

자료 : 행정자치부
주1: 시가화면적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의 합.

<표 3-1> 지자체별 시가화면적 비율

2. 자료 및 변인

  도시지역에서 재해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변수를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면적당 재해피해액이다. 재해가 발생하면 재산피해로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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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에(강정은 외, 2011), 재해피해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재산상

의 피해정도를 나타내는 재해피해액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

은 이유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재해피해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재

해피해액은 소방방재청에서 발간하는 재해연보를 통해 취득하였으며, 각 

년도 별로 물가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재해연보상

의 2013년 기준 금액환산지수를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면적이 넓은 

지역일수록 자연재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취약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

해액 또한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면

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각 구의 피해액을 면적으로 나누어 총 피해

액이 아닌 면적당 피해액으로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각 변수의 특성에 따라 녹지요소, 기후요소, 취약요소, 예

방요소 등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먼저 녹지요소는 본 연구에서 주된 변

수로서 각 구의 면적에서 도시녹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모형에 

적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토지이용현황 또는 용도지역 상에서 분류되

는 녹지 및 공원을 변수로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에서 

계획을 통해 보다 쉽게 설치가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녹지를 반영하고자 

도시림 현황 통계를 바탕으로 자료를 구축하였다. 도시림 현황 통계는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통계로써 2005년을 시작으로 2년마다 발간되며 시‧
군‧구 단위로 통계가 제공된다. 도시림은 두 가지 법률을 바탕으로 규정

되는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과 수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녹지가 이에 해당한

다. 각 법률에 따라 규정된 도시림의 종류는 <표 3-2>, <표 3-3>과 같다. 

도시림 종류에는 토지이용상의 녹지나 공원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이 이

루어진 도시지역에서 방재적 기능으로 설치가 가능한 도로변 녹지, 옥상

녹화, 벽면녹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단 이들 중 계획에 의한 설치가 불

가능하다 판단되는 산림과 자연휴양림은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녹지들의 면적의 합을 계산하여 도시녹지면적의 비율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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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림 종류 설명

산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에서 정하는 산림으로 조성된 면적 

도로변 녹지 보도, 중앙분리대, 교통섬 등의 수목식재

하천변 녹지 「하천법」에 따라 하천 주변에 식재된 교목 및 관목

국‧공유지 녹화지 자투리땅을 녹화하여 도시림으로 제공한 면적

학교숲 학교 내 숲을 조성하거나 담장을 허물고 녹화한 면적

담장 녹화지
학교 외 관광서, 아파트 등의 담장을 허물고 녹화한 

면적

자연휴양림 도시지역 내의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

기타 옥상녹화, 벽면녹화, 청사 등 수목 집단 지역

<표 3-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림

도시림 종류 설명

도시자연

공원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나
항에서 정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조성된 면적

생활권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조성된 녹지면적

주제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기타공원으로 조성된 녹지면적

녹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조성된 면적

기타 유원지, 공공공지, 저수지

<표 6-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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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설명

종속변수 재해피해 면적당 재해피해액(백만원)

독립

변수

녹지
요소

도시녹지
도시림 중 산림과 자연휴양림 및 삼림욕

장을 제외한 비율(%)

기후

요소

연강수량 연간 총 강수량(mm)

시간당강수량 1시간동안 내린 강수량 중 최다값(mm)

최대풍속
임의의 10분간 가장 세게 불었던 풍속

(m/s)

취약

요소

불투수면적
토지이용현황 중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

지, 도로면적의 합(㎢)

강면적 토지이용현황 중 하천면적(㎢)

예방 

요소

우수관로
분류식 하수관로 중 우수관로와 합류식 

하수관로의 합(㎞)

유수지 지자체의 유수지 용량(㎥)

재정자립도 전체재원 중 자주재원의 비율(%)

예산 해당 년도의 총계예산(10억)

<표 3-4> 변수설명

  기후요소에는 연간 총 강수량, 시간당 최다 강수량, 최대풍속이 포함

된다. 해당 자료들은 기상청에서 방재기상정보 생산을 목적으로 발간하

는 자동기상관측연보를 바탕으로 구축되었다. 자동기상관측연보는 전국 

약 460여 지점의 자동기상관측장비(AWS: Automatic Weather System)로 

관측된 통계자료들을 수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범위인 각 구

에 위치한 AWS 지점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AWS 지점이 없는 경우 인접

한 지자체의 자료를 평균하여 적용하였다. 

  취약요소는 재해발생 시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로, 불투수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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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강면적이 포함된다. 불투수면적은 국토이용현황 중 아스팔트와 같은 

불투수성 포장이 많이 이루어진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면적의 

합이며, 강면적은 국토이용현황 중 하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불투수면

적과 강면적에 대한 자료 모두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되는 지적통계를 

통해 구축되었다.

  예방요소는 방재를 위한 물리적‧재정적 요소를 가리킨다. 물리적 요소

로서 대표적인 방재시설인 우수관로와 유수지를 포함하며, 재정적 요소

로는 재정자립도와 연 총 예산을 포함한다. 우수관로의 경우 분류식 하

수관로 중 우수관로와 합류식 하수관로의 길이를 합하여 사용하고, 유수

지는 각 구에 위치한 유수지들의 용량을 합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재정

자립도는 각 구의 전체재원 중 자주재원의 비율을 의미하며, 예산은 피

해가 발생한 각 년도의 총 예산이다. 우수관로와 유수지의 자료는 환경

부에서 발간하는 하수도 통계를 바탕으로 구축되었으며, 재정자립도와 

예산은 안전행정부에서 발간하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를 바탕으

로 구축되었다.

  앞서 소개한 분석 방법과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분석모

형은 다음 식(6)과 같다.

ln (6)

 : 면적당 재해피해액

 : 녹지요소 (도시녹지면적비율)

 : 기후요소 (연강수량, 시간당 강수량, 최대풍속)

 : 취약요소 (불투수면적, 강면적)

 : 예방요소 (우수관로길이, 유수지용량, 재정자립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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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기술 통계량

  토빗모형을 활용하여 도시재해피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하기

에 앞서 구성된 자료들의 기본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기술통계량은 

<표 4-1>과 같다. 

  종속변수인 면적당 재해피해액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적으로 

14,030,79 천원이 발생하였다. 또한 표준편차는 57,938.94 천원으로, 지역

별‧연도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재해가 특정 지

역 또는 연도에 일관되게 피해를 발생시키기보다는 기후환경과 주변 환

경에 따라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시녹지는 평균적

으로 각 구의 11.04%를 차지하며, 0.04%의 도시녹지를 보유한 구가 있는 

반면 가장 높은 도시녹지 비율을 보이는 구는 86.59%의 도시녹지를 보

유하고 있다. 연 강수량은 평균 1299.46mm이고 시간당 최다 강수량은 

평균 41.87mm 정도이며 최대풍속은 평균 12.22m/s으로 나타났다. 불투수

면적은 평균적으로 16.21㎢이고 강면적은 2.90㎢이다. 또한 우수관로는 

평균적으로 410.98㎞가 설치되어있고, 유수지의 용량은 212,649㎥이다. 

평균적으로 35.13%의 재정자립도를 보이며 2,2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당 재해피해액의 평균을 최솟값 및 최댓값과 비교해 볼 때, 자료

의 분포는 한쪽으로 치우쳐진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통계적인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자연로그로 치환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독립변수 중 강 면적과 유수지 용량 또한 자연로그로 치환하였다. 



- 24 -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종속변수

면적당 재해피해액(천원) 14,030.79 57,938.94 0.00 626,291.70

ln(면적당 재해피해액) 3.47 4.25 0.00 13.35

독립변수

도시녹지비율(%) 11.05 11.81 0.04 86.59

연강수량(mm) 1,299.46 273.01 671.50 2,032.00

시간당강수량(mm) 41.87 13.40 17.50 102.00

최대풍속(m/s) 12.22 11.50 5.70 178.70

불투수면적(㎢) 16.21 9.22 2.31 62.02

강면적(㎢) 2.90 4.54 0.00 25.25

우수관로길이(㎞) 410.98 164.59 3.28 858.39

유수지(10㎥) 21,264.92 57,744.41 0.00 423,800.00

재정자립도(%) 35.13 16.10 12.90 92.60

예산(10억원) 226.43 94.78 56.79 575.52

<표 4-1> 자료의 기술통계량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면 통계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술통계량과 함께 다중공선성의 존재여부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다중공선성의 존재여부는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와 공차한계(Tolerance)를 기준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

단결과, <표 4-2>의 결과 값과 같이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의 분산

팽창지수가 3 미만이며 공차한계는 0.5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

서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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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분산팽창
지수

공차한계 변수
분산팽창
지수

공차한계

도시녹지비율 1.19 0.8428 ln(강면적) 1.45 0.6913

연강수량 1.63 0.6132 우수관로길이 1.78 0.5630

시간당강수량 1.46 0.6838 ln(유수지) 1.30 0.7676

최대풍속 1.08 0.9256 재정자립도 1.23 0.8148

불투수면적 1.94 0.5164 예산 1.51 0.6607

<표 4-2> 다중공선성 진단

제 2 절 도시재해피해 결정 요인

1. 모형의 유의성 검증

  분석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추정된 모형이 유의한 모형인지 검증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토빗모형은 LR(Likelihood 

Ratio) Chi-Square 검정을 통해 모형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과 같이 토빗모형의 LR Chi-Square 통계값은 151.41이며, ‘모든 추

정계수는 0이다’라는 귀무가설이 1% 유의수준에서 기각됨으로써 추정

된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구분 통계값

LR Chi2(10) 151.41

Prob > chi2 0.0000

Log likelihood -654.8426

<표 4-3> 토빗모형의 검정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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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요인 해석

  도시에서 재해피해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최소자승모형과 토빗모

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먼저 두 모형을 비교해 보면, 추정계수의 부호는 모두 동일하나 각 변

수의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가 있다. 도시녹지비율과 우수관로길이가 일

반최소자승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지만 토빗모형에서는 유의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전통적으로 우수관로와 같은 하수도

는 방재시설로 설치되고 있으며, 최근 도시녹지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

적인 방재방법으로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토빗모형이 

재해피해 결정모형을 더욱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모형의 설명력은 값과 AIC 통계값을 기준으로 비교해볼 수 있

다. 값은 최소자승모형을 사용한 결과가 0.3662로 더 높다. 그러나 토

빗모형에서의 값은 Peusudo-값으로, 최소자승모형에서의 이 의

미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두 모형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합하

지 않다.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는 Akaike(1973)가 제안한 모형

선택의 기준이며, 그 값이 작을수록 더욱 적합한 모형으로 해석된다. 토

빗모형의 AIC는 3.605이고, 최소자승모형의 AIC인 5.331보다 작은 것으로 

결과가 나와 토빗모형이 더욱 적합한 모형으로 해석된다. 

  위와 같은 이유에 따라 토빗모형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

재해피해 결정요인을 해석하고자 한다. 한편 토빗모형은 비선형모형이기 

때문에 일반최소자승모형의 해석방법과 동일하게 추정계수의 값으로 해

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계산을 통해 얻은 한계효

과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이 평균조건일 

경우의 한계효과를 함께 제시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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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일반최소자승모형 토빗모형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한계효과

도시녹지비율 -0.0264 0.0165 -0.0791** 0.0376 -0.0403

연강수량 0.0079*** 0.0008 0.0150*** 0.0018 0.0076

시간당강수량 0.0565*** 0.0161 0.0975*** 0.0326 0.0496

최대풍속 0.0461*** 0.0161 0.0937** 0.0331 0.0477

불투수면적 0.1171*** 0.0269 0.2633*** 0.0542 0.1339

ln(강면적) -0.0791 0.0823 -0.1330 0.1658 -0.0677

우수관로길이 -0.0023 0.0014 -0.0059** 0.0029 -0.0030

ln(유수지용량) -0.0102 0.0351 -0.0270 0.0723 -0.0137

재정자립도 -0.0207* 0.0123 -0.0510* 0.0267 -0.0259

예산 -0.0115*** 0.0023 -0.0201*** 0.0048 -0.0102

상수 -5.9223*** 1.4125 -17.2354*** 3.0145

sigma 6.1333 0.3787

  0.3662 0.1036

로그우도 -975.318 -654.842

AIC 5.331 3.605

*** P<0.01, ** P<0.05, * P<0.1

<표 4-4> 분석 결과

  도시녹지비율은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변수로 추정되었다. 추정계

수의 부호는 마이너스로 재해피해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변수들이 평

균조건일 때 도시녹지비율의 1% 증가는 재해피해액을 4.03%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지역에서 가로수, 옥상녹화, 공원 

등 다양한 형태의 녹지들이 우수유출량을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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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일관성을 가지며, 재해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활용 가능함

을 보여준다.

  기후요인에 해당하는 연강수량, 시간당 최다강수량, 최대 풍속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추정되었다. 연강수량과 시간당 최다강수량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며 최대풍속은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 변수 모두 재해피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 변수들이 평균조건일 때 연강수량의 1㎜증가는 재해피해를 0.76% 

증가시키고 시간당 최다강수량의 1㎜증가는 재해피해를 4.96% 증가시키

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 변수의 증가에 따른 재해피해증가정도를 비교해

볼 때 시간당 최다강수량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다. 그러나 기초통계량에서 연강수량의 표준편차가 273.01㎜이고 시간당 

최다강수량의 표준편차가 13.40㎜을 감안해본다면, 연강수량의 변화폭이 

더 크기 때문에 재해피해를 증가시키는 정도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한

편 최대풍속은 변수들이 평균조건일 때 1m/s 증가할 경우 재해피해가 

4.7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재해발생 특성을 살펴보면 강

풍과 호우를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수량과 풍속 요

인이 동시에 작용할 경우 피해증가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요소에 해당하는 두 변수 중 불투수면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강면적은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도출되었다. 불투수면적의 경우 1% 유

의수준에서 재해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며, 면적이 1㎢ 증가할 때 재

해피해는 13.39%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각 변수들의 단위가 동일하지 않

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한 단위 증가에 따라 재해피해를 

증가시키는 정도는 불투수면적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강면적의 경우 추정계수의 부호는 마이너스이나, 유의한 

요소로 도출되지 않았다. 하천은 도시기반시설 중 방재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로 호우로 인한 재해발생 시 하천 수량증가로 인해 오히려 

하천주변에 홍수피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강면적은 최충익(2003)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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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외(2011)의 연구에서 피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예방요소에 해당하는 변수들 중 유수지용량을 제외하고 우수관로길이, 

재정자립도, 예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우수관로길

이는 5% 유의수준에서 재해피해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1㎞ 증가에 따

라 재해피해가 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관로는 전통적인 방

재시설 중 하나로 신상영(2014)에 따르면 가장 기본적인 방재대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방재대책 중 하나인 유수지용량의 경우 추

정계수의 부호는 마이너스이나, 유의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도출되었다. 

김중훈(2002)과 정건희 외(2014)에서는 유수지가 방재시설로서 기능이 저

하된 원인을 충분하지 못한 용량설계로 설명한다. 빈번한 집중호우의 발

생은 우수유출량을 증가시키고,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의 용량을 초과하

는 유출량으로 인해 오히려 유수지나 배수펌프장을 중심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현상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방재시설의 용량설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우수관

로와 유수지가 물리적 차원의 예방요소라면 재정자립도와 예산은 경제적 

차원의 예방요소라 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

며 예산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다. 두 변수 모두 예방요소인 만큼 

재해피해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재정자립도의 경우 1% 증

가는 재해피해를 2.59% 감소시키며 예산의 경우 10억원 증가는 재해피

해를 1.02%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차원의 예방요

소는 방재시설의 구축이나 방재활동 등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의 크기가 

클 경우 방재능력을 향상시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

다. Kahn(2003)의 연구에서는 지역 또는 국가의 경제적 능력이 높을 

경우 재해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의 위험성

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4-1>과 <그림 4-2>는 토빗모형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얻어진 재해피해액의 기댓값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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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연강수량 증가에 따른 재해피해액 기댓값

<그림 4-2> 도시녹지비율 증가에 따른 재해피해액 기댓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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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녹지의 재해저감효과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강수량

과 도시녹지비율을 중심으로 재해피해액의 기댓값을 살펴보고자 한다. 

단 두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평균조건을 가정한다.

  먼저 <그림 4-1>은 연강수량의 증가에 따른 재해피해액의 기댓값이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연강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해피해액이 증가하는 형

태이다. 또한 연강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래프의 기울기가 증가하는데, 

이는 재해피해액이 증가하는 정도가 커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연강수

량이 적은 경우보다 많은 경우에 연강수량의 1㎜ 증가로 인한 재해피해

증가정도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광역시에 속해있는 74개 지자체

의 연강수량은 평균적으로 1299.46㎜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량이 증

가할 경우 현재보다 더욱 큰 폭으로 재해피해액이 증가될 것이다. 

  다음으로 <그림 4-2>는 도시녹지비율의 증가에 따른 재해피해액의 기

댓값이다. 해당 그래프는 도시녹지비율이 증가할수록 재해피해액의 기댓

값은 감소하는 형태이다. 또한 도시녹지비율이 증가할수록 그래프의 기

울기가 작아짐으로서, 재해피해액의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녹지비율이 100%에 가까워질수록 피해감소효과가 작아지지만, 특별‧
광역시에 속해있는 74개 지자체는 평균적으로 11.05%의 도시녹지를 보

유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도시녹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은 재해피해를 

감소시키는 데에 비교적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절에서는 도시재해피해를 결정하는 요인을 도출하고, 연강수량과 

도시녹지비율의 변화가 재해피해변화에 어떠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예

상해 보았다. 제 3절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강수량 증가 전망

치를 적용하여 각 도시의 재해피해변화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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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징
이산화탄소 

농도

RCP 2.6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을 지구 스스로가 
회복 가능한 경우 (실현불가)

420ppm

RCP 4.5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행되는 
경우

540ppm

RCP 6.0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되
는 경우

670ppm

RCP 8.5
현재 추세로 저감 없이 온실가스가 배출
되는 경우

940ppm

자료 :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표 4-5> RCP 시나리오의 구분과 특징

제 3 절 기후변화 및 녹지변화에 따른 피해 예측

1. 기후변화와 강수량 증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IPCC 제 5차 평가보고서에서는 대표농도경로(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를 사용하여 미래의 온실가스 농도를 추정하였다. 

RCP시나리오는 총 4 가지로 구분되며 각 시나리오는 <표 4-5>와 같은 

특징을 지닌다.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 2100년 경 미래 온실가스 증가

가 지구기후 시스템에 4.5W/㎡의 직접적인 온실효과를 유발하며, RCP 

8.5 시나리오의 경우 8.5W/㎡의 직접적인 온실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가

정한다. 또한 RCP 4.5 시나리오에서 전망되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현재 

농도1)의 약 1.4배 증가한 수치이며, RCP 8.5 시나리오에서 전망되는 이

산화탄소 농도는 현재농도의 약 2.4배 증가하는 수치이다.

1) 미국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는 2011년
을 기준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392ppm으로 추산함(기상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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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CC는 제 5차 종합보고서를 통해 과거동안 전 세계적으로 극한 기후

현상에 변화가 있었음을 이야기한다. 특히 최근 들어 극한 호우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홍수와 같은 위험이 더욱 커지는 등 생태계

와 인간의 생활이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하고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발표하였다. 또한 한국이 속해 있는 대부분의 중위도 대륙에서 극한 강

수현상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강도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IPCC, 2014). RCP 시나리오에 따른 강수량 

증가 전망을 살펴보면,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에는 과거 30년(1981 

–2010년)동안의 강수량에 비해 RCP 4.5 시나리오에서 약 4.1% 증가하며 

RCP 8.5 시나리오에서 약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반도기후변화 전망보고서(기상청, 2012)에 따르면, 과거 

30년간(1981-2010년) 연평균 강수량이 약 162.84mm 증가하였고 특히 여

름철에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지속될 것이

며,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적인 변동정도를 넘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그 증가폭은 전 지구 평균 증가보다 약 3.9배 크

며 동아시아 지역의 평균증가보다 3.5배 큰 것으로 나타나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절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증가를 앞 절에서 도출한 재해피

해 결정모형에 적용함으로써 재해피해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피해결정

모형에서 연강수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이며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

인으로 도출되었으므로, 한반도기후변화 전망보고서에 제시된 연강수량 

증가 전망치를 피해예측에 활용한다. 연강수량 증가 전망치는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상당히 실행되어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 RCP 4.5 시나리오와 

온실가스 저감이 없이 현재의 추세로 배출이 증가되는 극단적 상태인 

RCP 8.5 시나리오에 대해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

오를 각각 적용하여 기후변화의 정도에 따라 2050년에 재해피해가 증가

하는 정도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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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현재강수량(㎜) 2050년강수량(㎜) 강수증가량(㎜)

서울 1,414.80 1,597.00 182.20

부산 1,268.86 2,050.90 782.00

대구 1,066.59 1,447.10 380.50

인천 1,279.38 1,416.70 137.30

광주 1,308.35 1,806.00 497.60

대전 1,388.89 1,550.40 161.50

울산 1,135.18 1,827.20 692.00

평균 1,266.01 1,670.76 404.73

주 : 현재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평균값임.

<표 4-6> RCP 4.5 시나리오에서의 연강수량 증가 전망

도시 현재강수량(㎜) 2050년강수량(㎜) 강수증가량(㎜)

서울 1,414.80 1,876.20 461.40

부산 1,268.86 2,152.00 883.10

대구 1,066.59 1,486.00 419.40

인천 1,279.38 1,571.90 292.50

광주 1,308.35 1,870.10 561.70

대전 1,388.89 1,688.70 299.80

울산 1,135.18 1,944.50 809.30

평균 1,266.01 1,798.49 532.46

주 : 현재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평균값임.

<표 4-7> RCP 8.5 시나리오에서의 연강수량 증가 전망

2. 강수량 증가에 따른 피해증가 예측

  강수량 증가에 따른 재해피해증가를 예측하기에 앞서 기상청이 전망하

는 연강수량 증가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표 4-6>은 RCP 4.5 시

나리오에서의 강수량 증가에 대한 표이고, <표4-7>은 RCP 8.5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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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강수량 증가에 대한 표이다. 먼저, RCP 4.5 시나리오에서 2050년

의 연강수량은 평균적으로 1670.76mm로 전망된다. 이를 지역별로 나누

어 살펴보면, 부산이 2050.90mm 로 가장 많은 강수가 있을 것으로 예측

되고 울산, 광주, 서울, 대전, 대구, 인천 순으로 강수가 많이 있을 것으

로 보인다. 한편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부산이 2152.00mm로 RCP 4.5 

시나리오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강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

리고 부산에 이어서 울산, 서울, 광주, 대전, 인천, 대구 순으로 강수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평균 강수량과 미래 전망치를 비교해보면 RCP 4.5 시나리오에

서는 부산이 782.00mm 증가함으로써 가장 많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부산 다음으로 많이 증가하는 지역은 울산이며, 광주, 대구, 서울, 대전, 

인천 순으로 강수량 증가가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RCP 8.5 시나리오에

서도 부산이 883.10mm 증가함으로써 가장 많이 증가하며 울산, 광주, 서

울, 대구, 대전, 인천 순으로 강수량 증가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RCP 4.5 시나리오와 RCP 8.5 시나리오를 비교해보면, 평균적인 강수

증가량은 RCP 4.5 시나리오에 비해 RCP 8.5 시나리오에서 약 32% 크게 

전망된다. 이러한 수치는 온실가스의 배출이 완화되지 않고 현재와 같은 

추세로 증가할 때, 2050년에 강수량 증가가 32%정도 더 많이 이루어짐

을 의미한다. 또한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부산, 울산, 광주, 대구에 비

해 서울, 인천, 대전의 증가정도가 더욱 커지는 특징이 있다.

  한편 각 도시의 위치를 고려해볼 때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부산, 광주, 울산을 중심으로 연강수량이 많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온난화 경향과 관련이 있다. 온난한 기후특

성으로 인해 한반도의 남쪽 해상에서 수증기가 증가하고, 증가한 수증기

가 한반도 쪽으로 수송되면서 부산, 광주, 울산과 같은 남쪽지역에 강수

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상청, 2012). 



- 36 -

도시
강수증가량

(㎜)
피해증가

(%)
현재피해금액

(억원)
예측피해금액

(억원)

서울 182.20 144.62 46.81 114.51

부산 782.00 949.27 267.28 2,804.48

대구 380.50 291.53 0.19 0.74

인천 137.30 137.58 14.23 33.82

광주 497.60 614.45 51.37 367.01

대전 161.50 186.31 10.31 29.51

울산 692.00 825.87 253.49 2,346.98

<표 4-8> RCP 4.5 시나리오에 따른 재해피해증가

  RCP 4.5 시나리오에서 연강수량 증가 전망치를 적용하여 한계효과 계

산을 통해 산출된 재해피해증가 결과는 <표 4-8>과 같다. 결과에 의하면 

RCP 4.5 시나리오에 따라 연강수량이 증가할 때, 부산에서 피해증가가 

가장 크며 울산,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인천 순으로 피해증가가 크다. 

앞 절에서 유의미하게 도출된 재해피해 결정요인의 도시별 현황이 <표 

4-9>와 <표 4-10>에 정리되어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도시의 재해피해증

가를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의 경우 강수량 증가에 따라 재해피해가 현재 피해금액 대비 

144.6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7개 도시 중 비교적 작은 피해증가율

을 보이는데, 현재 연강수량과 시간당 최다강수량은 가장 크지만 강수량

이 많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증가가 작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재해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도시녹지비율과 재정자립도, 예산이 크다

는 점이 피해증가를 완화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의 경우 강수량 증가에 따라 재해피해가 현재 피해금액 대비 

782.0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7개 도시 중 가장 크게 증가하

는 수치이다. 부산은 현재의 연강수량이 비교적 크지 않지만 204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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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수증가량이 가장 크고, 최대풍속이 빠른 편이며 경제적 차원의 예

방요소인 재정자립도와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이 재해피해를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구는 강수량 증가에 따라 재해피해가 현재 피해금액 대비 291.5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구의 경우 현재와 예측된 피해금액의 크기는 

7개 도시 중 가장 작으나, 피해증가정도는 광주에 이어 네 번째로 크다. 

현재 대구의 연 강수량은 가장 적으나,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공간적 

특징에 의해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증가가 서울이나 인천에 비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강수량 증가와 함께 높은 최대풍속 값이 피해증가정도

를 증가시킨 요인으로 해석된다.

  인천은 강수량 증가에 따라 재해피해가 현재 피해금액 대비 137.5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7개 도시 중 가장 작은 증가폭을 보인다. 인천

의 경우 도시재해피해를 저감시키는 요인인 도시녹지비율이 낮고 우수관

로 길이가 가장 짧아 재해피해에 취약한 지역으로 판단되나, 강수량증가

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재해에 의한 영향이 작은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의 경우 강수량 증가에 따라 재해피해가 현재 피해금액 대비 

614.4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부산과 울산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광주는 우수관로가 잘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강수량도 많고 

연강수량의 증가가 비교적 크며 도시녹지비율과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해

피해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전은 강수량 증가에 따라 재해피해가 현재 피해금액 대비 186.3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전의 경우 현재 강수량이 많은 편이지만, 강

수량 증가정도와 풍속이 작아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증가가 작은 것으로 

해석된다.

  울산은 강수량 증가에 따라 재해피해가 현재 피해금액 대비 825.8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값이다. 울산

의 경우 현재 연강수량과 시간당 최다 강수량이 작으나, 불투수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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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강수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영향

이 클 것으로 해석된다.

도시
녹지비율

(%)
연강수량

(㎜)

시간당최다
강수량
(㎜)

최대풍속
(m/s)

서울 13.65 1414.80 45.52 9.44

부산 12.86 1268.86 39.89 15.41

대구 9.13 1066.59 36.01 18.36

인천 6.13 1279.38 43.64 10.78

광주 9.20 1308.35 43.18 12.19

대전 11.26 1388.89 42.62 8.61

울산 6.71 1135.18 33.71 12.64

주 : 현황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평균값임.

<표 4-9> 도시별 재해피해결정요인 현황(녹지, 기후요소)

도시
불투수면적

(㎢)

우수관로
길이
(㎞)

재정자립도
(%)

예산
(10억)

서울 12.76 375 48.27 285

부산 11.30 400 26.70 161

대구 20.10 551 27.78 221

인천 18.40 331 31.61 230

광주 22.11 551 21.01 201

대전 22.31 447 25.70 209

울산 26.52 385 38.73 189

주 : 현황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평균값임.

<표 4-10> 도시별 재해피해결정요인 현황(취약요소, 예방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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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피해금액은 부산이 2,804억원으로 가장 크며, 울산, 광주, 서울, 인

천, 대전, 대구 순으로 크게 예측되었다. 부산, 울산, 광주는 현재의 피해

액도 크지만 피해증가율이 큰 상위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측피

해금액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서울과 인천은 피해증가율

은 작으나 현재의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만큼 예측되는 피해금액도 작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대구의 경우 피해증가율이 크지만 현재 피

해금액이 가장 작기 때문에 예측되는 피해금액 또한 7,400만원으로 가장 

작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
강수증가량

(㎜)
피해증가

(%)
현재피해금액

(억원)
예측피해금액

(억원)

서울 461.40 451.75 46.81 258.28

부산 883.10 1,097.83 267.28 3,201.55

대구 419.40 332.66 0.19 0.81

인천 292.50 320.19 14.23 59.81

광주 561.70 705.90 51.37 413.98

대전 299.80 365.55 10.31 47.98

울산 809.30 996.57 253.49 2,779.69

<표 4-11> RCP 8.5 시나리오에 따른 재해피해증가

  한편, RCP 8.5 시나리오에서 연강수량 증가 전망치를 적용하여 한계효

과 계산을 통해 산출된 재해피해증가 결과는 <표 4-11>과 같다. 결과에 

의하면 RCP 8.5 시나리오에 따라 연강수량이 증가할 때, 부산에서 

1,097.82% 증가로 피해증가가 가장 크며 울산, 광주, 서울, 대전, 대구, 

인천 순으로 피해증가가 크다. RCP 4.5 시나리오에서의 결과와 비교해보

면, 평균적으로 7개 도시의 피해증가율이 160.12% 상승하였다. 지역별 

결과에 따르면 피해증가가 큰 상위 3개 도시(부산, 울산, 광주)는 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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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오에서 동일한 순위로 피해증가율이 계산되었다. 하지만 서울의 경

우 RCP 4.5 시나리오에서보다 피해증가율이 307.13% 상승하였는데, RCP 

4.5 시나리오에서 대전에 이어 여섯 번째로 피해증가가 컸으나,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광주에 이어 네 번재로 피해증가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대전의 경우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대구보다 피해증가율이 

작았으나,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대구보다 피해증가율이 큰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RCP 4.5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 RCP 8.5 시

나리오에서 서울과 인천의 강수량 증가정도가 타 지역에 비해 더욱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예측피해금액은 부산이 3,202억원으로 가장 크며 울산, 광주, 서울, 인

천, 대전, 대구 순으로 크게 예측되었다. 이와 같이 현재피해금액이 큰 

지역일수록 피해증가율도 크기 때문에 RCP 4.5 시나리오에서보다 서울

과 인천의 경우 예측피해액이 더욱 클 것으로 여겨진다. 

  도시재해피해결정모형에서 강수량의 증가가 피해액을 가중시키는 요소

로 도출된 바와 같이, 기후변화에 따라 강수량이 많이 증가하는 지역일

수록 예측되는 피해증가가 크며, 다른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RCP 시나리오에 따라 피해증가정도는 다르지만, 

현재 피해금액이 큰 지역일수록 미래의 피해금액이 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3. 녹지 증가에 따른 피해감소 예측

  RCP 시나리오에 따라 강수량의 증가로 인해 재해피해가 증가한 상황

에서 도시녹지비율의 증가가 피해를 얼마나 저감시킬 수 있는가를 살펴

보기 위해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도시 

녹지비율이 2% 증가하였을 때이다. 분석에 사용된 2005년부터 2013년까

지 도시녹지비율은 평균적으로 약 2%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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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RCP4.5에서
피해증가

(%)

녹지비율
2% 증가 시
피해증가

(%)

녹지비율
5% 증가 시
피해증가

(%)

녹지비율
10% 증가 시
피해증가

(%)

서울
144.62 134.95 120.73 97.83

(-9.67) (-23.89) (-46.79)

부산
949.27 933.88 910.84 872.57

(-15.39) (-38.43) (-76.70)

대구
291.53 280.71 264.75 238.90

(-10.82) (-26.78) (-52.63)

인천
137.58 126.15 109.25 81.80

(-11.43) (-28.33) (-55.78)

광주
614.45 599.55 577.29 540.44

(-14.90) (-37.16) (-74.01)

대전
186.31 173.30 153.99 122.36

(-13.01) (-32.32) (-63.95)

울산
825.87 810.70 788.00 750.36

(-15.18) (-37.87) (-75.51)
주: 괄호안의 수치는 녹지비율 증가에 따른 피해증가 감소분임.

<표 4-12> RCP 4.5 시나리오에서 녹지비율 증가에 따른 피해변화

변화양상을 바탕으로 첫 번째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두 번째 시나리오

는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 약 두 배 이상 증가한 5% 증가 시나리오이며,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큰 증가로 10% 증가 시나리오이다. 

  <표 4-12>은 RCP 4.5 시나리오에서 도시녹지 증가시나리오에 따른 피

해감소 예측에 대한 결과이며, <표 4-13>은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 결과

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 따라 도시녹지비율이 2% 증가할 경우 도시녹

지의 재해피해 저감효과는 최소 9.67%에서 최대 15.39%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저감효과에 따라 피해금액은 부산에서 최대 41억원 

감소하며 대구에서 최소 2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 따라 도시녹지비율이 5% 증가할 경우에는 피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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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RCP4.5에서
피해금액
(억원)

녹지비율
2% 증가 시
피해금액
(억원)

녹지비율
5% 증가 시
피해금액
(억원)

녹지비율
10% 증가 시
피해금액
(억원)

서울
114.51 109.98 103.33 92.61

(4.53) (11.18) (21.90) 

부산
2,804.48 2,763.34 2,701.75 2,599.47

(41.14) (102.73) (205.01) 

대구
0.74 0.72 0.69 0.64

(0.02) (0.05) (0.10) 

인천
33.82 32.19 29.79 25.88

(1.63) (4.03) (7.94) 

광주
367.01 359.35 347.92 328.99

(7.65) (19.09) (38.02) 

대전
29.51 28.17 26.18 22.92

(1.34) (3.33) (6.59) 

울산
2,346.98 2,308.52 2,250.98 2,155.58

(38.47) (96.00) (191.40) 
주: 괄호안의 수치는 녹지비율 증가에 따른 피해금액 감소분임.

<표 4-13> RCP 4.5 시나리오에서 녹지비율 증가에 따른 피해금액

가율이 최소 23.89%에서 최대 38.43%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

한 저감효과에 따라 피해금액은 부산에서 최대 103억원 감소하고 대구에

서 5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도시녹지비율의 증가가 10%로 가장 큰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피해

증가율이 최소 46.79%에서 최대 76.70%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러한 저감효과에 따라 피해금액은 부산에서 최대 205억원 감소하고 대구

에서 최소 1,0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각 지역에서 피해를 감소시키는 정도는 녹지비율 증가별로 다르지만, 

RCP 4.5 시나리오에서 도시녹지의 재해피해 저감효과는 부산, 울산, 광

주, 대전, 인천, 대구, 서울 순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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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RCP8.5에서
피해증가

(%)

녹지비율
2% 증가 시
피해증가

(%)

녹지비율
5% 증가 시
피해증가

(%)

녹지비율
10% 증가 시
피해증가

(%)

서울
451.75 438.59 419.04 387.01

(-13.16) (-32.71) (-64.74)

부산
1097.83 1082.26 1058.92 1020.12

(-15.57) (-38.91) (-77.71)

대구
332.66 321.32 304.57 277.37

(-11.34) (-28.09) (-55.29)

인천
320.19 307.01 287.42 255.32

(-13.18) (-32.77) (-64.87)

광주
705.90 690.75 668.10 630.54

(-15.15) (-37.80) (-75.36)

대전
365.55 351.38 330.26 295.45

(-14.17) (-35.29) (-70.10)

울산
996.57 981.10 957.93 919.43

(-15.47) (-38.64) (-77.14)

주: 괄호안의 수치는 녹지비율 증가에 따른 피해증가 감소분임.

<표 4-14> RCP 8.5 시나리오에서 녹지비율 증가에 따른 피해변화

  <표 4-14>는 RCP 8.5 시나리오에서 도시녹지 증가시나리오에 따른 피

해감소 예측에 대한 결과이며, <표 4-15>는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 결과

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 따라 도시녹지비율이 2% 증가할 경우 도시녹

지의 재해피해 저감효과는 최소 11.34%에서 최대 15.57%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저감효과에 따라 피해금액은 부산에서 최대 41.63억

원 감소하며 대구에서 최소 2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 따라 도시녹지비율이 5% 증가할 경우에는 피해증

가율이 최소 28.09%에서 최대 38.91%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른 피해금액은 부산에서 최대 104억원 감소하고 대구에서 500만원 감

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 44 -

도시
RCP8.5에서
피해금액
(억원)

녹지비율
2% 증가 시
피해금액
(억원)

녹지비율
5% 증가 시
피해금액
(억원)

녹지비율
10% 증가 시
피해금액
(억원)

서울
258.28 252.12 242.97 227.97

(6.16) (15.31) (30.31) 

부산
3,201.55 3,159.92 3,097.56 2,993.84

(41.63) (103.99) (207.71) 

대구
0.81 0.79 0.76 0.71

(0.02) (0.05) (0.10) 

인천
59.81 57.93 55.15 50.58

(1.88) (4.66) (9.23) 

광주
413.98 406.20 394.57 375.27

(7.78) (19.42) (38.71) 

대전
47.98 46.52 44.34 40.75

(1.46) (3.64) (7.22) 

울산
2,779.69 2,740.47 2,681.74 2,584.14

(39.22) (97.95) (195.55) 

주: 괄호안의 수치는 녹지비율 증가에 따른 피해금액 감소분임.

<표 4-15> RCP 8.5 시나리오에서 녹지비율 증가에 따른 피해금액

  도시녹지비율의 증가가 10%로 가장 큰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피해

증가율이 최소 55.29%에서 최대 77.71%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에 따른 피해금액은 부산에서 최대 208억원 감소하고 대구에서 최소 

1,0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각 지역에서 피해를 감소시키는 정도는 녹지비율 증가별로 다르지만, 

RCP 8.5 시나리오에서 도시녹지의 재해피해 저감효과는 부산, 울산, 광

주, 대전, 인천, 서울, 대구 순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RCP 4.5 

시나리오와 비교해볼 때, 녹지비율이 10% 증가에 따른 피해 감소금액은 

평균적으로 약 11% 크게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후변화가 더욱 

심할수록 도시녹지의 재해피해 저감효과가 더욱 클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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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기온상승, 극한 강수 현상, 해수면 상승은 IPCC가 발표한 세 가지의 

주요 기후변화영향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으며 온

실가스의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시 세 현상은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극한강수현상은 재해피해의 약 85% 이상이 태

풍과 호우에 의해 발생하는 국내에서 더욱 주의 깊게 대비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더욱이 많은 도시들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불투수면적의 증가로 인해 최근 서울을 비롯한 도시지역에서 심각한 재

해피해가 발생하였다.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의 개념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하수관이나 유수

지 등의 방재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계획과정에서부터 재해저감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재해대응의 방법으로 저

영향개발(LID)이나 지속가능배수체계(SuDS), 바람길, 물길 등이 제안되고 

있고, 다양한 방법 속에서 그린인프라라는 개념으로 도시녹지의 방재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도시녹지에는 공원,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을 비

롯하여 가로변의 녹지나 화단, 옥상녹지, 벽면녹지 등이 포함된다. 그 중 

특히 가로변 녹지, 화단, 옥상녹지, 벽면녹지는 이미 시가화가 많이 진행

되어 공원설치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도시에서 대안적

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녹지들은 비록 소규모 이지

만 대규모 녹지와 마찬가지로 우수유출 감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방재

적 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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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도시녹지의 재해저감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도시재해피해를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다

가오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피해증가정도와 도시녹지 증가시나리오에 따른 피해감소정도를 도

출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도시공간에 대한 고려를 통해 시가화비율

이 높은 7개 특별‧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를 대

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단위는 7개 특별‧광역시에 포함되어 있는 총 74개 

구이며, 자료의 취득가능여부와 최근의 재해피해 양상을 고려하여 2005

년부터 2013년까지를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재해의 발생으로 모든 지역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년

도라도 재해피해액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상

당수의 종속변수가 ‘0‘의 값을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토

빗모형을 분석모형으로 설정하였다. 토빗모형은 종속변수가 제한된 값을 

가질 경우 최소자승모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이기 때문에 종속변수인 

면적당 재해피해액을 금액환산지수를 적용하여 2013년을 기준으로 보정

하였다.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와 배경이론을 바탕으로 재해피해와 관련 

있는 총 10개의 변수를 구축하였고, 녹지요소, 기후요소, 취약요소, 예방

요소로 분류하였다. 이 중 녹지요소는 도시녹지비율로서, 산림청에서 발

간하는 도시림현황통계를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공원이나 토지이용 

상의 녹지공간 뿐만 아니라 최근 도시공간에서 방재의 대안적 시설로 활

용될 수 있는 가로변녹지와 옥상녹지 등을 포함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녹지요소에 해당하는 도시녹지비율은 재해피해를 

감소시키는 요소이며 도시녹지비율이 1% 증가함에 따라 재해피해를 

4.03%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기후요소에 해당하는 연강수

량, 시간당 최다 강수량, 최대풍속은 모두 유의한 변수이며 재해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소로 도출되었다. 취약요소의 경우 불투수면적은 재해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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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중시키는 요소이며 한 단위변화에 따른 재해피해로의 영향이 변수

들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면적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피해

를 가중시키는 요소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도출되

었다. 예방요소 중에서는 유수지용량을 제외한 우수관로 길이, 재정자립

도, 예산이 유의하며 재해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재해피해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에 이어 기후변화와 녹지면적 변화에 따

른 피해변화를 예측해 보았다. 피해변화 예측은 토빗모형으로 분석한 결

과를 바탕으로 하며, RCP 4.5와 RCP 8.5 시나리오에 따른 2050년까지의 

강수량 증가를 적용하였다.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분석의 범위인 7개

의 도시 중 부산이 782mm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며, 이어 울

산, 광주, 대구, 서울, 대전, 인천 순으로 강수량이 크게 증가한다. 이와 

같이 강수량이 증가할 경우 재해피해액은 부산이 현재 피해금액 대비 

949.27% 증가로 가장 크게 증가하며, 울산,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인천 

순으로 피해금액이 크게 증가한다. 강수량 증가와 피해금액 증가정도의 

순위를 함께 살펴보면 강수량이 많이 증가한 도시에서 피해금액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부산이 883mm 증가로 가

장 크게 증가하며, 울산, 광주, 서울, 대구, 대전, 인천 순으로 강수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증가에 따라 재해피해의 증가는 

부산에서 현재 피해금액 대비 1,097.83% 증가로 가장 크게 증가하며, 울

산, 광주, 서울, 대전, 대구, 인천 순으로 피해금액이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는 재해피해결정모형에서 강수량 증가가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

로 도출된 만큼, 재해피해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따

라서 강수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일수록 재해피해에 대

한 대비가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부산의 경우 재해피해를 저감

시키는 요소가 부족한 상황이며 울산이나 대구의 경우 재해피해를 가중

시키는 요소의 값이 크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강수량 증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서울과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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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RCP 4.5 시나리오보다 기후변화 현상이 더욱 심한 RCP 8.5 시

나리오에서 피해증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타 지역에 비해 

피해증가율은 작지만, 현재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만큼 미래의 재해피해

에 대비가 중요하다 여겨진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재해피해가 증가한 상황에서 도시녹지의 증

가가 재해피해를 저감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과거 도시녹지면적 비율

의 변화정도를 바탕으로 도시녹지 비율 증가에 따른 시나리오를 설정하였

다. 2% 증가한다는 첫 번째 시나리오에 따르면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최대 41억원의 감소효과가 있으며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최대 42억원의 

감소효과가 있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도시녹지면적이 5% 증가하는 시

나리오이며,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최대 103억원의 감소효과가 있으며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최대 104억원의 감소효과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도시녹지면적이 10% 증가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RCP 4.5 시나리오

에서 최대 205억원, RCP 8.5 시나리오에서 최대 208억원의 감소효과가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녹지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이 기후변화에 따

른 재해피해와 위험을 감소시켜 줄 수 있으며 기후변화가 심해짐에 따라 

도시녹지의 재해피해 저감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여겨진다.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도시의 재해피해를 결정하는 요인을 

도출하였고, 각 요인들이 재해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수치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강수량 증가와 도시녹지면

적 증가에 따른 재해피해 변화를 계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에 대비하여 도시녹지의 중요성을 시사해준다.

제 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각 지자체

에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풍수해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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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의 반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 본 연구는 도시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형태의 다

양한 녹지를 고려하였고, 기후변화 및 녹지면적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도시녹지의 피해저감효과를 수치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재해피해저감을 위한 계획 및 정책 수립에서 정보를 제공하며 도시

녹지 계획의 중요성을 뒷받침 해주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려한 다양한 녹지형태와 시나리오에 따른 피해예

측은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들

에서는 구체적인 녹지형태의 적용이 부족하고 재해의 취약성에 관한 내

용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한계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도시림현황통계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녹지를 포함하였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현재

의 취약성뿐만 아니라 회복력에 대한 고려를 시도해 보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먼저,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것과 같이 강수량을 비롯한 기후요소는 재해피해를 결정하

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후요소는 대표적인 공간자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공간적 상관관계의 고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

의 한계로 인해 공간상관성을 모형에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홍수피해를 분석한 선행연구 중 권윤정과 김흥순(2013)의 연구에서는 보

다 세밀하고 국지적인 분석을 위해 서울시의 424개 행정동을 연구단위로 

설정하였으며, 신상영과 박창열(2014)은 서울시의 239개 배수분구를 연구

단위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보다 작은 공간단위의 자료가 제공된다면 

후속연구에서 공간적 상관관계를 고려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

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에서 2050년의 재해피해를 예측

해보았으나, 예측에 활용된 자료들은 현재의 현황이라는 한계가 있다. 

강수량의 경우 기상청에서 발간된 전망자료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다른 

요소들은 현재 상황이 지속됨을 가정하였다. 미래의 전망치를 적용한다

면 보다 정확한 피해증가 예측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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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Urban Green on 

Reducing Disaster Damage

Kim So Yoon

Program in Regional information

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cipitation increase under Climate Change and expanded impervious 

area have increased the risk to disaster and damage. Especially, 

disaster damage is concentrated in urban area. For mitigating disaster 

damage,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such as sewer, basin, pump station 

were constructed in the past. However, with the importance of 

sustainabiliy and resilience, prevention in urban planning was proposed 

and became more important. It contains the way of reducing rain 

runoff and minimizing vulnerable area. Because urban green have 

positive effect on water infiltration, storage in soil and ru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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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tions, it is utilized in LID(Low Impact Development), 

SuDS(Sustainable Drainage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urban green on reducing disaster damage. 

  Using tobit model, this study finds influential factors on disaster 

damage in urban area and predicts the possible damage under the 

climate change scenarios. Five years of data in 2005 to 2013 are used 

within 74 citied in 7 metropolitan cities. The results indicate that urban 

green, increase in the length of sewer, financial independence rate and 

annual budget can reduce disaster damage. On the other hand, 

precipitation, wind speed and impervious area can increase disaster 

damage. Especially, 1% increase in urban green ratio can reduce 

disaster damage 4.03% with average level of other variables. RCP 4.5 

and 8.5 from IPCC is adopted to predict the possible damage.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damage can increase by 115% to 949% in RCP 

4.5 scenario and by 320% to 1,098% in RCP 8.5 scenario. However, 10% 

increase of urban green can make reduction of 20.5 billion won in RCP 

4.5 scenario and 20.8 billion won in RCP 8.5 scenario at maximum. This 

study suggests the importance of urban green for preventing disaster 

damage under the climate change.

Keywords : Climate Change, Natural Disaster, Urban Green, Disaster 

Damage, Tob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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