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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피해가 급증하면서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

성 평가에 초점을 두었던 관점이 점차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회복 능력

을 갖추기 위한 회복력 증진으로 방재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자연재해에 따른 지역사회 또는 국가 간 회복

력 평가를 위한 개념적 틀과 복합지표 개발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실제 기후재난에 따른 회복력을 실증적으로 측정한 연구는 아직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자연재해 발생 시 이를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회복력을 증진시

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으며, 회복력이 자연재해 피해에 어떠

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이

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회복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도출하여 회복력 지수를 개발하였다. 그 다음 우리나

라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의 공간 분포를 살펴본 후, 자연재해 유형

별로 피해액이 컸던 24개의 핫스팟 지역을 대상으로 2000년과 2010년 

두 시점에서 5개 부문(기반시설, 인적자본, 경제, 사회자본, 제도)의 회

복력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23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리

가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2010년 부문별 회복력이 자연재해 총 피해액

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2010년 동안 자연재해 유형별 피해액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자연재해 피해액은 총 20.8조 원으로 태풍, 호우, 

대설로 인한 피해액이 총 피해액의 99.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피해액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연재해 피해액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24개의 핫스팟 지역이 추출되었다. 

태풍의 경우 동해안에 인접한 지역들(강릉시, 삼척시, 양양군, 정선군, 

고성군)과 경상북도 김천시, 전라남도 여수시 등 총 7개 지자체에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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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군집성을 보였으며, 호우 핫스팟 지역들은 태풍 핫스팟 지역과 유사

한 4개 지자체(강원도 평창군, 인제군, 정선군, 경남 사천시)에서 나타

났다. 반면, 대설 핫스팟 지역들은 14개 지역으로 태풍 및 호우와 전혀 

다른 충청도 지역(대전 대덕구, 논산시, 부여군, 공주시, 연기군, 청원

군, 괴산군)과 전라도 연안지역(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나주시, 영암

군, 장성군, 함평군)에 군집되어 있었다.

둘째, 자연재해에 대한 지자체의 회복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

발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인문·사회·경제·제도·물리·환경적 측

면에서 공간적 규모에 맞는 63개의 회복력 지표 후보군을 제시하고, 자

료수집의 가능성, 대표성, 객관성, 정량성을 충족한 회복력의 5개 영역

(기반시설, 인적자본, 경제, 사회자본, 제도)을 평가할 수 있는 17개의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선형변형방법으로 지표들을 표준화한 후 가중선

형결합방법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가중치를 부여해 5개 영역의 

회복력 지수를 계산하였고, 이들을 산술평균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종합회복력 지수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5개 영역의 회복력의 전국 평균값을 통해 두 시점 간(2000년, 

2010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모든 부문의 회복력이 2000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기반시설의 경우 2000년에 비해 약 53% 증가하여 5가지 

회복력 부문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인적자본 회복력도 평균 

27.4% 증가하였다. 두 시점 모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높게 나타

났고 지방 군부에서 낮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회복력도 

평균 16.7% 증가하였으며, 인적자본 회복력과 유사하게 경제 회복력이 

높은 지역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도시에 형성되어있고, 지방 중소도

시들은 낮게 나타났다. 사회자본 회복력도 평균 4.0% 증가하여 5가지 

회복력 부문에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제도 회복력의 경우, 평균 

38.1% 증가하여 기반시설 회복력 변화율에 이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사회자본과 제도 회복력의 상·하위 지역들의 분포는 앞서 본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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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본, 경제 회복력 분포와 반대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즉,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도시에서 사회자본과 제도 회복력이 낮게 형성되어 있고 지

방 중소도시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5가지 부문의 회복력은 평균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회복력의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을 비롯한 광역 대도시에서 높은 증가

율을 보이는 반면 경상북도와 전라북도 중소도시들은 낮은 증가를 보

이고 있다.

셋째, 24개의 핫스팟 지역을 대상으로 부문별 회복력 변화를 살펴본 결

과, 지역마다 재해 유형별 대응 때문에 부문별 회복력 변화의 일반적인 경

향을 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제도 회복력 변화에서는 호우 핫스팟 지역들

의 평균 변화율은 전국 평균 변화율보다 크게 증가하였고 대설 핫스팟 지

역들은 오히려 감소되었다.

넷째, 2010년 자연재해 총 피해액에 대한 회복력의 영향력을 일최대강

우량과 적설량을 기후노출 변수로 통제하고 지리가중회귀모형을 활용하

여 추정한 결과, 기후노출 변수와 기반시설, 인적자본, 사회자본 회복력

은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 회복력의 경

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갖는 일부 지역들이 추정되었

다. 제도 회복력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기반시설 회복력은 충청북도 충주시를 중심으로 충청도 북부지역과 경

기도 남부지역, 강원도 서부지역에서 자연재해 피해를 크게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적자본 회복력 역시 재해 피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경상북도 울진군을 중심으로 경상도와 접경지역

에서 인적자본 회복력이 높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회

복력은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접경지역인 28개 지자체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지자체의 경제 수준이 높고 다양한 산

업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구조를 가질수록 재해 피해를 감소시키

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사회자본 회복력 역시 자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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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며, 전라남도 진도군을 중심으로 중소도시

들과 섬으로 고립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회귀계수가 높게 추정되

었다. 제도 회복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전라도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음(-)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기후재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회복력 지수를 개발하고 

회복력의 시·공간적 변화 및 자연재해 피해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재해유형별 지방자치단체의 회복력

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기반시설 회복력의 구성 지표인 도시공원은 불투수층이 많은 

도시에서 배수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일이 지역

계획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자연재해를 방지하는 본래의 목적

을 지닌 완충 녹지 조성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연재해

가 발생 시 주민들이 위험지역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임시 대피소 역

할을 하는 대체 시설의 확충과 함께 평시 지역 주민들에게 임시 대피소

의 위치를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인적자본 회복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별 청장년층의 비

율과 고학력자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고학력

자들은 대부분 전국 평균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장년

층은 오히려 감소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들을 유

입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재해 피해 발생 후 궁극적으로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신속

히 복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경제 수준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산업 

구조가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기존의 산업들을 고려하면서 고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산업들을 유치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넷째, 재해피해가 컸던 지역들에서 장기 거주자들과 문화시설이 전반

적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사회자본 회복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에 

오래 정착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더불어 문화시설 증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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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지역의 자연재해 유형에 맞는 대응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일

회성이 아닌 항구적인 재해 예방을 위한 방재 사업 및 계획 수립이 필요

하다. 특히 재해 피해가 심한 지역들임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존재하지 않아 자연재해 피해가 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구지

정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방재지구 지정의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끝으로 자연환경 공간정보의 부재와 비공개로 자연재해 위험으로부

터 안전한 환경인지를 볼 수 있는 환경적 측면의 회복력을 고려하지 못

했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대한 공간정보 구축과 더불어 자연재해위험지

역과 같은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기후재난, 자연재해 공간 분포, 지방자치단체 회복력, 

지리가중회귀모형

학  번 : 2008-3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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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들이 증가하고 다양화 되고 있다(그림 1-1).1) 우

리나라 역시 집중호우와 태풍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들이 매해 수차례 발생하

고 있으며, 90년대 말부터 그 세기가 더욱 강화된 양상을 띠고 있다. 최근 들

어서는 집중호우와 태풍 외에도 열파, 가뭄,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그림 1-2).

출처: 기상청, 2014년 이상기후 보고서, p.29.
[그림 1-1] 2014년 전세계 이상기후 발생 분포도

1)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는 ① 짧은 기간 중에 사회나 
인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기상현황, ② 1개월 이상에 걸쳐서 날씨가 평년(과거 30년)보
다 한쪽으로 매우 치우쳤을 때, ③ 월별 기후는 평년값에서 조금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
나, 몇 개월 이상 지속되어 피해가 생겼을 경우를 이상기후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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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상청, 2014년 이상기후 보고서, p.34.
[그림 1-2] 2014년 우리나라의 이상기후 발생 현황

이와 같은 변화는 자연적인 기후변화와 인간의 활동에 의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본다. 자연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

상들은 몇 차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정상적인 기후변화 변동 폭이 최

근 100년 내에 정상의 범위를 큰 폭으로 넘어서는 점에서 이상기후 현상들은 

자연적인 발생이 아닌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로 보고 있어 국제사회는 이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2)

2) IPCC 5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0년(1906~2005년)간의 지구 평균 기온은 0.74℃ 상
승, 북극해의 연평균 해빙 면적은 1979~2012년에 3.5~4.1%/10년 감소하였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폭은 1993~2010년 사이에 3.2 mm/yr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육지에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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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은 기후변화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부작

용을 최소화하려는 사전 예방대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흡수원을 증가시켜 기후변화 진행을 완화(mitigation)하는 전략과 부정적 영

향에 따른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회복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응(adaptation)

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처방으로서 완화와 적응이라는 두 가지 전략은 상호 보완을 

통해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이나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초기의 국

제사회 움직임은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 하고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완화 

정책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완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감축은 

오랜 시간을 걸쳐 서서히 나타나고 온실가스 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더라

도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잔류 기간이 약 50~200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수십 년 동안은 관성에 의한 기온상승이 계속된다(IPCC, 2007). 따라서 온실

가스 감축 못지않게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한편, 기온변화, 강수변화, 해수면 상승, 극단적인 현상 등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환경, 산업경제, 사회문화 

등 전 방위적으로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 세계 재난 통계 연구센터(Centre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s, CRED)에서 제시한 1900년

부터 2012년까지의 세계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피해액을 살펴보면, 1900년대 

초기에 세계 통계치 수집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20세기 후기부터는 

발생 빈도 및 피해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연재해 발생빈도는 

2001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이 상당히 큰 것으

로 나타나 자연재해 피해규모가 대형화됨을 알 수 있다. 1950년대 이후부터

는 홍수, 폭풍, 산사태 등의 수문·기상재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1980년에서 

2012년까지 수문·기상재해 발생이 전체 자연재해에서 약 66%를 차지하고 있

다.3) 우리나라 역시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한 수문·기상재해 피해가 가

염과 호우 발생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 활동으로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농도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는 각각 약 40%, 
150%, 20%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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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크다.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70년대 연 7.4회에서 80년대 10.6회, 90년대 

13.5회, 2000년대 14.4회로 증가하면서 도심침수, 하천범람, 산사태 등의 피

해가 더욱 증가하였다. 과거 10년 동안 재해 피해는 해마다 68명의 사상자와 

약 1조7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0년대 대

비 2000년대에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90년대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여(기상

청, 2015)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의 영향은 동일한 강도의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농촌보다는 

인구와 각종 기반시설 및 자산이 집중된 도시지역에서 인명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이 크게 나타난다(명수정 외, 2009; 심우배 외, 2009).4) 이는 인구와 기

반시설의 밀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아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취약한 지역의 도시 개발과 토지이용이 피해를 가중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의 개발은 자연재해 및 이를 대응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소외계층이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아 밀집하여 거주하게 되며, 재해발생 

후, 이전의 상태 또는 더 나은 상태로 복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연재해 발생은 장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어디에

서, 어느 유형의 재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과거 재해피해

지역 뿐만 아니라 잠재재해취약지역에서도 대형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

므로 기후변화 영향에 대비하는 방재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해위험관리와 기후변화 적응 전략은 앞으로 발생할 잠재적 재해의 사전 

준비 단계로서 이상기후현상에 따른 재해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해위험관리는 재난유형별 취

약성 평가와 관리에 초점을 두는 한편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제시하는 긴급 

상황 관리 가이드라인에서는 도시나 지역사회의 재해 취약성 평가 및 적응, 

복구 능력을 포함하는 회복력(resilience)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김현주 외, 

3) CRED의 자연재해 DB를 통해 4가지 유형의 재해로 구분하여 발생 빈도를 살펴본 결과, 
1980~2012년까지 수문기상 재해(6,710건)가 전체 재해(10,212건) 중 65.7%를 차지하였다.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연평균 발생빈도를 살펴보았을 때, 1900년대 연평균 수문기상 재해가 
2.1건에서 2000년대에는 연평균 278건으로 약 13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질재해, 
기후재해, 생물재해는 각 8배, 130배, 106배 증가하였다.(http://www.emdat.be/database)

4) 국토해양부(2012)가 발표한 2011년도 도시계획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 
91.9%가 전 국토의 16.6%(17,559㎢)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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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즉 기후변화의 적응을 고려한 지역단위의 회복력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어떠한 위험에도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

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방재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재해관련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초기 연구에서는 

자연환경 조건을 통해 어느 지역이 재해로부터 더 많이 노출되어 피해가 큰지

를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관심을 가졌고 최근에 들어서 자연·물리적 

환경조건뿐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의 인문·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회복력에 

대한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김현주 외, 2010; Cutter et al., 2008; Cutter and 

Finch, 2008; Cutter et al., 2010; Shaw and IEDM Team, 2009).  하지만, 대

부분의 연구들은 자연재해에 따른 지역사회 또는 국가 간 회복력 평가를 위한 

개념적 틀과 복합지표개발 방법에 초점을 두어 실제 기후변화 적응에 따른 회

복력 측정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편이다. 특히 국내 연구에서는 도

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위험도를 측정하는 연구들과 특정 자연재

해의 취약성 평가와 지표개발, 자연재해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전부이며,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지방자치단체별 회복력이 어떻게 변하

였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기후변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별 자연재해 발생 시 이를 대처하

고 극복할 수 있는 회복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한 과연 구축된 수정된 회복력

이 자연재해 피해를 저감하는 데 효과적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

으며,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회복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들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수준에서 자연·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지역의 인문·사회·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회복력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들을 취약성과 회복

력 측정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보고 6개 영역(생태·환경, 기반시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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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본, 경제, 사회자본, 제도)의 회복력 지표 후보군을 제시한 후 자료의 수집 

가능성, 대표성, 객관성, 정량성을 충족하는 지표들을 선정하고자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연재해 유형에 따른 피해정도가 다르며, 회

복력을 증진시키는 노력들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서 회복력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유형별 피해 현황을 살펴본 후, 재해 피해액

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나타나는지 분석하여 자기상관성이 존재한다면 자연

재해 유형별 피해액이 큰 지역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회복력을 증

진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자연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회복력은 단기간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00

년과 2010년 두 시점으로 구분하여 재해 유형별 회복력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재해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정량적 분석 뿐 아니

라 정성적 연구를 통해 회복력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들을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회복력이 자연재해 피해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선행연구에 따르면 회복력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한 후 이전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연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문별 

회복력이 자연재해 피해를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자연재

해 피해액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존재한다면, 공간계량모형을 활용하여 부문

별 회복력의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자연재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회복력을 시‧공간적으로 분

석하고, 궁극적으로 자연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한 도시 건설과 지속가능한 도시

를 구현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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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자연재해는 호우, 태풍, 강풍, 대설 등으로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름

철의 태풍과 호우, 겨울철의 대설이 전체 자연재해 피해의 약 99%를 차지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자연재해에 대한 지자체의 회복력 변화와 자연재

해 전체 피해액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재해 발생 시 현장의 지휘 및 예산집행

권을 가지는 23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0년과 2010년을 연구의 범

위로 정하였다.5)

한편 회복력은 단기간에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 범위는 2000년을 자연

재해에 대한 지자체의 회복력 측정 원년으로 하여 10년 후인 2010년 두 시점으

로 분석한다. 이는 재해발생 이후 지역마다 고유한 회복력이 조정된 것을 반영

하기 위함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자료수집의 용이함 때문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

다(표 1-1).

첫째, 자연재해에 대한 지자체의 회복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인문·사회·경제·제도·물리·환경적 측면에서 공간적 

5) 국내 재난관리조직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두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하
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맡고 있다. 또한 중앙재난안
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등을 두고 기능별 역할을 수행하며, 
자연재해가 발생되었을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제 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대책본부에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부록 1). 또한 「자연재해대
책법」 제3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
여 ①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② 풍수해 예방 및 대비, ③ 
설해(雪害) 대책, ④ 낙뢰대책, ⑤ 가뭄대책, ⑥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⑦ 그 밖에 자연재
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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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시군구)에 맞는 63개의 회복력 지표 후보군을 제시하고, 자료수집의 가

능성, 대표성, 객관성, 정량성을 충족한 회복력의 5개 영역(기반시설, 인적자

본, 경제, 사회자본, 제도)을 평가할 수 있는 17개의 최종 지표들을 선정하였

다.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선형변형방법으로 지표들을 표준화한 후 가중선형

결합방법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가중치를 부여해 5개 영역의 회복력 

지수를 계산하였고, 이들을 산술평균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종

합회복력 지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두 시점(2000년, 2010년) 동안의 회복력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전국 

평균 변화율로 전반적인 회복력의 변화를 살펴보고, 자연재해를 어떻게 대응

해왔는지 지자체의 역량을 살펴보기 위해 통계량을 산출하여 자연재해 유

형별(태풍, 호우, 대설) 피해액이 큰 24개의 핫스팟(Hot Spot) 지역을 대상으

로 회복력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핫스팟 지역(강원도 정선군, 충

청북도 청원군)을 선정하여 회복력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지

역신문과 인터넷 검색으로 정성적 연구를 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회복력이 자연재해 총 피해액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

정하기 위한 모델 및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폭

설, 태풍의 강도와 빈도가 매년 달라서 특정 유형의 자연재해 피해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년도를 제외한 2010년을 분석시점으로 하였다. 종속변수는 자연

로그를 취한 자연재해 총 피해액을 사용하였고, 독립변수는 5개 영역의 회복

력 지수와 기후노출을 통제하기 위해 일최대강우량과 적설량을 선정하여 지

리가중회귀모형을 통하여 회복력의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일최대강우량과 적

설량은 230개 지자체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GIS의 역거리 가중치 보간법

(inverse distance weighting, IDW)을 이용해 지자체별로 추정한 평균값을 사

용하였다. 또한 회복력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2000년을 기준으로 수집 가

능한 지표들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2010년에 추가할 수 있는 지표들(사회자본 

회복력- 사회복지예산 비중, 자원봉사자; 제도 회복력- 공공질서 및 안전예

산 비중)을 추가한 회복력 지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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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및 자료

연
구
문
제 
1

회복력 평가 
지표 개발

 선행연구를 통해 46개 회복력 지표 후보군
에서 자료수집 가능성, 대표성, 객관성, 정
량성을 충족한 17개 지표 선정

 지표의 표준화 및 가중치 산정하여 
지자체의 회복력 지수 도출

전국 230개 시군구

 통계청, 시도통계연보
(2000, 2010)

 통계청, e지방지표
(2000, 2010)

 통계청, 인구총조사
(2000, 2010)

 통계청, 사업체총조사
(2000, 2010)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91~’10)

연
구
문
제 
2

지자체의
회복력 변화

 5개 영역 회복력의 전국 평균 변화율 분석

 핫스팟(통계량) 지역을 대상으로 회복력 

변화 분석

태풍, 호우, 대설 24개 
핫스팟 지역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2000, 2010)

 핫스팟 대표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신문 
및 인터넷 검색하여 정성적 연구

강원도 정선군, 충북 청
원군

 강원도민일보, 강원일
보, 강원지방기상청,
인천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충청투데이,
충북일보
(2000~2010)

연
구
문
제 
3

자연재해 피
해에 미치는 
영향력

 IDW 보간법으로 기후노출(일최대강우량, 
적설량) 변수 추정

 지리가중회귀모형으로 기후노출을 통제하
면서 지자체의 5개 영역 회복력이 자연재해 
피해액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전국 230개 시군구

 국토교통부, 한국수문
조사연보(2010)

 기상청, 적설분석(2010)

<표 1-1>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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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크게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구의 흐름은 [그림 1-3]과 

같다. 제 1장은 기후변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제시하였다. 제 2장은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과 회

복력에 관한 이론과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회복력 평

가에 사용될 수 있는 분석틀과 지표들을 살펴보았다.

제 3장에서는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자연재해 유형

별 피해 현황과 재해 유형별 피해액이 가장 컸던 해의 기후노출과 누적피해액

의 공간분포를 비교하였다. 기후노출은 태풍의 경우, 태풍의 영향을 받았던 기

간 동안의 누적 강우량과 최대 풍속을, 호우는 일최대강우량과 강우빈도(일강

우량이 80mm 이상인 날), 대설은 최심신적설량을 선정하여 GIS의 역거리 가

중치 보간법으로 230개 지자체의 평균값을 추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자연재

해 유형별 피해액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Moran I지수로 도출하였고,  통

계량으로 자연재해 유형별 피해액이 컸던 24개의 핫스팟 지역을 추출하였다.

제 4장은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의 시·공간적 

변화를 분석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개념틀을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총 46개의 지표 후보군들 중에서 자료 수집의 가능성, 대표성, 객

관성, 정량성을 충족한 회복력의 5개 영역(기반시설, 인적자본, 경제, 사회자

본, 제도)을 평가할 수 있는 17개의 지표들을 선정한 후 지표의 표준화와 요

인분석을 이용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회복력 지수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5개 

부문의 회복력 지수와 이를 통합한 종합 회복력 지수를 통해 2000년과 2010

년 두 시점 간의 전국 평균 변화와 24개 핫스팟 지역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핫스팟 지역 중 강원도 정선군과 충청북도 청원군을 사례로 지난 11년 

사이에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지역신문과 인터

넷 검색을 통해 분석하였다.

제 5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회복력이 자연재해 총 피해액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한 모델 및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폭설, 

태풍의 강도와 빈도가 매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 유형의 자연재해 피

해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년도를 제외한 2010년을 분석시점으로 하였다.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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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자연로그를 취한 자연재해 총 피해액을 사용하였고, 독립변수는 5개 영

역의 회복력 지수와 기후노출을 통제하기 위해 일최대강우량과 적설량을 선정

하였다. 한편 회복력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2000년을 기준으로 수집 가능한 

지표들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2010년에 추가할 수 있는 지표들(사회자본 회복

력- 사회복지예산 비중, 자원봉사자; 제도 회복력-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 비

중)을 추가한 회복력 지수를 사용하였다. 자연재해 총 피해액은 정(+)의 공간

적 자기상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회귀모형이 아닌 공간계량모델인 지리가

중회귀모형으로 회복력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6장은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자연재해

로부터 보다 안전한 도시 건설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림 1-3]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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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자연재해의 취약성과 회복력에 관해 이론을 고찰하고 실증 분

석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필요한 회복력 지표 

개발 및 분석틀을 정립하였다.

1.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

특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는 평균적인 날씨를 기후라 하며, 평

균 기후에 비해 변동하는 것을 기후변화라 한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점차적으

로 상승하는 지구온난화뿐 아니라 온도가 내려가거나 온도 이외의 이상 기상

현상까지를 포함하여 그 의미가 광범위하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유엔 기후변

화 협약(UNFCCC)에서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체 대기의 구성을 바꾸는 

인간 활동에 의한 것과 자연적 기후 변동을 포함한 기후의 변화’로 정의하고 

있다. 즉,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에 의해 현재 기후시스템이 다른 기후시

스템으로 점차 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자연적 요인에

는 대기와 해양, 육지, 생물권 등의 내적 요인과 화산 분출에 의한 대기권의 

에어로졸 증가, 태양활동의 변화, 태양과 지구의 천문학적 상대위치 변화와 

같은 외적 요인이 있다.

한편, 기후변화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인위적 요인은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와 같은 대기 중 온실가스의 증가로 발생하는 

지구온난화와 인간 활동으로 발생한 에어로졸이 태양 복사에너지의 반사와 

구름의 광학적 성질을 변화시켜 산란 효과로 발생하는 지구 냉각효과, 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등이다.

자연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들은 몇 차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이 2013년에 발간한 5차 보고서(Fifth Assessment Report, AR5)에 따

르면, 인간 활동에 의한 전 지구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농도는 산

업화 이전에 비해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는 각각 약 40%, 150%, 20% 

증가하였다. 이에 지난 100년(1906~2005년)간 지구 평균 기온은 0.74℃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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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였고 북극해의 연평균 해빙 면적은 1979~2012년 사이에 10년간 

3.5~4.1%씩 감소하였다. 또한 해수면 상승폭은 1993~2010년 사이에 3.2 

mm/yr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육지에서 폭염과 호우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등 기존의 정상적인 기후변화 변동 폭이 최근 100년 내에 정상 범위를 큰 폭으로 

넘어서는 점에서 이상기후 현상들은 자연적 발생이 아닌 인간 활동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지구의 기후변화는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 농도를 과다하게 증

가시킨 인간 활동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해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방지 또는 감소시

키고 기후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사전 예방대책을 실행함으로써 

대응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UNFCCC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해요소 

즉,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흡수원을 증가시키는 인위적 개입을 통해 기후

변화 진행을 완화(mitigation)하는 전략과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발생

할 수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 자연적, 인위적 시스템이 조절을 통해 취

약성을 감소시키고 회복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응(adaptation)이라는 두 가

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초기 영향은 적응을 통해 대부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정도가 완화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인간 및 자연 

시스템의 적응 능력을 벗어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막대

한 사회, 경제, 환경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는 효과적인 적응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완화는 기후변화 영향을 예방하거나 지연, 감소시켜 적응 비

용을 감소시키는 반면, 적응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여 완화에 도움을 

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그림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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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PCC, 2007, p.26.

[그림 2-1]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 결과 및 대응관계(Impact-cause chain)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언제,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강도와 빈도로 

발생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생태계, 수자원, 식량, 산업, 주거지

와 사회, 보건, 자연재해 등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와 위험이 증대된다. 단기간 

내에 발생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인간 및 생태계 스스로 대응하고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적응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

축 못지않게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완화와 적응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낮추려는 인간의 대응이라는 점

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완화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감소시키는 행

위 및 정책이며, 적응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취약성과 노출을 줄

이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McEvoy et al., 2006, p.186). 또한 적응은 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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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수단이라 한다면, 완화는 간

접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Klein et al., 2007, p.748).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에 대한 정의는 2001년에 발간한 IPCC의 3차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완화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거나 흡수원을 강화하는 인위적인 

개입을 의미하며, 적응은 실제 또는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반응

하는 것으로 생태·사회·경제 체계에서의 조정을 의미한다. 즉, 기후변화

를 긍정적인 기회로 삼거나 잠재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 상의 과

정, 실행,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기후의 변화 및 변동에 대한 커뮤니

티, 지역 등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조정이 포함된다.’6)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은 작동하는 영역이나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시‧공간적 스케일에서 차이가 있다. 온실가스 저감을 목표로 하는 완화

는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편익이 나타나며, 전 지구적 협력이 필요로 한다. 반

면 적응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며, 기

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스템 안에서 적용되어 공간적 범위가 국가 

또는 지역단위로 국한된다.

한편, 완화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미래 세대

의 이익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 적응은 기후변화에 따른 현재 세대의 

피해를 줄이는데 보다 높은 가치를 둔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정량화가 용

이하지만, 국가나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적응의 경우, 

지리적 위치나 지형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적응의 

편익도 사회‧경제적 환경 및 위험에 대한 인식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효과를 

정량화하기가 어렵다.

완화와 적응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해당사자와 적용  

6) Mitigations is an anthropogenic intrvention to reduce the sources or enhance the 
sinks of greenhouse gases. adaptation is adjustment in ecological, social, or economic 
systems in response to actual or expected climatic stimuli and their effects or 
impacts. This term refers to changes in processes, practices, or structures to 
moderate of offset potential damages or to take advantage of opportunities 
associated with changes in climate. It involves adjustments to reduce the vulnerability 
of communities, regions, or activities to climatic change and var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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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다르다. 완화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원에 

초점을 맞추지만 적응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과 노출을 줄이기 위해 기후

변화에 민감한 도시계획, 수자원, 식량, 보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완화의 주

요 이해당사자는 에너지를 다량으로 소비하는 배출원으로 적응에 비해 이해

당사자가 한정적인 반면, 적응은 중앙정부에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기 

때문에 집행에 있어 복잡한 특성을 가진다.

끝으로 완화는 온실가스 감축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에 반해 적응은 즉각적으로 편익이 발생하

지 않는 선제적 행동을 제외하고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감소하려는 인센

티브가 필요 없다는 특징이 있다(고재경·김희선, 2013).

이상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을 특징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으며, 온실

가스 배출 및 토지이용변화와 기후재난 위험과의 관계는 [그림 2-2]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토지이용의 변화는 적응 및 완화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과

정들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기후의 인위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기

후변화와 사회경제적 과정들은 인간계와 자연계의 취약성과 노출, 위해

(hazards)의 원인이 된다. 위험(risk)은 취약성, 노출, 위해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되고 이는 기후의 영향(impacts)으로 인해 위험한 현상들이 나타

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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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완화 적응

관심 사항 ‧ 기후변화 원인 ‧ 기후변화 결과

공간 규모 ‧ 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 감소 ‧ 지역적 차원의 피해 감소

협력 수준 ‧ 지구적 수준의 협력 ‧ 국가, 지역단위의 협력

시간 
프레임

‧ 장기적 편익 ‧ 단기적 편익

대안의 
비용-편익

‧ 온실가스 감축효과의 정량화 및 대안
별 비교 가능

‧ 정량화의 어려움, 지역 상황에 따라 비
용 편익 차이 발생

비용 주체 
및 수혜자

‧ 배출원 또는 지역의 비용 부담‧ 주로 타인에게 이익‧ 지구적 편익, 미래 세대에게 편익 발
생

‧ 지역의 비용 부담‧ 주로 적응행위 이행 주체에게 이익‧ 지역적 편익

대응 부문 ‧ 에너지, 수송, 건물, 산업 부문
‧ 도시계획, 물, 농업, 보건, 연안지역 부

문

인센티브 ‧ 인센티브 필요 ‧ 인센티브 필요성 낮음

<표 2-1>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의 특징

출처: 고재경, 김희선, 2013, p.33. 재구성

출처: IPCC, 2014, p.3.

[그림 2-2] 온실가스 배출 및 토지이용변화와 기후재난 위험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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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재해 회복력

1) 자연재해 회복력 개념

회복력(resilience)은 기후변화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 분야에서 다양한 개

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의미가 한계성(marginality), 민감성(susceptibility), 

적응성(adaptability), 연약성(fragility), 위험(risk) 등과 혼용되고 있다(Liverman, 

1990).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우리가 당면해 있는 위험 즉, 자연재해 발생 시 이를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복력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회복

력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자연재해 회복력 정의

회복력(resilience)은 ‘다시 돌아가는(to jump back)’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resilio’에서 유래되었으며(klein et al., 2003), 취약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미래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더 견뎌내는지를 알아보는 등 아동발달에서 

악조건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등(Masten et al., 1990) 1940년

대 심리학, 정신의학 분야에서 회복력의 개념을 사용하였다(Manyena, 2006).

그러나 회복력을 처음으로 정의한 것은 동물학자이자 행태경제학자인 C.S. 

Holling이다. Holling은 회복력을 시스템의 변화와 방해를 흡수하고 인구 또

는 지역 요소간의 동일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능력과 사회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라 정의하여(Holling, 1973, p. 14) 생태적 측면의 회복력을 강

조하였다.

한편,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회복력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Timmerman(1981)

은 자연재해의 영향을 흡수하고 그 피해를 복구하는 시스템의 능력이라 정의하였

고(Klein et al., 2003) 그 이후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회복력에 대한 정의가 제시

되었다. 자연재해 분야에서 제시된 회복력 정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표 

2-2), 회복력 정의는 각 분야의 복잡한 활동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개념 정의에 대

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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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정의

Timmerman(1981) 회복력은 재해로부터 회복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시스템의 능력이다.

Pimm(1984)
생태계의 회복력은 충격이나 교란 이후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속도이자 
시스템 구성요소의 안정성보다는 시스템 자체의 기능과 관련된다.

Wildavsky(1988) 회복력은 예기치 못한 위험을 극복하는 능력이다.

Mileti(1999)
지역사회의 재해 회복력은 엄청난 손실, 피해, 생산성 저하없이 극단적
인 자연현상을 견뎌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Adger et al.(2005)

회복력은 충격과 교란으로부터 기본적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고 인간의 
생계를 위한 필수적인 자원과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
템의 능력으로 본다.
사회 회복력은 제도, 경제구조, 재산권, 자원의 접근성, 인구 변화와 같
은 대리변수들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

Chen et al.(2008);
Geis(2000)

재해관리 측면에서 회복력은 재해에 저항하거나 적응하는 능력이자 빠
른 복구 능력이다.

Adger et al.(2005);
Cutter et al.(2008);
Folke(2006);
Klein et al.(2003)

회복력은 재해의 충격을 흡수하고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 조직화하는 능력이며, 피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능력
과 더불어 학습과 적응을 통해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Bruneau et al.(2003)
회복력은 재해발생 전에 피해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준비와 재해발
생 이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Cardona(2003)
회복력은 피해를 입은 생태계나 지역사회가 부정적인 영향을 흡수하고 
회복하는 역량이다.

Kang et al.(2007)
회복력은 재해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시스템의 능력이며, 불안정
한 상태의 지속시간으로 측정한다.

UNISDR, 2009
재해에 노출된 시스템, 커뮤니티 또는 사회가 재해의 영향으로부터 시기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기본적인 구조 및 기능의 보존과 복원을 통
해 저항, 흡수, 적응, 회복하는 능력이다

Zhou et al.(2009) 대체로 회복력은 손실로부터 저항하고 복구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표 2-2> 자연재해 회복력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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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시된 다양한 회복력의 정의는 <표 2-3>과 같이 크게 생태적, 공학

적, 사회적, 사회‧생태적, 공간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생태적 회복

력은 생물의 다양성과 급속한 성장과 개발, 보존, 완화, 재생의 과정을 통해 

생태 시스템이 더욱 탄력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동성과 창조성 같

은 생태계의 주요 기능에 초점을 두었다(Folke, 2006).

두 번째로 공학적 회복력은 외부의 교란이 있은 후 본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에 초점을 둔 것으로 [그림 2-3]을 통해 생태적 회복력과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구분 특성 관심 사항 맥락

생태적 회복력
완충능력, 외부충격에 견
딤, 기능 유지

저항, 견고함
다양한 균형, 안정적인 
상태

공학적 회복력 복구 시간, 효율성 복구, 지속성 안정적인 균형상태

사회적 회복력
경제, 소득분포, 인구, 사
회적 자본의 경제적 측면

지역사회, 제도, 경제 경제적 균형

사회‧생태적 
회복력

교란, 재조직, 지속가능
성, 개발 간의 상호작용

적응능력, 변이
(transformability), 학습, 
혁신

통합시스템의 피드백, 
다방면의 상호작용

공간적 회복력
특정 공간상의 완충, 기
능유지, 경제, 상호작용

저항, 제도, 경제, 학습, 
혁신

다양한 균형, 안정적 상
태, 통합시스템의 피드
백, 다방면의 상호작용

<표 2-3> 다양한 회복력의 특성

출처 : Folke et al., 2006 수정 및 추가

출처: Adger, 2000, p.350. 수정

[그림 2-3] (a) 생태적 회복력  시스템이 흡수할 수 있는 교란 정도에 초점 , 

      (b) 공학적 회복력  교란이후 시스템의 회복 속도 또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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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 회복력은 지역사회, 제도, 경제에 대한 반응에 관

심을 둔 것으로 경제성장, 사람들의 소득분포, 인구이동, 사회적 자본을 경제

적 측면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Adger, 2000). 다음으로 사회‧생태적 

회복력은 ①변화와 불확실성에 대한 학습, ②충격을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형

태의 선택권을 배양, ③학습과 혁신을 고무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여

러 유형의 학습 지식 통합, ④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를 위한 기회 창

출 등 이상 네 가지 요소가 회복력 강화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공간적 회복력은 앞서 기술한 공학적 측면을 제외한 모든 특성을 종합한 

형태로 공간(동네, 지역, 도시, 국가)적 측면을 강조하여 외부 충격으로부터 

저항하고 경제, 혁신, 학습, 제도 등의 상호작용으로 회복력을 증진시킨다

(Cutter et al., 2008; Turner et al., 2003).

지금까지의 회복력 특성들을 종합해 보면, 회복력이란 어느 한 시스템에 충격

이나 스트레스가 가해질 때 이를 견디고 복구하여 이전의 상태 또는 더 나은 상

태로 돌아가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회복력은 현장 업무와 학계 모두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방

법으로서 사용하려 하지만 이는 오해의 소지가 존재한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

련된 연구에서는 취약성을 구성하는 적응능력을 회복력의 개념으로서 동등하

게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2) 취약성과 회복력 간의 관계

취약성과 회복력은 많은 학문분야에서 개념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공통점

들이 있다. 사회적 취약성 개념은 O’Keefe et al.(1976)에 의해 제기되어 자연

적 요소보다 사회·경제적 취약성의 결과로서 재해 피해가 더 크게 발생됨을 

주장하였다. 그 후 사람들의 행위가 취약성을 높인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물리

적 충격에 의해 발생되는 재해 피해에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 

오늘날 회복력과 취약성을 연결시키고 물리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재해로

부터 방재하는 방식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컨대, 범람지역의 

제방건설과 같이 잠재적으로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자연환경적인 요소를 통

제하려는 시도들은 재해가 발생할 때 적응 및 극복능력을 통해 예상치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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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를 다루는 방법들을 강조하는 것들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Bankoff et 

al., 2004).

여러 문헌들을 통해 취약성과 회복력 간의 관계는 정반대이거나 서로 밀접

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명확한 관계 정립에 어려움이 있다. 

Manyena(2006)는 취약성과 회복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용어정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예컨대, 취약성의 정의를 재해로부터 극복하거나 복

구하는 능력으로 본다면, 취약성은 회복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

다고 보았다. 한편,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정책을 제시하는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Resilience Alliance는 회복력 감소에 의해 영속되는 방식으로 취약

성과의 관계를 정립했다(Klein et al., 2003). 즉, 매우 취약한 지역이나 집단

은 회복력이 약하다는 의미로 반대의 관계가 성립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어 

이러한 관계에서는 회복력이 취약성의 한 구성요소이자 취약성 역시 회복력

의 구성요소로 볼 수 있다.

반면 취약성을 재해에 대한 노출이나 위협, 잠재적 손실정도로 본다면 취약

성과 회복력의 개념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어 Manyena(2006)는 두 

개념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서로 독립

적이지만 일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Cutter et al., 2008).

이상을 종합해 보면, 취약성과 회복력의 관계를 두 가지 견해로 보고 있다. 

첫 번째는 취약성과 회복력이 서로의 요소로서 보는 것이며, 두 번째 관계는 

취약성과 회복력을 독립적이나 종종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다. 전자와 후

자 모두 취약성과 회복력을 연구할 때 깊은 함의를 준다.

2) 자연재해 회복력 분석틀

(1) 생태적 회복력

Holling(1973)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으

로 생태적 회복력을 정의하였다. 생태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변화가 진행되는 동안 재조직화하는 능력을 포함시키는 것이 특징이다(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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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4). 특히 균형상태에서 동적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생태시스템의 재조

직화를 설명하기 위해 회복력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계는 

외부교란에 노출되었을 때 하나의 균형상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중균

형상태로 볼 수 있다(Folke et al., 2002).

생태적 회복력은 시스템 안에서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기후현상을 흡수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는 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회

복력은 일반적으로 결과물이 아닌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생태계의 능력을 증

가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해에 있어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가능하다(Manyena, 2006).

(2) 사회적 회복력

사회적 회복력은 자연재해가 발생되기 전과 후의 지역사회, 제도, 경제의 반응

을 사회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회복력은 인구 취약성과 직

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회적 과정을 측정하는 방법들을 수반하며, 자연재해에 취

약하게 만드는 지역사회의 속성들과 회복력을 증진시키는 속성들이 일부 중복되

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적 회복력은 취약성과 회복력 모두를 다룰 필요가 있다.

사회적 취약성은 추후 발생할 재해를 복구하는 차등적인 능력이나 위해에 

대한 잠재력을 가진 시스템의 질 또는 교육의 속성들로 보일 수 있다. 인구의 

사회 취약성은 누가 또는 무엇이 위험에 노출되었는지와 위험해질 수 있는 정

도를 나타내는 민감도로 구성된다(Adger, 2006; Cutter, 1996). Cutter et 

al.(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일부 정보나 자

원의 접근성, 재해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 주거 선택 및 입지, 영세주민에 대한 

정치적 소외에 영향을 주는 불평등 때문에 피해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사회적 회복력은 자원, 경제성장, 소득 분포 및 안정성에 의존하는 정도를 통

해 측정하기 때문에 결과 지향적이라 볼 수 있지만(Adger, 2000), 결과보다는 

과정으로서 회복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속성의 변화 없이 제 기능이 

계속 유지되고 외부 충격에 적응하는 사회 시스템의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 필요하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은 재해 피해가 발생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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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에 견디고 적응하며 복구하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변화

와 대응을 이끈다.

(3) 사회·생태적 회복력

사회·생태적 측면에서 회복력을 이해하기 위해 적응주기(adaptive cycles)인 

파나키(panarchy)와 적응(adaptability), 다변성(transformability)의 개념을 이

해할 필요가 있다. 적응주기는 시스템 내부의 역동적인 결과로서 변하게 되는 

구조와 기능을 의미한다(Holling, 2001; Walker et al., 2006). 파나키는 시스

템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하향식 상호작용으로 연결된 구조와 과정을 설

명하는 것으로 사회·생태적 회복력 차원에서는 동일한 기능과 구조를 유지한 

채 외부충격을 경험한 시스템의 능력을 의미하는 반면, 적응은 회복력을 이용

하여 예측하거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다변성은 기존 

시스템이 유지되지 못할 때 전체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한다(Walker et al., 2004). 사회·생태 시스템에서의 다변성은 과거의 제

도 실패, 재해 경험을 토대로 한 직접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Walker et al., 

2006).

사회·생태적 회복력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는 첫째, 생태적 회복력 

관점에서 과거 재해 경험을 통해 증진되는 사회학습 둘째, 사회적, 생태적 모

든 측면에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대처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대안들을 증진시

키는 여러 유형들의 지역사회, 셋째, 학습 및 혁신을 촉진시키는 여러 유형의 

지식들의 조합, 마지막으로 자가 조직을 위한 기회 창출 이상 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Folke et al., 2003).

수많은 지표들은 계량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사회-생태적 관점에서 시

스템이 회복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도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또한, 시

스템이 학습과 적응능력이 증진시킬 수 있는지 또는 학습으로 인해 발생하는 

활동들의 변화, 학습을 반영한 거버넌스의 변화, 네트워크화된 거버넌스 시스

템 보급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양한 사회, 경제, 제도, 생태적 기능을 가진 주체 뿐 아니라 불확실성의 

이해를 반영하는 제도는 사회·생태 시스템 내에서 회복력에 영향을 주는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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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고려해야 한다(Bahadur et al., 2010).

(4) 4R 프레임워크

연구자들은 환경 및 사회의 상호작용 하는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특성들을 통해 회복력은 대체성, 효율성, 다양성, 상호의존성, 유연성의 조합

이 필요함을 지적했다(Godschalk, 2003; Zimmerman, 2001). 이러한 원리에 

따라 Bruneau et al.(2003)과 Tierney와 Bruneau(2007)는 회복력이 있는 기

반시설의 4가지 기능적 목표(내구성(robustness), 대체성(redundancy), 자원

동원력(resourcefulness), 신속성(rapidity))를 나타내는 회복력의 4R 프레임워

크를 제안했다. 내구성은 기능 저하나 손실 없이 외부 충격을 견디는 시스템

의 강도 또는 능력을 의미한다. 대체성은 기능의 방해, 중단, 손실이 발생될 

경우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자원동원력은 시스템의 일

부 요소가 방해받을 때 문제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자원을 동원하

는 지역사회의 역량이다. 마지막으로 신속성은 우선순위를 충족하고 적시에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한편, Tierney와 Bruneau(2007)는 4R 프레임워크에 기술(technic), 조직

(organization), 사회(society), 경제(economy) 이상 4가지 영역(TOSE)을 추

가시켰다. 기술부문은 시스템의 물리적 속성을 의미한다. 기술부문 내에서의 

속성은 손실이나 피해에 저항할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과 내구성을 더한 물리

적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조직 부문은 재해에 관련된 조직의 기능 향상을 위

해 조직의 역량, 계획, 교육, 리더십, 정보관리의 측정을 포함한 시스템의 물

리적 구성요소를 관리하는 조직 및 기관을 의미한다. 사회부문은 특정 집단을 

취약하게 만드는 인구 및 지역사회의 속성을 포함한다. 이러한 속성에는 빈

곤, 교육정도, 언어적 고립성, 자원 접근성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부문은 재해 이후 즉흥적이고 혁신을 위한 능력과 지역 경제의 속성 차원에서 

정의된다.

4R의 접근법은 투자를 통해 기반시설의 4가지 속성 모두를 향상시킬 수 있

는 회복력의 다양한 경로를 강조한다. 반면, TOSE는 물리적 시스템 외에도 

사회, 제도, 경제적 부문의 회복력에 접근하는 방식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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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재해 회복력에 대한 연구

유엔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UN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UN/ISDR)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2005-2015 효고 행동 프

레임워크(Hyogo framework for action 2005-2015)에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재해 회복력 증진이라는 전략을 채택하였고, 이후 재해 연구 분야에서 회복력

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김현주 외, 2010; Cutter, 2008; Cutter 

et al., 2008; Cutter et al., 2010; Shaw et al., 2009).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회복력 측정을 위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대리변수들을 제안

하였다.

자연재해의 회복력 측정을 위한 개념적 분석틀을 제시한 연구를 살펴보면, 

지역사회 수준에서 회복력을 평가하기 위한 ‘장소 기반 재해 회복력 모델(the 

Disaster Resilience of Place model, DROP)’을 개념적으로 제시한 연구

(Cutter et al., 2008)와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자본유형별(사회적, 

경제적, 인적, 물리적, 자연)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지표를 선정하여 지역사회 

재해 회복력 지수(Community Disaster Resilience Index, CDRI)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Shaw et al., 2009)가 대표적이다.

1) 취약성 평가 연구

재해 취약성 연구는 크게 기후변화의 취약성과 도시방재측면에서의 위험도 

평가로 이루어졌다. 먼저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재해위험 관리 차원에서 도

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수해, 화재, 건물붕괴, 대피, 가스폭발 등)를 대상

으로 재해 발생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위험도를 평가하는 연구(강양석, 

2004; 박채운·이주형, 2010; 신창호 외, 2007; 최충익, 2003)들이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위재해도 포함하여 대형 피해를 방지하

기 위한 재해유형별 위험도를 제시하고 대상지역의 재해정보와 재해에 취약

한 요인을 도출하였다.

급경사지에 입지한 주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위험요소를 파악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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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양석, 2004)에서는 이들 장소를 정비 및 관리함에 있어 방재 관점에서 

고려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을 제시하였다.7) 또한 강양석(2004)의 연구와 

유사하게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재해취약성을 분석하고 위험성에 기초하여 

정비 및 관리 방안 수립에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박채운·이주형, 2010)도 있

다. 신창호 외(2007)의 연구에서는 화재·건물붕괴·대피·가스폭발위험도와 종

합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고 지역주민 설문을 통해 재해예

방을 위해 방재에 대한 주민의식을 강화해야한다는 재해 사전준비와 교육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충익(2003)은 도시의 자연재해 취

약성에 미치는 요소를 자연적‧인문적‧물리적 차원으로 구분한 후 자연재해피

해함수를 도출하여 자연적 요소 외에 시가화 면적 즉, 도시적 토지이용이 자

연재해 피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8)

한편, 국내 연구는 대부분 도시의 물리적 환경에 의한 재해 위험도를 도출하

여 도시 정비 및 재해예방 차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해외 연구는 생

태·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도시 및 지역의 구성원들의 사회적 속성을 포함시켜 

환경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연구(Adger et al., 2006; Chang-Yi and 

Huan-Chang, 2007; Cutter et al., 2000; Cutter et al., 2003; Cutter and 

Finch, 2008; Kumpulainen, 2006; Wood et al., 2010)가 주를 이루고 있다.

우선 장소를 기반으로 한 자연재해 취약성 연구를 대표할 수 있는 Cutter 

et al.(2003)은 1996년에 제안한 Hazards-of-Place Model of Vulnerability 

개념 틀(그림 2-4)을 토대로 자연재해와 기술재해에 한해 실제 사례에 적용

하여 생태·물리적 취약성과 사회적 취약성, 그리고 종합적인 장소 취약성을 

평가하였다.9) 또한 동일 분석틀로 홍수재해에 대한 연구(Chang-Yi and 

Huan-Chang, 2007)에서는 물리적, 사회적, 장소 취약성 지도를 작성하여 주

요기반시설 및 생명선(lifelines) 입지 결정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사회 

취약성은 여성, 가구원 수, 총인구, 빈곤층, 독거노인,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

자, 14세 이하 청소년, 문맹률 등 이상 9개의 인구학적 요소로 측정하였다.

7) 도로폭원을 고려한 건물 구조와 높이, 급경사지에 중고층 건물 건축 시 외벽에 벽돌 사용 
제한, 단위건축면적 규모 제한

8) 대리변수는 연간 강수량, 하천면적(자연), 인구(인문), 시가화 면적(물리)을 사용하였다.
9) 자연재해 유형은 토네이도, 강풍, 해일, 폭풍, 지진으로 구분하였고, 기술재해는 화학유해

물질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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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utter et al., 2003, p.244.

[그림 2-4] 사회적 취약성을 포함한 장소 취약성 모델

자연재해에 대한 사회적 취약성 분포의 시간적 변화를 살펴본 연구(Cutter와 

Finch, 2008)에서는 Cutter et al.(2003)이 도출한 사회 취약성 종합지표(Social 

Vulnerability Index, SoVI)를 바탕으로 ‘+2 표준편차 이상을 높은 취약성’, ‘-2 

표준편차 이하를 낮은 취약성’으로 구분하여 196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간

격으로 카운티 단위로 취약성 분포도를 작성하여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총 

7개 지표 중 5개의 지표(사회경제적 상태, 개발, 나이, 인종, 성별)가 매 시점별 

사회취약성의 분산을 70% 이상 설명하며, 모든 시점에서 사회경제적 상태가 

취약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4).10)

10) ①사회경제적 상태(빈곤율, 고졸 이하 비율, 1인당 수입, 주택가치 중위수), ②나이(중위
수, 18세 이하 비율, 65세 이상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출산율), ③개발(상업수, 제
조업수, 주택수, 신규 주택 허가수, 전 산업 이익), ④농촌(농임어업 고용율, 농촌 인구
비율), ⑤인종(아시아인 비율, 아프리카계 비율, 원주민 비율, 히스패닉계 비율), ⑥성별
(여성비율, 여성 가구주 비율, 여성 노동 취업률), ⑦고용(교통, 통신, 공공시설 고용 비
율, 서비스업 고용 비율, 1인당 병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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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1970 1980 1990 2000

분산설명력
(%)

72.7 73.2 77.5 77.9 78.1

지표 구성 수 9 11 12 12 11

주요 인자
(분산설명력

(%))

사회경제적 
상태(18.4)

사회경제적 
상태(15.3)

사회경제적 
상태(13.9)

사회경제적 
상태(13.3)

사회경제적 
상태(14.7)

개발(12.5)
나이(8.6)
나이(고령)

(7.3)

나이(11.2)
농촌(8.0)
고용 및 
성(7.8)

개발(13.4)
나이(10.3)

인종 및
 성(8.8)

나이(11.8)
개발(8.9)
농촌(7.2)

나이(13.2)
개발(13.1)
농촌(8.9)

고용 및
 성(6.9)

개발
(7.6)

성(6.4)
인종 및
 성(6.9)

인종 및
 성(8.2)

<표 2-4> 사회취약성 지표 구성(1960년2000년)

출처: Cutter & Finch, 2008, p.2302.

생태·물리적, 사회적 취약성과 더불어 경제적 취약성도 고려한 연구

(Kumpulainen, 2006)에서는 유럽연합의 27+2개국을 NUTS3 단위로 위험지

도(risk map)을 작성하여 유럽연합의 위험 현황을 살펴보았다.11) 이 연구는 

위험을 잠재적 재해와 취약성의 조합으로 정의하여 ‘위험(Risk) = 잠재적 위

해(hazard potential) × 취약성(vulnerability)’ 과 같은 식으로 산출하였다. 

여기서 취약성은 잠재적 피해와 대처능력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되고, 

잠재적 위험은 재해 규모 및 빈도로 측정하였다(그림 2-5).

11) 유럽연합은 지역 통계 구축과 사회경제적 분석을 위해 지역을 3단계의 위계(NUTS 1, 2, 3)
로 설정하였고 NUTS 1은 주요 사회 경제적 지역, NUTS 2는 정책 실행을 위한 기본 단위의 
지역, NUTS 3는 특정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가장 작은 단위의 지역이다(유럽통계청,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nuts_nomenclature/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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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umpulainen, 2006, p.71.

[그림 2-5] 경제적 취약성을 포함한 지역 취약성 모델

2) 취약성 및 회복력 평가 지표 연구

(1) 취약성 평가 지표 연구

기후변화 측면에서 재해 취약성 연구는 근래 취약성 평가에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 기후관련 재해의 물리적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Brooks et al., 2005; 

Torresan et al., 2008)에서는 ‘누가?, 왜?’ 취약한지보다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이?’ 발생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분야

에서도 물리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취약성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반영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재경 외, 2010; 고

재경·김희선, 2011;  김환석 외, 2012; 유가영·김인애, 2008; 최현아 외, 

2009; Wu et al., 2002; Frazier et al., 2009). 특히 해외에서는 Cutter et 

al.(2003)의 사회 취약성 종합지표가 기후변화 분야에서 기후재해(홍수, 허리

케인, 가뭄, 해수면상승 등)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광역시도 또

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김환석 외, 2012; 유가영·김인애, 2008; 최현

아 외, 2009)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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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성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도 상당히 이루어졌다. 카운티 수준

에서 250개 변수에서 42개를 최종 선택하여 분산의 76%를 설명하는 11개 요인

을 도출한 Cutter et al.(2003)의 사회 취약성 종합지표(Social Vulnerability 

Index, SoVI)가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표 2-5).

국가 간의 사회적 취약성을 평가한 연구(Adger et al., 2006)에서는 경제, 

건강과 영양, 교육, 기반시설, 거버넌스, 지리 및 인구통계, 농업, 생태계, 기술 

등 총 9개 범주로 구분하여 46개 변수를 선정하여 이를 사망률과 상관성 분

석을 통해 10% 이하의 유의확률을 갖는 11개의 지표를 최종 도출하여 취약

성 평가에 사용하였다(표 2-6).

No. 요인
분산

설명력(%)
변수 상관관계

1 개인 재산 12.4 1인당 소득 +0.87

2 연령 11.9 중위 연령 -0.90

3 건조환경 밀도 11.2 평방마일당 상점 수 +0.98

4 단일 경제 의존성 8.6 1차산업 고용율(%) +0.80

5 주택 및 임대 7.0 이동주택 비율(%) -0.75

6 인종(아프리카계) 6.9 아프리카계 미국인 비율(%) +0.80

7 민족(히스패닉) 4.2 히스패틱계 비율(%) +0.89

8 민족(북미원주민) 4.1 북미원주민 비율(%) +0.75

9 인종(아시아) 3.9 아시아인 비율(%) +0.71

10 산업 점유율 3.2 서비스산업 종사자율(%) +0.76

11 기반시설 2.9 교통, 통신, 공공시설 종사자 비율(%) +0.77

<표 2-5> 사회취약성 지표 선정 결과

출처: Cutter, 2003, 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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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지표(최종선택:*) 구분 변수 지표(최종선택:*)

경제

국부
일인당 GDP

거버
넌스

정책 효과성 부패 컨트롤

국민실질소득(GNI) 서비스 전달능력 정부 효과성(*)

비형평성 지니계수(Gini) 적응에 투자할 
의사

정치적 안정

경제자율성 부채상환 법에 의한 지배

건강
과

영양

정부의 건강지원
일인당 건강 지출 분쟁 국내 피난민

공공 건강 지출 적응에 대한 장벽 규제환경 질

지병으로 인한 
부담

장애로 수정된 기대수명 참여적 의사 결정 투표권과 책임감(*)

의료혜택 사용 
가능성

10만명당 모 사망률(*) 정치적 과정에 
대한 영향

시민적 자유(*)

일반 건강 출생시 기대수명(*) 정치적 권리(*)

경제활동 가능한 
사람들의 제거

AIDS/HIV 감염

지리, 
인구 
통계

해변으로부터의 
위험

해안선 길이

영양상태 일인당 열량섭취(*)
해변으로부터 

100㎞ 이내 인구

일반적 식량 사용 
가능성

식량생산성 지수 자원 압박 인구 밀도

영양에 대한 
접근성

식품가격 지수

농업
농업의존

농업 취업자 수

교육

교육지원
GNP중 교육비 지출비 농촌 인구수

정부지출 중 교육비 
지출비

농업 남성 취업자

정보 취득 가능성

15세 이상 문맹비(*) 농업 여성 취업자

15~24세 문맹비(*) 농업 자급자족 농업 생산성 지수

남성에 대한 여성의 
문맹비(*)

생
태
계

환경적 스트레스

보호되는 토지 면적

기반
시설

지방공동체의 
고립

도로 삼림 전용율

지방공동체에 
대한 지원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지방 인구

삼림면적

기본적 
기반시설의 질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인구(*)

사람이 안사는 
토지면적

기술

연구를 위한 
자원과 지원

R&D 투자
수자원의 

지속가능성

일인당 지하수 함량

연구수행력과 
이슈 이해력

R&D 부문의 과학자와 
기술자

일인당 수자원

<표 2-6>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표

출처: Adger et al., 2006, p.273-277. 재정리

유가영·김인애(2008)는 국가간 취약성 평가를 위해 개발된 Moss et 

al.(2001)의 취약성-회복력 지표 원형모형(Vulnerability-Resilience Indicator 

Prototype model, VRIP) 지표를 활용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지표를 재선정하

여 취약성-회복력 지표를 개발하였고(표 2-7) IPCC의 개념틀에 따라 광역시

도를 대상으로 취약성 분포를 파악하였다. 민감도 부문은 크게 인간정주‧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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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생태계, 보건‧복지에 해당하는 세부요소가 있으며, 적응능력 부문은 경

제적 능력, 교육, 환경역량, 산업구조의 세 가지 세부 요소가 선정되었다. 대

부분 항목이 국외연구들을 바탕으로 국내실정에 맞게 재구성된 지표들이며 

이 중 산업구조가 추가되었다.

한편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가단위의 취약성 평가방법을 국내에 적용

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후변화와 대규모 하천정비사업 영향에 의한 취약성 변화

를 평가하고자 지역단위 분석에 적합한 지표를 개발한 연구(김환석 외, 2012)에

서는 유가영‧김인애(2008)의 취약성-회복력 지표를 수정하여 IPCC(2001)의 취

약성분석 모델에 적용하여 시나리오별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였다(표 2-8).

카테고리 세부 요소 대리변수

민감도

인간정주 / 
기반시설

상수도 인구(%)

하수도 보급률(%)

국토이용면적 중 제방면적률(‰)

상수도 1일 1인 급수량(ℓ)

저수율

1월 ~ 12월 평균 저수율(%)

3월 ~ 10월 평균 저수율(%)

4월 ~ 6월 평균 저수율(%)

생태계

관리되는 토지율(%)

국토면적 중 산림면적(%)

국토면적당 산림축적(㎦/㎢)

보건 / 복지

출산율(birth/woman)

기대여명

인구당 건강보험적용인구

독거노인비율(%)

적응능력

경제적 능력 GDP(백만 원)

인력자원, 교육 의무교육적령아동취학률(%)

환경역량 단위면적당 SO2 배출량(ton)

산업구조 (1+2차 산업) / (1+2+3차 산업)*100 (%)

기후노출

홍수 호우변수

일강수량이 80mm 이상인 날 평균

일강수량이 80mm 이상인 날의 최고값

1일 동안의 최대강수량(mm)

혹서 열파변수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횟수(평균)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횟수(최고값)

일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의 횟수(평균)

일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의 횟수(최고값)

<표 2-7> 주성분 결과 선정된 자료

출처: 유가영·김인애, 2008,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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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대리변수 가중치

영향

노출
일 강수량 80mm 이상일 날 수 0.97

100년 빈도 일 확률강우량(mm) 0.03

민감도

100년 빈도 일 직접유출량(㎥/sec) 0.03

소하천 비개수율(%) 0.15

100년 빈도 홍수위 이하인 지역 면적비율(%) 0.82

적응 능력

하수도 보급률(%) 0.06

지자체의 현재까지의 방재‧유지보수 성과
(지역안전도 “소하천” 진단항목 점수)

0.41

재정자립도(%) 0.10

지자체 방재 적응 능력(지역안전도 “공동지표” 진단항목 점수) 0.01

응급의료기관 수 0.41

<표 2-8> 대리변수 및 엔트로피 가중치

출처: 김환석 외, 2012, p.111.

고재경 외(2010)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관련 정책을 

진단하고자 기후변화 영향(인명피해, 피해액, 침수면적), 적응조치(위험지구 

수, 예방투자금액), 민감도(도시화율, GRDP)에 해당하는 대리변수를 이용해 

기후변화 취약성 유형을 4개의 군집으로 분류하고, 군집별 기초자치단체의 적

응정책 수립방향을 제시하였다(표 2-9). 또한 고재경·김희선(2011)은 경기도

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5개의 대리변수를 이용한 취약성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지자체 간 상대적 취약성을 비교하여 기초자치단체 단위로서 처음

으로 종합적인 취약성 분석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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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지표

기후노출

호우

호우일수(80mm이상/ 일 강수량)

1일 최대강수량

강수강도지수(연간 총 강수량/총 강수일수)

가뭄
연속적인 무강수일수 평균

연속적인 무강수일수 최대값

혹서

열대야 일수(일최저기온25℃이상인 날 횟수)

일최고기온33℃이상인 날 횟수

열파지속지수(일 최고기온이 평년 일평균 대비 5℃초과한 날이
5일 초과하여 지속되는 기간의 최대값)

해수면 상승 해수면상승률

민감도

지리적 특성 및
토지이용

생태적 민감지역(멸종위기종 수)

가뭄 취약지역(농지면적 비율)

홍수 취약지역(홍수범람구역 면적 비율, 하천부지 점용면적 비율)

연안 침수 취약지역(표고 1m 이하 면적 비율)

인구적 특성

인구밀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

사회적 취약인구 비율(독거노인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기후민감질환자발병률(호흡기질환 환자 비율, 매개체 질환 환자 비율)

기반시설 / 산업

사회기반시설(교통 및 공급시설 면적 비율)

산업단지(산업단지 면적 비율)

건물(노후 단독주택 비율)

<표 2-9>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취약성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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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계속

구분 항목 지표

적응능력

경제적 능력

GRDP

경제성장률(최근 5년간 GRDP 증가율)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예산)

물적 인프라

녹지(1인당 공원면적)

하천개수율(하천개수 연장/요개수 연장)

의료시설 확보율(1병상 당 인구 비율, 의료기관 종사자비율, 보건소 인

력 비율, 종합의료시설 수)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지하수 가용량)

통신(휴대폰 가구당 보유율, PC보급률, 인터넷 전용통신 가입률)

사회적 자본

민관 파트너십(기후변화에 대한 민관 파트너십 인식)

시민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기후변화 관련 시민실천정도, 재난관리 교육 

및 홍보, 건강생활실천교율 이수자 비율)

공동체 의식(자원봉사자 비율,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제도적 역량

기후변화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심(재난관리에 대한 관심, 기후변화 적응

에 대한 관심)

재해 관련 사전예방 시스템(재난안전선 전달체계, 예경보시스템)

적응정책 인력(1인당 공무원수, 요양보호사1인당 관리인력)

정책대응 수준(적응정책 수준 인식, 기후변화 관련 제도 및 정책 기반, 

재난관리 정책 수준)

출처: 고재경·김희선, 2011, p.91-93.

최현아 외(2009)는 시‧공간 정보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모델을 

제시하였다(그림 2-11). 본 모델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5km × 5km로 구

분하고 각 지표별 래스터 자료를 사용하여 과거 30년(1977~2006)의 연별 평

균 기온과 강수량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부문별

(생태계, 재난, 수자원, 보건) 기후변화 영향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부문별 취

약성을 산출하여 취약성 주제도를 작성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취

약성을 산출하는 방법은 민감도와 노출 지표는 취약성을 높이고, 적응지표는 

낮게 하는 원리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였다.

취약성=(민감도×노출)/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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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성을 표준화하기 위해 민감도, 노출정도, 적응력 각 지표를 정규화 방

법 이용하여 0-1사이의 값을 갖도록 하고 부문 간 상대 비교 및 통합 평가를 

용이하게 하였고 재난 종류별 취약성 지도를 작성하였다.

출처: 최현아 외, 2009, p.64.

[그림 2-6] 시‧공간 정보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 전략 모델

(2) 회복력 평가 지표 연구

이러한 이론적 배경 하에 제시된 개념틀을 통해 실증 분석한 사례를 살펴보

면, 먼저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9개 아시아 해안 도시를 대상으

로 기후재해 회복력 지수(Climate Disaster Resilience Index, CDRI)를 산정

한 연구(Shaw et al., 2009)에서는 도시 규모에 따른 기후재해 회복력 차이를 

5개 차원(물리, 사회, 경제, 제도, 자연)에서 4점 척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

았다. 여기서 사용한 변수들은 <표 2-10>과 같고 가중평균값을 가중치로 적

용하여 각 차원별, 도시별 회복력 지수를 도출하였다. 도시규모에 따른 각 차

원별 회복력 지수의 특성은 뚜렷하지 않지만, 각 차원별 회복력 지수를 종합

한 지수에서는 소도시일 경우 회복력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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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물리
전기, 수도 공급, 위생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도로망, 주택 및 토지이용,커
뮤니티 자산, 조기경보 및 대피소

사회 건강상태, 교육, 사회자본

경제 수입, 고용, 가계자산, 금융서비스, 저축 및 보험, 예산 및 보조금

제도 제도 및 개발계획, 제도의 효율성, 제도적 협력

자연 재해 강도, 빈도

<표 2-10> 기후재해 회복력지수에 사용된 변수

출처: Shaw et al., 2009, p.12.

출처: Cutter et al., 2008, p.602.

[그림 2-7] DROP 모델

한편, 회복력을 실증 분석한 연구(Cutter et al., 2010)에서는 Cutter et 

al.(2008)이 제안한 DROP 모델을 사용하여 지역사회마다 갖고 있는 내재된 

회복력을 측정하였다(그림 2-7). 

DROP모델은 특정지역의 자연, 건조 환경, 사회 시스템 사이에서 발생되는 

선행조건(antecedent conditions)에서 시작되며, 선행조건은 내재된 취약성과 

회복력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재된 취약성과 회복력은 특정지역이 갖는 

현재 상황에서 자연재해 회복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선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 모델에서 초점을 둔다.

또한, DROP모델은 자연재해의 즉각적인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 물리적인 

위험 속성과 선행조건을 결합하도록 고려되었다. 물리적인 위험 속성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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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빈도, 지속, 강도, 규모, 발생률 등과 같은 노출의 특성들이 포함되어있

어 지역사회 내에 완화 계획과 대처능력의 유무에 따라 즉각적인 효과가 증폭

되거나 감소된다. 총 재해 영향은 선행조건과 지역사회의 대처능력과 결합한 

위험 요소 간의 누적 효과로 보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학습이나 흡수 능력에 

의해 조절된다. 도출된 재해 영향을 커뮤니티에서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지 또는 흡수 능력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커뮤니티 본래의 회복력 정도를 측정 

할 수 있는 것이다. 재해 영향을 흡수 할 수 있는 커뮤니티는 회복력이 높다

고 평가할 수 있고 흡수 능력이 초과되면, 즉흥적인 대처나 학습과 같은 적응

적 회복력 여부에 따라 커뮤니티의 회복력을 평가할 수 있다. 측정된 회복력

의 정도에 따라 feedback을 통해 완화와 준비 계획을 수정하여 순환적‧누적적 

커뮤니티 회복력 평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모델을 통해 미국 남동 해안지역의 736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5부문

의 회복력(사회, 경제, 제도, 기반시설, 지역사회자본)에 해당되는 36개의 대

리변수를 선정하여 종합지수를 산출하였고 각 영역별 회복력과 이를 종합한 

회복력 분포도를 제시하여 분석 시점의 연안지역사회의 상대적 회복력 정도

를 분석하였다(표 2-11).

한편 국내에서 수행된 회복력 지표연구는 김현주 외(2010)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의 방재력을 진단하기 위해 도시 방재력의 기

능적 목표를 4R 프레임워크에서 지역경쟁력을 추가시켜 5R 프레임워크(내구

성, 대체성, 신속성, 자원동원력, 지역경쟁력)에 따른 진단 지표를 제시하고 

지표별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표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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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효과

기반시설 회복력

주택 유형 이동주택이 아닌 주택 비율 +

대피소 공가 비율 +

의료시설 만명당 병상 수 +

자원 접근성 및 대피 
가능성 단위면적당 간선도로 연장(

) +

신규주택(건축년수) 30년 이상 노후주택 대비 5년 이내 신규주택 비율 +

대피 수요 단위면적당 호텔 및 모텔의 수 +

복구 단위면적당 국립학교 수 +

지역사회 회복력

지역 애착심 순 국제 인구 이동 -

정치 참여 투표율 +

사회자본(종교) 만명당 종교시설 수 +

사회자본(시민참여) 만명당 시민단체 수 +

사회자본(옹호) 만명당 사회 옹호단체 수 +

혁신 창조산업 고용 비율 +

사회적 회복력

교육 형평성 고졸이하에 대한 대졸자 비율 -

나이 노인을 제외한 비율 +

교통 접근성 차량 소지자 비율 +

통신 휴대폰 소지자 비율 +

언어 제2언어로 영어를 쓰지 않는 비율 +

장애 신체 및 정신 장애가 없는 인구비율 +

의료보험 의료보험 가입자 비율 +

<표 2-11> 회복력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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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효과

경제적 회복력

주택 자산 자가소유 비율 +

고용 고용비율 +

소득 및 형평성 지니계수 +

1차산업 고용 종속성 1차산업을 제외한 산업 종사자 비율

고용 여성노동자 비율 +

기업 규모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 비율 +

보건 접근성 만 명당 의사 수 +

제도적 회복력

완화 현 위험완화 계획에 적용되는 인구 비율 +

홍수 전국홍수보험프로그램(NFIP)에 적용된 주택 수 비율 +

지자체 서비스 소방, 경찰, 우편에 대한 지자체 지출 비율 +

완화 홍수에 대한 커뮤니티 등급제에 참여하는 인구 비율 +

권력구조 분산화 특별지자체 및 행정기관 수 -

재해 경험 재해 선언 수 +

완화 및 사회 연계성 시민단체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구 비율 +

완화 폭풍준비단체 인구 비율 +

<표 2-11> 계속

출처: Cutter et al., 2010,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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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목표(5R) 지표

내구성
(Robust

ness)

자연환경
지형 및 지질(기반암의 강도, 산악지역의 경사도, 저지대의 해발고도, 산지·하천·
해안으로부터의 거리), 생태적 환경(생물의 다양성, 동·식물 서식지, 식생분포, 
습지면적 및 손실정도, 침식률, 불투수지면 비율, 해안방어구조물 개수 등)

기반시설

기반시설(교량, 댐, 수리시설, 항만), 건물(공공청사, 아파트, 대형건물, 백화점 
등 대형판매시설, 호텔, 극장, 리프트, 유원시설, 골프장·스키장 등)에 대한 설계
기준 및 안전점검 기준 / 기능 복구율(“평시 대비 재난 후 전력공급비율”, “재난 
후 즉각적인 가정·사무용 전력공급 비율”, “평시 대비 재난 후 수도공급비율”, “재
난 후 건물 및 장비의 운영 가능한 기능 비율” 등)

경제구조
재난예방 및 경감활동을 위한 예산, 대응 및 복구활동을 위한 예산, 재해보험 개발 
및 가입, 빈부격차(지니계수), 재난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실(비용) 등

대체성
(Redun
dancy)

대체기반
시설

우회도로, 임시활주로, 비상 전력 및 통신구, 이동식 급수시설(소방용수공급), 응
급 진료소

잉여자원 
및 재정

물적 자원(비상 시 투입 가능한 구호물자나 중장비 등), 인적 자원(민간구호조직, 
자원봉사자 등), 기술자원(기술개발 실적) /재정(지차제의 예산, 지방채, 기금, 추
가경정예산 등, 정부 보상, 지원금 규모 등)

다양성
경제구조의 다양성(내구재 산업 구성비, 엔트로피 등 ), 정보의 다양성(무전기, 라
디오, HAM 통신, 유·무선전화, 휴대폰, TV, 인터넷, 위성 등 통신수단의 다양성)

신속성
(Rapidity)

시스템
복구시간, 시스템 복구 비율(생명구조서비스 복구 시간, 재난 후 1시간 내 모든 
가구에 대한 부분적 전력 복구, 사고당일 재난지원센터 설치여부, 재난관련기관
들 간의 연계망, 통합관제시스템의 재난관리기능 수행 여부 등)

정보
긴급상황 발생시 1시간 내 수색 및 구조 사고 인지 및 구조팀 가동여부, 사고 1시
간 내 임시 손실 측정여부, 재난전조정부 수집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여부 등

자원수송

교통(자원이동에 필요한 수송수단별 최대·최소 이동시간 검토여부, 대피시 고정‧
이동 장애물 파악 및 처리여부), 체계(재정 자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절차상의 
개선계획 수립여부, 12시간 내 피난민 식량 및 식수 제공여부), 보건(핵심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일 내 새로운 대체 장비조달 여부)

자원동원
력

(Resourc
efulness

)

자원확보

구호물자 및 장비관련 기관‧업체 연락망 구축여부 및 확보 경험 유무, 재난정보
수집관련 연락망이나 시스템 구축여부 및 확보 경험유무, 정부보상 또는 보험금 
사전배정 여부, 최소 급수수요 파악 및 비상급수량 확보 여부, 최소 전력수요 파
악 여부, 긴급구호식량 확보 계획 수립 여부 등

자원운영
재난관련조직의 긴급상황에 대한 계획, 자원배분의 형평성 고려 여부, 자원운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여부 등

자원관리
자원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여부와 운영실태 점검 주기응급환자 수송 및 병원 지
원을 위한 인력 배분 계획 수립여부, 자발적 전기절약, 수도절약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여부 등

지역경
쟁력

(Regional 
Compete

nce)

결속력 지역사회의 참여정도, 참여프로그램의 적절성, 지자체 추진의지 및 행정지원 정도 등

적응 위험에 대한 이해, 자문서비스, 건강, 삶의 질, 과거 재난경험 여부 등

교육 및 
훈련

재난 예방·대비·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 여부 및 훈련 횟수, 민방위 훈련 평가, 위
험경감프로그램 교육 실적 등

<표 2-12> 도시 방재력 진단을 위한 지표

출처: 김현주 외, 2010.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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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 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복력의 정의는 연구 분야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여전히 하나의 정의로서 합의되고 있지 않다. 또한 국내에서

는 ‘Resilience’를 탄력성, 회복력, 회복탄력성, 복원, 방재력, 레질리언스 등으

로 해석하여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학자들 사이에 합의된 용어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esilience를 ‘회복력’으로 해석하여 사용하며, 

Cutter et al.(2008)과 Folke(2006)의 정의를 종합하여 ‘자연재해 회복력이란 

지역사회의 상태 및 기능이 자연재해 발생 이전인 본래의 지역사회의 모습과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자연재해에 대한 학습, 적응, 완화, 사전

준비를 통해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돌아가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으로서 적응 전략이 있는 것처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은 

극한의 이상기후현상에 대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항하고 발생된 피해를 

복구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며, 학습과 사전 준비 및 적응을 통

해 개선될 수 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재해 분야에서 생태·물리적, 사회적 취약성으로 접근한 

연구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응한 방재관점에서 볼 때 

자연재해의 취약성을 통해 미래에 발생될 재해를 준비하는 과정뿐 아니라, 재

해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되었을 때 이전의 상태 또는 더 나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재해유형 및 재해발생 지역의 사회‧경제‧물리‧자연적 구성에 따라 피해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자연재해의 회복력 측정과 평

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복력에 초점

을 두어 자연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회복력이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 살펴보고 지자체별 회복력이 자연재해 피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방재 계획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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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우리나라 자연재해의 분포 특성

본 장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자연재해 피해액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난 11년간 자연재해 유형별 피해액의 기초 

통계를 살펴본 후, 각 재해 유형별 피해가 가장 컸던 해의 기후노출과 누적피

해액의 공간 분포를 비교한다. 또한 재해 유형별 피해가 발생된 지역들이 자

기상관성을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모란 I 지수를 도출하였고 국지적 자기상

관성 지수인 통계량을 산출하여 재해 유형별 피해액의 핫스팟을 분석한다. 

1. 기후변화의 영향과 자연재해 피해 현황

1) 기후변화의 영향

(1) 세계 기후변화 현황

기후변화는 20세기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문제로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강수량 변화 등의 기후변화 현상들이 가져오는 

영향은 광범위한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기후

변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와 토지이용의 급격한 변

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있다. 온실가스의 증가는 대기 중 온실가

스 축적량이 증가하면서 발생 된 온실효과와 지구 온난화 현상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로 이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난 기후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지구의 기온 상

승이며, 기온 상승에 따른 빙하의 감소, 해수면 상승과 동시에 해수 온도가 함

께 높아지면서 강수량의 변동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해양 생태계에까지 영향

을 미치고 있다.

2013년 9월에 발표된 5차 보고서(IPCC, 2013)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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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현 상태로 지속될 경우 2100년 지구의 온도는 2.6 ~ 4.8℃, 해수면은 

0.45 ~ 0.82m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 강수량은 북반구의 고위도와 남아메리카 남부, 호주 북부에서는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아프리카의 열대 지역과 남아시아 지역은 강수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평균 강수량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3-1).

폭우의 양은 지난 20세기 동안 평균 20%가 증가했으며, 사이클론과 허리케

인의 강도가 세지고 있다는 증거도 기록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해수

면의 높이와 해수 온도의 상승, 대기 온도 상승과 관련이 있다(UNEP, 2012).

기후변화에 의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은 해수면 상승과 강수량의 변화와 

같은 환경에 대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수자원, 

에너지, 농업, 식량, 보건, 생태계 부문 등을 포함하여 인간의 삶과 관련된 다

양한 부문에 영향을 준다(그림 3-2).

자연재해 중 홍수와 가뭄에 의한 피해는 도시화, 해안지역 인구 집중, 토지이용 

변화와 같은 현상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1980 ~ 2000년 홍수 재난 수는 

230%, 홍수 피해자는 114% 증가했고, 가뭄 재난 수는 38% 증가하였다. 한편, 강

수량의 변화는 홍수, 가뭄과 더불어 수자원 부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

는 농업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라틴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와 같은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는 건조지역에서는 식량 안보

를 위협하고 수자원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Zhao & Running, 2010).

출처: IPCC, AR5, 2013, p.8.

[그림 3-1] 1901-2010년과 1951-2010년 세계 연 강수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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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네스코한국, 2012, p.40.

[그림 3-2] 세계 기온 변화와 관련된 지역적 영향

이렇듯 기후변화 문제를 단순히 환경 문제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기후변

화로 인해 발생되는 기상이변이 환경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이 같은 사회경제

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주어 결국 인간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IPCC, 2013).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기온이 2100년

까지 산업사회 이전보다 2.5℃ 상승한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액은 매년 세

계 GDP의 1-2% 정도, 4℃ 상승하면 세계 GDP의 약 2 ~ 4% 정도에 해당

될 것으로 추정하며, 6℃ 상승 시에는 GDP의 10.2% 정도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Nordhaus & Boy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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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액의 수치는 할인율과 기상이변 재난의 수준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매우 심각

하다 볼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특징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예외는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기후는 

점차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 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온이 

상승하면서 겨울이 사라지거나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

되었다(권영아 외, 2007). 기상청(2009)에 따르면 최근 10년(1999-2008년)의 

기온과 평균 강수, 극한 현상에서 나타난 변화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특

징들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과거 30년(1971 ~ 2000) 평균기

온인 13.5℃에서 14.1℃로 0.6℃ 상승하였고 공간적으로는 수도권에서 높은 

상승이 나타났다(그림 3-3).

둘째, 최근 10년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435.9 ㎜로 과거 30년 대비 

약 9.1%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 패턴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서 나타났다. 

특히 계절적으로 모든 지역에 걸쳐 겨울철에는 평년값(120.8 ㎜)에 비하여 최

근 10년 동안 106.6 ㎜로 약 11.5% 감소한 반면, 여름철 강수량이 평년값

(722.8 ㎜)에 비하여 861.3 ㎜로 약 12.9% 증가하였다. 그리고 강수 패턴은 

전반적으로 강수일수는 감소하는데 비해 총강수량은 증가하여 강우강도가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3-4).

셋째, 여름철(6-8월) 극한 기후 현상과 관련하여 열대야 일수는 30년 평균

(8.3일)에 비해 최근 10년 평균이 10.3일로 약 2일 증가하였으나, 일 최고기

온이 35℃ 이상인 무더운 날은 평균 2일에서 1.6일로 약간 감소하였다.

넷째, 가을철(9-11월) 태풍의 발생빈도는 최근 10년 동안 평년과 비교하여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의 사례처럼 200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 주변 해수 온도가 증가하면서 가을철 태풍의 강도가 더욱 

강해졌다. 또한 그에 따른 피해도 각각 5조 1,479억 원, 4조 2,224억 원으로 

태풍에 의한 경제적 피해가 급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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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출처: 기상청, 2009, p.24.

[그림 3-3]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 변화 (a) 1971-2000년(30년간), 

(b) 1999-2008년(최근10년간)

  (a) (b)

출처: 기상청, 2009, p.25.

[그림 3-4]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 변화 (a) 1971-2000년(30년간), 

(b) 1999-2008년(최근 10년간)

마지막으로 겨울철(12-2월)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 신적설량이 20 ㎝이상의 

폭설이 발생한 일수는 과거 30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특히, 대표적인 폭설지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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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와 영동지역, 호남서해안지역에서 발생빈도가 뚜렷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한파일수와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 이하인 날도 감소하였다.12)

이처럼 우리나라는 강수량, 강우강도, 위력적인 태풍 발생이 증가하는 등 

수문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2) 자연재해 피해 현황

(1) 자연재해 피해액

지난 11년 간(2000-2010년)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자연재해 피해액은 총 

20.8조 원으로 태풍, 호우, 대설로 인한 피해액이 총 피해액의 99.4%를 차지

하여 재해 피해의 주원인임을 알 수 있다(표 3-1). 한편 태풍, 호우, 대설, 강

풍 등 기후 노출의 변동으로 매해 자연재해 총 피해액 역시 일정한 패턴을 보

이지 않으며, 2006년을 기점으로 피해액이 이전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그림 3-5).

이에 세 유형의 자연재해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태풍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약 12.5조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0.4%를 차지하였다. 특히 2002년

과 2003년에 연속으로 상륙한 태풍 ‘루사’와 ‘매미’에 따른 피해액은 약 11조 

원으로서 강원도 연안지역과 경상남도 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11년 동안 강원도 강릉시(1.27조 원)의 피해가 극심했음을 알 수 있다. 

태풍으로 인한 전국의 평균 피해액은 약 546억 원이며, 2004년부터 태풍의 

피해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서울의 13개 지역에서는 태풍 피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표 3-2).13)

호우의 경우 누적 피해액은 약 5.6조 원으로 총 피해액의 27.2%를 차지하

여 태풍 다음으로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자연재해이다. 호우 피해가 큰 지역

들은 강원도 내륙 산간지역과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및 경상남도 일부 

12) 기상청에서는 일 최저기온이 영하이며 전날 일 최조기온보다 10도 이상 하강한 날을 한
파일이라 정의한다.

13) 태풍의 피해가 없었던 지역은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은평구,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이상 13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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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강원도 평창군(6,499억 원)과 인제군

(5,667억 원)의 피해가 가장 컸다. 특히, 2006년에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전

체 피해액의 약 98%를 차지할 정도로 단일 기후재해에 의한 피해가 컸던 해

였으며, 전국 평균 피해액은 약 246억 원으로 대구의 중구는 지난 11년 동안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다.

끝으로 대설에 의한 재산 피해는 약 2.5조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11.9%를 

차지하며 청원군(1,166억 원), 부여군(1,140억 원), 논산시(1,122억 원), 공주

시(1,020억 원) 등 충청도 지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되었다. 2001년에 대설로 

인한 피해액은 약 1조 원으로 지난 11년 동안 가장 피해가 컸으며, 전체 피해

액의 63%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대설 피해 비중이 높았던 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전라남도와 경상도 지역의 19개 지자체에서는 대설 피해가 전혀 나타나

지 않았으며, 11년간 전국 평균 107억 원의 피해가 발생되었다.14)

연도 태풍 호우 대설 총피해액

2000년 4,292(51.5) 4,040(48.5) 0(0.0) 8,332(100.0)

2001년 0(0.0) 5,732(36.6) 9,914(63.4) 15,647(100.0)

2002년 62,705(84.8) 11,240(15.2) 0(0.0) 73,945(100.0)

2003년 49,513(96.0) 2,045(4.0) 0(0.0) 51,558(100.0)

2004년 3,881(27.8) 2,443(17.5) 7,658(54.8) 13,982(100.0)

2005년 1,558(13.2) 3,960(33.5) 6,187(52.4) 11,809(100.0)

2006년 133(0.6) 21,467(98.1) 58(0.3) 21,881(100.0)

2007년 1,770(63.9) 478(17.3) 82(3.0) 2,770(100.0)

2008년 9(1.3) 621(91.2) 39(5.7) 681(100.0)

2009년 0(0.0) 2,631(85.3) 132(4.3) 3,084(100.0)

2010년 1,725(40.4) 1,808(42.4) 663(15.5) 4,268(100.0)

’00-’10 125,587(60.4) 56,465(27.2) 24,733(11.9) 207,957(100.0)

<표 3-1> 재해유형별 재산피해액 현황(2000~2010, 11년간)    (억 원(2010=100), %)

출처: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각년도

14) 대설 피해가 없었던 지역은 전라남도 여수시, 구례군, 고흥군, 경상북도 김천시, 구미시, 
군위군, 고령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
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이상 19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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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2000 ~ 2010년 자연재해 유형별 피해액

연도
태풍 호우 대설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2000년 427(신안군) 0(67개) 516(용인시) 0(95개) - -

2001년 - - 717(횡성군) 0(80개) 617(당진군) 0(80개)

2002년 9,753(강릉시) 0(34개) 2,650(김해시) 0(40개) - -

2003년 3,766(창원시) 0(86개) 328(금산군) 0(93개) - -

2004년 463(나주시) 0(91개) 318(제천시) 0(145개) 1,121(논산시) 0(144개)

2005년 224(울릉군) 0(158개) 856(진안군) 0(143개) 814(나주시) 0(145개)

2006년 34(삼척시) 0(206개) 5,727(평창군) 0(29개) 14(서천군) 0(196개)

2007년 862(제주시) 0(165개) 83(양구군) 0(131개) 16(나주시) 0(206개)

2008년 1.9(청주시) 0(216개) 330(봉화군) 0(172개) 6.7(태안군) 0(202개)

2009년 - - 158(창원시) 0(85개) 38(당진군) 0(208개)

2010년 421(서산시) 0(113개) 185(남원시) 0(90개) 69(영암군) 0(112개)

’00-’10 12,630(강릉시) 0(13개) 6,460(평창군) 0(대구 중구) 1,166(청원군) 0(19개)

<표 3-2> 재해유형별 피해액 기초통계 (억 원, 2010=100)

출처: 재해연보,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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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노출과 피해액의 공간 분포

지난 11년간 자연재해 유형별 피해액이 가장 크고 세 유형 중 비중이 높은 

해의 기후노출과 누적 피해액의 공간 분포를 살펴보았다.

기후노출 자료는 지자체마다 관측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국에 설치

된 관측소에서 측정된 강우량과 강우빈도, 최대풍속, 적설량을 GIS의 보간법

중 거리에 반비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역거리 가중치(inverse distance 

weighting, IDW) 방법을 통해 실측을 통해 얻은 값들을 주변 관측지점으로부

터 보간함수를 적용하여 통해 각 지역별 평균값을 추정하였으며 산출식은 다

음과 같다(식 3-1).

 


 







 






                  (식 3-1)

여기서, 는 추정되어야 하는 지역 의 Z값(강우량, 최대풍속, 적설

량), 는 i지점 관측소의 Z값, 는 i지점 관측소()와 추정되어야 할 

지역 간의 거리, p는 거리조락계수이다.

태풍은 집중호우와 강풍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 기간 동안의 누적 강우량과 최대 풍속을 기후노출 구성 지표로 

사용하였다. 호우는 강우량뿐 아니라 강우빈도에 의해 피해가 발생되므로 1일 

최대강우량과 1일 강우량이 80mm 이상인 날을 강우빈도로 하여 사용하였고 

대설은 최심신적설량을 기후노출 지표로 이용하였다(표 3-3).15)

강우량과 강우빈도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행하는 한국수문조사연보를 통

해 661개의 관측소의 측정값을 사용하였고, 최대풍속은 기상청 방재기상관측

소(441개)에서 측정한 값과 적설량은 기상청 지상기상관측소(92개)에서 관측

한 값들을 사용하였다.

15) 최심신적설량은 00~24시 중 새로 내려 쌓여 있는 눈의 최대 깊이를 말한다(기상청 홈페이
지 http://www.k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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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 산출식 출처

기후노출

태풍

태풍 영향기간의 누적 강우량
(mm)

GIS 보간법

국토교통부, 
한국수문조사연보(2002)

최대 풍속
(m/s)

기상청, 방재기상관측
(2002)

호우

하루 최대강우량
(mm/일) 국토교통부, 

한국수문조사연보(2006)강우빈도(80mm 이상인 날)
(회/년)

대설
최심신적설

(cm/일)
기상청, 적설분석

(2001)

<표 3-3> 기후노출 지표 구성

(2-1) 태풍

[그림 3-5]에서와 같이 태풍 피해가 가장 컸던 2002년의 기후 노출과 2000년부

터 2010년까지 태풍으로 인한 누적피해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3-4>와 같다.

2002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태풍은 ‘라마순’(7월 5일~6일, 378억 

원)과 ‘루사’(8월 30일~9월 1일, 5.15조 원)이며, ‘루사’는 9월1일 전남 고흥

반도 부근에 상륙하여 남원, 보은 등 내륙지방을 거쳐 속초북동쪽 해상으로 

진출, 소멸되면서 강풍(최대 51.2m/s, 경북 칠곡군)을 동반한 많은 강우(일최

대 870.5mm, 강릉)가 내려 전국적으로 246명이 사망·실종하는 대규모 피해

가 발생하였다(소방방재청, 2002).

태풍영향 기간 동안 내린 누적강우량의 분포를 보면, 동해 및 남해안에 인

접한 지역들과 전라도와 경상도 접경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렸으며, 강원도 강

릉시가 1017.6mm로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였고, 경기도 광주시가 

31.3mm로 가장 적은 비가 내렸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최대풍속은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 지역들에서 강한 바람이 불었으며, 경상북도 칠곡군에서는 

51.2m/s의 강풍이 발생했고, 충청북도 청원군에서는 2.7m/s로 상대적으로 매

우 약한 바람이 불었음을 알 수 있다.

태풍으로 인한 재산피해의 누적 분포를 보면, 동해안과 경상도 지역에 집중

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최대풍속 분포와는 달리 2002년 태풍

영향기간 동안 내린 강우량 분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강풍에 의한 

피해보다는 태풍에 의한 호우 피해가 컸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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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호우

2006년은 호우로 인한 피해가 전체 피해액의 98%를 차지할 정도로 단일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컸던 해로서 기후노출과 11년간 누적 호우피해액 분

포를 살펴보았다(표 3-5).

2006년에는 태풍 ‘에위니아’ 영향으로 여수, 보성 등 해안지역과 김해, 진주 

등 시가지 침수가 주로 발생하였고 산청, 합천 등 산간지역에도 300mm이상

의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과거 태풍 ‘매미’, ‘루사’의 피해 

이후 개량·복구를 위한 투자가 많아 비교적 경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7월 장마철(9~29일) 동안 피해액은 약 2조 원(2010=100)으로 총 피

해액(2.2조 원)의 94%에 해당하는 큰 피해가 발생되었다. 이 기간에는 장기

적인 강우로 지반이 물을 많이 머금은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발생되어 산사태

가 많이 발생하였고 영월, 단양, 여주 등 홍수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가중 

되었다. 강원 산간계곡의 집중호우로 산사태에 의한 토석류가 발생하여 유출

된 토석류가 하천을 메우고 수목 등이 교량에 걸리면서 하천범람 및 제방붕괴

로 이어져 하천변 주택, 농경지, 도로 유실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산간지역 

도로의 경우 절개지, 계곡 등에서 유출된 토석류와 산사태 등으로 국도, 지방

도 등 도로붕괴·매몰 피해가 극심하였다(기상청, 2006).

하루 최대 강우량 분포를 보면, 수도권과 강원도, 경상남도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렸으며, 경상북도 청송군이 861.5mm/일로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

였고, 충청남도 보령시가 61.1mm/일로 가장 적은 비가 내렸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하루 최대 강우량뿐 아니라 강우빈도 역시 호우피해를 가중시키기 때

문에 하루 강우량이 80mm 이상인 날들을 강우빈도로 하여 분포를 보면, 하

루 최대 강우량 분포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강원도 강릉시가 연 8회

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났다.

호우로 인한 누적 피해액 분포를 보면, 강원도를 비롯하여 충청북도, 전라

북도, 경상남도 지역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되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기후노

출 분포와 유사한 패턴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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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량 분포 최대풍속 분포 누적피해액 분포

총피해액 125,587

최소값 31.3(경기 광주시) 2.7(충북 청원군) 0(서울 13개 자치구)

최대값 1017.6(강원 강릉시) 51.2(경북 칠곡군) 12,630(강원 강릉시)

평균 212.1 12.5 527

기후노출 
분포 및 

누적피해액
분포도

<표 3-4> 2002년 태풍 기후노출과 누적피해액 분포 및 기초통계   (단위: mm, m/s, 억 원(2010=100))

자료: 강우량 – 국토교통부, 한국수문조사연보(2002); 최대풍속 – 기상청 방재기상관측(2002); 피해액 - 소방방재청, 재해통계연보(2000-2010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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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일최대강우량 분포 2006년 강우빈도 분포 누적피해액 분포

총피해액 52,425

최소값 61.1(충남 보령시) 0(충청 및 전라, 경북 19개 지역16)) 0(부산 중구)

최대값 861.5(경북 청송군) 8(강원 강릉시) 6,460(강원 평창군)

평균 166.5 3 220

기후노출 
분포 및 

누적피해액
분포도

<표 3-5> 2006년 호우 기후노출과 누적피해액 분포 및 기초통계         (단위: mm/일, 회/년, 억 원(2010=100))

자료: 일최대강우량, 강우빈도 – 국토교통부, 한국수문조사연보(2006); 피해액 - 소방방재청, 재해통계연보(2000-2010 각년도)

16) 대전 유성구, 대덕구, 충북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충남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전북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 전남 담양군, 곡성군, 경북 구미시, 청송군 이상 19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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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설

11년간 총 누적 피해액 중에서 대설은 약 12%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태풍

과 호우에 비해 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 그러나 2001년 대설에 의한 

피해액 약 1조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3%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피해가 발생

했던 해로 당해 연도에 발생된 기후노출과 대설 누적 피해액 분포를 살펴보았

다(표 3-6).

2001년에는 1월 7일~9일, 2월 15일 2회에 걸쳐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하였다. 1월에는 서울·경기, 강원지방에 많은 눈이 내려 대관령 87.5cm, 태백 

41.5cm, 추풍령 32.8cm의 눈이 왔으며, 서울은 15.6cm를 기록해 1981년 이

후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 이로 인해 비닐하우스, 축사·잠사 등의 사유시설에 

집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고 부산, 대구, 광주, 울산을 제외한 전국이 큰 피해

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8,514억 원(2010=100)으로 총 피해액(1.56조 원)의 

54.4%에 해당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소방방재청, 2001).

대설로 인한 누적 피해액 분포를 보면, 2001년 최심신적설 분포와는 다르게 

경기 남부를 비롯하여 충청도, 전라도 해안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는 강원도 지역에서는 피해액이 미비하

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눈이 내린 이들 지역에서 피해가 심했다는 것은 평소 

대설에 대한 대응 노력이 부족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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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심신적설량 분포 누적피해액 분포

총피해액 24,733

최소값 1.31(제주시) 0(19개 지자체)

최대값 87.55(평창군 대관령) 1,166(충북 청원군)

평균 11.8 107

기후노출 
분포 및 

누적피해액
분포도

<표 3-6> 2001년 대설 기후노출과 누적피해액 분포 및 기초통계      (단위: cm/일, 억 원(2010=100))

자료: 적설량 – 기상청, 적설분석(2001); 피해액 - 소방방재청, 재해통계연보(2000-2010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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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재해 분석

1) 분석 방법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연재해의 피해가 특정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Tobler의 지리학 제1법칙에 의해 자연재해 피해에 공간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17) 공간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공

간상의 사건이나 현상이 무작위로 분포하지 않고 서로 영향을 미치며, 인접한 

거리일수록 그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공간상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의 상호작용을 포괄적으로 공간적 자기상관성이라 한다.

(1) Moran I 지수

자연재해 피해의 공간적 분포패턴이 공간적 상호작용을 통한 공간효과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Moran I 지수를 산출하였다. 

전역적 Moran I 지수는 (식 3-2)와 같이 산출하며,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자연재해 피해액이 서로 인접한 지역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면 양(+)의 

방향으로 자기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이며, Z Score를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다.

 


 




  




 



 



 




  



 
  

,   ( ≤  ≤)  (식 3-2)

여기서 N은 지역의 개수, 는 i지역의 누적피해액, 는 j지역의 누적피해

액, 는 전 지역 누적피해액의 평균, 는 공간가중행렬이다.

17) Tobler(1970)는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지만 인접한 것이 먼 것보다 더
욱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지리학 제1법칙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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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량

Moran I 지수는 유사한 값들의 자기상관도를 측정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큰 

값들이나 작은 값들이 군집되어있는 경우를 구분하지 못하지만, 통계량은 

구별할 수 있어 자연재해 유형별 피해가 큰 지역들의 군집성을 추출하였다. 

통계량은 (식 3-3)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식 3-3)

여기서 i, j는 지자체, d는 지자체간의 거리, 는 공간상의 인접관계를 의

미하는 공간가중행렬이다.

2) 분석 결과

태풍, 호우, 대설에 따른 피해지역들의 공간분포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동시

에 특정 지역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자연재해 피해의 공간분포

가 상호작용을 통한 공간효과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자연재해 누적 피해액의 Moran I 값은 모든 유형의 자연재해에서 정적인 

공간적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7). 이는 자연재해 유형별 

피해가 비슷한 지역들끼리 군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는지를 통계량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표 3-7>에서 클러스터 맵은 자연재해 유형별 누적피해액의 핫스팟을 보여

준다. 태풍의 경우 동해안에 인접한 지역들(강릉시, 삼척시, 양양군, 정선군, 고

성군)과 경상북도 김천시, 전라남도 여수시 등 총 7개 지자체에서 태풍 피해액

의 높은 군집성이 나타난다. 이들 지역들은 모두 태풍 누적 피해액이 상위 7위 

안에 속하며, 전국 피해액의 35.1%(4.4조 원)를 차지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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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액의 군집 지역은 총 4개 지자체로서 태풍 피해의 핫스팟 지역과 

유사한 지역들인 강원도 평창군, 인제군, 정선군,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나타났

다. 평창군(0.65조 원)과 인제군(0.57조 원)은 호우로 인한 누적피해액이 상위 

1, 2위를 차지하며, 사천시는 20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되었다. 특히, 정선

군은 0.15조 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태풍뿐 아니라 호우에 의한 피해

가 컸던 지역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대설 피해가 큰 지역들은 14개 지역으로 앞서 살펴본 태풍 및 호우

와 전혀 다른 충청도 지역(대전 대덕구, 논산시, 부여군, 공주시, 연기군, 청원

군, 괴산군)과 전라도 연안지역(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나주시, 영암군, 장성

군, 함평군)에서 핫스팟이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상위 23위 안에 속할 정도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대설 핫스팟 지역들의 피해액은 전국 피해액의 

39.2%(0.97조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청원군은 1,166억 원의 

누적 피해액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된 지역이며, 충남 부여군

(1,141억 원), 논산시(1,122억 원), 공주시(1,020억 원) 등 충청도 지역에서 특

히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본 장에서 도출된 핫스팟 지역들을 대상으로 자연재해를 어

떻게 대응해왔는지 지자체의 부문별 회복력 변화를 살펴보았다.

18) 태풍 누적 피해액 1위: 강릉시(1.27조 원), 2위: 삼척시(0.87조 원), 3위: 양양군(0.57조 
원), 4위: 김천시(0.57조 원), 5위: 정선군(0.45조 원), 6위: 고성군(0.38조 원), 7위: 여
수시(0.32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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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호우 대설

전역적
Moran I

0.578 0.386 0.585

유의확률 p<0.01 p<0.01 p<0.01

Cluster
Map

()

핫스팟지역
강원도 강릉시, 삼척시, 양양군, 정선군, 고
성군, 경북 김천시, 전남 여수시(7개 지역)

강원도 평창군, 인제군, 정선군, 경남 사천
시(4개 지역)

대전 대덕구, 충남 논산시, 부여군, 공주시, 
연기군, 충북 청원군, 괴산군, 전북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전남 나주시, 영암군, 장성
군, 함평군(14개 지역)

<표 3-7> 자연재해 유형별 피해액의 전역적 Morian I 추이 및 군집성 분포도

출처: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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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회복력 측정 및 변화 분석

앞서 3장을 통해 재해 원인에 따른 피해정도가 지역마다 상이하고 피해액의 

군집성을 추출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자연재

해에 대한 회복력의 시·공간적 변화를 분석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개념틀을 제

시하고 실증 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또한 자연재해에 대한 지자체

의 회복력을 다섯 개의 하위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 지수와 이를 통합한 

종합 지수를 산출한 후 핫스팟 지역들을 대상으로 회복력 변화를 살펴보았다.

1. 회복력 측정 모형과 지표 선정

1) 회복력 측정 개념틀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시대에 당면한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고자 재해발

생시 이를 대응 및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인 회복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반시설, 인적자본, 경제, 사회 및 문

화자본, 제도의 다섯 가지 차원에서 회복력을 측정하는 개념틀을 설정하였다

(그림 4-1).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을 측정하고, 시간에 따른 

회복력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자연재해 피해경험을 통한 학

습과 대비, 피해경감 및 복구를 위한 노력 여부 등 지자체마다 회복력을 증가

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고 전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출발시점에서의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회복력은 내재

된 회복력이라고 간주하였다. 내재된 회복력은 정적(static)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연재해 발생 이후 즉각적인 대응이나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이

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력이 변화되므로 동태성(dynamic)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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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 회복력 측정 개념틀

내재된 회복력은 이상기후와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의 피해정도가 산출되며,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즉각적인 대응과 재해에 대한 사전 준비 여부, 재해의 

유형, 지역의 입지 등에 따라 회복력의 크기가 최종 결정된다. 특히 빈도, 지

속성, 강도 등의 이상기후 속성에 따라 재해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동일한 속

성의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지역별 회복력의 정도에 따라 피해의 정도가 상이

하게 나타나게 될 수 있다.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는 이상기후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

는 한계치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두 가지의 경우에서 발생하게 

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 대응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이상기후가 

발생된 경우와 둘째, 전자보다는 약한 이상기후가 발생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의 회복력이 낮아 위험에 대한 대응의 한도를 넘는 경우이다.

두 경우 중 하나가 발생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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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복구와 같은 즉각적인 대안과 미래에 발생될 유사한 재해에 대해 과거의 경

험을 바탕으로 기반시설, 인적자본, 경제, 사회자본, 제도 이상 다섯 가지 차원

에서 기존의 회복력을 개선시키는 노력들을 하게 된다. 이렇게 수정된 회복력

은 피드백 되어 다음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되기 전의 내재된 회복력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연재해 원인에 따른 피해정도가 다르며 

피해 경험이 많은 재해 유형에 맞춰 회복력을 증진시키는 노력들이 있을 것이

라는 가설에서 두 시점(2000년, 2010년) 사이의 회복력 변화를 분석하기 때

문에 연구 시점인 2000년에 측정된 회복력이 내재된 회복력이 되고 연구 종

점인 2010년 회복력이 수정된 회복력이 된다.

2) 회복력 지표 선정

(1) 지표 후보군 선정

회복력은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잠재적인 피해를 완화시키며, 피해로부터 얼

마나 빨리 복구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므로 경제 및 물리적 요소가 중요하다. 

또한 회복력은 위기관리능력, 제도, 정치적 영향력, 재정, 기술, 기반시설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나 지역사회마다 다르며, 동일 지역 내에서도 

집단이나 개인의 속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선행연구들을 통해 회복

력 부문을 기반시설, 인적자본, 경제, 사회자본, 제도로 구분하여 필요한 예상 

지표 후보군들을 선정하였다.

선택된 지표에 의해 회복력 지수의 품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회복력의 지수 

생성의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연관성 있고 견고하며 대표할 수 있는 지표 선

정이다. 지수 품질을 보장하는 기준은 기존 지표에 대한 선행연구들 내에 상

당히 존재하지만, 여전히 자연재해 회복력을 정량화하기 위한 단일화된 지표

나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복력은 환경 및 생태, 기반시설, 인적자

본, 경제, 제도, 사회자본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다각적인 개념이라는 것에 대

한 합의가 있다(Bruneau et al., 2003; Cutter et al., 2010; Norris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 필요한 지표들은 여섯 가지의 회복력 부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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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속하게 된다. 이에 각 부문의 회복력을 나타내는 절대치(absolute 

terms)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지표를 수집하였으며, 지표 선정에 있어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회복력에 관련 있

는 지표들을 사용하여 지표 선정에 정당성을 가져야한다. 둘째, 정량적인 측

정이 가능한 지표를 사용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지표로 

구성해야 한다. 위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총 63개의 예상 지표 후보군들을 

정리한 것은 <표 4-1>과 같다. 지표 후보군에서 환경 및 생태 회복력 부문을 

제시하였지만, 자료의 수집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시켰다.

63개의 예상 지표 후보군에서 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지표이면서 대표성, 객

관성, 정량성이 있는 지표들을 선정한 결과, 2000년 23개, 2010년은 27개 지

표가 최종 수집되었다. 선정된 지표들을 통해 각 부문별 회복력 지수를 산출

하기에 앞서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서로 다른 부문에 속해있는 지표들 간의 높

은 공선성(상관계수 0.7 이상)을 보이는 지표들을 제거하여 17개의 최종 지표

들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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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생태 회복력

부문 영향력 지표 출처 자료수집

자연재해 위험

(+) 홍수위험지역이 아닌 토지비율 Cutter et al.,2010 ×

(+)
침식토양을 포함하지 않는 토지
면적 비율

Cutter et al., 2008a; Bradely 
and Granger, 2004

×

(+) 침수지역이 아닌 토지면적 비율 Cutter et al., 2008 ×

(+)
산사태 발생지역이 아닌 토지면
적 비율

Schneiderbauer and Ehrlich, 
2006

×

(+)
높은 위험 단층대가 아닌 지역의 
면적비율

Greiving, 2006 ×

지속가능성

(+) 개발되지 않은 숲의 면적 비율 Cutter et al., 2008 ×

(+) 습지 감소되지 않은 면적 비율
Adger et al., 2005; Cutter et 
al., 2008; 2008a

×

(+) 자연식생 면적 비율 Kok et al., 2006 ×

자원 보호 (+) 늪, 습지 등의 면적 비율
Cutter et al., 2008; Klein et al., 
1998

×

기반시설 회복력

주거환경 (+) 신규주택비율 Cutter et al., 2010 ○

대피 및 응급
상황 대응

(+) 비어있는 임대주택 비율 Cutter et al., 2010 ×

(+) 1제곱마일당 호텔, 여관수 Cutter et al., 2010 ×

(+)
1,000명당 소방, 경찰, 응급구조
서비스, 임시대피소 수
(만명당 소방서 수)

Heinz Center, 2002;U.S. Indian 
Ocean Tsunami Warning 
System Program, 2007

○

(+) 1제곱마일당 초·중학교수

Cutter et al., 2010; U.S. Indian 
Ocean Tsunami Warning 
System Program, 2007; Chang 
et al., 2006

×

(+) 천명당 병상수
Cutter et al., 2010; 고재경·김희
선, 2011

○

자 원 접 근 성 
및
대피 가능성

(+) 주요간선도로 연장
Adger et al., 2006; Cutter et 
al., 2010; Shaw et al., 2009

○

(+) 철도 연장 Cutter et al., 2008 ×

(+) 상하수도보급률
김환석 외, 2012; 고재경·김희선, 
2011; 유가영·김인애, 2008; 
Shaw et al., 2009

○

준비 (+) 천명당 도시공원면적 고재경·김희선, 2011 ○

인적자본 회복력

인구 구조
(+) 청장년층 비율 Cutter et al., 2010 ○

(+) 비장애인 비율 Cutter et al., 2010 ○

교육정도 (+) 대졸이상 비율
Cumming et al., 2005; Cutter 
et al., 2010; Shaw et al., 2009

○

노동시장

(+) 경제활동참가율(고용비율)
Cutter et al., 2010; UNDESA, 
2007

×

(+) 여성 고용비율
Cutter et al., 2010; UNDESA, 
2007

×

(-) 실업률 - ×

혁신

(+) 연구개발종사자비율 Adger et al., 2006 ×

(+) 전문대학 및 대학교 수 - ×

(+) 특허 등록 수 - ×

<표 4-1> 자연재해 회복력 측정 예상 지표 후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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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경제 회복력

부문 영향력 지표 출처 자료수집

경제 수준

(+) 1인당 GDP
UNDESA, 2007; 고재경·김희선, 
2011; 유가영·김인애, 2008

×

(+) 자가비율 Cutter et al., 2010 ○

(+) 1인당 가구수입 Cutter et al., 2008 ×

(+) 재정자립도
고재경·김희선, 2011; 김환석 외, 
2012; 김현주 외, 2010

○

(+) 1인당 지방세 부담액 - ○

경제 구조

(+) 1차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인구비율 Cutter et al., 2010 ○

(+)
전문직 종사자비율(지식기반서비
스업)

Cumming et al., 2005; Cutter 
et al., 2010

○

(+) 대기업 비율 Cutter et al., 2008 ×

(+) 산업의 다양성(허핀달지수)
유가영·김인애, 2008; 김현주 외, 
2010

○

(+) 사업체당 종사자수(기업 규모) Cutter et al., 2010 ○

경제 개발

(+) 1,000명당 상업시설수 Cutter et al., 2008 ×

(+) 기업의 평균 매출 Rose, 2007 ×

(+) 1,000명당 대출금융기관수 Queste and Lauwe, 2006 ×

(+) 1,000명당 호텔 침상수 Greiving, 2006 ×

제도 회복력

완화

(+) 재해완화계획에 적용되는 인구 비율
Cutter et al., 2010; Burby et 
al., 2000

×

(+) 태풍대비지역의 인구비율 Cutter et al., 2010 ×

(+)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계획에 
속한 인구비율

Burby et al., 2000 ×

(+)
홍수에 대한 지역 등급제에 속한 
인구 비율

Cutter et al., 2010 ×

준비

(+)
응급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천명당 경찰·소방 종사자 수)

Cutter et al., 2008; 고재경·김희
선, 2011; 유가영·김인애, 2008

○

(+)
소방, 경찰, 응급에 지출된 비용 비
율(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 비중)

Cutter et al., 2010 ○

(+) 천명당 재난 교육프로그램 수 Tobin, 1999 ×

계획

(+) 복구계획 여부 Berke and Campanella, 2006 ×

(+)
위험지역 개발금지 조례 여부
(방재지구)

Cutter et al.,. 2008 ○

재해 경험 (+) 재해선언 수(우심피해건수) Cutter et al.,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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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사회자본 회복력

부문 영향력 지표 출처 자료수집

지역 이해 (+) 장기 거주자 비율
Cutter et al., 2010; Lochner et 
al., 1999

○

사회·문화·공
공서비스

(+) 십만명당 문화시설수 Heinz Center, 2002 ○

(+)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 ○

(+)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 - ○

(+)
지자체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
산 비중

- ○

시민 참여

(+)
1,000명당 공공 봉사활동 프로
그램수

Heinz Center, 2002 ×

(+) 선거 투표율 Cutter et al., 2010 ○

(+) 천명당 자원봉사자수 Cutter et al., 2010 ○

(+) 천명당 시민단체수

Cutter et al., 2010; U.S. Indian 
Ocean Tsunami Warning 
System Program, 2007; 
Lochner et al., 1999

×

(+) 종교시설 밀도
U.S. Indian Ocean Tsunami 
Warning System Program, 
2007

×

(+) 천명당 종교 단체수
Cutter et al., 2010; U.S. Indian 
Ocean Tsunami Warning 
System Program,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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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재해 회복력 최종 지표 선정

(2-1) 기반시설 회복력 지표

기반시설은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하드웨어로서 기반시설 회복력은 자연

재해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 및 복구 능력을 의미한다. 기반시설 회복력 지표 

후보군에서 상하수도 보급률은 인적자본 회복력의 청장년층비율(0.870)과 대

졸이상비율(0.721), 사회자본 회복력의 장기 거주가구 비율(-0.842)과 투표율

(-0.837)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 기반시설 회복력 구성 지표에서 제외하

하였다(부록 2참조). 지자체의 대응 능력은 인구 만명당 소방서 수, 인구 천명

당 병상수, 단위면적당 도로연장비율,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면적의 대리변수

를 통해 구성하였다(표 4-2).

소방서나 병원의 병상 수는 자연재해가 발생되었을 시 응급상황을 대처하

는 물리적 시설로서(고재경·김희선, 2011; Cutter et al., 2010; Heinz 

Center, 2002; U.S. Indian Ocean Tsunami Warning System Program, 

2007) 인구 만명당 소방서 수와 인구 천명당 병상 수로 계산하여 산출하였다.

자원의 접근성과 대피의 기능으로서 도로와 같은 교통기반시설은 자연재해

발생 이전에 대피로의 역할뿐 아니라 사후 재난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물자 

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Cutter et al., 2010)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 단위면적당 도로연장의 비를 계산하여 산출하였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필요에 따라 자연재해 및 재난 

등의 방지를 위해 완충녹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19) 그러나 지

자체별 완충녹지 자료 취득의 한계로 인해 도시공원면적을 대리변수로 사용

하였다. 도시공원은 2003년부터 자료가 배포되어 2003년의 값을 2000년 지

표로 사용하였으며,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 면적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
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이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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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산출식(단위) 자료 출처 기간

응급상황 대응

만명당 소방서 수
소방서 수/총인구×만명

(개/만명)
시도통계연보

2000년, 
2010년

천명당 병상수
병상수/총인구×천명

(개/천명)
시도통계연보

2000년, 
2010년

자원 접근성 및 대피 가능성

주요간선도로 밀도
도로 연장/총면적

(㎞/㎢)
도시계획현황

2000년, 
2010년

준비

천명당 도시공원면적
도시공원면적/총인구×천명

(천㎡/천명)
e-지방지표

2003년, 
2010년

<표 4-2> 기반시설 회복력 지표

지표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000

만명당 소방서 수 1.323 1.298 0 8.784

천명당 병상수 5.781 4.444 0 34.386

주요간선도로 밀도 3.557 5.005 0.024 24.312

천명당 도시공원면적 27.786 38.784 0 298.480

2010

만명당 소방서 수 0.462 0.439 0.076 3.713

천명당 병상수 11.322 6.994 0 39.720

주요간선도로 밀도 3.667 4.873 0.023 25.066

천명당 도시공원면적 26.592 32.868 0 293.720

<표 4-3> 기반시설 회복력 구성 지표의 기초통계량

기반시설 회복력을 구성하는 지표들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표 4-3>과 

같다. 우선 모든 지역에 대한 평균값들을 살펴보면, 만명당 소방서의 수는 

2000년에 1.323에서 2010년은 0.462로 소방서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천

명당 병상수는 2000년에 5.781개에서 2010년에 11.322개로 병상수가 증가되

었으며, 주요간선도로는 2000년 3.557㎞/㎢에서 2010년 3.667㎞/㎢로 도로

건설이 증가되었다. 끝으로 도시공원면적은 2000년에 27.786천㎡/천명에서 

2010년 26.592천㎡/천명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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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적자본 회복력 지표

인적자본 회복력은 자연재해의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고 복구하는 지역사

회의 역량 차이를 알아보는 것으로 인구 구조와 교육정도로 구분하여 지표를 

선정하였다. 지역사회의 회복력은 젊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고학력자일수록 

높은 수준을 가지기 때문에(Cumming et al., 2005; Cutter et al., 2010; 

Shaw et al., 2009) 인구구조 지표로 청장년층의 비율을 사용하였고 교육정도

의 지표로 대졸이상 학력자 비율을 사용하였다(표 4-4).

인적자본 회복력의 구성 지표들의 기초통계에서 청장년층 비율의 평균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00년에 75.7%에서 2010년에는 평균 73.8%로 감

소하였다. 대졸이상 학력자의 비율에서는 2000년에 12.8%에서 2010년 

29.0%로 고학력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5).

지표 산출식(단위) 자료 출처 기간

인구 구조

청장년층 비율
15세~64세 인구수/총인구

(%)
인구총조사 2000년, 2010년

교육 정도

대졸이상 학력자 비율
대졸이상 인구수/총인구

(%)
인구총조사 2000년, 2010년

<표 4-4> 인적자본 회복력 지표

지표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000
청장년층 비율 0.757 0.046 0.653 0.856

대졸이상 학력자 비율 0.128 0.087 0.022 0.527

2010
청장년층 비율 0.738 0.081 0.558 0.855

대졸이상 학력자 비율 0.290 0.127 0.086 0.735

<표 4-5> 인적자본 회복력 구성 지표의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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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제 회복력 지표

Rose(2007)에 따르면 경제 회복력을 교란이 발생하여도 생산을 계속할 수 

있거나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과 궁극적으로 바라는 시스템

으로 복구되는 속도와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경제 회복력 지수를 구성하는 지

표 후보군 중에서 자가 비율은 사회자본 회복력의 장기 거주가구 비율(0.827)

과 제도 회복력의 투표율(0.711)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경제 회복력 구성 지

표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재정자립도 역시 사회자본 회복력 구성 지표 중에 

하나인 장기 거주가구 비율(-0.776)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 제거하였다. 1인

당 지방세 부담액을 선정하여 지자체의 경제 수준을 반영토록 하였고, 경제 

구조를 고용 및 산업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산업의 다양성(허핀달 지수의 역

수)과 사업체당 종사자수, 전문직 종사자를 대리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

자 비율을 선정하여 최종 경제 회복력을 구성하였다(표 4-6).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간접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을 측정할 수 있는 지

표로서 지방세 부담액이 많으면 소득이 높은 지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지방세를 지자체 인구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한편,  한 지역 내 산업구조가 다양할수록 급격한 경제적 쇠퇴로부터 영향

을 받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Kort, 1981) 지역 내 산업구조의 다양성은 

지표 산출식(단위) 자료 출처 기간

경제수준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지방세/총인구

(만 원/명)
시도통계연보 2000년, 2010년

경제구조

산업의 다양성 1/허핀달지수 사업체총조사 2000년, 2010년

사업체당 종사자수
총종사자수/총사업체수

(명/업체)
사업체총조사 2000년, 2010년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수/총종사자수

(%)
사업체총조사 2000년, 2010년

<표 4-6> 경제 회복력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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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쳐 다양성이 클수록 안정성도 커진다. 일반적

으로 산업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허핀달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산업구조가 

다양하며, 1에 가까울수록 특화되었다고 본다(식 4-1). 본 연구에서는 값이 

클수록 회복력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허핀달 지수의 역수를 사용하였다.

 
  

  



 

  
,   


≤  

 ≤       (식 4-1)

여기서,  : t시점 i지역의 총 고용자수,   : t시점 i지역 j산업의 총 고용자수

또한 지식기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경제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재해 피해가 발생될 경우 지역

사회의 복구 및 재개발을 위한 혁신적인 사고와 지식을 제공하여(Cutter et al., 

2010) 이를 반영하는 지식기반서비업 종사자 비율을 사용하였다.20)

경제 회복력의 구성 지표들의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표 4-7>과 같다. 전국

을 대상으로 각 지표들의 평균값들을 살펴보면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00

년에 40.8만 원에서 2010년은 84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산업의 다양성을 나

타내는 허핀달지수의 역수는 2000년에 7.4에서 2010년 8.5로 다양성이 증가

하였고 사업체 규모를 볼 수 있는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2000년에 4.3명에서 

2010년 4.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은 2000년에 10.9%에서 2010년 11.7%로 증가하였다.

20) 지식기반서비스업은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산업발전법 8조에서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별표 2에서 제시한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업
종을 이용해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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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000

1인당 지방세액 40.817 61.352 4.332 835.346

산업의 다양성 7.388 2.087 2.141 10.759

사업체당 종사자수 4.271 1.375 2.635 12.639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0.109 0.083 0.022 0.593

2010

1인당 지방세액 84.050 77.675 14.345 765.728

산업의 다양성 8.504 2.320 2.284 12.041

사업체당 종사자수 4.846 1.408 3.042 12.015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0.117 0.069 0.027 0.404

<표 4-7> 경제 회복력 구성 지표의 기초통계량

(2-4) 사회자본 회복력 지표

사회자본 회복력은 개인, 이웃, 지역사회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보는 것으로 지역의 이해, 사회·문화·공공 서비스로 구분하였다. 사회자본 회복

력 지표 후보군에서 사회복지예산 비중과 자원봉사자 수는 2000년에 자료수

집이 불가능하여 일관성 있는 회복력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제외하였고 선거 

투표율은 기반시설 회복력의 소방서 수(0.823)와 상하수도 보급률(-0.837), 

인적자본 회복력의 청장년층 비율(-0.827), 경제 회복력의 자가 비율(0.711)

과 재정자립도(-0.734)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 제외하여 최종 선정된 지

표들은 <표 4-8>과 같다.

장기 거주자들은 해당 지자체의 현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과거 재해 경험이 있을 확률이 높아 지역사회의 유대관계 형성 및 지역의 이

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거주가구 비율을 지표

로 선정하였다.

사회·문화·공공서비스 부문은 사회적 상호 작용이 발생될 장소를 고려하여 사회복

지시설, 문화시설, 보육시설을 선정하였다. 문화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은 인구 십만명

당 시설 수로 계산하여 사용하였고 보육시설은 유아 천명당 시설 수로 산출하였다.

사회·문화자본 회복력을 구성하는 지표들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평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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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거주자들의 비율은 2000년 57.4%에서 2010년 55.5%로 감소하였고,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은 2000년 3.9개에서 2010년 7.8개로 증가하였다. 또한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은 2000년 3개에서 2010년 15개로,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은 2000년 8개에서 2010년 15개로  대폭 증가하였다(표 4-9).

지표 산출식(단위) 자료 출처 기간

지역 이해

장기 거주가구 비율
5년 이상 거주가구/총 가구

(%)
인구총조사 2000년, 2010년

사회·문화·공공서비스

십만명당 문화시설수
문화시설수/총인구×십만명

(개/십만명)
시도통계연보 2000년, 2010년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사회복지시설수/총인구×십만명

(개/십만명)
시도통계연보 2000년, 2010년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
보육시설수/유아수×천명

(개/천명)
시도통계연보 2003년, 2010년

<표 4-8> 사회자본 회복력 지표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000

장기 거주가구 0.574 0.172 0.187 0.927

문화기반시설 3.861 3.525 0.360 22.530

사회복지시설 2.972 2.423 0.200 14.400

보육시설 8.123 1.931 2.740 15.030

2010

장기 거주가구 0.556 0.157 0.243 0.874

문화기반시설 7.807 7.669 0.560 54.200

사회복지시설 14.939 10.281 1.940 63.650

보육시설 14.968 4.317 5.920 29.960

<표 4-9> 사회자본 회복력 구성 지표의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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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도 회복력 지표

사회는 자연재해의 강도, 규모, 복잡함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하지만, 재해의 종류에 따른 영향에 대해 일부 예상은 할 수 있

으나 수많은 영향력들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을뿐더러 예측할 수 도 없다. 따라

서 예상치 못했고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향들에 대해 예견해보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지역사회는 자연재해에 대한 이전의 대응들이 회복력을 증가

시키거나 예상치 못한 취약성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

야 한다(Gunderson, 2010). 이에 예상치 못한 영향들로부터 자연재해의 피해

를 감소시키고 피해를 입은 후 복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제도와 계

획이 유용하다.

제도 회복력은 사전준비와 계획, 재해 경험을 하위 부문으로 구성하고 지역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험을 감소시키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측정하고자 

<표 4-10>과 같은 대리지표를 사용하였다. 제도 회복력 지표 후보군에서 제

시된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 비중은 2008년 지방 재정 항목 개편으로 신설된 

부문으로 2000년의 자료수집 한계로 제외하였다. 제도 회복력의 구성 부문 

중 준비에서는 자연재해의 사전준비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대변할 수 

있는 인구 천명당 경찰·소방 종사자 수를 사용하였다. 계획 부문에는 자연재

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빈발한 지역에 예방 및 개선을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으로 지정하는 방재지구 면적을 사용하였다. 

재해 경험은 이전에 자연재해 경험으로 얻은 교훈과 사전 준비 등을 통해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능력이 커질 수 있으므로(Cutter 

et al., 20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

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국고의 지원을 받을 정도로 피해가 심

했던 우심피해 수를 사용하였다.21) 재해 경험은 과거의 누적 우심피해 수로 

계산해야 되므로 2000년의 우심피해 경험 수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2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우심피해 국고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
균액을 기준으로 시·군·구의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동산 및 공장의 
피해액 제외)이 다음 각 호의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연평균액이 ① 
100억 미만: 14억 원, ② 100~350억 원: 20억 원, ③ 350~600억 원: 26억 원, ④ 
600~850억 원: 32억 원, ⑤ 850억 원 이상: 3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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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누적 우심피해 수를 사용하고, 2010년은 1991년부터 2010년까지 20년

간의 누적 우심피해 수를 사용하였다.

제도 회복력을 구성하는 지표들의 기초통계량을 보면, 모든 지역의 평균값에서 

인구 천명당 경찰·소방 종사자 수는 2000년 4.189에서 2010년 5.026으로 증가하였

고, 방재지구는 2000년 5천㎡에서 2010년 15천㎡로 증가되었다. 누적 우심피해 경

험 수는 2000년에 3.4에서 2010년 7.243으로 피해 경험이 증가되었다(표 4-11).

지표 산출식(단위) 자료 출처 기간

준비

천명당 경찰·소방 종사자 수
경찰·소방 종사자/총 

인구×천명
(명/천명)

시도통계연보
2000년, 
2010년

계획

방재지구 면적 (㎢) 시도통계연보
2000년, 
2010년

재해경험

누적 우심피해 수

2000년 우심피해 경험 
수(’91~’00년, 10년간)
2010년 우심피해 경험 
수(’91~’10년, 20년간)

재해연보 1991~2010년

<표 4-10> 제도 회복력 지표

지표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000

천명당 경찰·소방 종사자 수 4.189 3.711 0.000 45.722

방재지구 면적 0.005 0.044 0.000 0.510

누적 우심피해 수 3.400 2.781 0.000 10.000

2010

천명당 경찰·소방 종사자 수 5.026 3.623 0.868 32.923

방재지구 면적 0.015 0.157 0.000 2.284

누적 우심피해 수 7.243 5.242 0.000 21.000

<표 4-11> 제도 회복력 구성 지표의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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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자연재해에 대한 최종 회복력 지표들과 자연재해 피해에 미치는 영

향의 방향을 정리하면 <표 4-12>와 같다.

구분 지표(단위) 자료 연도 영향

기반시설

응급상황 대응
만명당 소방서 수(개/만명) 2000, 2010 +

천명당 병상 수(개/천명) 2000, 2010 +

자원 접근성 및 
대피 가능성

단위면적당 도로연장(㎞/㎢) 2000, 2010 +

준비 천명당 도시공원 면적(천㎡/천명) 2000, 2010 +

인적자본
인구 구조 청장년층 비율(%) 2000, 2010 +

교육 정도 대졸이상 학력자 비율(%) 2000, 2010 +

경제

경제 수준 1인당 지방세 부담액(만 원/명) 2000, 2010 +

경제 구조

허핀달 지수의 역수 2000, 2010 +

사업체당 종사자수(명/개) 2000, 2010 +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2000, 2010 +

사회자본

지역 이해 5년 이상 거주가구 비율(%) 2000, 2010 +

사회·문화·공공
서비스

십만명당 문화시설수(개/십만명) 2000, 2010 +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개/십만명) 2000, 2010 +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개/천명) 2000, 2010 +

제도

준비 천명당 경찰·소방 종사자 수(명/천명) 2000, 2010 +

계획 방재지구(㎢) 2000, 2010 +

재해 경험 누적 우심피해 수(건) 1991~2010 +

<표 4-12> 지방자치단체 회복력 측정을 위한 최종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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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복력 지수 산출 방법

앞서 제시한 개념틀(그림 4-1)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별 내재된 회복력

을 도출하기 위한 일련의 흐름을 나타내면 [그림 4-2]와 같다. 지방자치단체

마다 고유한 속성들(기반시설, 인적자본, 경제, 사회자본, 제도)에 해당하는 지

표들을 표준화 및 가중치를 부여하여 회복력을 산출한 후 최종적으로 지자체

별 내재된 회복력 종합 지수를 도출한다. 이렇게 도출된 각 부문별 지수들은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인 시간 변화에 따른 지자체별 자연재해 회복력이 어

떻게 변화되는지 분석하는 데 활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 인적자본, 

경제, 사회자본, 제도 각 영역별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표준화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림 4-2] 회복력 종합 지수 산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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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표의 표준화 방법

선정된 지표들의 측정치가 서로 상이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지수를 산출하

기 위해서는 측정단위를 같은 척도로 변환하는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 표준

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선형변형방법 중 점수범위

화 방법을 이용하였다(부록 3).

선형변형방법은 표준편차가 아닌 자료의 범위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표준화하며, 아래와 같은 (식 4-2)을 사용한다.

 ′ 


max
min

 
min

,  ( ≤ ′ ≤ ) (식 4-2)

여기서,  ′는 i지역의 j속성의 표준화 점수, 
min은 j속성의 최소값, 


max은 j속성의 최대값, 

max
min은 자료의 범위를 의미한다.

(2)  가중치 산정 및 지수 도출 방법

한편, 표준화된 여러 지표를 종합하여 각 부문별 지수를 산출하는 경우 각 

지표들 간의 중요도나 영향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할 필

요가 있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에는 순위합계 가중치 방법(rank sum 

method), 비율화 방법(rating method), 쌍별 비교 방법(pairwise comparison 

method), 요인분석을 이용한 가중치 부여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논

문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가중치 부여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순위합계 가중치 방법은 의사결

정자의 선호도에 따라 평가기준을 순위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순위화 방법은 

가중치 부여 방법 중 가장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순위화된 지표수에 의

해 제한받으며 이론적 기초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순위합계 가중

치 방법의 식은 아래와 같다(식 4-3).

 
  

  
 (식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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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j번째 지표에 대한 정규화된 가중치, n : 고려 중인 지표 수, 

rj : 지표 순위,  : K=1, 2, …, n 의 순위

다음으로 비율화 방법은 의사결정자가 이미 결정해 놓은 척도에 근거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점수할당(point allocation)방법과 비율추정과정

(ratio estimation procedure)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표준화 하는 방법은 의사

결정자가 각 지표에 0에서 100까지 범위의 점수를 할당하여 점수가 높으면 

상대적인 비중이 더 큰 것을 의미한다. 가장 비중이 큰 평가기준에 임의로 

100을 부여한 다음, 비율적으로 그 다음 순위의 평가기준에 낮은 가중치들을 

할당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각 평가기준에 가중치를 합리적으로 할당하는 것

이 어려우며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

쌍별 비교 방법은 분석적 계층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에 

의해서 고안된 방법으로 불분명한 선택 문제에 있어 계층적으로 분석하여 평

가하고 정성적인 특성들을 정량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가중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본 가중치 부여 방법은 2가지 평가

기준에 대한 상대적인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1에서 9까지의 척도를 사용하

여 가중치를 산출하고 산출된 가중치를 비교행렬의 일관성을 검증하는 일관

성지수(consistency ratio; CR)를 계산하여 쌍별비교가 어느 정도 일관성 있

게 비교되었는가를 검증 가능하므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요인분석은 변수를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구분하지 않고 변수 

전체를 대상으로 변수들 간의 동일한 분산구조를 가지는지를 살펴 이를 요인

으로 분류하는 기법으로 고유치(eigenvalue)가 1보다 큰 요인들을 추출하여 

각 요인들의 공통분산을 토대로 각 지표의 가중치를 산정한다(식 4-4). 지표

들의 변동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방법으로 지표 값의 정확도가 높다면 쌍별

비교방법보다 객관적인 가중치를 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중치  추출된 요인들의 고유치 합계
각 변수의 공통성

   (식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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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에 의해 도출된 각 지표별 가중치와 지표간의 가중선형결합방법

(weighted linear combination method)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회복력 지수를 도출한다. 가중선형방법은 지자체의 회복

력 수준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의 관계가 선형인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식 4-5)와 같다.

회복력 지수 
 




  



  (식 4-5)

여기서, 회복력 지수 : j부문의 회복력 지수,  : j부문의 i지표에 대한 

가중치,  : j부문의 i지표

가중선형결합을 통해 얻은 각 부문별 회복력 지수를 합산한 후 지수의 수로 

나눠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 회복력 지수를 산출한다(식 4-6). 

종합 회복력 지수 



  

 회복력 지수

   (식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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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복력 지수 산출 및 변화 분석

1) 회복력 지수 산출

선정된 지표들은 측정 단위가 상이하여 선형변형 표준화 방법을 통해 동일

한 척도로 변환한 후, 지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지수를 산출하

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한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표 4-13>은 2000년 시점의 경제 회복력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지표들을 

요인분석하여 얻은 성분행렬로서 지표별 공통성과 요인별 고유치를 계산하여 

가중치를 도출한 예시다.

공통성은 지표별 요인부하량의 제곱합으로 산출하고 고유치는 개개 지표들

의 부하량의 제곱을 합계한 것이 된다. 각 지표의 가중치는 지표별 공통성을 

고유치의 합계로 나누어서 도출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든 부문별 지표들

의 가중치를 두 시점별로 정리하면 <표 4-14>와 같다.

지표
성분

공통성 가중치
1 2

1인당 지방세 부담액 0.262 0.743 0.620 0.201

산업의 다양성 -0.929 0.138 0.883 0.286

사업체당 종사자수 0.816 0.416 0.838 0.272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0.111 0.856 0.746 0.242

고유치 합계 1.610 1.477 3.087 1.000

<표 4-13> 2000년 경제 회복력 가중치 산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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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된 지표
가중치

2000년 2010년

기반시설

응급상황 대응
만명당 소방서 수 0.277 0.247

천명당 병상 수 0.156 0.341

자원 접근성 및 
대피 가능성

단위면적당 도로연장 0.286 0.288

준비 천명당 도시공원 면적 0.282 0.124

합계 1.00

인적자본

인구 구조 청장년층 비율 0.500 0.500

교육 정도 대졸이상 학력자 비율 0.500 0.500

합계 1.00

경제

경제 수준 1인당 지방세 부담액 0.201 0.216

경제 구조

허핀달 지수의 역수 0.286 0.270

사업체당 종사자수 0.272 0.256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0.242 0.258

합계 1.00

사회자본

지역 이해 5년 이상 거주가구 비율 0.318 0.350

사회·문화·공공
서비스

십만명당 문화시설 수 0.250 0.208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0.228 0.250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0.203 0.192

합계 1.00

제도

준비 천명당 경찰·소방 종사자 수 0.340 0.342

계획 방재지구 0.259 0.260

재해 경험 누적 우심피해 수 0.401 0.398

합계 1.00

<표 4-14> 자연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회복력 가중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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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점별 가중치와 표준화된 지표를 가중선형결합방법으로 각 부문별 회

복력 지수를 산출하였다. 기후 노출지수를 산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식 

4-15>와 같다. 지자체별로 표준화된 지표값과 산출된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이 기후노출 지수가 되고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각 부문별 회복력 지수를 통해 지역별로 어떤 부문이 회복력이 높은지를 파

악할 수 있지만, 지자체의 회복력 수준을 하나의 종합지수로 산출하여 지자체

들 간의 수준을 비교 및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표 4-16>은 산출된 각 부문별 회복력 지수를 종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

연재해에 대한 종합 지수를 도출한 예이다. 종합 회복력 지수는 (식 4-6)처럼 

다섯 가지의 부문별 회복력 지수들의 산술평균값이 되며,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다.

청장년층 대졸 이상
인적자본 지수

비율 지표×가중치 비율 지표×가중치

종로구 0.788 0.394 0.485 0.243 0.637

중구 0.780 0.390 0.331 0.165 0.556

가중치
청장년층 비율 = 0.500
대졸이상 비율 = 0.500

<표 4-15> 2000년 인적자본 회복력 지수 산출방법

부문별 회복력 지수
종합 지수

기반시설 인적자본 경제 사회자본 제도

종로구 0.278 0.637 0.498 0.540 0.174 0.425

중구 0.243 0.556 0.417 0.296 0.107 0.324

<표 4-16> 2000년 자연재해 종합 회복력 지수 산출방법

앞서 기술한 지자체의 회복력 지수 산출 방법을 통해 산출된 회복력 지수 

및 변화의 기초통계량은 <표 4-17>과 [그림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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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문의 회복력이 2000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기반시설의 경우 2000년

에 비해 약 53% 증가하여 5가지 회복력 부문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다. 

2000년에 전국 평균 0.136으로 부산 중구(0.425)가 가장 높은 지역이며, 인천 

옹진군(0.01)이 가장 낮은 지역에 해당되었다. 2010년에는 대구 중구(0.555)

가 가장 높은 지역이며, 강원도 양양군(0.038)이 낮은 회복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회복력은 전국 평균이 2000년에 0.361에서 2010년 0.459로 27.4% 

증가하였다. 2000년에는 서울 서초구(0.984)가 가장 높은 지역이며, 전북 임실

군(0.013)이 낮게 나타났다. 2010년에는 서울 강남구(0.985)와 전남 고흥군

(0.007)이 최대, 최소치를 갖는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두 시점 모두 서울을 비롯

한 대도시에서 높게 나타났고 지방 군부에서 낮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회복력은 2000년에 0.264에서 2010년 0.305로 평균 16.7% 증가하였

으며, 2000년에 경기 과천시(0.652)와 경남 함안군(0.109)이 최대, 최소값으

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서울 강남구(0.795)가 가장 높은 지역이며, 경북 고

령군(0.128)이 낮게 나타나 인적자본 회복력과 유사하게 경제 회복력이 높은 

지역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도시에 형성되어 있고, 낮은 지역들은 지방 중

소도시로 나타났다.

사회자본 회복력은 2000년에 0.320에서 2010년 0.321로 평균 4.0% 증가

하여 5가지 회복력 부문에서 가장 적은 변화율을 보였다. 2000년의 최대·최소

값을 갖는 지역은 경남 의령군(0.420)과 대구 달서구(0.142)이며, 2010년에는 

경남 산청군(0.619)과 서울 서초구(0.112)로 나타났다. 

제도 회복력의 경우, 2000년에 0.170에서 2010년 0.183으로 평균 38.1% 

증가하여 기반시설 회복력 변화율에 이어 높은 변화율을 보이고 있다. 2000

년과 2010년 각각 경남 사천시(0.464)와 전남 완도군(0.544)이 가장 높은 지

역이며, 충남 계룡시(0.003)와 서울 금천구(0.005)가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과 제도 회복력의 상·하위 지역들의 분포는 앞서 본 기반시설, 인

적자본, 경제 회복력과 반대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즉,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

도시에서 사회자본과 제도 회복력이 낮게 형성되어 있고 지방 중소도시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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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가지 부문 회복력을 통합한 종합 회복력은 2000년에 0.250에서 2010

년 0.289로 평균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과 2010년 모두 서

울 종로구(0.425, 0.479)가 높은 지역이고 경기 시흥시(0.141)와 전북 순창군

(0.162)이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종합회복력의 분포를 살펴보면, 높은 회복

력을 갖는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광역 대도시을 중심으로 산재된 분포를 보이

는 반면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의 중소도시에서 낮은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

평균 표준편차

2000년

기반시설 0.136 0.061

인적자본 0.361 0.185

경제 0.264 0.080

사회문화 0.320 0.102

제도 0.170 0.117

종합회복력 0.250 0.041

2010년

기반시설 0.177 0.074

인적자본 0.459 0.225

경제 0.305 0.102

사회문화 0.321 0.108

제도 0.183 0.111

종합회복력 0.289 0.046

2000-2010년 변화

∆기반시설 52.9 1.828

∆인적자본 27.4 0.324

∆경제 16.7 0.207

∆사회문화 4.0 0.319

∆제도 38.1 1.092

∆종합회복력 16.7 0.165

<표 4-17> 회복력 지수 기초통계량

㈜ 2000-2010년 변화 단위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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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종합회복력 분포 2010년 종합회복력 분포

2000-2010년 종합회복력 변화율 분포

[그림 4-3] 종합회복력 분포와 변화율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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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복력 변화 분석

전국단위의 회복력 변화보다는 자연재해를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지자체의 

역량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11년간(2000년~2010년)의 회복력 변화와 연평균 

자연재해 총 피해액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4-18>에서 알 수 있듯이 유의미한 값을 가지는 부문별 회복력 변화는 

연평균 자연재해 총 피해액과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평균 자연재해 총 피해액은 기반시설 회복력 변화, 인적자본 회복력 변화, 경

제 회복력 변화, 종합 회복력 변화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부

문별 회복력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재해 피해가 감소됨을 의미한다.

　 연평균피해액 ∆기반시설 ∆인적자본 ∆경제 ∆사회문화 ∆제도 ∆종합회복력

연평균 피해액 1

∆기반시설 -0.094* 1

∆인적자본 -0.082** 0.258** 1

∆경제 -0.354** -0.031 0.136* 1

∆사회문화 0.023 -0.085 0.132* 0.100 1

∆제도 -0.047 -0.058 0.088 0.028 0.071 1

∆종합회복력 -0.162* 0.117 0.479** 0.486** 0.654** 0.246** 1

**. p< 0.01, *. p<0.05

<표 4-18> 연평균 자연재해 피해액과 부문별 회복력 변화 간의 상관관계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응하

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국 연평균 피해액과 부문별 

평균 회복력 변화를 기준으로 24개 핫스팟지역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전국 

연평균 피해액의 평균값은 약 82.2억 원으로 피해액 상위 10위 안에 강원도

의 7개 지자체가 속했으며, 특히 강릉시가 연간 약 1,2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나타났다.22) 한편, 대설 핫스팟 지역들의 연평균 총 피

해액은 전국 평균과 유사한 값을 가지는 특징을 보인다.

22) 연평균 자연재해 총 피해액 상위 10위 지역은 강원도 강릉시(1,200억 원), 삼척시(823
억 원), 평창군(642억 원), 양양군(628억 원), 정선군(541억 원), 경북 김천시(538억 원), 
강원도 인제군(533억 원), 경남 김해시(431억 원), 창원시(405억 원), 강원도 고성군(371
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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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시설 회복력 변화

전국의 연평균 피해액(82억)과 기반시설 회복력 변화율(52.9%)을 기준으로 

핫스팟 지역들에서 기반시설 회복력 변화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4-4]와 같다.

우선 태풍 핫스팟 지역들 중에서 강원도 정선군(4.0%), 강릉시(32.3%), 전

남 여수시(37.8%), 경북 김천시(79.5%)가 2000년에 비해 회복력이 증가하였

고 경북 김천시(79.5%)의 경우 전국 평균을 상회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원 삼척시(-6.5%), 양양군(-62.2%), 고성군(-3.8%)은 2000년에 비해 감소

되었다(부록 4).

호우 핫스팟 지역들에서는 전국 평균 기반시설 회복력 변화율을 상회하는 

지역은 경남 사천시(66.2%)이며 강원 평창군(-26.3%)과 인제군(-41.6%)이 

감소하였다. 끝으로 대설 피해 핫스팟 지역의 경우, 기반시설 회복력 변화

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충남 논산시(88.6%), 공주시(81.9%), 연기군

(55.9%), 전북 정읍시(63.3%), 전남 나주시(93.1%), 영암군(73.3%), 장성군

(76.3%)인 반면, 충북 괴산군(-24.4%)과 전남 함평군(-0.4%)은 감소한 결과

를 보였다.

기반시설 회복력 변화가 2000년에 비해 감소한 7개 지역들의 특징은 기반

시설 회복력을 구성하는 소방서 수와 도시공원 면적이 감소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만명당 소방서 수는 모든 핫스팟 지역에서 감소(-58.9%)하였지만 7개 

지역에서는 더 큰 폭으로 감소(-74.7%)하였으며, 천명당 도시공원 면적의 경

우 기반시설 회복력이 증가한 지역들에서는 이전 시점에 비해 48.5%가 증가

한 반면 7개 지역에서는 오히려 9.0%가 감소하였다. 특히, 기반시설 회복력이 

가장 크게 감소한 양양군의 경우 인구 천명당 병상 수가 3개에서 1개로 24개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감소(-62.4%)된 동시에 가중치가 이전 시점에 비해 증

가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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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연평균 자연재해 피해액과 기반시설 회복력 변화율 분포

(2) 인적자본 회복력 변화

인적자본 회복력은 전국 평균 27.4% 증가하였고 연평균 자연재해 총 피해

액과 인적자본 회복력 변화율의 분포를 보면, 태풍 핫스팟 지역들에서는 강원 

정선군(-2.0%)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2%에서 35.8%사이의 변화율로 인

적자본 회복력이 증가하였으며 경남 여수시(35.8%)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증

가하였다(그림 4-5).

호우 핫스팟 지역들에서도 태풍 핫스팟 지역들과 유사하게 강원 정선군을 제

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적자본 회복력이 전국 평균보다 증가(28.1% ~ 68.4%)

한 특징을 보인다. 한편, 대설 핫스팟 지역들은 전남 장성군(-3.2%)과 함평군

(-31.1%)이 2000년에 비해 인적자본 회복력이 감소하였고, 나머지 12개 지역

들 중에서 7개 지역(대전 대덕구, 충남 공주시, 연기군, 충북 청원군, 전북 정읍

시, 전남 나주시, 영암군)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인적자본 회복력을 구성하는 청장년층의 비율과 대졸이상 인구 비율을 살펴

보면, 전국적으로 청장년층의 비율은 약 2.8% 감소하였고 대졸 이상 학력자 비

율은 158.2% 증가하였다. 그러나 24개 핫스팟 지역들에서는 청장년층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더 큰 감소(-5.4%)를 보이는 한편 대졸이상 학력자 비율은 전국 

보다 더 많이 증가(178.8%)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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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적자본 회복력 변화가 감소한 강원도 정선군, 전남 장성군, 함평군

은 청장년층 비율이 이전 시점에 비해 각각 8.5%, 11.2%, 14.8% 감소되어 

핫스팟 지역 평균보다 더 크게 감소되었다. 한편, 대졸이상 학력자 비율은 

202.7%, 101.3%, 236.1%로 크게 증가되었으나 2010년 세 지역의 대졸이상 

학력자 비율은 18.8%, 18.2%, 11.0%로서 전국 평균 비율인 29.0%보다 현저

하게 낮아 인적자본 회복력이 감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그림 4-5] 연평균 자연재해 피해액과 인적자본 회복력 변화율 분포

(3) 경제 회복력 변화

경제 회복력은 전국적으로 16.7% 증가하였고 7개의 태풍 핫스팟 지역들의 

경제 회복력 변화율은 전국 평균을 하회(-20.4% ~ 14.7%)한 것으로 나타났

다(그림 4-6). 특히 강원도 삼척시(-5.7%), 양양군(-13.3%), 정선군(-20.4%)

은 2000년에 비해 감소한 지역들에 해당된다.

호우 핫스팟지역에서는 강원도 정선군과 평창군(-9.2%)이 감소하였고 강원도 

인제군(18.1%)과 경남 사천시(26.2%)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증가하였다. 한편 

대설 핫스팟의 모든 지역에서는 경제 회복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충북 청원군(61.0%), 전남 나주시(27.0%), 영암군(30.2%), 장성군(18.5%)

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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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복력을 구성하는 지표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산업의 다양성, 사업체당 종사자수,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모두 

이전 시점에 비해 각각 147.8%, 16.9%, 15.0%, 15.8% 증가하였다. 이를 핫스

팟 지역에서 보면, 각각 159.1%, 7.3%, 19.8%, 11.0% 증가하여 1인당 지방세 

부담액과 사업체당 종사자수가 전국에 비해 더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경제 회복력이 가장 크게 증가한 청원군은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2000년

에 약 36만 원에서 2010년 약 117만 원으로 4배 정도 증가하였고 2010년 전

국 평균값(약 84만 원)보다 높아 청원군의 재정력이 상승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산업의 다양성은 전국에 비해 증가한 정도(9.5%)가 낮으며 2010

년 전국의 평균값인 9에 비해 청원군은 4로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산업으로 

구성되지 못한 구조를 보인다. 반면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2010년 전국 평균 

5명에 비해 8명으로 2000년(6명)에 비해 약 30%가 증가되어 규모가 큰 기업

들로 산업구조가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은 전국적으로 10.9%에서 11.7%

로 증가하였고 청원군은 4.1%에서 7.6%로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

을 차지하지만, 전국에서 6번째로 높은 변화율(85.1%)을 보이는 특징을 가져 

경제 회복력이 핫스팟 지역들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00년에 비해 회복력이 감소한 강원도 정선군, 양양군, 평창군, 삼척시

는 회복력 구성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하고 평창군과 정선군의 경우 산

업의 다양성과 지식기반서비스 종사자 비율이 감소하였다. 이들 지역의 2010년 

회복력 구성 지표의 평균값들을 살펴보면,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평균 47만 원

으로 삼척시의 경우 약 25만 원으로 가장 낮고, 정선군이 77만 원으로 가장 많

지만 전국 평균인 117만 원에 비해 적어 지자체의 경제력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산업의 다양성은 평균 8.5로 전국 평균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업체당 4명으로 전국의 절반 수준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은 약 5%로 전국의 절

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선군의 경우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이 네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5.1%에서 3.3%로 줄어든 동시에 산업의 다양성이 

10.5에서 8.7로 감소하여 경제 회복력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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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연평균 자연재해 피해액과 경제 회복력 변화율 분포

(4) 사회자본 회복력 변화

사회자본 회복력은 지자체의 회복력을 구성하는 다섯 부문의 회복력 중에

서 가장 낮은 전국 평균 증가율(4.0%)을 보였다. 태풍 피해 핫스팟 지역들에

서는 경북 김천시(6.0%)와 경남 사천시(54.5%)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증가하

였고 강원 강릉시(-15.3%), 삼척시(-65.3%), 고성군(-10.7%), 정선군

(-35.0%)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7).

호우 핫스팟 지역에서는 경남 사천시(58.7%)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

였으며, 대설 피해 핫스팟 지역에서도 대전 대덕구(37.3%), 충북 괴산군

(23.8%), 전남 나주시(12.0%), 함평군(6.0%)을 제외한 10개 지역에서 –34.8%

에서 –0.2%사이의 변화율로 감소되었다.

사회자본 회복력을 구성하는 지표들의 전국적 변화를 보면, 장기 거주가구 비

율, 십만명당 문화시설 수와 사회복지시설 수,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는 각각 

2.1%, 136.5%, 627.6%, 88.3%로 모두 증가하였으며 문화시설이 크게 증가한 

특징을 보인다. 24개 핫스팟 지역들에서는 각각 –12.1%, 149.7%, 376.1%, 

95.4%로 변화되어 장기 거주가구 비율이 감소하는 한편 문화시설과 보육시설이 

전국 평균보다 증가한 특징을 보인다.

태풍 피해가 컸던 전남 여수시와 호우 피해가 컸던 경남 사천시에서 사회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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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력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태풍 피해지역인 강원도 삼척시가 가장 크게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와 사천시는 장기 거주가구 비율이 56.4%에서 80.5%, 64.1%에서 

87.1%로, 사회복지시설 수도 천 명당 2.5개에서 10.9개, 2.5개에서 14.9개로, 

보육시설 역시 유아 천 명당 5.5개에서 10.1개, 9.3개에서 18.4개로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더 크게 증가하여 회복력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강원도 삼척시, 인제군, 정선군, 전북 부안군의 회복력이 두드러지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장기거주가구뿐 아니라 문화시설 수도 감소한 동시에 사

회복지시설과 보육시설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삼척시는 5년 이상 장기 거주가구 비율이 2000년에 64.7%에서 

2010년 28.9%로 급감한 이유로 사회자본 회복력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그림 4-7] 연평균 자연재해 피해액과 사회자본 회복력 변화율 분포

(5) 제도 회복력 변화

제도 회복력은 전국 평균 38.1%의 변화율로 증가되었다. 태풍 피해 핫스팟 

지역에서 제도 회복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북 김천시(-22.8%)와 경남 여수시

(-27.2%)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되었고, 강원 양양군(46.7%)과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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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정선군(60.2%)이 전국 평균 변화율보다 높게 나타났다(그림 4-8).

호우 피해 핫스팟 지역에서는 경남 사천시(-48.7%)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서 증가하였고, 특히 강원 평창군(151.6%)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제도 회복력을 구성하는 인구 천명당 경찰 및 소방 종사자 수의 증가와 우

심피해를 많이 겪음에 기인한 것으로 이전의 자연재해 경험으로 얻은 교훈과 

사전 준비 등을 통해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능력이 배

양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설 피해 핫스팟 지역들에서는 충북 괴산군(0.0%), 전남 영암군(20.3%)과 

장성군(3.1%)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역 모두 –31.8%에서 –0.1%사이의 

변화율로 감소된 특징을 보인다.

제도 회복력을 구성하는 경찰 및 소방 종사자 수, 방재지구 면적, 재해경험

은 전국적으로 증가하였지만, 핫스팟 지역들에서 회복력이 감소한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경찰 및 소방 종사자 수가 감소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회복

력 감소가 가장 큰 경남 사천시의 경우 2000년에 인구 천명당 5명에서 4명으

로 약 22% 감소하였다. 또한 자연재해 피해가 심한 지역들임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존재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 4-8] 연평균 자연재해 피해액과 제도 회복력 변화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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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 회복력 변화

앞서 살펴본 다섯 가지 분문별 회복력을 통합한 지자체의 종합 회복력은 전

국적으로 2000년에 비해 16.7%가 증가되었다. 태풍 핫스팟 지역에서는 강원 

삼척시(-9.4%)와 정선군(-9.0%)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되었지만, 전

국 평균 변화율보다 높게 증가한 지역은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4-9).

호우 피해 핫스팟 지역들에서는 강원 정선군이 유일하게 감소되었고 강원 

평창군(18.3%)과 경남 사천시(21.5%)가 전국 변화율보다 높게 증가되었다. 

대설 핫스팟 지역은 대전 대덕구(21.4%), 충북 청원군(25.9%), 전남 나주시

(23.6%)와 영암군(26.9%)이 전국 보다 높게 증가한 반면 충남 부여군

(-12.3%), 전북 고창군(-2.9%)과 부안군(-7.1%), 전남 함평군(-3.2%)이 이

전에 비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종합 회복력이 가장 크게 증가한 전남 영암군은 기반시설, 인적자본, 경제, 

사회자본, 제도 회복력이 2000년에 비해 각각 73.3%, 98.4%, 30.2%, 

-14.2%, 20.3%, 26.9%로 사회자본 회복력이 유일하게 감소하였지만 나머지 

회복력이 전국 평균 변화율보다 크게 증가되어 사회자본 회복력의 감소 부분

을 상쇄시켜 증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사회자본 회복력의 감소는 장기 거주

가구 비율이 이전 시점 대비 10.3% 줄어든 것이 주된 이유로서 사회자본 회

복력 증진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여군이 핫스팟 지역들 중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원인은 사회자본과 

제도 회복력이 각각 34.8%와 22.7% 감소되었고 기반시설, 인적자본, 경제 회

복력이 10.1%, 13.4%, 5.9%로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적게 증가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사회자본 회복력 구성 지표에서 장기 거주가구 비율이 

33.9%로 크게 감소한 것과 제도 회복력의 재해경험이 감소하여 두 회복력이 

감소하게 되었다. 또한 종합 회복력이 감소한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사회

자본 회복력이 장기 거주가구의 감소로 인해 낮아졌기 때문에 사회자본 회복

력 증진을 위해 장기 거주자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되지 않고, 전입한 주민들

이 오래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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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연평균 자연재해 피해액과 종합 회복력 변화율 분포

3. 사례 심층 분석

자연재해 유형별 피해액이 큰 핫스팟 지역들 중에서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유일하게 태풍과 호우 피해가 큰 지역에 속하며, 충청북도 청원군은 대설 핫

스팟 지역 중에서 누적피해액(2000년~2010년)이 가장 큰 지역으로서 이 두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증진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

지 200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역종합일간신문과 인터넷 

검색으로 정성적 연구를 하였다.

1) 강원도 정선군

정선군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태풍과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5,935억 

원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피해가 발생된 지역으로 특히 2002년과 

2003년의 태풍 ‘매미’와 ‘루사’에 의해 전례 없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종합 

회복력을 구성하는 기반시설, 인적자본, 제도 회복력은 각각 4.0%, 1.0%, 

60.2%가 증가하였지만, 경제와 사회자본 회복력이 13.8%와 35.0%가 감소하

여 종합 회복력은 2000년에 비해 7.8%가 감소한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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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회복력을 구성하는 지표들 중에서 유일하게 주민 만명당 소방서 

수가 3개에서 1개로 약 62% 감소하였으며, 도로밀도는 0.36㎞/㎢에서 0.42㎞

/㎢로 15.3% 증가, 천명당 도시공원면적은 0.038㎢에서 0.048㎢로 약 46% 

증가, 천명당 병상수는 9.3개에서 10.2개로 약 10% 증가하여 이를 종합한 기

반시설 회복력은 약 4.0% 정도 증가하였다.

인적자본 회복력은 청장년층 비율이 77.5%에서 71%로 감소한데 반해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은 6.2%에서 18.8%로 크게 증가하여 인적자본 회복력

이 1.0%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제도 회복력의 경우 주민 천명당 경찰·

소방 종사자 수가 3명에서 13명으로 크게 증가한 결과 제도 회복력이 60.2% 

증가하였다.

그러나 경제와 사회자본 회복력을 구성하는 지표 중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 비율과 산업의 다양성, 장기 거주가구 비율, 문화시설수가 감소하여 

각각 13.8%와 35.0%가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 비

율은 5.1%에서 3.3%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감소하였고, 산업의 

다양성 지수 역시 10.5에서 8.7로 전반적인 정선군의 산업 구조가 쇠퇴하여 

경제 회복력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장기 거주가구의 비율은 

72.4%에서 64.3%로 장기 거주자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을 많이 하였고 주민 

십만명당 문화시설 수는 약 3개에서 1개로 감소여 이전 시점에 비해 사회자

본 회복력이 35.0%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다.

태풍 ‘매미’와 ‘루사’에 의한 피해 당시 수해지역의 복구 작업은 지역 내 군

경 및 자원봉사자뿐 아니라 전국적인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 신문기사에 따르

면 복구를 위해 주변 군경 및 군부대 중장비를 투입하고 강원도 내 2,800여명

의 자원봉사자들이 동참하였다. 또한 통신 및 주요도로, 상수도의 긴급 복구 

작업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수해 이후 수인성 전염병 등이 우려됨에 따

라 긴급방역활동 및 수재민들에 대한 의료지원도 있었다(강원도민일보, 수해

복구 ‘너도나도’ 팔 걷었다, 2003년 9월 16일자).

한편, 정선군은 인천 남동구와 1996년에 자매결연하여 2002년 태풍 ‘루사’

로 피해를 입었을 때 남동구에서 재해복구지원반 파견과 함께 3,482만 원 상

당의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2003년 태풍 ‘매미’ 때에도 59명의 직원과 재해복

구 장비로 재해복구지원반을 구성하여 수해 복구를 지원한 사례가 있다(인천

일보, 정선군 수해복구 구슬땀, 2003년 9월 16일자).

2002년과 2003년 태풍의 영향으로 2년간 계속된 수해복구 공사가 효율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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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가 받았다. 2004년에 태풍 ‘매기’의 영향으로 2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

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년 같으면 일부 저지대 지역이 침수되는 등 크고 작은 피

해가 발생되었지만, 하천 제방 붕괴 및 도로유실 등의 피해가 전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선군은 지난해 5억원의 사업비로 최첨단 재난 상황실

을 설치하여 모니터를 통해 시시각각 폭우 지역의 상황을 보면서 사전에 위험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재해대책 시스템 마련도 태풍 피해를 막는데 일조했다

는 평가다(강원일보, 정선 수해복구공사 ‘효과’, 2004년 8월 20일자). 

정선군은 또한 계속된 비로 산사태와 고랭지 밭에서 나온 토사가 하천바닥

에 쌓여 이를 긴급 준설하는 등 군관계자는 “관내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해 

퇴적 토사 준설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호우로 인한 지속적인 재

해 예방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강원일보, 정선 하천 토사 대대적 

준설, 2004년 8월 24일자).

이러한 자연재해 예방 및 상황관리, 복구의 노력으로 정선군은 소방방재청

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재난대책 업무를 평가한 결과 2004년도 방

재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강원일보, 정선군 ‘방재 전국 우수

기관’, 2004년 12월 28일자).

그러나 2008년 12월 18일에 감사원이 공개한 ‘풍수해 예방 및 복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 내 지자체가 재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한 각종 안

전시설 관리가 부적절하며 특히 재해예방 차원에서 설치된 재해문자 전광판 

점검결과, 정선군의 경우 3개 가운데 1개가 작동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

졌다. 또한 배수펌프장 6곳 가운데 1곳이 비상전원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으며, 대형 수해복구공사 현장의 관리실태도 문제점을 노출했다. 정선

군은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와 하천수해복구공사 등 2곳이 하상토석 방치 

및 유수흐름 저해, 토사유출을 방치하다 적발되어 재해예방 시설물 및 복구사

업장 관리에 소홀한 면이 나타났다(강원도민일보, 풍수해 예방시설 관리 ‘엉

망’, 2008년 12월 18일자).

한편 상습 침수 및 붕괴 등 재해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정선군

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을 발족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우기 전 소규모 사업 준공을 비롯해 대규모 사업 및 펌프시설 등 재해위험구

간을 우선 시공해 여름철 호우 피해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웠다(강원일보, 재

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 운영, 2010년 11월 29일자).

또한 기상재해 예방 시설로서 정선군은 강원지방기상청과 공동으로 공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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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기상관측소를 설립하여 2010년 9월 11일부터 강원도 중부지방에서 운영하

는 최초의 지방자치단체로 기상관측 기술, 기상측기 검정 등을 기상청이 지원

하고, 정선군에서는 관측자료 생산 등 기상관측소의 운영 관리업무를 담당하

고 있다(강원지방기상청 기후과 보도자료, 정선군 기상관측소 탄생, 2010년 9

월 9일자).

2) 충청북도 청원군

청원군은 지난 11년 동안(2000~2010년) 대설로 인한 피해액이 1,166억 원

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인 한편, 호우로 인한 피해도 전국에

서 49위(317억 원)를 차지할 정도로 수해피해도 큰 지역이다. 이 지역의 종합

회복력을 구성하는 기반시설, 인적자본, 경제 회복력은 각각 52.8%, 105.8%, 

49.6%가 증가하였으며, 사회자본과 제도 회복력은 0.2%와 6.6% 감소하여 종

합 회복력은 2000년에 비해 약 26% 정도 증가하였다.

특히 2002년에 준공된 IT 첨단산업이 입주한 오창과학산업단지로 인해 기

반시설, 인적자본, 경제 회복력이 크게 증가되었으며, 각 회복력을 구성하는 

지표들 중에서 주민 만명당 소방서 수만 1.6개에서 0.9개로 감소한 것을 제외

한 나머지 모든 지표들이 증가되었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도시 공

원 면적이 주민 천명당 0.002㎢에서 0.02㎢로 크게 증가하였고, 인적자본 회

복력 구성 지표인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이 8.9%에서 31.7%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경제 회복력 부문에서는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36만 원에서 

117만 원으로,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4.1%에서 7.6%로, 산업의 

다양성은 3.4에서 3.7,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6명에서 8명으로 증가하여 청원

군의 경제 구조 및 수준이 상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회자본과 제도 회복력을 구성하는 지표들도 이전 시점에 비해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력 지수가 0.2%와 6.6%로 소폭 감소한 것은 사회자

본 회복력을 구성하는 주민 만명당 문화시설 수와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는 

전국 평균 2개와 15개인데 반해 청원군은 1개와 12개이며, 제도 회복력의 주

민 천명당 경찰·소방 종사자 수가 전국 평균 5명에 비해 1명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난 11년 동안 청원군에서 자연재해를 대응한 노력들을 살펴보았

다. 청원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집중호우, 돌풍 등 기상이변이 예상될 경우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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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농업인들에게 전달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다(중도일보, 영농정보 문자서비스 청원군농기센터, 2005년 7월 11일자).

한편, 청원군은 태풍과 홍수, 폭설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의 최

대 90%까지 보장해주는 풍수해보험 제도를 2008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당사자가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험료 지원은 일반 가입자는 55~62%, 차상위계층은 76%,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는 86%다. 군은 장마철이 다가옴에 따라 태풍과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돼 각 읍·면을 순회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 

각 읍·면 이장회의 및 유관기관·단체 회의 등을 통한 각종 홍보물 배부, 휴대

폰 문자 홍보, 각종 안전 캠페인 홍보, 현수막 게시 및 배너 설치 등 주민들의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중부매일, 청원군 풍수해보험제도 본격 시

행, 2008년 4월 7일자).23)

또한 매년 여름철 우수기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준설

과 하천정비 사업에 나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수형 웰빙 생태하천 조

성사업'을 완료했다. 군은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잡목을 제거하고 

하상정리 사업을 완료했으며, 11개 소하천에 대해 퇴적토 준설, 제방축조, 저

수호안, 친환경 호안을 설치하는 등 자연 친화형 하천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 2008년 7월에 발생한 수해 지역에 31억 원을 들여 피해복구를 완

료하여 장마철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했으며 자연재해 위험지구인 오창 후

기지구 2.3㎞의 재해예방 사업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관내에는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26개소, 소하천 155개소 등 총 연장 570.8km가 마

을 또는 농경지를 접해 흐르고 있는 상태”라며 “여름철 우수기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지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연친화적 공법으로 

하천을 정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중도일보, 우수기 재해예방 ‘바쁘다 바

빠’, 2009년 11월 11일자).

청원군은 그동안 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하천 관리와 재산피해 발생 

시 주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풍수해보험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 

등의 노력을 비롯하여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한 ‘2009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중앙점검’에서 사전대비에 대한 재해 예·경보시스템 79개소와 재해취약

23) 풍수해보험법은 2006년 3월 3일에 제정되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
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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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63개소를 설치하고, 예방점검 및 방재교육 등을 실시, 특히 대규모 공사

장, 경부고속철도 오송 정거장 등 19개소와 자연재해 저감시설 28개소에 대

해 방재시설물 관리카드 작성 비치 및 운영관리 상태를 충청북도 및 유관기관

과 합동점검을 통해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

관으로 선정되었다(충청투데이, 창원군 여름 자연재난 대비 우수기관 선정, 

2009년 12월 17일자).

한편 2010년 6월까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지방하천에 산재되어 있는 배

수문 32개소를 자동화시설로 교체하여 침수 위험 시기에 현장에 출동하지 않

고도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배수문을 원격 조정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

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충청투데이, 청원 4억 들여 배수문 자

동화시설로 교체, 2010년 3월 12일자).

청원군은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소방방재청으로 부터 재난관리추진실

태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인센티브로 5천만 원을 받았다. 군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특히, 재난 

예보·경보시설에 의한 신속한 사전대비 시스템과 취약분야에 대한 시설물 보

강 및 방재시설의 자동화 시스템구축 등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풍수해 대책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위험표지판과 통제시

설물을 설치하고, 위험지구 지역 내 주민과 공무원간의 긴급연락망을 유지, 

배수문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으로 하천범람과 홍수에 적극 대비한 결과다. 

이와 함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으로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소방기관

과의 협력체제를 유지, 휴일특별기동근무반 운영과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 운

영 등도 호평을 받았다(충북일보, 청원군 재난관리실태 2년 연속 우수기관 선

정, 2010년 11월 14일자).

청원군은 겨울철 대설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

다. 설해대비 취약시설물 일제정비 운동을 펼쳐 노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한편 대설 등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 캠페인을 병행 실시해 참여한 주민들에게 

설해대비 비닐하우스 피해경감 행동요령과 겨울철 안전관리 전단지를 제작·배

부했다. 또한 군은 연중무휴 24시간 상황관리를 위해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운

영하며 전담 T/F팀을 구성 대설주의보 발령에 따른 단계별 재난상황 대응계

획도 수립했다. 이밖에 제설장비, 제설물자 등을 미리 확보하고 교통두절 예

상구간과 책임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도록 했다(중부매일, 

취약시설물 정비 눈피해 예방, 2009년 1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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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원군이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을 살펴본 결과, 여

름철 자연재해를 방지하는 시설물 설치와 재해 취약 시설물 보강 및 방재시설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 재산피해 발생 시 복구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제도 홍보 등 

주로 호우피해에 대응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록 창원군이 대설피해가 큰 

핫스팟 지역으로 분석되었지만, 대설에 의한 피해가 2001년(132억 원), 2004년

(989억 원), 2010년(46억 원) 간헐적으로 발생되어 대설피해에 대한 대응 노력

은 호우피해에 대한 대응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시급한 사안으로 보인다.

4. 소 결

4장에서는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자체의 자연

재해 회복력의 시·공간적 변화를 분석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개념틀을 제시하

고 실증 분석할 수 있는 지표 선정 및 두 시점간(2000년과 2010년)의 회복력 

변화를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정량적인 측정이 불가능한 방재 계획이나 제도 

등의 개선 노력들이 지자체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핫스팟 지

역 중 대표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신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자연재해 회복력을 측정하기 위해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기반

시설, 인적자본, 경제, 사회자본, 제도 측면에서 필요한 지표를 선정하고 계산

식을 제시하였다. 한편, 선정된 지표를 가지고 5개 부문의 지수를 산출하기 위

해 필요한 표준화 방법과 가중치 산정 방법들에 대해 고찰한 후 선형변형

(linear scale transformation) 표준화 방법과 요인분석을 통한 가중치를 가중

선형결합방법을 적용하여 부문별 회복력 지수와 종합 회복력 지수를 도출하였

다. 이러한 일련의 방법들로 생성된 회복력 지수는 본 연구의 목적인 자연재

해 유형별 지방자치단체의 회복력 변화를 분석하는 데 활용하게 된다. 

자연재해를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지자체의 역량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11

년간의 부문별 회복력 변화와 자연재해 총 피해액 변화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부문별 회복력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재해 피해가 감소되는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된 지자체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알아

보기 위해 3장에서 도출한 자연재해 유형별 피해액이 큰 24개의 핫스팟 지역

을 대상으로 회복력 변화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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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각 부문별 회복력의 전국 평균 변화율은 2000년에 비해 모두 증

가하였고 기반시설 회복력 부문이 약 53%정도로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사회

자본 회복력은 4.0% 증가율로 가장 작은 변화율을 나타냈다.

한편 각 재해유형별 피해액이 컸던 핫스팟 지역을 살펴보면, 지역마다 재해 

유형에 대응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부문별 회복력 변화율이 상이하게 나

타났다. 일반적으로 기반시설, 인적자본, 경제 회복력의 경우 응급상황 대응 

시설, 인구 구조, 경제 구조 등 중앙정부나 민간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방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

다. 반면, 사회자본과 제도 회복력은 사회·문화·공공 서비스 제공, 재해 준비 

및 계획, 제도 등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자본 

회복력은 장기 거주자들의 전출과 문화시설의 감소로 이전 시점보다 낮아지

는 지역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회복력을 증진

시킬 수 있다. 또한 제도 회복력은 경찰·소방 종사자 수가 감소한 지역에서 낮

아졌기 때문에 정부에 인원 확충을 요청할 필요가 있으며, 재해 경험이 감소

한 지역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들에게 자연재해 발생 시 행동요령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는 등 회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특히 자연재해 유형별 피해액이 컸던 강원도 정선군과 청원군을 사례로 지

역신문 기사를 조사해본 결과, 자연재해 피해 발생 후 복구 시에 주변 군경 

및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와 생명선(lifelines)의 긴급 복구 작업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다른 지자체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자매결연도시의 원조 등

이 있었다. 그리고 복구비를 지원받아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풍수해보

험 제도를 지자체에서 적극 홍보하는 활동들을 통해 회복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또한 지자체의 재해대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의적절한 자연재해 상황관

리, 퇴적된 토사 준설사업 등 지속적인 재해 예방 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으로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소방기관과의 협력 체제 유지, 구

명조끼 무료 대여소 운영 등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이 일어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장에서는 본 장에서 산출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문별 회복력 지수를 통해 

자연재해 유형별 피해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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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자연재해피해에 대한 회복력의 영향 분석

본 장에서는 지자체의 종합회복력을 구성하는 5개 부문의 회복력이 자연재

해 피해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3장에서 자연재해 유형별 피해

액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간계량모형을 활용하여 자연재

해 총 피해액에 대한 회복력의 영향력을 분석한다.

1. 모형 설정과 추정 과정

1) 공간계량모형

공간계량경제모형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간적 의존성과 공간적 이분

산성을 고찰해야 한다. 공간 개념을 포함한 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할 경우 

일반적인 선형회귀모형에서 만족되어야 할 두 가지 성질을 위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공간적 의존성이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

다. 이는 한 지역의 변수가 다른 지역의 변수에 의해 관계가 규명되는 형태로 

종속변수가 설명변수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공간적 이분산성은 공간이 종속변수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균일하게 나

타나지 않음을 뜻한다. 이는 매우 유사한 설명변수를 가진 지역이라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 다른 종속변수의 값을 가지게 됨을 뜻한다. 이는 수리적 의미에

서 공간자체가 일종의 확률변수를 포함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한다

(이성우, 2006). 이러한 문제는 추정된 각 계수의 불편성, 효율성, 일치성에 

부합된 계수추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공간적 의존성과 이분

산성은 일반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올바른 추정이 불가능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간을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게 된다.

공간을 설명변수화 하는 방법은 공간가중치행렬(Spatial Weighted Matrix)

을 이용하는 방법과 공간거리(Spatial Distance)를 이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

다. 공간가중행렬을 구하는 방법은 다양하나 본 논문에서는 공간의 거리로 가

중행렬을 구하는 공간가중치행렬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공간속성의 자료를 사용한 모형에서는 공간계량모형을 사용하는

데, MLE(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 추정하는 공간계량모형과 

OLS(Ordinary Least Squares)를 통해 추정하는 일반선형회귀식을 비교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MLE에서 구할 수 있는 R-Square값을 비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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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공간적 의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로 한다. 공간적 의존성의 진단은 공간가중행렬의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

으로도 판단할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 공간적 의존성을 검정해 줄 수 있는 통

계량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Moran‘s I 검정, Lagrange Multiplier(LM)검정 그리고 Geary's C이다. 이외

에도 MLE의 모형최적화 검정으로 활용되는 LM-Lag 검정, Wald 검정 등이 

쓰이고 있다.

공간계량모형이 경제모형과 다른 점은 공간의 속성자료를 다룬다는 점이 

가장 크다. 공간의 속성은 인접한 지역에 대해 그 효과가 전파(diffusion)된다

는 점과 각 변수 간에 공간적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공간가중행렬을 이용해 각 단위공간들에 대해 인접한 공간들과의 근접

효과를 통제한다.

(1) 공간회귀모형

공간적 자기상관이 존재한다는 공간계량분석에서 오차 항에 공간적 속성이 

있을 때 공간오차모형(Spatial Error Model)을 사용한다. 예측오차의 공분산이 

독립적이지 않으면 OLS추정은 여전히 편의되어 있고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

다. 이때 더 유효한 추정은 공간적 과정에서 내재되어 있는 오차의 공분산 구

조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다양한 공간적 과정은 각 오차 공분산을 만

들어서 모형 안에서 공간의 상호작용 범위와 정도에 대한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기 위해 오차에 가중행렬을 적용하는 것이다.

공간오차모형에서는 모형에 고려하지 않은 변수들 사이에 공간종속성이 있

다는 것을 가정한다. 즉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모형에서 고려하지 않

은 독립변수가 주변지역의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는 공간가중치

행렬을 통해 모형에 반영된다. 이 모형의 기본 식은 (식 5-1)과 같다. (식 

5-1)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식 5-2)가 되는데 공간시차모형에서 공간승수효

과가 전체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점과는 달리 오차 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다. (식 5-2)의 공간승수효과도 공간시차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고  일 경우, (식 5-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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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5-1)

             ∼ 

                                    (식 5-2)

    …≈


                (식 5-3)

 
 : 공간파급효과

여기서, X: n×k의 설명변수 행렬, : k×1의 설명변수의 계수 벡터, W: 

공간가중치 행렬, : 공간가중치 행렬의 계수, : n차의 단위행렬, 

   로서 자기상관은 이분산성을 유도하지 않게 된다.

공간오차모형은 일반적인 OLS에서 과소추정 되기 쉬운 부분을 ML이나 

GMM의 방법에 의한 추정과 유사하다. 공간오차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간자기상관이 있는지 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Moran‘s I 값을 통해 정

하고 모형에 공간효과를 제거한 후에 여전히 공간자기상관이 남아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라그랑지 승수방법을 사용한다.

공간시차모형(Spatial Lag Model)은 주변의 관측치가 미치는 영향을 통제

하는 것으로 시계열분석에서 시차변수를 넣어   와 같이 시간에 대

하여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 전후방 효과를 통제할 때 사용하는 k와 같은 역할

을 하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간분석에서는 k와 같은 시차변수에 대하

여 시계열적 접근은 애매한 문제이다. 오직 규칙적인 공간격차구조에서만 이

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정방형 격자에서 (i, j)를 중심으로 전후방

의 관측치에 대해 (i+1, j), (i-1, j), (i, j+1), (i, j-1)과 같은 네 개의 이웃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공간분석에서 인접한 지역의 관측치에 대해 그 영향정도

를 통제하기 위해서 공간계량모형에서 이것을 변수화하여 분석하게 되는 것

이다. 따라서 인접 관측치와의 관계를 모형에 추가하여 이웃입지에 대한 평균

적인 가중치를 공간시차변수로 사용한다. 가중행렬은 고정되고 외생적이며 이

는 시계열분석에서 distributed lag와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공간치사변수는 

무작위변수 y, Wy에 대하여 관측치의 벡터를 가진 가중행렬 W의 투영으로 

얻어진다. 따라서 공간계량에서 이 방법은 혼합회귀모형 또는 공간적 자기상

관 회귀모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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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간회귀모형의 일반적인 형태는 (식 5-4)과 같다. 오차항의 공간가중

치 행렬()이 0일 때는 공간시차모형이 되고 종속항의 공간가중치 행렬

()이 0일 때는 공간오차모형이 된다. 일반적으로 공간 가중치 행렬은 로 

표현한다.

공간시차모형에서는 종속변수의 값들 사이에 공간종속성이 존재한다는 의

미로 하나의 종속변수는 주변지역의 종속변수들에 영향을 받고 이는 공간가

중치행렬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 모형의 기본식은 (식 5-4)과 같다. (식 5-4)

의 우항 변수()를 좌항으로 이항한 후 정리하면 (식 5-5)을 얻을 수 있

다. (식 5-6)의 는 공간승수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고 

 일 때, (식 5-7)와 같이 레온티에프 확장(Leontief expansion)으로 나

타낼 수 있다. 이러한 공간승수는 공간상호작용에 대한 간접효과 또는 전체 

외부효과를 의미하며 하나의 시스템에서 모든 지점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Anselin, 1999). 따라서 공간시차모형에서의 회귀계수는 가 

아니라 ㆍ이고 이것은 신혼부부의 거주지 결정은 그 지역의 특

성뿐만 아니라 공간가중치 행렬을 통해 다른 지역들의 특성 변화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식 5-4)

    ∼ 

   ∼               (식 5-5)

                           (식 5-6)

     …≈


                 (식 5-7)

 
: 공간파급효과

(2) 지리가중회귀모형(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

앞서 설명한 공간오차모형(SEM)과 공간시차모형(SLM)은 전역적인 공간회

귀모형(Global Spatial Regression Model)이며, 지리가중회귀모형은 국지적 

공간회귀모형이다. 지리가중회귀모형(GWR)은 Fortheringham et al.(1999)에 

의해 개발된 공간통계분석기법으로 공간상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 112 -

자료들에 대하여 각각 다른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공간의 이질성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지역별로 어떻게 회귀모델을 추정하여야 하는 가에 대한 단

서는 잔차의 공간적 자기상관이나 잔차의 공간구조를 통해 가능하다.

공간적 이질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역적 모델과 국지적 모델을 이해하

여야 한다. 전역적 모델의 경우 공간적 위치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가정하에 

분석하는 것이며, 국지적 모델은 전역적 모델을 분해하여 공간적 위치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는 모델이다. 전역적 모델의 경우 고정된 하나의 회귀계수가 적

용되지만, 국지적 모델의 경우 지역마다 서로 다른 회귀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다(이희연·노승철, 2013).

지리가중회귀모형이 국지적으로 분석범위를 구분하여 시행하는 OLS와의 

차이점은 기존 회귀분석에서 고려치 못한 인접지역과의 공간적 상호작용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즉, 지리가중회귀모형은 국지적 선형 회귀계수를 추정하

기 위하여 이웃하고 있는 관측값들을 거리조락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함으로

써 Tobler의 지리학 제1법칙을 반영하는 것이다. 전역적 모형과 국지적 모형 

간의 차이점을 보면 <표 5-1>과 같다.

전역적 모형(OLS) 국지적 모형(GWR)

전체 사례지역에 대한 개요 전역적 통계치에 대한 국지적인 상세화

하나의 계수값 도출 다양한 계수값 도출

지도화 할 수 없음(GIS와 결합하기 어려움) 지도화의 용이성(GIS와 강한 결합)

비공간적 또는 공간적 접근의 제약 공간적 접근에 기반

공간적 동질성 강조 공간적 이질성 강조

규칙성 또는 법칙을 발견 예외성 또는 국지적 클러스터(hot spot) 발견

<표 5-1> 전역적 모형과 국지적 모형의 비교

지리가중회귀모형은 지역 간 거리가중행렬을 이용하여 지리적 위치 i에 따

른 변수 k에 대한 각 지역별로 개별적인 회귀계수()를 추정하는 것으로 기

본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식 5-8).

   
 



       (식 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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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i지역에 대한 지리가중회귀계수로 가중회귀최소제곱에 의해 산

출되며, 이는 두 지역 간 거리로 측정된 공간행렬(W)과 결합되기 때문에 i 역

에 더 가까운 지역들의 영향이 보다 먼 지역들의 영향보다 크게 고려된다. 

는 i번째 관측값과 다른 모든 관측값들 간의 거리를 반영하는 공간행렬이다.

공간행렬을 구축하는 경우 두 지역 간의 거리조락함수를 통해 지리적 가중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는 가는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중함수는 지수식 가중치이다(식 5-9).

 









   … 

   … 

   … 

⁝ ⁝ ⁝ ⁝ ⁝

    

,    exp (식 5-9)

여기서 는 i지역에서 j지역까지 거리이며, 는 대역폭(bandwidth)이라 

불리는 모수이다. 가중치를 결정짓는 요소는 대역폭으로써 대역폭의 설정에 

따라 가중치는 상당히 달라진다. 가 커질수록 동일한 거리에 대한 가중치는 

커져 1에 근사하게 되고 반면 가 작아질수록 동일한 거리에 대한 가중치는 

0에 근접하게 된다. 가중치가 1에 근접하게 되면 지리가중회귀모형은 공간적 

이질성을 고려치 않게 되어 OLS 회귀모형과 유사하게 된다.

가중치 부여 방법에는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하는 가우시안 함수(Gaussian 

function) 방법과 커널 함수의 bisquare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식은 

다음과 같다(식 5-10).

  exp
        (식 5-10)

  
,  (  일 경우)

                    , (그렇지 않을 경우)

지리가중회귀모형의 다양한 가중치 부여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중치를 만드는 대역폭()을 고정할 것인지 또는 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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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설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데이터가 수집된 위치인 표본

점과 모수의 추정이 이루어지는 위치인 회귀점 간에 잔차를 통해 모델의 적합

도를 평가하게 된다(이희연·노승철, 2013).

연구대상지역에서 표본점들이 규칙적으로 분포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커널

(fixed kernel)을 사용해도 되지만, 불규칙하게 흩어져있는 경우에는 고정된 

대역폭으로 추정하게 되면 모델의 적합도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표본점들

이 불규칙하게 분포하는 경우에는 적응적 커널(adaptive kernel) 방식을 통해 

가변적으로 커널을 설정하는 것이 모델의 적합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즉, 표

본 지점들이 밀집해있으면 대역폭이 작게 조정되며, 표본 지점들이 널림 흩어

져서 분포하는 경우에는 대역폭이 넓게 조정된다.

대역폭 설정에 대한 검정은 관측치와 추정치 간의 차이인 교차검증(CV: 

cross validation) 값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관측치와 추정치의 차이뿐만 아니

라 모형의 적합성을 판정하는데도 사용되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방법이 있으며, AIC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각각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식 5-11, 12).

  
 (식 5-11)

  
 

 
(식 5-12)

여기서 는 모수()의 추정치, 은 회귀분석으로부터 표준화된 잔차제

곱의 합, Tr(s)는 지리가중회귀모형의 hat matrix를 추적한 기록이다.

AIC는 동일한 종속변수에 대해 상이한 설명변수로 구성된 모델을 비교하는 

데도 유용하며 전역적 모형과 국지적 모형 간의 비교에도 사용된다. 일반적으

로 비교되는 두 모형에서 AIC 값의 차이가 4보다 작은 경우 사실상 두 모형

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이희연·노승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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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의 추정 과정

앞서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연재해 유형마다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과 피

해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재해를 대응하는 노력들이 다르게 나

타나고 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폭설, 태풍의 강도와 빈도가 

매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특정 유형의 재해피해가 크거나 비중이 큰 년도를 

제외한 2010년을 분석시점으로 정하였다.

또한 4장에서 본 회복력 변화는 2000년을 기준으로 수집 가능한 지표들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2010년에 추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활용하여 부문 회복력

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한 후 회복력이 자연재해 피해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

하고자 한다. 이에 사회자본 회복력에서 사회복지예산 비중과 지역 주민들의 

결속력과 참여를 대변할 수 있는 천명당 자원봉사자수를, 제도 회복력 부문에

서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 비중을 추가하여 4장의 지수산출 방법을 이용하여 

회복력 지수를 산출하였다.

한편, 자연재해 피해액에 대한 회복력의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해 기후노출

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태풍, 호우, 대설에 대한 기후노출은 일최대강우

량, 강우빈도, 태풍기간동안의 누적 강우량, 최대풍속, 적설량이며, 2010년 자

연재해 총 피해액과의 상관분석 결과, 일최대강우량과 강우빈도 간의 공선성

이 높아 강우빈도를 제거하였고 태풍기간동안의 누적 강우량과 최대 풍속은 

종속변수와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일최대강우량과 적설량을 

모형에 적용하였다(부록 5).

분석에 사용된 기본적인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일최대강우량 적설량 기반시설회복력

인적자본회복력 경제회복력

사회자본회복력 제도회복력 

 

여기서, : LN(2010년 자연재해 총 피해액)

위의 회귀모형을 바탕으로 자연재해 피해액의 공간 종속성(Spatial 

Dependence)과 공간의 이분산성(Heterogeneity)을 통제하는 공간계량모형을 

사용하여 자연재해피해에 대한 회복력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우선 공간통계프로그램(Geoda)을 사용하여 자연재해 총피해액에 대한 일반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존재 여부와 오차항의 정규



- 116 -

성 및 등분산성 여부를 판단하여 일반 또는 공간회귀분석 여부를 판단하였다.

추정된 회귀계수들을 보면, 기후노출에 해당하는 일최대강우량과 적설량이 

유의수준 0.01 이하에서 유의하여 기후에 노출될수록 피해액이 커짐을 알 수 

있다. 회복력 부문에서는 기반시설, 인적자본, 사회자본, 제도가 음의 값으로 

회복력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재해 피해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제도 회복력의 경우 유의하지 않으며, 경제 회복력은 유의하지 않은 양의 회

귀계수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공간적 종속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회귀모델(SLM, SER)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모형의 적합성 (AIC)과 설명력( )을 고려하면서 공간적 

종속성(likelihood ratio)을 통제할 것으로 판단되는 모형은 공간시차모형(SLM)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적 종속성을 해결한 공간시차모형의 추정결과를 

통해 자연재해 유형별 피해에 미치는 회복력의 영향력을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OLS 모형을 진단하는 지표 가운데 Koenker-Bassett 통계량을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가 공간

상에서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는다. 즉, 공간적 이질성으로 인해 일부 또는 

모든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공간상에서 비고정적(non-stationary)으로 나타난

다고 판단할 수 있다.

회귀계수의 공간적 비고정성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OLS 회귀모형이 아닌 국지적 차원에서 각 지역별 회귀계수를 추정하는 지리

가중회귀모형(GWR)을 통해서 각 부문별 회복력이 자연재해 피해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Arc GIS 10.0 프로그램에 있는 지리가중회귀모

형 분석틀을 사용하고 가중치는 대역폭을 가변적으로 설정하는 적응적 커널

(adaptive kernel) 방식을 사용하였다.

지리가중회귀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를 OLS 모형의 추정결과와 비교해보

면 모형의 적합도가 향상되었다. 즉, OLS 모형에서 AIC 값이 1286.1에서 

1250.9로 감소되어 지리가중회귀모형이 보다 더 적합한 모형임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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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의 추정 결과 및 해석

지리가중회귀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높도록 산출하기 위해 국지적 회귀식을 

산출하는 데 157개의 근린점을 사용하였다. GWR의 수정된  값은 51.9%로 

OLS모형에서 추정된 40.0%에 비하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리가중회귀모형의 경우 결정계수가 지역별로 26% ~ 57% 사이의 값을 가

져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표 5-2).

OLS보다 더 높은 설명력(0.40)을 갖는 지역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

주의 132개 지자체이며, 충청남도 서천군이 0.574로 자연재해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리가중회귀모형을 활

용할 경우 어느 지역에서 모형의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지 또는 낮은지를 

알 수 있다(그림 5-1의 가-2).

자연재해 총 피해액

OLS
GWR

평균 최대 최소 표준편차

Intercept 15.37*** 21.00 23.81 18.17 1.25

기후
노출

일최대강우량 0.038*** 0.032 0.050 0.002 0.010

적설량 0.043*** 0.029 0.078 -0.008 0.028

회복력

기반시설 -12.94*** -11.0 -3.70 -16.94 4.34

인적자본 -8.68*** -9.28 -5.66 -14.35 2.27

경제 2.01 -4.12 6.11 -13.57 5.66

사회자본 -20.79*** -15.36 -5.68 -25.81 4.81

제도 -0.44 -1.80 6.40 -8.17 2.81

   0.40 0.57 0.26 0.079

  0.418 0.578

Adjusted   0.400 0.519

AIC 1286.1 1250.9

표준화잔차의
Moran’I 지수

0.29*** 0.037

Koenker statistics 21.70*** Neighbors 157

Jarque-Bera statistic 25.27*** Bandwidth methods AICc

Kernel type Adaptive

***: p<0.01, **: p<0.05, *: p<0.10

<표 5-2> 지리가중회귀분석(GWR)과 일반회귀분석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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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가중회귀모형의 추정 결과를 일반회귀모형의 추정 결과와 비교해보면, 

지리가중회귀모형을 통해 추정된 경제와 제도 회복력의 계수에서 음수와 양수 

모두 포함하는 경우가 나타나며, 계수의 범위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표 5-2).

지리가중회귀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면, 제도 회복력을 제외한 기후노출 변수, 

기반시설, 인적자본, 경제, 사회자본 회복력의 회귀계수가 유의하게 추정되었

다. 기후노출에 해당하는 일최대강우량과 적설량의 회귀계수를 보면, 일최대강

우량의 경우 OLS 모형에서는 0.038로 추정되었으나 지리가중회귀모형에서는 

평균 0.032로 0.002에서 0.05 사이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강우량이 자연

재해 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지자체별로 매우 다름을 말해준다. 실제로 경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200개 지자체에서 강우량이 자연재해 피해에 미치는 영향

력이 양(+)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재해피해액을 가중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

히 문경시(0.0498)와 단양군(0.0497)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

었고 경기도 남부지역과 충청도, 강원도,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OLS의 추정결

과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그림 5-1의 나-1, 2).

적설량의 회귀계수는 OLS 모형에서 0.043으로 추정되었지만, 지리가중회귀

모형에서는 평균 0.029로 –0.008에서 0.078 사이의 값을 가진다. 수도권 전체

와 강원도 일부지역에서 음의 계수로 추정되었지만 유의하지 않았고 전체 지자

체 중에서 충청도 남부지역과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남부 일부지역(삼척시, 

태백시)인 127개 지자체에서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충청북도 영

동군(0.078)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며 전라도와 경상도의 접경지역에서 높은 

회귀계수가 추정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5-1의 다-1, 2).

기반시설 회복력의 추정된 계수를 보면 OLS 모형에서 –12.94로 추정되었으

나, 지리가중회귀 모형에서는 평균 –11.0으로 –16.94에서 –3.70 사이의 음

(-)의 값을 갖는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 중북부지역, 경상남도 동부지역들

에 해당하는 125개 지자체에서 통계적을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재해발생 시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과 자원의 접근 및 대피로가 잘 갖추어진 지역

일수록 자연재해 피해를 감소시킨다. 특히 충청북도 충주시(-16.94)를 중심으로 

충청도 북부지역과 경기도 남부지역, 강원도 서부지역에서 기반시설의 기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5-1의 라-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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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 2010년 자연재해피해액 분포 (가-2)    분포

(나-1) 일최대강우량 회귀계수 분포 (나-2) 일최대강우량 유의성 분포

[그림 5-1] GWR로 추정된 부문별 회복력의 회귀계수와 유의성 분포



- 120 -

(다-1) 적설량 회귀계수 분포 (다-2) 적설량 유의성 분포

(라-1) 기반시설 회복력 회귀계수 분포 (라-2) 기반시설 회복력 유의성 분포

[그림 5-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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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본 회복력의 회귀계수는 OLS 모형에서 –8.68로 추정되었지만, 지리

가중회귀모형에서는 평균 –9.28로 –14.35에서 –5.66 사이의 음(-)의 값으

로 추정되었다. 인적자본 회복력은 다른 부문의 회복력과 다르게 230개 모든 

지자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젊은 사람들이 많고 고학력자 비율

이 높은 지역일수록 재해의 피해를 감소시킨다. 특히, 경상북도 울진군

(-14.35)이 재해피해를 감소시키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고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이 높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그림 5-1의 마-1, 2).

경제 회복력은 OLS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으면서 양의 값(2.01)으로 추정되

었지만, 지리가중회귀모형에서는 평균 –4.12로 –13.57에서 6.11 사이의 값으

로 추정되었다. 양의 값으로 추정된 지역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 북부지역

과 경상북도 북부지역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접경지역인 28개 지자체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지자체의 경제 수준이 높고 다양한 산업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구조를 

가질수록 재해 피해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 군산

시(-13.57)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며 서해안에 접해 있는 지역들에서 높은 

회귀계수가 추정되었다(그림 5-1의 바-1, 2).24)

사회자본 회복력은 OLS 모형에서 –20.79로 유의하게 추정되었으며, 지리가

중회귀모형에서는 –25.81에서 –5.68 사이의 값을 가지며 평균 –15.36으로 

추정되어 자연재해 피해를 가장 크게 감소시키는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전체 지자체 중에서 강원도 남동부 지역과 경상도 지역을 제외한 173개 지

자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져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고 시민들의 참

여가 많으며 사회·문화·공공서비스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사회적 상호 

작용이 발생될 장소가 많을수록 자연재해 피해를 저감시킨다다. 전라남도 진도

군(-25.81)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지며, 진도군을 중심으로 중소도시들과 섬

으로 고립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회귀계수가 높게 추정된 특징을 보인

다(그림 5-1의 사-1, 2).25)

한편 유의한 결과는 아니지만, 제도 회복력은 OLS 모형에서 –0.44로 추정되었

지만, 지리가중회귀모형에서는 –8.17에서 6.40 사이의 값으로 평균 –1.8로 추정

24) 충남 서천군(-12.26), 전북 익산시(-13.34), 부안군(-12.75), 김제시(-12.67), 전주시
(-11.99), 고창군(-11.90), 정읍시(-11.82)

25) 전북 목포시(-25.25), 해남군(-24.99), 무안군(-24.98), 영암군(-24.57), 함평군(-24.50), 
제주시(-24.37), 서귀포시(-24.20), 나주시(-24.19), 영광군(-23.97), 강진군(-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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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전라도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음(-)의 영향력을 보이며, 경상북

도 영양군(-8.17)이 가장 큰 값으로 추정되었고, 영양군을 중심으로 경상북도 지

역에서 높은 음의 계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그림 5-1의 아-1, 2).

(마-1) 인적자본 회복력 회귀계수 분포 (마-2) 인적자본 회복력 유의성 분포

(바-1) 경제 회복력 회귀계수 분포 (바-2) 경제 회복력 유의성 분포

[그림 5-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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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 사회자본 회복력 회귀계수 분포 (사-2) 사회자본 회복력 유의성 분포

(아-1) 제도 회복력 회귀계수 분포 (아-2) 제도 회복력 유의성 분포

[그림 5-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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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 결

지자체의 종합회복력을 구성하는 5개 부문의 회복력이 자연재해피해에 미

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2010년을 분석시점으로 하여 사회자본 회복력

과 제도 회복력에 사회복지예산 비중, 자원봉사자 수,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 

비중을 추가하여 부문 회복력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한 후 공간계량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회복력의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 일최대강

우량과 적설량을 기후노출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통제하였다.

2010년 자연재해 총 피해액에 대한 회복력의 영향력을 일반회귀모형과 지

리가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후노출 변수와 기반시설, 인적자

본, 사회자본 회복력은 두 모형에서 유의한 동시에 영향력의 부호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경제 회복력의 경우 일반회귀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고 양(+)의 

부호로 추정된 반면 지리가중회귀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

향력을 갖는 일부 지역들이 추정되었다. 제도 회복력의 경우는 일반회귀모형

과 지리가중회귀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편 지리가중회귀모형으로 추정된 회귀계수의 평균값들을 통해 전국 차원

에서 자연재해 피해를 감소시키는 회복력의 영향은 사회자본(-15.36), 기반시

설(-11.0), 인적자본(-9.28), 경제(-4.12), 제도(-1.80) 순임으로 나타났다.

기반시설 회복력을 구성하는 응급상황 대응 시설과 자원의 접근 및 대피로, 

재해를 예방하는 녹지가 잘 갖추어진 지역일수록 자연재해 피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북도 충주시(-16.94)를 중심으로 충청도 북부지역

과 경기도 남부지역, 강원도 서부지역에서 기반시설의 기능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재해 발생 후 복구에 도움을 주

는 인구 구조와 교육 정도를 의미하는 인적자본 회복력 역시 재해 피해를 감

소시키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북도 울진군(-14.35)을 중심

으로 경상도와 접경지역이 높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제 회복력은 양(+)의 값과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지만, 양(+)의 회귀계수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접경지역인 28개 지자체

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지자체의 경제 수준이 

높고 다양한 산업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구조를 가질수록 재해 피해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전라북도 군산시

(-13.57)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며 서해안에 접해 있는 지역들에서 높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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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귀계수가 추정되었다.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고 사회·문화·공공서비스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 형성

과 사회적 상호 작용이 발생되는 장소와 재해 발생 시 복구를 위한 지역 구성원

들의 자발적 참여와 결속력을 의미하는 사회자본 회복력 역시 자연재해 피해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라남도 진도군(-25.81)을 중

심으로 중소도시들과 섬으로 고립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회귀계수가 높

게 추정된 특징을 보였다.

끝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지만, 제도 회복력은 전라도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음(-)의 영향력을 보이며, 경상북도 영양군(-8.17)이 가장 큰 값으

로 추정되었고, 영양군을 중심으로 경상북도 지역에서 높은 음의 계수 값을 갖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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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취약성 평가와 관리에서 

재해에 대응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회복력 증진으로 방재패러다임

이 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회복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여 두 시점(2000년, 2010년) 간의 회복력 변화를 분석하고, 회복력이 자

연재해피해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자연재해 유형별 피해액의 기초 통계를 분석

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자연재해 피해액은 총 20.8조 원으로 태풍(12.5

조 원, 60.4%), 호우(약 5.6조 원, 27.2%), 대설(약 2.5조 원, 11.9%)로 인한 

피해액이 총 피해액의 99.4%를 차지하여 재해 피해의 주원인임을 알 수 있었

고, 2006년을 기점으로 피해액이 이전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각 재해 유형별 피해가 가장 컸던 해의 기후노출과 누적피해액의 공간 분포를 

비교한 결과, 태풍과 호우는 기후노출 분포와 주적피해액 분포가 유사하게 나

타나는 반면 대설의 경우에는 기후노출 분포와는 다르게 경기 남부를 비롯하

여 충청도, 전라도 해안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다. 일반적으로 겨울철

에 눈이 많이 내리는 강원도 지역에서는 피해액이 미비하지만, 상대적으로 적

은 눈이 내린 이들 지역에서 피해가 심했다는 것은 평소 대설에 대한 대응 노

력이 부족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

한편, 자연재해 피해액의 공간적 분포가 공간적 상호작용을 통한 공간효과

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Moran I 지수를 도출한 결과 모든 유형의 자연

재해에서 정적인 공간적 자기상관이 존재하였다. 또한 어느 지역에서 많은 피

해가 발생되었는지를 통계량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총 24개의 핫스팟 지

역들이 도출되었다. 태풍의 경우 동해안에 인접한 지역들(강릉시, 삼척시, 양양

군, 정선군, 고성군)과 경상북도 김천시, 전라남도 여수시 등 총 7개 지자체에

서 높은 군집성을 보였으며, 호우 핫스팟 지역들은 태풍 핫스팟 지역과 유사한 

4개 지자체(강원도 평창군, 인제군, 정선군, 경남 사천시)에서 나타났다. 반면, 

대설 핫스팟 지역들은 14개 지역으로 태풍 및 호우와 전혀 다른 충청도 지역

(대전 대덕구, 논산시, 부여군, 공주시, 연기군, 청원군, 괴산군)과 전라도 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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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나주시, 영암군, 장성군, 함평군)에서 군집되어 

있다. 

둘째, 자연재해에 대한 지자체의 회복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인문·사회·경제·제도·물리·환경적 측면에서 공간적 

규모(지방자치단체)에 맞는 63개의 회복력 지표 후보군을 제시하고, 자료수집

의 가능성, 대표성, 객관성, 정량성을 충족한 회복력의 5개 영역(기반시설, 인

적자본, 경제, 사회자본, 제도)을 평가할 수 있는 17개의 지표들을 선정하였

다.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선형변형방법으로 지표들을 표준화한 후 가중선형

결합방법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가중치를 부여해 5개 영역의 회복력 

지수를 계산하였고, 이들을 산술평균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종

합회복력 지수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5개 영역의 회복력의 전국 평균값을 통해 두 시점간(2000년, 2010

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모든 부문의 회복력이 2000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기반시설의 경우 2000년에 비해 약 53% 증가하여 5가지 회복력 부문에서 가

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2000년에 기반시설 회복력은 전국 평균이 0.136으로 

부산 중구(0.425)가 가장 높았고 인천 옹진군(0.01)이 가장 낮은 지역에 해당

되었다. 2010년에는 대구 중구(0.555)가 가장 높은 지역이며, 강원도 양양군

(0.038)이 낮은 회복력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회복력은 전국 평균이 2000년에 0.361에서 2010년 0.459로 

27.4% 증가하였다. 두 시점 모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지역에서 높게 나타나

고 지방 군지역들을 중심으로 낮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회복력 

역시 2000년에 0.264에서 2010년 0.305로 평균 16.7% 증가하였으며, 인적자

본 회복력과 유사하게 경제 회복력이 높은 지역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도

시에 형성되어있고, 낮은 지역들은 지방 중소도시들로 나타났다.

사회자본 회복력은 2000년에 0.320에서 2010년 0.321로 평균 4.0% 증가하

여 5가지 회복력 부문에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제도 회복력의 경우, 

2000년에 0.170에서 2010년 0.183으로 평균 38.1% 증가하여 기반시설 회복

력 변화율에 이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사회자본과 제도 회복력의 상·하위 

지역들의 분포는 앞서 본 기반시설, 인적자본, 경제 회복력 분포와 반대의 분

포를 보이고 있다. 즉,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도시 지역들에서 사회자본과 제도 

회복력이 낮게 형성되어 있고 지방 중소도시들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5가지 부문 회복력을 통합한 종합 회복력은 2000년에 0.250에서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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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9로 평균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과 2010년 모두 서울 

종로구(0.425, 0.479)가 높은 지역이고 경기 시흥시(0.141)와 전북 순창군

(0.162)이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종합회복력의 분포를 살펴보면, 높은 회복

력을 갖는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광역 대도시지역들을 중심으로 산재된 분포

를 보이는 반면 경상북도와 전라북도 지역의 중소도시들은 낮은 회복력을 보

이고 있다.

셋째, 지난 11년간(2000년~2010년) 부문별 회복력 변화와 자연재해 총 피

해액 변화 간의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해 유형별 피해액

이 컸던 24개의 핫스팟 지역을 대상으로 부문별 회복력 변화를 살펴본 결과, 

지역마다 재해 유형에 대응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부문별 회복력 변화의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내기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제도 회복력 변화에서는 

호우 핫스팟 지역들의 평균 변화율은 약 50%로 전체 평균 변화율(38.1%)보

다 크게 증가하였고 대설 핫스팟 지역들은 평균 –9.1%로서 오히려 감소되었

다. 이는 대설 핫스팟 사례지역인 청원군의 자연재해 대응 노력들을 통해 간

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청원군은 대설에 의한 피해는 매년 주기적으로 나타

나지 않는 반면 해마다 장마철에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상습침수와 하

천 범람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지자체 차원에서 대설 자연재

해 대응보다는 호우 피해에 대응한 사전 준비와 계획, 제도 등을 개선하고 있

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반시설, 인적자본, 경제 회복력의 경우 응급상황 대응 시설, 

인구 구조, 경제 구조 등 중앙정부나 민간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방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많

지 않다. 반면, 사회자본과 제도 회복력은 사회·문화·공공 서비스 제공, 재해 

준비 및 계획, 제도 등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연재해 유형별 피해액이 컸던 강원도 정선군과 청원군을 사례로 지

역신문 기사를 조사해본 결과, 자연재해 피해 발생 후 복구 시에 주변 군경 

및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와 생명선(lifelines)의 긴급 복구 작업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다른 지자체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자매결연도시의 원조 등

이 있었다. 그리고 복구비를 지원받아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중앙정부

의 풍수해보험 제도를 지자체에서 적극 홍보하는 활동들이 있었다. 또한 지자

체의 재해대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의적절한 자연재해 상황관리, 퇴적된 토

사 준설사업 등 지속적인 재해 예방 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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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소방기관과의 협력 체제 유지,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 운영 등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2010년 자연재해 총 피해액에 대한 회복력의 영향력을 일최대강우량

과 적설량을 기후노출 변수로 통제하고, 사회자본 회복력과 제도 회복력에 사

회복지예산 비중, 자원봉사자,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 비중을 추가하여 부문 

회복력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한 후 일반회귀모형과 지리가중회귀모형으로 분

석하여 비교한 결과, 기후노출 변수와 기반시설, 인적자본, 사회자본 회복력은 

두 모형에서 유의한 동시에 영향력의 부호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경제 회복

력의 경우 일반회귀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고 양(+)의 부호로 추정된 반면 지

리가중회귀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갖는 일부 지역

들이 추정되었다. 제도 회복력의 경우는 일반회귀모형과 지리가중회귀모형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기반시설 회복력을 구성하는 응급상황 대응 시설과 자원의 접근 및 대피로, 

재해를 예방하는 녹지가 잘 갖추어진 지역일수록 자연재해 피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북도 충주시를 중심으로 충청도 북부지역과 경기도 남

부지역, 강원도 서부지역에서 기반시설의 기능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재해 발생 후 복구에 도움을 주는 인구 구조

와 교육 정도를 의미하는 인적자본 회복력 역시 재해 피해를 감소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고, 경상북도 울진군을 중심으로 경상도와 접경지역에서 인적자본 

회복력이 높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제 회복력은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접경지역인 28개 지자체에서 유의한 음

(-)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지자체의 경제 수준이 높고 다양한 산업

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구조를 가질수록 재해 피해를 감소시키는 데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전라북도 군산시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며 

서해안에 접해 있는 지역들에서 높은 음(-)의 회귀계수가 추정되었다.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고 사회·문화·공공서비스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적 상호 작용이 발생되는 장소와 재해 발생 시 복구를 위한 지역 구성원들

의 자발적 참여와 결속력을 의미하는 사회자본 회복력 역시 자연재해 피해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며, 전라남도 진도군을 중심으로 중소도시들과 섬으로 고

립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회귀계수가 높게 추정된 특징을 보였다.

끝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지만, 제도 회복력은 전라도 지역을 제외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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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음(-)의 영향력을 보이며, 경상북도 영양군을 중심으로 경상북도 

지역에서 높은 음의 계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

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간헐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대설보다는 매년 발생되

는 태풍과 호우에 대응한 회복력을 증진시키는 데 노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장마철의 태풍과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천의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고 제방을 축조하는 등 방재시설물 설치 및 보강에 지자체 예산

의 상당부분이 편향되어 투입되고 있으며, 방재교육이나 방재 시스템 역시 여

름철 재해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는 등의 이유로 2010년에 호우와 대설에 노

출이 많았던 전라도 지역에서 제도 회복력이 유의하지는 않지만 양(+)의 부호

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발생되는 자

연재해 유형에 대응함과 동시에 간헐적으로 발생되어 재해 피해가 컸던 과거

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의 기후노출을 고려한 방재능력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정책적 시사점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피해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

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피해 경험이 많은 재해 유형에 맞춰 회복력

을 증진시키는 노력들이 있어왔고, 회복력이 자연재해피해를 감소시키는 것을 

밝혔다. 아직 국내에서 회복력을 측정하고 영향력을 밝힌 연구는 없었기 때문

에 본 연구의 결과는 재해유형별 지방자치단체의 회복력을 증진시키는 정책

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반시설 회복력의 구성 지표인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기능뿐 아니라 불투수층이 많은 도시에서는 배수

의 기능도 함께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일이 지역계획 차원에서 매

우 중요하다. 또한 자연재해를 방지하는 본래의 목적을 지닌 완충 녹지 조성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태풍과 호우 피해가 컸던 정선군의 사례

를 통해서도 방수시설, 방조시설, 사방시설, 유수지 등의 방재시설은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 설치 및 유지·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태풍과 호우피해가 

많은 지역에서 필요하겠다.

또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시 주민들이 위험지역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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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시 대피소 기능과 응급구조 서비스 기능이 있는 소방서의 역할이 중요함

에도 불구하고 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 통폐합을 하고 있어 학교 강당 등과 

같은 임시 대피소 역할을 하는 대체 시설의 확충과 함께 평시 지역 주민들에

게 임시 대피소의 위치를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인적자본 회복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인구 구조가 젊은 사

람들이 많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연재해의 피해를 감소시키고 이전

보다 더 나은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Cumming et al., 

2005; Cutter et al., 2010; Shaw et al., 2009) 지역별 청장년층의 비율과 고

학력자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은 전국적으로 늘어

나고 있지만 지방의 중소도시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국 평균보다 낮게 형성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장년층은 오히려 감소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들을 지역으로 유입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적으

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속적인 청장년층의 증가에 한계가 있기 때문

에 국가차원에서 결혼과 출산,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인 방

안에 초점을 맞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강도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제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낮

은 지역보다 더 큰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되지만, 이전의 상태 또는 더 나은 

상태로 복구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또한 다양한 경제 구조를 가진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생산을 계속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의 경제 회복력이란 자연재해 피해를 감소시키는 능력보다

는 Rose(2007)의 정의대로 자연재해가 발생하여도 생산을 계속 유지할 수 있

는 시스템의 능력과 이전의 상태 또는 더 나은 상태로 복구되는 속도와 능력

이라 보았다. 따라서 재해 피해 발생 후 궁극적으로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경제 수준을 높이는 방안으로 산업 구조

가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기존의 산업들을 고려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들을 유치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한편, 사회자본 회복력이 자연재해 피해를 저감시키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갖

는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지자체의 종합 회복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자본 회복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자본 회복력은 문

화·복지·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가 중요하다. 이러한 시설에서는 주민들 

간의 소통이 발생되어 지역사회의 현안이나 정보들이 교류되는 한편 네트워

크가 형성되어 자원봉사와 같은 이타적인 활동들이 증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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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재해피해가 컸던 지역들에서 장기 거주자들과 문화시

설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사회자본 회복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

역에 오래 정착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더불어 문화시설 증설이 필요하다. 또

한 이들 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과 보육시설은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증가율

을 보이고 있지만, 절대적 수치상으로는 전국에 비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지

역의 재정수준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

사례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하상 퇴적 토사 준설사업 등과 같은 재해 예방 사업과 예·경

보 시스템이나 풍수해보험 제도의 홍보, 재난상황관리 시스템 등 사전 대비 

및 복구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태풍 및 호우 피

해에 대한 대응 노력들로서 지역의 자연재해 유형에 맞는 대응 노력을 강구해

야 하며, 일회성이 아닌 항구적인 재해 예방을 위한 방재 사업 및 계획 수립

이 필요하다. 특히 재해 피해가 컸던 핫스팟 지역들에서 제도 회복력이 감소

한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응급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찰 및 소방 종사자 수가 

감소한 결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지역에서는 인원 확충을 정부에 요청할 필

요가 있다. 또한 피해가 심한 지역들임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로 지정된 지역

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는 방재지구로 지정되면 재해 예방에 장애가 된다

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 

가치 하락의 이유로 지구지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재해 피

해가 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구지정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방재지구 지정

의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끝으로 홍수에 위험하지 않으면서 침수지역이 아닌 토지면적, 산사태 발생

지역이 아닌 토지면적, 침식토양을 포함하지 않는 토지면적 등 자연환경 공간

정보의 부재와 비공개로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인지를 볼 수 있

는 환경적 측면의 회복력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대한 공간정

보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자연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한 도시 건설과 지속가능

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사유재산 가치의 하락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자연재해위험지역과 같은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자연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회복력 지수 개발과 회복력의 

시·공간적 변화 그리고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다음

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시점인 2000년의 회복력 측정 지표 중 방재시설, 사회복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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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이 자료 수집의 한계로 보다 정확한 회복

력 변화 분석이 되지 못했다.

둘째, 본 연구는 복합지수로 자연재해 피해 영향력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지

표들의 상대적 계수 크기를 밝힐 수 없어 회복력 증진에 있어 지표의 우선순

위를 제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위의 제시 사항들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가 지속되면, 자연재해 유형별 지방

자치단체의 회복력 증진에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자연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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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출처: 소방방재청, 재난연감(2012)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재작성

[부록 1]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조직체계



- 142 -

　 신규주택비율 소방서 수 침상 수 도로비율 상하수도비율 도시공원면적 청장년층비율 비장애인비율 대졸이상비율 자가비율 재정자립도

신규주택비율 1 　 　 　 　 　 　 　 　 　 　

소방서 수 -.248** 1 　 　 　 　 　 　 　 　 　

침상 수 .004 -.133* 1 　 　 　 　 　 　 　 　

도로비율 -.021 -.487** .066 1 　 　 　 　 　 　 　

상하수도비율 .136* -.736** .121 .620** 1 　 　 　 　 　 　

도시공원면적 -.038 .000 -.005 -.187** -.063 1 　 　 　 　 　

청장년층비율 .044 -.737** .099 .682** .870** -.092 1 　 　 　 　

비장애인비율 .103 -.316** -.049 .321** .336** -.053 .375** 1 　 　 　

대졸이상 비율 .114 -.609** .031 .531** .721** .087 .712** .418** 1 　 　

자가비율 -.403** .581** -.072 -.318** -.668** -.190** -.632** -.266** -.678** 1 　

재정자립도 .318** -.637** .066 .404** .642** .021 .629** .356** .692** -.625** 1

지방세부담액 .027 -.171** .020 .091 .188** .405** .160* .136* .413** -.348** .481**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비율

-.047 -.468** .220** .575** .578** -.062 .625** .303** .757** -.405** .551**

산업의다양성 -.392** .191** .064 .072 -.023 -.048 -.028 -.096 .052 .210** -.321**

사업체당종사자수 .242** -.342** .021 .052 .237** .220** .238** .236** .394** -.401** .562**

장기거주가구비율 -.481** .757** -.025 -.514** -.842** -.014 -.791** -.381** -.761** .827** -.776**

문화시설수 -.165* .265** .041 .014 -.182** .056 -.158* -.101 -.087 .103 -.126

사회복지시설수 -.176** .406** .002 -.323** -.367** .048 -.335** -.272** -.293** .244** -.360**

보육시설수 .274** -.343** .019 .156* .369** .014 .302** .053 .261** -.340** .299**

투표율 -.327** .823** -.068 -.539** -.837** .108 -.827** -.380** -.680** .711** -.734**

경찰소방종사자수 -.220** .155* .015 .005 -.125 .145* -.074 -.041 -.123 .182** -.114

방재지구 .058 -.041 .053 .044 .074 .021 .030 .037 .007 -.056 .039

우심피해수 -.058 .520** .067 -.610** -.653** -.018 -.618** -.331** -.570** .455** -.478**

**: 유의수준 0.01,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

<부록 2> 2000년 회복력 지표 후보군 간의 상관관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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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지방
세부담액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사자비율

산업의다
양성

사업체당종
사자수

장기거주
가구비율

문화시설수 사회복지시설수 보육시설수 투표율 경찰소방종사자수 방재지구 우심피해수

지방세부담액 1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비율

.329** 1 　 　 　 　 　 　 　

산업의다양성 -.104 .119 1 　 　 　 　 　 　

사업체당종사자수 .404** .272** -.592** 1 　 　 　 　 　

장기거주가구비율 -.252** -.486** .248** -.416** 1 　 　 　 　

문화시설수 .133* .093 .169* -.123 .264** 1 　 　 　

사회복지시설수 -.019 -.204** .066 -.180** .390** .313** 1 　 　

보육시설수 .127 .166* -.099 .135* -.404** -.157* -.105 1 　

투표율 -.145* -.488** .230** -.324** .894** .342** .435** -.414** 1

경찰소방종사자수 .136* .094 .165* -.045 .242** .459** .143* -.114 .180** 1 　 　

방재지구 -.004 -.018 -.061 .011 -.086 -.056 .069 .134* -.089 -.014 1 　

우심피해수 -.167* -.463** .088 -.164* .603** .003 .286** -.217** .631** -.027 .021 1

**: 유의수준 0.01,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

<부록 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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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순위(ranking) 표준화
각 지표별로 비교대상 집단들의 상대적 순위를 가지고 표준화하는 단
순한 방법으로 서열척도 값을 항목 별로 더하거나 서로 다른 가중치
를 부여하는 경우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Z값
개별 지표들의 절댓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규분포화하여 개별 지
표를 Z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나 정규분
포를 이루지 않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선형 변형(linear scale 
transformation)

원자료를 표준화하는 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 원자료를 최댓
값으로 나누는 비율적 변환방법인 최대점수화 방법과 원자료와 최솟
값 간의 차이를 주어진 기준의 범위(최대-최소)로 나누는 점수범위화 
방법이 있다.

스케일조정(re-scaled)
Z값의 경우 특이치(이상점)의 영향을 과대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는 방법이다.

가치·효용도 함수
(value·utility function)

평가기준도를 공통적인 척도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0과1사이의 값을 
갖는 효용이나 가치로 전환시키는 방법이다.

순환지표
(cyclical indicators)

비즈니스 경향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지표로써 시
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순환지표로 계산하다. 시계열 자료를 대상으로 
시간의 평균값을 뺀 뒤, 평균과의 차이에 대한 절댓값의 시간평균으
로 나눠 변환한다.

퍼지함수 접근법
(fuzzy members)

퍼지함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모호함을 다룰 수 있으며, 여러 함수
로 정의된 집합 속에서 모호함을 다루어 표준화하는 방법이다.

정규비율법
(Quantile)

각 그룹이 동일한 데이터 개수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의 분포곡
선이 선형인 경우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부록 3> 표준화 방법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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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인적자본 ∆경제 ∆사회자본 ∆제도 ∆종합회복력 연평균 자연재해 총 피해액

전체 평균 52.9 27.4 16.7 4.0 38.1 16.7 82.2

태풍

강원

강릉시 32.3 18.6 2.4 -15.3 4.5 6.1 1,200.1

삼척시 -6.5 17.6 -5.7 -65.3 18.0 -9.4 823.7

양양군 -62.2 1.2 -13.3 4.0 46.7 2.6 628.3

고성군 -3.8 16.1 9.6 -10.7 50.0 9.6 371.4

경북 김천시 79.5 27.3 14.7 6.0 -22.8 12.4 538.2

경남 여수시 37.8 35.8 1.7 54.5 -27.2 14.2 296.0

태풍·호우 강원 정선군 4.0 -2.0 -20.4 -35.0 60.2 -9.0 541.1

호우
강원

평창군 -26.3 28.1 -9.2 -3.9 151.6 18.3 642.3

인제군 -41.6 49.6 18.1 -36.5 35.2 4.8 533.2

경남 사천시 66.2 68.4 26.2 58.7 -48.7 21.5 109.4

대설

대전 대덕구 21.1 33.8 3.6 37.3 -12.9 21.4 37.6

충남

논산시 88.6 23.9 5.2 -15.8 -11.4 4.0 109.1

부여군 10.1 13.4 5.9 -34.8 -22.7 -12.3 125.7

공주시 81.9 34.0 13.9 -25.2 -8.9 10.2 103.9

연기군 55.9 50.5 9.0 -15.6 -1.4 12.7 48.7

충북
청원군 52.8 81.4 61.0 -0.2 -6.6 25.9 140.9

괴산군 -24.4 18.5 16.0 23.8 0.0 8.4 70.5

전북

정읍시 63.3 44.0 7.1 -1.2 -0.1 15.9 95.6

고창군 31.2 15.7 3.2 -0.5 -26.7 -2.9 105.6

부안군 28.0 23.0 0.5 -33.7 -13.1 -7.1 59.1

전남

나주시 93.1 28.0 27.0 12.0 -15.7 23.6 133.1

영암군 73.3 98.4 30.2 -14.2 20.3 26.9 64.9

장성군 76.3 -3.2 18.5 -28.9 3.1 1.8 51.6

함평군 -0.4 -31.1 13.7 6.0 -31.8 -3.2 48.8

<부록 4> 자연재해 유형별 핫스팟 지역의 회복력 변화율과 연평균 자연재해 총 피해액            (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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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총피해액) 일최대강우량 강우빈도 태풍강우 최대풍속 적설량 기반시설 인적자본 경제 사회자본 제도

LN(총피해액) 1 　 　 　 　 　 　 　 　 　 　

일최대강우량 0.303** 1.000 　 　 　 　 　 　 　 　 　

강우빈도 0.306** 0.696** 1 　 　 　 　 　 　 　 　

태풍강우 -0.013 -0.040 0.126 1 　 　 　 　 　 　 　

최대풍속 0.128 0.021 0.027 -0.102 1 　 　 　 　 　 　

적설량 0.371** 0.256** 0.187** -0.477** 0.001 1 　 　 　 　 　

기반시설 -0.247** 0.146* -0.064 0.006 0.029 -0.068 1 　 　 　 　

인적자본 -0.242** 0.277** 0.237** -0.269** -0.047 0.151* 0.145* 1 　 　 　

경제 -0.023 0.405** 0.275** -0.192** -0.003 0.211** 0.321** 0.527** 1 　 　

사회자본 -0.366** -0.171** -0.162* 0.245** -0.119 -0.183** 0.223** -0.018 -0.047 1 　

제도 0.131* -0.087 -0.156* 0.071 0.070 -0.050 -0.018 -0.515** -0.128 0.004 1 

**: p < 0.01, *: p < 0.05

<부록 5> 2010년 회귀분석을 위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상관분석



- 147 -

Abstract

Climate Disaster Resilience in 

Municipalities

Lee, Jeyeo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ural disaster damages have been increased due to the climate 

change. As so disaster prevention paradigm that focused on vulnerability 

assessment of natural hazards is shifting to resilience improvement. 

However,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on natural disaster have focused on 

the conceptual framework and development method of a composite index 

for the resilience evaluation between the community or the nation. The 

empirical research on resilience in accordance with the actual climate 

disasters has not yet been made.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measure the resilience of local 

governments to overcome in the event of natural disasters; investigating 

the efforts of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improve resilience and analyze 

how resilience affects to natural disasters damages. Through the theory 

and previous studies, a resilience index is developed by deriving the 

indicator that can measure the resilience at the local level. After examining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natural disasters damage that occurr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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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24 hot spot regions are extracted for three types of natural 

disaster. And the resilience changes are analyzed in five dimensions 

(infrastructure, human capital, economic, social capital, institutional) in 

2000 and 2010. Using geographic weighted regression model, resilience in 

five dimensions of the 230 municipalities are analyzed to demonstrate the 

impact of a natural disaster damages in 2010. In summar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ree types of natural disaster damages are analyzed from  2000 

to 2010. Damage cost of natural disasters that occurred was a total 20.8 

trillion won in South Korea, 99.4% of them are mainly caused by 

hurricanes,  heavy rain and heavy snow. Since 2006, the cost of disaster 

damage has been reduced gradually. By analyzing the spatial 

autocorrelation of natural disaster damages, 24 hotspot areas are 

extracted. Typhoon hot spot areas are in the region adjacent to the east 

coast(Gangneung, Samcheok, Yangyang, Jeongseon and Goseong), 

Gimcheon and Yeosu. Heavy rain hot spot regions appeared in the four 

municipalities(Pyeonchang, Inje, Jeongseon and Sacheon). The hot spot 

areas of heavy snow are aggregated in Chungcheong region(Daedeok-gu, 

Nonsan, Buyeo, Gongju, Yeongi, Cheongwon, Goesan) and Jeolla coastal 

areas(Jeongeup, Gochang, Buan, Naju, Yeongam, Jangseong, Hampyeong).

Second, a resilience index of 63 candidates is suggested from previous 

studies to develop indicators that can be used to assess the resilience of 

local governments to natural disasters. 17 indicators are selected  to 

evaluate five divisions resilience to meet the possibility of data collection, 

representativeness, objectivity and quantitativeness. Indicators are 

standardized by the method of linear transformation and applied a weight 

that is derived through the factor analysis. Comprehensive resilience index 

of local governments to natural disaster is calculated using the arithmetic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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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ilience of all the sectors in 2010 is increased compare to 2000. 

Especially, infrastructure resilience shows the greatest change among the 

five resilience dimensions, approximately 53%. Human capital resilience is 

also increased by an average of 27.4%. Resilience changes are high in 

large cities including Seoul, and low increase in local small towns in 2000 

and 2010. Economic resilience has also increased by an average of 16.7%. 

As well as human capital resilience’s distribution, economic resilience are 

highly form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s and local small towns are 

low. Resilience of social capital also increases by an average of 4.0 

percent; the lowest growth rate in five resilience dimensions. In the case 

of institutional resilience, it shows second highest rate of increases, 38.1%, 

follows by the rate of change in the infrastructure resilience. The 

distributions of social capital and institutional resilience tend to be 

opposite to the distributions of infrastructure, human capital, economic 

resilience. As aforementioned, social capital and institutional resilience in 

large cities including Seoul metropolitan are distributed in low position, 

and high in the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Resilience of the five divisions increases average of 16.7%. The 

distribution of overall resilience shows that the rate of resilience increased 

rapidly in the metropolitan area including Seoul, otherwise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Gyeongsangbuk-do and Jeollabuk-do is showing a 

low increase.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hanges in the sectoral resilience of 

24 hot spot areas, it is difficult to see the general trend of changes in the 

sectoral resilience according to the regional responses on types of disaster. 

However, in the change of institutional resilience, the average rate change 

of the heavy rain hot spot areas increase significantly than the national 

average, but heavy snow hot spot areas are reduced.

Fourth, The daily maximum rainfall and snowfall are controll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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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ic exposure variables and the impact of resilience to natural disasters 

on the total damages are estimated by using geography weighted 

regression model. As a result, variables of climate exposure, infrastructure,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resilience have significantly negative 

influences. Economic resilience is estima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in some areas. On the other hands, institutional resilience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rastructure resilience is found to significantly reduce the impact of 

natural disasters in Chungju city, the north Chungcheong-do area, south 

Gyeonggi-do area and west Gangwon-do area. Also, human capital 

resilience reduces the damage of disasters. In particular 

Gyeongsangbuk-do around Uljin-gun has a high impact human capital 

resilience. Estimated coefficient of economic resilience has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s in 28 municipalities around the center of Jeollabuk-do. 

High economic status and industrial structure with wide variety and high 

value-added reduce the disaster damage in municipalities. Resilience of 

social capital also serve to reduce the impact of natural disasters. 

Regression coefficients of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round 

Jindo-gun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re estimated highly. 

However, coefficient of institutional resilience is not estima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search sugges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city park is a 

structural indicator of infrastructure resilience, it is very important in 

regional planning to construct a city park because of its permeability. 

Al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onstructing green buffer zone that has an 

original purpose of preventing natural disasters. It provides the temporary 

role of shelter for residents when a natural disaster occurs. There is a 

need to make given the location of the temporary shelter to local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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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in order to enhance the human capital resilienc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regional young adults and middle-aged and 

the highly educated people. Proportion of those people has decreased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Job creation proposal is required as an 

inducement strategy.

Third, after a disaster damage occurs, in order to quickly recover the 

good status, municipalities need to attract high value-added industries and 

enhance the variety of industrial structur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onfiguration of an existing industry.

Fourth, cultural facilities and long-term residents are generally reduced 

in the hot spot areas. In order to enhance the social capital resilience, 

local government need to expand of cultural facilities and seek for 

solution of long-term settlement in the area.

Fifth, local governments must seek for response efforts on different types 

of natural disaster for the region. There is a need for disaster prevention 

planning for the sustainable disaster prevention and legal improvement in 

designation of the disaster prevention district.

Finally, in the absence of and nonpublic spatial information on natural 

environment, this study did not consider the environmental resilience. In 

addition to construct spatial information on the natural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disclose the data, such as a natural disaster risk areas.

keywords : Climate disaster, Natural disaster spatial distribution, 

Municipality resilience, Geographic weighted regression model

Student Number : 2008-3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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