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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후재난 현황 및 전망

1. 서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

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기후변화	문

제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

logical	Organization,	WMO)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이	1988년에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로,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규

명에	기여하고	있다.	전세계	과학자가	참여	및	발간하

는	IPCC	평가보고서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와	정

책방향을	제시하고,	현재까지	제	6차	보고서가	발간

되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부	및	연구	기관에서는	

산업화	이전(1880년대)	대비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약	

1.5℃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언

급하고	있다.	만약	이	임계점까지	기온상승이	가속화

될	경우	체인	효과로	인해	자연재난의	규모와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다양한	생물종이	멸종할	위험이

라고	언급하고	있다.

최근에도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사례

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8월	

그린란드에서는	관측사상	최초로	눈이	아닌	비가	내렸

고,	그로	인해	410억	톤의	빙하가	사라졌다.	또한	2021

년	7월	중국	허난성에서는	천년만의	기록적인	폭우(시

간당	100mm	이상)가	내렸고,	보고된	인명피해는	380

여명,	경제적	손실은	1천억에	가깝게	집계되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규

모가	커지고	있으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	자연재난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

해이다.	2020년	한반도	전역에	내린	폭우와	연이은	태

풍으로	인해	1조	258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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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해	피해액의	3배에	이

르는	규모이다.	중부지방에서는	장마가	6월부터	8월

까지	54일간	지속되었으며,	전국의	강우	일수도	28.3

일로	가장	길었다.	2022년	6월과	8월에도	중부지방(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에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

해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2022년	폭우의	특이한	점은	

비교적	폭우가	드물던	6월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또

한	2020년	장마는	장기간에	걸쳐	잦은	비가	내렸다면,	

2022년	폭우는	많은	양의	폭우가	밀집되어	내렸기	때

문에	강수일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극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기후변화 시나리오

시나리오의	종류는	크게	3종류로서	SRES(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s,	배출시나리오에	관

한	특별보고서),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대표농도경로),	SSP(Shared	Socioeco-

nomic	Pathways,	공통사회	경제경로)가	있다.	SRES	

시나리오는	IPCC	3차	보고서(2001)에서	포함되며,	미

래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양에	따라	총	6개의	시

나리오로	구성된다.	RCP	시나리오는	IPCC	5차	평가

보고서(2014)에	포함되고,	인간	활동이	대기에	미치

는	복사량으로	온실가스	농도와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	경로로	표현하여	총	4가지	시나리오

로	구성된다.	여기서	RCP	시나리오	숫자는	태양복사

에너지	중	온실가스로	인한	추가적인	지구흡수에너지	

양을	의미한다.	즉,	RCP	8.5/6.0/4.5/2.6의	복사강제력

은	입사	태양복사량의	약	3.6%,	2.5%,	1.9%,	1.1%에	

해당된다.

SSP	시나리오는	IPCC	6차	평가보고서(2021)에	포

함되며,	기존	RCP	개념과	함께	미래	사회경제변화를	

기준으로	완화와	적응	노력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이	구별된다.	SSP	시나리오는	인구통계,	경제발달,	복

지,	생태계	요소,	자원,	제도,	기술발달,	사회적	인자,	

국가	정책	등이	고려되어,	총	5개의	시나리오로	구성

된다.	SSP1는	사회가	발전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잘

한	경우이며,	SSP5는	사회가	발전하지만	온실가스	감

축전략을	적절하게	수립하지	못한	경우이다.	SSP3은	

사회발전이	더디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잘한	경우이

며,	SSP4는	마찬가지로	사회발전은	더디지만	감축전

략을	수립하지	못한	경우이다.	SSP2는	사회발전과	감

축전략을	중간정도로	수행했을	경우이다.	

2020 장마 피해사례

출처 : 「 태풍 장미: 40일 넘게 이어진 장마...비바람 피해 최소화하

려면?」 BBC뉴스(2020.08.10)

2022 폭우 피해사례

출처 : 「이수역 침수..폭포수처럼 들이치는 빗물」 

연합뉴스(2022.08.08)

그림 1. 국내 기후재난(홍수)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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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인시 기후재난(홍수) 발생 특성 분석

3.1 강우 발생 특성

용인시	인근	기상	관측	장비는	관외	수원시에	위치

하며,	해당	관측소는	기상청	관할로써	1967년부터	관

측을	개시하였다.	강우	관측소는	관내	8개소,	관외	4

개소가	위치하고,	관측	개시일은	상이하지만	대부분	

2000년대부터	시간	단위	관측이	이루어졌다.	그림	3

에서는	용인시	인근	기상	관측소	및	강우	관측소	현황

을	공간적으로	표현하였다.	

강수	특성은	지형에	따라	발생하는	강우량이	편차

가	있으므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간

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지점	단위로	관측되는	강우량	

자료를	공간적으로	분포시키기	위하여	공간보간기법

인	IDW(Inverse	Distance	Weighing)를	수행하였고,	

그림	4에서는	면적평균강우량을	이용하여	연평균	강

우량을	산정한	결과를	나타냈다.	강수량의	공간적	분

포는	수지구(평균적으로	1,200	mm)에서	가장	작게	

발생하며,	기흥구(약	1,280	mm)는	중간,	처인구(약	

1,330	mm)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양지면의	경우	용인시	내의	읍면동	중에서	가장	

많은	강수량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처인

구가	수지구,	기흥구에	비해	면적이	훨씬	넓고	산지	

특성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강수량이	더	많이	발생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

가	내리는	현상을	말하며,	시간과	공간적으로	집중성

이	강한	비를	의미한다.	집중호우에	대한	명확한	정의

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이나	하루

에	8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경우를	말한다.1)	IDW	

그림 2. SSP 시나리오 구성과 설명

출처 : O’Neill et al.(2014a), “A New Scenario Framework for Climate Change Research: the Concept of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Climatic Change, 122,

1) 물정보포털 물백과사전 : https://www.wa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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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통해	공간보간된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	

집중호우일수를	파악하였고,	2000년부터	2021년까

지	격자마다	평균된	집중호우	일수는	그림	5에서	표

현하였다.	그림	5도	그림	4의	양상과	유사하게	나타났

으며,	포곡읍에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특이점으로는	기흥구와	처인구	원

삼면은	유사하게	연평균	강우량이	중간정도	수준이었

지만,	집중호우	일수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원삼면에서	집중호우	빈도가	높기	때문에	침수

피해에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2 홍수 발생 특성

풍수해와	관련한	피해	자료는	각	지자체마다	피해	

현황들을	집계	및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에	송부하고	

통합	관리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는	중앙부처·지

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서	재난관리업무	수행하기	위

그림 3. 용인시 기상 및 강우 관측소 현황

그림 4. IDW 기반 연평균 강우량 공간보간(2000~2021) 그림 5. DW 기반 집중호우일수 공간보간(200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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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National	Disas-

ter	Management	System)을	이용하고	있다.	NDMS

는	대국민	재난안전	서비스를	위해	재난의	체계적인	

예방,	대비,	신속한	대응,	복구업무	지원	및	화재·구조

구급	등	119	서비스	업무	전	과정을	정보화하여	데이

터를	집계	및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다.	NDMS에는	

실제	피해	주소지	및	피해	현황들이	데이터	형태로	누

적되어	집계되고	있으며,	시군구	단위로	통합하여	재

해연보를	발간하는데	기초	자료로써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자료	협조를	통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NDMS에	등록된	용인시	홍수

피해	현황자료(4,801건)를	수집하였다.	이를	공간적

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지오코딩을	통해	공간정보	데

이터로	변환하였고,	용인시의	연도별	홍수피해	발생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림	6).	그림	6을	살펴보면	용인

시에서	발생한	홍수피해는	주로	하천	경계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처인구	북부에	위치한	모

현읍,	포곡읍	부근과	원삼면,	백암면에서	피해가	빈번

하게	발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위도와	경도를	

0.01°	기준으로	구분하여	격자를	생성하였고	중첩분

석을	통해	침수현황이	포함되는	격자의	면적을	통해	

개략적인	침수면적을	파악하였다.

과거	홍수피해가	극심했던	2011년과	2020년의	피해	

현황을	공간적으로	분포시켜	하천	위치를	함께	분석

하여	그림	7와	8에서	나타냈다.	2011년에는	경안천	인

근(포곡읍,	모현읍)	2020년에는	청미천	인근(백암면,	

원삼면)에서	주된	피해가	발생하였다.	

4. 미래 기후재난 전망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	기후정보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MK-PRISM	모형으로	분석된	0.01°격자	단위	

SSP5-8.5	시나리오(2021년~2100년)를	이용하였다.	

그림	9에서는	격자별	강우량	자료를	용인시	면적	평

그림 6. 용인시 하천 및 침수피해 현황(200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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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강우량으로	산정하여	나타낸	시계열이다.	

2022년	대비	2100년	강수량은	약	500mm	증가할	전

망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2022년	연평균	강수량(약	

1,300mm)	대비	약	38.5%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66

년,	2080년에는	약	2,500mm	대규모	폭우가	발생할	것

으로	전망되었고,	이는	과거	자료	중	최대	강수량이었

던	2011년	대비	약	25%나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재난	전망을	위하여	읍

면동	자료	기준으로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침수면

적의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종속변수는	침수면적

( )으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는	연강우량

( ),	집중호우	일수( ),	강우	일수( ),	지류	연장

( ),	본류	연장( )을	고려하였고,	지류	연장,	본류	

연장과	집중호우	일수,	연강우량,	강우	일수의	곱을	

상호작용으로써	고려하였다.	여기서	침수면적은	그림	

7과	8과	같이	격자별	연도별	침수	발생	현황을	파악하

여	개략적인	침수면적을	읍면동	단위로	산정하여	활

용하였다.	

그림 7. 2011년 홍수피해 현황 그림 8. 2020년 홍수피해 현황

그림 9. SSP5-8.5 시나리오 기반 용인시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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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변수들의	단위를	무차원화하고	단계선택법을	통

해	유의미한	독립변수만을	이용하여	회귀식을	구성

하도록	하였으며,	모형의	검증을	위해	학습구간과	평

가구간(20%)으로	구분하여	모형을	학습하였다.	여기

서	학습구간은	전체	데이터(총	546개)에서	무작위로	

80%를	추출하였고,	평가구간은	나머지	무작위	20%

로	설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앞서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던	상호작용	(연강우량과	본류,	연강우량과	지

류	등)과	연강우량,	집중호우	일수가	최종	모형에서	

선택되었으며,	최종적인	회귀식은	다음	식	(1),	학습	

및	검증	결과는	표	1에서	정리하였다.	모형의	성능을	

검토해보면	P-value는	0.05	이하로	유의한	수준을	보

이고	있으며,	관측값과	모의값의	상관성이	66%	이상

으로	확인되어	비교적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다.	

SSP5-8.5	시나리오	기반	미래	강우량	전망	결과와	

앞서	도출한	침수면적	관계식을	이용하여	향후	100년

의	용인시	침수면적을	전망하였다(그림	10).	그림	10

에서	회색	영역과	선은	추세를	나타내며,	푸른색	선

은	관측된	침수면적,	붉은색	선은	전망된	침수면적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과거	최대	침수피해가	

발생한	2011년(201	km2)	대비	2066년(258	km2)에	약	

30%가	침수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5. 결론

용인시는	진위천,	청미천,	복하천,	경안천,	탄천,	한

천	등의	중소규모	하천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경안천,	오산천,	진위천,	청미천	상류	유역이	많이	포

그림 10. SSP5-8.5 시나리오 기반 용인시 침수면적 추이

표 1. 홍수피해면적 전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P-value Correlation RMSE

학습구간 2.2e-16 67.2 % 45.1% 4.1 km2

평가구간 - 71.1 % 50.3% 2.3 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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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다.	과거의	강우	공간	특성을	살펴보면	경안천	유

역(처인구	포곡읍	등),	진위천	유역(처인구	남사면,	

이동읍	등),	청미천	유역(처인구	원삼면,	백암면	등),	

오산천	유역(기흥구	고매동,	신갈동	등)에	홍수피해

가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홍수피해	현

황을	공간적으로	분석해보면	청미천,	오산천,	진위천,	

경안천	인근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특히	처인구	모현읍의	경우	강수량은	적지만	경안

천	유역에	포함되며,	상류에	위치하는	포곡읍,	고림동	

등에서	유입되는	유량으로	인해	하천	수위가	높아져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용인시의	

경우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내수침수로	인한	피해

보다	하천범람에	의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으로	보여진다.	

2017년	행정안전부에서는	확률강우량	대비	지역

별	미래	기후변화	영향을	할증률로써	고려하여	지역

별	방재성능	목표강우량을	제시하고	있다.	용인시는	

확률강우량	대비	약	5%	할증률을	적용하여	방재성능

목표강우량이	설정되어	방재시설의	설계기준을	제안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변화

를	고려하여	새로운	시나리오인	AR6	시나리오를	반

영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거	최대	침수면적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방재성능	목표

강우량의	상향조정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계기준	강화

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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