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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Mt. Backdu is expected to erupt,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s of the erup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on the world become a research topic of interest. If the volcano erupts, South Korea can be directly

impacted by volcanic ash, which will bring out secondary damages in various ways. Given that the direct damage

is a basis to estimate indirect and secondary damages, this paper was to review a method to estimate direct dam-

ages, called catastrophe risk models, and estimate the direct damages of available eruption scenarios of Mt. Baekdu.

Based on the results, the damages by volcanic ash will occur mostly around Gangwon province if the Mt. Backdu

erupts. Thus the inventory lists and their damage functions of Gangwon provinces were collected. In particular agri-

cultural and forestry products were surveyed based on the land use. Direct damages were estimated using volcanic

ash distribution of eruption scenarios, inventory information and their damage functions. In result, a scenario in

winter caused the damage of 299.8 billion KRW (20.4% of total agricultural production in 2010) and 28.9 billion

KRW (9.0% of total forestry production in 2010)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espectively. The damages in agricul-

ture was larger, and it is due to the damage functions which show the agricultural products are more vulnerable to

volcanic ash than forestry products. Also the agricultural production (1,471.7 billion KRW in 2010) are more than

4.5 times the forestry production (322.3 billion KRW in 2010) in Gangwon province. Inje and Gangnung had the

most damages in the scenario in winter. Inje had the most damage due to the thick ash deposit (8.5 mm in aver-

age) despite the low production. On the other hand, Goseong had a low damage compared to the ash thickness

larger than 20mm, owing to the low production. The direct damage estimated through this process can be used to

estimate indirect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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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화산의 분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백두산 화산 분화가 한반도를 비롯하여 지구촌에 미칠 사회경제적 영향

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백두산 화산이 분화할 경우 남한지역은 특히 화산재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게 되며,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백두산 화산 분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에

있어 기초가 되는 직접 피해액 계산 방법을 고찰해 보고, 백두산 화산 분화 시나리오의 직접 피해액을 산정해 보고자

하였다. 직접 피해액 산정 방법으로는 재난 리스크 모델링 기술을 활용하였다.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백두산

화산 분화 시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화산재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목적물 정보를 구

축하였으며, 특히 강원도 전체 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과 임업 분야를 중심으로 피해목적물 정보를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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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피해목적물별 손상함수를 정리하였다. 백두산 화산 분화 시나리오에 따른 화산재 두께 분포와 피해목적물의 공간

정보 및 자산 정보, 그리고 손상함수를 활용하여 피해액을 산출한 결과, 이 연구에서 참고한 겨울철 시나리오의 경우,

농업과 임업분야에서 각각 2,998억원(2010년 생산액의 20.4%)과 289억원(2010년 생산액의 9.0%)의 피해를 입는 것

으로 나타났다. 농업분야에서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연구에 사용된 손상함수에 따르면, 농산물이

임산물보다 화산재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강원도 지역은 농산물 생산액(2010년 기준 14,717억원)이 임산물

생산액(2010년 기준 3,223억원)보다 4.5배 이상 크다. 겨울철 시나리오의 경우, 피해액이 가장 큰 지역은 인제군, 강

릉시 등으로 인제군은 비록 생산액은 많지 않으나 화산재 두께가 높이 쌓여(평균 8.5 mm)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고성군의 경우 20 mm 이상의 화산재 두께가 쌓이나 생산액이 적어 비교적 적은 피해를 보였다. 이와

같이 산정된 직접 피해액은 투입산출모형과 같은 간접피해평가모형을 통해 간접 피해를 계산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주요어 : 백두산, 화산, 화산재, 직접피해, 재난리스크모델링

1. 서 론

백두산 화산 분화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Stone,

2011), 국내에서도 2012년 백두산 화산대응기술사업단

이 발족되었고, 2014년 현재까지 백두산 화산 분화로

인한 피해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찾고자 연구

중이다(Lee, 2012). 특히 화산 분화는 국내외 사회·경

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경제적 피해는 결

코 작은 규모가 아니므로, 대응 기술 개발과 함께 백

두산 화산 분화에 의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할 필

요가 있다. 여기서 사회경제적 영향이란 재난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 있다. 재난에 따라 피해 유형이 달라

지기 때문이다(Table 1). 

비록 재난 유형에 따라 사회경제적 영향을 야기하는

요인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재난의 사회경제적 영향은

크게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 그리고 2차 피해로 구분

될 수 있다. 여기서 직접 피해란 유형의 물질에 가해

진 물리적인 피해를 말하며, 간접 피해란 상품 및 서

비스 물류에 미친 피해이며, 2차 피해란 거시 경제에

미친 영향을 말한다(UN ECLAC, 1991). Miyayiri

(1994)는 이들 영향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각각의

피해 유형은 상호 연관되어 있어 연쇄적 파급효과도

나타날 수 있음을 Fig. 1과 같이 도시한 바 있다.

Fig. 1에서 절대적 피해(irreversible damage)란 인명

피해, 회복불능의 질병, 재생불능의 환경파괴와 같이

사후에 어떠한 노력을 해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말

한다. 반면 상대적 피해(reversible damage)는 재생

혹은 회복 수단이 적절하다면 사후에 회복 가능한 피

해를 의미한다(Jiang et al., 2014). Jiang et al.(2014)

는 Fig. 1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으며, 특히 직접피해가

간접피해를 파생시키고 확대시킴을 강조하였고, 간접피

해의 경우 조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피해의

크기와 파급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 연구는 백두산 화산 분화로 인한 남한지역의 직

접 피해액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Fig.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직접 피해액은 사회경제적 영향을

Table 1. More immediate social and economic consequences of a natural disaster (Cuny, 1983; UN ECLAC, 1991)

Disaster

Consequence
Earthquake Cyclone Flood Tsunami

Volcanic 

eruption
Fire Drought/famine

Short-term migrations × × × ×

Permanent migration ×

Loss of housing × × × × × ×

Loss of industrial production × × × × ×

Loss of business production × × × × ×

Loss of crops × × × × × ×

Damage to infrastructure × × × × ×

Disruption of marketing systems × × ×

Disruption of transport systems × ×

Disruption of communications × × × × ×

Panic ×

Break-down of social orde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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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부문으

로, 경제학적인 관점보다는 과학적, 공학적 지식이 더

욱 요구되는 분야이다. 직접피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경제 구조보다는 재난과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피해대상물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직접 피해의 평가 방법에 대

해서는 2장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화산 분화는 다양한 형태의 재난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의 지리적 위치(Fig. 2) 및 현재까지의 연

구 결과에 의하면(PNU, 2014), 남한 지역은 백두산

화산 분화 시 화산재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Langmann (2013)에 의하면, 화산재는 대기

흐름장의 상태에 따라 화산으로부터 수백에서 수천 킬

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여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백두산 화산 분화 시나리오별 화산재

로 인한 직접 손실액을 추정하고, 추정 방법의 단계별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Lee et al.(2013)은 화산재

가 강원도 전 지역 동일하게 쌓이는 경우를 가정하고,

화산재로 인한 강원도 지역의 농작물 피해액을 추정한

바 있다. 이 연구는 Lee et al.(2013)과 비슷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되, 백두산 화산대응기술개발사업단의 화

Fig. 1. Complexity of multiple damages by natural disasters (modified after Miyayiri, 1994). 

Fig. 2. Distance from Mt. Baek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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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분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였으며, 농업부분 이외에도

임업부문의 피해액을 추가로 추정하였다. 화산재 확산

모델링을 통해 얻어진 화산재 분포 결과를 사용할 경

우, GIS 기능이 크게 요구되는데, 자세한 연구 방법은

2장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2. 재난 리스크 모델링 

자연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모형

으로 재난 리스크 모델(Catastrophe risk models)이

있다. 1990년대 후반 미국을 중심으로 보험사의 위험

지도 제작 기술과 과학계의 재난 평가 기술이 합해져

탄생한 재난 리스크 모델은 GIS와 컴퓨터 기반의 재난

손실 평가 기술로, EQECAT, AirWorldwide, RMS와

같은 영리기관의 모형과 Hazus-MH, Florida Public

Hurricane Loss Model (FPHLM), Riskscape, Central

American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CAPRA),

Pacific Catastrophe Risk Assessment and Financing

Initiative (PCRAFI) 등의 비영리 모형이 있다(Table 2).

그러나 화산재해를 다루는 모형은 RiskScape와 CAPRA

뿐으로, 화산재해에 대한 피해목적물(inventory)의 취

약도(vulnerability) 정보를 활용하여 손실(loss)까지 평

가할 수 있는 모형을 고려한다면(Fig. 3), 뉴질랜드의

RiskScape 뿐이다. 즉, 지진,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한

손실 평가 연구는 많으나, 화산 폭발로 인한 손실을

평가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화산 폭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이에

직접 피해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난 리스크 모델은 Fig. 3과 같이 재난(hazard)의

강도와 빈도를 분석하고, 피해목적물(inventory)의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재난에 대한 각 목적물의 취

약도(vulnerability) 정보를 바탕으로 손실(loss)을 평가

한다. 이 과정에서 Fig. 4와 같은 재난 평가의 결과와

Fig. 5와 같은 피해목적물의 위치 정보를 중첩할 필요

가 있는데, GIS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다. 비록 기존의

재난 리스크 모델이 대부분 화산재해를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Table 1), 화산재해의 영향 범위 및 영향 강도

가 평가되고, 이로 인한 피해목적물의 취약도 정보가

Table 2. Catastrophe risk models and hazards

AIR Worldwide EQECAT RMS HASUZ-MH RiskScape

Earthquakes Earthquakes Earthquakes Earthquakes Earthquakes

Extratropical cyclones

(winter storms)

Winter Storm, 

windstorm
Winter Storm, windstorm

Flood Flood Flood
Flood

Storm surge

Flood

Storm surge

Tsunami

Multiple Peril Crop Insurance

Severe Thunderstorm 

(Tornado, Hail, 

Straight-line Wind)

Tornado, Hail Severe convective storm 

Tropical Cyclones

(Hurricanes, Typhoons)

Tropical Cyclones 

(Hurricane, Typhoon)

tropical cyclone 

(Hurricane, typhoon, cyclones)
Hurricanes Wind

Wildfire Wildfire

offshore Energy

Longevity & Mortality 

Pandemic Influenza Pandemic

Terrorism Terrorism Terrorism

Landslide

Volcanic 

Ashfall

Fig. 3. Structure of catastrophe risk models (Grossi and

Kunreuth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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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된다면 현재 개발된 재난 리스크 모형을 활용하여

화산재해로 인한 손실을 평가할 수 있다. 실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Hazus-MH의 경우, 기존의 홍수 또

는 지진 모듈을 활용하여 화산재해로 인한 노출 규모

Fig. 4. Volcanic ash thickness (cm) of four eruption scenarios (PNU, 2013).

Fig. 5. (a) Arable land and (b) forests (ha) in Gangwon province 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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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략적으로 평가한 바 있으며(DOGAMI, 2012),

RiskScape 역시 Hazus-MH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백두산 화산 분화로 인한 남한지역의 손실을 평

가하는데도 Hazus-MH와 같은 재난 리스크 모델을 사

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재난 리스크 모델을

이용하여 화산재해로 인한 손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재난을 평가하고, 피해목적물의 GIS 정보를 구축하는

것 이외에도 각 피해목적물의 취약도 평가가 선행되어

야 하는데, 화산재해로 인한 취약성 연구는 매우 적다.

DOGAMI(2012)가 화산재해로 인한 노출 규모만 평가

한 이유도 취약성 평가를 위한 손상함수 정보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화산재해로 인한 피해목적물의

손상함수는 Yu et al. (2013)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 리스크 모델의 도입이 검토

된 적은 있으나 (KIDI, 2005; NIDP, 2006, NIDP,

2007), 구체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된 바 없으며,

Table 1의 영리기관 모델 또한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

다. 그러나 2013년 한국화재보험협회 창립 40주년 기

념 세미나에서 재난 리스크 모델의 도입 필요성이 다

시 한번 부각되는 등 그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

히, 국가주도로 개발된 대표적인 재난 리스크 모델인

Hazus-MH의 초기 버전인 Hazus의 경우, 서울시정개

발연구원이 Hazus를 기본틀로 ‘서울시 지진대응모델

개발(1999년)’을 연구한 바 있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

원이 타이완의 HAZ-taiwan/TELES 프로그램을 적용하

여 ‘충남지진대비 종합대책 수립(2002년)’을 연구한 바

있다(NIDP, 2003). 이외에도 Hazus는 Kang et al.,

(2007), Choi(2010), Lee and Chi(2006) 등에 의해

국내 지진, 태풍, 풍수해 추정법으로 검토된 바 있으나,

미국 영토에 특화된 이후로는 기술 부족과 데이터베이

스(DB) 부족으로 모델 도입을 위한 후속 연구가 없어

진 상태이다. 최근 Yu and An (2013)이 Hazus-MH

2.1의 홍수 모형을 이용하여 홍수 손실을 평가한 바

있으나, 국내 DB 부족으로 미국의 홍수 사례를 모의

하였다. 한편 미국 DB에 특화되어 있는 Hazus-MH

를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적용할 경우, DB 및 손상함

수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데, DB와 관련된 어려움과

해결책을 오스트리아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aveckis et al., 2012). 

3. 백두산 화산 분화 시나리오의 손실 평가

이 연구는 ArcGIS를 기반으로 Fig. 3과 같은 계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화산재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평가해 보고,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

로 재난 리스크 모델은 직접피해 이외에도 간접피해를

평가하고, 응급복구비 등도 추정하나, 이 연구에서는

직접피해액 평가 부분만 다루기로 한다. 

3.1. 재난 

앞서 언급하였듯이 화산 분화는 다양한 형태의 재난

(화산쇄설물, 화산이류, 화산홍수, 화산재 등)을 야기할

수 있으나, 남한의 지리적 위치(Fig. 2) 및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PNU, 2014), 남한 지역은 백두산

화산 분화 시 화산재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화산재는 황사와 유사하게 대기 중의 입자 형

태 또는 지표에 침적되는 형태로 피해를 줄 수 있다

(Langmann, 2013). 이 연구에서는 지표에 침적되는

화산재로 인한 피해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3.3절에 상

술하는 바와 같이, 화산재로 인한 물리적 피해 사례가

많지 않아, 현재까지의 정보로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화산재로 인한 손상함수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PNU(2013)는 백두산이 폭발지수 7의 규모로 분화할

경우를 가정하고, 계절별 일기도를 임의 선정하여, 계

절별로 화산재 화산 농도를 계산하고 화산재 침적량을

예측하였다(Fig. 4). PNU(2014)는 마그마 유형, 분화

유형, 분화 위치, 폭발지수, 분연주 높이 등 다양한 분

화 시나리오와 기상장을 가정하고 화산재 침적량, 미세

먼지입자(PM10), Load를 계산 중이며, Fig. 4는 예비

단계에서 산출된 일부 시나리오의 결과에 해당한다. 백

두산 분화 시나리오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임을 고려

할 때,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계산값은 큰 의미가 없

을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 보여주는 계산 방법은 어

떤 시나리오에도 적용될 수 있다. 

Fig. 4는 여름의 경우, 남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고, 봄의 경우, 울릉도에만 46 mm 정도의 화

산재가 쌓일 뿐, 남한의 다른 지역은 1 mm 이하의

화산재가 쌓임을 보여준다. 봄의 경우, 울릉도를 제외

하면, 부산 기장군과 포항시 부근에서 최대 평균

0.02 mm 정도 쌓인다. 울릉도는 화산재에 영향을 받는

산업이 없는 곳으로 Fig. 3의 피해목적물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Fig. 4의 가을과 겨울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화산재로 인한 손실액을 평가해

보았다. 여기서 1 mm의 화산재 두께를 기준으로 봄철

시나리오를 제외한 것은 취약성을 평가하는 손상함수

에 기초한 것으로, 3.3절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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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피해목적물 

지금까지의 예비 결과(Lee et al., 2012) 및 Fig. 4

에 따르며, 백두산 화산 분화 시 화산재의 영향을 받

는 지역은 강원도 전체와 경기도 동부 및 경상북도 북

부의 극히 일부 지역으로, 이 연구는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목적물 정보를 구축하였다. 통계청의 강

원도기본통계에 의하면, 2010년도 강원도 지역의 산림

면적은 전체면적 1,687,383 ha의 81.32%(1,372,110 ha)

를 차지하는데(Fig. 6), 이는 전국 산림면적의 21%에

해당한다. 강원도 지역에서 산림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경작지(전답)으로, 9.64%(162,700 ha)를

차지하고 있다(Fig. 6). 이에 농업과 임업을 중심으로

피해목적물 정보를 구축하였다.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

면(Fig. 5), 임야면적은 홍천군과 인제군에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철원군과 홍천군에 많이

위치하고 있다. 화산재가 임야나 경작지를 중심으로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화산재에 취약한 피해

목적물은 홍천군에 널리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품목을 Table 3과 같이

상세 분류하였다. 국가통계포털 KOSIS는 Table 3의

농산물에 대하여, 2010년 강원도 지역의 총생산량 자

료를 제공하는데, 여기에 생산물별 단위 원가를 곱하

면 강원도 지역의 총생산액(14,717억원)을 계산할 수

있다. 생산물별 단위당 원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 제공하는 해당품목의 도매가격 평균을 이용하였다.

강원도 지역의 총생산액을 Fig. 5(a)의 시군별 경지면

적 비율로 배분하면 Fig. 7(a) 및 Table 4와 같다. 즉

시군의 농업생산액은 시군의 경작지 비율에 비례한다

고 가정하였다.

국가통계포털 KOSIS는 2010년 강원도 지역 시군별

Table 3의 임산물 생산액을 Fig. 7(b) 및 Table 4와

같이 보고하고 있다. Table 3에서 수실(nuts)은 밤, 대

추, 잣 등을, 산나물(mountain vegetable)은 고사리,

도라지, 더덕 등을, 버섯(mushroom)은 송이, 표고 등

을, 수액(sap crops)은 고로쇠, 박달나무 등을, 약용식

물(Medicinal plants)은 산수유, 오미자, 오갈피 등을,

농용자재(agricultural material)는 녹비 퇴비 등을, 연

료는 흑탄을 포함한다.

Fig. 7과 같이, 이 연구는 피해목적물을 행정구역 단

위로 구축하였으며, 특히 농업생산물의 경우, 강원도

총생산액을 시군별 경지면적 비율(Fig. 5(a))로 배분하

여 계산하였다. 이러한 DB 구축 방법은 피해목적물의

자산 정보를 시군 크기의 해상도로 낮추게 되며, 이로

인해 피해액 평가 결과의 해상도 역시 시군 크기로 낮

아진다. 한편 수치 지도를 이용할 경우, 시군 안에서

논밭 또는 임야의 위치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가용한 수치 지도는 농작지를

논밭으로만 구별하고 있을 뿐 Table 3의 농작물의 종

류는 상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다. 즉 논밭 또는 임야

의 위치 정보는 상세히 얻더라고 자산 가치로 환산하

는데 필요한 속성 정보(예, 농작물의 종류)가 부족하여,Fig. 6. Land use in Gangwon province in 2010. 

Table 3. Agricultural and forestry products

Class Products

Agricultural 

products

Grain rice, barley, buckwheat

Leaf vegetables Chinese cabbage, chili, lettuce, spinach, cabbage, spring onion 

Fruiting vegetables
bean, cucumber, pumpkin, oriental melon, strawberry, tomato, 

water melon, sesame, perilla seed

Root vegetables daikon(spring, fall, high land), potato, sweet potato, carrot, peanut, garlic, onion

Tree crops persimmon, pear, peach, apple

Grape grape

Forest products Nuts, mountain vegetable, mushroom, sap crops, Medicinal plants, Agricultural material,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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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피해목적물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는데 어

려움을 겪게 된다. 

위에 상술한 바와 같이, 재난 리스크 모델을 이용하

여(Fig. 3) 화산재 손실을 평가할 경우, 화산재에 취약

한 피해목적물(inventory)의 위치 및 자산 가치를 파악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위치에 따라 재난의 강도

(Fig. 4)가 따르기 때문이며, 자산 가치의 크기(Fig. 7)

에 따라 피해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

라는 방대한 DB 양에 비하여 DB의 관리 체계는 효

율적이지 못하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재난 리스크 모

델이 널리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산재

해 있는 피해목적물 DB들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운용

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Yu, 2011). 예를 들어, 우

리나라에서 가장 잦은 피해를 입는 홍수의 경우, 다차

원 홍수피해산정방법(MCT, 2004)을 통해 홍수 손실을

추정하고 있는데, 다차원법의 손실 평가 방법은 Fig. 3

의 구조와 유사하다. 그러나 자산정보가 행정구역별로

구축되고 있으며, 그러다보니, 재난(hazard) 모듈에서

Table 4. Economic loss estimation of scenarios (Unit : 0.1 Billion Korean Won)

Region

Agricultural 

production in 

2010

Forestry 

production in 

2010

a eruption scenario in winter  a eruption scenario in fall

Average ash 

thickness 

(mm)

Agricultural 

loss

Forestry 

loss 

Average ash 

thickness 

(mm)

Agricultural 

loss

Forestry 

loss

Gangneung 1,010.5 134.4 4.83 355.47 25.27 0.36 13.55 0.19

Goseong  345.0 47.0  20.32 279.11 22.81 0.95 5.72 0.42

Donghae  144.5 10.0 3.66 42.77 1.14 0.41 2.2 0.02

Samcheok  690.7 255.6 2.31 116.62 12.50 0.23 8.78 0.14

Sokcho  54.4 15.0  12.58 33.21 5.52 0.71 0.93 0.08

Yanggu  650.4 102.1  7.49 308.7 26.87 0.01 5.65 0.00

Yangyang  352.1 78.5 8.97 172.47 23.28 0.48 4.39 0.19

Yeongwol 1,056.0 91.5 1.11 41.87 1.11 0.00 10.14 0.00

Wonju 1,093.7 93.3  0.77 22.32 0.56 0.00 8.71 0.00

Inje  625.9 244.3  8.49 324.48 69.83 0.08 6.48 0.02

Jeongseon 1,219.9 511.5  1.89 151.59 17.12 0.03 12.54 0.00

Cheorwon 1,296.6 20.5  2.59 127.26 1.24 0.00 6.59 0.00

Chuncheon  962.6 161.2  2.33 154.69 8.01 0.00 8.5 0.00

Taebaek 174.8 47.3  1.35 10.73 0.83 0.03 1.83 0.00

Pyeongchang 1,580.6 350.8 2.56 333.32 20.81 0.02 15.95 0.00

Hongcheon 1,666.4 579.0 2.55 311.68 34.10 0.01 14.99 0.00

Hwacheon  440.1 89.7 3.61 128.11 10.05 0.00 3.92 0.00

Hoengseong 1,352.6 391.7  1.46 83.71 8.02 0.00 11.75 0.00

Total 14,716.8 3,223.3 - 2,998.11 289.07 - 142.62 1.07

Fig. 7. (a) Agricultural and (b) forestry production (0.1 Billion KRW) in Gangwon province 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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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의 침수심이 계산되어도, 손실 평가 결과의 해

상도는 결국 행정구역의 크기로 낮아지고 있다. 피해

목적물의 GIS 해상도를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

치 정보와 함께 속성 정보(예, 농작물의 종류 및 단위

면적당 자산 가치)가 상세화 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

다 서로 다른 DB 공급처 간의 분류 체계가 표준화되어

하나의 시스템에서 용이하게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

3.3. 취약성 

재난 리스크 모델을 이용하여 피해액을 평가하기 위

해서는 화산재(Fig. 4)로 인한 피해목적물(Table 3)의

손상 정도를 평가해야 하며, 이는 피해목적물별 손상

함수를 통해 평가된다(Fig. 8과 Table 5). 손상함수란

피해목적물의 재해 취약도를 정량화한 함수로, Table 3

에 나열되어 있는 각각의 목적물에 대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동일한 화산재 두께에 대하여 피해목적물별로 손

상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Yu et al.

(2013)이 손상함수에 대한 기존 연구사례를 소개하고,

백두산 화산 분화로 인한 한반도의 손실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손상함수 평가방법을 고찰해 본 바 있으며,

PNU(2014)가 농업시설물의 손상함수를 구축한 바 있

다. 그러나 Fig. 4의 시나리오의 경우, 시설물 피해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Table 3에서 농업

시설물을 제외하였다. PNU(2014)에 따르면 최소

20 mm 이상의 화산재가 쌓여야 시설물(비닐하우스) 피

해가 일어나지만, Fig. 4의 시나리오에서 20 mm 이상

의 화산재가 쌓이는 경우는 겨울철 시나리오에서 고성

군 뿐이다. Wilson and Kaye(2007) 또한 시설물

(asset)이 생산물(product) 보다 화산재에 덜 취약함을

보여준 바 있다(Table 5).

Fig. 8(a)는 Table 5의 1%, 20%(곡물의 경우, 50%),

90% 손상을 야기하는 화산재 두께 정보를 이용하여

농작물 손상률의 GEV(General Extreme Value) 누적

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를

도시한 것으로, PNU(2014)에서 계산된 GEV 분포의

매개변수를 이용하였다. 반면 Fig. 8(b)는 Table 5의

1%, 20%, 90% 손상을 야기하는 화산재 두께 정보를

이용하여, 임산물 손상률의 와이블(Weibull) 누적분포

함수를 도시한 것으로, 와이블 분포의 매개변수를 위

해서는 Yu et al.(2013)의 계산값을 이용하였다. 3변수

와이블 분포는 GEV 분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Yu et al.(2013)는  Wilson and Kaye(2007)를 참고하

Fig. 8. Vulnerability Curves : (a) GEV distribution for agricultural products (PNU, 2014), (b) Weibull distribution (Wilson

and Kaye, 2007) and linear distribution (Cabinet of Japan, 2002) for forestry products, (c) Weibull distribution for

agricultural products (Yu et al., 2013), (d) difference between (c) and (a).



214 유순영·이윤정·윤성민·최기홍

여, 위치 매개변수를 0으로 가정하고 2변수 와이블 분

포를 사용하였다. Yu et al.(2013)는 Fig. 8(a)과 유사하

게, 농작물 손상률의 2변수 와이블 분포의 매개변수도

추정하였는데, Fig. 8(c)와 같다. Fig. 8(d)는 Fig. 8(c)의

확률에서 Fig. 8(a)의 확률을 뺀 값으로, PNU(2014)의

GEV 분포가 일부 구간에서 손상률을 더 크게 평가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Fig. 8에서 90% 손상을 야기하는

화산재 두께의 경우, Table 5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Table 5는 1% 손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최소

1 mm 이상의 화산재 두께가 쌓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

다. 즉 1 mm 이하의 경우, 피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앞서 3.1절에서 1 mm를 기준으로 봄 시나리오를

이 연구에서 제외한 이유이다. RiskScape를 개발한 뉴

질랜드의 GNS science에 따르면, 1 mm 이하의 화산

재는 항공기, 차량, 주택 및 기기에 경미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도로 노면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가

시거리를 줄일 수 있다.

한편  Wilson and Kaye(2007)는 화산 분출 시기가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계절성계수(seasonality

coefficient)를 활용하여 손상 확률을 조정하였다. 즉 수

확기에는 Fig. 8의 손상 확률을 그대로 적용하나, 그렇

지 않은 시기에는 손상 확률을 1/4까지로 줄였다. 그러

나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농임업 생산물이 일년 내내

비교적 일정하게 공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계절성계

수(seasonality coefficient)를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임업생산물의 경우, Table 3의 모든 임산물에 대하여

하나의 손상함수(Fig. 8(b)의 Wilson and Kaye(2008))

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개별 임산물에 대한 손상함

수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Fig. 8(b)는 Cabinet of

Japan(2002)이 조사한 임산물의 손상함수도 보여주는데,

Wilson and Kaye(2007)에 의한 것과 유사하다. 두 연

구가 서로 다른 임산물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고려할

때, 임산물에 대하여 동일한 손상함수를 사용하는 것

이 크게 무리가 없음을 시사한다.

화산재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피해목적물은

Table 3보다 더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원지역

의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농업과 임업보다는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제조업 분야가 주요

산업이고, 이 가운데 제조업 분야는 화산재에 영향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 분야의 화산재 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는 손상함수는 아직도 연구 중으로, 현재

까지의 정보만으로는 재난 리스크 모델링 방법으로 이

분야에 대한 손실을 평가하기 어렵다. 화산재와 유사

한 황사의 경우, Kang et al.(2004)이 13개 산업체에

대하여 황사시 불량률 증가에 따른 손실액을 조사한

바 있는데,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Kang et al.(2004)은 업체들이 이미 황사에 대한 대비

책을 강구하였거나, 황사로 인한 불량률이 실제 크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으로 화산재로 인한

제조업 분야의 피해액을 예측하는데 참고할 만하다.

Table 5. Damage state and volcanic ash thickness (mm, dry) (Wilson and Kaye, 2007)

 Damage State

Inventory
1% 20% 50%

90% 

low average high

Agricultural

Product

Grain1) 1 - 10 15 20 30

Leaf vegetables 1 2 - 5 10 30

fruiting vegetables 1 3 - 5 10 20

root vegetables 5 30 - 50 100 150

tree crops 1 3 - 10 20 50

wine grape 1 2 - 1 5 20

Agricultural

Asset

seasonal crop assets 5 100 - 200 300 400

permanent crop assets 3 75 - 100 250 350

viticulture assets 10 50 - 100 250 400

Forestry product Tree harvest 1 5 - 50 100 150

Forestry

Asset

New planting 20 50 - 50 100 200

tree aged 2-10 years 50 80 - 100 300 500

tree aged > 10 years 100 500 - 500 1500 2000

1)PNU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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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손실 평가 

Fig. 4의 화산재 분포 및 Fig. 7의 피해목적물정보,

그리고 Fig. 8의 피해목적물별 손상함수를 이용하여 가

을철과 겨울철 분화 시나리오의 화산재 손실을 평가해

보았다(Table 4). Table 4는 행정구역별 화산재 두께의

평균을 보여주는데, GIS를 이용하여 Fig. 4의 화산재

분포에서 행정구역별 평균을 산출한 결과이다. 손실 평

가식은 식 (1)과 같다. 

(1)

여기서 n은 강원도 시군을 의미하며, m은 피해목적

물의 총개수, Fi(thickness)는 피해목적물 i가 화산재

두께 thickness에서 가지는 손상률, Vi는 피해목적물

i의 자산가치로, Table 4의 생산액이 된다. 이 연구에

서 i는 Table 3의 농작물과 임산물로, m=7이 된다.

겨울철 분화 시나리오의 경우, 농산물과 임산물의 피

해를 예측해보면 각각 2,998.11억원(총 생산액의

20.4%)과 289.07억원(총 생산액의 9.0%)으로, 농산물

이 피해액과 피해율에서 모두 임산물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산물이 임산물보다 화산재에 더 취약

하기 때문이며(Fig. 8과 Table 5), 강원도 지역은 면적

비율과 달리(Fig. 6), 총생산액의 경우 농산물 생산액

(2010년 기준 14,717억원)이 임산물 생산액(2010년 기

준 3,223억원)보다 4.5배 이상 크기 때문이다. 농산물

의 경우, 강릉, 평창, 인제, 홍천 순으로 피해액이 크고,

임산물의 경우, 인제군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9). 인제군은 임산물과 농산물 피

해액이 모두 큰 편인데, 낮은 생산액에도 불구하고, 화

산재가 두껍게 쌓여(8.5 mm) 큰 피해액이 야기된 것

Lossn Fi thickness( ) Vi×( )
i 1=

m

∑=

Fig. 10. Total economic loss estimation of a Mt. Baekdu eruption scenario: (a) winter, (b) fall (0.1 Billon KRW).

Fig. 9. Economic Loss estimation of a Mt. Baekdu eruption scenario in Winter: (a) agricultural loss, (b) forestry loss (0.1

Billion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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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반면 화산재가 가장 두껍게 쌓인 고성군

(20.3 mm)과 속초시(12.6 mm)의 경우 피해액이 적은

편인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생산액이 적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피해액이 가장 큰 지역은 인제, 강릉, 평창,

홍천, 양구 순으로, 재난(화산재두께), 피해목적물(생산

액), 취약성(손상률) 정보가 모두 피해액 계산에 큰 영

향을 미침을 보여준다(Fig. 10). 반면 가을철 분화 시

나리오의 경우, 농산물과 임산물의 피해를 예측해보면

각각 142.62억원과 1.07억원으로, 생산액의 1% 도 되지

않는 피해액이 산출된다(Fig. 10). 1% 손상율을 야기하

는 화산재 두께조차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다(Table 4).

Table 4의 산업분야별 직접피해액은 투입산출모형과

같은 모형을 통해 간접피해액을 산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데, 간접피해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위해서는 Jiang

et al.(2014)를 참고할 수 있다. 

4. 결 론

임의로 선정된 백두산 화산 분화 시나리오의 직접

피해액을 추정해 보고, 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

다. 시나리오에 기반한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

면, 백두산 화산이 분화하면, 우리나라는 강원도 지역

을 중심으로 화산재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강원

도 지역을 대상으로 화산재에 영향을 입을 수 있는 피

해목적물 정보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강원도 면적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농업과 임업을 중심으로 목적물

정보를 구축하고, 화산재 피해액을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겨울철 시나리오의 경우, 농업과 임업 분야에서

각각 2,998.11억원(총 생산액의 20.4%)과 289.07억원(총

생산액의 9.0%)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

물의 경우, 더 큰 피해율을 보이는데, 이는 이 연구에

사용된 손상함수가 농작물이 임산물보다 화산재에 더

취약함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피해액

이 가장 큰 지역은 인제, 강릉, 평창, 홍천, 양구 순으

로, 재난(화산재두께), 피해목적물(생산액), 취약성(손상

률) 정보가 모두 피해액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침을 보

여주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된 직접 피해액은

간접 피해 및 2차 피해를 해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화산 분화와 같은 자연재해는 직접 피해 지

역을 벗어나 더욱 넓은 영역에 걸쳐 피해를 주게 되므

로 간접 피해 및 2차 피해를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한데, 이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직접 피해액이 먼

저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화산재는 농업, 임업 이외의 다른 산업 분야, 특히

정밀제조업이나 전자산업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나, 이 분야는 고려하지 않았다. 피해목적물 정보가 구

축되더라도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손상 함수

가 아직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의

손실 평가 해상도는 시군의 크기로 낮은데, 가용한

DB를 이용할 경우, 피해목적물의 자산 가치 분포 해상

도를 시군 크기 이상으로 높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한 우리나라에 쌓이는 화산재 두께가 1 mm 이하로

미량일 것으로 추정됨을 고려할 때, 1 mm 이하의 적

은 양의 화산재로 인한 손상률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황사 피해 사례가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앞서 언급한 기존의 재난 리스크 모델을

도입하지 않고도 자연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평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연 재해의 경제적 손실 평가

는 재해 시나리오의 경제적 피해 규모를 미리 예측하

는 것 이외에도 개개의 물리적 대응과 예방 방안이 가

져오는 피해 감소 효과는 물론, 여러 가지 재난 정책

들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발생하는 복합 효과를 측정

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다. 재난 리스크 모델이 재난

강도 분포 또는 손상 함수의 변화를 통해 재난 정책의

피해 감소 효과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된 피해 감소 효과는 예방/대비/대응 방안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제한된 방재자원을 분배하는 의사 결

정에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재해의 영향은 공간 범위 뿐만 아니라 시간 영

역에 있어서도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재

해 복구 시간에 대한 연구는 이미 수행된 바 있으며,

복구 과정에 대한 평가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검토되지 않았다. 재난 시나리

오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및 최적의 방재 정책을 분

석하기 위해서 추후 피해 규모의 시간 변화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난 리스크 모델링은 자연과학, 공학,

지리정보학, 보험계리학, 경제학 등의 기술정보가 정량

화되어 한 시스템에 통합된 것으로, 다양한 기술 정보

가 통합되고, 여러 단계를 거쳐 손실이 평가되는 만큼,

모델 예측치의 오차도 클 수 있다. 이에 예측된 결과

는 전문가에 의해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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