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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e investigated the spatial distributions and changes by period of disaster areas due to heavy
rainfall using the amounts of damages data at all cities and guns (county-level) in South Korea during
1981-2012. The severe damage areas by heavy rainfall were distributed at the upper region of the Han
River in the northern South Korea and at the lower regions of the Geum River and the Youngsan River in
the western South Korea during the 1980s. The amounts of damage in the western areas were decreased
from the 1990s until the 2000s. On the other hand, those in the upper areas of the Han River including
the mountainous region in Gangwon province were increased in the 2000s. The most amounts of damages
by heavy rains were in July, followed by August, September, and June. The damages by heavy rainfall were
distributed over the whole country for the entire summer months in the 1980s. In the 1990s and 2000s,
the rainfall damages were concentrated in August and July, respectively. And the September damage by
heavy rainfall was little occurred in 1990s and 2000s.
Key Words : heavy rainfall, disaster area, amounts of damage, change b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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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대와 지중해, 남아프리카 등에서 감소하는 경
향으로 지역별 강수량 변화 특성의 차이가 있다

오늘날의 전구적인 기온상승은 지역적 혹은 전

(IPCC, 2007). 그러나 호우는 1950년 이후 강수

구적인 강수 시스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장

량이 증가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총 강수량이 감

기적으로 보면, 남·북 아메리카와 북유럽, 동부

소하는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강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헬

(Klein Tank and Können, 2003; Kunkel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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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Brunetti et al., 2004; Maheras et al., 2004;

뚜렷하지만, 유럽과 아시아에서 홍수의 빈도와

Groisman et al., 2005). 아시아 지역에서는 여

강도의 뚜렷한 경향이 없다고 하였다(Hannaford

름철에 호우의 증가 경향이 뚜렷하며, 중국에서

and Marsh, 2008; Renard et al., 2008; Petrow

50mm 이상 강수일수의 증가(Zhao et al., 2010)와

and Merz, 2009; Stahl et al., 2010; Jiang et al.,

인도 데칸고원에서 호우 빈도의 증가 경향이 특징

2008; Delgado et al., 2010). 융설수에 의하여 이

적이다(Shouraseni, 2009).

른 봄에 범람하는 지역을 제외하면 홍수의 변화

한반도에서 강수량은 1910년 이후 증가하는 경

경향을 단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Seneviratne

향이며(Chung et al., 2004; National Institute of

et al., 2012).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Meteorological Research, 2009), 월별 강수 특성

적으로 호우의 증가 경향은 뚜렷하지만 호우로 인

의 변화와 더불어 호우 빈도와 강도의 변화가 지

해 발생할 수 있는 홍수의 변화 경향은 뚜렷하지

역별로 다양하다(Lee and Kwon, 2004; Choi,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4; Park et al., 2008; Choi and Kwon, 2008;

홍수와 산사태 등을 일으키는 호우는 자연적인

Jo et al., 2011; Lee et al., 2011). 남부와 중부지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이 복합되어 각 지역의 특성

방을 대상으로 호우 변화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

과 기반시설의 집중도에 따라서 재해 발생의 빈도

석한 Choi(2004)와 지역별 강수패턴의 차이를

와 강도의 차이가 크다. 홍수 피해의 자연적인 원

고려하여 상대적 극한 지수를 사용한 Choi and

인은 호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상류 지역의 집

Kwon(2008)의 연구는 호우를 대표할 수 있는 다

중적인 호우로 인한 하류지역의 범람 피해, 이전

양한 극한 강수 지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호

에 내린 비로 배수가 잘 이뤄지지 않은 곳이나 토

우의 지역별 다양성을 제시하였다. 최근 Lee et

양이 물을 많이 담고 있는 곳에서의 피해 등 다양

al.(2011)의 연구에서도 수자원 관리를 고려하여

하다(Hong, 1999). 기온이 1℃ 상승하면 가능 최

유역별 호우의 변화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한강유

대강수량은 약 10% 증가하여 대규모 수공구조물

역과 낙동강 상류, 동해안에서 다른 유역에 비하

의 홍수방어한계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Fowler

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하였고, 금강 유역

and Kilsby, 2003a; b) 강수 변동성이 큰 지역의

과 섬진강 유역은 변동성이 크다고 하였다. 한강

대규모 수공구조물은 홍수로 인한 재해가 일어날

과 낙동강 유역의 호우 빈도는 1970년대 중반 이

가능성이 높다(Jang et al., 2012). 따라서 인위적

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경향이지만, 2000년대 중

인 홍수 조절 능력에 따라서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반 이후 감소하면서 그 빈도와 강도의 불규칙성이

작은 곳과 큰 곳이 있을 수 있다.

파악되었다. Kim et al.(2013)은 이러한 국지적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유역별로 강

강수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대규모의 홍수 방어 투

수 변동성이 크고 불규칙적이며 국지적으로 집중

자가 이루어진 국가하천 보다는 중소하천이나 도

되는 강수 시스템에 의해 호우 특성이 변하고 있

시하천에서 단시간에 홍수 범람이 발생하면서 지

다. 또한 대하천 및 소하천의 수자원 시설 등이 축

역별 호우로 인한 피해의 차이가 커질 수 있음을

조되면서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호우로 인한

제시하였다.

재해 지역의 특성과 피해액의 변화가 야기될 수

IPCC 5차 보고서에 의하면, 기온상승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호우로 실제 피해가 발생

강한 북반구의 고위도 지역에서 홍수 증가 경향이

한 재해 지역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각 지역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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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특성의 변화와 수자원 관리의 체계가 다양하

해액과 피해 사항을 월별로 입력하였다. 피해 발

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지역별 호우로 인한 재해에

생 시 강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례 기간 동

대비하고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안의 강수량과 강수강도를 분석하였다.

의 호우로 인한 재해 지역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피해액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Arc
GIS를 이용하여 시·군별 피해액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우를 중심으로 강수에

피해액의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1980

의한 재해 지역의 변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년대(1981∼1990년), 1990년대(1991∼2000년),

유형의 피해 중 정량화 연구에 가장 많이 이용하

2000년대(2001∼2012년)로 구분하여 시대별 피

고 있는 피해액의 변화를 월별로 분석하여 시공간

해액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적으로 비교하였다.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는 월별 강수 시스템이 다
르므로 월별 호우로 인한 피해액의 특성도 다를
수 있다. 월별 피해액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2. 연구 자료 및 방법

시대별로 월별 평균 피해액과 피해의 월별 집중도
(%)를 파악하였다. 월별 평균 피해액은 피해가 큰

호우로 인한 재해는 농작물, 토지, 공공시설물,

지역과 피해가 작은 지역의 분포와 그 변화를 파

교통통신, 가구 피해 등 피해물량에 대해 금전적

악하는 것이다. 호우로 인한 피해는 지역에 따라

으로 표시할 수 있는 유형의 직접적인 피해와 인

규모의 차이가 크다. 피해가 잦아 피해액이 많은

명피해, 교통통신 마비로 인한 사회활동 장애, 질

지역의 피해 특성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

병 발생 등 무형의 있다(Shim, 1972). 홍수 피해

로 피해액의 값은 적으나 피해 빈도가 잦거나 불

는 피해가 단기간에 발생하며 짧은 시간 내에 복

규칙하여 수자원 관리가 불안정한 피해 사례 지역

구가 이루어지므로 인명 피해를 포함하여 무형의

의 연구도 필요하다. 월별 집중도는 시·군별 6월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유형

부터 9월까지의 전체 피해액 중에서 각 월이 차지

의 직접적인 피해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하는 피해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피해액이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소방방재청 중앙재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 상관없이 상대적인 개념

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제공한 재해연보의 피해액

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각 시·군의 호우로 인

이다. 분석 기간은 시·군 자료가 분류된 1981∼

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달에 피해가 가장 많

2012년까지이고 분석 지점은 2012년을 기준으로

았고 시대별로 지역별 피해의 변화 경향을 파악할

시·군 단위의 우리나라 전 지역1)을 포함한다.

수 있다.

피해액 자료는 6월부터 9월까지의 호우로 인한
재해 사례만을 선정하여 한국은행의 2010년 물
가 환산지수를 이용하여 가공하였다. 태풍 자료

3. 호우에 의한 재해의 피해액 변화

는 강수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바람에 의한 피
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

1) 연평균 피해액의 변화

다. 호우 사례의 피해 자료는 매년 호우가 발생한

재해 발생 시 피해액은 재해 특성을 정량적으로

시기를 월별로 분류하여 사례기간의 시·군별 피

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수이다. Figure 1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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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uctuation in the annual amounts of damages due to heavy rainfall in South Korea during 1981-2012.

리나라의 1981년부터 2012년까지의 호우에 의한

억 원)과 인제(약 202억 원), 서울(113억 원), 김해

피해액을 나타낸 것이다. 피해액의 규모가 매년

(113억 원) 등으로 대부분 한강 상류에 속한다.

변동하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 매 10년대 극한

50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한 지역도 단양,

값이 점차 증가하였다. 1980년대에 가장 피해가

철원, 홍천, 정선, 영월, 제천, 횡성 등으로 대부

컸던 1987년의 총 피해액은 약 93억 원이었으며,

분 한강 유역에서 피해 규모가 크다. 동해안의 영

1990년대에 피해가 가장 컸던 1998년의 총 피해

덕, 속초, 동해, 울진, 포항 등의 지역과 대구, 경

액은 약 108억 원, 2000년대의 피해가 가장 컸던

산, 구미, 칠곡, 성주 등의 낙동강 유역에서는 호

2006년의 총 피해액은 약 126억 원으로 지속적

우로 인한 재해 피해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그 규

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시대별 평균 피해액은

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1980년대(약 35억 원)가 가장 높고 2000년대(30

Figure 3은 호우에 의한 연평균 피해액의 분포

억 원), 1990년대(23억 원)순이다. 이는 50억 원

를 시대별로 나타낸 것이다. 1980년대에는 단양,

이상의 피해가 1980년대 30% 발생한 것에 비하

영월, 정선 등 한강 상류와 서울 등 한강 하류 지

여,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각각 10%, 16.7%

역에서 100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다. 또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1990년대에는 전반기

한 금강유역인 부여, 서천, 논산, 공주와 영산강

를 중심으로 피해액 10억 미만의 재해가 발생한

유역인 나주, 광주 등의 지역에서도 피해 규모가

해가 50%에 이르러 평균 피해액이 감소하였다.

비교적 컸다. 1990년대에는 1980년대에 비하여

Figure 2는 지역별 호우에 의한 피해액의 분포

전국적으로 호우에 의한 피해액의 규모가 감소하

를 나타낸 것으로 피해액의 규모가 지역별로 다

였다. 다만, 철원, 파주, 양주, 연천 등 임진강 유

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1981년에

역에서 1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서 2012년까지 호우로 인한 재해의 연평균 피해

2000년대에는 1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큰 지역

액 분포를 보면, 100억 이상인 곳은 평창(약 235

이 한강 상류(평창, 인제, 홍천, 정선, 횡성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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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었다. 평창과 인제의 경우 1990년대에 비
하여 각각 24배, 22배 씩 증가하였다. 서울과 김
해도 이 시기에 피해 규모가 크다.2) 김해의 2002
년의 호우로 인한 피해액은 다른 지역에 비해 피
해 규모가 커서 한 해의 피해액만으로도 김해 지
역이 분석기간인 1981∼2012년 동안 피해액 규모
가 가장 큰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Figure 2 참조). 이는 특정 해의 피해가 상대적으
로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한 해의 피해액의 규모
가 전 분석 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
여준다. 또한 연평균 피해액이 100억 원 이상인
지역의 경우 1980년대에는 한강 상류 외에도 한
강 하류, 금강, 영산강 유역의 우리나라 서부 지
역에서도 분포하였던 것이 2000년대에는 평창,
인제, 홍천, 정선, 횡성 등의 한강 상류를 중심으
로 한 동부 지역으로 이동 분포하였다.
Figure 2. Spatial distribution of annually averaged
damage due to heavy rainfall during 1981-2012.

a

b

c

Figure 3. Changes in the amounts of damage due to heavy rainfall by period (a: 1980s, b: 1990s, c: 2000s).

98

허인혜·정준호·이승호

은 비율이다. 1990년대는 1980년대와 달리 호우

2) 월별 피해액의 변화
우리나라의 여름철 강수 시스템은 기압배치와

로 인한 피해액이 8월에 56.0.%로 집중되었고 7월

지리적인 특성 등에 의해서 월별 다양한 강수 현

에 36.9%로 7월과 8월에 총 피해의 92.9% 집중되

상이 발생하므로(Lee, 1995) 여름철에 집중되는

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강수 패턴이 바

호우 또한 월별로 다른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 분

뀌면서 7월과 8월의 강수량이 증가하였다는 Lee

석기간 동안 호우로 인한 재해 피해액은 7월이 14

and Kwon(2004)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억 4천만 원(43.4%)으로 가장 많고 8월이 9억 6천

2000년대 또한 1990년대와 같이 7월과 8월의 피

만 원(37.3%), 9월이 3억 6천만 원(12.5%), 6월이

해액이 총 피해의 93.7%로 집중되었으나 1990년

1억 4천만 원(6.8%) 순이다(Table 1).

대와 달리 7월에 61.7%의 피해액이 집중되었다.

6월의 피해액의 변화는 크지는 않지만 연평균

Figure 4는 월별로 호우에 의한 피해액 분포를

피해액과 같이 1980년대, 2000년대, 1990년대 순

나타낸 것으로 월별 피해액 분포도 지역별로 차

으로 피해액이 감소하였다. 반면에 다른 달에 비

이가 크다는 것이 확인된다. 6월의 경우, 단양(23

하여 피해 규모가 큰 7월은 2000년대에 피해규모

억 원)과 제천(20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의 피해

가 가장 크고, 1980년대, 1990년대 순이다. 8월은

가 발생하였지만, 분석 대상 63.4% 시·군에서 피

1990년대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가장 크고, 2000

해액 규모가 1억 원 미만이었다(자료 미제시). 7월

년대, 1980년대 순이다. 9월에 발생한 피해액은

의 호우로 인한 피해액은 전년의 호우로 인한 피

1980년대 피해액에 비하여 1990년대 이후 급격

해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김해

하게 감소하였다. 1990년대와 2000년대의 9월

를 포함한 낙동강 일부 유역을 제외하고 연평균

피해액은 1980년대의 9월 피해액에 비하여 각각

피해액 분포와 유사하다. 한강 상류지역인 평창

95.3%, 95.4% 감소하였다.

(190억 원)과 인제(178억 원)에서도 7월 호우로 인

월별 피해액이 시대별로 증가하거나 감소하

한 피해가 100억 원 이상이었고, 그 외에 홍천, 정

는 등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것은 6월에서 9월까

선, 철원, 연천, 서울 등의 한강 유역과 금강유역

지의 전체 피해액 중 피해가 집중되는 달이 서로

의 부여가 50억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분석 지역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1에서 볼 수 있

의 약 40.5%의 시·군에서 1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듯 1980년대는 호우로 인한 재해 피해액이 7월

발생하였고, 단지 6.1% 지역에서 1억 원 미만의

(46.8%)에 집중되었고 9월에도 30%로 비교적 높

피해가 발생하였다(Figure 4a).

Table 1. Monthly average of the amounts of damage by heavy rainfall and monthly concentration ratio of the
damage by period.
1980s
damage
(1000 won)

1990s
ratio
(%)

damage
(1000 won)

2000s
ratio
(%)

damage
(1000 won)

1981∼2012
ratio
(%)

damage
(1000 won)

ratio
(%)

June

175,913

5.1

113,604

5.0

139,915

4.7

142,942

6.8

July

1,625,146

46.8

845,523

36.9

1,842,617

61.7

1,436,066

43.4

August

632,981

18.2

1,282,092

56.0

954,494

32.0

956,396

37.3

September

1,040,818

30.0

48,467

2.1

47,387

1.6

358,172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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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patial distributions of monthly averaged damages due to heavy rainfall during 1981-2012
(a: July, b: August, c: September).

8월에는 김해(99억 원)와 상주(70억 원), 보은

각 1994년과 2004년의 6월 하순에 출현한 정체전

(50억 원)에서만 호우로 인한 재해 피해액이 50

선이 충청북도 중북부지역에 발달하여 일강수량

억 원 이상을 기록하였고, 7월과 비교하여 10억

200mm이상의 호우가 출현하면서 6월 피해액이

원 이상의 피해 시·군이 서울과 인천, 당진을 제

커졌다.

외하고 동쪽으로 이동하였다(Figure 4b). 9월에는

7월의 호우로 인한 피해액은 동쪽에서 증가하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인 시·군은

는 경향이다(Figure 5e and Figure 5f). 1980년대

없으며, 피해액 10억 이상인 지역이 대부분 한강

부여, 서천, 공주, 논산, 계룡 등의 중부 지역과

유역에 집중되었다(Figure 4c).

나주, 장성, 광주 등의 남부 지역 등 대체로 소백

다음은 월별로 각 년대별 호우에 의한 재해 피

산지 서쪽 지역에서 100억 원 이상의 많은 피해가

해액의 분포 특성을 파악하였다. 6월의 경우,

발생하였다(Figure 5d). 1990년대에는 철원, 연천

1980년대에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10억 이상인

등 경기 북부와 화천과 양구 등 강원도 북부 지역

시·군은 광주, 나주, 고흥, 해남 등 한반도의 남

에 피해가 집중되었고, 2000년대에는 한강 상류

서부에 집중되었다(Figure 5a). 1985년 6월 22일

인 평창과 인제에서 100억 원 이상의 많은 피해가

부터 28일까지의 강수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약

발생하였다.

400mm이상의 호우가 출현하면서 큰 피해를 야

8월도 7월 다음으로 호우에 의한 피해 규모가

기하였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 단양과 제

큰 달이다. 1980년대에는 제주를 포함한 전라남

천 등 한강 중류지역에 20억 원 이상의 피해액

도와 경상남도의 남해안에서 피해액 10억 원 이

이 발생하였다(Figure 5b and Figure 5c). 이는 각

상의 호우 피해가 있었고, 1990년대에는 10억 원

100

허인혜·정준호·이승호

a

1980s

b

1990s

c

2000s

d

1980s

e

1990s

f

2000s

g

1980s

h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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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patial distributions of monthly averaged damages due to heavy rainfall by period
(a-c: June, d-f: July, g-i: September; 198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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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별 피해 집중도의 변화

경상북도 일부 등 북쪽으로 이동하였고 고양, 양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피해액은 호우 규모와

주, 상주, 보은 등에서는 100억 원 이상의 규모가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 지역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2000년대에는 호우로 인

별로 호우가 빈번하게 출현하는 달이 다르고 피해

한 피해액 10억 원 이상인 지역이 한강 상류까지

규모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확대되었고 남해안의 김해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시군별로 호우로 인한 피해의 월별 집중되는 비율

2002년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 규모가 컸다(자료

도 다양하다.
Figure 6은 호우로 인한 피해액의 월별 집중도

미제시).
9월에는 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시대별로 감

를 나타낸 것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7월과 8월에

소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Table 1 참조). 1980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집중되었다. 다만, 영산강

년대에는 한강 유역에서 비교적 피해 규모가 커

하구에 가까운 해안인 진도, 해남, 강진, 목포, 신

서 단양, 영월, 충주, 원주, 정선, 횡성, 홍천 등에

안 등에서 6월의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전체의

서 5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1990년

30.8∼49.8%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와 2000년대에는 부산과 서울 등의 대도시와

높다(자료 미제시).

부여와 제주에서 10억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하였

Figure 6a는 우리나라의 절반에 가까운 시·군

을 뿐 피해액과 피해지역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에서 7월 호우로 인한 피해액 비율이 가장 높다

(Figure 5h and Figure 5i).

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임진강 유역과 한강 상류
인 철원, 인제, 화천, 양양, 평창 등과 금강 유역

a

b

c

Figure 6. Spatial distributions of monthly averaged damage concentration ratio due to heavy rainfall
(a: July, b: August, c: September; 198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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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Monthly concentration ratio of damage due to heavy rainfall by period (a: 1980s, b: 1990s, c: 2000s).

의 서천, 부여, 논산 등에서 전체 호우로 인한 피

으며, 8월의 피해 집중도가 높다. 2000년대 또한

해액의 80% 이상이 7월에 집중되었다. 영산강 유

1990년대와 같이 9월에는 피해가 거의 나타나지

역의 나주, 영광, 담양, 함평, 장성 등에서도 호우

않고 7월과 8월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7월

로 인한 전체 피해액의 75% 이상이 7월에 집중되

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강수 형태

었다.

가 7월과 9월에 집중된 쌍봉 형태였다가 1990년

8월의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가장 많은 시·군

대 이후 8월에도 강수가 집중되는 형태로 변하였

은 분석 지역의 39.9%로 7월 다음으로 피해가 집

다는 연구(Ho et al., 2003; Lee and Kwon, 2004)

중되었다. 상주, 보은, 김해 등은 전체 호우로 인

를 고려하였을 때 시대별로 호우로 인한 월별 피

한 피해액의 80% 이상이 8월에 집중되었다. 호우

해의 집중도 차이가 한반도에서 강수 시스템의 변

로 인한 피해액이 7월에 집중된 지역의 분포가 한

화에 의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강의 일부 유역과 한반도 서쪽에 위치한 금강과

Figure 8은 시대별 호우로 인한 피해액의 월별

영산강 유역인 것과 비교하여 8월의 호우로 인한

집중도의 변화를 시·군별로 분석하여 각 지역의

피해 규모가 큰 지역은 중부지역과 낙동강 유역으

시대별 피해액이 집중되는 달의 변화를 파악한 것

로 이동하였다(Figure 6b). 남부에서는 호우로 인

이다. 시·군별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최대로 집

한 피해가 서해안에 가까운 곳에서 동쪽으로 점차

중되는 달을 시대별로 도식화하였다. 시대별로

이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산, 화성, 여주,

각 시·군의 월별 최대 집중도는 평균 70%3) 이상

하남, 오산, 김포 등의 한강 유역의 수도권과 영

으로 특정한 달에 집중되어 분포하는 특징이 뚜렷

덕은 9월의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전체 호우로 인

하다. Figure 8은 월별 피해액이 최대로 집중되는

한 피해액의 45% 이상으로 9월에 상대적으로 많

(집중도 70% 이상) 경우와 다른 달과의 집중도의

은 피해가 발생하였다(Figure 6c).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경우로 분류하여 표

호우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7∼9월까지의 월별

현하였다.

집중도를 Figure 7과 같이 ternary plot으로 도식

1980년대에는 남서부 해안 지역은 6월에 피해

화하였다. 1980년대는 호우로 인한 피해가 9월에

가 많고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를 포함한

집중되었고, 1990년대는 7월과 8월에 집중되었

중남부 지역의 서쪽에 위치한 지역은 7월에 호우

한국에서 호우에 의한 재해 지역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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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patial distributions of months with the most damage concentration ratio due to heavy rainfall by
period (a: 1980s, b: 1990s, c: 2000s).

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다. 남해안과 동해안 남부

집중되는 공간적 분포를 보인다.

지역에서는 8월의 피해가 집중되었고 한강유역의

1980년대의 지역별 호우로 인한 피해가 지역별

중북부 지역과 경상북도 내륙 지역에서는 9월에

로 6월부터 9월까지 다양하게 분포한 것에 비하여

호우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어 지역별로 월별 호우

1990년대와 2000년대는 9월에 피해가 집중되는

로 인한 집중도가 비교적 다양하다. 그러나 1990

지역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특히 한강 유역의

년대의 월별 호우로 인한 피해의 집중도를 살펴보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북도 등 중부지역의 경우

면 경기 북부 지역과 동해안의 중부 지역이 7월에

1980년대에는 9월에 피해가 70% 이상 발생하여

피해가 집중되고 충주, 제천, 단양, 영주 지역과

집중도가 뚜렷하였던 것이 1990년대는 한강 유역

동해안 북부 지역에서 6월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

의 수도권 지역과 횡성, 원주, 평창, 정선 등의 지

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8월에 호우로 인한

역에서 8월에 집중도가 높고 그 외 지역은 피해가

피해가 60% 이상 집중된다. 이와는 달리 2000년

7월에 집중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한강

대는 중부 지역의 아산, 천안, 진천, 충주, 원주,

유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체 호우로 인한 피해

영월, 태백 등의 지역과 해남, 강진, 장흥, 보성,

중 7월에 발생한 피해가 60% 이상 집중되었다.

영광, 무안, 등의 남서 해안 지역과 부안, 김제,
정읍 등의 호남 서해안 지역과 진안, 무주, 거창,
임실, 장수, 순창, 남원, 담양, 곡성, 구례 등의 소

4. 요약 및 결론

백산맥 지역이 8월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을 제외
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가 7월에

우리나라는 여름철 월별 강수 특징이 지역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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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므로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인한 재해 지역의

가 크게 발생하였다면 2000년대 와서는 한강 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1981년부터 2012년까지

류를 포함한 동쪽 지역에 피해가 큰 지역이 집중

시군별 피해액을 분석하여 각 지역의 월별 피해액

분포한다.

의 변화를 시대별로 분석하였다.

호우 재해 지역의 변화와 각 유역의 월별 피해

분석 기간 동안 호우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지

의 변화는 호우 빈도와 강도의 지역별 차이, 홍수

역은 평창, 인제, 서울, 김해이다. 평창과 인제는

조절 가능한 수자원 시설 건축, 침수와 산사태,

강원 산지 지역인 한강 상류 지역으로 1990년대

도로 유실 등의 호우 피해 유형의 변화 등에 기인

를 제외하고 1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재해 지역 변화의 원인과 관

한 지역이다. 서울에서도 호우로 인한 재해가 발

련된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우

생할 때 피해 규모가 크다.

리나라의 수자원 관리는 유역별로 이루어지므로

재해 발생 시 평균 피해액은 1980년대 가장 높

한강 유역의 시대별 재해 특성의 변화를 포함하여

고 2000년대, 1990년대 순이다. 1980년대에는

최근 들어 피해가 급격하게 감소한 금강 유역과

호우 피해가 큰 지역이 한강 상류 지역과 금강과

영산강 유역 등의 재해 특성의 변화에 대한 구체

영산강 하류 등 우리나라 서쪽에 분포하였으나,

적인 사례 연구도 필요하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쪽 지역의
피해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990년대는 경
기 북부 지역에 큰 피해가 집중되었고 2000년대

사사

에는 강원 산지 지역을 포함한 한강 상류 지역의
피해가 특징적이다.
월별 연평균 피해액은 7월에 가장 높은 수치
를 보이고 8월, 9월, 6월 순이다. 7월의 피해액 분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52995).

포와 시대별 피해가 큰 지역의 분포는 연평균 피
해액 분포와 유사하고 9월의 호우로 인한 피해액
분포는 한강 유역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1990년대 이후 피해액과 피해 지역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1980년대에는 호우로 인한 피해가 9
월에 가장 집중되고 6월, 7월, 8월에도 지역별로
다양하게 분포하였으나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7월과 8월에 집중되고 9월
에는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상에서 우
리나라 호우로 인한 피해는 7월과 9월에 집중되었
던 것이 1990년대 이후에는 9월의 호우로 인한 피
해가 급격하게 감소하며 우리나라 월별 강수 시스
템의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또한 1980년
대까지 우리나라 서쪽 지역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

주
1)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격이 되면서 시·군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제주도 전체 피해 자료를 이용
하였다. 또한 2012년 7월에 출범한 세종시는 개별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
2) 김해는 2002년 8월 4일∼11일 동안 이어진 호우로 한림배
수장의 기능이 상실되어 화포천 제방이 무너졌다. 이로 인
하여 한림면, 생림면 등의 농경지(2507.20ha)와 가옥침수
(1193세대)로 219,197,566,000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2000
년대의 호우로 인한 피해액 규모가 큰 지역으로 분류되었
다.
3)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최대로 집중되는 달의 평균 비율
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각각 70.0%, 77.5%,
72.1%이다.

한국에서 호우에 의한 재해 지역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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