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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performed to consider the threshold values of heavy rain warning in

Korea using 98 surface meteorological station data and 590 Automatic Weather System stations

(AWSs), damage data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or the period of 2005 to

2009. It is in need to arrange new criteria for heavy rain considering concept of rainfall intensity

and rainfall damage to reflect the changed characteristics of rainfall according to the climate

change. Rainfall values from the most frequent rainfall damage are at 30 mm/1 hr, 60 mm/3 hr,

70 mm/6 hr, and 110 mm/12 hr, respectively. The cumulative probability of damage occurrences

of one in two due to heavy rain shows up at 20 mm/1 hr, 50 mm/3 hr, 80 mm/6 hr, and 110 mm/

12 hr, respectively.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reshold values of heavy rain warning and

the possibility of rainfall damage is investigated, rainfall values for high connectivity between

heavy rain warning criteria and the possibility of rainfall damage appear at 30 mm/1 hr, 50 mm/

3 hr, 80 mm/6 hr, and 100 m/12 hr, respectively. It is proper to adopt the daily maximum

precipitation intensity of 6 and 12 hours, because 6 hours rainfall might be include the concept

of rainfall intensity for very-short-term and short-term unexpectedly happened rainfall and 12

hours rainfall could maintain the connectivity of the previous heavy rain warning system and

represent long-term continuously happened rainfall. The optimum combinations of criteria for heavy

rain warning of 6 and 12 hours are 80 mm/6 hr or 100 mm/12 hr, and 70 mm/6 hr or 110 mm/12 hr.

Keywords: heavy rain warning criteria, rainfall damage, daily maximum precipitation intensity

1. 서 론

기상특보는 각종 기상 현상으로 인하여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해 발표하는 기상예보

이다. 대한민국 기상청의 기상특보는 주의보(advisory)와

경보(warning)로 분류된다. 주의보는 재해가 일어날 우

려가 있는 경우나 사회,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발표하고, 경보는 중대한 재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기상정보이다(WMO, 1992).

특보를 발표하게 되는 기상 현상의 종류는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해일(폭풍해일, 지진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이 있다. 이중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는 호우

주의보와 호우경보로 발표한다. 호우주의보는 호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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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다소의 피해가 예상될 때 이것을 일반 국민이나

관계기관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호우경보는 호우

로 인하여 현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이것을 일반 국

민이나 관계기관에 경고하기 위하여 기상청에서 발표하

는 특별한 기상예보이다. Table 1은 호우특보의 시대적

변천과 현황을 보여준다. 1964년 제정된 이후로 3차례

변경되었고, 2004년에 개정된 기준은 기준시각이 24시간

에서 12시간으로 변경되었지만 이에 따른 강우량 기준

치는 변경되지 않았다. 호우주의보 기준은 12시간 강우

량이 80 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경보 기준은 12시간

강우량이 150 mm 이상 예상될 때이다(기상청, 2009).

다른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호우특보 기준에 대한

현황은 Table 2와 같다. 일본은 주의보와 경보가 1시간

과 3시간 기준으로 함께 운영이 되고 우리나라와는 다

르게 토양우량지수(CN, runoff curve number)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12시간, 6시간, 3시간으로 운영이 되는데

호우에 대한 위험지수가 높을수록 기준시간이 짧아지고

주의보와 경보의 개념이 아닌 색깔로 위험을 구분한다.

영국은 특보의 단계가 주의보, 경보, 심각한 경보, 해제

로 총 4단계로 구성되어 3시간 이내에 최소한 15 mm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시간당 4 mm 이상의 강우가 2시

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 특보를 발표한다. 또한 호우발생

시 다른 기관과 함께 상습 홍수지역의 접근하는 예상

강우패턴에 대해 협의하여 홍수특보를 발표한다. 캐나

다는 주의보의 기준치를 사용하지 않으나 대우(大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발

생이 더욱 확실해진다면 경보로 대체한다. 또한 지역을

세 지역으로 분류하여 각 지역에 따라 12시간 또는

24시간으로 강우량 기준치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미국

은 우리나라의 호우특보에 해당하는 것은 없고 다만

호우로 인한 홍수가 예상될 때 각 하천 유역별로 홍

수경보를 발표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서 사용하는 호

우특보의 기준치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설정

되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웠지만 우리나라에 비해 호

우특보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

우도 12시간 이외의 기준시각과 이에 따른 강우량 기준

치를 검토하여 그 기준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호우특보 기준은 봉종헌 등(1988)에 의해

강우량과 지역별 호우재해와의 관계가 조사되었고 전국

을 지역적으로 세분화하여 각 재해지역별로 호우발생빈

도와 해당지역의 호우재해와의 관계가 검토되어 호우특

보 기준의 개정방향이 제시된 바 있다. 정용승과 봉종헌

(1993)은 선진국에서 사용되는 대우 등의 기준치는 다소

낮게 선정되어 있고 예보 구역에 따라 변수적인 기준치

를 사용하므로 주의보는 60 mm/24 hr, 경보는 120 mm/

24 hr로 낮은 기준치 선정을 제안하였고, 인구의 증가와

산업 발달로 특보의 새로운 기준치 개정은 매 3~5년에

한 번씩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홍성길

(1999)은 재해연보의 피해자료를 이용하여 몇 가지(1,

3, 6, 12, 24 hr) 시간동안의 최대누적강우량에 대한 피

해발생누적확률을 분석하고 특보의 질을 위해 정확도와

편의를 평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서

호우특보의 기준을 80 mm/3 hr, 100 mm/12 hr, 110 mm/

24 hr로 제시한 바 있다. 이정희 등(2003)은 수치모델

(RDAPS) 결과를 이용하여 당시의 호우특보 체제를 평

Table 1. The historical changes of special weather report on heavy rain.

revised date watch warning

1964.12.2 hourly rainfall 30 mm or more hourly rainfall 30 mm or more lasts longer than 3 hours

1971.7.1
rainfall 80 mm or more during 24 hours and when 

damage are expected

rainfall 150 mm or more during 24 hours and when 

significant damage are expected

1983.12.6 rainfall 80 mm or more during 24 hours rainfall 150 mm or more during 24 hours

2004.6.29 rainfall 80 mm or more during 12 hours rainfall 150 mm or more during 12 hours

Table 2. Criteria of alert system for heavy rain at each

country.

watch warning

Korea ≥ 80 mm/12 hr ≥ 150 mm/12 hr

Japan

20-50 mm/1 hr

and 60-80 mm/3 hr

or CN* 95-184

40-80 mm/1 hr

and 70-120 mm/3 hr

or CN* 80-156

Blue Yellow Orange Red

China ≥ 50 mm/12hr ≥ 50 mm/6 hr ≥ 50 mm/3 hr ≥ 100 mm/3 hr

warning

Prairie 

and Northern
Ontario Atlantic

Canada
≥ 50 mm

or

75 mm/12 hr

≥ 50mm/12 hr

and

≥ 80 mm/24 hr

Winter (12.15-4.15):

≥ 25 mm/12 hr

Summer

(4.16-2.14):

≥ 50 mm/24 hr

U.K

≥15 mm/3 hr

hourly rainfall 4mm or more be continued longer 

than 2h

*CN : runoff curv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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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그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강수량을 단순 누적

하는 것보다 시간별로 가중치를 주어 합산한 잔류강우량

개념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기상청(2007)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분석

결과, 현재 운행하고 있는 2단계 특보체계(주의보, 경보)

를 4단계 특보체계(예비특보,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재산피해액과 특보강도와의 관계

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김연희 등(2009)

은 한반도의 재해피해액과 기상청 호우특보 기준에 따른

강우와의 관계를 조사하고 각 지역별 강우강도와 재해

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지역별로 지리환경과 지역적 대

비시스템에 따라 나타나는 재해피해발생강우량의 대표

값과 기준값을 조사하였다. 극값분석으로 기존 기상청

호우특보 기준을 적용하여 재현주기를 분석한 결과, 주

의보 기준 강우량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1년에 한 번 정

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보 기준 강우량은 지역에

따라 1.4~2.8년에 한 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호우특보 기준을 제시한 연구에 사

용된 자료가 대부분 2000년대 이전이기 때문에 최근 변

화된 우리나라 강우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호우특보

기준으로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000년대 이후에

진행된 연구사례들은 기존에 운영되었던 특보 기준을

적용하여 수치모델 값과의 정확도를 평가하거나, 수치모

델의 결과를 이용하여 특보의 적용 방안을 제안하거나

기후적 관점에서 호우의 재현주기 분석 등이 수행되었

을 뿐 기존 호우특보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는 활

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기존에 운영되었던 호우특보는 침수 및 홍수에 대

응하고자 총강우량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어 단시간에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그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 호우에 의한 피해유발 가능성을 미

리 예상하고 특보를 발효해야할 경우, 기존의 특보 기준

은 강우 누적 시간이 호우특보 기준치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실황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즉

기존 호우특보 기준은 최근 변화된 강우 특성, 호우피해

발생과의 연관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취

약점을 가지고 있다. 1960년대 이후로 집중호우로 분류

될 수 있는 시간당 20 mm 이상의 강우일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60년대보다 2000년대의 집중호우 빈도수가

약 9.2배로 증가하였고(김연희, 2011), 2010년 9월 21일

에 발생한 수도권 집중호우의 경우처럼 시간당

60~90 mm 강우가 단시간에 내려 300 mm 이상의 호우

가 발생하는 등 최근 위험기상에 의한 사회·경제적 피

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돌발 호우에 의한

재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따

라서 강우량과 피해정도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특보정

보를 전달받고 대처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재난대

응 체계 구축과 지역적 특성, 강우강도 개념이 고려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호우특보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5년간(2005~2009)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강우 특성을 반영하고 호우로

인한 피해발생가능성과 강우강도 개념을 고려하여 호

우특보 기준을 제시하고자 호우특보 기준 개선에 관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5년간 기

상청 지상관측소 98개 지점 및 자동기상관측장비(AWS)

590개 지점의 강우 관측 자료와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

전 대책본부에서 해마다 발행하는 재해연보의 피해자료

를 이용하였다. 최근 5년간(2005~2009)의 자료를 사용하

여 집중호우가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강우강도가 강해지

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여 시의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재해연보의 피해조사 자료와 기상청 지상관측소 및

AWS의 강우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로 호우로 인

한 피해현황과 기상상황을 파악하고자 시·군·구별 수

해피해지역에 따른 호우사례피해 DB와 일별 일강우

피해 DB를 구성하였다. 재해연보의 특징과 두 DB를 구

성하는 방법은 다음 단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기준시간은 세계 각국에서 호우특보 기준에 적용하고

있는 강수 시간과 우리나라의 30년간(1973~2002)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강수 시간 등을 참고하여 1, 3, 6, 12시

간으로 설정하였다(홍성길, 1999; 기상청, 2004). 30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강수 지속 시간을 분석한 결과, 총 강

수사례 중 0.7%의 사례만이 24시간동안 지속되었고, 강

수가 시작되어 12시간 이내에 그친 사례는 86%였으며,

평균 강수 지속 시간은 6시간 정도였다(기상청, 2004).

지속적인 강우량뿐만 아니라 강우강도 개념을 도입하고

자 호우사례피해 DB에서는 호우사례기간별로, 일강우

피해 DB에서는 일별로 각 기준시간에 따른 최대 강우

량 자료를 조사하였다. 이 자료들을 통해 시간에 따

라 내린 강우량으로 강우의 세기를 짐작할 수 있다.

호우와 이에 의한 피해발생가능성과의 관계는 자연

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이 복합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지

역적 인프라(기반시설)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호우

피해발생의 원인은 호우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상류

지역의 집중적인 호우로 인한 하류지역의 범람 피해,

이전에 내린 비로 배수가 잘 이뤄지지 않은 곳이나 토

양이 물을 많이 담고 있는 곳에서의 피해 등으로 다양

하다(홍성길, 1999). 이처럼 강우량과 피해규모(액)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피해와 무피해, 사소한 피해

와 현저한 피해 등의 경계로써 특보 기준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려움이 새로운 호

우특보 기준 설정시 반영되어야 하고 재해 및 강우강도

개념, 지역별 특성, 시의성, 피해취약성 등 많은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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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호우에 의한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호우특

보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호우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조사 및 강우
분석

3.1. 재해연보의 한계

소방방재청은 방재정책의 입안, 수립 및 각종 방재

연구를 수행하고자 매년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지역별,

기간별 등의 통계자료로 재해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1964년부터 재해통계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체

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재해연보에 기록되는 피해액과

복구액은 읍·면·동 단위로 피해상황을 접수받아 시·

군·구별로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산정된다. 그러나 중

앙재해대책본부에서 산정한 피해는 각종 산업 생산물 및

재고품 피해의 누락, 특히 개인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것

등에 의한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누락되기 때문에 실

제의 피해보다 현저하게 과소평가되어 있다(홍성길 등,

1996). 재해연보를 통한 강우피해를 조사하니 아래의 두

가지 한계가 있었다. 첫 번째로 실제 방재기관의 기본단

위인 행정구역(시·군·구)에 대한 해당 기상관측지점의

위치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피해지점과 관측지점이 일

치하지 않았다. 즉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시·군 단위

로 통계되므로 그 해당구역에 대표되는 기상관측지점

(호우지점)을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 두 번째로는 피해상

황이 기간별로 통계되므로 사례기간이 길어질 경우 또

는 기간 중 강우가 중단되었을 경우 등, 어떤 기상 상

황이 재해를 유발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3.2. 호우사례피해DB 구축

호우사례피해 DB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호우

피해사례별로 총 4단계에 걸쳐 구축되었다(Fig. 1). 1단

계로 최근 5년간 호우나 태풍에 의해 피해가 나타났던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때 태풍을 포함한 이유는 태풍이

동반하는 호우로 인한 피해도 고려하기 위함이다. 2단

계로 피해지역에 해당하는 호우지점(기상관측지점)을

선정하였다. 호우지점을 선정할 때 행정구역(시·군·

구)에 따라 기상관측지점의 위치와 개수가 다르다. 그래

서 피해지역에 해당하는 관측지점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피해지역은 광역시를 제외하고 시·군 단

위로 통계되어 호우의 관측지점에 비해 범위가 컸다. 해

당 행정구역상에 위치하는 기상관측지점 중에 호우로 인

한 피해사례기간 동안의 총강우량이 최대인 지점을 호

우지점으로 선정하고 이 지점의 값을 피해지점의 대표

값으로 선택하였다. 피해지점에 기상관측지점이 없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다. 3단계로 호우피해 사례기간에

시·군·구별 피해액과 피해사항을 입력하였다. 재해

연보에서「기간별-시·군·구별」표에서 호우피해사

례기간 순으로 수해피해지역에 총 피해액을 우선적으

로 입력하고 피해액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인명·침수·

건물·농작 등의 피해항목내용을 입력하였다. 마지막

4단계로 사례별 강우관련 특성 변수를 산출하여 입력

하였다. 여기서 입력되는 강우관련 특성 변수는 호우피

해사례별 강우가 시작된 시각(강우량이 0.1 mm 이상이

되는 시각)과 종료된 시각(강우량이 0.1 mm 이하가 되

는 시각), 사례기간동안 지속된 시간(강우가 종료된 시각

에서 강우가 시작된 시각의 차감)과 총 강우량, 강우가

시작된 시각으로부터의 각 기준시간별(1, 3, 6, 12시간)

누적강우량, 사례별 각 기준시간 동안의 최대이동누적

강우량, 기존 호우주의보와 경보의 강우량 기준치인

80 mm와 150 mm로 도달하는 시각 등의 총 14가지 변

수로 구성하여 시·군·구별 호우사례에 따른 피해 DB

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호우사례피해 DB 구조의 예는

Fig. 2에서 보여주고 있다.

3.3. 호우와 피해와의 관계 조사 및 강우 분석

각 기준시간별(1, 3, 6, 12시간)로 사례별 최대이동

누적강우량 자료를 이용하여 강우강도와 총 피해액과의

관계를 조사해보았다(Fig. 3). 기준시간이 증가할수록

강우량은 증가하였으나 사례별로 나타난 피해규모는

강우량과 상관없이 나타나 강우량과 피해액과의 직접적

인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웠다. 이는 분석에 이용된 기준

시간별 강우량 정보가 사례기간동안 유발된 피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피해가 명확한

호우피해사례를 선정하기 위해서 피해액이 백만원 이

상인 날의 피해상황만 고려하였고 각 기준시간별(1, 3,

6, 12시간) 최대이동누적강우량을 산출하여 사례기간 중

Fig. 1. The flow chart for establishment of database (DB) for

damage status by heavy rai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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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6, 12시간 동안의 최대이동누적강우량이 피해를

유발하였다고 가정하고 다음 나오는 분석에 사용하였다.

Fig. 4는 각 기준시간별로 강우강도에 따른 피해발

생빈도(호우피해사례횟수)의 분포를 보여준다. 여기서,

Fig. 2. The example of the structure of DB on damage by heavy rain cases.

Fig. 3. Scatter plot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ainfall amount and the amount of damage for 1, 3, 6, and 12 hours during

5 years (200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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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량 10 mm에서 나타난 피해발생빈도수는 호우피해

발생시의 강우량이 10 mm에서 19.9 mm사이에 속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각 기준시간별로 호우로 인한 피해

빈도가 높은 강우량 수치인 최빈 호우피해 발생 강우

강도 계급은 각각 30 mm/1 hr, 60 mm/3 hr, 70 mm/6 hr,

110 mm/12 hr 이다. 또한 호우피해발생의 80%에 해당되

는 강우강도 계급은 각각 50 mm/1 hr, 100 mm/3 hr,

140 mm/6 hr, 190 mm/12 hr 이다.

 Table 3은 각 기준시간별로 강우강도에 따른 모든

호우피해사례의 피해발생누적확률을 보여준다. 호우피

해사례별 피해발생확률이 50%일 때, 즉 호우로 인한

피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절반정도인 강우량의 경우 각

기준시간당 20 mm/1 hr, 50 mm/3 hr, 80 mm/6 hr, 110 mm/

12 hr이고 피해발생확률이 80% 이상인 즉,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 강우량

은 각 기준시간당 40 mm/1 hr, 90 mm/3 hr, 130 mm/6 hr,

180 mm/12 hr로 나타났다. 특히 1시간 동안에 20 mm의

비가 내렸다면 그로 인한 피해가 나타날 확률이 50%이

고 40mm의 비가 내리면 피해확률이 90%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는 꼭 고려되어야

한다. Table 3에서의 기준 값들은 호우피해발생빈도와

연관된 강우강도 기준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기준

시간별 호우피해발생빈도나 호우피해발생확률에 따라

강우량을 정량화함으로써 새로운 호우특보 기준의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 4. The frequency of damage occurrence according to rainfall intensity for 1, 3, 6 and 12 hours during 5 years (2005~2009).

Table 3. The values of rainfall intensity by the cumulative

probability of heavy rain damages for 1, 3, 6 and 12 hours

during 5 years when the amount of damage is more than 1

million won.

cumulative probability

of damages 
1 hr 3 hr 6 hr 12 hr

25% 10 30 50 70

50% 20 50 80 110

60% 30 60 90 130

70% 30 70 110 150

75% 30 80 120 160

80% 40 90 130 180

85% 40 90 140 190

90% 40 100 150 210

95% 50 120 170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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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우특보 기준과 호우피해발생과의 연계성
분석

4.1. 일강우피해 DB 구축

일강우피해 DB에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호

우피해 사례별이 아닌 일별로 강우에 의한 피해현황을

정리하였다. Table 4는 선정된 관측지점에 대한 시·군·

구별 일강우피해 DB를 구성한 예를 보여준다. 1단계로

시·군·구별 피해지역에 해당하는 기상관측지점을 기

상청 예보구역을 참고해 215개 지점을 선정하고 매칭테

이블을 작성하였다. 2단계로는 지점, 날짜, 일 누적강우

량, 기준시간별(1, 3, 6, 12 hr) 일 최대 이동누적강우량,

피해액 순으로 입력하였다. 강우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모

든 날에 대해서 각 기준시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이동

하면서 최대누적강우량을 구하였다. 강우로 인한 피해는

일별 각 기준시간동안 최대강우량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가정하였다. 피해액은 기존에 구축해놓은 호우사례피해

DB를 참고로 단순피해, 재산피해, 피해가 없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일강우피해 DB에 피해를 입력할 때 호우

사례기간동안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기간은

모두 피해가 없는 경우로 간주하고 일별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입력하였다. 단순피해는 피해액으로 산정이 되지

않은 경우로 피해항목을 의미하며 “Y”로 표시하고,

재산피해는 피해액을 의미하는데 재산피해가 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피해액으로, 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피해가 없는 경우는 “-”로 표시하였다.

4.2. 호우피해발생을 고려한 호우특보 기준 분석

호우특보의 강우량 기준치를 낮추면 모든 재해에 대

비할 수는 있지만 지나친 경고로 농업, 교통, 토목, 건축,

수산, 스포츠 레저, 제조, 마케팅 등에 지장을 주어 일

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강우량 기준치를 높

인다면 경고를 하기도 전에 대다수 사례에 피해를 발

생시킬 수 있어 놓치는 사례가 많아지기 때문에 특보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호우특보 기준과 호우피

해발생가능성과의 연계성 조사를 통해 최적의 특보

기준의 선정이 필요하다.

일강우피해 DB를 이용하여 호우에 의한 피해발생가

능성이 높은 강우량 기준치를 알아보고자 아래에 설명

된 통계적 검증방법을 이용한 강우량과 피해와의 연계

성을 살펴보았고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았던 호우특보

기준 정확도를 평가해 보았다. 정확도는 예측된 값이 실

제로 어느 정도 관측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독립

적인 예보값과 관측값 간의 평균적인 일치성을 말한다.

예보값(강우량 기준치)과 관측값(피해여부)에 대한 분

할표를 구성하였는데(Table 5), 각 기준시간별로 강우

량 기준치에 대한 정확도를 알아보고자 예보값은 일강

우피해 DB로부터 일별로 각 기준시간에 해당하는 강

우량이 기준치 이상이면 Yes로, 기준치 미만이면 No로

평가하였다. 관측값은 호우로 인한 피해발생을 고려

하고자 일강우피해 DB로부터 피해액항목변수(amount

of damage, Table 4)에서 단순피해와 재산피해에 해당

하면 Yes로, 피해가 없는 경우에 No로 평가하였다. 강

Table 4. The example of the structure of DB on daily precipitation and damage for 1, 3, 6, and 12 hours during 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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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등급(강우강도)에 따른 피해유무의 해당하는 조건에

일치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 후, 임계성공지수(CSI; Critical

Success Index)와 함께 탐지확률(POD, Probability Of

Detection), 거짓정보율(FAR, False-Alarm Ratio), 적중률

(HR, Hit Rate)의 정확도 지수를 계산하였다(Wilks, 1995;

홍성길, 1999; 원혜영 등, 2010). HR은 예보 정확도에 대

한 가장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

으로서 사건발생률과 무발생률이 엇비슷한 비율일 경우

에 적합한 예보 정확도 측정방법이다. 사건 발생수(hits)

및 무발생수(correct negatives)를 정확히 맞춘 예보의 수

(hits + correct negatives)를 전체예보의 수(total)로 나눈

값으로 표현한다. 최상의 적중률은 1이고 최악의 적

중률은 0이다. CSI는 사건의 발생률이 무발생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때 사용하는 측정방법으로 사건 발생

을 정확히 예보한 경우의 수(hits)를 사건이 예보된 경우

의 수(hits + misses)와 사건 발생을 예보하지는 않았지만

관측된 경우의 수(false alarms)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CSI는 정확히 사건의 무발생을 예보한 경우를 제외한

예보정확도로서 최상의 지수는 1이고 최악의 지수는

0이다. POD는 예보된 사건의 발생 수(hits)를 실제사건

발생 수(hits + misses)로 나눈 값으로 표시되고 최상의

확률은 1이고 최악의 확률은 0이다. FAR은 POD와 반대

로 예보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수(false alarms)

를 사건 발생 예보의 수(hits + false alarms)로 나눈 값으

로 최상의 확률은 0이고 최악은 1이다. 정확도 지수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total = hits + misses + false alarms + correct negatives

각 기준시간별 강우등급에 따라 나타난 정확도 지

수들을 Fig. 5에서 보여준다. CSI 지수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는 강우등급은 기준시간별로 30 mm/1 hr, 50 mm/

3 hr, 80 mm/6 hr, 100 mm/12 hr 순으로 나타났다. CSI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예상되는 강우량 기준치에 따라

발생할 피해가 다른 강우량 기준치에 비해 호우에 의한

피해 유발 가능성의 정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강우강

도에 따라서 POD와 FAR의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다. POD 지수는 값이 1에 가까워질수록 예상되는 강우

량기준이 만족되어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

하고 FAR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각 기준시간별 강

우량 기준치를 만족하여 특보를 발표했으나 피해가 발

생하지 않아 오보가 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

서 CSI 지수가 최대인 강우등급들은 호우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정확도가 가장 높은 강우등급이지만, 이

강우등급에 해당하는 POD, FAR 지수는 최상의 값을 보

이지 않으므로 CSI가 최대인 강우등급일지라도 피해를

유발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정확도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시간을

1, 3, 6, 12시간으로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강우량 기준치

또한 낮게 적용하여 운영한다면 잦은 특보정보를 발효

CSI
hits

hits misses false alarms+ +
-------------------------------------------------------------------=

POD
hits

hits misses+
------------------------------=

FAR
false alarms

hits false alarms+
---------------------------------------------=

HIT RATE HR( )
hits correct negatives+

total
----------------------------------------------------------=

Table 5. Contingency table between precipitation (forecast)

and damage (observation) using DB on daily precipitation

and damage.

contingency table

Forecast

(threshold values of heavy rain 

warning_daily precipitation DB)

Yes No

Observed

(damage DB)

Yes hits false alarms

No misses correct negatives

Fig. 5. The variations of accuracy indexes according to

rainfall intensity for 1, 3, 6, and 1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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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보를 공급받는 이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특보업무를 위한 적절한 대응시간의 확보가 어려워 실

효성이 낮다. 그러므로 기존 호우특보체계의 기준시간인

12시간을 유지한다면 기존의 호우특보와의 연계성과

특보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속적인 호우에

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6시간의 기준시간이 적용된

다면 단시간(6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호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6시간 기준시간 동안의 일별 최대강

우량은 1, 3시간 동안의 일별 최대강우량을 포함하므로

강우강도 개념이 포함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으나(그림

생략), 보다 짧은 기준시간이 고려된다면 돌발성 호우로

인한 피해를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이다. 

Fig. 6은 6시간과 12시간 동안 일 최대강우강도에 대

하여 일강우피해 DB로부터 시·공간적으로 평균된 강

우일수와 피해일수를 보여준다. 각 지점에서 6시간과 12

시간 일 최대강우강도 이상일 때의 조건을 만족하는 호

우빈도와 피해빈도를 5년간 평균한 후 215개 지점에 대

해 공간평균 하였다. 기준시간이 6시간일 때 호우피

해빈도가 최대인 강우량인 70 mm와 강우량 기준치와

피해발생가능성이 높은 80 mm인 기준치에 대해서 강우

등급에 따른 빈도를 살펴보면 5년간 전국적으로 70 mm/

6 hr 이상인 강우빈도는 1.8회, 피해빈도는 0.6회이고,

80 mm/6 hr 이상인 강우빈도는 1.2회, 피해빈도 0.5회이

다. 이 차이는 호우특보 기준을 70 mm/6 hr이나 80 mm/

6 hr 이상으로 정했을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연

평균 강우빈도와 피해빈도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호우

특보 발표 빈도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나타낸다.

호우특보 기준을 70 mm/6 hr에서 80 mm/6 hr로 적용한

다면 강우발생빈도(호우특보 발표 빈도)가 70 mm/6 hr를

적용하는 것보다 32% 정도 감소하게 될 것이고 만약

특보 기준을 80 mm/6 hr에서 130 mm/6 hr로 강우량 기준

치를 증가하여 적용한다면 81% 정도 감소하게 되므로

호우특보 발표비율이 50%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방재

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기준시간이 12

시간일 경우, 기존 호우특보 기준인 80 mm와 피해발생

가능성(CSI)이 높았던 100 mm인 기준치에 대해서 강우

등급에 따른 빈도를 살펴보면 5년간 전국적으로 80 mm/

12 hr인 강우빈도는 2.7회, 피해빈도는 0.8회이고 100 mm

인 경우의 강우빈도가 1.5회, 피해빈도는 0.5회이다. 만

약 호우특보 기준을 80 mm/12 hr에서 100 mm/12 hr로 증

가하여 적용한다면 현재보다 특보를 발표하게 되는 확

률이 45%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호우특보 기

준인 80 mm/12 hr에서 100 mm/12 hr로 변경한다면 특보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일 것이나 방재적인 측면에서 피

해를 유발할 수 있는 호우사례를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선행시간이 확보될 수만 있다면 강우량 기준치는 낮을

수록 좋다고 여겨지나 실효성 있는 기상청 특보업무의

수행과 적절한 대응시간의 확보, 돌발 호우와 지속적

호우에 유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특보 기준 시간

을 12시간에서 6시간 단축시키는 것보다 기존 기준시간

인 12시간과 6시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

로 사료된다. 따라서 기상청 특보업무의 안정성 및 돌

발호우의 대응을 위해 6시간, 지속적인 호우에 대비하

고 기존 호우특보와의 연계성을 위해 12시간의 기준시

간을 고려하였다.

기준시간이 각각 6시간과 12시간일 때 호우피해발

생과의 연계성이 높았던 70~80 mm/6 hr와 100~130 mm/

12 hr의 기준치들을 서로 조합해 비가 오는 모든 경우

(>= 0.1 mm)를 감시하여 호우특보 기준을 발표한다고

가정하고 6시간과 12시간의 호우특보 기준 강우량들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Fig. 7). 6시간과 12시간의 강

우량이 기준치 이상일 때의 조건을 둘 다 만족하는 확

률(교집합 부분)이 작을수록, 6시간과 12시간의 총 확률

에서 각 기준치 이상을 만족하는 비율의 차이가 작게 나

타날수록 돌발호우와 지속적 호우에 고르게 대비할 수

있어 호우현상을 감시하고 재해발생을 알려주는데 용이

하고 적절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즉 6시간과 12시간

기준의 확률적 차이가 적어질수록 어느 한쪽의 기준

시간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적어져 예상되는 호우피해사

례를 감소시킬 수 있다. 70 mm/6 hr 이상의 기준에 대해

12시간 기준의 강우량을 100 mm부터 130 mm까지 고

려해보면(Fig. 7(a)) 12시간 기준의 총 확률에서 70 mm/

6 hr와 130 mm/12 hr의 조건을 둘 다 만족하는 비율이

74%(712회)로 가장 작지만 6시간과 12시간의 기준치 이

상을 만족하는 비율을 제외하고 6시간과 12시간 기준

의 총 확률에서 70 mm/6 hr 이상인 조건을 만족하는 비

율이 61.8%(1195회)이고 130 mm/12 hr 이상인 조건을 만

족하는 비율이 1.4%(27회)로 이 비율들의 차이가 60%

이상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만약 호우특보 기준을 70 mm/

6 hr이나 130 mm/12 hr으로 적용한다면 호우가 발생할

경우 기준시간 6시간의 강우량 기준치에만 치우치게 되

Fig. 6. The annually averaged number of days for

precipitation and damage by daily maximum precipitation in

6 hours (dashed gray line) and 12hours (solid gray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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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기준시간이 12시간일 때 발생할 피해사례를 놓

칠 수 있다. 호우피해사례들의 도달시간을 조사해보면

호우로 인한 피해의 사례가 3일 이하인 경우, 6시간

이동누적강우량이 80 mm에 도달하는 시간은 호우피해

사례의 시작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후에 도달하기 때

문에(그림생략) 한쪽 기준시간에만 치우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다음 순위로 70 mm/6 hr와 100 mm/12 hr 이상일

때는 12시간 기준의 총 확률에서 6시간과 12시간의 기

준을 둘 다 만족하는 비율은 83%(1326회)이고 6시간과

12시간 기준의 총 확률에서 6시간과 12시간의 기준치

이상을 만족하는 비율을 제외하고 각 기준시간에 따라

만족하는 강우량 기준치 이상을 만족하는 비율은 70 mm/

6 hr일 때 26.7%(581회), 100 mm/12 hr일 때 12.3%(267회)

이다. 이 비율의 차이는 70 mm/6 hr, 110 mm/12 hr의

기준(39.3%, 6.1%)과 70 mm/6 hr, 120 mm/12 hr의 기준

(51.7%, 3.1%)의 차이보다 한쪽으로 치우침이 적어 기

준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호우사례와 호우로 인한 피

해사례를 감시하기에 적절한 기준인 것으로 여겨진다.

6시간 80 mm와 12시간 100~130 mm사이의 관계에서

(Fig. 7(b))는 12시간의 총 확률에서 80 mm/6 hr와 100 mm/

12 hr의 기준을 둘 다 만족하는 비율은 70%(1122회)로

다른 기준들에 비해 작았지만 6시간과 12시간 기준의 총

확률에서 6시간과 12시간의 기준치 이상을 만족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6시간 기준을 만족하는 비율은 10.3%

(182회), 12시간 기준을 만족하는 비율은 26.5%(471회)로

다른 기준(80 mm/6 hr, 110 mm/12 hr)보다 그 비율의 차이

가 두 번째로 작았다. 6시간과 12시간 기준의 확률적 차

이가 가장 작은 기준은 80 mm/6 hr와 110 mm/12 hr로

6시간과 12시간 기준의 총 확률에서 6시간 기준을 만족

하는 비율은 20.8%(323회), 12시간 기준을 만족하는 비

율은 16.2%(252회)로 나타났다. 따라서 80 mm/6 hr,

100 mm/12 hr 이상인 기준과 80 mm/6 hr와 110 mm/12 hr

이상인 기준이 둘 다 6시간 강우와 12시간 강우를 감

시하고 특보를 내는 기준으로 삼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8가지 강우량 기준들의 조합 중에서 12시간

기준의 총 확률에서 6시간과 12시간 기준을 둘 다 만

족하는 비율이 가장 작고 6시간과 12시간 기준의 총

확률에서 각 기준시간에 따라 기준을 만족하는 비율이

적절하게 차이가 나는 조합은 80 mm/6 hr와 100 mm/12 hr

이상일 때이다. 만약 이 조합으로 호우특보 기준을 적

용한다면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정확도가 다른 기

준에 비해 높았으며 기준을 만족하는 총 사례는 1755회

로 현재의 기상청 호우주의보 발표 기준(80 mm/12 hr 이

상일 때 총 2908회)대비 약 40%의 호우특보 발표회수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호우피해빈도가 가장

높았던 강우량인 70 mm/6 hr와 110 mm/12 hr일 때의 총

사례로 기준을 삼는다면 2031회로 현 기준대비 30%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 호우특보 운영의 효

율성이 약 30~40% 정도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 6시간과 12시간의 기준은 각 지역마다 강우량의 차

이가 있어 어느 지역은 6시간에 80 mm이상일 때 피해

가 나는 지역이 있고 12시간에 100 mm이상일 때 피

해가 나는 지역도 있으므로 각 지역에 따라 기준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일강우피해 DB에서 6시간과 12시간의 기준시간동안

강우등급별로 5년간 해당되는 강우량 기준치 이상일

때의 그 확률을 조사해보았다(Table 6). 강우강도가 0.1 mm

이상일 때의 강우사례가 6시간 기준시간은 27.9% 정

도가 나타났고, 12시간 기준시간은 31.2%이다. 기존에

운영되었던 호우주의보 기준인 80 mm/12 hr 이상인 경우

는 0.74%로 나타났다. 이는 기준시간 12시간에 대하여

5년간 발생한 모든 강우사례에 대한 확률 중 2.4%의

호우사례에 대해서만 호우주의보를 발표하고 있는 셈

이다. 8가지 조합을 통해 적절한 호우특보 기준치로 조

사된 80 mm/6 hr와 100 mm/12 hr 이상인 경우를 호우주

의보로 적용한다면 전체사례에 대해서 각각 0.33%와

0.41%로, 모든 강우사례 중 이 기준을 만족하는 비율은

각각 1.2%와 1.3%에 대해서만 호우특보를 발표하게 된

다. 기존 호우주의보(80 mm/12 hr) 기준과 비교해보면

호우주의보를 발표하는 횟수는 50% 정도 감소하게

된다. 기존에 운영되었던 호우경보 기준인 150 mm/

12 hr 이상인 경우의 확률은 0.12%로 모든 강우사례 중

이 기준을 만족하는 비율은 0.4%로, 이 비율정도로만 호

우경보를 발표하고 있는 셈이다. 호우주의보 발표 횟

Fig. 7. The diagrams of relationships of rainfall criteria

between 6 hours and 1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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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감소정도(약 50%)를 고려하여 6시간과 12시간에

대한 강우 사례 중 호우경보를 발표하는 횟수가 50% 정

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준치를 찾아보면 된다. 호우경

보 기준인 150 mm/12 hr(0.12%, 0.4%)에서 비율이 50%

Table 6. The number of precipitation days, precipitation

probability, and rate of relevant precipitation intensity in case the

amount of daily maximum precipitation intensity for (a) 6 hours,

and (b) 12 hours is corresponding rainfall amount or more.

(a)

rainfall 

amount

6 hours

number of 

precipitation 

days

probability

rate of relevant 

precipitation 

intensity 

0.1 109413 27.87 100.000 

10 35503 9.04 32.449 

20 18527 4.72 16.933 

30 10873 2.77 9.938 

40 6692 1.70 6.116 

50 4233 1.08 3.869 

60 2816 0.72 2.574 

70 1912 0.49 1.748 

80 1305 0.33 1.193 

90 925 0.24 0.845 

100 651 0.17 0.595 

110 483 0.12 0.441 

120 361 0.09 0.330 

130 249 0.06 0.228 

140 177 0.05 0.162 

150 114 0.03 0.104 

160 78 0.02 0.071 

170 55 0.01 0.050 

180 37 0.01 0.034 

190 26 0.01 0.024 

200 22 0.01 0.020 

210 17 0.00 0.016 

220 13 0.00 0.012 

230 10 0.00 0.009 

240 7 0.00 0.006 

250 6 0.00 0.005 

260 4 0.00 0.004 

270 4 0.00 0.004 

280 2 0.00 0.002 

290 1 0.00 0.001 

300 0 0.00 0.000 

(b)

rainfall

amount

12 hours

number of 

precipitation 

days

probability
rate of relevant 

precipitation intensity 

0.1 122363 31.17 100.000 

10 46533 11.85 38.029 

20 26809 6.83 21.909 

30 16899 4.30 13.811 

40 11242 2.86 9.187 

50 7655 1.95 6.256 

60 5438 1.39 4.444 

70 3985 1.02 3.257 

80 2908 0.74 2.377 

90 2143 0.55 1.751 

100 1602 0.41 1.309 

110 1239 0.32 1.013 

120 955 0.24 0.780 

130 739 0.19 0.604 

140 576 0.15 0.471 

150 453 0.12 0.370 

160 344 0.09 0.281 

170 292 0.07 0.239 

180 226 0.06 0.185 

190 171 0.04 0.140 

200 133 0.03 0.109 

210 110 0.03 0.090 

220 83 0.02 0.068 

230 57 0.01 0.047 

240 42 0.01 0.034 

250 36 0.01 0.029 

260 27 0.01 0.022 

270 20 0.01 0.016 

280 17 0.00 0.014 

290 13 0.00 0.011 

300 8 0.0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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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감소하는 기준은 12시간 180 mm로, 12시간 기준

시간의 전체사례 중 0.06%이고 모든 강우사례 중 0.2%

이다. 6시간도 12시간의 기준치를 찾은 비율을 적용하

여 찾으면 기준치는 130 mm이다. 따라서 앞선 방법을 적

용한 결과, 호우주의보 기준을 80 mm/6 hr와 100 mm/

12 hr로 정한다면 호우경보는 130 mm/6 hr와 180 mm/

12 hr로 삼을 수 있다.

Fig. 8은 강우등급별로 해당하는 기준치 이상일 때의

호우빈도와 강우로 인한 피해빈도, 그리고 강우강도에

따른 피해 빈도의 비율 변화를 보여준다. 각 기준시

간별로 강우량 기준치가 증가할수록 호우빈도는 감소하

나 피해빈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 강우에

따른 피해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호우피해

발생과 연계성이 가장 높은 80 mm/6 hr와 100 mm/12 hr

이상일 때 강우에 따른 피해 비율은 각각 37.2%와 34.2%

이고 130 mm/6 hr와 180 mm/12 hr 이상일 때 그 비율은

각각 56.5%와 52.4%이다. 같은 기준시간에서 강우량이

증가할수록 피해비율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호우와

그로 인한 피해발생의 지역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호우피해발생 가능성과의 연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80 mm/6 hr와 100 mm/12 hr의 호우특보 기준치 이상일

때 지역별 빈도수와 그로 인한 피해빈도수를 조사하였

다(Fig. 9, Table 7). 80 mm/6 hr 이상인 전 지점 평균

호우빈도는 약 1.21회이고 그로 인한 피해빈도는 약

0.45회로, 6시간에 80 mm이상의 호우에 따른 피해발생

비율이 37.2% 임을 의미한다. 80 mm/6 hr 이상일 때 가

장 빈번한 지점은 횡성지점(3.4회)이고 피해발생이 가장

빈번한 지점은 양평지점(2회)이였다. 시·도 지역에서

는 서울에서 호우빈도가 1.64회로 가장 빈번했고 대구에

서 0.5회로 가장 적었다. 강우에 따른 피해발생 비율은

전북지역에서 60.4%로 가장 높았으나 서울지역에서

11.7%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서울지역에서의 80 mm/

6 hr 이상인 호우가 가장 빈번한 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가장 적은데, 이는 서울의 방재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반면 전북

지역은 서울지역에 비해 호우빈도가 0.27회로 작음에

도 불구하고 그 피해비율이 서울에 비해 5배나 높아 지

역적 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12시간에 100 mm

Fig. 8. The annually averaged number of days of precipitation

and damage, and damage-precipitation percentage according

to the amount of the daily maximum precipitation intensity

per 6 and 12 hours.

Fig. 9. The distribution of annually averaged number of days

for (a) the daily maximum precipitation intensity 80 mm/6 hr

or more, and (b) the daily maximum precipitation intensity

100 mm/12 hr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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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때 전 지점 평균 호우빈도는 약 1.49회이고 그

로 인한 피해발생빈도는 0.51회로 피해발생비율은 34.2%

이다. 전 지점 중에 100 mm/12 hr 이상인 기준의 최빈값

은 속초지점(4.2회), 피해발생 최빈값은 남양주지점(2회)

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지형적 특징과 지

역적 인프라(기반시설)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시·도 지역으로 나눠 살펴보면 서울지역에서 100 mm/

12 hr 이상인 기준의 호우가 2.3회로 가장 빈번했으며 대

구와 경북지역에서 0.5회로 가장 드물게 나타났다. 호우

에 따른 피해비율은 광주지역에서 68.8%로 가장 높았

고 제주지역에서 6.7%로 가장 낮았다. 광주지역의 피해

비율은 서울지역에 비해 4.5배 정도 더 높았으나 강우량

과 피해발생의 유무만으로 전라도지역이 호우로 인한

방재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서울과 같이 대도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그 대비가 잘 이루어진다고 말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변화된 강우의 특

성을 강우강도 개념을 도입하고 호우로 인한 피해발생

가능성과의 관계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통해 적절한 기

준을 제시하였지만 향후 각 지역별 호우 특성을 고려하

고 각 지역의 지형, 토양, 식생 특성 등을 감안하여 세

밀한 지역별 호우특보 기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강우 특성을 반

영하고 호우로 인한 호우피해발생가능성과 강우강도

개념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호우특보 기준을

제시하고자 호우특보 기준 변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강우량 기준에 상관없이 피해가 나타나 호우특보

기준과 재해와의 상관관계를 찾아보기 힘들었고 호우

로 의한 그 피해가 가장 빈번했던 강우량은 30 mm/1 hr,

60 mm/3 hr, 70 mm/6 hr, 110 mm/12 hr 이다. 강우강도에

따른 호우피해여부를 분석하여 피해발생누적확률에 따

라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강우량 값을 알 수 있었다

. 누적확률을 활용한 피해발생에 따른 강우량은 각 기준

시간별로 피해발생누적확률이 50%일 때 20 mm/1 hr,

50 mm/3 hr, 80 mm/6 hr, 110 mm/12 hr이고, 피해발생누적

확률이 80%일 때 40 mm/1 hr, 90 mm/3 hr, 130 mm/6 hr,

180 mm/12 hr 이다. 호우와 그에 따른 피해발생 가능

성과의 관계는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이 복합되어

나타나 지역적 인프라(기반시설)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

다. 또한 강우량과 피해규모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무피해, 사소한 피해, 현저한 피해 등의 경계로 특보 기

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재해 및 강우

강도 개념, 지역별 특성, 시의성, 피해취약성 등을 반

영하여 호우특보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예보값을 강우량 기준치로, 관측값을 피해여부로 정

Table 7. The regional differentials of the distribution of

annually averaged number of days of days for the daily

maximum precipitation intensity (a) 80 mm/6 hr or more and

(b) 100 mm/12 hr or more.

(a)

region
number of 

rainfall 

number of

damage

damage rate 

by rainfall 

(damage/

rainfall)

annual

total damage

(> 0 mm)

Seoul 1.64 0.19 11.70 0.59 

Incheon 1.33 0.40 30.00 1.33 
Gyeonggi 1.59 0.70 44.10 2.19 
Gangwon 1.34 0.47 34.70 1.99 
Daejeon 1.15 0.55 47.80 1.90 

Chungbuk 0.75 0.25 33.30 1.35 
Chungnam 0.84 0.28 32.80 1.60 
Gwangju 0.90 0.45 50.00 1.35 
Jeonbuk 1.37 0.83 60.40 2.14 
Jeonnam 1.09 0.51 46.70 1.85 
Daegu 0.50 0.10 20.00 0.35 

Gyeongnam 0.49 0.24 50.00 0.99 
Busan 1.56 0.69 44.20 0.98 
Ulsan 1.36 0.36 26.50 0.76 

Gyeongbuk 1.38 0.56 40.30 1.87 

Jeju 1.30 0.20 15.40 0.60 

average 1.21 0.45 37.20 1.51

maximum
Hoengseong 

3.40

Yangpyong 

2.00
-

Gyeonggi

2.19 

(b)

region 
number of 

rainfall 

number of

damage 

damage rate 

by rainfall 

(damage/

rainfall)

annual

total damage

(> 0mm) 

Seoul 2.30 0.35 15.30 0.59 

Incheon 1.70 0.57 33.30 1.33 

Gyeonggi 2.08 0.83 39.80 2.19 

Gangwon 2.13 0.63 29.70 1.99 

Daejeon 1.50 0.65 43.30 1.90 

Chungbuk 0.90 0.32 35.20 1.35 

Chungnam 0.96 0.35 36.40 1.60 

Gwangju 0.80 0.55 68.80 1.35 

Jeonbuk 1.41 0.87 61.60 2.14 

Jeonnam 1.19 0.55 46.60 1.85 
Daegu 0.50 0.05 10.00 0.35 

Gyeongnam 0.50 0.19 37.90 0.99 
Busan 1.71 0.65 38.30 0.98 
Ulsan 1.20 0.24 20.00 0.76 

Gyeongbuk 1.51 0.52 34.60 1.87 

Jeju 1.50 0.10 6.70 0.60 

average 1.49 0.51 34.20 1.51 

maximum 
Sokcho

4.20

Namyangju

2.00
-

Gyeonggi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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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고 호우특보 기준과 호우피해발생가능성과의 관계

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호우특보 기준치와 호우피해발

생가능성과의 관계가 높은 강우량은 각 기준시간별로

30 mm/1 hr, 50 mm/3 hr, 80 mm/6 hr, 100 m/12 hr로 나

타났다. 시공간적으로 평균한 호우빈도와 피해빈도 분포

에 따른 결과에서 호우특보 기준치 이상일 때 우리나라

에서 발생하는 연평균 호우빈도와 피해빈도를 의미하고

기준시간별로 기준치에 따른 호우특보 발표 빈도를 보

여주었다. 호우특보 기준을 기준시간에 따라 기준치를

달리하면 특보를 발표할 수 있는 횟수가 감소하는 확률

또한 조사하였다. 호우특보의 기준은 기존에 운영되었던

호우특보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편의만 생각하여 정한

다면(강우강도가 강한 경우로 그 기준을 설정할 경우) 피

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강우사례를 놓치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선행시간이 확보될 수만 있다면

강우량 기준치는 낮을수록 좋다고 여겨지나, 실효성 있

는 기상청 특보업무의 수행과 적절한 대응시간의 확보,

돌발 호우와 지속적 호우에 유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서는 특보 기준 시간을 6시간과 12시간을 함께 고려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준시간을 6시간과 12시간으로

설정하여 8가지 강우량 조합들(70~80 mm/6 hr, 100~

130 mm/12 hr) 중에서 12시간 총 확률에서 6시간과 12시

간의 기준치 이상을 둘 다 만족하는 비율의 차이가 작

고 6시간과 12시간 기준의 총 확률에서 6시간과 12시

간의 각 기준치 이상을 만족하는 비율이 적절하게 차

이 나는 기준은 80 mm/6 hr와 100 mm/12 hr이다. 이

조합으로 호우특보 기준을 정한다면 기준을 만족하는

총 사례는 1755회로 기존의 기상청 호우주의보 발표

기준(80 mm/12 hr 이상일 때 총 2908회)대비 약 40%의

호우특보 발표회수를 감소시킬 수 있고 다른 기준보다

호우현상을 감시하고 호우의 피해가능성을 알려주는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돌발호우에 해당하는 6시간

강우량과 지속적 호우에 해당하는 12시간 강우량을 다

소 강화하는 수준으로 조정한 70 mm/6 hr와 110 mm/

12 hr의 기준은 호우피해시 빈도가 가장 높았던 강우량

과 일치하며 총 사례는 2031회로 현 기준대비 발표횟수

를 30%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호우피해발생가능성과 연계성이 높은 80 mm/6 hr와

100 mm/12 hr의 각 기준에서 호우빈도는 서울지역이 다

른 지역보다 빈번하게 나타났지만 피해빈도는 전북지역

과 광주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발생하였다. 이는

지역별로 지역적 특성(기반시설, 지리적 위치, 지형적

차이 등)으로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강

우량 기준치가 증가할수록 호우빈도는 감소하고 피해

빈도는 일정하게 유지하여 피해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강우량과 그로 인한 피해발생의 유무만으로

호우로 인한 방재 기반시설이 취약하거나 다른 지역에

비해 그 대비가 잘 이루어진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따라

서 향후 각 지역별 호우 특성을 고려하고 각 지역의 지

형, 토양, 식생 특성 등을 감안하여 세밀한 지역별 호우

특보 기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부가하여 국지적이고

갑작스런 호우현상에 대비하려면 호우특보 기준을 호

우피해발생가능성과 강우강도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시의성, 지역적 특성(지형적 특징, 방재기반시설 등)과

취약성 등 까지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강우량과 피해정도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

으나 기준시간과 강우량기준치는 현재 호우특보 체계

유지를 통해 특보 운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돌발호

우와 지속적인 호우를 모두 고려하여 방재업무의 효율

성을 강화하고자 적절한 대응시간을 확보해야하는 등 많

은 부분이 고려되어야한다. 그래서 기상특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방재의 효율성 강화를 제고하기위해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호우로

인한 피해 즉 침수 및 홍수를 줄이려면 지속적이고 정

기적으로 소방방재청과의 협력 연구가 필요하며 이후에

호우특보를 운영하면서 홍수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다른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침수나 홍수

의 위험성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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