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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자연재난 피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
Impact Assessment of Natural Disaster Damage on the
National Economy Using the Input-Outpu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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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input-output model (IO model) was used to quantitatively estimate indirect damages caused to industries by those
that are directly impacted by natural disasters; the corresponding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was also evaluated. Indirect damages
from other industries due to direct damages of natural disasters were mainly observed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while the impact
on the service industry was minimal. For example, natural disasters have led to the largest direct damages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as well as to industries involved in the manufacture of textiles, leather, and transport equipment.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the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by comparing the average annual GDP and natural disaster damage, showed that the total damage
(direct damage + indirect damage) is almost three times higher than when only considering direct damage. Therefore, in order to
implement effective disaster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direct damages by industries along with direct damages during
decision making.
Key words : Disaster Management, Indirect Damage, Input-output Model, National Economy, Natural Disaster

요

지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산업의 충격이 타 산업으로 파급되는
간접 피해를 정량적으로 산정하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자연재난으로 인해 건설업이 가장 큰 직접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과 운송장비 제조업에도 피해가 발생하였다. 자연재난의 직접 피해로
인해 타 산업에서 발생하는 간접 피해는 주로 제조업에서 크게 나타났고, 반면에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GDP와 자연재난 피해를 비교하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본 결과, 총 피해(직접 피해 + 간접
피해)는 직접 피해만을 고려했을 때에 비해 약 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직접 피해 뿐만 아니라 산업별 간접 피해액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재난관리, 간접 피해, 산업연관모형, 국가 경제, 자연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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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자연재난의 발생 빈도
및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난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UNISDR, 2016; Choi
et al., 2018). 특히,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간접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켜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Ryu et al., 2012; Choi et al., 2017a).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연구를 살펴보면
경제 전체의 흐름 및 움직임을 경제 이론에 따라 다수의
행태 방정식(behavioral equation)으로 축약한 계량경제모형
(econometric model)을 이용하여 지진,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경제 여건 및 경제 성장률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사례가 있었다(Tierney, 1997; Noy, 2009; Strobl, 2011). 그러
나 계량경제모형의 경우 과거의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장기간의 통계자료가 필요하고,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결과에 비교적 많이 반영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연립방정식으로 표현
하여 간접적 경제손실을 평가하는 연산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이용하여 홍수, 폭설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사례를 살펴보면, 단일 시나리오에 의한 피해 뿐만
아니라 피해 강도 혹은 복구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
오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imola et al., 2011; Ryu et al., 2012; Hong et al., 2014).
CGE 모형은 세밀하고 각 산업의 구체적인 영향까지 파악이
가능한 고차원적인 모형이지만, 계산과정이 복잡하여 적용
이 힘들고 사전적으로 추정된 모수에 의해 추정된 파급효과
가 결정되기 때문에 다소 과소추정 된다는 점이 한계점이
있었다. 자연재난이 경제에 미치는 직접 피해가 산업연결망
을 통해 전방 및 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산하는
산업연관모형 또는 투입-산출(Input-Output, IO) 모형을 이
용한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가뭄, 허리케인, 화산 폭발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 산업이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피해를 산정하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Okuyama, 2004; Hallegatte, 2008;
Jiang et al., 2014). Okuyama (2004)는 일본의 한신 대지진이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파악하
였다. 건설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고, 특정 산업 및 지역을 우선적으로 복구한다면 피해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Hallegatte (2008)는 미국
루이지애나 지역에서 발생한 태풍 ‘카트리나’로 인한 피해가
파급되는 영향을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건
설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카트
리나’로 인해 약 2천억원 이상의 직접 피해가 발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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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배 이상의 간접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Jiang et al. (2014)은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교통,
라이프라인, 농림수산업 부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직접 피해에 비해 약 1.6~5.9배 정도 큰
간접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간접 피해를 고려한
피해 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IO 모형을 이용하면
연관된 산업 사이의 상호 작용을 파악할 수 있고, 각 산업부문
의 손실이 명확하게 계산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IO 모형은
수요측면에서만 재해의 영향을 추정하고 공급능력의 변화
를 고려하지 않으며, 고정된 투입계수만을 고려해 재해 이후
가격변화로 인한 영향을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한계
가 있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주로 계량경제모형,
IO 모형, CGE 모형 등의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모형을 연구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대부분의 연구는 모형의 활용성이나 분석지역의 경제성
장 지표 변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산업을 분류하는
항목은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매우 간단하게 재분류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해 자료를 정밀하
게 산업분류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비교적 산업
간의 연계 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IO 모형을 이용하
여 최근 15년(2001~2015년)간에 발생한 연평균 자연재난
피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방법론
2.1 산업연관분석
한 국가 경제에서 각 산업들은 생산활동을 위해 상호간에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게 된다(The bank of Korea, 2019).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의 산업간 거래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기록한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산
업간 상호 연관 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산업연관
분석(inter-industry analysis) 또는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이라 한다(Yi and Goh, 2014). 산업연관분석을 모형
화한 산업연관모형 또는 투입-산출 모형은 Leontief (1941)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화 되었고, 국가 경제를 산업별로 구분
및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산업 및 경제 전반의 인과관계
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특징이 있다(Song et al., 2008; Jiang
et al., 2014).
2.2 산업연관표
산업연관표는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국가 경제 내에서
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
로서, 국내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5년 간격으로 작성하고 있다
(The bank of Korea, 2014). 산업연관표는 한 산업이 다른
산업부문으로부터 원료나 중간재를 구입하여 새롭게 중간재
혹은 완제품을 생산해내는 중간과정부문(intermediate sector),
각 산업의 산출물에 대한 최종 수요를 외생적으로 결정하는
최종수요부문(final demand sector), 생산요소에 대한 지불금
액인 지불부문(payment sector)으로 구성되어 있다(Choi et
al., 2017a). Table 1에서  는  산업으로부터  산업으로
투입되는 재화나 용역의 양을 나타낸다.

를 구입함에 따라 파급되는 효과를 나타내며, 산업간의 관계
를 분석하는데 기초가 된다(Yi and Goh,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은 특정
산업의 충격이 산업연관모형의 투입계수만큼 다른 산업으
로 파급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간접 피해로 가정하였고, 1차
간접 피해를 받은 다른 산업이 또 다른 산업들에 간접 피해를
순차적으로 일으키는 과정을 누적하여 전체 간접 피해를
산정하였다.

2.3 투입계수
투입계수는 특정 산업에서 제품을 산출 혹은 생산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산업으로 부터의 투입량
혹은 구매량을 의미한다. 투입 계수를 계산하기 위하기 위한
식은 Eq. (1)과 같다.

3.1 재해연보 피해 항목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난 피해 및 복구현황에 대한 주요
통계를 수록한 재해연보(Statistical yearbook of natural
disaster)를 수집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자료를 구축하
였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재해연보에는 국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범위 및 규모가 Table 2에서와
같이 원인별, 기간별, 지역별, 피해 항목별(시설별)로 정량화
되어 있다(Choi et al., 2017b). 피해 원인은 기상현상별로
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으로 나뉘어 집계되며, 2016년
경주 지진 이후에는 지진이 추가되었다(MOIS, 2017). 기간
은 재해의 시작 일시와 재해의 종료 일시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역은 전국 229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다. 피해
항목은 건물, 선박, 농경지, 도로, 하천, 소하천, 수도,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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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산업과  산업간의 투입계수,  는  산업으
로부터  산업으로의 투입량,  는  산업의 총 산출량을
나타낸다.
투입계수는 한 산업부문이 다른 산업부문으로부터 재료

3. 피해 항목별 산업 분류

Table 1. Basic Structure of Input-output Table (Choi et al., 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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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s of Statistical Yearbook of Natural Disaster
Classification
Hazard
Disaster period
Region

Damage item

Contents
Typhoon, Heavy rain, Heavy snow, Strong wind, Wind wave
Disaster start date, Disaster end date
229 municipalities
Building, Ship, Agricultural land, Road, River, Small stream, Water service facilities, Port facilities,
Fishing port facilities, School, Railway, Irrigation facilities, Erosion control facilities, Military facilities,
Small facilities, Other public facilities, Axes and fences facilities, Livestock, Livestock barn and silk
yarn facilities, Aquaculture facilities, Fishing net and gear, Vinyl greenhouse, Other privat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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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 학교, 철도, 수리, 사방, 군시설, 소규모, 기타 공공시설,
축대⋅담장, 가축, 축사⋅잠사, 수산증양식, 어망⋅어구, 비
닐하우스, 기타 사유시설로 총 23개 시설로 구분된다.

3.2 산업연관표의 산업 분류
2010년 기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분류는 대분류 30부
문, 중분류 82부문, 소분류 161부문, 기본부문 384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The bank of Korea, 2014). Table 3은 산업연관
표의 산업분류(대분류 30개)를 나타낸 것이다.
3.3 피해 항목별 산업 분류
재해연보의 피해 항목(23개)과 산업연관표의 산업 분류
(대분류 30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각 피해 항목이
어떤 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존
의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피해 항목과
산업 분류를 재분류하거나, 일부의 피해 항목만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신뢰성 있는
분류를 위해 재해연보의 기초자료가 되는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의 자
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즉, 재해연보의 피해 항목의
기초자료가 되는 NDMS의 자료와 산업연관표의 대분류의
기초자료가 되는 기본부문의 자료를 대응시켜 최종적으로
재해연보의 피해 항목별 산업을 분류하였다. 피해 항목의
세분화된 항목을 통하여 산업의 대분류를 추정할 때 해당
세부항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을 최종적인
대분류 형태로 선택하였다. 또한 국내 재난관리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신뢰

성을 확보하였다. 산업연관표의 대분류로 분류된 30개의
산업 중 건설업, 운송장비 제조업, 농림어업, 섬유 및 가죽제
품 제조업이 자연재난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산업으로 분류
되었다. 재해연보의 가축피해의 경우 농림어업 산업으로
분류되었는데, 재해연보의 가축 피해액 자료가 2005년 이후
에는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마리 수만 집계) 농림어업 산업
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직접 피해를 받는 산업에서 제외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운송장비 제조업,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이 자연재난으로 인하 직접 피해를 받는
산업으로 선정하였다. Table 4는 피해 항목별 산업 분류
프로세스의 예시를 나타낸 것이고, Table 5는 재해연보의
피해 항목별 산업연관표의 산업을 나타낸 것이다.

4. 자연재난으로 인한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 산정
4.1 자연재난으로 인한 직접 피해 산정
본 연구에서는 재해연보를 수집하여 2001년부터 2015년
까지의 자연재난 피해액을 산정하였고, 이를 3.3절에서 제시
한 피해 항목별 산업으로 분류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산업
의 직접 피해로 산정하였다. 과거의 화폐가치와 현재의 화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과거 15년간의 화폐가치를 환산해야
하는데, 재해연보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게 생산자 물가
지수를 이용하여 2015년 기준으로 현가화 하였다(MPSS,
2016).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연재난 총 피해액은 23
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은 약 1조 5451억으로 산정되었다. 피해 항목별(시설

Table 3. Industry Classification of Input-output Table
Industry

Industry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Electricity, gas and steam supply

Mining and quarrying

Water supply, waste management and materials recovery

Manufacture of beverages, food products and tobacco products

Construction

Manufacture of textiles and leather

Wholesale and retail trade

Manufacture of wood, paper, printing and reproduction of
recorded media

Transportation

Manufacture of coal and petroleum products

Food service activities and accommodation

Manufacture of chemical products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activities

Manufacture of other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Manufacture of basic metals products

Real estate activities, rental and leasing activities

Manufacture of metal products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Manufacture of machinery and equipment

Business support services

Manufactur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instruments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Manufacture of precision instruments

Education

Manufacture of transport equipment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Other manufacturing

Culture and other service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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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ocess for Industry Classification of Damage Item (example)
Damage item

Industry classification

Statistical yearbook
of natural disaster

NDMS

Basic division

Small division

Middle division

Main division

Vinyl greenhouse

Interlocking house

Non-residential
building

Non-residential
building

Building
construction and
building repair

Construction

Ship

Powerboat-FRP

Other ship

Ship

Ship

Transportation
equipment

Road

Rural road

Road facility

Transportation
facility construction

Civil construction

Construction

Axes and fences
facilities

Poultry house

Non-residential
building

Non-residential
building

Building
construction and
building repair

Construction

Fishing net and
gear

Rope for seaweed

Laces, ropes and
fishing nets

Textile products

Textiles and
clothing

Manufacture of
textiles and leather

⋮

⋮

⋮

⋮

⋮

⋮

Table 5. Industry Classification of Damage Item
Damage item
(Statistical yearbook of
natural disaster)

Industry classification
(Main division)

Damage item
(Statistical yearbook of
natural disaster)

Industry classification
(Main division)

Building

Construction

Erosion control facilities

Construction

Ship

Manufacture of transport
equipment

Military facilities

Construction

Agricultural land

Construction

Small facilities

Construction

Road

Construction

Other public facilities

Construction

River

Construction

Axes and fences facilities

Construction

Small stream

Construction

Livestock

Agriculture and fishing

Water service facilities

Construction

Livestock barn and silk yarn
facilities

Construction

Port facilities

Construction

Aquaculture facilities

Manufacture of textiles and
leather

Fishing port facilities

Construction

Fishing net and gear

Manufacture of textiles and
leather

School

Construction

Vinyl greenhouse

Construction

Railway

Construction

Other private facilities

Construction

Irrigation facilities

Construction

별) 피해 비율을 살펴보면 하천이 13.85%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기타 사유시설, 도로, 소하
천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피해를 살펴보
면 건설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과 운송장비 제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
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4.2 자연재난으로 인한 간접 피해 산정
자연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산업의 피해가

타 산업에 파급되어 발생하는 간접 피해를 산정하기 위해
산업연관모형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산업연관모형의
파급 특성은 8회차 정도가 되면 0에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대 8회차 분석까지 수행하였다(INHA Industry
Partnership Institute, 2016). 자연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
가 가장 큰 건설업의 경우, 1조 4,911억 원의 직접 피해로
인해 다른 산업들에 2조 8,779억 원의 간접 피해를 발생시키
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섬유 및 가죽 제품 제조업의 경우
497억 원의 직접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 타 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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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Natural Disaster Damages (2001~2015)
Damage
item

Total
Average
damage annual damage Rate
(1 billion
(1 billion
(%)
won)
won)

Industry
classification

Damage
item

Total
Average
damage annual damage Rate
(1 billion
(1 billion
(%)
won)
won)

Industry
classification

Building

443

29.51

1.91

Construction

Erosion
control
facilities

1,231

82.1

5.31

Construction

Ship

64

4.28

0.28

Manufacture
of transport
equipment

Military
facilities

600

39.99

2.59

Construction

Agricultural
land

1,011

67.42

4.36

Construction

1,717

114.46

7.41

Construction

Road

2,373

158.2

10.24

2,070

137.97

8.93

Construction

River

3,211

214.07

13.85

4

0.28

0.02

Construction

Small stream

2,082

138.78

8.98

Construction

-

-

-

Agriculture
and fishing

Water service
facilities

332

22.11

1.43

Livestock
Construction barn and silk
yarn facilities

930

61.99

4.01

Construction

Port facilities

208

13.83

0.90

Construction

Aquaculture
facilities

585

38.97

2.52

Fishing port
facilities

415

27.67

1.79

Construction

Fishing net
and gear

161

10.77

0.70

School

73

4.9

0.32

Construction

1,509

100.6

6.51

Railway

212

14.12

0.91

2,427

161.82

10.47 Construction

Irrigation
facilities

1,520

101.3

6.56

23,178

1,545.14

Small
facilities
Other public
Construction
facilities
Axes and
Construction
fences
facilities
Livestock

Vinyl
greenhouse
Other private
Construction
facilities
Construction Total damage

는 1,108억 원의 간접 피해가 발생하였다. 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 직접 피해 43억 원으로 인해, 103억 원의 간접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최근 15년간의 연평균 재난
으로 인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총 피해액(직접 피해+간접
피해)은 약 4조 5,443억 원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Figs. 1~3은
각각 건설업,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에
입은 직접 피해가 타 산업으로 파급된 간접 피해를 나타낸
것이고, Fig. 4는 연평균 자연재난 직접 피해로 인해 발생한
간접 피해를 나타낸 것이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산업이 타 산업으로 파급된 간접
피해를 각 산업별로 피해 비율을 분석한 결과 1차 금속제품
제조업이 가장 큰 피해(17.37%)가 발생하였으며, 화학제품
제조업(8.65%), 금속제품 제조업(7.70%), 광업(7.09%), 비
금속 광물제품 제조업(7.01%)의 피해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대로 교육서비스업(0.03%), 건설업(0.17%),
공공행정 및 국방(0.19%),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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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e
of textiles
and leather
Manufacture
of textiles
and leather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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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 정밀기기 제조업(0.60%)은 파급피해가 1% 미만으
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s. 5와 6은 각각 산업별로
파급된 간접 피해액과 피해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4.3 자연재난 피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근 15년(20012015년)간 연평균 약 1조 5,451억 원의 직접 피해로 인하여
산업별로 파급된 간접 피해는 약 2조 9,992억 원으로 산정되
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최근 15년간의 연평균 재난으로
인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총 피해액(직접 피해+간접 피해)은
약 4조 5,443억 원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국가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과 비교하면, 직접 피해만을 고려하였을 때는 0.13% 수준이었
지만 타 산업에 파급된 간접 피해를 함께 고려할 경우 0.38%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Fig. 1. Direct and Indirect Damage Caused by Construction
Industry

Fig. 2. Direct and Indirect Damage Caused by Manufacture
of Textiles and Leather Industry

Fig. 3. Direct and Indirect Damage Caused by Manufacture
of Transport Equipment Industry

Fig. 4. Direct and Indirect Damage Caused by Annual Natural
Disaster

Fig. 5. Indirect Damage by Industry

Fig. 6. Indirect Damage Rate by Industry

Table 7. GDP Rate of Cumulative Damages
Indirect damage
(1 billion won)

Cumulative damage
(1 billion won)

GDP rate (%)
(Cumulative damage/GDP)

Direct

1,545.1

1,545.1

0.13%

1st

1,017.1

2,562.2

0.22%

2nd

687.5

3,249.7

0.27%

3rd

469.1

3,718.8

0.31%

4th

316.3

4,035.2

0.34%

5th

211.7

4,246.8

0.36%

6th

141.2

4,388.0

0.37%

7th

93.9

4,481.9

0.38%

8th

62.4

4,544.3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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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매년 태풍, 호우, 대설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해 국가 경제
가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자연재난에 취약한
산업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등의 적절한 재난관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받는 산업을 파악하고,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간접 피해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최근 15년(2001~2015) 동안 자연재난의 연평균 피해
액은 1조 5451억으로 산정되었음.
(2) 재해연보의 기초자료가 되는 NDMS 자료와 산업연관
분류의 기본부문을 비교하여 피해 항목과 해당 산업을
분류하였고, 재난관리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신뢰성
을 확보함.
(3) 피해 항목에 따른 산업별 피해를 살펴보면 자연재난으
로 인해 직접 피해는 건설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
며,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과 운송장비 제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함.
(4) 자연재난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건설업이 타
산업에 피해를 입힌 파급 피해를 고려하면 직접 피해
에 비해 총 피해(직접 피해+간접 피해)는 2.93배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의
경우 3.23배, 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 3.45배로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5) 자연재난의 직접 피해로 인해 발생한 간접 피해는 1차
금속제품 제조업이 17.37%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산업으로 나타났으며, 화학제품, 금속제품, 비금속광물
제품 등의 제조업에서 가장 큰 피해를 기록하였음.
(6) 반면에 교육 서비스업이나 공공행정 및 국방,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에는 자연재난의
직접 피해로 인한 간접 피해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7) 따라서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피해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8) 연평균 GDP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비교해본
결과 직접 피해만을 고려했을 때에 비해 총 피해(직접
피해+파급 피해)는 3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음.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 우선, 자연재난으
로 인한 직접 피해의 자료로 사용한 재해연보의 경우 재난관
리 업무 및 복구비 산정을 위한 보상 단가 등을 통해 제시되기
때문에 실제 직접 피해액에 비해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호우, 태풍, 강풍, 풍랑, 대설 등의 재해연보
에 제시된 자연재난의 모든 피해를 합쳐서 분석하였고, 지역
136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9권 6호 2019년 11월

별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난의 특성
별,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자연재난의 특징 및 지역별로 간접 피해를 산정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간접 피해의 경우 정량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도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에 직접적인 피해만을 조사하는 피해 조사 방법
이 아닌 간접적인 피해를 조사하는 방법이 추가적으로 개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그 규모를 한정할 수 없는
특징이 있어 재난피해액의 정량적 산정은 실제 재난관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을 발간하고 있어 재난피해를 정량화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재난이 사회 및 경제적
으로 파급되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재난
의 충격이 국가 산업에 파급되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으며 기존 방법은 경제적 피해액을 크게 과소 추정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류한 자연재난 피해
항목별 세부 산업 분류는 향후 자연재난의 경제적 파급효과
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도출된 결과를
통해 취약산업 및 핵심 산업을 파악해 효과적인 방재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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