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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도시 기후환경 설계(1)

국내 IP 오성남

개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와 함께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이상기상현상과 자연재난
발생으로 도시지역의 피해가 과거보다 규모가 커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태풍과 더불어 강풍, 호우 및 홍수범람 등 풍수해 자연재난 위
험요인과 인간 활동에 의한 재해요소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피해의 다양성과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의 재난 안전성과 방재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
해 평가와 도시지역에서의 복합위험요소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과 함께 이에 대한
복합 위험요소를 고려한 재난위험 진단기술 및 종합적인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
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패턴의 자연재난으로 인하
여 인구와 경제적인 자산 및 사회적 시설 등의 밀집도가 높은 도시지역에서 자연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집중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중 우리나라 도
시지역 자연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풍수해에 대비해서 수방시설 설치, 응
급 복구 인력 및 재난 대응 장비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
연재난의 피해를 예측하고 대비하기에는 역 부족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난의 피해를 예측하고 감소시키려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복
합적인 위험요소에 대한 재해시뮬레이션과 모델을 통한 정확한 평가가 동반되어
야 한다. 또한, 재난으로 인해 대상지역의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포함하여 재난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법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과학적인 자연재난 위험성 평가를 위한 많은 연구가 위험요소
각각에 대해 별도의 연구로 진행되고 있으나, 복합위험요소에 대한 연구가 선진국
에 비하여 체계적이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기법을 사용하면서도 한국적인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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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데 부족하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복합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자연재난 위험성 평가방법에 대한 학문적 기틀을 마련하여, 복합적인 양상을 띠는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 및 장기적인 대책마련, 나아가서 방재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는 재난 위험성 평가 기법이 절실하다.
여기에 도시방재를 위한 재난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기후적 위험요인(hazard)들
을 도시재난 취약성(vulnerability) 분석에 반영하여 도시재난에 대한 위험성 평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분류하여 각 재난별 위험성을 산정하고 지역적 위험성을 정량적
으로 분석 접근하여 평가함이다. 또한 대상 도시의 재난특성을 살펴 재난에 대비
할 수 있는 재난관리시스템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도시의 자연재해
오늘날 도시의 발전 정도를 경제적 수준을 넘어 삶의 질에 기반을 두어 논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근래의 경향은 도시의 경제적 발전이나
외형적 규모 보다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 그리고 만족의 정도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UN의 World Happiness Report(WHR)이나 ECD의 Better Life
Index(BLI)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지표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발전의
주요 지표인 GDP의 한계를 밝혀 도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와
행복도를 사회발전의 주요 측정도구로 평가하고 있다. 도시의 발전에 대한 프레임
도 거주민들이 느끼는 실제 삶의 질과 이를 둘러싼 사회의 질로 변하고 있는 추
세이다.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이 있다. 현
대의 도시에서 전개되는 특징인 도시의 위험화가 도시성장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82개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재난이 도시성장에 어떻게 영
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바 있다. 다양한 도시환경변화 특성은 개별도시 마다 각
각 차이를 가지고 도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도시환경변화의 주요 특징요소가 고용의 유출입 그리
고 소득성장에 어떻게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도시의 성장에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
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오늘날 기후변화와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위협요인들은 도시에서의 다양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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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발생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도시재난(都市災難)’은 방재학계에서는 학술분야
로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도시라는 지역의 특수성과 연쇄성으로 도
시재난이란 용어를 정의할 필요는 있다. 도시에서는 만일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인적·시설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2차, 3차로 피해가
확산되거나 도시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이다. 도시에서는 단일한 사고가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재난으로 확대되기가 용이하다. 도시에서는 도시생활을 위한 기술
이 근대화되면서, 지역전반의 도시개발과 도시화에 의한 도시공간에 대한 고도의
이용 때문에, 특히 도시 지하공간에서의 일상 활동으로 인해 사소한 사고가 재난
으로 발전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60%를 넘은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 대부
분의 재난은 곧 도시재난으로서 크게 자연적인 재난요인과 인적·사회적 재난요인
을 가지고 있다(표 1). 도시의 자연적 재난요인은 기후적인 여건과 지형적 환경에
의해 태풍·호우·폭설·가뭄 등 기후적 요인으로부터 가장 크게 위협받고 있다.
표 1. 도시 위험요소로써의 재난 유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구 분

자연재난

사회재난

유 형
풍수해
설해
가뭄
지진
황사
폭염
낙뢰
산불
교통사고
건물붕괴
독극물
환경오염
산업사고
화재폭발
감염병

내 용
폭풍우와 홍수, 강풍 등으로 입은 피해
눈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오랜 기간 강수현상이 없어 수자원 부족한 현상
땅이 갈라지며 흔들리는 현상
중국 사막지역으로부터 날려온 모래 먼지
매우 심한 더위
벼락이 떨어짐
자연 및 인위적 산불
자동차 기차 및 항공 등 대량수소에 따른 재난
건물이 무너지는 사회적 재난
약사법으로 규정된 독극물
수질, 대기, 주변환경 오염
산업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물적 재난성 피해
불이나 강력한 바람 따위가 발생하는 재난
세균성, 바이러스성 병

현대의 발전된 도시는 고도로 발달한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의해 주기적으로 도
시기능이 유지되므로 사소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도시시스템에 피로를
누적시킨다. 그리고 어떤 한 사고가 직접적인 피해, 혹은 단일시설의 피해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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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이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연속적으로 피해를 야기 시켜 재난으로 확대
시킨다. 즉 도시재난은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가 상호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 되어 건축․시설물의 파괴는 물론 라이프라인시설의 기능 정지 등 도시기능의
총체적 마비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재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재해재난의 위험요인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자연재해위험
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이 중 연구 대상지역의 도시를 정의(인구, 넓이 등)하고
우리나라 시·군·구 중 데이터의 확보와 기후환경의 특성에 따라 대상지역을 결
정한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정의는 기상요소(기온, 습도, 강수량, 적설량,
바람, 일사,)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난 피해상황과 기상요소와의 상관성
(   )을 분석한다. 단계별(Step) 위험성 평가 모델은 Input-Output System 개념을
기반으로 다음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Risk assessment model; Input-output system
Step#1 : Hazard Analysis >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요인(hazard) 식별
Biological, Climatological1), Geophysical, Hydrological, Meteorological 등
Step#2 : Vulnerability Analysis >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성(vulnerability) 식별
광역시도별 취약성 ex) 산악지형, 침수지형, 하천 인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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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 Risk Analysis > 위협요인과 취약성을 고려한 위험성(risk) 계산
Step#4 : Risk Assessment > 위험성 평가
일반적으로 요인분석(fact analysis)은 많은 측정변수를 공통적 요인으로 묶어 자
료의 복잡성을 줄이고 변수들이 동일한 구성개념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요인을 찾아내어 목표로 하는 명제를 설명하는
다변량 통계 분석방법이다. 이 분석을 통해 입력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상관성
여부를 판단함으로서 다양한 변수들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요인을
압축, 요약하여 변수를 축소하거나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할 수 있다.
재난관리 중 사업연속성관리(BCM;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측면에서는
위험요인 도출(hazard derive)과 위협요소분석(Threat Analysis)을 수행한다. 업무, 기
능, 시설 운영중단요인에 관한 기능별 위험요인을 델파이 기법과 브레인스토밍 등
으로 인과관계를 도출한다(김동헌, 2011).
다양한 도시재난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요인(hazard)들을 기후변화와 연관하여
선별하고 도시재난 위험성 평가를 위한 위협요인을 밝히기 위한 재난 위협요인
분석모델은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Hazard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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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난·재해 요소는 관리되어야 하고 유지·보수되어야 하지만, 위험요인 분
석 및 선정을 통해 그 지역에 발생 가능성이 크고 가장 위험요인이 되는 것부
터 관리한다면 그만큼 자원과 시간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재난을 사전
에 예방할 수 있다. 김보경 등(2011)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도시홍수 위험요인 도
출 연구를 통해 서울시의 도시홍수 피해와 관련 있는 항목들로 사회, 경제, 인
문, 시설물, 기상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24개의 요소를 선정하여 기후변화에 따
른 도시홍수 위험을 전반적으로 규명하였다. 도시홍수 피해액과의 상관성분석을
수행하고, 최종 선정된 10개 항목들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
과, 도시홍수피해 유발요인인 강우,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 사회, 경제적 측면
과 피해결과에 해당하는 침수면적이 도시홍수발생의 유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재난의 취약성 평가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화에 따른 자연재난 중 수해 취약
성을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3개의 가설을 설정하고 1971년부터 2002년까
지 총 32년 패널 데이터를 정리, 분석하여 도시화가 자연재해를 증가시키는 요인
이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 강우량과 피해액을 분
석하여 1990년대와 2000년대를 분석한 결과, 최대 강우강도 및 일최대강우량의 증
가폭보다 동기간에 대한 평균피해액 증가폭이 훨씬 크게 나타나 “강우”라는 외적
요소보다 도시화, 산업화, 집중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가 피해 규모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불투수율 증가로 인한 도시화의 영향으로 설명
할 수 있으나 도시화의 어떤 요소들이 피해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인지를 명확히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기상수문학적인 자연적 요소와 인간, 사회·경제
적 환경이라는 인문적 요소, 토지이용이나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물리적 요소, 정
부의 정책으로 대표되는 방재적 요소가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만들어지
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취약성 분석 및 평가 모델은 아래 그림3과 같다. 위협요인 분석(hazard analysis)
를 통해 선정된 도시재난의 위협요인을 적용하여 연구대상지역의 재난 취약성
(vulnerability) 분석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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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도시 취약성 분석 모델(Vulnerability Analysis Model)

도시재난의 위험성 평가
자연재난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재난 발생 가능성과 손실예상 정도를 고려하여
경제적 손실이나 인명피해 위험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재난 위험성 평가
에 관련된 국내 연구의 경우,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2001)은
2020년까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치수단위구역별 치수특성을 파
악하여 단위 유역간 투자우선순위를 산정하거나, 대규모 단위의 치수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홍수 피해 잠재능력을 산정하여 재난 위험을 평가하였다.
또한,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2005)에서는 시군구간의 홍수
피해 발생빈도나 피해액을 비교할 수 있는 계량적인 기준이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232개 시군구의 최근 33년간의 홍수 피해 특성을 분석하여 시군구간의
홍수 피해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계량적인 홍수지표를 제시하였다.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2011)은 '2011년 지역안전도 진단지침'을 전국 230
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대상지역의 위험성을 등급으로 분류하여 평
가하였다. 또한, Lee et al.(2006)은 ‘서울시 지역안전도 평가모형 개발연구’을 진행
하였으며 자연재난 중 홍수재해를 중심으로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지역
안전도 평가모형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Lim et al.(2010)은 치수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지표를 선정하여 유역별 치수 관련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세부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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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State-Response 구성 체계로 구성하여 각 치수특성평가 지수인 압력, 현상,
및 대책 지수를 통합하여 치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홍수위험지수
를 개발하였다. 이렇게 홍수 피해를 바탕으로 한 많은 지표가 개발되었지만, 홍수
위험요소 하나에 의한 피해를 고려하거나 복합적인 위험요소에 대한 시스템의 재
난위험도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방법이 대부분이었다. 지진 재난 위험에 대
해서는 ‘도로시설물 내진대책 학술 연구 보고서’를 통하여 서울시의 지진재해 위
험도를 분석하고, 서울시 도로시설물의 내진대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권영진과 구인혁(2013)은 도시재난 중 화재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일
본의 도시방재계획의 현황과 위험성평가 방법을 조사하고 국내에 적용하려는 적
용성 검토 연구와 시뮬레이션 및 GIS 활용방안 연구를 통해 도시재난 위험성 평
가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선진국의 경우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위협요인(hazard), 취
약성(vulnerability)과 노출성(exposure)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추세이다. 세계기상기
구(WMO, World Meterorological Organization, 2006)는 홍수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으
로 APFM(Associated Program on Flood Management)을 통해서 통합홍수관리 가이드
라인과 홍수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지침서를 도시홍수위험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포함시켜 발간하고 있다. 또한, UN의 ISDR(2002) 보고서에서
도 자연재해 위험(risk)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험성과 취약성을 그 지역의 방재역
량과 연계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의 지진 재난 위험
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지진재난에 대한 여러 요소와 지표 등을 개발하여 도
시지역의 지진재난 위험도를 개발하여 평가한 바 있다. 재난위험도에 대한 구성체
계를 작성하여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재난 위험성 평가의 대표적인 연구이다. ㆍ
Kita(2017)는 위험성을 재해발생위험과 재난 위험도, 그리고 재난관리가 조합된 결
과로 나타내어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취약성 지표의 측정 방법에 대하여 사회
적, 경제적 지표 등의 조사 및 구축 방법론 등을 제시하고 2008년에 홍수발생 확
률과 그때의 발생되는 피해를 위험도로 보고 취약성과 노출성 그리고 지역의 대
응능력을 평가하여 최종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위험으로 분석하여 취약성 감소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최근 국·내외 연구동향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난의 발생 및 피해
와 관련이 있고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들을 추출하여 도시화에 따른 도시재난
위험성을

평가하였다.

연구

방법론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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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RC(Resilient City)의 PRA(Preliminary Resilience Assessment) 툴 중 Assets and
Risk Assessment 툴을 활용하여 도시의 재난을 정량적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
발한다. 연구대상 도시의 재난특성을 살펴보고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관리시
스템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도시재난에 대한 위험성(risk)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며,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분류하여 접근하고 각 재난별 위험성
을 산정하여 지역의 위험성을 보다 정량적으로 분석, 평가한다(그림 4).

그림 4. Risk analysis model

결론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을 정의하고 위험성 평가를 4단계로 설정하
여 재난 발생의 위협요인 분석, 대상지역의 취약성 분석, 위험성 분석 및 평가의
단계별 기 수행된 연구사례 조사를 통해 정량적 위험성 평가 방법 개발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위험성 평가 방법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단계별로 제시되
는 모델이 없으며, 국제표준이나 재난관리방법론에서 제시하는 비교적 간단한 방
법론을 사용하였다.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의 개발을 위해 현재까지 수행된 단계별
연구의 사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연구를 통해 개발된 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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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연구대상지역에 적용하여 재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재난관
리시스템의 방향성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본 조사에서 사례적으로 살펴본 Kita(2017)의 Malawi 도시의 경우를 보면,
재난 및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한 대부분의 개발 도상국에서는 재난 위험을 줄이
기 위해 구조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말라위의 홍수 위험 도시에서 혼합 된 방법과 설계를 통
해 수행 된 연구 결과에서 도시가 홍수에 대한 취약성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
해진 조치를 평가할 수 있다. 위험 감소 조치 중 하나로 안전하지 않은 건설 관
행, 열악한 배수 시스템, 규제되지 않은 고형 폐기물 처리, 제도적 무능력, 토지
부족, 고위험 지역에서의 정착, 삼림 벌채, 강 퇴적 및 도시 지역을 무시하는 국가
재난 위험 감소 정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취약성 요인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취약점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는 정부 지원이 없는 비 국가 행위자에 의해 구현 된 빈민가 업그레이드
파일럿 프로젝트이다. 재정착의 경우 계획과 실행은 우연한 계획과 공동체 참여
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가득 차 있다. 재정착에 대한 강조가 취약점의 주요
동인을 모호하게 하고 동시에 재 정착 된 사람들과 남은 사람들을 더 위험에 노
출 시킨다고 주장한다. 자연재해 위험에 새로운 형태의 취약성을 만들거나 악화시
킬 수 있는 재난위험 감소정책을 계획하고 구현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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