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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cross the world, the industrialization has increased the frequency of climate anomaly. The size of damage due to recent 
natural disasters is growing large and fast, and the human damage and economic loss due to disasters are consistently increasing. 
Urbanization has a structure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damage from natural disasters, both hardware 
and software approaches should be utilized. Currently, however, the development of a statistical access process for ‘analysis of disaster 
occurrence factor’ and ‘prediction of damage costs’ for disaster prevention and overall disaster management is inadequate. In case of 
local governments, overall disaster management system is not established, or even if it is established, unscientific classification system 
and management lead to low utility of natural statistics of disaster year book. Therefore, in order to minimize disaster damage and for 
rational disaster management, the disaster damage survey process should be improved. This study selected gale as the focused analysis 
target among natural disasters recorded in disaster year book such as storm, torrential rain, gale, high seas, and heavy snow, and analyzed 
disaster survey process. Based on disaster year book, the gale damage size was analyzed and the issues occurring from the correlation of 
gale and damage amount were examined, so as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for reliable natural disaster information collection and 
systematic natural disaster damag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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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른 기상이변의 

빈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강풍에 대한 피해사례는 태

풍에 의한 피해를 포함하여 크게 증가하고 있다1). 특
히, 강풍은 비닐하우스 등을 포함한 농업시설 및 농작

물 등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강풍재해에 대한 연구

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강풍에 대한 재해관리를 위해 재해의 발생요인과 피해

액을 산정하는 정확한 통계적 접근방법과 재해조사 프

로세스의 개발은 미흡하며, 또한, 자연재해 중 태풍 및 

호우에 대한 피해분석 연구는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재해발생 빈도와 피해규모의 영향으로 강풍에 

대한 피해분석 연구는 타 재해유형에 비해 부족한 실

정이다. 
따라서, 강풍에 의한 인적, 물적피해의 최소화, 과학

적이고 합리적인 재해관리, 정확한 피해규모의 예측을 

위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강풍재해피해조사의 분류항

목을 다양화한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태풍, 호우, 강풍, 풍랑, 대설 등 재해

연보에 기록된 자연재해 중에서 강풍을 중점분석대상

으로 선정하고, 재해연보 기반의 경험론적 강풍피해액 

분석을 통해 풍속과 피해액과의 상관관계에서 발생되

는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자연재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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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process.

보의 수집과 체계적인 자연재해 피해조사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Fig. 1). 첫째, 강

풍재해피해조사의 개요 및 프로세스를 파악한다. 둘째, 
재해연보 상 강풍재해 데이터를 분석한다. 셋째, 강풍

재해 데이터의 신뢰도 및 강풍재해 속성 간 상관관계

를 파악한다. 넷째, 재해연보 상 강풍재해 데이터의 신

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2. 관련연구

현재 자연재해피해조사는 국민안전처2)의 자연재해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에 따라 정부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태풍 및 호우 등의 자연재해

를 중심으로 피해조사에 대한 문제점과 정확한 피해액 

산정을 위한 요소분석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

되었다.
Zhai는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NHC)의 폭풍 데이터

를 기반으로 1988~2012년까지의 73개의 열대저기압의 

바람 속도와 폭풍 크기에 따른 피해를 조사하였다. 그
리고 최대풍속과 크기를 동시에 고려한 피해액 산정을 

위해 폭풍의 진행 속도, 바람의 지속시간, 바람의 방향, 
강수비율, 강수량과 같은 피해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를 분석하였다3). 국내의 경우, 송재우는 국가 재해관

리시스템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서 기능적 측면의 재해

경감,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 따른 재해관리 프로세스

의 개선방안 제시하였으며, 현행제도, 정책, 예산, 행정

조직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4). 
이재은은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조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자연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감독체계 등의 개선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

한 피해조사 및 복구지연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으

며, 재해피해조사 방법, 해외 재난사고데 대한 피해 및 

복구비 산정 기준 관련 법률제도 조사, 피해복구비용

의 부실집행, 처벌규정 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현행 

피해조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5). 
한주아는 재해이력정보와 관련된 전산화 체계를 구

성하여 통합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의 전자적 재해이력정보관리를 효과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6).
상기와 같이 재해피해조사 프로세스 및 피해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요소분석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수행

되었으나, 일반적인 재해관련 업무와 관리방안에서의 

개선방안을 대부분 제시하고 있으며, 강풍재해 속성 

및 특성에 대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재

해연보를 통한 경험론적 데이터의 분석을 기반으로 강

풍재해의 피해액 산정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는 재해피해조사 개선방안을 제안한다는 점에

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3. 강풍재해피해조사 프로세스

최초 재해피해 신고자의 접수 후 실시되는 강풍재해

피해조사는 현장에 방문하여 직접 조사하는 업무와 전

자재해대장에 재해정보를 입력하는 업무로 구분되며, 
각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개별적인 피해조사 업무와 중

앙합동조사단에서 실시하는 통합피해조사업무 등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피해구분은 Fig. 2와 같이 인명피해

와 재산피해로 분류되며, 재산피해는 사유재산과 공공

시설로 다시 세분화 된다7). 
강풍재해피해조사의 현장업무는 피해시설의 규모와 

위치를 조사 및 정리하기 위해 피해시설별 담당자를 

지정한다. 그리고 각 담당자는 담당시설의 피해에 대

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재해현장의 피해조사는 피해

시설별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시설을 확

인한다. 그러나 실제 피해가 발생 시 시설별 담당자가 

피해지역을 전수조사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시설별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별로 피해조사

를 실시한다. 현재 사유시설 피해최종보고는 시장⋅군

수⋅구청장이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피해자로부터 신

고를 받아 보고하며, 공공시설 피해최종보고는 피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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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urrent damage investigation process.

인이 종료된 후 7일 이내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한다. 
지자체의 재해피해조사 이후 복구사업은 가능한 모

든 수단을 동원하여 행⋅재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을 확대하며, 피해지구의 피해원인을 정밀분석함으로

써 피해재발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재해피해조사 

자료를 재해대응방안 마련에 활용하기 위해 복구공사

의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공사추진 현황사진

을 촬영, 기록을 유지한다. 현재 국고지원과 관련된 복

구사업의 기준체계는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체계와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체계 등 두 가

지로 구분되며 각 지원체계는 Fig. 3과 같다. 
현재 국내 재해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재해피해조

사절차는 총 28일 이내 수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해피해지역에서 보고된 피해현황은 NDMS에 정보를 

입력한 후 시군구 자체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각각 

Public facility Private facility

Fig. 3. Current damage restoration support system.

재해대장을 작성하며, 재해대장에 기록된 피해현황을 

기반으로 재해연보가 작성된다. 
그러나, 현재 재해연보에 기록되어 있는 기존 재해

복구비 지원 위주의 단순 통계자료는 신뢰성 있는 강

풍피해분석을 위한 정보활용 및 공유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지역별, 시설물별 두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된 

기존 분류체계는 방재정책 개발에 필요한 통계활용 수

준에 미흡할 수 있으며, 재해발생에 따른 사회⋅경제

적인 영향을 간과할 수 있다. 또한 재해연보의 강풍 피

해통계는 물리적 시설물 위주의 구축과 직접피해 중심

의 항목 설정으로 인해 물리적 비시설물 및 간접피해

를 고려한 실질적 피해액 산정과 예측에는 한계점이 

있다. 
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패해액 산정은 경제적인 복구

비 산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강풍을 비롯한 태풍, 
호우, 풍랑, 대설 등의 재해발생 후 복구사업은 재해피

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신속한 생활 재건을 목적으로 

수행되며, 지원된 복구비를 통한 복구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의 향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강풍에 의한 피해규모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풍속과 피해액과의 연관성이 불분명한 특성

이 있지만, 국내에서 매년 발간되고 있는 재해연보에

는 강풍피해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 원인 및 강풍재해

의 속성(풍속)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재해유형별 구분되어야하는 재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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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1 Level 2 Level 3

Public facility

road road/bridge

Private facility

building(house) sweeping, spreading/partial 
destruction/floodingriver stream river stream

small river stream small river stream

embankment/wall embankment/wallwater supply water supply facilities/sewerage
harbor harbor facilities

fishing port fishing port facilities
shed/sericulture shed/sericultureSchool school facilities

railroad railroad
irrigation irrigation facilities/seawall

vinyl greenhouse vinyl greenhouse
soil erosion control soil erosion control/Forest Trail

army facilities army facilities
small facilities farm road/small bridge

Table 2. Current status of regional damage

Number of 
Damage

Damage Date

Seoul Pusan Daegu Inchu Gwangju Daejun Ulsan Sejong Kyunggi Gangwon Chungbuk Chungnam Junbuk Junnam Kyungbuk Kyungnam Jeju Total

0 8 2 19 5 7 6 1 33 29 33 49 42 45 54 37 4 371

2014 7.25~7.26 　 　 　 4 　 　 　 　 2 　 　 　 　 　 　 　 　 6

2013
3.1~3.2 　 　 　 　 　 　 　 　 　 　 　 　 　 　 　 　 　 0

4.9~4.10 　 　 　 　 　 　 　 1 2 5 7 　 　 　 2 　 　 17
11.25 　 　 　 3 　 　 1 　 2 2 1 　 1 1 　 　 　 11

2012

3.11 　 　 　 　 　 　 　 　 1 　 　 　 　 　 　 　 　 1
4.2~4.4 　 6 　 2 5 　 1 　 9 10 9 14 12 21 17 17 1 124

4.6 　 　 　 　 　 　 　 　 6 　 2 　 　 　 3 　 　 11
11.11~11.12 　 　 　 1 　 　 　 　 4 4 　 2 1 　 1 　 　 13

2010 12.10 　 　 　 　 　 　 　

　

　 　 　 1 　 　 1 　 　 2

2009
4.20~4.22 　 　 　 　 　 　 　 　 1 　 　 5 4 　 2 1 13

7.28 　 　 　 　 　 　 　 　 　 　 　 　 　 　 　 1 1
10.16~10.18 　 　 　 3 　 　 　 1 　 　 6 2 　 　 　 　 12

2008
2.22~2.25 　 　 　 　 　 　 1 　 　 　 　 　 1 　 　 1 3

4.9 　 　 　 　 　 　 　 　 　 　 　 　 2 　 　 　 2
4.23~4.27 　 　 　 3 　 　 　 1 　 　 　 　 　 　 　 　 4

2007
3.28~3.29 　 　 　 　 　 3 　 　 　 9 13 2 1 13 　 　 41
5.11~5.14 　 　 　 　 　 　 　 1 　 　 　 　 　 　 　 　 1

2006
4.17~4.21 　 2 2 1 　 4 　 1 　 5 10 9 7 12 13 　 66

5.4~5.7 　 　 　 　 　 　 　 3 　 　 　 　 3 1 4 　 11
11.4~11.9 　 　 　 2 　 　 　 　 1 　 1 2 1 1 　 11

2005
4.19~4.20 　 　 　 　 　 　 　 　 　 　 　 9 3 　 　 　 12

10.21~10.24 　 　 　 　 　 　 3 　 6 　 　 　 　 3 　 　 12

Table 1. Public and private facility categories

해조사 프로세스는 신고자의 신고내용 및 현장조사 자

료를 기반으로 모든 자연재해(강풍, 호우, 태풍, 풍랑, 
대설)가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강풍재해에 대한 속성과 피해액 간의 상관성을 향상시

키고, 신뢰성 있는 재해피해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강

풍재해에 대한 속성을 세분화하고, 이를 적용한 강풍

피해조사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4. 재해연보의 강풍피해조사 현황

국내의 재해정보는 1979년 이후 재해연보에 지속적

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강풍재해에 대한 정보는 2005년 

이후부터 재해연보에 분류되어 기록되어있다8). 본 논

문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재해연보를 

대상으로 강풍재해에 대한 정보를 취합 및 정리하고, 
지역별, 시설물별 현황 및 피해액을 분석하였다9). 시설

물은 Table 1과 같이 공공시설에 대하여 중분류 12개, 
세분류 17개, 사유시설에 대하여 중분류 4개, 세분류 8
개로 각각 분류하였다. 

강풍재해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14
년까지의 국가기후데이터센터(sts.kma.go.kr)의 방재기

상관측 자료를 조사하여 전국의 피해 시군구 161개 지

역에 있는 행정구역상 관측지 및 인접 관측지의 최대

풍속 및 최대순간풍속 데이터 취득하였다. 본 논문에

서 최대풍속이란 하루(0시~24시) 중 임의의 10분간 평

균으로 가장 세게 불었던 풍속을 의미하며, 최대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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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이란 하루(0시~24시) 중 바람이 순간적으로 가장 

세게 불었던 때(1일 86,400회 관측된 1초 자료 중 풍속

이 최대인 값)의 풍속을 의미한다. 
재해연보의 분석결과 강풍재해에 대한 지역별 피해

건수는 시도별로 구분하여 총 371건으로 조사되었다. 
피해 발생지역을 살펴보면, 경북이 54건으로 가장 많

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충남(49), 전남

(45). 전북(42) 순으로 많은 피해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Fig 4). 반면에 서울은 0건으로 피해 이력이 없으며, 
2012년에 출범한 세종시의 경우 1건을 기록하고 있다. 
단, 세종시의 경우 충남에서 편입된 시군구를 포함하

면 1건(충남 연기군 2007-3-28)이 추가되어 총 2건을 

기록한다. 또한 대구(2), 제주(4), 광주(5), 울산(6)의 순

으로 적은 피해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적으로 피

해 발생 빈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강풍

에 대한 각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2).
재해연보의 시설물별 피해발생 데이터는 지역별 구

분(시도)에서 세분화하여 시군구로 구분하였으며 16개 

중분류 시설물로 구분하였다. 시설물별 피해발생건수

는 총 450건으로써, 비닐하우스(290개), 축사⋅잠사(68
개), 건물(51개)이 전체 피해 데이터 개수의 90%를 차

지하고, 하천(0개), 소하천(1개), 수도(1개), 철도(0개), 
사방(0개)의 경우 데이터 개수가 0~1개로 피해 건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 
Table 3은 재해연보 상에서 각 지역별, 시설물별 정

보수집 이후 강풍재해 속성정보인 풍속과 피해액에 대

한 데이터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풍속과 피해액

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피해액에 따른 최대

풍속과 최대순간풍속은 기상청에서 취득한 자료를 바

탕으로 선택하여 대입하였다. 피해액은 천원 단위로 

표시하였으며 재해연보상의 모든 피해액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Fig. 4. Current status of facility damage. 

Table 3. Damage cost and wind speed data (In Kyungbuk)

Region start date finish date Region

Damage 
cost

(1,000 
won)

The 
maximum 

wind speed
(m/s)

The 
maximum 

instantaneous 
wind speed

(m/s)

Kyungbuk 2013-04-09 2013-04-10 Gumi 4,001 10.8 15.7

Kyungbuk 2013-04-09 2013-04-10 Bonghwa 6,474 5.3 10.9

Kyungbuk 2012-04-02 2012-04-04 Pohang 33,766 17.8 26

Kyungbuk 2012-04-02 2012-04-04 Kyungju 139,990 13.8 21.3

⋮ ⋮ ⋮ ⋮ ⋮ ⋮ ⋮

Kyungbuk 2006-11-04 2006-11-09 Chungsong 60,000 8.5 16.5

Kyungbuk 2005-10-21 2005-10-24 Pohang 58,324 15.3 20.4

Kyungbuk 2005-10-21 2005-10-24 Kyungju 600,782 8.3 15.5

Kyungbuk 2005-10-21 2005-10-24 Youngduk 11,474 6 13.9

본 논문에서는 재해연보 상에서 강풍재해로 인한 피

해액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풍속 데이터(평균풍속, 
최대풍속, 최대순간풍속)를 실험변수로 하여 지수, 선
형, 로그, 거듭제곱 회귀함수를 적용하였다. 이 네가지 

회귀함수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측정된 

변수들의 자료로부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실험변수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회귀

함수를 통해 나타난 결정계수 R제곱 값은 각 변수 간 

상관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재해연보 데이터를 기반

으로 함수를 분석한 결과 최대순간풍속(m/s) 데이터를 

적용한 경우의 R제곱 값(0.10~0.13)은 최대풍속(m/s) 데
이터를 적용한 경우의 R제곱 값(0.02~0.07)에 비해 상

대적인 상관관계가 높지만, 개별적인 상관관계 수치는 

0.5미만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재해연보상의 강풍재해 

정보와 피해액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다

(Table 4).
Fig. 5는 강풍 피해액과 풍속 간 상관관계를 나타내

는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보이는 일정 경향을 벗어

난 붉은색으로 표시된 데이터는 일정한 패턴이 없는 

경우를 보여준다. 또한, 이 데이터는 풍속의 세기가 증

Table 4. Reflection function an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Classification function Reflection function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The maximum 
instantaneous 
wind speed

(m/s)

Index y = 2498.7e0.125x R² = 0.1233

Linear y = 15969x - 190566 R² = 0.1305

Log y = 295778ln(x) - 747468 R² = 0.1163

Involution y = 36.508x2.2701 R² = 0.1056

The maximum 
wind speed

(m/s)

Index y = 5452.5e0.1572x R² = 0.0706

Linear y = 11438x + 2332.2 R² = 0.0242

Log y = 132229ln(x) - 183060 R² = 0.03

Involution y = 776.74x1.5608 R² = 0.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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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nential function (The maximum instantaneous wind speed)

Logarithmic function (The maximum instantaneous wind speed)

Linear function (The maximum instantaneous wind speed)

Square function (The maximum instantaneous wind speed)

Fig. 5. Correlation of damage cost and wind speed (In Kyungbuk).

가함에 따라 피해액이 증가하고, 풍속이 약해질수록 

피해액이 감소하는 패턴과는 전혀 무관한 특성을 가진

다. 즉, 이 붉은색 데이터와 같은 비상관성 데이터는 

재해연보에서 조사된 분류항목, 속성정보, 피해액과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음을 의미하며, 함수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결정계수인 R제곱 값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비상관성 데이터는 재해조사 과정에서 취득하

는 데이터의 정확성이 매우 부족한 경우에 발생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강풍재해에 대한 비상관성 데이

터를 최소화하고, 실용적이며 현장적용성이 있는 정확

한 데이터 취득을 위해 재해연보 기반의 강풍피해조사 

프로세스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5. 재해연보의 강풍피해조사 프로세스 개선방안 

본 논문에서 재해연보를 기반으로 조사된 강풍피해

사례는 371건이며 지자체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39건의 추가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추가된 39
건은 재해연보 자료의 기반이 되는 NDMS에 입력되지 

못한 자료이며, 이는 NDMS에서 재해발생 시점 이후 

10일이 경과하면 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추

가조사 된 지자체의 누락된 데이터는 피해조사 이후 

입력 기간을 초과하여 NDMS에 미입력되거나, 피해조

사 항목 및 입력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NDMS 상에 입

력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재해조사 담당

자는 신고접수 이후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에서 피해발

생 위험도에 따라 재해연보에 나타는 피해정보 카테고

리를 지역별, 지형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설정한 후 

NDMS 에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한다. 또한, 기존에 날짜, 피해액, 시설물로 구

분된 재해속성을 강화하여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시설

물별 풍속정보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유사한 지

형적 특성(도시화율, 지표면 조도구분, 고도차이 등)을 

가진 시군구는 설명변수를 적용함으로써 강풍 피해의 

종류 및 범위를 다양화해야한다(Fig. 6). 

<Traditional categorization>

<Enhanced categorization>

Fig. 6. Categorization per disaster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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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과 강풍재해의 속성인 풍속정보 간의 상관관

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강풍재해에 대한 자료조사 과정

에서 취득하는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세분함

으로써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즉, 풍속 데이터의 정확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지역의 풍속정보와 지

역 및 시설물의 세부적인 카테고리를 적용하여 피해액 

조사 프로세스를 다양화 해야한다. 예를들어, 기존에 

재해연보 상에서는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가진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건물은 

각각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구성요소로 

이루어지고, 재해 발생 시 건물의 용도에 따라 외부형

태가 다르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건물의 구성요소도 

각각 다르다. 즉, 건물 중 하나의 유형인 주거시설의 

경우, 기능에 따라 공동주택,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기

능분류가 가능하다. 또한 구조적 구획공간, 수직적 구

획공간, 수평적 구획공간 등으로 공간분류가 가능하며, 
구성요소에 따라 기둥, 보, 벽체 등으로 각 부위에 대

한 세부적인 분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가 빈번하

게 발생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피해빈도에 따른 시설물

의 항목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세부적인 분

류체계를 재해연보의 세부항목으로 재구성하여 세부

항목별 피해액으로 산정해야한다(Fig. 7). 
현재 재해연보에는 시군구 단위를 기준으로 피해액

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구 단위로 피해액을 산

정하는 경우 풍속정보를 취득한 관측지의 위치를 해당 

시군구에 포함하기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이는 시군

구 내에 존재하는 관측지라도 해당 시군구에서 발생하

는 재해와 무관한 위치에 설치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

며, 특히 강원도의 경우 시군구의 면적은 넓지만, 하나

의 시군구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5개의 관측지만 위치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에서 어떤 관측지의 풍

<Traditional categorization>

<Enhanced categorization>

Fig. 7. Categorization per damage frequency.

<Traditional categorization>

<Enhanced categorization>

Fig. 8. Regional details setting.

속데이터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하기 어려운 경

우가 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읍면동 단위

로 재정리 하여 보다 정확한 관측지의 위치를 확인하

고, 피해가 발생한 정확한 날짜 및 추가적인 속성정보

를 파악하여, 각 지역별로 인접한 관측지의 데이터를 

선택하여 적용해야한다(Fig. 8). 

Fig. 9. Damage investigation process of gale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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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는 기존의 재해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강

풍재해에 대하여 지역별, 시설물별 세부항목을 구분하

고 이에 따라 피해정보를 수집한 후 NDMS에 입력하

는 개선된 피해조사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6. 결 론

강풍재해는 태풍, 호우, 풍랑, 대설 등 타 재해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재해연보 상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간과되어 풍속 데이터와 피해액의 상관

관계가 낮고, 데이터가 통계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풍의 속성정보와 피해액 간

의 상관성을 향상시키고, 강풍재해 발생 시 피해액 산

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설물별 분류체계

의 개선과 피해속성정보의 세분화를 통한 재해피해조

사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재해연보의 강풍피해 결과의 분석을 

통해 풍속과 피해액과의 상관관계에서 발생되는 문제

점을 파악하고, 재해연보에 기록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적용한 재해조사 프로

세스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강풍재해의 속성 간 상관

관계 분석을 통해 정확한 피해액산정을 위해 풍속 이

외에 추가적으로 활용가능 한 속성정보의 필요성을 제

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해피해조사 프로세스를 

통해 효율적인 재해정보 관리 및 체계적인 피해 이력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며, 이는 강풍재해에 관련된 연

구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피해액 예측

의 신뢰성 향상을 통해 강풍재해를 포함한 모든 자연

재해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과 재해복구비 지

원정책 개발에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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