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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Recently, a large social disaster has called for the need to diagnose social disaster safety, and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alculates and publishes regional safety ratings
such as regional safety index and national safety diagnosis every year. The existing safety diagnosis
system uses equal intervals or normal distribution to grade risk maps in a uniform manner. Method:
However, the equidistant technique can objectively analyze risk ratings, but there is a limit to
classifying risk ratings when the distribution is skewed to one side, and the z-score technique has a
problem of losing credibility if the population does not follow a normal distribution. Because the
distribution of statistical data varies from indicator to indicator, the most appropriate rating should be
applied for each data distribution. Result: Therefore,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data of disaster
indicators and present a comparison and suitable method for traditional equidistant and natural brake
techniques to proceed with optimized grading for each indicator. Conclusion: As a result, three of the
six new indicators were applied differently from conventional grad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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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연구목적: 최근 대형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며 행정안
전부에서 지역 안전지수, 국가안전대진단 등 지역의 안전도 등급을 계산하여 매년 공표하고 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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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전도 진단 시스템은 등간격 혹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획일화된 방법으로 등급화를 진행하여 위
험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연구방법: 하지만 등간격 기법은 위험등급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분
포가 한쪽에 치우쳐있는 경우 위험등급을 분류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z-score 기법은 모집단이 정규분
포를 따르지 않으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지표별로 통계 데이터의 분포가 상이하기 때문에

OPEN ACCES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
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데이터 분포별로 가장 적합한 등급화를 적용해야한다. 연구결과: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난 지표의 데
이터를 분석하여 각 지표마다 최적화된 등급화를 진행하고자 기존의 등간격 기법과 네츄럴브레이크
기법을 비교 및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결론: 그 결과 기존의 등급화 기법과 다르게 적용된 것은 6새
지표 중 3개에 해당하였다.
핵심용어: 등급화, 등간격 기법, 네츄럴 브레이크 기법, Z-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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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사회재난 안전도를 진단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안전지수, 지역안전도 진단, 국가안전대진단
등이 수행되고 있다. 국내 안전도 진단모델을 분석한 결과 등급화 방법으로는 Z-score 및 등간격 기법을 위주로 사용하고 있
으나 재난 유형별로 활용하는 지표가 각각 다르며 지표의 단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등급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Cho et
al.,2013). 지표의 등급화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정규분포이며 이는 각각의 지표가 정규분포 곡선을 이룬다는 가
정하에 Z-score를 활용하여 지표를 등급화하는 방법이다. 예를들어 재산피해액이 크게 발생한 강릉 산불 및 세월호 사고처
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형 재난데이터로 인해 정규분포곡선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따라
서 대형 재난과 같은 세부지표들의 등급화가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지표들의 가중치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화된 방법으로 등급화를 수행한다면 데이터 왜곡이 발생할 것이다(Kang, 2019, kim et al.,2018). 또
한 Z-score기법을 이용해 등급화를 수행할 때 평가지표들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Kim et
al., 2019). 이와 같이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위험도를 결정하여 공표할 경우 지자체 및 시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으며 정책결정권자와 예산결정 등 중요한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Koo et al., 201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의 지표들의 등급화 방법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때 위험등급이 왜곡될 수 있는 현상을 해결
하고자 하였다. 사회재난의 지표에 대해 등간격 기법과 네추럴 브레이크 기법을 각각 적용하여 비교하였으며 세부지표에 더
적합한 등급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재난의 모든 유형의 세부지표를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발생건수 데이터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격이 뚜렷한 가축질병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가축질병의 세부지표에 대한
등급화 방법을 비교 및 제시하고자 한다.

지표 등급화 기법
정규분포(Z-Score)
정규분포 또는 연속 확률분포이며, 어떤 변수가 무작위로 가질 수 있는 실제값에 관한 분포를 나타낸다. 지표의 값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우 등급화 과정을 거친 Z-Score 분포로 표출하여 1부터 10까지 10단계의 위험등급으로 나타낸다(Lee et

Fig. 1.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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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20). 이러한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식1을 사용하며 여기서 Z는 표준화 값 x는 인자값,  는 인자에 대한 평
균치,  는 인자에 대한 표준 편차를 의미한다. 다음 Fig. 1은 표준 정규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1)

Equal Interval classification
범위 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공통 척도를 세우고, 이를 기준으로 지표 값을 10단계로 나누어 등급화 하는 방법이다. 동일
한 간격으로 나누어 분류하는 방법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용이하며 지도를 해석하기가 비교적 쉽다(Nam et
al.,2013). 하지만 데이터의 분포상 등급 내 피쳐가 0인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강우량, 기온, 다중 밀집시설 수 등과 같이 일
정한 데이터를 등급화할 때 효과적이다. 다음 Fig. 2는 등간격으로 등급화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Natural breaks
총 단계를 결정하고 표출되는 값이 비슷한 지표 값들을 그룹으로 만들어 구분하는 알고리즘으로써, 각 등급 내의 편차는
최소화하고 등급 간 편차를 최대화하여 단계가 의미하는 수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고르지 않은 데이터를 분
류할 경우 분기점 구분이 쉬워 시각화하는데 용이하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는 K-means clustering 알고리즘이 있으며, 노인
인구 비율 또는 축산 시설 수 등과 같이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지표의 경우 네츄럴 브레이크가 효과적이다. 다음 Fig. 3은 네추
럴 브레이크를 등급화하는 방법을 도식화한 것이다.

Fig. 2. Equal intervals

Fig. 3. Natural breaks

가축질병 세부 지표별 등급화 기법 비교
기존 연구방식은 등간격으로 모든 지표에 대해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지표에 대한 등급화를 진행했다. 하지만 등간격으
로 등급화를 하는 경우 비슷한 값이 다른 클래스에 포함되어 영역의 크기가 다양할 때 클래스의 특성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Hwang et al.,2011). 본 논문에서는 중점 사회재난 유형 중 가축질병을 중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데이터 분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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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된 등급화 기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유형별 지표는 각각 위험지표와 취약지표로 나뉘며 위험지표는 발생 건수와 피
해 금액이며 취약지표는 가축 사육수, 축산시설 수, 축산업 면적률, 공무원 1인당 담당 마리 수이다. 기존의 취약지표는 중점
방역 관리지수개소까지 포함했으나 방역 관리 지구개소는 가축질병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지표로 지자체의 경감노력지표
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취약지표에서는 제외하였다.

취약지표 등급화
축산업 면적률
축산업 면적률은 지역별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적정면적을 이용해 가중치로 적
용하여  단위로 가공한 데이터이다. 고시된 가축 및 적정 사육 면적은 소, 돼지, 닭, 오리 기준 10, 6, 0.08, 0.25  를 적용
하여 계산하였다. 축산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지역은 익산시, 부여군, 천안시, 대구 수성구, 부안군, 나주시이다. 축산업 면적
률 지표의 경우 데이터 가공과정에서 가중치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등간격 기법을 사용해야 데이터의 객관적인 취약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Figs. 5 and 6은 축산업 면적률을 등간격과 네츄럴 브레이크로 등급화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Fig. 5. Livestock industry area ratio_equal interval

Fig. 6. Livestock industry area ratio_natural break

가축 사육수
가축 사육수는 소,돼지,닭,오리 사육두수에 가축당 가격을 가중치로 곱하여 지역별 모든 가축 사육수를 합산한 무차원으
로 나타낸 값이다. 가축 사육수는 가축 질병 재난에 가장 직관적으로 연결 되어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 자체의 객관적인 등급화가 이루어져야하는 지표이다. 본 지표를 네추럴 브레이크 기법으로 등급화하는 경우 등
급내 편차를 줄이기 위해 고위험군인 8~10등급의 범위가 넓어지고 1~5등급까지의 피쳐값의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객관
적인 데이터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축 사육수와 같이 재난에 대한 취약성 지표 중 지역특성을 배제한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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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수행해야 하는 지표는 등간격으로 등급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Fig. 7은 가축 사육수를 등간격으로 등급화한
것이며 Fig. 8은 네추럴 브레이크로 등급화한 것이다.

Fig. 7. The number livestock breed_equal interval

Fig. 8. The number livestock breed_natural break

축산 시설수
축산시설수는 소, 닭, 돼지, 오리의 축산가구수를 합한 지표로 축삭 면적률과 다르게 축종별 가중치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계산된 지표이다.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은 채 가공된 지표로 단위수가 가구수 이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Fig. 9. Number of Livestock Facilities _Equal Interval

Fig. 10. Number of Livestock Facilities _Natural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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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츄럴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등급화를 적용해야 하며 다음 Fig. 9는 등간격으로 등급화를 한 것과 Fig. 10은 네추럴 브레이
크로 등급화를 한 것이다.
공무원 1인당 담당 마리수
공무원 1인당 담당 마리수는 소, 돼지, 닭, 오리의 축산가구수를 곱하여 합한 것을 지자체 공무원수로 나눈 것이며 축산시
설수/지자체공무원수로 축산시설수에 기인하여 산출되는 데이터이다. 지표의 피쳐 분포를 분석하면 각 피쳐 간 간격이 크기
때문에 등급간 편차를 늘리고 등급 내 편차를 줄이는 방식의 네추럴브레이크 기법을 적용하여 등급화하였다. 해당 지표를 등
간격으로 등급화하는 경우 피쳐갯수가 0인 등급이 5개로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다음 Fig. 11은 공무원 1인
당 담당 마리수를 등간격으로 등급화한 것과 Fig. 12는 네츄럴 브레이크로 등급화 한 것이다.

Fig. 11.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_Equal Interval Fig. 12.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_Natural Break

위험지표 등급화
피해금액
피해금액은 소, 돼지, 가금류 관련 전염병만 선별하여 발생건수를 집계하고 각 축종 별 단가를 곱해 시도별로 합산하여 데
이터를 구축하였다. 피해금액 지표의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결과 값의 신뢰도가 떨어져 정규분포를 이용한 등급
화는 배제하였다. 또한 네츄럴브레이크 기법을 이용해 등급화를 하는 경우 시군구 단위가 아닌 시도 단위의 데이터로 인해
등급간 편차가 늘어나 중간값을 가진 지역이 고위험군에 속하게된다. 따라서 위험지표는 지역의 위험도를 직관적으로 분석
해야하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등간격 기법으로 등급화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Figs. 13 and 14는 각각 등간
격과 네츄럴 브레이크로 등급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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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Loss of damage_equal interval

Fig. 14. Loss of damage_natural break

발생건수
위험지표 중 하나인 발생건수 지표는 피해금액과 동일하게 등간격을 사용하여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로 객관적인 위험등
급을 분석해야한다. 하지만 가축질병의 경우 주로 축산업비율이 높은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등
간격으로 등급화 할 경우 몇몇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1등급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발생건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나주시가 388,24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며 나주시를 포함하여 등간격으로
등급화를 하는 경우 나머지 모든 지역이 1, 2등급에 분포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축질병의 발생
건수의 경우 네츄럴 브레이크로 등급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나주시와 같이 축산업을 주로 하는 지역의 경우 다
른 지역에 비해서 발생건수가 월등히 많다. 나주시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지역은 순서대로 함평군, 무안군, 곡성군 등이며 각
각 46,085건, 36,001건, 31,741건이다. 이처럼 나주시와 나머지 지역들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나주시를 포함하여 등급화를
할 경우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등급화를 위해 95%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범위를 재설정하고
자   ∼  구간에 있는 값을 등급화하여 시각화한 뒤 범위에 벗어난 값을 10등급에 배치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적용하였
다. 연속적인 분포가 아닌 하나의 이상치처럼 기록된 나주시의 발생 건수를 제외하여 네츄럴 브레이크로 등급화한 뒤 나주시
를 10등급으로 지정하였다. 다음 Table 1은 지역별 발생 건수와 등간격과 네츄럴 브레이크 기법을 활용해 나주시를 제외하
기 전과 후의 등급을 비교한 것이다.
고위험군 지역의 발생 건수가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닌 지역 특성에 따라 몇몇 지역에 집중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나주시와 같이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추세치의 범위를 벗어나는 outlier와 같은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outlier 즉, 나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등급화를 수행한 후 나주시를 10등급으로 배정하였다.
등간격으로 등급화할 경우 나주시를 제외하더라도 곡성군과 영광군의 발생건수가 2만건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영광군
의 경우 5번째로 가축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위험등급이 2등급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위험지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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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 위험등급을 직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등간격으로 등급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와 같은 outlier특성을 보이는
지표에서는 데이터 분포에 맞는 등급화기법을 적용해야한다. 다음 Figs. 15 and 16은 각각 나주시를 제외하기 전과 후의 등
간격 기법을 사용한 위험지도를 나타낸 것이고 Figs. 17 and 18는 네츄럴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위험지도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1. Comparison of risk rate before and after excluding Naju City
Equal Interval

Natural Breaks

Number of
occurrences

Before

After

Before

After

Naju

388,241

10

10

10

10

Hampyeong

46,085

2

10

9

10

Muan

36,001

1

8

9

10

Gokseong

31,741

1

7

9

10

Yeonggwang

8,612

1

2

8

9

Haenam

5,516

1

2

7

8

Suncheon

4,509

1

1

7

8

Yeongam

1,738

1

1

6

7

Damyang

1,052

1

1

6

7

Goheung

621

1

1

5

6

Hwasun

505

1

1

5

6

Uiryeong

400

1

1

4

6

Goseong

352

1

1

4

6

⋮

⋮

⋮

⋮

⋮

⋮

Fig. 15. Number of occurence before Naju is removed_equal Fig. 16. Number of occurence after Naju is removed_equal
interval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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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Number of occurences before Naju is removed_natural Fig. 18. Number of occurences after Naju is removed_natural
break
break

결론
최근 사회재난의 발생빈도와 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역의 안전도를 진단하기 위해 지역 안전지수, 지역안전도 등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도를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안전도 진단에 적용하고 있는 지표 등급화 방법은 등간격 또는 정
규분포를 이용한 Z-score로 획일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등간격 기법의 경우 데이터 분포에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
피쳐가 0이 되는 등급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 또한, z-score의 경우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위험지도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난의 지표마다 데이터의 분포를 분석하여 등급화 방법
을 상이하게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지표는 등급 간 편차를 늘리고 등급 내 편차는 줄이는 네
츄럴 브레이크 기법을 채택하여 등급화를 진행하였다. 또한, 위험지표의 경우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등간격 기법으로 등급화를 하여 위험등급을 확인하였으나 지표 중 연속적인 분포를 벗어난 outlier 특성을 가
지는 데이터가 있을 경우 데이터를 가공한 후 등급화를 진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표별로 상이한 데이터 분포를 고려한 등급화 방법을 비교하였으며 사회재난 유형 중 가축 질병을 선택
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획일화된 방법이 아닌 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등급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추후의 가축 질병 이외에도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에서 데이터 분포에 따른 지표 등급화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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