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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역량이 재난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1)이가을(인하대학교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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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으로 호우, 태풍, 폭설 등과 같은 현상을 일으켜 도시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자연재해 중에서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록적인 집
중호우는 지금까지 도시지역의 하수관거 시설에 적용되어온 설계빈도의 한계치를 훨씬 넘어서 심각한
도시홍수 문제를 낳고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재난 유형이 기후변화, 도시화 등의 확대로 인해 예측하
기 어렵고, 그 피해규모의 발생패턴이 대형화･복잡화 되어감에 따라 재해로부터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
고 재해 발생 후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인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중요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재해 가운데 호우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경제적･물리적･인적 역량이 재난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어떠한 지자체 역량이 호우로 인한 재난 회복탄력성 비용 지수를
감소시키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
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STATA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결과, 강수량과 하천연장, 호우피해액이 클수록 재난 회복탄력성 비용 지수는 커지며, 재
난 회복탄력성은 작아지는 반면에, 도시공원과 하천 비율이 높을수록 재난 회복탄력성 비용 지수는 작아
지며, 재난 회복탄력성은 커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호우로 인한 재난 회복탄력성
을 증가시키고, 회복탄력성 비용 지수를 감소하기 위한 재난관리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재난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 비용 지수, 재난관리, 지자체역량, 패널회귀분석

Ⅰ. 서 론
오늘날 지구는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기후 현상
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전 지구적으로 호우,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
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10년간(2009~2018년) 기상재해 현황을 살펴보
면 <표 1>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자연재해 중에서도 <표 2>와
** 주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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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록적인 집중
호우는 지금까지 도시지역의 하수관거 시설에 적용되어온 설계빈도의 한계치를 훨씬 넘어서
심각한 도시홍수 문제를 낳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2020년 재난관리평가 국민체감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거주 지역 위험요소로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재난’을 이어 ‘호우, 태픙 등
자연재난’이 2위를 차지했다.1) 한편 전년도 재난 또는 사고 경험 유형으로는 ‘호우, 태풍 등 자
연재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재난 유형이 기후변화, 도시화 등
의 확대로 인해 예측하기 어렵고, 그 피해규모의 발생패턴이 대형화･복잡화 되어감에 따라 재
해로부터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재해 발생 후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인 회복탄력
성(resilience)이 중요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재해 가운데 호우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경제
적･물리적･인적 역량이 재난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어떠한 지자체 역량이 호우로 인한 재난 회복탄력성 비용 지수를 감소시키는지 밝히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의 자료를 활용
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STATA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최근 10년간 기상재해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망실종
(명)

13

14

78

16

4

2

0

7

7

53

이재민
(명)

11,931

76,110

70,099

18,356

4,233

7,691

92

7,221

8,731

2,487

재산
피해액 324,399 446,328 778,347 1,060,116 170,264 179,008 33,007 304,276 191,028 141,284
(백만원)
피해
복구액 839,782 748,171 1,621,014 1,998,335 382,354 504,220 39,493 623,204 509,613 443,270
(백만원)
출처: 행정안전부(2019). 「2018 재해연보」. 재구성

1) <설문문항> A1. “귀하께서는 본인의 거주 지역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2) <설문문항> B5-1. “(B5의 재난/사고 경험 있음 응답자에게만 질문) 귀하께서 경험하신 재난이나 사고 유
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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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최근 10년간 원인별 기상재해 피해액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단위: 백만원)
2017

2018

합계

호우

276,735 189,041 517,079 37,404 156,408 141,413

1,256

37,867 103,612 53,799 1,514,614

대설

13,873

69,339

47,018

19,808

11,218

32,239

13,488

19,720

85

14,031

240,819

강풍

7,638

182

0

2,599

922

94

4,031

0

0

6

15,472

풍랑

26,152

7,358

292

0

43

0

345

8,760

617

2,822

46,389

지진

0

0

0

0

0

11,627

86,713

0

98,340

태풍

0

태풍･호우

0

0

0

기타

0

0

0

0

0

1,671

5,261

0

0

0

0

0

0

0

0

180,407 213,956 976,905

13,886 226,300

0

64,199 1,682,585

0

0

6,416

6,416

0

0

7,350

7,350

출처: 행정안전부(2019). 「2018 재해연보」. 재구성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재난 회복탄력성의 의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재난 유형은 기후변화, 도시화 등의 확대로 인해 예측하기 어렵고, 그
피해규모의 발생패턴은 대형화･복잡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모든 재난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재해 발생 후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인 회복탄력성(이하
resilience)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박창열, 2019). 리질리언스(resilience)는 본래
‘jump back’의 의미를 가진 라틴어 ‘resilio’에서 유래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이전상태로 되돌
아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리질리언스(resilience) 개념은 Holling. C. S. (1973)에 의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Holling은 회복탄력성을 ‘시스템의 지속 능력(persistence of systems) 및 외부 변
화와 교란(change and disturbance)을 흡수(absorb)하여 현 상태와 동일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
력’이라 정의하였다. 재난 분야에서는 Timmerman. P. (1981)에 의해 리질리언스 개념이 도입
되었으며, ‘위험한 사건(hazardous event)의 발생을 흡수(absorb)하고 복구(recover)하는 역량’
이라 정의하였다. Timmerman이 처음으로 자연재해 분야에 Resilience 개념을 사용한 이래로
연구 영역과 대상 그리고 방법에 따라 ‘회복탄력성’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이
대웅, 2019). Bruneau et al.(2003)은 ‘재난으로 인한 사회분열을 최소화하고 재해위험의 영향
을 완화하는 사회구성단위의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Norris et al.(2008)은 ‘손실로부터 저항하
거나 복구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Cutter et al.(2008)은 ‘재난으로부터 반응하고 복구하
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의 능력으로 충격을 흡수하고 사건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본질적인 구
성요소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Vugrin et al.(2011)은 회복탄력성 비용을 제시하였는데 ‘재난으
로 인한 시스템의 피해영향을 최소화하고 손상된 시스템을 복구하는데 드는 노력을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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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의 역량’이라고 정의하였다. 회복탄력성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기존의 사후적인 재
난관리 방식이 아닌 지역 자체의 대응력과 회복력을 강조했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재난 회복탄력성은 성과(outcome)와 과정(process)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 회복탄력성의 측정 문제는 연구자가 재난 회복탄력성 개념 가운데 어디에 중점을 두는
가에 따라 달라진다(Manyena, 2006). 구조적 접근법은 시스템의 구조와 일반적 행태를 관찰함
으로써 시스템의 회복탄력성을 설명하며, 성과기반 접근법에서는 양적으로 시스템의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재난 회복탄력성을 측정한다(Biringer et al, 2013). 이들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
의 구성요소를 외부 충견을 견디는 흡수력(absorptive capacity)과 피해에 적응하는 적응력
(adaptive capacity), 빠르고 쉽게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 역량이 복구력(restorative capacity)으
로 보고 회복탄력성 비용을 산출한다(Vugrin et al., 2011; 유순영, 2011; 유순영 외, 2014; 이대
웅, 2019). 특히 Vugrin et al.(2011)은 회복탄력성 속성에 근거하여 흡수력과 적응력은 시스템
영향(system impact)으로, 복구 노력은 총복구 노력(total recovery effort)으로 제시하였다.
Vugrin et al.(2011)의 회복탄력성 비용 산출은 <식 1>과 같다. 여기서 SI는 시스템 영향, TRE는
총복구노력, α는 가중치부여 및 단위 환산을 위한 계수이다. 여기서 SI는 TSP와 SP간의 간격
을 통해 측정 가능하며<식 2>, TRE는 복구 기간 투입된 자원의 양을 의미한다<식 3>. 재난으로
인해 기존 시스템 성능의 목표치(target system performance, TSP)와 현재 시스템 성능(system
performance, SP)간의 간격이 크고 오래 지속될수록, 재난으로 인해 새롭게 나타난 총 복구노
력의 면적이 크고 오래 지속될수록 회복탄력성은 낮으며 회복탄력성 비용은 높은 것이다
(Vugrin et al., 2011).

     × 

<식 1>



       
    
 

<식 2>





<식 3>



유순영 외(2014)는 Vugrin et al., (2011)의 연구에서 제시한 회복탄력성 비용을 국가나 지역
사회가 재난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 <식 4>와 같이 회복탄력성 비용지수를
개발하였다. 여기서 L(t)는 피해액, R(t)는 복구액, V(t)는 노출인자이며,  와  사이에 발생한
피해액과 이를 복구하기 위해 소요된 복구비용의 합이다. 본 연구에서는 Vugrin et al., (2011)
이 제시하고 유순영 외(2014)가 수정한 회복탄력성 비용지수 산출식을 사용하여 재난 회복탄
력성을 계산한다.

지자체 역량이 재난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41





   





   


회복탄력성 비용지수  

  

<식 4>





2. 재난 회복탄력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재난 회복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재난 회복탄력성에
대한 개념적 탐색 연구, 둘째, 재난 회복탄력성에 대한 이론적 모형 탐구 연구, 셋째, 재난 회
복탄력성 영향요인 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역량이 재난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로 재난 회복탄력성의 영향요인 분석을 시도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재난 회복탄력성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크게 재난 회복탄력성 지표와 도시(또는 지
역) 회복탄력성 지표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재난 회복탄력성 지표는 사회적 차원, 경제적 차
원, 인프라 및 물리적 차원, 환경시스템 및 생태적 차원으로 분류되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Cutter et al, 2010; Burton, 2012; 강상준･조성한, 2013; 김연수, 2016; 이대웅, 2019). 재난 회
복탄력성 지표 연구에서의 특이한 점은 도시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를 고려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Shaw et al., 2010; 국토해양부, 2011; Typer et al., 2014). 다음
으로 도시(또는 지역) 회복탄력성 지표에 대한 연구는 지역경제 회복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는 특징이 있다. 지역경제의 회복력이 연구관심사가 된 주된 이유는 경제적 충격 이후 지
역경제가 회복되는 시간이 지역마다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국토연구원, 2014). 따라서 지역
회복력을 다루는 실증연구들은 외부충격에 따른 회복반응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거나 지역내
산업구조, 지역경제의 개방성 및 이를 구성하는 기업, 지역의 인적자본과 노동시장, 지역을 구
성하는 가구, 주택시장 등 지역 경제의 속성과 요인들을 파악하고 있다(Foster, 2010;
Advantage West Midland, 2010; Ekogen･AECOM, 2011; 부산발전연구원, 2012; 국토연구원,
2014; 박주언, 2017; 전은영･변병설, 2017; OECD, 2020). 이에 본 연구는 재난 회복탄력성 지
표와 도시(지역) 회복탄력성 지표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지자체 역량을 경제적 역
량, 물리적 역량, 인적 역량으로 나누고 독립변수를 선정하였다. 또한 재난 회복탄력성에 영향
을 주는 기후적 요인, 지형적 요인, 재난규모를 통제하여 독립변수들이 재난 회복탄력성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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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재난 회복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연구자

연구대상

영향 요인
사회적 탄력성, 경제적 탄력성, 제도적 탄력성, 사회기반시설 탄
력성, 사회 자본

Cutter et al. (2010)

재난 복원탄력성

Shaw et al. (2010)

기후변화 기반의 재난 복원 물리적 요소, 사회적 요소, 경제적 요소, 제도적 요소, 자연적 요
탄력성
소

국토7해양부 (2011)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
기후노출, 취약지역, 시민,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성 지표

Burton (2012)

재난 복원탄력성

사회적 탄력성, 경제적 탄력성, 제도적 탄력성, 사회기반시설 탄
력성, 사회자본, 환경시스템 탄력성

강상준･조성한 (2013)

회복탄력성 지표의 재분류

사회적 차원, 경제적 차원, 인프라/물리적 차원, 환경시스템 회
복력/생태적 차원

Typer et al. (2014)

도시 기후 회복력 프레임워크

체계, 행위자, 기관, 물공급, 홍수예방 및 배수, 공공보건, 관광,
고체 폐기물/쓰레기 관리, 생태계, 농업, 어업, 재정착 및 주거

김연수 (2016)

한국형 복원탄력성 지표

물리적 범주, 사회적 범주, 경제적 범주, 제도적 범주, 자연적 범주

이대웅 (2019)

재난 회복탄력성

재난관리 요인-행정 및 정책 요인, 물리적 요인, 지역사회 요인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재난취약 요인-기후적 요인, 지형적
요인, 인적 요인, 공간요인

Foster (2010)

지역 회복력 지표

경제적 요인-경제구조, 인구사회적 요인-인적자본, 지역사회역
량-지역사회

Advantage West Midland
지역 회복력 지표
(2010)

경제적 요인-경제, 인구사회적 요인-노동시장, 물리적 요인-장
소, 지역사회 역량-사회적 취약계층

Ekogen&AECOM (2011)

지역 회복력 지표

경제적 요인-경제구조 및 기업, 인구사회적 요인-인적자본, 물
리적 요인-환경, 지역사회 역량-사회적 취약계층

부산발전연구원 (2012)

도시관리 측면에서의 회복 기후요소, 지리적 요소, 취약성 요소(부정적 요소), 역량 요소(긍
탄력성 지표
정적 요소), 기타요소(경제력 등)

국토연구원 (2014)

지역 회복력 지표

인적 자본, 물적자본, 혁신자본, 경제자본, 사회･문화자본

박주언 (2017)

지역차원의 복원탄력성 지표

사회환경-사회기반, 생활기반, 경제환경-경제자립, 생산환경,
생활환경-자연환경, 문화환경, 보건환경

전은영･변병설 (2017)

커뮤니티 리질리언스 평가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제도적 요인, 인프라 요인, 커뮤니티
지표
역량, 환경적 요인

OECD (2020)

도시 회복탄력성 인자

경제적 요인, 정부적 요인,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Ⅲ. 연구설계
1. 분석의 틀
본 연구는 지자체의 역량이 재난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지자체 역량을 경제적 역량과 물리적 역량 그리고 인적 역량으로 구분하였
으며, 그 외 영향요인인 기후적 요인, 지형적 요인, 재난규모는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특히
호우로 인한 재난 회복탄력성을 밝히기 위해 홍수의 방재시설로서 녹지, 도시공원, 하천, 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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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면적을 물리적 역량으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의 경우 재난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소인 흡
수성과 복구성, 회복(탄력)성을 모두 고려하여 재난 흡수력, 재난 복구력, 재난 회복탄력성으
로 변수를 설정하고 각각의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
<그림 1> 분석의 틀

･ 공간적 범위: 17개 광역지자체 ･시간적 범위: 2009~2018년
독립변수

종속변수

지자체 역량
(경제적/물리적/인적)

재난 흡수력

통제변수

재난 복구력

기후적 요인
지형적 요인
재난규모

재난 회복탄력성

2. 변수의 선정
1) 경제적 역량과 회복탄력성
지역사회의 경제적 역량은 재난 발생 시 재정자원의 확보를 쉽게 하여, 지역사회의 정상기
능을 유지시키며 복구에 영향을 준다(Rose, 2007). 구체적으로 경제적 요인 가운데 생산기능은
재난과 같은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에도 지방정부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가 생산될 수 있도
록 하는 기반을 의미하며,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은 재난 시에 안정적인 복구를 위한 예산을 투
입할 수 있게 한다.(이대웅, 2019).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방정부는 좀 더 높은 회복탄력성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ampanella, 2006; Norris et al., 2008; 이대웅, 2019).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지역내총생산
(GRDP)을 활용하고, 재난이나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조성되는 기금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
호기금을 합한 재난재해기금 지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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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리적 역량과 회복탄력성
불투수면적의 비율이 높은 도시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녹지들은 지표면의 우수유출을 감
소시키고 토지의 자연적인 빗물 침투능력을 활용함으로써 홍수와 같은 재해피해의 대응책으
로 활용될 수 있다(Laura, 2010; Armour et al., 2014). 이에 녹지면적과 도시공원면적이 지역면
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물리적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하였다. 하천의 경우 정비와 관
리가 잘 된다면 배수 및 방재기능을 하며, 하천 주변의 수변공간은 도시 내에서의 중요한 그린
인프라로 작용한다. 지역 내 저류시설은 저수지 등 지역 외 저류시설에 비해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은 작지만, 이미 개발된 도시지역에서는 지역 내 저류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
이고 실용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소방방재청, 2010). 이에 하천면적과 저수지면적이 지역면
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지표로 활용하였다.
3) 인적 역량과 회복탄력성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천76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1.8%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많은 지역은 재난에 노출
된 취약인자가 크기도 하지만, 동시에 재난 시 동원할 수 있는 복구자원이나 복구인력이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인구밀도를 인적 역량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해본다. 다음으로 ‘위험의 불평등
성’처럼 재난으로 인한 위험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집중된다(이대웅, 2019). 지방정부 내
고령자, 사회적 취약인구는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
한 대응이 어렵다. 이에 재해취약자를 나타내는 변수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 지표를 투입
한다. 또한, 재난 이후 원래 상태로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주민 참여와 주
민 간 신뢰 및 네트워크가 중요하다(이대웅, 2019). 특히 주민 간 신뢰와 네트워크는 재난 이후
복구를 위한 자원 동원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복구의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킨다(putnam,
1993). 따라서 시민사회 참여 차원에서 자원봉사자 비율을 변수로 활용한다.
4) 기후적 요인, 지형적요인, 재난규모와 회복탄력성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투입되는 복구는 발생하는 자연재난의 빈도와 규모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는다(Cutter et al., 2010). 따라서 재난 회복탄력성 영향요인을 도출함에
있어 기후적 요인인 강수량, 지형적 요인인 지역면적과 하천연장(길이), 그리고 재난규모인 재
해피해액을 통제변수로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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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 흡수력, 재난 복구력, 재난 회복탄력성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재난 회복탄력성은 흡수성과 복구성, 회복(탄력)성으로 구성된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 흡수력, 재난 복구력, 재난 회복탄력성으로 종속변수를 설정하고
각각의 영향요인을 규명한다. 재난 회복탄력성의 측정은 Vugrin et al.(2011)이 제시하고 유순
영 외(2014)가 수정한 회복탄력성 비용 산출식을 활용하고, 이를 발전시켜 재난 흡수성 비용과
재난 복구성 비용을 산출한 이대웅(2019)의 연구를 활용하여 재난 흡수력과 재난 복구력을 측
정한다.
<표 4> 변수의 선정
구분

변수

종속변수

측정 지표

재난 흡수력

재난 흡수력(비용)=재난피해액(천원)÷인구수(명)

재난 복구력

재난 복구력(비용)=피해복구액(천원)÷인구수(명)

재난 회복탄력성
경제적
역량

지방세

1인당 지방세 부담현황(천원)

GRDP

지역 내 총생산(백만원)

재난재해기금
녹지비율
독립변수

물리적
역량

도시공원비율
하천비율
저류지비율
인구밀도

인적
역량
기후적
요인
통제변수

지형적
요인
재난
규모

재난 회복탄력성(비용)=(피해액+복구액)÷인구수(명)

재난재해관리기금(백만원)=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녹지비율(%)=(녹지면적÷지역면적)×100
도시공원비율(%)=(도시공원조성면적÷지역면적)×100
하천비율(%)=(하천면적÷지역면적)×100
저류지비율(%)=(저류지면적÷지역면적)×100
인구밀도(명)=(전체인구수÷지역면적)×100

재난취약자

고령인구비율(%)=(65세이상인구수÷인구수)×100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비율(%)=(자원봉사자수÷인구수)×100

강수량

연간 강수량(mm)

지역면적

지역면적(km²)

하천연장

하천길이(m)

호우피해액

호우로 인한 피해액(천원)

선정한 변수는 종속변수 3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14개로 각각의 관측치 수가 달라 연구
에 사용되는 샘플을 새로 추출하였다. 그 결과 관측치 수(N)는 148개이며, 기술통계량은 <표
5>와 같다. 재난 흡수력 비용 지수는 평균 10.147(천원), 재난 복구력 비용 지수는 평균 8.044
(천원)으로 재난 흡수력 비용 지수가 더 높았으며 재난 회복탄력성은 이 비용지수들을 더한 평
균 18.191(천원)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역량인 지방세와 GRDP, 재난재해기금은 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지방세는 평균 13.926(천원), GRDP는 평균 18.012(백만원), 재난재해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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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평균 11.556(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역량의 경우 녹지(평균 14.963%), 하천(8.984%),
도시공원(2.875%), 저류지(1.478%) 순으로 지역면적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인적 역량의 경우 인구밀도는 평균 0.329명으로 나타났으며, 재난 취약자인 고령인구비
율은 평균 13.445%, 자원봉사자비율은 평균 1.722%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강수량은
평균 13300.160mm, 표준편차 3284.972, 지역면적은 평균 1102.442km2, 표준편차 771.070으
로 지역차가 커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하천연장과 호우피해액은 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
으며 하천연장(길이)은 평균 12.880m2, 호우피해액은 평균 14.665(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5> 기술통계량(N=148)
변수
재난 흡수력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0.147

23.418

0.000

216.596

재난 복구력

8.044

18.595

0.000

115.676

재난 회복탄력성

18.191

33.717

0.002

220.339

지방세

13.926

0.283

13.285

14.680

GRDP

18.012

0.859

15.693

19.989

재난재해기금

11.556

0.969

6.879

13.989

녹지비율

14.963

20.339

2.630

154.703

도시공원비율

2.875

3.541

0.394

16.697

하천비율

8.984

7.940

0.094

39.115

저류지비율

1.478

3.267

0.071

24.984

인구밀도

0.329

0.357

0.087

1.702

재난취약자

13.445

3.445

6.600

21.900

자원봉사자

1.722

0.646

0.667

4.152

강수량

13300.160

3284.972

5951.000

22064.000

지역면적

1102.442

771.070

140.410

3376.010

하천연장

12.880

2.036

5.521

18.413

호우피해액

14.665

2.976

4.407

19.840

3.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지자체 역량이 재난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에 사용되는 재난 피해액과 복구
액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2018 재해연보(2019) 중 최근 10년간 피해액 및 복구액 현황을 활
용하였고, 그 외 변수들은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들
은 STATA 통계프로그램(버전 14.0)을 사용하여 상관분석 및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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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모형 추정: 패널데이터 회귀분석
1) 하우스만(Hausman 검정
패널 선형회귀모형에서 고정효과 모형인지 확률효과 모형인지 판단 할 때 일차적으로 중요
한 기준은 데이터에서 패널 개체의 특성을 의미하는 오차항에 대한 추론(inference)이다. 패널
개체들이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의 개념이라면 오차항은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패널 개체들이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이 아니라 특정 모집
단 그 자체라면 오차항은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통계적 방법으로는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이용하여 추정모형을 선택할 수 있
다. 즉, 고정효과모형의 추정치와 확률효과모형의 추정치를 비교하여, 고정효과모형의 적합성
을 검정하는 것이다. 하우스만 검정의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다음과 같다.

귀무가설이 맞으면 확률효과모형이 더 효율적이고, 귀무가설이 틀리면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있는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널데이터에 대한 하우스만 가설검
정 결과를 살펴보면, 회복탄력성에 대한 하우스만 검정은 p값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귀무가
설이 채택되어 확률효과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하우스만 검정결과
Coefficients
(b)

(B)

(b-B)

변수

고정효과(FE)

확률효과(RE)

Difference

sqrt(diag(V_b-V_B))
S.E.

지방세

-27.5082

-9.94937

-17.5588

45.93896

GRDP

120.4534

-0.63792

121.0914

69.9086

재난재해기금

26.54251

-1.38796

27.93047

13.37716

녹지비율

0.451221

0.204663

0.246558

0.994588

도시공원비율

-3.73726

-2.5959

-1.14136

5.101954

하천비율

-0.29821

-0.59636

0.298147

0.419705

저류지비율

3.030875

1.88069

1.150185

0.950241

인구밀도

-254.124

22.53038

-276.654

338.7957

재난취약자

7.917519

1.726146

6.191373

8.59012

자원봉사자

-12.0979

2.780961

-14.8788

16.5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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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량

0.001893

0.002466

-0.00057

0.000627

지역면적

0.048973

-0.00301

0.051987

0.102707

하천연장

1.719068

2.925285

-1.20622

2.569478

호우피해액

6.166077

6.052435

0.113642

0.562712

b = consistent under Ho and Ha; obtained from xtreg
B = inconsistent under Ha, efficient under Ho; obtained from xtreg
Test: Ho: difference in coefficients not systematic
chi2(21) = (b-B)'[(V_b-V_B)^(-1)](b-B)
= 14.41
Prob>chi2 = 0.8511

2)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 검정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구축한 패널데이터가 이분산성이 존재하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고
정효과모형을 추정 후 ‘xttest3’ 명령어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검정통계량의 p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동분산을 가정한 귀무가설을 기각하므로 이분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이분산성 검정 결과
Modified Wald test for groupwise heteroskedasticity
in fixed effect regression model

chi2(17) = 845.09
Prob>chi2 = 0.0000

H0: sigma(i)^2 = sigma^2 for all I

3) 자기상관(autocorrelation) 검정
분석결과 검정통계량의 p값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1차 자기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
각하지 못하므로 1차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자기상관 검정 결과
Wooldridge test for autocorrelation in panel data
H0: no first order autocorrelation

F(1, 14) = 0.002
Prob > F = 0.9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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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상관분석
재난 회복탄력성과 영향요인 간 상관성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재난 회복탄력
성은 재난 흡수력(r=.848, p<.01), 재난 복구력(r=.745, p<.01), 인적 역량(r=.183, p<.05), 강수량
(r=.313, p<.01), 하천연장(r=.188, p<.05), 호우피해액(r=.577, p<.01)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난 흡수력은 재난 복구력(r=.279, p<.01), 인적 역량
(r=.203, p<.05), 강수량(r=.312, p<.01), 하천연장(r=.120 p<.1), 호우피해액(r=.491, p<.01)과 유의
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난 복구력은 강수량(r=.174, p<.05), 하천
연장(r=.190, p<.05), 호우피해액(r=.426, p<.01)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재난 회복탄력성의 영향요인이 되는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경제적 역량은 지
역면적(r=.562, p<.01), 하천연장(r=.297, p<.01)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성이 있으며, 물리적 역
량(r=-.233, p<.01)과 유의미한 음(+)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역량은 인적 역
량(r=-.136, p<.1), 강수량(r=-.191, p<.05), 지역면적(r=-.304, p<.01), 호우피해액(r=-.205, p<.05)
과 유의미한 음(-)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적 역량은 하천연장(r=.400, p<.01),
호우피해액(r=.162, p<.05)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경우, 강수량은 호우피해액(r=.353, p<.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하천연
장(r=-.295, p<.01)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면적은 하천연장(r=.587,
p<.01), 호우피해액(r=.386, p<.01)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하천연장은 호우피
해액(r=.305, p<.01)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변수 재난회복
재난
재난
경제적
물리적
탄력성
흡수력
복구력
역량
역량
1
1.000
2 0.848*** 1.000
3 0.745*** 0.279*** 1.000
4
-0.122 -0.122 -0.068
1.000
5
-0.113 -0.114 -0.061 -0.233*** 1.000
6 0.183** 0.203**
0.076
-0.076
-0.136*
7 0.313*** 0.312*** 0.174** -0.063 -0.191**
8
0.124
0.098
0.102 0.562*** -0.304***
9 0.188** 0.120* 0.190** 0.297***
0.038
10 0.577*** 0.491*** 0.426*** 0.128
-0.205**
*p<0.1, ** p<0.05, *** p<0.01

6

7

인적 역량

강수량

8
지역
면적

9
하천
연장

10
호우
피해액

1.000
-0.112
1.000
0.049
-0.040
1.000
0.400*** -0.295*** 0.587*** 1.000
0.162** 0.353*** 0.386*** 0.3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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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널회귀분석
패널회귀분석은 3개의 종속변수(재난 흡수력, 재난 복구력, 재난 회복탄력성)에 대하여 각
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패널회귀모형은 Ⅲ장-4 모형추정에
서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확률효과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도출되었고, 이분산성이 존재하며
자기상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자체 역량이 재난 흡수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적 역량 중 재난취약자(
=2.147, p<.1)와 호우피해액(=3.438, p<.01)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여기서 재난 흡수력은 호우로 인한 피해액을 노출인자인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재난 흡수
력 비용 지수를 나타내며 이 값이 높을수록 재난 흡수력은 낮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난취
약자(고령인구비율)가 많을수록, 호우피해액이 클수록 재난 흡수력 비용 지수는 커지며, 재난
흡수력은 작아진다.
다음으로 지자체 역량이 재난 복구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적 역량 중 인구밀도
(=34.143, p<.05)와 강수량(=0.002, p<.01), 하천연장(=2.145, p<.05), 호우피해액(=2.614,
p<.01)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역량 중 지방세(
=-15.675, p<.1)와 재난재해기금(=-10.778, p<.1), 물리적 역량 중 도시공원비율(=-3.054,
p<.01)과 하천비율(=-0.508, p<.05), 인적 역량 중 자원봉사자(=-5.285, p<.01)가 유의미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재난 복구력은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액을 노출
인자인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재난 복구력 비용 지수를 나타내며 이 값이 높을수록 재난 복구
력은 낮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강수량, 하천연장, 호우피해액이 클수
록 재난 복구력 비용 지수는 커지며, 재난 복구력은 작아진다. 또한, 지방세와 재난재해기금이
많을수록, 도시공원비율과 하천비율이 높을수록, 자원봉사자가 많을수록 재난 복구력 비용 지
수는 작아지며, 재난 복구력은 커진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역량이 재난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강수량(=0.002,
p<.05), 하천연장(=2.925, p<.1), 호우피해액(=6.052, p<.01)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물리적 역량 중 도시공원비율(=-2.596, p<.1)과 하천비율(
=-0.596, p<.1)은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재난 회복탄력성은
피해액과 이를 복구하기 위해 소요된 복구비용의 합을 노출인자인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재
난 회복탄력성 비용 지수를 나타내며 이 값이 높을수록 재난 회복탄력성은 낮아짐을 의미한
다. 따라서 강수량, 하천연장, 호우피해액이 클수록 재난 회복탄력성 비용 지수는 커지며, 재
난 회복탄력성은 작아진다. 한편, 도시공원비율과 하천비율이 높을수록 재난 회복탄력성 비용
지수는 작아지며, 재난 회복탄력성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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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재난 흡수력의 경우, 인적 역량 중 재난취약자(=2.147, p<.1)와 호우피해액(=3.438, p<.01)
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난취약자가 많을수록 재난 흡
수력 비용지수가 증가하고 재난 흡수력은 낮아진다. 이는 ‘위험의 불평등성’ 측면에서 재난으
로 인한 위험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집중된다는 이대웅(201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기
도 하다. 지역 내 재난취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인구에게 많은 예산과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이
들을 위한 재난관리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재난 복구력의 경우, 인적 역량 중 인구밀도(=34.143, p<.05)와 강수량(=0.002,
p<.01), 하천연장(=2.145, p<.05), 호우피해액(=2.614, p<.01)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재난 복구력 비용 지수는 커지며, 재난 복구
력은 작아진다.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재난 복구력에 취약함에 따라 인구를 분산시킬 필요
가 있겠다. 한편, 경제적 역량 중 지방세(=-15.675, p<.1)와 재난재해기금(=-10.778, p<.1),
물리적 역량 중 도시공원비율(=-3.054, p<.01)과 하천비율(=-0.508, p<.05), 인적 역량 중 자
원봉사자(=-5.285, p<.01)가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세와
재난재해기금이 많을수록, 도시공원비율과 하천비율이 높을수록, 자원봉사자가 많을수록 재
난 복구력 비용 지수는 작아지며, 재난 복구력은 커진다. 경제적 역량은 재난 발생 시 재정자
원의 확보를 쉽게 하여, 지역사회의 정상기능을 유지시키며 복구에 영향을 준다는 Rose(2007)
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물리적 역량 중 도시공원의 불투수면적은 빗물 침
투기능을 가지고 있어 홍수와 같은 재해피해의 대응책으로 활용될 수 있음(Laura, 2010;
Armour et al., 2014)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하천의 배수 및 방재기능과 수변공간이 그린인프
라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인적 역량 중 자원봉사자가 많을수록 복구를 위한 자
원 동원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복구의 시간과 비용을 감소(putnam, 1993)시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경제적 역량 중 GRDP와 물리적 역량 중 녹지 및 저류지 비율, 인적역량 중 재
난취약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난 회복탄력성의 경우, 강수량(=0.002, p<.05), 하천연장(=2.925, p<.1), 호우
피해액(=6.052, p<.01)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물리적 역량
중 도시공원비율(=-2.596, p<.1)과 하천비율(=-0.596, p<.1)은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수량, 하천연장, 호우피해액이 클수록 재난 회복탄력성 비용 지
수는 커지며, 재난 회복탄력성은 작아진다. 한편, 도시공원비율과 하천비율이 높을수록 재난
회복탄력성 비용 지수는 작아지며, 재난 회복탄력성은 커진다. 이는 재난 복구력 검증 결과와
유의한 결과로 재난 회복탄력성은 재난 복구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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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패널회귀모형 분석결과
구분

변수
경제적
역량

독립
변수

물리적
역량

재난 흡수력(비용)
지방세

5.726(11.573)

통제
변수

지형적 요인
재난규모

-9.949(17.757)

-5.802(7.016)

5.164(3.755)

-0.638(9.370)

9.390(12.330)

-10.778(6.091)*

-1.388(13.853)

녹지비율

0.090(0.177)

0.115(0.127)

0.205(0.234)

도시공원비율

0.458(0.958)

-3.054(1.128)***

-2.596(1.483)*

하천비율

-0.088(0.159)

-0.508(0.212)**

-0.596(0.315)*

1.276(0.980)

0.604(0.887)

1.881(1.510)

-11.613(13.363)

34.143(14.803)**

22.530(18.977)

재난취약자

2.147(1.111)*

-0.421(0.612)

1.726(1.322)

자원봉사자

8.066(5.449)

-5.285(1.630)***

2.781(6.131)

강수량

0.001(0.001)

0.002(0.001)***

0.002(0.001)**

지역면적

-0.002(0.004)

-0.001(0.003)

-0.003(0.005)

하천연장

0.781(1.107)

2.145(0.908)**

2.925(1.763)*

3.438(1.019)***

2.614(0.784)***

6.052(1.381)***

호우피해액

(상수항)

재난 회복탄력성(비용)

GRDP

인구밀도

기후적 요인

-15.675(9.207)*

재난재해기금

저류지비율
인적
역량

재난 복구력(비용)

-178.239(199.283)

184.421(134.427)

6.182(287.368)

N

148

148

148

2

0.4258

0.4235

0.4805

R

(※ *p<0.1, ** p<0.05, *** p<0.01 / 괄호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재난 유형이 기후변화, 도시화 등의 확대로 인해 예측하기 어렵고, 그
피해규모의 발생패턴이 대형화･복잡화 되어감에 따라 재해로부터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재해 발생 후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인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중요해졌다. 특히 우
리나라는 자연재해 가운데 호우로 인한 경제적 피해 및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의 경제적･물리적･인적 역량이 재난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
을 목적으로, 어떠한 지자체 역량이 호우로 인한 재난 회복탄력성 비용 지수를 감소시키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소를 외부 충견을 견디는 흡수력(absorptive capacity)과 피해에 적응하
는 적응력(adaptive capacity), 빠르고 쉽게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 역량이 복구력(restorative
capacity)으로 보고 3개의 종속변수(재난 흡수력, 재난 복구력, 재난 회복탄력성)를 설정하였
다. 재난 회복탄력성 비용의 측정은 Vugrin et al., (2011)이 제시하고 유순영 외(2014)가 수정한
회복탄력성 비용지수 산출식을 사용하였으며, 재난 흡수력 비용과 재난 복구력 비용은 이대웅
(2019)이 사용한 산출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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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데이터 회귀분석 결과는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재난 흡수력의
경우, 인적 역량 중 재난취약자(=2.147, p<.1)와 호우피해액(=3.438, p<.01)이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난취약자가 많을수록 재난 흡수력 비용지수가
증가하고 재난 흡수력은 낮아진다. 이는 ‘위험의 불평등성’ 측면에서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사
회적 약자에게 더욱 집중된다는 이대웅(201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지역 내 재
난취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인구에게 많은 예산과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재난관
리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재난 복구력의 경우, 인적 역량 중 인구밀도(=34.143, p<.05)와 강수량(=0.002,
p<.01), 하천연장(=2.145, p<.05), 호우피해액(=2.614, p<.01)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재난 복구력 비용 지수는 커지며, 재난 복구
력은 작아진다.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재난 복구력에 취약함에 따라 인구를 분산시킬 필요
가 있겠다. 한편, 경제적 역량 중 지방세(=-15.675, p<.1)와 재난재해기금(=-10.778, p<.1),
물리적 역량 중 도시공원비율(=-3.054, p<.01)과 하천비율(=-0.508, p<.05), 인적 역량 중 자
원봉사자(=-5.285, p<.01)가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세와
재난재해기금이 많을수록, 도시공원비율과 하천비율이 높을수록, 자원봉사자가 많을수록 재
난 복구력 비용 지수는 작아지며, 재난 복구력은 커진다. 경제적 역량은 재난 발생 시 재정자
원의 확보를 쉽게 하여, 지역사회의 정상기능을 유지시키며 복구에 영향을 준다는 Rose(2007)
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물리적 역량 중 도시공원의 불투수면적은 빗물 침
투기능을 가지고 있어 홍수와 같은 재해피해의 대응책으로 활용될 수 있음(Laura, 2010;
Armour et al., 2014)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하천의 배수 및 방재기능과 수변공간이 그린인프
라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인적 역량 중 자원봉사자가 많을수록 복구를 위한 자
원 동원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복구의 시간과 비용을 감소(putnam, 1993)시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경제적 역량 중 GRDP와 물리적 역량 중 녹지 및 저류지 비율, 인적역량 중 재
난취약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난 회복탄력성의 경우, 강수량(=0.002, p<.05), 하천연장(=2.925, p<.1), 호우피해
액(=6.052, p<.01)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물리적 역량 중
도시공원비율(=-2.596, p<.1)과 하천비율(=-0.596, p<.1)은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수량, 하천연장, 호우피해액이 클수록 재난 회복탄력성 비용 지수
는 커지며, 재난 회복탄력성은 작아진다. 한편, 도시공원비율과 하천비율이 높을수록 재난 회
복탄력성 비용 지수는 작아지며, 재난 회복탄력성은 커진다. 따라서 재난 회복탄력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방재기능으로서의 도시공원 및 하천과 수변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다
만, 하천연장이 길어질수록 회복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지자체
평균고도 이하 면적의 비율, 급경사 지역 비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본 연구는 광역지자체 차원의 경제적･물리적･인적 역량이 재난 회복탄력성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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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경제적･물리적･인적 역량 이외의 지자체 네트워크, 재난 분야 교육
및 훈련, 제도 및 예산 등 행정 및 정책 요인과 평균고도, 급경사 등 공간요인을 모두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호우를 중심으로 한 재난 회복탄력성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 본다. 후속 연구에서는 재난 회복탄력성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지표와 현재 측정방식이 가
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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