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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부지역 홍수 피해 계속 확대

(최근 폭우 상황)

월 이후 후베이( ), 장시(江西), 안휘(安徽) 등 중국 남부지역에는 한달 반
이상 폭우가 지속되면서 양쯔강 지류의 430여개 이상의 하천 및 주요
담수호의 수위가 사상 최고치로 상승
ㅇ 중국정부는 6.1~7.17일중 양쯔강 유역의 강수량이 1961년 이래 가장
많았으며, 특히 양쯔강 중하류 지역의 7월 상반월 강수량은 1998년
대홍수 당시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6

湖北

*

년 대홍수 당시 중국에서는 이재민 2억명, 사망 4,150명, 가옥붕괴 685만채
억위안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

* 1998
2,551

등

최근 중국 전역의 누적 강수량 분포

향후 72시간 강수량 예보

(7.9~15일중)

(7.24~25일중)

자료 : 중국중앙기상대

(피해 규모)

한달 반 이상 강우가 지속되면서 중국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이재민이 약
4,500만명을 상회하는 등 홍수 피해가 계속 확대
ㅇ 중국정부는 7.22일 기준 27개 성에서 이재민 4,552.3만명, 사망‧실종자
가 142명에 이르며 약 3.5만여채의 가옥이 붕괴되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손실이 1,160.5억위안(약 20조원)에 달한다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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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베이성 언스(恩施)자치구에서는 폭우로 인해 큰 산사태가 발생한 데다
이로 인해 양쯔강 지류인 칭장(淸江)이 막히면서 생성된 임시 호수(언색호)
의 범람이 우려됨에 따라 8천여명이 긴급대피
*

*

ㅇ

후베이성에서만 이재민 1,300만명, 사망 29명, 가옥붕괴 7천여채 등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243억위안(4.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안휘성에서는 하류 도시지역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쯔강 지류인 추허
(滁河)강의 제방을 인위적으로 폭파하는 등의 극단적인 방법이 동원되었음
후베이성 칭장의 언색호

폭파된 안휘성 추허강 제방

자료 : 신화망

□

한편 계속된 폭우로 세계 최대규모인 싼샤 (三峡) 댐 수위가 6.30일 147m로
경계수위(145m)를 넘어선 데 이어 7.20일에는 164.58m로 최고 수위(175m)에서
불과 10미터밖에 남지 않는 등 안전성 및 방류량 급증에 따른 피해가 우려
*

*

ㅇ

양쯔강 중상류인 후베이성 이창(宜昌)의 협곡을 잇는 세계 최대규모의 댐으로 높이
185m, 길이 2,309m, 너비 135m로 최대 저수량은 393억톤, 최고 수위 175m, 연간 발
전량 847억㎾에 달함. 1994년에 착공하여 2008.10월 완공

당국은 쌴샤댐 수위의 가파른 상승에 따라 7.2일 양쯔강에‘제1호 홍수경보’
를 발령한 데 이어 7.18일에는‘제2호 홍수경보’를 발령
싼샤댐 방류 상황

자료 :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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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 당국은 싼샤댐은 수천년에 한번 발생하는 홍수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1만 2천개의 모니터링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댐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어 댐 붕괴설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
*

*

ㅇ

또한 쌴샤댐 관리부는 현재 쌴샤댐은 100억톤을 추가로 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폭우 지속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홍수조절 능력이 충분하다는 입장

한편 추가 폭우에 대비한 저수 공간확보를 위해 6.29일 금년들어 처음
으로 싼샤댐의 2개 수문을 개방하였으며, 현재는 7개의 수문을 모두 개방하여
초당 약 4만톤을 방류하고 있어 하류 대도시 지역의 추가 피해 가능성

(중국정부의 대응 및 전망)

중국 정부는 폭우피해가 큰 후베이, 장시, 안휘 등의 홍수 비상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재정부, 응급관리부 등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중앙재해
구조자금 지원, 군인 등 응급대응팀 파견. 구호물자 전달 등 총력 대응중

□

중국 중앙기상대에 따르면 7월말~8월초까지도 남부지방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강우지역의 북상, 태풍 발생 가능성
등으로 폭우로 인한 피해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
ㅇ 전문가들은 폭우가 지속될 경우 7.27일경 양쯔강에 ‘제3호 홍수경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

□

(중국 남부지역 홍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중국 남부지역의 홍수로 인해 양쯔강 및 황하강 등을 통해 우리나라 서
해로 막대한 규모의 흙탕물 (저염수)이 유입되면서 서·남해안 및 제주도
양식장 등을 중심으로 피해 가능성도 있어 유의할 필요

□

*

*

ㅇ

현재 예년 평균(4.8만톤)의 1.7배에 달하는 초당 8.2만톤의 흙탕물(저염수)이 서해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1996년 저염수의 대량유입으로 인해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 피해가 대규모 발생한 사례가 있음

민물(저염수)이 서해로 대량 유입되면서 해수면 온도 상승 , 탁도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 서·남해안 및 제주도 등의 양식장 물고기, 성게, 소라,
전복 폐사 등의 피해가 우려
*

*

저염수는 바닷물보다 가벼워 위로 뜨는 성질이 있어 태양열로 인한 온도상승이 바
닷물보다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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