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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와 홍수, 강풍 등 풍수해로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도
시의 안전성과 방재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풍수해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도시의 방재능력 평가
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어떤 요소와 지표가 피해를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에 대응하여 복원탄력성을 평가하기 위한 능력을 대응·복구
성, 물리적 차원, 경제적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고 안양천의 24개 유역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
하고자 하였다.
각 요소와 지표의 가중치를 구하기 위해 계층 분석법과 정보전달 이론 중의 하나인 엔트로피
방법을 이용하였다. 계층 분석법은 수자원에 관련된 전문가, 실무자, 학생 등에게 설문을 시행하여
그 결과로 가중치를 산정한다. 엔트로피 방법에서는 지표별 속성정보를 추출하여 정규화 과정을
거친 후, 속성별 엔트로피를 산정하여 가중치를 산정하게 된다. 또한, 앞의 2가지 방법을 결합한
수정 엔트로피를 산정하여 3가지 방법으로 산정된 가중치를 비교 및 검토하였다.
엔트로피 방법으로 산정한 가중치는 정보량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값의 영향을 받아
서 가중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 반면, 계층 분석법으로 산정한 가중치는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
어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평가하여 적용한다면 풍수해 피해를 낮추는데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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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자연재해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루사, 매미, 곤파스 및 볼라벤 등의 태풍이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준 사례가 있다.
2002년에 발생한 태풍 루사 때문에 전국적으로 인명피해 321명, 이재민 63,085명 등 재산피해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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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억 원이 발생하였다. 특히 강원도의 영동지역에서 지역적인 영향으로 기상관측 이래 일 최대
강우량인 약 870mm를 기록하였다. 이듬해 발생한 태풍 매미는 전국적으로 인명피해 132명, 이재
민 10,975명 등 재산피해 4조 7,810억 원을 발생시켰다. 2010년에 발생한 태풍 곤파스는 루사나 매
미와 같이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1,670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2012년 발생
한 태풍 볼라벤은 최대순간풍속 51.8  를 기록하면서 한반도에 큰 손해를 끼쳤다.
국외에서도 대규모의 자연재해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2010년에 진도 7.0의 강진이 아이티에 발
생하였으며, 이 때문에 대략 50만 명의 사상자와 18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약 79억
달러에 달하였다. 2011년 일본에서도 모멘트 규모 9.0의 강진이 일어났다. 이 지진으로 1만 5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원자력 발전소도 피해를 보아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2012년 10월 말 미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샌디는 최대풍속이 50  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폭우와 바람뿐만 아니라 폭설도 동반한 허리케인이었다.
이러한 자연재해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자연재해를 받아들이면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비하고 복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피해 및 복구
사례를 보면 재해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피해액과 복구기간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복구 능력을 평가하고 미비한 부
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복원탄력성(resilience)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존에 사용되지 않은, 복
원탄력성의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하고 평가하는 데 있다.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 지금까지 수행
된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복원탄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복원탄력성의 정의
복원탄력성의 사전적 의미는 외부의 힘에 의해 변형된 물체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
즉 탄성력으로 정의된다. 복원탄력성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각 분야와 연구에
따라 그 정의에 차이가 있다.

그림 1. 복원탄력성 체계

복원탄력성이라는 개념은 1973년 Holling의 논문을 통해 처음 소개됐다. Holling은 복원탄력성을
‘충격을 흡수하고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전환하는 것을 회피하고, 시스템 교란 후 이를 재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 이후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복구능력’으로 복원탄력성을 정의하고
자 한다. 또한, 복원탄력성은 대응·복구성, 물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및 경제적 차원으로 나뉘고
차원별 5개의 하위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복원탄력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3. 가중치 산정 방법
3.1 엔트로피 방법
엔트로피 가중치 추정방법은 대안과 속성을 많이 포함하는 현실적인 다기준의사결정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자가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보이론이란 각 속성의 빈도수를 기반으로 응집도가 높은 속성을 발견하여 가중치를 높게 부여
하는 방법이다. 이는 어떠한 체계 내에서 그 신호에 대한 정보를 수치로 나타낸다는 의미이고 엔
트로피가 크다는 의미는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엔트로피를 근거한 4가지 기본 정보측정방법은 최대엔트로피(maximum entropy), 결합엔트로
피(joint-entropy), 조건부 엔트로피(conditional entropy)와 정보전달(transinformation) 등이 있다.
최대엔트로피는 통계물리 연구에서 유래한 것으로, 미지의 사실에 대한 가정들은 배제하고 알려진
부분적인 사실만을 지식획득의 원천으로 보는 기법이다(장정호 등, 1999). 이 기법은 미리 정의된
제한조건을 만족하면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균일 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갖는 확률 모델
이다. 최대엔트로피는 이산무작위변량     의 확률    분포가 가지는 엔트로피 량으로 정
의되며 최대엔트로피(maximum entropy)    는  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또는 정보용량을 의
미하며, 수문학적 무작위 이산변수  에 대해 한계엔트로피    는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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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HP 방법
AHP(Analysis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법)는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다수의 계층(level)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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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s method)에 의해 단계별로 평가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것을 지원하는
다기준 의사결정기법의 하나로, 1970년대 초 T. L. Saaty에 의해 개발되었다.
의사결정자가 한 수준에서 n개의 비교항목에 대해

   회의

쌍대응비교를 수행하면 비교행렬 A가

만들어지며 A는 주대각선의 원소값이 모두 1이 되는 역수행렬(reciprocal matrix)을 이룬다. 그러
나 계층이나 속성이 늘어날수록 많은 양의 쌍대응비교를 수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최근에
는 대안들에 서수적 순위를 부여하는 ROC(Rank Order Centroid)기법을 활용하여 쌍대응비교 횟
수를 감소시키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비교행렬을 종합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고 가산하기
위해서는 비교행렬 A의 최대고유치(maximum eigenvalue)에 대응하는 주고유벡터(dominant
eigenvector)의 요소를 가중치로 이용하는 고유벡터법(eigenvector method)이 사용되며 기본식은
(식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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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 ax 는 최대고유치이며 이때의 고유벡터 



다. 고유벡터법은 판단의 불일치성을 측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Saaty(1980)에 의하면 (식 3) 및 (식 4)와 같은 일관성지수(CI: Consistency Index)와 일관성비
율(CR: Consistency Ratio)을 구함으로써 일관성검정(consistency test)을 할 수 있으며 CR<0.1이
어야 일관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경우 CR<0.2까지는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일관성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0.2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설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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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무작위지수 RI(Random Index)는 1에서 9까지 정수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역수행렬을
작성한 후 일관성지수를 구한 것으로, Saaty(1980)는 표본 500개로부터 구한 무작위지수를 평균하
여 나타내었다.
4. 가중치 산정
본 연구에서 복원탄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통계연보(2009)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안양천 유역
에 대한 실제 자료를 얻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모든 자료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가정에
서 대상 유역의 시·구 자료를 면적 비로 나누어 적용하였다. 또한, 지표의 성격에 따라 인구, 하천
길이(  ), 면적(  )으로 나눠서 정규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4.1 가중치 산정 결과 비교
3가지 방법에 따라서 산정된 가중치를 비교하였다. 엔트로피 방법에 따르면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재해 피해로부터 복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나타내는 대응·복구성이 0.349로 가장 높
은 가중치를 나타내었고 경제적 차원, 사회적 차원, 물리적 차원이 뒤를 이었다. AHP 방법에 따
른 가중치에서도 대응·복구성이 0.320으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나타내었고 물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경제적 차원이 뒤를 이었다. 설문으로 산정된 AHP 방법은 엔트로피 방법보다 가중치의 분
포가 고르게 나타났다. 정보량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엔트로피 방법보다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었
기 때문에 가중치 사이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 수정 엔트로피 방법은 엔트로피 방법과 AHP 방법
의 가중치를 서로 보완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수정 엔트로피에서 대응·복구성이
0.571로 매우 큰 가중치를 나타내었고 경제적 차원, 물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이 뒤를 이었다. 엔
트로피 방법과 AHP 방법을 결합했기 때문에 각각의 방법에서 공통으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나타
내었던 대응·복구성은 오히려 비중이 더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엔트로피 방법은 정보량에 근거한 객관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같은 정보량을 가지고 있을 때

 × log  의 값이 작을수록 엔트로피값이 크고 일반적으로

  × log   값 사이의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엔트로피값이 크다. 즉 지표에 이상치가 없고 분포가 고르게 나타날 때 엔트로피
값이 크게 나타난다. 정보량이 많다면 어느 정도의 이상치가 있어도 그 영향이 크지 않다. 하지만
정보량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치의 영향이 크고 가중치 분포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엔트로피 방법에 따른 가중치와 엔트로피 방법의 영향을 받은 수정 엔트로피 방법에 따른

가중치는 주관적인 평가가 반영된 AHP 방법과 비교했을 때 더 적합한 신뢰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다. 비교한 내용을 (표 1)과 (그림 2)로 나타내었다.
표 1. 가중치 산정 결과 비교
주요소
가중치 산정 방법

대응·복구성

물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경제적 차원

엔트로피 방법

0.349

0.167

0.187

0.297

AHP 방법

0.320

0.267

0.212

0.200

수정 엔트로피 방법

0.571

0.137

0.106

0.187

그림 2. 가중치 산정 결과 비교

5. 맺음말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는 대규모의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복원탄력성을
정의하고, 평가를 위한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엔트로피 방법, AHP 방법, 수정 엔트로피 방법을 사
용하여 가중치를 구하고 각각의 가중치를 비교하였다. 3가지 방법에서 모두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
응하고, 재해 피해로부터 복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나타내는 대응·복구성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나타내었다. 정보량에 근거하여 산정한 엔트로피 방법과 그 영향을 받은 수정 엔트로피 방법에서
는 가중치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지만, 설문으로 산정된 AHP 방법은 상대적으로 가중치의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다. 충분한 정보량이 없었기 때문에 특정 값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더 많은 정보량을 확보하여 적용한다면 가중치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적합한 값을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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