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과거에는 하나의 재난이 개별적으로 발생하여 피해 예

측이나 예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후 및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하여 재난의 복합화, 대형화, 

신종화, 세계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나유경 등, 2019; 국립

재난안전연구원, 2017; 이자원, 2010). 복합재난이란 자연

재난, 사회재난, 기술재난 등 두 가지 이상의 재난이 연쇄

적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연계되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정창삼, 2017; 이재은･이우권, 2014). 복합재난은 재난 상

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하나의 재난이 발생하였

을 때 연계되어 발생 가능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병훈 등, 2018). 한정된 자원을 복합재난의 예방･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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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홍수로 인한 산사태 등 복합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재난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해서 피해 규모 추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복합재난 피해추정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고, 복합재난 피해함수가 작성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복합재난 피해율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복합재난의 피해액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울산을 사례지역으로 분석한 결과, 

복합재난 총 피해액을 추정한 결과가 단일재난 피해액의 합산보다 낮게 추정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두 가지 재난으

로 인하여 중복되는 피해액을 고려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복합재난 피해추정 방법은 복합재난 예방을 

위한 예산 분배 등의 정책적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복합재난, 피해추정, 홍수, 산사태 

Abstract : The damage is being occurred by complex disasters such as landslides caused by floods. 

Damage estimation of complex disaster is essential to effectively use limited resources in order to 

prevent, prepare for and respond to and recover from disasters. However, domestically no analysis 

method has been prepared to estimate damage from the complex disaster, and no damage function 

for the complex disaster has been prepared.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estimate the damage 

of a complex disaster by preparing the damage rate of complex disaster and using it to esimate the 

damage of complex disaster.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Ulsan area,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ult 

of estimating the total damage from complex disaster is lower than the sum of the total damage from 

individual disaster. This is the result of considering the overlapping damage caused by two disasters. 

The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for damage estimation method for complex disaster may be used 

as basic data for policy decision-making such as budget distribution for the prevention of complex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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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재난의 발생 가능성과 개

연성, 예상되는 피해 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이러한 근거로써 복합재난에 따른 피해를 정량적으로 추

정하면 정비 대상의 우선순위 선정, 지자체 예산 할당, 효

과적인 대응방안 마련 등 재난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위

한 기초자료가 된다. 

재난 피해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데, 분석에 사용할 과거 자료가 불충분하고, 복합재난의 피

해액 변동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검증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피해액 추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

이므로 각 재난에 대한 피해추정 방법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 특히 홍수 피해에 대한 추정 방

법은 간편법에서 개선법, 개선법에서 다차원법으로 수정

되면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세분화되고 추정 방식이 정교

해졌다(정우영･김성준, 2012; 김병일･김두연, 2015; 이근

상, 2015; 최천규, 2017; 추태호 등, 2017, 강동호 등, 2018). 

복합재난 피해추정 연구는 특정 복합재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피해액을 추정하는 방법이 연구되었

다. 미국의 HAZUS-MH는 다음과 같은 복합재난 피해를 추

정할 수 있다(FEMA, 2018). 허리케인과 홍수와 복합적으

로 발생하는 쓰나미 피해액을 추정할 수 있다. 지진 발생 

후 건물 및 나무의 잔해로 인한 피해와 화재 피해를 추정할 

수 있다. 홍수로 인해 생성된 건물의 잔해로 발생하는 피해

액을 계산할 수 있다. HAZUS-MH는 복합재난의 단일 재난

상황에 옵션을 추가하여 복합재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

는 방식으로 복합재난 피해액을 산출한다.

유럽의 MATRIX(New Multi-Hazard and Multi-Risk Assess-

ment Method for Europe)는 유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재해인 지진, 산사태, 화산, 쓰나미, 산불, 겨울 폭풍, 홍수

를 포함하는 복합재난을 분석할 수 있다(Komendantova et 

al., 2014). 복합재난을 발생 순서에 따라 파악하고, 반복적

으로 모의하여 복합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연평균 손실비

율을 초과할 확률을 결과로 도출하게 된다. 미국의 

HAZUS-MH는 분석결과가 금액으로 도출되는 반면, 유럽

의 MATRIX의 분석결과는 확률만 제시한다.

우리나라에서 재난 피해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는 개별 재난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이며, 복합재난 관련 연

구는 시나리오와 모델링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들이 다소 

수행되었다. 2005년 이재은의 연구에서 재난 유형이 복합

재난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 복합재난 개념을 이

용한 첫 연구라고 볼 수 있다(이재은, 2005). 김동영･정일

원(2018)은 복합재난의 시나리오를 개발하기 위한 재난 간 

연관성을 분석하였고, 김동영 등(2018)은 복합재난 시나

리오를 구축하고 시나리오를 활용한 바 있다. 이병진 등

(2017)은 복합재난 모델을 개념적으로 구성하고 복합재난 

프로세스를 구성하여 입출력 자료를 제안하였다. 오승희 

등(2018)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복합재난 통합모델링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시나리오와 복

합재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복합재난 피해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도구가 제시되지 않았다.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국내 매개변수는 행정안전부(2020)에서 수행된 연

구가 있지만, 단일재난으로서 홍수와 사태에 대한 매개변

수만 정의되었다.

복합재난의 피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복합재난의 총 피

해액은 단일 재난의 피해액을 합산한 값과 다를 수 있다

(Arosio et al., 2018). 재난 간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재난의 

강도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재난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혀 피해액이 이

중으로 계산될 수 있다. 따라서 복합재난의 피해를 추정할 

때 중복되는 피해를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야 한다. 

기존 연구를 살펴본 결과, 현재 국내에는 복합재난의 정

량적인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매개변수

가 정의되지 않았으며, 복합재난의 총 피해액은 단일 재난

의 단순 합산으로 계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

는 복합재난의 피해추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

하여 복합재난 피해추정에 사용되는 매개변수를 정의하

고, 사례 분석을 통하여 복합재난의 총 피해액을 추정해보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복합재난 피해추정은 기존의 단일

재난 피해추정 방법 중 복합재난 피해추정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매개변수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홍수와 산사태의 복합재난에 대한 피해함수

는 복합재난의 피해를 추정할 때 중복되는 피해를 이중으

로 계산하지 않도록 작성하였다. 복합재난의 피해추정 방

법이 실제로 적용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울산 지역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여 홍수와 산사태 각각의 피해

추정액과 복합재난 피해추정액을 비교하였다. 

복합재난은 시나리오가 매우 다양하며 여러 재난상황으

로 구성되기 때문에 시나리오마다 피해액 추정 프로세스

와 입출력데이터가 상이하므로 모든 복합재난 시나리오

를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집중호우로 인

하여 발생하는 산사태로 매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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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주형 등, 2002), 본 연구는 호우가 발생한 이후 산사태가 

발생하는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복합재난 피해액을 추정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분석 사례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울산광역시로 하였다. 

울산광역시는 2018년 태풍 콩레이로 인한 침수 피해 및 산

사태가 발생한 지역이다.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인 도로명

주소 건물 데이터, 건축물대장 표제부, 건물신축단가 등은 

2019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2. 단일재난 피해추정 방법

1) 침수 피해액 추정 방법

국외에서 홍수 피해추정 도구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의 HAZUS-MH(Hazards United States-Multi Hazard), 유럽

의 CRISMA 등이 있다. 일본과 태국 등에서는 미국에서 개

발한 HAZUS-MH를 국가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한

다(FEMA, 2003; 강부식, 2012, 59). HAZUS-MH는 홍수 피

해추정을 위해 외수 침수에 의한 피해액을 금액으로 환산

한 결과를 도출한다. 피해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외수

침수 모델링으로 홍수의 범위를 예측하여 침수예상도를 

작성한다. 피해지역의 자산가치와 관련된 데이터를 입력

한다. 홍수 발생 지역에 가장 적합한 피해-손실함수를 선

택한다. 피해-손실함수는 과거 홍수 피해 기록과 보험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해안/하안 지역, 건물

의 유형･자재･지하의 유무 등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선

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함수들이 제시되어 있다. 침수 

건물의 자산가치를 계산하여 피해-손실함수를 적용하면 

각 건물의 침수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HAZUS-MH를 이용한 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피해 대상물

에 대해 매우 상세한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

어, 주거용 건물의 경우, 건물 연식, 토대, 자재, 1층의 높이 

등에 대한 정보가 갖춰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바

탕으로 피해액을 추정수 있도록 다양한 피해-손실함수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정교한 데이터를 갖출수록 재난 지

역의 상황을 상세하게 반영한 피해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유럽의 CRISMA는 재난 취약성 및 손실을 평가하고 관리

하는 모델이다. 유럽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협력 프로그

램에서 2012년 3월부터 2015년 8월의 기간에 위기관리 모

델링, 개선된 조치 및 준비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반 의사 결

정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CRISMA 시스템은 위기를 

발생시키는 외부 요인과 위기관리 팀의 다양한 활동에 따

라 현실적인 위기 시나리오를 만든다. 위기상황에서 가능

한 대응 조치 및 위기의 영향을 모델링, 시뮬레이션한다. 

홍수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 사망 등 일반적인 손실 평가를 

처리하고 정량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홍수 피해추정 방법은 분석단위가 세분화되

고,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구체화되는 등 계속해서 정교화

되고 있다(건설교통부, 1993; 김광묵 등, 2001; 최승안 등, 

2006; 국립방재연구원, 2012; 정우영･김성준, 2012; 이근

상, 2015; 나유경･최진무, 2019; 행정안전부, 2019). 국내

에서 풍수해 피해추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론은 간편

법, 개선법,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이하 다차원법)으로 

발전해왔다. 간편법은 행정구역에 대해 홍수면적의 비율

을 적용하여 해당 구역의 농작물 피해액을 추정한 후, 농작

물 피해액에 피해계수를 곱하여 각종 피해액들을 산정하

는 방법이다(건설교통부, 1993). 개선법은 재해연보상의 

침수면적과 홍수 피해자료를 기반으로 회귀식을 작성하

여 피해액을 추정하며, 도시규모별로 침수면적과 피해액

의 관계식에 차이를 두었다(김광묵 등, 2001). 이 두 가지 

방법은 행정구역별 홍수면적 비율로 재산 손실을 가정하

기 때문에 건물에 직접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비

율의 피해가 추정되는 심각한 과대추정 오류를 발생시키

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구역에서 침수 

면적의 비율이 아니라 침수된 건물 수의 비율을 이용하여 

행정구역(읍면동) 총 자산의 비율을 침수 피해액으로 추정

하는 다차원법을 개발하였다(최승안 등, 2006). 이 방법은 

동일 지역의 건물들은 동일한 자산가치를 갖는 것으로 판

단하게 되므로 오래되고 낡은 소규모 가치가 낮은 건물들

이 있는 지역에서는 과대추정이 발생하고 넓고 가치가 높

은 대형 건물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당연히 과소추정이 발

생하게 되어 아직 피해추정에 논리적 오류를 포함하게 되

는 방법이다.

객체별 홍수 피해 산정이 가능하도록 나유경･최진무

(2019)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객체별 침수 피해액을 산정

하는 객체기반법을 제안하였다. 다차원법과 비교하면, 침

수된 개별 건물의 면적과 가치를 반영하여 피해액이 산정

되므로 지역에 따른 침수 피해액의 과소추정 또는 과대추

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별 건물의 면

적과 자재, 유형 등의 속성정보를 포함하는 공간정보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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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개별 건물 단위의 상세한 피해추정을 할 수 있어 분

석 결과의 신뢰도 및 정확도가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

만, 연구 당시 우리나라의 피해함수가 없어 HAZUS-MH에

서 제공하는 피해함수 중 우리나라 환경에 가장 유사한 것

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행정안전부(2020)는 객체를 기반으로 홍수 피해액을 계

산하는 방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행정안전부, 2020). 기본적인 분석방법은 객체기

반법과 같지만, 우리나라의 보험사 자료를 사용하여 피해

함수를 작성하였다는 점이 차별점이다. 행정안전부(2020)

의 연구에서 제안한 피해함수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국

내 홍수 상황을 모의실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한 함수

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2020)가 제안한 피해함

수를 사용하였다.

2) 산사태 피해추정 방법

산사태의 피해액 추정은 대부분 과거 산사태 피해액 조

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다. Fleming and Taylor(1980)

는 산사태 피해액 추정을 위해 조사 대상 지역의 지리적 범

위를 정하고, 과거 피해에 대한 기록자료 취득 및 인터뷰를 

통하여 비용 정보를 취득하였다. 직접피해액은 산사태로 

파괴･손상된 구조물과 토지를 기존과 동일한 상태로 재건

하는 비용을 산정하였다. 간접피해액은 건물 및 도로의 재

배치 비용, 추가적인 산사태 피해 예방 비용, 관개시설 수

질 개선비용, 농업 및 산업 생산 감소, 업무시간 손실 및 수

입 감소로 인한 영향 등을 포함하였다. Cardinali et al.(2002)

은 기존 산사태와 과거 산사태의 인식, 지역 지질 및 형태 

조사, 과거 산사태 사건에 대한 현장별 역사적 정보를 수집

하여 산사태 피해를 분석하였다. 과거의 항공사진, 현장지

도, 현장 검토를 통해 산사태 인벤토리 지도를 작성하여 산

사태의 분포와 패턴을 확인하였다. 피해 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지는 않고, 지수를 사용하여 산사태 빈도, 

산사태 강도 및 피해 가능성 등 산사태 위험 및 위험 수준을 

제시하였다. Wills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캘리포니아 

지역을 사례로 산사태 피해를 추정하였다. 과거 기록에 대

한 자세한 데이터가 없어 이를 대체하는 데이터로 산사태

의 빈도를 보여주는 작은 지역의 상세지도와 주 차원의 산

사태 위험 지도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로 강우와 산사태 

피해량이 연관이 있음을 밝혔으며, 고속도로 및 기타 인프

라에 대한 산사태 피해는 수십억 달러일 것으로 추정하였

다. 산사태 피해를 추정한 국외 연구를 정리하면, 산사태 

피해에 대한 과거의 자료가 있어야 피해액 산정이 가능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산사태 피해 자료가 부재한 경

우 현장조사 자료와 산사태 위험 지도를 사용하여 대략적

인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사태로 인한 피해액을 추정하는 연구

보다는 산사태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거나 위험지역을 예

측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김원영, 1998; 김경수 등, 

2006; 김석우 등, 2012). 산사태 피해추정과 관련된 연구로 

양인태 등(2014)은 산사태 위험지도를 이용하여 강원도의 

산사태 피해규모를 산정하였다. 산사태 취약성지도, 발생

확률지도, 위험지도를 제작한 후 산사태 위험 등급이 1등

급, 2등급에 해당하는 도로, 건물, 산림의 면적을 산사태 발

생시 해당 피해 규모로 보았다. 강원도에서 산사태로 인한 

도로 피해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춘천시, 건물 피해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평창군, 산림 피해 지역이 가장 큰 지역은 

홍천군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사태 피해액에 대한 과거자료는 복합재난 

피해액 추정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사태 피해액 산정을 위해 Wills et al. 

(2016)의 연구와 같이 산사태 위험 지도를 이용하여 대략

적인 피해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3. 복합재난 피해추정 방법

본 연구는 복합재난 피해액을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위

하여 기존의 개별 재난 피해추정 방법 중 복합재난 피해추

정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단일재난 피해함수들을 기

반으로 복합재난 피해율을 작성하여, 복합재난 피해율을 

단일재난 피해액 추정 방법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복합재

난 피해추정을 수행하였다. 

1) 복합재난 피해추정 식

홍수 및 산사태의 총 피해액을 추정하는 식은 다음과 같

다. 식 1부터 식 3은 홍수 피해를 추정하는 객체기반법(나유

경･최진무, 2019)을 기반으로 하되 피해율을 수정하였다. 

홍수 단일재난은 침수심별 피해율을 적용하는데, 복합재

난은 침수심 산사태등급별 피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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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피해액 = 건물구조물 피해액 + 건물내용물 피해액

식 1

건물구조물 피해액 = 건축면적×건물복구단가(원/m2)×

침수심 산사태등급별 피해율 식 2

건물내용물 피해액 = 건물내용물 평균금액×침수심 산

사태등급별 피해율 식 3

2) 복합재난 피해율 작성

복합재난 피해율은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2020)의 연

구 결과로 도출된 홍수 피해율을 기반으로 하였다(표 1). 

이 피해율은 가장 최근의 자료일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연

구원에서 실험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한 함수이다. 

표 1을 보면, 주거용 건물이 3.0m이상 침수되면 건물신축

단가의 약 50%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홍

수로 인한 건물 피해는 유속이 매우 빠르거나 부유물의 영

향을 받지 않는다면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 없으므로 건축

물의 유형과 자재를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FEMA, 

2018) 산사태는 건물의 유형과 자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건물의 유형과 자재에 따라 산사태 피

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자재별 피해율을 구축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단독주택의 침수심 산사태등급별 피

해율을 중심으로 피해율 작성 방법을 설명하였다. 

한편, 산사태에 대해서는 피해액이 명시된 과거 기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산사태로 인한 피해율을 도출하는

표 1. 침수심별 건물구조물 침수피해율(행정안전부, 2020)
(단위: %)

침수심
건물유형 0 ~ 0.3m 0.3 ~ 6m 0.6 ~ 0.9m 0.9 ~ 1.2m 1.2 ~ 1.5m 1.5 ~ 1.8m

단독주택 7.9 14.3 19.4 24.8 30.4 35.1

아파트 4.5 11.3 17.4 23.0 28.1 32.7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3.7 10.5 16.1 20.9 25.9 30.9

침수심
건물유형 1.8 ~ 2.1m 2.1 ~ 2.4m 2.4 ~ 2.7m 2.7 ~ 3.0m 3.0m이상

단독주택 39.8 44.7 48.7 51.4 52.3

아파트 39.0 46.4 51.1 53.1 53.8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36.6 43.1 47.4 49.6 50.1

비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침수피해율을 적용하였음

표 2. 단독주택의 침수심 산사태위험2등급 피해율
(단위: %)

건물유형 건물자재
침수심

0 ~ 0.3m 0.3 ~ 6m 0.6 ~ 0.9m 0.9 ~ 1.2m 1.2 ~ 1.5m 1.5 ~ 1.8m

단독주택

조적조 20.5 26.9 32 37.4 43 47.7

철근콘크리트조 15.4 21.8 26.9 32.3 37.9 42.6

철골조 26.9 33.3 38.4 43.8 49.4 54.1 

목조 28.2 34.6 39.7 45.1 50.7 55.4 

건물유형 건물자재
침수심

1.8 ~ 2.1m 2.1 ~ 2.4m 2.4 ~ 2.7m 2.7 ~ 3.0m 3m 이상

단독주택

조적조 52.4 57.3 61.3 64 64.9

철근콘크리트조 47.3 52.2 56.2 58.9 59.8

철골조 58.8 63.7 67.7 70.4 71.3 

목조 60.1 65.0 69.0 71.7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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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한계가 있었다. 산사태 피해는 건물의 주변 환경이나 토

석류의 방향 등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나,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점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산사태 피해가 예상되는 건물에 대해 산사태 위

험 등급을 바탕으로 건물의 피해정도를 추정하고 이를 바

탕으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산사태 위

험 등급이 3등급, 4등급, 5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은 산사태

가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으므로 기존의 침수심별 피해율

(표 1)을 적용하였다.

산사태 위험 등급이 2등급인 지역은 건물구조물이 반

파될 것으로 보았다. 재해연보를 통해 산사태로 인하여 

건물이 반파되는 경우에는 지붕공사, 유리공사, 창호공

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행정자치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행정안전부, 2018, 2019). 

한국감정원(2019)의 건물신축단가표를 사용하여 건물 

전체의 신축단가 중 지붕공사, 유리공사, 창호공사의 복

구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율로 환산하여 기존 침수 

피해율에 추가하였다. 이를 침수심 산사태등급별 피해율

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산사태 위험 등급이 1등급인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

면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행정자치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행정안전부, 2018; 2019). 산사태

표 3 단독주택의 침수심 산사태등급별 피해율
(단위: %)

건물자재
산사태 

위험등급

침수심

0 ~ 0.3m 0.3 ~ 6m 0.6 ~ 0.9m 0.9 ~ 1.2m 1.2 ~ 1.5m 1.5 ~ 1.8m

조적조

3-5등급 7.9 14.3 19.4 24.8 30.4 35.1

2등급 20.5 26.9 32 37.4 43 47.7

1등급 100 100 100 100 100 100

철근

콘크리트조

3-5등급 7.9 14.3 19.4 24.8 30.4 35.1

2등급 15.4 21.8 26.9 32.3 37.9 42.6

1등급 100 100 100 100 100 100

철골조

3-5등급 7.9 14.3 19.4 24.8 30.4 35.1

2등급 26.9 33.3 38.4 43.8 49.4 54.1 

1등급 100 100 100 100 100 100

목조

3-5등급 7.9 14.3 19.4 24.8 30.4 35.1

2등급 28.2 34.6 39.7 45.1 50.7 55.4 

1등급 100 100 100 100 100 100

건물자재
산사태 

위험등급

침수심

1.8 ~ 2.1m 2.1 ~ 2.4m 2.4 ~ 2.7m 2.7 ~ 3.0m 3m 이상

조적조

3-5등급 39.8 44.7 48.7 51.4 52.3

2등급 52.4 57.3 61.3 64 64.9

1등급 100 100 100 100 100

철근

콘크리트조

3-5등급 39.8 44.7 48.7 51.4 52.3

2등급 47.3 52.2 56.2 58.9 59.8

1등급 100 100 100 100 100

철골조

3-5등급 39.8 44.7 48.7 51.4 52.3

2등급 58.8 63.7 67.7 70.4 71.3 

1등급 100 100 100 100 100

목조

3-5등급 39.8 44.7 48.7 51.4 52.3

2등급 60.1 65.0 69.0 71.7 72.6 

1등급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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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면 침수에 따른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최종적으

로 건물이 전파된다. 산사태 위험등급이 1등급인 지역 또

는 산사태로 건물이 전파된 경우는 산사태가 발생하기 이

전의 침수심에 상관없이 건물신축단가의 100%에 해당하

는 피해를 입는다. 침수심 산사태등급별 피해율을 종합하

여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단독주택 외에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

택, 다세대주택의 자재별 피해율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

서 작성한 침수심 산사태등급별 피해율은 검증을 위한 데

이터 부족으로 인하여 신뢰도 검증은 어렵다는 한계가 있

다. 향후 호우 후 산사태 피해 발생 시 현장 실사를 통해 피

해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피해율 검증이 필요하다.  

3)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본 연구에서는 침수와 산사태의 복합재난 피해액 산정을 

위해 현재 국내에 구축되어 있는 공간정보를 비교하여 복

합재난 피해추정에 적합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필요한 

데이터는 자산 데이터셋, 재난 데이터셋, 피해율로 구분할 

수 있다. 자산 데이터셋에 해당하는 건물 데이터는 개별건

물 단위로 구축하였다. 피해추정을 위해서는 건물 용도, 건

물 구조, 면적, 지상층수, 지하층수, 건물 연식 등의 속성정

보가 필요하다. 국내 건물 데이터 중 개별건물 단위로 구축

된 공간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작성하는 연속수치지

형도 건물 데이터,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GIS건물통합

정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도로명주소 건물 데이터

가 있다. 각 데이터는 구축 목적과 방법이 달라 총 건물 개수 

및 건물 유형 분류체계가 상이하다. 세 가지 데이터 중 복합

재난 피해액 추정에 사용되는 피해율을 적용하기 편리한 

건물 유형 분류체계를 갖는 데이터는 도로명주소 건물 데

이터이다. 도로명주소 건물 데이터는 갱신주기가 짧기때

문에 최신의 건물 상황을 적용하기에도 바람직한 자료이

다. 다만 건물의 자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건

축물대장 표제부를 사용하여 보완하였다. 복합재난 피해

추정에 매개변수로 사용하는 건물신축단가는 한국감정원

에서 제공하는 2019년 건물신축단가를 사용하였다.

그림 1 복합재난 건물 피해액 추정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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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데이터셋은 복합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대상물과 

그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데이터이다. 재

난 데이터셋은 재난의 범위 및 강도에 대한 속성정보를 담

고 있는 침수구역도와 산사태위험지도가 포함된다. 침수

구역도는 내수침수와 외수침수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성

할 수 있으며 속성에 침수심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지역의 하천주변 침수심 정보를 추출

하기 위해 HEC-RAS를 이용한 외수침수 시뮬레이션 결과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산사태위험지도는 산림청에서 제

공하는 산사태위험지도를 사용하였다. 산사태 발생인자 9

개를 고려하여 산사태위험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한 래스

터 형식의 지도이다. 만약 산사태가 발생한 특정 지역을 알

고 있다면 산사태 발생위치를 폴리곤으로 구축하여 분석

할 수 있다. 

분석에 사용하는 피해율은 앞서 설명한 침수심 산사태

등급별 피해율을 적용하였다. 건물은 유형과 자재에 따라 

12가지의 피해율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침수구역도, 

산사태위험지도, 건물 데이터를 중첩하여 각 건물이 침수

심과 산사태위험등급을 속성값으로 갖게 한 후에 건물의 

특성에 따라 피해율을 적용하였다. 분석에 앞서, 모든 데

이터의 좌표체계를 UTM-K로 통일하였고, 침수구역도는 

침수심을 속성으로 포함하는 폴리곤 형태의 데이터가 되

도록 하였다. 침수구역도의 침수심은 0.3m간격으로 구분

되어 있는 침수심별 건물구조물 피해율을 적용할 수 있도

록 0.3m간격으로 재분류하였다. 건물데이터는 도로명주

소 건물 데이터를 건축물대장 표제부의 주거용 주건축물

과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복합재난으로 인한 건물 피해액 추정 프로세스는 그림 1

과 같다. 산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산사태위험지도를 

사용할 수 있고, 산사태 조사자료가 있다면 실제 산사태 발

생 위치와 강도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침수구역

도와 산사태위험지도를 이용하여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

는 지역을 선별하고, 그 지역에 속한 건물의 피해액을 추정

할 수 있다. 침수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산사태 피해를 입

지 않은 건물에는 침수 피해함수를 적용하고, 침수 후 산사

태 피해까지 입은 지역은 침수･산사태 피해율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각 건물의 신축단가에 침수심 산사태

등급별 건물 피해율을 곱하여 복합재난 피해액을 추정한다.

  

4. 사례지역 분석

울산의 침수구역도와 산사태위험지도를 중첩하여 호우

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치를 선정하였

다. 데이터를 중첩하여 침수구역도의 침수구역에 포함되

면서 산사태위험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지

역 중 건물이 위치한 지역을 선별하고자 하였다. 확인 결

과, 산사태위험지역에는 주거용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

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상의 산사태 발생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산사태위험등급이 1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지역

의 30m 버퍼를 두고 주거용건물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 울

\그림 2 분석 지역((가)울산시 침수구역도, (나)울산시 울주군 산사태지역, (다)침수 및 산사태 피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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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군 언양읍 일부 지역을 선정하였다(그림 2). 이 지역에 

포함된 5개의 건물 중 주 건축물인 3개 건물의 홍수 후 산사

태 피해액을 분석하였다. 

그림 2 (다)의 산사태 지역에서 산사태 발생지에 포함되

는 건물들은 모두 단독주택이며 A건물은 목조, B건물과 C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다. 건물의 유형 및 자재에 

따른 침수심 산사태등급별 피해율을 적용하였다. 각 건물

의 피해추정액은 표 4와 같다. 홍수 후 산사태로 건물이 반

파된 경우, 홍수로 인한 단일재난 피해와 산사태로 인한 피

해액을 각각의 단일재난 피해추정 방법으로 추정하여 단

순 합산한 금액보다 복합재난 피해추정방법을 사용하였

을 때 피해금액이 낮게 추정되었다. 이는 침수로 인한 피해

와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중복하여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

이다. 산사태 단일재난으로 건물이 전파된 경우의 피해액

과 복합재난으로 인하여 건물이 전파된 경우의 피해액은 

동일하게 추정되었다. 건물이 전파되었을 경우 건물을 신

축하는 비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기 때문

이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을 적용하면 복합재난 시 중복되

는 피해에 대한 복구금액을 고려하여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복합재난이 발생할 때 2차 재난의 강도가 단일

재난으로 발생할 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기존에는 단일재난의 피해액 추정 방법으로는 복합재난

의 피해액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중복되는 피해를 

고려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단일재난 피해액 

추정 방법에 사용되는 피해율을 이용하여 복합재난의 피

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피해율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복합재난 피해액 산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홍수 후 산사태

라는 복합재난 피해에 적용할 수 있는 피해율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홍수 후 산사태에 대해 건물자재별로 침

수심과 산사태위험등급에 대한 피해율을 도출하여 활용

하였다. 울산지역을 사례로 분석한 결과, 중복되는 피해금

액을 고려함으로써 단일재난으로서의 침수 피해액과 산

사태 피해액을 합산한 금액보다 복합재난으로서 침수 후 

산사태 피해액이 낮게 추정됨을 확인하였다. 다만 단일재

난으로서 발생하는 산사태와 2차 재난으로서 발생하는 산

사태의 강도나 범위는 다를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현재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

여 복합재난 피해액 추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 구축된 공간정보를 통합하여 사용함으로

써 개별 건물 객체에 대한 홍수와 산사태라는 복합재난의 

피해를 산정할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특

히 과거 산사태 피해 기록을 바탕으로 건물에 대한 홍수 후 

산사태의 피해액 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 피해율을 논리적

으로 도출하여 제시함으로써 홍수 후 산사태의 복합재난 

피해추정을 위한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도 의의가 있다. 다

만 산사태 피해율에 대하여 검증할만한 기록 자료가 부족

하므로 향후 현장검증 등을 통하여 피해율을 수정･보완하

고 이를 바탕으로 연속자료인 피해함수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를 다른 복합재난 시나리오로 발전시

킨다면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복합재난 시나리오

에 대한 종합적인 틀에서 재난간의 연쇄작용으로 인한 피

해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복합재난 피해추정 방법론을 사용

한 분석 결과는 재난지역 정비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근거에 활용될 수 있다. 복합재난에 대한 피해액 추정은 재

난의 예방 단계에서는 복합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

역에 대한 예방 사업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을 

표 4. 건물유형별 단일재난 피해와 복합재난 피해추정액 비교
(단위: 천원)

건물

구분

단일재난 피해액 복합재난 피해액

홍수(침수심2.71m) 산사태(반파) 산사태(전파) 홍수 후 산사태(반파) 홍수 후 산사태(전파)

A 77,890 75,768 151,536 108,651 151,536

B 83,361 81,090 162,180 95,524 162,180

C 85,004 82,689 165,378 97,407 165,378

계 246,255 239,547 479,094 301,582 479,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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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에 할당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복

합재난 피해액 산정 방법을 피해 현황조사 자료에 적용하

면 실제 복합재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고 이는 재난의 복

구 단계에서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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