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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wind disaster risk assessment model applying the concept of risk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established 

by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was developed, and a risk assessment was conducted for Daegu City, Ulsan

City, Gyeongsangbuk Province, and Gangwon Province. Four proxy variables, including hazard, exposure, vulnerability, and adaptive

capacity, were developed, and the risks were mapped through analysis of the proxy variables.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average risk across administrative districts showed that the risk severity of the seven administrative districts, which makes up 13.0%

of the total 54 administrative districts, is ‘very high’. One administrative district that is 1.9% of the total administrative districts

shows a ‘high’ risk severity, and eight administrative districts that make up 14.8% of the total administrative districts were rated

as ‘moderately high’. The mean of the proxy variables in these regions was calculated to be “very high” for hazard, “low” for 

exposure, “moderately high” for vulnerability, and “moderate” for adaptive capacity. Therefore, the increase in risk in these regions

was found to be highly influenced by hazard and vulnerability.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administrative districts whose 

risk level is rated below ‘low’ risk severity was 17, which is about 31.5% of the total administrative districts. The mean of the

proxy variables in these regions was estimated to be “moderately low” for hazard, “very low” for exposure, “moderately high” 

for vulnerability, and “moderately low” for adaptive capacity. Therefore, the decrease in risk in these regions was found to be 

highly influenced by hazard and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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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 정립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위험도의 개념을 적용하여 풍해 위험도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를 대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네 개의 대리변수인 위해성,

노출도, 취약성, 적응역량 자료를 구축하였고 대리변수간의 연산을 통해 위험지도를 작성하였다. 행정구역별 위험도 평균

분석 결과, 전체 54개 행정구역 중 13.0%인 7개 행정구역의 위험도 등급이 ‘매우위험’, 1.9%인 1개 행정구역이 ‘위험’, 14.8%인

8개 행정구역이 ‘약간위험’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이 지역들의 대리변수 평균 등급은 위해성 ‘매우높음’, 노출도 ‘낮음’, 취약성

‘약간높음’, 적응역량 ‘보통’ 등급으로 위해성과 취약성이 위험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험도 

등급이 ‘약간낮음’ 등급 이하인 행정구역은 31.5%인 17개로 분석 되었다. 이 지역들의 대리변수 평균 등급은 위해성 ‘약간낮음’, 

노출도 ‘매우낮음’, 취약성 ‘약간높음’, 적응역량 ‘약간낮음’ 등급으로 위해성과 노출도가 위험도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핵심용어 :기후변화, 적응, 풍해, 위험도 평가, 사회경제적, 격자,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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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난 1880년∼2012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이 0.85℃ (0.65℃∼1.06℃) 상승하였으며 최근 수십 

년간 기상 관련 재해로 인한 직접적 손실 및 보험 측면의 

손실 모두 전 지구적으로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IPCC, 2015). 

기후변화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같은 완화(mitigation)와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을 통해 

경감시킬 수 있다.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는 상호보완적인 

전략으로서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수립되어

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완화는 기후변화에 주된 요인이 

되는 온실가스의 발생원을 감소시키거나, 온실가스 흡수 

원을 확대하여 온실 가스 배출총량을 줄이는 노력을 의미하

며 적응은 기후변화를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인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지역의 복원력

을 구축하는 노력이다(GTC, 2015). 자연재해는 현재 우리 

인류의 기술로 그 크기를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피해

양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서는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적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연재해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예방, 

대비 차원에서 자연재해에 위험한 지역을 미리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Yu, 2017). IPCC (2015)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위험은 기후 관련 위해(hazard) 요소와, 인간 

및 자연계의 노출(exposure), 취약성(vulnerability) 및 적응역

량(adaptive capacity)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였

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에 적응하기 위해서

는 위험도 평가를 통해 위험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지역의 

노출도와 취약성을 감소시키면서 적응역량을 증가시켜 위

험을 저감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자연재해 피해

액을 조사해 보면, 태풍에 의한 피해액이 1,588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4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호우 1,494억원

(42.9%), 대설 226억원(6.5%), 지진 96억원(2.8%), 풍랑 43억원

(1.2%), 강풍 39억원(1.1%)인 것으로 나타났다(MOIS, 2018). 

태풍에 의한 피해는 강풍에 의한 풍해와 폭우에 의한 수해가 

포함되어 있으며 두 재해를 구분하여 집계하고 있지 않아 

이를 구분할 수는 없으나 풍해는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자연재해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자연

재해에 대한 위험도 평가 관련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수해에 

대한 위험도 평가 연구(Kim et al., 2012; Park, 2013; Song, 

2012; KEI, 2014; Park et al., 2014; Cho, 2015; Han et al., 

2015; Hwang, 2015; Nam, 2015)는 많은 진척이 있었으나, 

풍해에 대한 위험도 평가 연구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지표를 적용하여 행정구역의 풍해 위험도를 분석하

는 연구로 Park (2012)은 태풍을 고려한 도시위험도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태풍을 고려한 도시위험지

수의 기본개념으로 4개의 주요소인 위험성, 노출성, 취약성, 

대응복구성을 선정하였고 도시위험도 평가를 통해 도시위

험도 순위를 산정하였으며 도시위험도 주요소와 세부지표 

분석을 통해 어떠한 원인에 의해 위험도가 높게 산정되는지 

분석 하였다. Lee and Yoon (2013)은 Integrated Rapid Visual 

Screening (IRVS)을 활용하여 건축물 높이별로 복합시설과 

업무시설을 구분하여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위험도 

평가를 위한 대리변수로 자산가치를 의미하는 Consequences 

(C), 손실이나 피해를 야기하는 잠재적인 조짐인 Threat (T), 

자산의 취약성인 Vulnerability (V)를 활용하였다. 현재까지 

수행된 대부분의 풍해 위험도 평가 관련 연구에서는 공간적

으로 세분화 된 지역이 아닌 시군구를 대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여 시군구 전체에 동일한 위험도 등급이 산정되었다. 

이는 위험도 평가 대리변수 중 하나인 위해성 산정 시 시군구

별 태풍 주의보 횟수, 순간풍속 20 m/s 이상인 날의 횟수 

등 시군구 통계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위험도 평가를 

위해 시군구별로 동일한 위해성을 적용하면 지역의 세부적

인 지형 및 재해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군구별로 동일한 

위해성이 아닌 격자단위의 세부적인 위해성을 활용해야 

한다. 위해성뿐만 아니라 노출도, 취약성, 적응역량도 과거

에는 시군구별로 산정하여 위험도에 적용하였으나 최근에

는 집계구 단위로 자료가 생성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보다 공간적으로 세분화된 자료를 구축하고 위험도를 산정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풍해 위험도 평가모형의 입력 자료를 구축하는 

단계와 위험도평가 모형을 연구 대상지역에 적용하여 위험

도를 평가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도 ‘2장 풍해 위험도 평가모형’, ‘3장 풍해 위험도 

평가 및 결과분석’으로 구분하여 기술 하였다. 2장 풍해 

위험도 평가 모형에서는 지역의 기상 및 지형 특성을 고려한 

30m 격자기반의 풍해 위해성과 집계구, 행정구역 기반의 

노출도, 취약성, 적응역량 자료 선정 및 구축 결과에 대해 

다루었으며 3장 풍해 위험도 평가 및 결과분석에서는 2장에

서 구축한 자료를 입력 자료로 활용하여 풍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지역별 위험도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기술하

였다. 풍해 위험도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위험지역을 선정할 

수 있었으며 대리변수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의 위험도를 

경감하기 위한 요인을 결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풍해 위험도 평가 결과는 풍해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 및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풍해 위험도 평가 모형

세계 여러 국가 및 기관에서는 위험도의 개념을 다양하게 

정립하여 사용해 왔다. Benouar and Mimi (2001)는 위험도를 

재해위험과 재해취약성, 재해관리가 조합된 결과라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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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FEMA (2001)에서는 재해의 발생, 강도, 심각성, 노출도에 

대한 확률과 빈도 측면에서 어떤 특정 위해성과 연관된 

재해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과정이나 방법 이라고 하였으

며 UN ISDR에서는 인명과 재산,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위협 또는 위해를 야기 시키는 위해성(hazard)을 분석하고 

현재의 취약성과 수용능력 수준을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SDI, 2006). 기후변화에 의한 위험도 및 취약성 평가 

연구에 가장 선진화된 기관 중 하나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위험도의 개념을 Fig. 1과 같이 정립하였다(IPCC, 

2014). 기후현상은 외적인 위해 요소로서 자연적인 변이(natural 

variability)와 인위적 기후변화(anthropogenic climate change)

로 구성된다. 사회경제적 과정은 사회경제적 경로(socioeconomic 

pathways), 적응 및 감축 행동(adaptation and mitigation 

action), 거버넌스(governance)로 구성되며, 기후 영향을 받

는 그 사회 내 노출대상과 취약성을 결정한다. 사회경제적 

과정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토지이용에 변화를 가져옴으

로써 기후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면 이는 다시 기후와 사회경제에 영향

을 미쳐 지속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형성한다.

Fig. 1. Concept of Risk by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Sourc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14)

기존의 취약성 및 위험도 평가 관련 연구(Lung et al., 2013; 

UN ISDR, 2013; Toufique and Islam, 2014)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한 대리변수와의 연산을 통해 취약성 및 위험도를 평가하

였으며 이와 같은 분석방법론은 부문별, 지역별, 상대적 취약

성과 위험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해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KEI, 2017).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정립한 위험도의 개념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고려한 

위해성(hazard), 노출도(exposure), 취약성(vulnerability), 적

응역량(adaptive capacity) 대리변수 및 세부대리변수를 산정

하고 대리변수 간의 연산을 통해 풍해 위험도를 평가하는 

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2.1 풍해 위험도 평가 기법

풍해 위험도 평가를 위한 대리변수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위해성, 노출도, 취약성, 적응역량이며 위해성, 노출

도, 취약성 대리변수는 위험도와 정비례하고 적응역량은 

반비례하는 관계이다. 위험도와 가중치를 적용한 네 가지 

대리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Eq. (1)과 

같이 덧셈과 뺄셈, Eq. (2)와 같이 덧셈과 나눗셈, Eq. (3)과 

같이 곱셈과 나눗셈으로 표현 할 수 있다. Eqs. (2)와 (3)의 

경우 대리변수가 음수로 산정될 경우 위험도가 역전되는 

경우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Eq. (1)을 적용하여 위험도를 

산정하였다. 예를 들어, 위해성과 취약성이 매우 낮아 두 

대리변수가 음수로 산정 될 경우 서로 곱하게 되면 양수로 

바뀌어 오히려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어 위험도의 기본 

개념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1)





(2)




××
(3)

여기서, 는 위해성(hazard), 는 노출도(exposure), 는 

취약성(vulnerability), 는 적응역량(adaptive capacity), 

는 위해성의 가중치, 는 노출도의 가중치, 는 취약성의 

가중치, 는 적응역량의 가중치이다.

위험도는 위해성, 노출도, 취약성, 적응역량 대리변수와의 

연산을 통해 산정된 표준화되지 않은 풍해 위험도[Eq. (4)]를 

지스코어(z-score) 방법을 통해 표준화함으로써 산정 할 수 

있다[Eq. (5)]. 위해성, 노출도, 취약성, 적응역량 대리변수는 

각 대리변수의 세부대리변수를 표준화한 값과 대리변수 

및 세부대리변수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Eqs. (6)∼(9)와 같이 

연산함으로써 산정할 수 있다.




 (4)










 




(5)

여기서, 


은 표준화 되지 않은 풍해 위험도(non-standardized 

wind disaster risk), 은 풍해 위험도(wind disaster risk), 





은 표준화 되지 않은 풍해 위험도의 평균, 




은 표준화 

되지 않은 풍해 위험도의 표준편차 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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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여기서, 는 위해성, 는 노출도, 는 취약성, 는 적응역

량,  , , , 는 대리변수의 가중치, , , , 은 

세부대리변수 ∼은 세부대리변수의 가중치, ∙는 ∙를 

표준화 한 값 이다.

2.2 위험도 평가를 위한 대리변수 및 가중치

풍해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해성, 노출도, 취약

성, 적응역량 대리변수의 세부대리변수를 선정하고 가중치

를 산정해야 한다. 세부대리변수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

하여 공간정보로 표출 가능하도록 전산화 된 자료이어야 

하며 특히, 위험도 평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위해성 대리변

수의 경우 30 m 격자로 표출하여 지역의 지형 및 재해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노출도, 취약성, 적응역량 대리변

수는 지역의 지형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하였으며 

표고 세부대리변수의 경우 30 m 격자단위, 인구관련 세부대

리변수는 집계구, 재정자립도와 같은 행정구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세부대리변수는 시군구 단위로 Table 1과 같이 

구축하였다. 초기 세부대리변수의 개수는 18개 이상이었으

나 위에 언급한 사항을 만족하는 대리변수와 서로 중복되는 

대리변수를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Table 1과 같이 18개의 

대리변수를 선정하였다.

가중치의 경우 피해액과 같이 정량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 

이 자료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의사결정방법을 통해 산정 한다. 의사결정방법 

중 위험도 및 취약성 평가 관련 연구에서는 계층화분석법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을 통한 가중치 산정에 

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Lee and Chang, 2014; Shin 

et al., 2014; Oh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풍해를 포함한 

자연재해와 위험도 평가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

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계층화분석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15명 중 학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는 

5명, 공공기관은 5명, 산업계는 5명 이었다. Table 1과 같이 

위해성 3개, 노출도 6개, 취약성 4개, 적응역량 5개의 세부대

리변수를 선정하고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계층화 분석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질적인 연구의 속성이 강하므

로 얼마나 많은 설문조사를 수집했는지 보다 어떤 전문가를 

Indices Weights Sub-indices
Weights

∼

Hazard



0.4706



Mean of annual maximum 10 minutes wind speed (m/s)  0.1504 

Mean of annual maximum instantaneous wind speed (m/s)  0.2202 

Design ratio of wind speed for greenhouses (%)  0.1000 

Exposure



0.1649



Road area ratio (%)  0.0193 

Railway area ratio (%)  0.0133 

The number of houses (houses/㎢)  0.0187 

Population density (people/㎢)  0.0406 

The number of cars (cars/㎢)  0.0203 

Farm area ratio (%)  0.0527 

Vulnerability



0.1929



Urban area ratio (%)  0.0502 

Population ratio vulnerable to disaste r(%)  0.0419 

Past natural disaster damage (in million KRW)  0.0481 

The number of dilapidated house ratio (%)  0.0527 

Adaptive 

capacity



0.1716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per capita (in million KRW/person)  0.0351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  0.0429 

The number of medical and rescue personnel (people/thousand of people)  0.0437 

The number of construction equipment (equipment/thousand of people)  0.0181 

The number of civil servant (people/thousand of people)  0.0318 

Total 1.0000 - - 1.0000

Table 1. Weights of Indices and Sub-indices for Grid-Based Wind Disaster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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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느냐가 중요하며 이들 전문가 집단의 응답결과가 

일관성을 갖고 있느냐가 분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계층화분석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문제에 대한 실무

지식과 전문적 경험이 있는 집단의 규모는 집단의 특성이 

동질적일 때 10명 이내로도 충분하다(Lee, 2000).

계층화분석 결과, 대리변수의 비일관성(inconsistency)은 

Table 2와 같이 0%∼9.75%로 나타났으며 세부대리변수의 

비일관성은 0%∼9.88%로 산정되어 모든 대리변수의 비일

관성이 10%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리변수의 가중치는 내림차순으로 위해성 

0.4706, 취약성 0.1929, 적응역량 0.1716, 노출도 0.1649로 

산정되었다. 대리변수 및 세부대리변수의 가중치는 그 크기

에 상관없이 지역별 재해특성을 위험도에 반영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대리변수별 가중치가 큰 

세부대리변수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위해성 대리변수의 세부대리변수 중 건축물, 온실 

등의 파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평균 연최대 순간풍속

(mean of annual maximum instantaneous wind speed)의 가중

치가 0.2202로 가장 높게 산정되었다. 노출도의 경우 단위면

적당 농업지역면적 비율(farm area ratio)의 가중치가 0.0527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풍해에 노출되는 대상 중 

농업지역에 포함되는 온실, 농작물, 과수원등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취약성의 경우 총단독주택 수 대비 노후단독주택 

수 비율(the number of dilapidated house ratio)의 가중치가 

0.0527로 가장 높게 산정되었다. 이는 동일한 풍속이 발생하여

도 노후단독주택은 일반단독주택과 비교하여 구조물 자체와 

창호 등이 바람에 취약하고 사고 발생 시 이차적으로 인명피해

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응역량 대리변수에서는 

인구천명당 의료 및 구급 인력수(the number of medical and 

rescue personnel) 세부대리변수의 가중치가 0.0437로 가장 

높게 산정되어 1인당 지역내총생산, 재정자립도와 같은 간

접적인 적응역량 보다 직접적인 적응역량의 중요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풍해 위험도 평가 및 결과분석

3.1 풍해 위험도 평가

풍해 위험도 평가 모형을 도시, 농촌, 산악, 해안 지역 

등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

북도, 강원도에 적용하여 위험도를 평가 하였다. 

대구광역시의 풍해 위험도 평가 결과(Fig. 2), 대구 전 

지역의 위험도 평균은 ‘보통’ 등급으로 산정되었으며 이 

중 서구와 남구의 위험도 평균이 ‘약간높음’ 등급으로 산정

되어 위험한 지역으로 분석 되었다. 서구의 위해성, 노출도, 

취약성은 타 지역들과 큰 차이가 없으나 적응역량이 매우 

낮아 위험도가 ‘약간높음’ 등급으로 산정되었으며 남구는 

서구 보다 적응역량이 높아 서구 보다 위험도가 낮게 산정 

되었다. 세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달성군 

서부, 남부에 위치한 낙동강 인근, 동부에 위치한 신천 인근, 

금호강 일대에서 위험도 등급이 ‘약간높음’ 이상으로 산정

되었다. 이는 위해성의 영향으로 하천 또는 호수 인근에서는 

지표의 거칠기가 거의 없어 지표고도분포계수에 의해 풍속

No.
Inconsistency 

of indices (%)

Inconsistency of sub-indices (%)

Hazard Exposure Vulnerability Adaptive capacity Average

1 1.82 0.00 0.67 1.22 3.14 1.37 

2 0.11 0.00 2.49 0.87 4.73 1.64 

3 0.68 0.79 2.89 3.56 4.18 2.42 

4 2.79 4.62 2.50 8.53 2.04 4.10 

5 1.82 0.00 0.67 1.22 2.72 1.29 

6 6.83 2.12 9.67 9.88 9.00 7.50 

7 1.25 1.58 3.19 2.93 3.17 2.42 

8 1.33 1.58 2.91 2.67 3.68 2.43 

9 9.75 7.39 9.14 6.64 9.56 8.50 

10 2.79 4.62 2.50 3.96 0.00 2.77 

11 0.00 0.00 2.57 1.55 2.02 1.23 

12 9.73 7.39 9.66 9.15 9.50 9.09 

13 6.71 7.39 3.39 0.20 1.14 3.77 

14 0.00 0.00 2.54 1.55 2.97 1.41 

15 2.14 0.00 3.05 3.05 2.11 2.07 

Average 3.18 2.50 3.86 3.80 4.00 3.47 

Table 2. Inconsistency of Sub-Indicies for Wind Disaster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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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게 산정되었기 때문이다. 동구 북부의 산골짜기와 계곡

에서도 위험도가 높게 산정 되었는데 이는 지형계수에 의한 

영향으로 풍속이 높아 위해성이 높게 산정되었기 때문이다.

Fig. 2. Daegu's Map of Grid-Based Wind Disaster Risk

울산광역시의 풍해 위험도 평가 결과(Fig. 3), 울산 전 

지역의 위험도 평균은 보통 등급으로 산정되었으며 이 중 

중구의 위험도 평균이 ‘약간높음’ 등급으로 산정되어 위험한 

지역으로 분석 되었다. 중구의 경우 다른 지역 보다 비교적 

노출도가 높고 적응역량이 낮아 위험도가 높게 산정된 것으

로 분석 되었다. 세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태화강을 따라 중구 남부, 울주군 중부 지역 인근과 울주군 

서부 및 중부에 위치한 사연댐, 대암댐 인근, 특히 연안과 

접해 있는 북구, 동구, 남구, 울주군의 남부지역에서 위험도

가 ‘약간높음’ 등급으로 산정 되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대부분 위해성이 높은 지역의 위험도가 높게 산정 되었으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하천, 호수, 연안지역은 지표 거칠기가 

낮아 지표고도분포계수의 영향으로 풍속이 높게 산정되어 

위해성이 높게 산정 되었다.

경상북도의 풍해 위험도 평가 결과(Fig. 4), 경상북도 전 

지역의 위험도 평균은 보통 등급으로 산정되었으며 이 중 

울릉군, 울진군, 영덕군, 영양군, 경주시의 위험도 평균이 

‘약간높음’ 등급으로 산정되어 위험한 지역으로 분석 되었

다. 울릉군과 울진군은 매우높은 풍속이 관측되는 지역으로 

위해성이 높아 위험도가 높게 산정되었다. 영덕군, 영양군, 

경주시는 일부 지역에서 위해성이 높게 산정 되었고 이와 

함께 취약성이 높아 위험도가 높게 산정 되었다. 세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상주시 남부, 김천시 북부 

지역의 경우 높은 위해성에 의해 위험도가 높게 산정 되었으

며 영주시 중부는 적응역량이 낮아 위험도가 높게 산정 

되었다. 그밖에 내륙에 위치한 일부지역은 하천 또는 호수 

인근에 위치하여 높은 풍속에 의해 위해성이 높게 산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3. Ulsan's Map of Grid-Based Wind Disaster Risk

Fig. 4. Gyeongbuk's Map of Grid-Based Wind Disaster Risk

강원도의 풍해 위험도 평가 결과(Fig. 5), 강원도 전 지역의 

위험도 평균은 ‘보통’ 등급으로 산정되었으며 이 중 서부지

역은 ‘약간낮음’ 등급 이하, 중부지역은 ‘보통등급’, 동부지

역은 ‘약간높음’ 등급 이상으로 산정되었다. 강원도의 시군

구간 노출도와 적응역량 차이는 크지 않으며 취약성 또한 

강릉시, 삼척시를 제외하고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위해성의 

크기가 위험도 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되었다. 풍속 산정 모형을 적용하면 지표의 거칠기가 거의 

없는 해안가나 산 정상에서 풍속이 높게 산정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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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경우 Fig. 5와 같이 해안가 인근 지역에서 위험도가 

높게 산정 되었다.

Fig. 5. Gangwon's Map of Grid-Based Wind Disaster Risk

3.2 풍해 위험도 평가 결과 상세분석

풍해 위험도 평가 결과 상세분석 대상지역으로 울진군을 

선정하였다. 풍해 위험도는 울릉군이 가장 높으나 울릉군은 

면적이 넓지 않아 지역별로 위해성, 노출도, 취약성, 적응역

량 대리변수의 특성이 다양하지 않고 위해성이 풍해 위험도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 풍해 위험도 평가 과정을 서술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풍해 위험도가 높으면서 위해성, 

노출도, 취약성, 적응역량이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울진군을 풍해 위험도 평가 결과 상세분석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울진군의 풍해 위험도 분석 결과, 위해성 대리변

수 평균은 1.58(매우높음), 노출도 대리변수 평균은 –1.59(매

우낮음), 취약성 대리변수 평균은 1.27(매우높음), 적응역량 

대리변수 평균은 –0.99(낮음)로 산정되었으며 위험도 평균

은 1.64(매우높음)로 산정되었다(Fig. 6). 울진군의 풍해 위험

도가 높게 산정된 원인은 위해성, 취약성이 높게 산정되고 

적응역량이 낮게 산정되었기 때문이다.

위해성(hazard)의 경우 평균 연최대 10분 평균풍속 세부대

리변수 평균이 1.83(매우높음), 평균 연최대 순간풍속 세부

대리변수 평균이 1.82(매우높음), 온실 설계기준 대비 풍속 

세부대리변수 평균이 –1.04(낮음)로 나타나 울진군 전 지역

에 대해서는 평균 연최대 10분 평균풍속, 연최대 순간풍속 

세부대리변수가 위험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되었다(Fig. 7). 울진군의 풍속은 높으나 온실 설계를 위한 

기준풍속도 높게 설정되어 온실설계기준 대비 풍속 세부대

리변수 평균이 낮게 산정되었다. 울진군의 풍해 위험도[Fig. 

8(a)], 평균 연최대 10분 평균풍속 세부대리변수[Fig. 8(b)], 

평균 연최대 순간풍속 세부대리변수[Fig. 8(c)]는 거의 유사

한 형태로 산정 되었다. 두 세부대리변수는 울진군 서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서 ‘보통’ 등급에서 ‘높음’ 등급으로 산정 

되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우높음’ 등급으로 

산정 되었다. 온실 설계기준대비 풍속 세부대리변수[Fig. 

8(d)]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통’ 등급 미만으로 산정되었

고 울진군과 동해바다가 접하는 해안가 인근 지역에서 ‘높음’ 

등급에서 ‘매우높음’ 등급으로 산정 되었다. 풍해 위험도와 

평균 연최대 10분 평균풍속 및 평균 연최대 순간풍속 세부대

리변수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여 두 세부대리변수가 풍해 

위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Uljin's Grid-Based Risk and Indices for Wind Disaster

Fig. 7. Sub-indices of Hazard From Wind Disaster in Uljin

노출도(exposure)의 경우 Fig. 9와 같이 단위면적당 도로

면적 비율 세부대리변수 평균이 –1.24(높음), 단위면적당 

철도면적 비율 세부대리변수 평균이 –0.19(보통), 단위면적

당 주택 수 세부대리변수 평균이 –0.82(낮음), 인구밀도 세부

대리변수 평균이 –0.89(낮음), 도로면적 대비 자동차등록대

수 세부대리변수 평균이 –0.60(약간낮음), 단위면적당 농업

지역면적 비율 세부대리변수 평균이 –0.29(약간낮음)로 나

타나 대부분의 세부대리변수가 울진군의 풍해 위험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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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id-Based wind disaster risk (b) Mean of annual maximum 10 minutes wind speed

(c) Mean of annual maximum instantaneous wind speed (d) Design ratio of wind speed for greenhouse

Fig. 8. Risk and Sub-indices Map of Hazard for Wind Disaster in Uljin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러나 단위면적당 

농업지역면적 비율 세부대리변수는 평해읍에서 ‘매우높음’ 

등급까지 산정되어 위해성이 높음등급인 평해읍의 위험도

를 ‘매우높음’ 등급으로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

났다.

Fig. 9. Sub-indices of Exposure from Wind Disaster in Uljin

취약성(vulnerability)의 경우 단위면적당 도시면적 비율 

세부대리변수 평균이 –1.49(매우낮음), 총인구 대비 재해취

약인구 비율 세부대리변수 평균이 2.50(매우높음), 최근 20

년간 자연재해피해액 세부대리변수 평균이 –0.16(보통), 총

단독주택 수 대비 노후단독주택 수 비율 세부대리변수 평균

이 1.43(매우높음)으로 나타나 총인구 대비 재해취약인구 

비율, 총단독주택 수 대비 노후단독주택 수 비율 세부대리변

수가 울진군의 위험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되었다(Fig. 10). 단위면적당 도시면적 비율 세부대리변

수와 최근 20년간 자연재해피해액 세부대리변수는 울진군 

대부분의 지역에 대해 보통등급 이하로 산정되어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반면, 총인구 대비 재해취약

인구 비율 세부대리변수는 울진군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우

높음’ 등급으로 산정되었으며, 북면, 죽변면, 울진읍 일부 

지역에서 ‘보통’ 등급 이하로 산정 되어 위험도를 증가시키

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총단독주택 수 대비 노후단독주택 

수 비율 세부대리변수는 총인구 대비 재해취약인구 비율 

세부대리변수 보다 ‘매우위험’ 등급인 지역이 적지만 대부분

의 지역에서 ‘약간높음’ 등급 이상으로 산정되어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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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ub-indices of Vulnerability from Wind Disaster in Uljin

적응역량(adaptive capacity)의 경우 인구당 지역내총생산 

세부대리변수 평균이 –0.10(보통), 재정자립도 세부대리변

수 평균이 –0.83(낮음), 인구천명당 의료 및 구급 인력수 

세부대리변수 평균이 –0.28(약간낮음), 인구천명당 건설장

비수 세부대리변수 평균이 –0.70(약간낮음), 인구천명당 공

무원수 세부대리변수 평균이 –0.04(보통)로 나타나 다섯 

가지 세부대리변수 모두 울진군의 위험도 증가 및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다섯 세부대리

변수 중 재정자립도 세부대리변수가 울진군의 위험도 감소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Fig. 11). 적응역량 

세부대리변수들은 울진군내에 모든 지역이 동일한 수치로 

산정 된다.

Fig. 11. Sub-indices of Adaptive Capacity from Wind Disaster

in Uljin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서 정립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위험도의 개념을 적용하여 

풍해 위험도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를 대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

를 통해 도출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풍해 위험도 평가를 위해 위해성, 노출도, 취약성, 적응

역량 대리변수의 가중치와 각 대리변수의 세부대리변

수 18개를 선정하고 계층화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산정

하였다. 대리변수의 비일관성 분석결과 0%∼9.75%로 

나타났으며 세부대리변수의 비일관성은 0%∼9.88%

로 산정되어 모든 대리변수의 비일관성이 10%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중

치 산정 결과, 위해성 0.4706, 취약성 0.1929, 적응역량 

0.1716, 노출도 0.1649 순으로 높게 산정되었다. 각 

대리변수 중 가중치가 가장 높게 산정된 세부대리변수

는 위해성의 경우 평균 연최대 순간풍속으로 0.2202, 

노출도의 경우 단위면적당 농업지역면적 비율로 

0.0527, 취약성의 경우 총단독주택 수 대비 노후단독주

택 수 비율로 0.0527, 적응역량의 경우 인구천명당 

의료 및 구급 인력수로 0.0437인 것으로 나타났다. 

풍해에 의해 시설물, 농작물, 건축물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부대리변수와 직접적으로 풍해 피해 

저감을 위한 세부대리변수의 가중치가 단위면적당 

철도면적 비율, 재정자립도와 같은 간접적인 세부대리

변수들의 가중치 보다 높게 산정되었다.

(2) 풍해 위험도평가 결과, 시군구별 위험도 평균 등급이 

‘매우위험’인 지역은 울릉도, 속초시, 강릉시, 울진군, 

양양군, 고성군, 삼척시로 전체 행정구역 중 13%, ‘위

험’인 지역은 동해시로 1.9%, ‘약간위험’인 지역은 

평창군, 영덕군, 영양군, 대구광역시 서구, 남구, 울산

광역시 중구, 경주시, 정선군으로 14.8%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지역들의 대리변수 평균 등급은 위해성 

‘매우높음’, 노출도 ‘낮음’, 취약성 ‘약간높음’, 적응역

량 ‘보통’ 등급으로 위해성과 취약성이 위험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지역들 

중 대부분은 동측에 위치하여 동해바다와 인접하거나 

지대가 높은 지역들로 위해성이 높은 지역들이다. 한

편, 위험도가 ‘약간낮음’ 이하인 지역은 의성군, 군위

군, 고령군, 성주군, 영천군, 홍천군, 태백군, 칠곡군, 

철원군, 문경시, 양구군, 화천군, 횡성군, 구미시, 춘천

시, 영월군, 원주시로 전체 행정구역의 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들의 대리변수 평균 등급은 위해성 

‘약간낮음’, 노출도 ‘매우낮음’, 취약성 ‘약간높음’, 

적응역량 ‘약간낮음’ 등급으로 위해성과 노출도가 위

험도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3)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인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

시의 경우 위해성 평균은 각각 ‘보통’, ‘약간높음’ 등급

으로 전반적으로 높진 않았으나 금호강, 낙동강, 태화

강, 동천, 인근 일부 지역은 지표의 거칠기가 거의 

없어 지표고도분포계수의 영향으로 풍속이 높아 위해

성이 높게 산정되었다. 또한, 이 지역들의 대부분은 

도시화된 지역들로 인구, 주택 등이 밀집되어 노출도

가 높게 나타나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평균 위험

도 등급은 보통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위험도가 ‘높음’ 

등급 이상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위험도는 위해성, 노출도, 취약성 어느 한 대리변수에 

종속적이지 않고 세 가지 대리변수가 모두 높은 일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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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만 위험도 등급이 ‘약간높음’ 등급 이상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4) 인구밀도가 높지 않은 지역인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경우 위해성의 크기는 동해바다와 접한 지역에서 ‘보

통’등급 이상으로 높게 산정 되었으나 내륙지역에서는 

‘보통등급’ 이하로 산정되어 지역별 편차(표준편차: 

1.1)가 컸으며 노출도, 취약성, 적응역량은 지역별 편차

(표준편차: 0.41∼0.93)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에 따라, 위해성이 높은 동해바다와 접한 지역의 

위험도가 ‘약간위험’ 등급 이상으로 높게 산정되었고 

상주시 남부, 김천시 북부 지역의 경우 추풍령 관측소에

서 높은 풍속이 관측되어 위해성이 높고 노출도와 취약

성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아 위험도가 높게 

산정 되었으며 영주시 중부는 적응역량이 낮아 위험도

가 높게 산정 되었다. 경상북도와 강원도 지역의 위험도

는 대부분 위해성에 매우 종속적인 것으로 분석 되었으

나 상주시, 김천시, 영주시와 같이 노출도, 취약성, 적응

역량이 비교적 크거나 작은 지역은 이 대리변수들에 

의해서도 위험도가 높게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 위험도 평가 결과는 기초지자체 차원의 방재

대책 수립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격자기반의 

위험도 평가 기법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이 아닌 보다 공간적으로 세분화된 

격자기반으로 풍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분석하는데 그 의의

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풍해와 관련된 완벽한 

방재대책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보다 위험도 높은 

지역을 감지하고 어떠한 요인이 위험도를 높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격자단위

의 풍해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위해성자료와 취약성 

세부대리지표 중 하나인 표고 자료만을 격자자료로 사용하

였다. 그러나 향후에는 격자기반의 총인구, 재해취약인구 

자료 등의 노출도, 취약성, 적응역량 자료 또한 격자자료로 

사용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격자기반의 위험도 평가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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