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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2017년 천안의 전력거래소에서 발생한 홍수재해는 기후변화에 의한 홍수재해가
Natech 재난으로악화될수있는가능성을보여준재해라고할수있다. 기후변화, 도
시화등으로과거홍수재해패턴이변화하고있으며대형화되는추세이다. 이러한환경
변화에 따른 대형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복원력 개념이 방재분야에
도입되고있다. 복원력은방재시설물에의존적인전통적방재대책을넘어도시계획등
다양한 대책과 연계하여 도시자체의 재해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개념으로 정립되고 있
다. 미국에서는최근태풍등에의한대형홍수재해를경험하면서방재정책에적극적으
로복원력개념이도입되고있으며, 우리나라국토교통부에서는지난2016년부터도시
계획 관련 지침에 복원력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상황에서｢기후변화홍수재해대응을위한복원력제고방안연구｣는방재시
설물에만 의존적인 기존 방재대책을 넘어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최근 선진국에서
고려하는복원력개념을도입한도시방재대책을마련하고자노력하는의미있는연구라
고할수있다. 특히, 본연구는복원력관련정책을활발하게구축및운영하고있는
미국의 우드로윌슨센터와공동으로 연구를수행하였으며, 미국 연구진뿐만 아니라 다
양한 국내·외 세미나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연구의 질을
제고하였다. 본 연구는 2차년도에 걸쳐서 수행되었으며, 1차년도 연구에서는 지역의
복원력을평가할수있는방법개발및적용을, 본연구인2차년도연구에서는도시계획
적측면에서복원력을강화할수있는방안마련에초점을두고연구가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복원력을 구성하는요소를 피해저감능력과피해회복능력으로 구분하여각
분야별관련정책의현황및개선방향을종합하고법·제도개선방안을제시함으로써복
원력도시의구현방향을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방재분야에복원력개념도입및

i

정책화가초창기인점을고려하여본연구를수행하면서국토교통부뿐만아니라방재관
련주무부서인행정안전부와의업무협력도강화하여정책화에노력을많이했다. 또한,
연차별과제의주요연구내용은영문보고서인국토연구원Special Report 및우드로윌
슨센터On-line 브리프형태로발간하여연구성과를국내뿐만아니라해외에도확산하
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
그동안본연구의연구책임자로참여한한우석책임연구원을비롯하여연구수행에
최선을 다한 육동형 책임연구원, 구형수 책임연구원, 강건국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한
다. 또한, 협동연구진으로참여해주신우드로윌슨센터의Blair Ruble 부원장, Allison
Garland 팀장, Hank Savitch 교수, Chloe Brown 연구원에게도깊이감사를드린다.
끝으로 연구수행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자문위원 및
연구심의위원분들그리고연구보고서가출판되기까지노력해주신많은분들께도심심
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17년 12월
국토연구원장 김 동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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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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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
∙ 기후변화및도시화에의한홍수재해는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며, 현대의도시에
영향을미처Natech(Natural Disaster Triggered Technological Disaster) 재난으로
악화될가능성이매우높아지고있음
∙ 미국에서는2005년카트리나, 2012년샌디등허리케인에의한대형홍수재해발생
이후복원력개념이도입된방재정책을수립및운영
□

(2

)

∙ 1차년도연구에서는복원력을평가하기위해관리대상과평가대상으로구성된
복원력평가방법을개발및적용하였으며, 본연구에서는도시계획을활용한복
원력강화에초점을맞춰복원력도시구현방향을제시
∙ 복원력특성을고려하여복원력을피해저감능력과피해회복능력으로구분하고,
관련정책의한계및개선방향을도출하여복원력도시구현방향을제시
∙ 본연구는국토연구원과최근대형홍수재해발생이후복원력관련정책을활발
하게개발하고있는미국의우드로윌슨센터와공동으로수행
□
∙ 피해저감능력과관련해서는재해예방형도시계획, 방재를고려한도시재생을조사
하고피해회복능력관련해서는방재를고려한교통계획, 사전복구계획등을조사
∙ 국제협동연구, 설문조사, 사례조사, 면담조사등을통해관련문제점및정책의개선
방향을제시하고, 현정책과연계한법·제도개선방안제시를통해실효성을제고

․ v

2.

□

·
∙ 일반적으로복원력은‘변화하는환경에서회복을위해필요한충격(Shock)을
견디고흡수하며적응하는능력’으로정의함
∙ 방재분야에서복원력개념을활용하기위한다양한연구가있으며, 재해발생
전에는내구성, 강건성, 다양성등을통해충격을완화하여피해를최소화하고
재해발생후에는신속성, 자원부존성등을통해신속한재해대응및예방까지
고려한복구능력을강조

□
∙ 2016년개최된유엔해비타트III회의등에서는도시의지속가능성강화를위해
복원력이중요한이슈로제기
∙ UN-ISDR의‘기후변화및재해에강한도시만들기캠페인(MCR 캠페인)’, 록펠러
재단의‘아시아기후변화복원력강화네트워크(ACCCRN)’와‘100개복원력도시
선정’ 등에서는복원력강화의필요성을강조
∙ 미국에서는연방재난관리청(FEMA), 주택및도시개발부(HUD) 등을중심으로
국가재난대응체계, 국가재난복구체계, 사전복구계획, 10억달러국가재해복원력
경쟁대회, 디자인에의한재건등복원력개념이도입된방재정책을수립
□
∙ 2011년우면산산사태를계기로방재시설물의존적인방재정책에서재해취약성
분석, 재해예방형도시계획등도시계획적요소를활용한도시방재정책도입
∙ 방재와도시계획의연계성강화를위해관련법·제도를개정하고있으며, 도시계획
관련지침에복원력개념이도입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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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

□
∙ 국제기구등을중심으로재해충격을완화하고적응하여도시의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복원력도시의개념이제시되고있음
∙ 방재분야의복원력특성을고려하여피해저감능력과피해회복능력관련대표적인
정책의개선방향을제시함으로써복원력도시의구현방향을제시

3.
□

,
∙ 2011년우면산산사태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구조적(시설보강) 대책및도시계획
전략(토지이용/기반시설/개발행위허가) 등을종합하는재해예방형도시계획관련
정책을추진하고있음
∙ 공간자료불일치에따른도시계획적대책마련미흡과부처간협조미흡등으로
재해예방형도시계획의취지를충분히반영하지는못함
∙ 해외에서는재해예방형도시계획을수립하기위해도시계획적대책에도활용
할수있는홍수위험정보를구축하고, 다부처협력강화및공동계획수립을위한
법･제도적지원, 공간적응전략제시등을통해실효성있는정책을수행

□
∙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가이드라인등에서는도시재생사업시방재관련기초조사
포함및재해위험지역에대한도시활성화지역지정등을권장하고는있지만,
현재지역선정및운영은미흡
∙ 2017년포항지진을계기로재해피해지역을대상으로‘도시재생특례구역(가칭)’
지정내용등이포함된도시재생특별법개정을추진중임
∙ 해외의경우도시재생과방재계획의연계와관련하여법･제도적으로지원하고

viii

있으며, 재해위험이높은기개발노후지역을대상으로방재를고려한도시재생
사업이추진되고있음
□
∙ 재해예방형도시계획의실효성제고를위해서는방재및도시계획에서범용적으로
활용할수있는공간데이터를구축하고부처간협력을강화하는것이필요
∙ 방재를고려한도시재생사업의개선을위해서는도시재생사업수행및적용을위한
기준을제시하여방재고려가권장이아닌의무화할필요가있음

4.

□
∙ 재해대응자원의신속한이동성확보가중요한과제로부각되지만, 우리나라는
재해발생이전에지역의재해취약특성을고려하여사전에긴급수송로를지정하고
운영하는대책은부재
∙ 일본, 미국등에서는재해발생이전에지역의재해취약특성을고려하고방재거점
중심의도로위계별연계하여수행할수있는사전긴급수송로지정및운영정책을
시행중에있음
□
∙ 우리나라의재해복구정책은사후복구계획수립, 구조물적대책위주, 원상복구
원칙및복구와예방의연계미흡등의한계가있음
∙ 미국에서는재해발생이전에사전복구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 사전복구는원상
복구(Restore) 또는재건(Rebuild)을넘어추후발생가능한재해예방까지도고려
하여지역의재형성(Reshape)을통한복원력강화를추진

․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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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주정부및지방정부를위한사전복구계획가이드라인을제작하였고, Jersey
Shore 지역에서는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풍수해보험, 교통계획, 세금등과연계
하여복구사업시예방까지고려하는다양한지역맞춤형대책을수립
□
∙ 현재우리나라에서고려하고있지못한피해회복능력관련정책의도입필요
∙ 방재를고려한교통계획의개선방향은지역의취약성을고려하여사전에긴급
수송로등을지정하고, 부처간협력강화를통해정책의실효성을제고
∙ 원상복구수준을넘어복구와예방을연계하는사전복구계획관련제도를도입함
으로써지역의복원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5.
□
∙ 현재구축되어있는홍수위험데이터는침수흔적도및예상도, 재해정보지도, 재해
취약성분석지도등이있지만방재시설물과도시계획적대책에종합적으로활용
하는데는한계가있음
∙ 복원력강화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해서는범용적으로활용가능한홍수위험
데이터의구축이필요하며, 현재재해취약성분석방법의개선을통한구축
□

2
∙ 재해예방형도시계획, 도시재생, 교통, 사전복구계획등다양한분야의연계를통한
복원력제고를위해서는관련부처간의긴밀한협력이중요
∙ 2010년부터기후변화대응을위해수립및운영되고있는제2차국가기후변화적응
대책에서복원력제고를위한범부처협력을추진

․ xi

□
∙ 재해발생시신속한대응및복구지원을위해서는사전에재해특성을반영하여
긴급수송로등을지정하고, 원활한운영을지원
∙ 재해발생이전에복구와예방이연계한복구계획관련제도를수립하고, 재난관리
기금 활용, 광역및지자체간역할정립, 관련계획간의연계등을통해복원력강화
□
∙ 재해취약성분석, 재난관리실태점검등현재운영되고있는평가제도를연계･운영
하여지역의복원력을지속적으로평가및모니터링하는제도도입
∙ 복원력평가결과와연계한지역맞춤형복원력강화가이드라인구축
□
∙ 범용적홍수위험데이터구축과복원력평가방법을종합할수있도록재해취약성
분석방법을개선하고현행재해예방형도시계획을복원력도시계획으로개선하며,
방재및도시관련지침의개선방안을제시
∙ 도시재생에서는홍수위험지역정보를활용한재해예방형대책수립을위해｢도시
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과동법시행령,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가이드
라인, 근린재생형활성화계획수립가이드라인등의개선방안을제시
∙ 교통분야에서는긴급수송로제도도입과지정방법및운영등을지원하기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동법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도로교통법｣ 등의
개선방안을제시

xii

6.

□

,
∙ 복원력을제고하기위해서는지역의재해대응역량강화와도시계획적대책을
종합적으로강구하여야하며, 1차년도연구에서는지역의복원력평가방법개발
및적용을2차년도연구에서는복원력도시구현방향에초점을두고연구를수행
∙ 1차년도연구에서는도시계획적측면의복원력개념도입, 재해취약성분석관련
지침개정, 중앙부처간협력강화, 복원력모니터링강화및정보공유를위한지식
공유플랫폼개발, 지역맞춤형복원력강화를위한가이드라인구축및컨설팅지원,
재해취약계층및지역경제지원방안마련등의정책을제시
∙ 2차년도연구에서는범용적홍수위험데이터구축, 범부처협의체계구축, 피해
회복능력강화정책도입, 복원력평가방법제도화와이와연계한지역맞춤형
복원력강화가이드라인구축을제시했으며, 실효성제고를위한법･제고개선
방안 제시

․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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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연구의 개요

,
.

,
.

,

,

.

1.
1)
최근기후변화, 도시화등의영향으로인해자연재해의위험이가중되고있으며, 우
리나라의 경우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한 홍수피해액이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의 약
90%이상을차지하고있다. 대형화되는재해는복잡하게연결된현대의도시에영향을
미쳐 Natech(Natural Disaster Triggered Technological Disaster) 재난으로악화될
가능성이매우높다. Natech 재난은자연재난(Natural Disaster)에의해발생하는기
술재난(Technological Disaster)으로, 자연재난과기술재난이결합하여나타나는복합
재난을 의미한다(오윤경, 2013).
미국에서는2005년허리케인카트리나, 2012년허리케인샌디, 2017년에는허리케인
어마및하비등대형자연재해에의해지역의막대한피해를빈번히경험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도2016년발생한태풍차바에의해울산지역의현대자동차공장등
산업단지의피해가발생하여홍수가지역의침수피해뿐만아니라지역경제에도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험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1

․ 3

1-1 | 2016

:

, 2016. “

,

‘

”.1)

’

이처럼기후변화와도시화로인해자연재해발생가능성가중과재해피해가단순단일
지역의피해가아닌재해와경제구조가연결되어막대한피해를미칠수있다는인식이
확대되면서방재분야에복원력(Resilience) 개념이도입되고있는추세이다. 방재분야
의복원력은‘변화하는환경에따른불확실성(재해발생가능성)에대응하여도시시스
템의지속가능성을강화하기위해재해대응전체단계(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고
려한포괄적인방재개념’으로개념이정립되고있다(한우석, 2015). 또한, 복원력은
방재시설물의방재능력을초과하는재난에의한재해발생가능성을전제로하기때문
에방재시설물뿐만아니라도시계획요소등기존에는방재대책으로고려가되지않았
던 요소를 활용하여 도시 자체의 복원력을 강화해야하는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1) http://www.etnews.com/20161006000196 (2017.10.10.

4

)

미국의경우, 2005년허리케인카트리나및2012년허리케인샌디등과같이불가
항력적인 대형 자연재해를 계기로 국가재난복구체계(NDRF, National Disaster
Recovery Framework), 사전복구계획(PDRP, Pre-Disaster Recovery Plan) 등 다
양한복원력개념이도입된방재정책이구축및운영되고있다. 또한, 국제기구등에서
도복원력개념이도입된다양한정책및캠페인을수행하고있다. UN-ISDR에서는‘기
후변화및재해에강한도시만들기캠페인(MCR, Making Cities Resilient)’을수행하
고있으며, ‘지방정부재해복원력자가평가도구(Local Government Self Assessment
Tool for Disaster Resilience)’를개발하여국제복원력도시인증을수행하고있다.
‘지방정부재해복원력자가평가도구’는방재시설물뿐만아니라도시계획적대책, 방
재담당조직역량, 방재예산, 시민참여등을포함한다양한대책마련의중요성을강조
하고 있으며, 이를 평가하기 위해 10개의 스코어카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경우2011년발생한우면산산사태를계기로방재시설물의존적인방재
정책에서방재시설물과더불어다양한도시계획적요소를활용하여도시자체의방재능
력을강화하는재해예방형도시계획정책을수행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세계다
른나라에비해도시화가많이진행되었으며, 기후도빠르게변화하고있어대형홍수
재해의발생가능성은매우높다(한우석외, 2016a). 이처럼대형홍수재해발생가능
성이높은우리나라의방재정책을개선하기위해서국토연구원에서는지난2014년미국
우드로윌슨센터(WWC, Woodrow Wilson Center)와 국제협동연구 수행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국토연구원이주관하고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미국의우드로윌슨센터,
버지니아공대(Virginia Tech), 메트로폴리탄연구소(Metropolitan Research Institute),
메릴랜드대학교(University of Maryland) 등이협력하여3차례공동연구를수행하였다.
특히, 3번째공동연구와본연구는‘기후변화홍수재해대응을위한복원력제고방
안연구’의연차과제로구성되어1차년도에는우리나라의현황에맞는복원력평가방
법을개발하였고, 2차년도연구인본연구에서는피해저감능력및피해회복능력강화
를통한복원력도시구현방향에대해서제시하였다. 국토연구원과우드로윌슨센터에
서 수행한 공동연구 개요는 <표 1-1>에서 제시하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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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KRIHS-WWC

2015.01.28 ~ 2015.07.26

,

,

,

∙
: 2015.2.23. (
,
D.C. )
∙
: 2015.4.14. (
,
)
∙
∙ KRIHS Special Report #26
: Research on Urban Policy
Development for Urban Resilience Reinforcement

2016.04.20 ~ 2016.10.16

,

,

,

∙
I
(

)

2016.01.01 ~ 2016.12.31

,

,

∙
(2016.10.31,
∙
On-line
∙
∙ KRIHS Special Report

,

,

D.C)
(2017 5 )
(2017 7 )
WWC
Post (2017

8 )

II
2017.01.01 ~ 2017.12.31

,
∙
∙

6

(2017.05)
(2017.11.28.,

D.C.)

2)
본연구는2차년도에걸쳐미국우드로윌슨센터와국제협동연구형태로수행되었다.
1차년도연구의목적은복원력평가방법개발및적용에초점을두고있으며, 본보고
서인 2차년도 연구의 목적은 피해저감능력과 피해회복능력 강화를 통한 복원력 도시
구현방향 제시이다.
자연재해가대형화되는추세이기때문에, 복원력개념이방재분야에도입되고있다.
방재분야의복원력은지역의재해대응역량강화를강조하고있으며, 지역의재해대응
역량은방재조직역량, 예산, 시민참여등을포함하고있다. 특히, 복원력강화는방재
시설물에만의존적인기존방재정책의한계를넘어도시계획적요소를활용하여도시
자체의 재해대응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1 차년도연구에서는지역의기후및물리적재해취약성을고려한지역의전체단계
의재해대응능력인복원력을평가하는방법을개발하였다. 지역의취약특성을반영하
는관리대상(취약지역, 기반시설, 취약계층, 건축물)과지역의재해대응역량의구성요
소인평가대상(조직, 예산, 시민참여)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복원력평가방법을개발
하였으며, 전국단위및개별지자체의복원력을평가및분석하고복원력강화방향을
제시하였다. 복원력평가의정책적실효성제고를위해관리대상분석은현재국토교
통부에서운영중인재해취약성분석방법을, 평가대상은행정안전부에서수행하고있
는재난관리실태점검자료를활용하여분석하는방법을제시하였다. 또한, 현재운영
되는 두 개의 정책을 연계･활용하여 지속적인 복원력 평가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에대해서도정책제언을하였다. 1차년도연구를수행하면서대표적인평가방법인
UN-ISDR의‘지방정부재해복원력자가평가도구’의세부조사항목과우리나라의방
재정책을비교한결과, 우리나라의방재정책에서는도시계획적요소를활용한복원력
강화대책이미흡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재난관리실태점검에서도이를고려및평가하
는 항목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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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점을고려하여2차년도연구에서는도시계획적요소를활용하여복원력도시
를구현하는방향제시를목적으로연구를수행했다. 방재분야의복원력은재해발생전
에는충격을완화하여피해를저감하고재해발생후에는신속한재해대응뿐만아니라
예방을고려한복구수행을통해추후발생할수있는재해에대비하는것을말한다.
이러한복원력의특성을고려하여재해발생전에는피해저감능력, 재해발생후에는피
해회복능력으로구분하였다. 본연구에서는피해저감능력과피해회복능력강화를위한
정책의개선및도입방향을통해복원력도시구현방향을제시하였다. 각 연차별목적,
주요내용 및 연관성 등은 <그림 1-2>에서 제시하고 있다.

2.
본연구에서는크게피해저감능력과피해회복능력을중심으로복원력제고방안을도
출함으로써복원력도시구현방향을제시하였다. 우면산산사태이후우리나라에서는
방재시설물뿐만아니라도시계획적대책의중요성을인식하여재해예방형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있으며, 기개발된도시의경우도시재생과연계한방재대책마련이매우중
요한요소로부각되고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피해저감능력과관련해서는재해예
방형도시계획, 방재를고려한도시재생등현재운영되고있는정책을중심으로주요
한계 및개선방향을제시하였다. 피해회복능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관련
정책의수립및운영이되고있지않기때문에, 해외사례를중심으로관련정책의수립
필요성과수립방향등을중심으로연구를진행하였다. 2차년도연구의흐름도는<그림
1-3>에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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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본연구의목적은복원력도시구현방향을제시하는것이며, 이를위해피해저감능
력과 피해회복능력으로 나누어서 강화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2011년발생한우면산산사태를계기로방재시설물뿐만아니라도시자
체의방재능력을강화하는것의중요성이확산되면서, 피해저감능력관련정책이도입
되었다. 가장대표적인방재대책은지역의취약성을분석하고취약성을저감하기위해
방재시설물과도시계획적방재대책을종합적으로고려하는재해예방형도시계획과방
재를고려한도시재생사업등이있다. 현재우리나라에서피해저감능력강화관련정
책은제도화되어있기때문에, 관련정책현황을조사, 운영상문제점검토, 사례지역
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해외의 경우도 각 나라
및지역의특성을고려한피해저감능력강화정책을수행하고있다. 해외의경우홍수
피해및위험이가중되고있는나라중에서방재관련선진국을중심으로사례를조사하
였다. 재해예방형도시계획과관련해서는일본, 영국, 네덜란드를중심으로, 방재를
고려한도시재생사업과관련해서는일본, 네덜란드, 독일을중심으로관련사례를조
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재해발생시신속한대응을통해피해를저감하고, 예방을고려한복구를통해지역
의복원력을제고하는피해회복능력과관련해서는우리나라의관련정책은미흡한편
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재해대응 및 복구 등과 관련된 정책이 수립 및 운영되고는
있지만, 재해대응의 경우 교통통제, 물자비축, 관련 전문인력 훈련 등이 대부분이며
실제신속한대응을수행하기위한필수적인요소인교통계획과연계하여사전에긴급
수송로지정및운영과관련된대책마련은미흡한실정이다. 다행히, 최근행정안전부
에서는신속한재해대응을위한긴급수송로관련정책연구를수행하였다. 재해발생후
복구와관련해서는우리나라도관련대책이수립･운영되고는있지만, 재해발생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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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되고 있으며 예방까지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관련
정책이있지만미흡한점이있어, 피해회복능력과관련해서는해외의사례를중심으로
개선및도입방향을제시하도록한다. 방재를고려한교통계획부분에서는일본과미
국등을중심으로관련정책을조사하였다. 복구와관련한해외사례는미국사례를중
심으로조사하였다. 미국의경우대형자연재해발생을계기로복원력개념이방재정
책에 적극 반영되는 상황이며, 2016년과 2017년에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서사전복구계획(PDRP, Pre-Disaster
Recovery Plan) 수립을위한주정부및지방정부가이드라인을구축하여, 사전복구계
획이대표적인복원력강화정책으로자리잡고있다. 하지만, 사전복구계획가이드라인
이구축된지얼마되지않았을뿐만아니라미국의경우광범위하여지역적특성이서로
다르기때문에, 사례지역의재해복구현황을같이조사하였다. 미국의재해복구현황은
본연구의공동연구기관인미국우드로윌슨센터에서중심이되어2012년허리케인샌
디에의해막대한피해가발생한Jersey Shore 지역에위치한Toms River, Atlantic
City, Mantoloking 등을중심으로조사하였다. 미국에서조사한내용중핵심내용위
주로본보고서에포함시켰으며, 미국전체보고서는영문과국문번역본으로구성하
여 별도의 자료집으로 출판하였다.

2)
본연구의주제인방재분야의복원력은최근대형자연재난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
어복원력강화의필요성은인식되고는있지만, 초창기연구단계이기때문에명확하게
개념이정립되어있지않다. 또한, 연구자및연구기관특성에따라개념및강화방향
등에다소이견이있으며기존방재정책을포괄하고있어일부중복되는부분도있다.
우리나라의경우자연재해중홍수에의한피해가가장높지만, 미국처럼재앙적재난
이 발생하여 복원력 강화정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현황에서본연구는전반적인복원력강화정책의도입동향및개념등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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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기위해관련선행연구, 국제기구에서수행하는방재대책등을중심으로조사하였
다. 최근우리나라에서수행되고있는복원력강화를위한정책의운영현황및문제점
을도출하기위해서는관련법･제도조사, 설문조사등을수행하였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 및 국내･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먼저, 복원력 관련 강화동향을 조사하기 위해 UN 해비타트 III, UN-ISDR, 미국
록펠러재단의프로젝트등을조사하였으며, 복원력관련선행연구조사등을통해복
원력강화를위한주요구성요소를검토하였다. 국내복원력관련법･제도는2011년
우면산산사태이후개정되고있는법･제도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세부적으로는｢국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및활용에관한지침｣,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가이드라인등의도시관련법･제도와｢재난및안전관리기본
법｣, ｢자연재해대책법｣,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방재관련 법･제도를 조사하였다.
현재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은 피해저감능력 강화를 위해 방재시설물과 도시계획적
대책을종합적으로고려하는대표적인도시방재정책이며, 국토연구원에서는정기적으
로 지자체 공무원 및 엔지니어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2017년5월17일국토연구원에서수행된재해취약성분석교육시, 참석한지자체
공무원및엔지니어링종사자47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수행하여재해예방형도시
계획운영의주요문제점및개선방향에대해서조사하였다. 또한, 사례지역을대상으
로방재관련계획과도시관련계획의연계･활용현황조사, 2017년홍수피해가발생
한천안전력거래소피해원인조사등을통해현재운영되고있는재해예방형도시계
획의문제점및개선방향을조사하였다. 피해회복능력의중요성을검토하기위해남양
주시를대상으로홍수발생시교통혼잡비용을분석하였다. 시사점도출을위해서는해
외사례조사를수행하였는데재해예방형도시계획과관련해서는일본, 영국, 네덜란
드, 방재를고려한도시재생사업은일본, 네덜란드, 독일, 방재를고려한교통계획은
일본과 미국, 사전복구계획은 미국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방재분야의복원력관련연구및정책은초창기단계이기때
문에, 국가 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복원력 강화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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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에서는사례지역공무원뿐만아니라중앙정부공무원면담조사등을수행하여
복원력강화정책방향을제시하였으며, 정책화에노력했다. 1차년도연구결과등을바
탕으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복원력 개념이 도입되어 일부 개정(2016)되었
으며, 2차년도연구를수행하면서｢도시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및활용에관한지
침｣의 일부 개정(2017)을 지원하여 복원력 강화방향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방재관련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에서는 방재 관련 법･제도에 복원
력개념도입등을목적으로‘재해예방사업및제도발전방안TF’를구축하였다. 행정
안전부TF는민간자문위원10명, 중앙정부5명으로구성되어있고6차례걸쳐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행정안전부의 TF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여 관련
의견 수렴 및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정책화를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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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의가장큰특징중에하나는미국우드로윌슨센터와의국제공동연구이다.
국토연구원은지난4월17일‘미국의홍수재해대응도시복원력강화사례및주요시
사점(Case Study of Flooding Resilience Reinforcement Project in U.S.)’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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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로윌슨센터에발주하였으며, 9월 15일최종보고서를 준공하였다. 우드로윌슨센
터에서수행한주요연구내용은2012년허리케인샌디이후피해복구와복원력관련
강화정책을 Macro 지역(Jersey Shore)과 Micro 지역(Toms River, Atlantic City,
Mantoloking)을대상으로문헌조사, 현장조사, 관련공무원및전문가인터뷰등을통
해조사및작성하는부분이다. 우드로윌슨센터에서인터뷰한공무원및전문가정보
는<표1-3>에서제시하고있다. 본연구를수행하면서협력을강화하기위해e-mail
을통해수십차례의견조율및연구방향을논의했으며, 별도로착수(2017.05.08.)와
중간보고(2017.06.21.)를 수행하였고, 1차례 대면회의2)(2017.06.16.)를 개최하였
다. 본보고서에는미국연구보고서중핵심내용위주로요약하여사전복구계획의미
국사례부분에포함시켰으며, 우드로윌슨센터의전체연구보고서는영문과한글번역
본이 포함된 자료집 형태로 별도로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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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s River

Toms River
David Roberts

Toms River

James M. Rutala

Atlantic City

Atlantic City
Chris Mancuso
Mantoloking

Lance White

Mantoloking

방재분야의복원력관련연구는초창기단계이기때문에, 관련전문가의의견을폭
넓게청취하고반영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3차례세미나
를 개최하여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반영하였다.

2)

Blair R. Ruble

AII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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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현재국내에서는방재분야복원력관련선행연구는많지않으며, Resilience도복원력,
방재력, 회복탄력성, 회복력등다양한용어로정의되고있다. 본연구내용과일부유사한
선행연구를도출하고현황을조사하였다. 주요선행연구의내용은아래와같다<표1-5>.
김현주 외(2010)에서는 도시 방재력을 진단하기 위한 지표 및 체크리스트 개발을
목적으로현행제도와도시방재계획에서의도시방재력진단지표및체크리스트활용
방안을모색하였으며, 심우배외(2011)에서는국내･외기후변화취약성평가방법및
사례조사를통해한계점및시사점을도출하고, 평가대상의공간범위를고려한도시
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강상준 외(2013)는 국내 자연재해대응
정책의방향성제시를위해회복탄력성개념재정립과사회적비용관점에서의정량적
평가방법을제시하였으며, 하수정외(2014)는사회･경제적변화와충격에대응할수
있는지역회복력을측정하고진단가능한지표개발과지수산출을통해분석한결과
를활용하여국토및지역정책의향후개선방향과추진과제들을도출하였다. 한우석

3)

16

외(2015)는선진국에서논의되고있는복원력관련개념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 미
국의 법･제도 및 사례를 조사하는 등 도시 복원력 강화를 위한 도시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준외(2016)에서는국내에요구되는긴급수송로의개념을정립하고
해외운영사례분석을통한긴급수송로지정및운영, 실현방안등을제시하였다. 또
한, 한우석외(2016a)는도시계획적측면에서도시복원력의정의를재정립하고관련
규칙 및 지침에 적용 등 국내 도시방재정책에 복원력 개념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으
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도시방재 정책의 해외진출방향 및 개도국 방재
관련법의개선방향을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한우석외(2016b)는복원력평가방법
을개발하고지자체맞춤형복원력강화방안을제시하였으며, 원활한복원력평가체계
구축 및 도시 복원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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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서제시한복원력관련주요선행연구는지역경제측면및복원력평가지표, 재해
피해액 분석, 예방차원의 재해취약성 분석방법 개발 중심의 사례분석이 대부분이며,
예방･대비･대응･복구등재난관리전체과정을고려한복원력도시구현을위한연구
는미흡한실정이다. 도시계획적측면에서복원력의개념정립관련연구는한우석외
(2015, 2016a, 2016b)가 수행한연구가거의유일하다고볼수있으며, 복원력특징
을 고려하여 재해발생 전의 피해저감능력과 재해발생 후의 피해회복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에서종합적으로고려되지못한복원력도시구현을위한방
향을피해저감능력과피해회복능력측면에서제시하였다. 피해저감능력은현재운영중
인재해예방형도시계획, 방재를고려한도시재생사업등을중심으로현정책의운영
상의문제점및개선방향을제시하였다. 피해회복능력은방재를고려한교통계획, 사
전복구계획등현재우리나라에서운영되고있지않는정책을해외사례를중심으로나
갈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5.
1)
본연구(2차년도)의주요목적은복원력도시구현방향제시이며, 복원력을피해저
감능력과 피해회복능력으로 구분하여 강화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피해저감능력은
우리나라에서수행되고있는재해예방형도시계획과방재를고려한도시재생등에초
점을두고운영상의문제점과발전방향등을제시하였다. 본연구를수행하면서정책
화의제고를위해서재해예방형도시계획을운영하는국토교통부뿐만아니라방재관
련주무부서인행정안전부의관련TF에참여하여의견을수렴및제시하였으며,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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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피해회복능력과 관련한 방재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는 재해대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방재를 고려한 교통계획과 최근 미국에서 복원력
강화정책으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사전복구계획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Jersey
Shore 지역의피해복구사례등을폭넓게조사하였다. 단순문헌조사에의한해외사례
조사가아닌피해복구를통해지역의복원력강화노력을수행하고있는지자체공무
원, 전문가등을대상으로인터뷰를수행함으로써실질적인연구를수행하도록노력하
였다. 해외의간접경험과관련부처간의 연계등을통해본연구는실질적인정책화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본연구에서는방재, 도시, 도시재생, 교통, 사전복구계획등다양한분야의융합을
통해복원력도시를구현하는방향을제시하고있다. 이는토목및수자원에의존적인
기존방재분야를넘어다양한분야와의연계가능성을높여주고있으며, 다양한연구
분야로의 확대 및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연구를통해국내･외많은전문가와협동연구수행및세미나를개최하였다. 또
한, 1차년도 주요 연구결과는 우드로윌슨센터 On-line 정책 브리프4)로 게재하였다.
이와같은관련전문가대상국제세미나및정책브리프게재등은글로벌연구역량과
국제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4) ‘Regional Approaches to Climate Resilient Flood Management : Lessons for Korea’
2017.05.23.
, https://www.wilsoncenter.org/article/regional-approaches-to-climate-resilient
-flood-management-lessons-fo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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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복원력 관련 정책동향 및 복원력 도시 개념

,
.

,
,

.

1.
분야별로복원력에대한정의는다양하게이루어지지만, 일반적으로는‘변화하는환
경에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충격(Shock)을 견디고 흡수하며 적응하는 능력(UN
ESCAP, 2013)’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때 충격은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물리적충격등다양한형태이며, 충격을유발하는환경과받아들이는대상, 이를극복
하고 복원력을 강화하는 방법 등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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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분야에복원력개념은거의불가항력적인대형자연재해를계기로도입되었다.
전통적인방재대책은주로과학및기술중심의방재시설물에의존적인재해예방대책
으로피해를최소화또는재해저항(Resistance)에초점을맞추었지만, 대형자연재해
로방재시설물의역량을초과하여재해피해가빈번히발생하자재해발생을전제로예
방과더불어다양한대책을종합적으로고려하자는취지로복원력개념이방재분야에
도입되게 된다(한우석, 2015).
초대형자연재해가빈번해지면서세계각국에서방재분야에복원력개념이도입되고
는있지만, 가장대표적인계기가된사건은2005년미국을강타한허리케인카트리나
이다. 2005년카트리나에의해막대한피해가발생한뉴올리언스지형은주변하천이
나바다보다저지대에위치하고있어제방등방재시설물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은
편이었다. 원래 뉴올리언스 도시가 처음 개발되던 1800년대 후반에는 뉴올리언스는
해수면과비슷하거나조금높은해발고도를유지하였으나, 간척, 도시화등으로지하
수가빠져나가고하천의수면이높아지면서현재뉴올리언스지역은해수면보다최대
3~4m 아래에위치하게되었다(Congleton, 2006). 해수면보다낮아진뉴올리언스는
제방등구조물적대책에의존하는방재대책에초점을맞추었지만, 2005년발생한허
리케인카트리나는방재시설물의역량을초과하여막대한인명및재산피해가발생하
게되었다. 카트리나이후복구는상당히오랜시간이걸렸으며, 많은인구가도시를
빠져나가 현재에도 뉴올리언스 인구는 재해발생전 인구인 50만명에 도달하지는 못하
고 있어, 지역경제 악화 및 세금확보 미흡 등으로 막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카트리나피해및복구를계기로방재시설물에의존적인방재대책의한계를인
식하고, 방재시설물뿐만아니라도시계획, 환경등을고려한방재대책의중요성을인
식하게되었다. 또한, 자연재해가단순침수피해가아닌장기적인측면에서지역경제
에도막대한악영향을미친다는인식이높아지면서, 복원력은지역경제까지도고려하
는 등 폭넓은 분야를 고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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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b)
(

1),

: 2017.12.26.), (b) Roberts Patrick, 2016. KRIH-WWC

(2016.10.31)

플로리다주에서는자연재해의규모에따라재해의종류를재앙적재해(Catastrophic
Disaster), 대규모 재해(Major Disaster), 소규모 재해(Minor Disaster)로 구분하고
있다(Florida Statute 252 Emergency Management). 재앙적 재해는 즉각적인 군의
개입을 포함하여 주 및 연방의 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재해를 말한다. 대규모 재해는
지역의재해대응역량을넘어설가능성이높아광범위한주및연방의지원이필요한
재해, 소규모재해는지방정부에서대응이가능한재해를말한다. 방재분야에서복원
력은재앙적재해또는적어도대규모재해에대한대책을말하며, 방재분야의복원력
은기존방재시설물뿐만아니라도시, 환경등기존에는방재대책으로인식되지않았
던요소에방재적요소를도입하는것의중요성을고려하며, 장기적인측면에서는지
역경제까지고려하는포괄적인개념으로확산되고있다. 선행연구에서는복원력, 방재
분야의복원력, 도시계획적측면에서의복원력개념을다음과같이정립하고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2016년 개정) 등 도시관련 계획에 복원력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1)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New_Orleans_Elevations.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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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원력
￮ 복원력은 “To jump back”의 뜻을 가진 라틴어 “resílĭo”를 어원으로 하며
종종 “Bouncing back”과 동일어로 사용되어 이전상태로 되돌아가는 능력을
의미
￮ 원래 복원력은 물질이나 조직의 유연하거나 탄력성의 정도를 기술하는데 사용되
는 용어이지만 생태학, 공학, 경제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어
확산 (김현주, 2010)
□ 방재분야의 복원력
￮ 방재분야에서 복원력 개념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Timmerman(1981)으로 ‘재해
발생을 흡수하고 복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했으며, 그 이후 다양한 복원력
관련 정의에서는 환경변화, 충격완화 및 흡수, 충격 및 피해, 적응 및 회복능력,
시스템 유지 등의 단어를 공통적으로 내포
￮ 방재분야의 복원력은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불확실성(재해발생 가능성)에
대응하여 도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해대응 전체 단계를 고려하는 포괄적인 방재’로 그 개념이 정립되고 있음
(한우석, 2015)
□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복원력
￮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복원력은 재해대응처럼 동적(Dynamic) 대책마련보다는
재해대응 단계별 지원대책으로 해석 가능
￮ 재해예방측면에서는 지역의 재해취약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저감형 토지이용
및 시설물 입지･설치계획 등이며, 재해발생 후에는 신속한 대응 및 피해복구
지원과 더불어 효율적 복구수행 등 도시의 재형성(Reshape)을 통한 지역의
복원력 강화 대책임 (한우석, 20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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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추상적인복원력개념을정립하기위해복원력을구성하는요소및특징을도
출하기위한다양한선행연구등이발표되고있다. 공학, 사회, 생태학, 환경, 도시계
획등다양한분야와연구관점에따라다소차이는있지만, 대체로재해발생전에는내
구성, 강건성, 다양성등을통해충격을완화하여피해를최소화하며, 재해발생후에
는신속성, 자원부존성등을통해신속한대응과복구및추후재해를대비하여지역의
방재역량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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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기구, 선진국등을중심으로방재분야에복원력개념이적극적으로도입되고있
는추세이다. 지속가능성을위해방재관련복원력개념을강조하고있는대표적인국
제기구는 유엔(United Nation)이 있으며, 민간단체로는 록펠러 재단 등이 있다.
지난2016년10월에콰도르키토에서개최된유엔해비타트(유엔인간정주회의) III
회의에서는도시의지속가능성제고를위해서방재분야의복원력개념이논의되었다.
유엔해비타트회의는1976년캐나다밴쿠버에서도시내빈곤, 불평등, 도시지역슬럼
등열악한주거환경의개선을주제로첫번째회의가개최되었으며, 1996년터키이스
탄불에서개최된두번째회의에서는적정한주거를보장하고주거권을인권으로받아
들여야한다는것을강조했다(하성규, 2016). 2016년개최된세번째회의의주요의
제는 ‘도시에 대한 권리와 모두를 위한 도시(The Right to the City and Cities for
All)’이다. 이번세번째유엔해비타트회의의도시의제가만들어지기까지해비타트
사무국에서는2014년부터각국정부에도시발전및도시문제현황에대한국가보고서
를제출하도록요청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6개분야, 22개쟁점페이퍼를 작성하였
다. 또한, 2015년부터10개정책단위가설정되면서전세계전문가를초빙하여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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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책페이퍼를작성하였다. 분야는사회통합과평등부터도시, 주택및기초서비스
에이르기까지다양하며, 특히복원력관련내용은쟁점페이퍼15의도시복원력과정책
페이퍼 8의 도시생태와 복원력 부분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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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재해감소를 위한 국제전략기구(UN-ISDR,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에서도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 캠페인(MCR,

30

Making Cities Resilient)’을 통해 방재시설물에 의한 전통적인 재해저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적 대책을 통한 도시 복원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UN-ISDR에서는‘지방정부재해복원력자가평가도구’를개발하여지역의방재역량을
평가하고국제안전도시인증을수행하고있다. 국제기구는아니지만, 미국의민간단체
인록펠러재단에서는2008년부터‘아시아기후변화복원력강화네트워크(ACCCRN,
Asian Cities Cliamte Change Resilience Network)’ 프로젝트를수행했으며, 최근에
는기후변화에의한대형자연재해에대비하기위하여도시복원력을강화할수있도록
‘100개 복원력 강화도시(100 Resilient Cities)’ 선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경우2005년카트리나피해를계기로다양한복원력강화정책이구축및운
영되고 있다. 먼저 미국에서는 카트리나 이전에 유지되었던 국가재난대응계획(NRP,
National Response Plan)을 2008년 국가재난대응체계(NRF, National Response
Framework)로 재편성하였으며, 복원력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국가재난복구체계
(NDRF, National Disaster Recovery Framework) 제도를추가로도입하였다. 미연
방재난관리청(FEMA)에서는 재해발생을 전제로 효과적인 복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사전복구계획(PDRP, Pre-Disaster Recovery Plan) 수립을위한주정부(2016년) 및
지방정부(2017년) 가이드라인을구축하였다. 재난관리주무부서는아니지만, 재해대
응을 위한 도시내 복원력 강화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Department of House and Urban Development)에서는2014년‘10억달러국가재해
복원력 경쟁대회($1 Billion National Disaster Resilience Competition)’, ‘디자인에
의한재건(Rebuild by Design)’ 등지방정부를대상으로복원력강화를유도할수있
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제기구 및 대형 재해피해를 경험한 선진국 등을 중심으로
기존 방재시설물에 의존적인 전통적 방재대책에서 재해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도시계
획, 지자체의방재역량강화, 시민및지자체참여유도등을통해도시의복원력강화
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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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기존방재정책은방재시설물등구조적대책에주로초점을두고진행되
었다. 행정안전부에서수행하고있는대표적인방재정책인재해예방사업의경우재해
위험지역(재해위험지구, 위험저수지, 시민밀집, 급경사지), 소하천, 우수저류시설등
에1995년부터2016년까지약6조9,600억원의국비를투자하여지정된1,963개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중약1,105개소를해제완료하였다. 재해에취약한지역에대
한구조적대책은우선적으로수행되어야하지만방재시설물뿐만아니라도시를구성
하는 다양한 요소와 결합되었을 때는 방재능력은 더욱 향상된다.
우리나라의경우2011년우면산산사태를계기로기존방재시설물의존적인전통적
방재대책과더불어도시내기후변화에따른재해취약성을분석하고, 방재시설물과도
시계획적요소등을종합하여방재대책을수립하는재해예방형도시계획정책을수행
하고있다. 지난2011년에는도시계획관련지침에도시계획을수립하기이전에기후
변화에따른재해취약성을우선적으로분석하도록관련조항이포함되었다. 2015년에
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제20조및제27조가개정되어도시계획수립
시재해취약성분석을의무화하도록규정하였다. 2016년에는｢도시기후변화재해취약
성분석및활용에관한지침｣을제정하여재해취약성분석방법을표준화하고도시복원
력을감안한재해예방형도시계획수립에활용하도록명시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제6편경관및안전계획에‘기후변화및도시화로대형
화되는자연재해에도시시스템의지속가능성을강화하기위해피해저감형토지이용과
시설물입지ㆍ설치계획등으로예방및대비하고, 신속한대응및피해복구가포함된
도시복원력개념을감안하여수립한다.’라는문구가포함되어복원력개념이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방재관련 법･제도에 복원력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2017년 TF를 개최하여 운영하였다.
방재도시계획과기존방재대책과의연계성을강화하기위해지난2012년에는｢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개정하여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도시계획에반영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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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유도하고있으며, 2016년에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개정하여방재와도시계
획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우리나라의방재정책은기존방재시설물에의존적인대책에서기존방재대책
과도시계획의연계를강화하는형태로발전하고있으며, 최근에는복원력개념이도
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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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앞서제시한내용을정리해보면, 기후변화및도시화등의환경변화로재해가대형
화되고있으며, 재해발생가능성이증가함에따라방재의패러다임도기존의방재시설
물중심및재해에저항(Resistance)에서도시계획등다양한대책과종합되는방재대
책과재해대응및복구등을중요시하는형태로변화되고있는추세이다. 현재, 방재
분야에도입된복원력개념은재해발생가능성을전제로재해피해를흡수하고, 신속한
복구 및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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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분야에 복원력 개념이 도입되면서,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도 복원력 도시
(Resilient City) 정의가 정립되고 있다. 복원력 도시는 공통적으로 충격을 완화하고
적응하여도시의지속가능성을강화하는도시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즉, 복원력도
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복원력을 제고하는 도시라고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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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력을 제고하는 방법에는 크게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이 있다. 비구조적
대책에는방재업무를수행하는조직의역량강화, 방재관련예산확보및사업수행, 시
민참여유도등이있으며, 비구조적대책은관련기관의의지, 예산확보등비교적쉽
게약화될수있기때문에1차년도연구에서는지역의재해취약성과연계한복원력평
가방법을개발하고, 지속적인모니터링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구조적대책, 특히방
재시설물의경우는지역의장기기후데이터등을활용하여방재시설물을설계및구축
에초점을두기때문에1차년도연구에서는구조적대책에대한복원력평가방법이포
함되지는 않았다. 현재,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설계기준을 상향조정하기
2) https://www.rockefellerfoundation.org/our-work/initiatives/100-resilient-cities/ (
3) https://cpr.unu.edu/defining-the-resilient-city.html (

: 2017. 09.11.)

4) http://www.unescap.org/our-work/ict-disaster-risk-reduction/buildingresilience-disasters/about (
: 201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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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9.11.)

위해행정안전부에서는지역별방재성능목표를재수립하는정책을수행하고있다. 또
한, 1차년도연구결과에서보면해외의복원력관련정책등과비교한결과우리나라의
방재정책은구조적대책중방재시설물의의존도가매우높으며, 도시계획적대책마련
은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복원력은재해발생가능성을전제로하기때문에방재시
설물뿐만아니라재해발생시충격을완화하기위한도시자체의복원력을제고할필요
가 있으며, 충격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대책마련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복원력은피해가발생하기전에충격을흡수하는능력과신속한대응･복구및적응
하는능력으로구분된다. 본연구에서는피해가발생하기전에충격을흡수하여피해
를완화하는능력을피해저감능력으로, 신속한대응･복구및적응하는능력을피해회
복능력으로 각각 정의하였다.
기존 방재정책 중 구조물적 대책은 방재시설물을 이용하여 피해저감능력을 높이는
정책이거의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방재시설물과도시계획적대책을병
행하는재해예방형도시계획이정책화되었다. 기개발된도시의방재시설물은장기
적인 기후 데이터 등에 기초하여 하수도, 제방 등의 방재시설물이 설계 및 구축되어
있기때문에기후변화및도시화등의변화에매우취약하지만, 도시지역은밀집개발
되어 방재시설물을 다시 설치하는 등의 대책마련은 많은 시간과 예산을 소요하게 된
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2014년부터는기개발한낙후된도시지역을재개발하는도
시재생사업과연계하여재해관련기초조사와재해위험이있는지역을대상으로도시재
생사업을수행할수있도록｢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가이드라인｣에서권장하고있다.
재해예방형도시계획과방재를고려한도시재생사업은최근도시홍수의영향으로방
재시설물에의존적인기존구조적방재대책을넘어피해저감능력을강화시키는대표적
인정책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피해저감능력은현재구축및운영되
고있는재해예방형도시계획, 방재를고려한도시재생사업에초점을두고연구를수
행하였다.
피해회복능력은재해발생시신속한대응･복구및적응하는능력이다. 기존방재정책
에서신속한대응･복구는인력, 지원장비및물자등주로비구조적대책에초점이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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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져있으며, 적응보다는단순한원상복구수준이나추가방재시설물설치등에초점
을맞추고있다. 즉, 현재우리나라의방재정책에서는구조적대책측면에서방재시설
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적 요소까지 고려한 피해회복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신속한재해대응을위해도로의 중요성을인식하면
서긴급수송로등방재도로관련정책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 방재도로를정책화하기
위한방안을모색중에있다(이준, 2016). 피해회복능력중적응과관련해서복원력관
련정책을선도적으로운영하고있는미국에서는복구사업시재해예방을사전에고려하
는사전복구계획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회복능력과관
련해서는방재를고려한교통계획과사전복구계획을중심으로복원력강화방향을제시
하였다.
본연구에서피해저감능력및회복능력과관련한연구의조사범위는<표2-5>에제시하고
있으며, 3장에서는피해저감능력과관련하여우리나라제도의한계도출과해외의시사점을
4장에서는피해회복능력관련해외시사점을도출하여복원력도시구현방향을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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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피해저감능력 정책현황 및 개선방향

.
,

,

,

,
.

1.
1)
(1) 정책현황
우리나라에서는2011년우면산산사태발생이후에기존방재대책과도시계획전략
등을종합하는재해예방형도시계획정책을수립및운영하고있다. 재해예방형도시
계획은우선재해취약지역분석을수행하고이를통해도출된재해취약지역을대상으
로시설보강(구조적대책), 도시계획전략(토지이용/기반시설/개발행위허가등), 대응
체계(보험/피난)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는도시방재계획이며, 재해에안전한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재해저감(예방)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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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개정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 제27조에근거하여
｢도시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및활용에관한지침｣이2016년에제정되었다. 제정
된재해취약성분석지침은재해취약성분석의일반원칙, 분석지표및조사방법, 결과
검증, 활용및지원체계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재해취약성분석결과는도시･군
기본계획을수립･변경하는경우에해당시･군의재해취약지역을사전에판단하여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재해예방형도시계획수립을위한별도의지침은구축되어있지않으며, 2014
년도에국토교통부에서구축한방재지구가이드라인에기초하여수립방향을제시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검증기관으로 지자체에서 분석한 결과를
검증할뿐만아니라지자체공무원및엔지니어링종사자등을대상으로정기적인교육
을 수행하고 있다.
재해예방형도시계획수립시기초자료로활용되고있는재해취약성분석은6개재해
유형(폭우, 폭염, 폭설, 강풍, 가뭄, 해수면상승)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IPCC(2007)
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의골격을유지하면서기후노출과도시민감도를고려하여분
석대상(지자체 내)의 상대평가를 통해 재해취약지역(4개의 등급으로 구분)을 도출하
는형태로분석이이루어진다. 세부적으로보면현재취약성은현재의기후노출, 잠재
취약지역과도시취약구성요소를중첩한도시민감도를종합하여분석하고, 미래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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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기후변화시나리오에의한미래의기후노출과도시개발전망등을반영한도시민감
도를 종합하여 분석한다. 도시 종합재해취약성은 우선 현재 취약성과 미래 취약성을
종합하여결과를도출한후현장조사및전문가등의의견수렴결과를반영하여최종
확정된 도시 종합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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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취약성분석의공간적인분석단위는인구센서스집계구1) 단위이며, 분석의공
간규모는읍･면･동의1/23 크기로구성된다. 재해취약성에활용되는분석지표는각 재
해별기후및취약특성을나타낼수있는공간데이터로구성되어있으며, 현재및미래
취약성, 도시종합재해취약성분석시에는각 공간에위치한데이터의중첩과등급매
트릭스를 활용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1)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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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예방형도시계획운영현황분석을위한설문조사
현재재해예방형도시계획제도가운영되고는있지만, 운영초창기이기때문에제도
운영의현황을효과적으로분석하는방법중에하나는재해취약성분석및재해예방
형도시계획수립을담당하고있는지자체공무원및관련엔지니어링종사자를대상으
로설문조사를수행하는것이다. 국토연구원에서는정기적으로재해취약성분석교육을
실시하고있으며, 지난5월17일에는2017년도상반기교육을수행했다. 본연구에서
는 교육에 참가한 공무원 및 엔지니어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① 설문개요
본연구에서는재해예방형도시계획수행의주요문제점및개선방안에관한설문
조사를교육참가자47명(지자체공무원(30명), 엔지니어링종사자(17명))을대상으
로수행하였다. 설문문항은총7개항목(세부항목2개포함)으로구성되어있으며, 설
문조사는 부록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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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문항목별 분석
1번 항목은재해예방형도시계획수립을위해풍수해저감종합계획또는재해관련기
초자료를활용하는가에대한질문이고, 활용용도와활용하지않는이유에대해서질문하
는2개의세부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1번항목에서전체응답자의약70%인33명이
재해예방형도시계획수립을위해재해관련자료를활용한다고응답하였다. 하지만, 활
용용도를설문하는세부항목1-1에서재해취약특성을고려하여피해저감대책을수립
한다고답한응답자는전체의21%에불과하여재해취약성분석등재해관련기초자료
를활용한재해예방형도시계획수립에는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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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음을알수있다. 재해관련기초자료를활
용하지않는이유에대한설문인1-2 세부항목
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59%가 기존 방재계획
과도시계획에서활용하고있는자료의공간적
범위 불일치와 도시계획적 대책보다는 방재시
설물적대책중심, 도시와방재관련부서간정
보교류 및 협력 미흡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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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항목, 풍수해저감종합계획등방재계획의재해취약특성반영및도시계획적대
책반영여부에대한질의에대해서는방재계획에서도시계획적대책이미흡하고재해
특성반영이미흡하다고제시한응답자가42명(공무원27명, 업체15명)으로전체응
답자의89%를차지했다. 3번항목인우리나라의효과적인재해예방형도시계획을위
해우선적으로고려해야하는분야에대한질의결과, 도시계획수립을위해환경계획
이같이고려되어야한다고제시한응답자가30명(공무원20명, 업체10명)으로64%
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도시재생, 교통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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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항목, 재해예방형도시계획수립을위한방재관련부서와의정보교류및업무
협조상황에대한질의결과로는전체응답자의75%인35명(공무원24명, 업체11명)
이부서간정보공유가단순위험지역정보제공수준이며, 도시계획적대책마련은미흡
하다고 제시하였다. 마지막 5번 질의 항목인 방재계획 및 도시계획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우선적으로개선되어야하는사항이무엇인지에대한설문결과로는전체응답자
의79%인37명(공무원24명, 업체13명)이자료일치및공유와실무지침수립의필
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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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를 종합한 결과 재해취약성분석,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의 재해관련 데이
터를활용한재해예방형도시계획을수립하는데나타나는주요문제점은공간데이터
자료불일치, 관련부처간협조미흡, 도시계획적대책마련미흡등으로나타났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간데이터 구축 및 공유, 실무지침 수립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3) 사례지역분석
재해예방형도시계획수립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문제점을실증적으로검토하기
위해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방재관련 계획(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관련 계획(도
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을 분석하였다. 사례지역은 재해취약성분석이 제도
화된 이후에 도시 및 방재관련 계획이 수립된 지자체인 남양주시로 선정했다. 또한,
2017년에홍수피해가발생한천안의전력거래소사례를조사함으로써재해예방형도
시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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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양주시
사례지역인 남양주시는 재해취약성분석이 제도화된 이후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2011), 도시･군기본계획(2012) 등이수립되었으며, 재해예방형도시계획수립의기
초가되는방재지구가이드라인이배포된2014년그리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개정되어재해취약성분석이의무화된2015년이후에도시･군관리계획(2016)
이수립되어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남양주시는｢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의거
하여지역단위에서발생하는풍수해에대한대비책을수립하기위해지난2011년에풍
수해저감종합계획을수립하였다. 풍수해저감대책은전지역단위저감대책과수계단위
및위험지구단위피해저감으로구분되어구조적및비구조적대책을종합하여수립하
도록명시되어있으며구조적대책은사면재해예방대책, 배수펌프장증설, 제방축제
또는보축, 천변저류지설치등을, 비구조적대책은재해예･경보시스템구축및활
용, 홍수보험등을포함하고있다. 2012년구축된도시･군기본계획에서는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재해위험지역을대상으로도시재생, 토지이용등도시계획적대책을활용
한재해예방대책수립과재해대응대책강화를제시하고있다. 2016년에수립된도시･
군관리계획의방재관련부문에서는도시･군기본계획에기초하여재해피해저감대책을
제시하고있다. 도시･군기본계획이수립되었을당시에는재해취약성분석제도가활성
화되기이전이지만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제시한위험지구등의정보에기초하여개
략적인재해취약성분석을수행하였고, 도시･군기본계획에서는이를기초로도시재생,
토지이용등의도시계획적대책을제시하고있다. 하지만, 도시･군관리계획의방재관
련부문에서는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제시하고있는배수로정비및펌프장설치등
구조적 대책을 위주로 제시하는 한계가 있었다.
남양주시의사례를종합하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도시･군기본계획및도시･군관
리계획에서제시한피해저감대책등은시설물적대책과도시계획적대책이종합된재
해 예방형 도시계획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조적 대책 위주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위험지구는점(Point)단위피해지역위주로구성되어
있으며, 도시･군기본계획에서는이를받아개략적으로도시재생, 토지이용계획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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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군관리계획에서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도시계획적대책을반영하는데한계가발생함에따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서제시하는구조물적피해저감대책만을제시하고있다. 즉, 법･제도적으로재해예방
형도시계획수립을지향하고는있지만, 현실적으로는종합적인재해예방형도시계획
수립에는한계가있으며, 계획간분석자료의불일치에따른종합대책구현의어려움과
방재 관련 부서에서 단순 위험지구 데이터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효성
문제 등으로 인해 재해저감을 위한 도시계획적 대책 마련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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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전력거래소 중부지사(천안)의 홍수피해 현황
2017년7월16일총253mm의집중호우로인해천안은석산에서토사재해가발생
하였으며, 토사와 함께 유목, 암석 등이 중부지사를 덮쳐 전력계통을 감시･운영하는
전산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의기능이완전정지되는재난피
해가발생하였다. 이번재난으로직접적인피해액만약92억원(장부가기준)에달하며,
복구금액은 약 338억원으로 총 43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였다(전기신문,
2017.07.24.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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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b)

(d)

:

전력거래소에서발생한홍수재해(토사재해)는농림지역에서시작하여전력거래소
의상류에위치한보전관리지역의소하천을통해계획관리지역과보전관리지역의경
계부에위치하고있는전력거래소에피해를미치게되었다. 농림지역은도시지역에
속하지않는｢농지법｣의농업진흥지역또는｢산지관리법｣의보전산지등으로서농림
업을진흥시키고산림을보전하기위하여필요한지역이며, 보전관리지역은자연환
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및생태계보전등을위하여보
전이필요하나, 주변의용도지역과의관계등을고려할때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지
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지역에속한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은지역또는자연환
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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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한국전력거래소중부지사가홍수로인해기능이마비되었을때에도나주중앙관제센
터가전체전력계통을정상운영하고있었으며, 상시비수도권154kV 전력망운영을
경인관제센터에이관하여전력대란과같은대규모피해는발생하지는않았지만, 국가
중요시설물에자연재해피해가발생하여Natech 재난으로악화될수도있었다. 한국
전력거래소중부지사가완공된2008년에는재해취약성분석및재해예방형도시계획
등이제도화되기이전이며피해가발생한중부지사는국가보안시설‘나’급인국가보완
시설이고사업부지선정과관련한입지타당성조사는관련법령등에의무사항으로규
정되어 있지 않아 입지타당성 조사가 수행되지는 않았다(전력거래소 자료2)).

2)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01214223102804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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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에서는재해예방형도시계획이라는용어로관련정책이수행되지는않지만, 재
해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재시설물 대책과 도시계획적 대책을 병행하고 있는 방재대
책, 즉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과 유사한 대책을 중심으로 해외사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홍수재해위험이높은일본, 영국, 네덜란드사례를중심으로관련정책을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1) 일본
일본은지진이나화산, 태풍, 호우로인한피해가심각하기때문에1961년｢재해대
책기본법｣을제정하여종합적이고계획적인방재체제의기반을마련하였고, 법규정에
따라지방자치체에서는｢지방자치법｣과｢도시계획법｣을근거로한지역방재계획을수
립하고있다. 특히자연재해위험성이높은일본에서는방재시설물대책과더불어도
시계획적대책을도시계획입안과실시과정에서긴밀한관계를가지고수행하고있다
(카지히데끼외, 2011). 방재도시계획의운영은국토교통성의｢도시계획운용지침｣과
｢정책과제대응형 도시계획운용지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도시계획이 다뤄야 할
전반적운영방향을제시하고도시정책추진과정에서중요시되는이슈를선정하여도시
계획적대처방안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다(강상준외, 2017). 방재도시계
획에는재해의종류에따라자연재해와사고재해로구분하고있는데, 자연재해에는지
진재해, 풍수해, 화산재해, 설해 등이 포함되고, 사고재해에는 도로재해, 철도재해,
항공재해, 해상재해, 임야화재, 위험물등의재해, 원자력재해, 대규모화재등이포함
된다. 또한, 재해대응을재해예방‧사전대책,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부흥대책의시간
적순서로구성하여제시하고있으며, 지방공공단체뿐만아니라기업, 주민의방재활
동도 명시하고 있다. 방재계획의 체계는 <그림 3-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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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
:
:
:
:

방재기본계획의
방재기본계획에
방재기본계획에
방재기본계획에
방재기본계획에

작성
의거
의거
의거
의거

및 공표 등(중앙방재회의)
지정행정기관에 의한 방재업무계획의 작성 등
지정공공기관에 의한 방재업무계획의 작성 등
도도부현지역방재계획의 작성 등
시정촌지역방재계획의 작성 등

내각총리대신

(국가 차원)
방재기본계획

수립･시행

중앙방재회의 (각료 등)

각종 방재계획의 기본
방재업무계획

수립･시행

지정행정기관 (중앙부처)

각 기관의 역할에 입각한 계획
방재업무계획

지정공공기관 (일은, 일적,
NHK, NTT, 독립행정법인 등)

수립･시행

지사 (시정촌장)

(지역 차원)

지역방재계획

수립･시행

도도부현(시정촌) 방재회의

지역실정에 입각한 계획
:

, 2009. “

”.

:

. p.107

일본에서는 도시계획 활용방법별 고려사항을 도시계획운용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는
등방재도시를계획하는데도시계획적접근을통해보다안전한환경을조성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강상준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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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
,
.

:

, p.70

특히, 2003년에는도시홍수위험이높은지역을대상으로하는｢특정도시하천침수
대책법｣을 제정‧공포하였다. ｢특정도시하천 침수대책법｣은 도시부를 흐르는 하천유
역에서 커다란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지역 또는 하수도 등의
정비에 의한 침수피해 방지가 도시화의 진행에 의해 곤란해진 지역에 대하여, 각각
특정도시하천및특정도시하천유역으로지정하고종합적인침수피해대책을수립하
도록 지원하는 법률이다(문상덕 외, 2007). 또한, 기존 관련법을 보완‧연계하면서
특정도시하천에유효한제도를중심으로법제화하고, 도시하천유역의하천관리자,
하수도관리자, 도도부현지사, 시장촌장이공동으로수립하도록하고있다(워터저널,
2006). <그림3-14>는도시지역에서발생하는홍수에대응하고관리하기위한｢특
정도시하천침수대책법｣의구성체계이고, 구조적대책과비구조적대책으로나누어
져있다. 구조적대책에는① 하천개수(Improvement of rivers), ② 배제방식의개
발(Improvement of sewerage system), ③ 유역관리(Basin management)와④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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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별 개발(Step up of the level of improvement) 방법이, 비구조적 대책에는 ①
홍수정보(Flood information), ② 재해지도(Hazard map)와 ③ 대응 시스템 구축
(Establishment of evacuation system)이 포함된다(김보경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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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

39(4): 48-53.

(2) 영국
영국의도시계획은지속가능한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주된목적으로하
고있다. 지속가능한발전이란현재와미래세대의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진보를목
표로하는긍정적인성장을말한다. 이러한목적을바탕으로영국중앙정부부서인지
역사회･지방자치부(DCLG,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는
국가계획정책프레임워크(NPPF, The 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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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가이드(Planning Practice Guidance)를 제공하고 있다(조현지 외, 2016).
국가계획정책프레임워크는영국의계획정책과정책적용방안을제시한다. 프레임워
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근린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 있으
며, 이에따른지역의요구사항을반영한다. 프레임워크는의사결정과정에대한가이
드라인을제시하고있으며, 지역계획은프레임워크를반영하여수립된다. 국가계획정
책프레임워크는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지속가능한개발측면을기반으로총13개부
문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13개 부문은 ① 경쟁력 있는 경제환경 구
축, ② 도심의 활력 증진, ③ 지방경제 지원, ④ 지속가능한 교통 제공, ⑤ 질 높은
정보통신기반시설구축, ⑥ 질높은주거환경제공, ⑦ 좋은디자인에대한고려, ⑧
건강한지역공동체증진, ⑨ 그린벨트보호, ⑩ 기후변화, 홍수, 연안변화에대한대
응, ⑪ 자연환경에대한보호, ⑫ 역사환경에대한보호, ⑬ 광물에대한지속가능한
활용방안등이있다. 국가계획정책프레임워크와같이제공되고있는계획실천가이드
는지속가능한발전방향이지역계획에실질적으로반영되도록각 분야에대한세부적
인고려사항을담고있으며, 개정되는정책및법규가도시및지역계획에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13개국가계획정책프레임워크중홍수와관련된사항은10. 기후변화, 홍수, 연안
변화에 대한 대응(Meeting the challenge of climate change, flooding and coastal
change)에포함되어있다. 프레임워크10번의목적은홍수위험지역에서의부적절한
개발을피하고, 홍수의위험이높은지역에서의개발은억제하며, 개발이필요한경우
다른 지역의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차원에서의 개발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계획은전략적홍수위험평가(Strategic Flood Risk Assessment)를통해위험지
역을도출하고, 환경청및기타지역의홍수위험관리기관의자문을종합적으로고려하
여 홍수위험을 저감 및 관리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전략적홍수위험평가는하나또는여러지방자치단체가기후변화를고려하여현재
와미래모든원인에서기인하는홍수로부터지역의위험을평가하고토지이용의변화
와개발이홍수위험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는정책이다. 지방자치단체는전략적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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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평가결과를바탕으로지역전반에걸친모든홍수경로로부터의위험변화와동일
한홍수구역안에있는인근지역에대한위험변화를파악할때사용한다. 또한, 전략
적홍수위험평가는지역계획의지속가능성평가에사용하며, 계획정책준비시홍수
위험증가를억제하는홍수위험관리에대한정책을포함할때도사용한다. 이외에도
토지이용을결정하는경우순차적검증(Sequential Test)을적용하고경우에따라예
외검증(Exceptional Test)을적용하기위해전략적홍수위험평가결과를사용하며,
내륙및해안홍수이외의경로로부터의위험에처한사람들을포함하여특정지역에서
지역 특화된 홍수위험 평가를 위한 요구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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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v.uk/guidance/flood-risk-and-coastal-change). “Levels of
Strategic Flood Risk Assessment” (2017.04.27.
)

순차적검증은개발사업시홍수발생확률이가장낮은지역으로새로운개발을유
도하며, 전략적홍수위험평가에따른홍수위험구역에근거하여실시된다. 새로운개
발시Flood Zone 1을우선으로Flood Zone 2, Flood Zone 3 순으로순차적으로검토
하지만개발을Flood Zone 1으로유도하는것이목적이다. Flood Zone 1에개발가능
한지역이없는경우지방자치단체는홍수위험취약성을고려하여Flood Zone 2에서
개발가능한지역으로개발을유도하며, 예외검증이요구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한
다. 마찬가지로Flood Zone 1과Flood Zone 2에합리적으로개발가능한지역이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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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홍수위험 취약성을 고려하여 Flood Zone 3이 검토되어져야 하며, 예외 검증이
요구되는경우이를적용한다. <표3-4>는홍수위험취약성분류에따른시설및용도
이며, <표3-5>는홍수구역별홍수위험취약성분류에따른개발유무및예외검증
필요 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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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v.uk/guidance/flood-risk-and-coastal-change). “Flood risk
vulnerability classification” (2017.04.27.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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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d
Zones)
1

✓

✓

✓

✓

✓

2

✓

△

✓

✓

✓

3a

△

✘

△

✓

✓

3b

△

✘

✘

✘

✓

※ ✓ : 개발가능 ✘ : 개발불가 △ : 예외 검증
:

(https://www.gov.uk/guidance/flood-risk-and-coastal-change). “Flood risk
vulnerability and flood zone ‘compatibility’” (2017.04.27.
)

예외검증은순차적검증결과합리적인개발가용지가없거나홍수위험구역임에도
개발의지속가능성이인정되는경우, 예외적으로개발을승인함으로써인명및재산에
대한 홍수위험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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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덜란드
국토의대부분이저지대로구성되어있는네덜란드는홍수위험이매우높은국가이
다. 네덜란드에서는 델타프로젝트(Delta Project)를 통해 지역의 복원력을 강화하여
홍수위험을저감하고있다. 델타프로젝트는2009년부터매6년마다수립되고있는국
가물계획에기초하여수립하고있으며, 홍수피해뿐만아니라해수면상승, 가뭄, 토양
유실등물관련위험을포괄하는종합계획이다. 또한, 국가차원과광역차원에서각각
의프로그램을개발하고운영하고있다. 델타프로젝트는국가차원의주제별3개의하
위 프로그램과 광역차원의 지역별 6개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는 총 9개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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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 p.60

최근들어네덜란드환경영향평가청(PBL, 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에서는재해예방형도시계획의중요성이부각됨에따라복원력을강화하기위
한공간적응을강조하는‘텔타프로젝트2018’을출간하였다. 델타프로젝트2018은공
간적응(Spatial Adaptation)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으며, 2050년까지장기에걸쳐기
후변화의영향을고려하여복원력을강화할수있도록공간적응관련계획을수립하고
있다. 또한, 공간적응에대한목표를달성하기위한방법으로분석(Analysis), 장기목
표(Ambition), 행동(Action) 등 3가지 접근법을 채택하여 지역의 취약성 분석, 후속
목표설정, 기후에대한내성과복원력강화등을추진하고있으며, 중앙및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지역
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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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L, 2017. “Delta Programme 2018”.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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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중앙정부에서는공간적응대책마련을위한기술개발과주민참여를유도하
는인센티브프로그램, 지식공유를위한포털및모니터링체계등을포괄적으로개발
하여델타프로젝트를지원하고있다. 특히, 델타프로젝트2018에서는공간규모(건축
물차원, 커뮤니티차원, 광역차원)에따른물관련재해대응공간적응방향과도시계
획적대책적용방안등을제시함으로써, 방재시설물뿐만아니라도시계획이조화를이
루는재해예방형도시계획수립을유도하고있다. 델타프로젝트2018에서제시한공
간규모에따른재해대응방향중건축물차원에서는건축물의벽및옥상녹화, 정원설
치 방법, 태양열 집열판 등 건축물 소유자가 수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의 홍수저감
및 친환경 에너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커뮤니티 차원에서는 건축물의 공간적응과
연계하여식물조성, 빗물활용, 소규모저류지설치등복원력강화에필요한공간적응
방안등지방정부에서수행가능한대책들을제시하고있다. 또한, 광역차원에서는학
교, 관공서, 주차장, 도로 등의 공공시설물뿐만 아니라, 하천 등의 주변 자연환경과
방재시설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간적응 방안을 제시한다.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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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a)

(b)

(c)
: PBL, 2017. “Delta Programme 2018”. p.12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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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1) 도시재생계획의수립체계
도시재생이란쇠퇴하고낙후된구도시를대상으로삶의질을향상시키고도시경쟁
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리적 정비와 함께 사회적･경제적 재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기존거주자의개선된생활여건확보라는물
리적측면, 사회문화적기능회복이라는사회적측면, 도시경제회복이라는경제적측
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은쇠퇴도시에대한중장기적비전을제시하고, 부처간분산된재생사업을
통합･조정하는종합계획으로수행된다. 도시재생계획은크게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도시재생 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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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http://www.city.go.kr/portal/info/policy/6/link.do (2017.04.12

)

(2) 도시재생전략계획의방재고려사항및현황
현행｢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가이드라인(2014.6.23.)｣에의하면, 도시재생전략계
획수립시수행하는기초조사(일반현황, 도시잠재력등) 항목으로재해위험을고려하
도록되어있다. 일반현황부분의토지이용항목으로상습침수구역, 산사태상습발생
구역등재해위험지역에대한조사를포함하도록되어있으며, 이러한도시의위험요
소를파악하여도시재생과안전이종합적으로계획될수있는방향으로도시재생전략
계획을수립하도록권장하고있다. 또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시쇠퇴정도가심한
지역뿐아니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지정하는여러기준가운데국가차원의적극적
인정비및환경개선이시급히필요하다고판단되는지역중하나로수해, 화재등재
해위험이 높은 지역이 포함되어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재생활성화지
역3)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면서 도시 내 저지대와 산동네를 주먹구구식으로
개발하여 쇠퇴지역일수록 홍수와 산사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
현행지침에는‘재해위험이높은지역’을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지정하는기준가운
데하나로활용하도록권장하고있다. 도시재생사업은재해위험지역정비, 저영향개발
기법적용등의재해저감대책과연계하여지역사회를재해로부터안전하고복원력높
은상태로환경을조성할절호의기회가될수있지만, 재해위험이높은지역을도시재
생활성화지역으로지정하여재해위험저감등피해저감능력향상의기회로활용하고있
는 경우는 거의 없다.

3) “

”
(

2

1

5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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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 p.20

)

(3) 도시재생뉴딜사업과연계한재난지역재생
지난2017년11월15일오후2시29분경경북포항시흥해읍남송리에서규모5.4
의지진이발생하였다. 이번포항지진은1978년우리나라지진관측이래2016년경
주지진에이어두번째로큰규모이며, 92명부상및551억원의재산피해가발생했
다(기상청홈페이지). 2016년경주지진에이어이번발생한포항지진으로인해지진
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포항지진을계기로지난12월7일정부세종청사에서개최된제19회국정현안점검조
정회의에서는‘도시재생뉴딜사업과연계한재난지역재생방안’에대해논의및확정하
였다(국토교통부보도자료홈페이지, 2017.12.07.). 정부는지진으로큰피해를입은
포항시지역을도시재생뉴딜사업에포함하여적극지원하기로했으며, 대규모재난피
해를입은지역을대상으로도시재생뉴딜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특별재생지역’ 제
도를신설하도록준비중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중특별재생지역으로선
정된지역을도시재생특례구역(가칭)으로지정하고계획수립과지역지정절차를동시
진행하는등간소화된절차로신속히사업을시행할수있는방안을모색중이다. 재
난지역도시재생뉴딜사업주요내용은공공･생활편의시설공급, 주거지원, 상점･공장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명소화 사업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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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일본
일본에서는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 내의 체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에｢도시재생특별조치법｣ 19조의13을개정하여도시재생사업시도시재생안전
확보계획을수립하도록유도하였으며, 도시재생긴급정비협의회에서는도시재생안전
확보계획을작성, 도시재생안전확보시설에관한협정제도창설등의관련조치를강
구하고 있다. 도시재생안전확보계획에는 대피경로, 대피시설, 비축창고 등(도시재생
안전확보시설)의 정비･관리, 대피시설로의 유도, 재해정보･운행재개 예상 등 교통정
보 제공, 비축물자 제공, 대피훈련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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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특별조치법은요코하마시에서수립된도시재생안전확보계획에기초하여개
정하게되었다. 요코하마시는재해취약성을고려하여2002년에역주변지구를포함
한요코하마도심부를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으로지정하고, 2011년에는‘요코하마도
심･임해지역’을특정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으로지정하여다양한방재대책을마련하
였다. 요코하마 역 주변 지구는 9개 노선의 철도가 지나고 있어, 1일 약 200만 명의
승객들이이용하는수도권유수의터미널역으로대규모재해가발생하면많은체류자
와귀가곤란자가발생할수있고, 하천및바다와가까운지구이기때문에쓰나미발생
시대피에있어서도혼란이예상된다. 따라서요코하마시에서는‘요코하마도심･임해
지역’ 특정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중요코하마역주변지구에서선행적으로도시재생
안전확보계획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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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요코하마시에서는요코하마방재계획, 요코하마지진방재전략, 요코하마재해시
의자조및공조추진에관한조례, 요코하마지진대책조례, 쓰나미대피가이드라인
등방재및감재를위한다양한대책을실시하고있다. 도시재생안전확보계획은요코하마
역주변지구에서의다양한방재및감재대책을연동시키면서행정기관과민간사업자등
을통해대책을구현하고역할을명확히하여재해에신속히대응할수있도록구성하였
다. 특히, 재개발시고려할사항을명시한‘마을조성가이드라인’과기반정비방침등을
명시한 ‘기반정비 기본계획’에서도 방재 및 감재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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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덜란드
네덜란드로테르담시의경우홍수재해피해가빈번한도심지역을중심으로주민들과
협력하여재해위험을경감할수있도록‘느린도시(Slow Urbanism)’ 개념이도입된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느린 도시’ 전략은 2013년 주택협회인 하벤스테더
(Havensteder)가 도시계획회사인스티포(Stipo)와협력하여해당지역의도시재생사
업을수행하면서도입한전략으로, 사전확정된목표없이소규모단위의점진적도시
재생전략을의미하는것이다. 단, 느린도시전략은지역내이해관계자와사업자간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에 의해 추진되고 있고,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인 저영향개발
기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3-20 |
(Water Plaza)

: Molenaar, 2014. “Rotterdam Climate Proof and Resilient Communities”. p.9

특히, 로테르담시는저영향개발뿐만아니라도시곳곳에재해저감시설을다목적으로
활용하는‘물의광장(Water Plaza)’을구축하여물과함께하는사회구현을유도하고있
다. ‘물의광장’은평상시에는주민들의여가활동등을위해다목적으로활용되고있으
며, 호우발생시에는주변저영향개발시설물과연계하여물을저류할수있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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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Plaza)

:

(3) 독일프라이부르크
독일의환경수도로불리우는프라이부르크에서는도시재생사업시홍수피해저감을
포함한다양한기후변화적응형친환경대책을수립하고운영중이다. 프라이부르크는
2차세계대전당시파괴된도시를친환경적인생태도시개념을도입하여복구하기시
작했다. 최근에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제시하는 2007년 기후변
화적응전략을도입하여2020년까지이산화탄소배출을1990년대비40%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추진 중이다.
프라이부르크에서는기후변화에따라대형화되는홍수피해저감을위해다양한친환
경하천및저류시설을설치하는등기후변화적응형도시재생사업도수행하고있다.
특히, 프라이부르크 시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Sandfang 지역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피해 저감을 위해 홍수터를 복원한 친환경 하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Wonnhalde 지역에서는 기존 구조물적 방재시설물보다 친환경적인 저류지를 설치하
여, 평상시에는지역주민의레크레이션장소뿐만아니라지역의곤충서식지다양화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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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fang

Wonnhalde

:

프라이부르크서쪽에위치한리젤펠트는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다양한친환경적
도시계획요소가도입된대표적인계획형도시재생지역이다. 1970년대초반리젤펠트
지역에핵발전소건설계획이수립되자주민및지자체에서이를반대하고환경적응형
도시재생사업을 유치함으로써 대표적인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절약형 생태도시로
구축되게되었다. 또한, 프라이부르크의주택문제등을해결하기위해리젤텔트지역
에서는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체계적으로 친환경･기후변화 적응형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였다. 이지역은에너지절약을위한대중교통친화적인도시를지향할뿐만아
니라생태저류지, 옥상녹화, 생태수로등다양한저영향개발기법을도시곳곳에적용
함으로써기후변화에따른홍수재해에도안전한도시를지향하는독일의대표적인도
시재생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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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innocity.molit.go.kr/submain.jsp?sidx=205&s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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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본장에서는피해저감능력과관련하여우리나라에서수행되고있는재해예방형도
시계획과방재를고려한도시재생사업등에대해서알아봤다. 2011년우면산산사태를
계기로우리나라에서는방재시설물에의존적인방재대책에서도시계획등을고려한도
시방재대책으로변화하고있다. 가장대표적인사례가재해취약성분석을통한재해
예방형도시계획수립이라고할수있다. 최근에는재해예방형도시계획수립의원활
한수행을위해방재와도시관련법･제도를개선하여방재와도시관련계획의연계성
을강화하고있는추세이다. 현재수행되고있는재해예방형도시계획의운영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 및 엔지니어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현문제점및개선방향에대한설문조사를수행하였다. 그리고, 재해취약성
분석과재해예방형도시계획제도가수행된이후에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도시계획이
수립된남양주시를대상으로방재와도시계획이연계한재해예방형도시계획을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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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있는지에대해서조사하기위해각각의계획에서수립되고있는방재대책을조사
하였다. 또한, 2017년홍수피해가발생한한국전력거래소중부지사에대해서도사례
조사를수행하였다. 한국전력거래소피해는자연재해가국가중요시설물에영향을미
쳐전력대란과같은Natech 재난으로악화될가능성을보여준사례이다. 다행히나주
의중앙관제센터의기능유지등으로피해는악화되지는않았지만, 재해취약성을파악
하고입지등도시계획차원에서대책을수립하는것의중요성을재인식시키는사례라
고할수있다. 본장에서조사된내용을바탕으로재해예방형도시계획운영상의문
제점은현재방재와도시계획에서활용하는공간데이터의불일치로인한연계･활용의
어려움, 도시계획적 대책마련 한계, 그리고 관련 부처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미흡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해외에서는재해예방형도시계획이라는명칭으로관련방재정책이수행되지는않지
만, 재해예방형도시계획과유사한내용인방재시설물과도시계획적대책을종합하는
대책을조사하여시사점을도출하였다. 해외사례는대형홍수재해가빈번히발생하고
있는일본과영국, 그리고국토의많은부분이해수면보다낮아기후변화영향으로홍
수위험에직면하고있는네덜란드사례를조사하였다. 일본의경우기후및지형상홍
수재해가빈번히발생하고있어, 일찍부터전통적인방재시설물과도시계획적대책을
종합하는방재대책을수립하고있었다. 특히, 도시지역의재해취약특성을고려하여｢
특정도시하천침수대책법｣을 제정하고 관련 부처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영국은
도시개발시전략적홍수위험평가를수행하여지역의홍수취약성을평가하고시설및
용도에따라차별적으로토지이용을배분하는순차적및예외적검증방법을활용하여
홍수에안전한도시계획을수립하고있다. 네덜란드는국가차원에서국가물계획을수
립하고있으며, 이에기초하여범부처가협력하는델타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다. 최
근에는도시계획적대책의중요성을인식하고, 네덜란드환경영향평가청에서는공간적
응의내용을강조하고있는‘델타프로젝트2018’을출간하였으며, 공간단위별공간적
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재해위험이높은선진국에서는방재시설물뿐만아니라도시계획적대책의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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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여체계적인재해예방형도시계획을수립하고있다. 일본의｢특정도시하천침수
대책법｣, 영국의전략적홍수위험평가처럼지역의재해취약지역을파악하고방재시설
물뿐만아니라도시계획적대책을종합적으로수립하고있으며, 관련부서간의협조를
법･제도적으로지원하고있다. 또한, 네덜란드사례처럼지역의공간규모별특성을고
려하여공간적응방안을제시하여재해예방형도시계획제도의효율성을제고하고있
다. 현재, 우리나라의경우재해취약성분석을수행하고방재시설물과도시계획적대
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등에서검토한것처럼제도적으로만연계･운영되고있다. 즉, 방재시설물과
도시계획적대책마련에공통으로활용할수있는공간데이터는미흡한실정이며, 관련
부서간의협조가미흡하여지역특성을고려하여맞춤형재해예방형도시계획정책이
수행되는데는한계가있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범용적으로활용할수있는공간
데이터구축, 법･제도적지원뿐만아니라실질적으로협력방안을모색할수있는협력
체마련, 그리고지역의특성을고려한맞춤형대책지원을제시할수있는가이드라인
구축 등이 필요하다.

2)
기개발된노후된재해위험지역의피해저감능력강화를위한대표적인대책은도시
재생사업이다. 우리나라의경우기후, 지형적으로홍수에취약하여많은피해가발생
하고있으며, 특히기존에도시지역으로개발된지역의경우방재를고려하지않고개
발에만초점을두어홍수에취약한경우가많다. 하지만, 이미개발된지역의경우개
발밀도가높기때문에방재시설물을이용한구조물적대책및도시계획적대책을적용
하는데는많은어려움이있다. 이러한면에서쇠퇴한지역을재개발하는도시재생사업
은기구축된도시지역의재해취약성을극복하고, 재해위험을저감할수있는매우유
용한정책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가이드라
인등에서는기초조사로재해위험을조사하고재해위험이높은지역에대해서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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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활성화지역으로지정하도록권고하고는있지만, 현재재해위험이높아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지정된사례는거의없다. 최근포항지역에발생한지진을계기로도
시재생뉴딜사업과연계한재난지역재생방안이논의및확정되었으며, 관련정책을수
립중에있다. 지진처럼우리나라에서준비가미흡한재해를대상으로피해가발생한
지역에서재해를고려한도시재생사업을수행하는것은피해저감능력향상을위해매
우고무적인일이다. 하지만, 현재우리나라에가장큰피해를야기시키는홍수등의
재해도같이고려할필요가있으며, 이미피해가발생한지역뿐만아니라재해에취약
한지역에대해서도도시재생사업등과연계한대책을마련하는것도필요할것이다.
재해별로특성이다르고대처하는방법도다르기때문에이를고려한대책마련도필요
할것으로판단된다. 예를들어, 건축물에필로티를설치하는것은홍수등의수재해
피해를줄일수있는대표적인방법이지만, 지진, 화재등에는취약할수있다. 이러한
점을고려하여지역의재해취약특성을미리파악하고기구축된도시의재해취약성을
저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해외의 경우도 도시재생사업을 활용하여 지역의 재해취약특성을 저감시키고 있다.
최근일본에서는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개정하여도시재생사업시도시재생안전확보계
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다. 네덜란드의경우에는‘느린도시’전략등을통해전반적인
도시의재개발이아닌점진적으로주민과소통하여피해를저감할수있는도시재생사
업을수행하고있으며, 저영향개발등의친환경적대책뿐만아니라‘물의광장’과같
이도시내에서방재뿐만아니라다목적으로활용할수있는대책을마련하고있다. 독
일의경우에는친환경적인다양한도시계획적대책을활용하여기후변화재해에대한
적응뿐만 아니라 완화까지도 같이 고려하는 추세이다.
방재를 고려한 도시재생 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의 재해취약성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취약한지역에대해서는방재를고려하여도시재생사업을수행하는것을의
무화하는것이필요하다. 현재관련정책수행이미흡한이유중에하나는단지기초조
사로만재해관련내용을조사하고있으며, 재해위험이높은지역에대해서도시재생활
성화지역으로지정할수있다고권장하고있는수준이기때문이다. 최근포항지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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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로방재를고려한도시재생사업이이슈화되고있기때문에, 지진재해에따른피해
지역의도시재생사업을넘어타재해, 그리고재해피해가능성까지고려하여재해취
약정도에따라지역맞춤형도시재생사업을수행하는방향으로도시재생사업관련정
책이 발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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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피해회복능력 정책현황 및 개선방향

,
.
.

1.
1)
(1) 재해발생시교통혼잡에따른피해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대형재해 발생시 교통혼잡으로 인한 2차 피해의 악화 가능성은
높아지고있어, 재해대응자원의긴급수송및인명구조등신속한이동성확보가중요
한요소로인식되고있다. 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재해발생이전에방재를고려한교
통계획 수립 및 운영 관련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우리나라에서발생한대형재해사례를보면, 재해발생시교통혼잡등으로재해
대응및복구가신속하게이루어지지않은경우가있다. 대형재해가발생하면주변지
역에서는피난행렬과대응자원의집중으로극심한정체가발생하여, 재해대응및복구
가 지연되어 막대한 2차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우면산산사태, 구미불산유출, 대구지하철참사, 태풍매미, 호남지역폭설, 강릉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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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대형재해에서도교통혼잡에따른이동제약등이피해를확산시킨사례가있다(국
민안전처, 2016). 우면산산사태의경우에는진입로확보실패로형촌마을60세대가
고립된경우가발생하였으며, 구미불산유출사고의경우에도재난지역주변의극심한
혼잡으로유독가스대응을위한특수장비의도착시간이지연되어초기대응에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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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에서는홍수재해에따른교통비용증가, 즉교통혼잡비용을남양주시를대상
으로산정했다. 남양주시를사례지역으로선정한이유는홍수영향권데이터의가용성
이다. 교통혼잡비용산정을위해서는우선적으로홍수발생가능성및재해영향의크기
등을고려하는홍수영향권의산정이필요하다. 국토연구원에서는재해예방형도시계
획의실효성제고를위한기술개발의일환으로‘도시침수지역및영향권분석을통한
재난안전정책지원시스템구현(이후도시침수지역및영향권연구)’ 연구를2016년
부터3차년도에걸쳐진행중이다. 도시침수지역및영향권연구에서는최근홍수피
해현황, 지역적특성, 기후변화시나리오, 내수및외수침수범람모델결과등을종합
하여중점관리대상지(방재측면의실효성있는도시계획수립을전략적으로유도하고자
하는곳)와영향권을도출하는방법을개발하고, 사례지역을대상으로적용하고있다.
남양주시의 중점관리대상지의 면적은 29.4km2이며 대상지내 시가화지역 면적은
1.91km2, 대상지의 인구는 29,048명, 주요 토지이용방식은 주거지역이다.
교통망단절에의한교통혼잡비용은교통투자타당성분석에적용되는사업전･후의
통행시간비용의차이를산정하는방식을홍수피해전･후의통행시간비용의차이에적
용하여추정하였다. 이를위해, 2015년기준국가교통DB의수도권교통망과교통네
트워크를활용하여홍수전･후영향권내(노원구, 구리시, 하남시, 양평군, 가평군, 포
천시, 의정부시로한정함)의통행량및통행시간을추정하였고, 이를바탕으로혼잡으
로인한시간적피해액을화폐가치화하였다. 시간으로표현되는홍수로인한교통혼
잡을 화폐가치화 하기 위해  교통투자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되는 차종별 시간가치1)
(승용차: 12,537원/대, 트럭: 20,151원/대)를적용하였다. 그결과, 일평균0.45억
원의교통혼잡비용이발생할것으로추정되었으며, 교통혼잡에따른2차피해를산정
하면그피해액은더욱높아질것으로사료된다. 교통혼잡비용추정의기본가정은홍
수로 인한 도로 침수시의 총 통행시간에 대한 화폐가치 총액(VOT, Valustionof
Travel Time)에서 일상적인 통행시의 화폐가치 총액의 차이로 산정한다.

1)

DB, https://www.ktdb.go.kr/www/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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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 Business as Usual)

(2) 긴급수송로관련정책연구
현재우리나라의재해대응및신속한복구는주로인력및자원확보와훈련등에초
점을두고있으며, 자원을신속하게수송하기위한도로의기능부여등은미흡한편으
로 개선이 필요하다(이준, 20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3조에서는 긴급수송
등을하는차량외의차량통행을금지하는항목은있지만, 사전에재해취약특성등을
고려하여긴급수송로를지정하는제도는부재한상황이다. 이를개선하기위해재난관
련주무부서인행정안전부(구국민안전처)에서는2015년부터특수재난실내에교통협
업담당관을두고재난시수송과접근문제에대한정책을발굴하였으며, ‘긴급수송로’
지정을위한계획을수립하고있다. 현재, 긴급수송로등재난시수송기능을지원하기
위한정책이제도화되어있지는않아2016년행정안전부에서수행한정책연구4)를조
사하였으며, 추후해외에서수행하고있는관련정책을조사하여시사점을도출한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다양하고복잡해지는재해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홍수및지
진등의자연재해와가스유출등인적재난발생시적시적소에적절한방재자원(인력,
물자, 장비등)을투입하는것을목적으로긴급수송로계획을단계적으로추진하고있
다. 긴급수송로는전국의방재자원을사고가발생한기초지자체까지최소30분에서최
대 4시간 이내에 80% 이상의 방재자원을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긴급수송로의선정은3단계로구분하여선정하고있으며1단계는‘광역지자체간연
결’로 국가 주요 방재물자 보관소와 광역지자체 소재지간을 연결하는 최상위 도로로
고속국도와일반국도를대상으로선정하며, 우회로와대체로를확보한도로를선정하
도록 되어 있다. 2단계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이며
재난발생시즉각적인자원이이동할수있도록일반국토, 시군도를대상으로선정하
도록구성되어있다. 3단계에서는‘기초자치단체소재지간을연결하는도로’이며지자
체간 지원체계를 확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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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송로지정시에는재해가도로에미치는영향, 특수소방대의역할등을고려하
도록제시하고있다. 먼저재난과관련해서는37개의법정재난을검토하여도로에미
치는영향을고려하여3가지유형으로분류하고있다. I 형재난은도로에영향을주지
않는 재난(가스유출, 폭염, 가뭄 등)이며, II형 재난은 인프라에 영향을 주는 진동형
재난(지진 등), III 형 재난은 지형에 따라 도로가 일시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재난
(태풍, 홍수등)으로분류하고있다. 긴급수송로계획은단일의긴급수송로를정하지
않고, I, II, III형재난이서로겹치지않는복수개의도로를미리선정하여관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긴급수송로 지정시에는 전국 7개소의 특수소방대
(중앙, 울산, 시흥, 서선, 익산, 여수, 구미)의특수장비이동을고려하여긴급수송로
를지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 전국의특수소방자원이3시간이내75% 접근
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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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일본
일본은대규모재난이빈번하게발생하여긴급수송로등재난대응시스템을체계적
으로정비하고있으며긴급수송도로, 긴급수송루트, 긴급교통로, 긴급자동차전용로등
지정주체와 목적별 재해를 고려한 도로 및 긴급수송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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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긴급수송로는유효성, 필요성, 효율성등재난대응에필수적인요소를반영하
여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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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f.shimane.lg.jp/infra/road/keikaku/doro_bosai/kinkyudoro.html

체계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된 긴급수송로는 단순한 지자체간 연결이 아닌, 지역의
재해취약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방재거점을 도로 위계별로 연결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방재거점은재해의방재활동과의료활동, 이재민지원활동등다양한활동의
거점이되는시설또는장소로써그중요도와목적에따라1~3차로구분한다. 긴급수
송로는1~3차방재거점간그리고주변인근지자체를체계적으로연결함으로써재해
대응에 있어 충분한 이동성을 제공하고 고립지역을 최소화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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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해대책기본법｣ 제50조 및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제21조에 근거하
여긴급수송로의지정근거가마련되고있으며, 방재계획상의긴급수송, 운송에대한
각 지자체별구체적위험도평가후｢재해대책기본법｣에근거하여경로를선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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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 p.67

재난대응의경우민간의협력없이는효율적인대처가어려우므로적극적인홍보와
안내그리고다양한정보전달방법을통해재난상황을알리고통행에대한정보를제공
하고있다. 긴급수송로와같은재해관련도로는일반도로와달리표지판을설치하여
구분하고있으며, VMS(Variable Message Sign) 정보와네비게이션을통해차량통행
이 금지되는 구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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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미국에서는 197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마(Sylmar)시에서 발생한 지진에 구호활
동인력의확보와피해시설의신속한현장접근을위한경로를확보하지못하게되면서
큰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을 계기로 긴급수송로와 관련된 재난도로우선계획(Disaster
Route Priority Plan) 제도가 교통분야에 도입되었다. 미국의 재난운영계획(EOP,
Emergency Operations Plan)에서는 재난경로의 정의 및 관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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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경로에대한근거를확보하고일반적인경로지정및운영과관련한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재난운영계획은 재난발생시 효율적 재난대응 및 복구를 위해 관리
(Management), 운영(Operation), 계획/정보(Planning/Information), 수송(Logistics),
재정/행정(Finance/Administration)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도
록구성되어있다. 재난운영계획중재난경로우선계획이포함되어있으며, 주요내용
은재난지역또는피해시설로의접근경로확보, 재난경로의우선적정비, 교통상태파
악･보수및복구에대한내용이수록되어있으며, 재난경로우선계획은재해발생이전
에 지역의 재해취약 특성, 핵심기반시설로의 진출입, 도시간의 이동성, 잠재적 손상
및 교통통행상의 장애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에서는재난발생시1차적으로주및지방정부가피해를수습하고, 주및지방
정부의역량을초과하는대형재난발생시에는연방정부에서지원하는형태로재난대응
이 이루어진다. 이에 기초하여 재해가 발생한 주(State) 등의 광역지자체, 카운티
(County) 등이재난지원을위한창구역할을수행하면서연방및관련기관들과공조하
여긴급수송로운영및정보전달의역할을수행한다. 주로재해가발생한지자체의공공
공사(DPW, Department of Public Works)에서 재난도로우선계획과 재난지역에 있는
도시들과협업을통해긴급수송로등방재도로의정비와이동기능을확보하고해당도시
들에대한지원을조정하는역할을수행한다. 일반적으로는재해가발생한지자체인근
의지자체들에서는운영지역대응및복구시스템(OARRS, Operational Area Response
and Recovery System)을통해주변도로상황, 복구를위한자원정보등을재해가발생
한지자체의공공공사에제공할의무가있다. 또한, 재해가발생한지자체의공공공사는
긴급수송로 기능 및 피해상황 등을 응급상황관리정보시스템(EMIS, Emergenc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통해보고하고관련기관들에내용을공유하여신
속한 대응및복구가 이루어지도록한다. 위와관련된세부적인내용은 지역별특성이
다르기때문에공공공사상호지원합의(Public Works Muitual Aid Agreement)를통해
사전에 역할을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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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우리나라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자연재해대책법｣에근거하여재해복구
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 복구는재해발생에따른피해조사이후복구계획을수립하도
록명시하고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1항에서는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피해조사를마치면지체없이자체복구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하며, 중앙재난피
해합동조사단편성시에는중앙대책본부장으로부터재난피해복구계획을통보받은후에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서도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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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관련내용이포함된계획으로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기초한안전관리
기본계획이있으며, 안전관리기본계획은예방, 대비, 대응, 복구등재해대응단계별
세부적인내용을포함하여5년마다수립하도록되어있다. 지자체에서복구계획을수
립시에는‘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지침’ 등에기초하여수립하도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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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9, 2016

2011년우면산산사태이후재해피해현황및복구상황등을종합적으로조사하여
구축한서울특별시안전관리기본계획(2014)을보면, 복구계획은크게복구방침, 민생
관련부분복구비우선지원제추진, 수해피해조사, 복구계획수립, 복구계획업무분장
등으로구성되어있다. 그러나복구대책은피해발생지역에국한되어구조적대책위
주로진행되고있으며, 원상복구수준을제시하고있다. 또한, 재해복구상황을보면
피해발생지점을중심으로비닐도포, 토사유출방지막설치등구조적대책에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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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sey Shore

(1) 사전복구계획
① 미국의 복구정책 발전연혁
미국에서는 2005년 카트리나 발생 이후 국가재난대응계획(NRP, National
Response Plan)을국가재난대응체계(NRF, National Response Framework)로재편
성하여 재해대응능력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복구대책 강화를 위해 국가재난복구체계
(NDRF, National Disaster Recovery Framework)를구축하였다. 국가재난대응체계
(NRF)는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는 재해예방 단계부터 재해발생 후에는 대응 및 복구
(초기복구및중기복구)까지의전체재해대응단계별재난관리역량을강화하기위해
2008년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가재난복구체계(NDRF)는 국가재난대응체계(NRF) 중 복구대책 강화를 위해
2011년 새롭게구축된재난관리체계이며, 초･중기복구뿐만아니라, 장기복구와재
해완화대책마련까지도포함하고있다. 초･중･장기복구대책에서포함되는분야는재
해로발생한잔해물처리부터대피소, 임시주택, 피해자심리치료, 공공보건, 재해완
화는물론지역경제활성화대책까지포괄하고있다. 국가재난복구체계(NDRF)가 수
립된초창기에는주로복구기능강화에만초점을두고구축및운영되었지만, 현재에
는재해발생전에피해를저감하기위한예방대책부터대응, 그리고복구까지재해대
응 전체단계를 포괄하도록 확장･운영되고 있다(FEMA, 2016). <그림 4-7>에서는
국가재난대응체계와국가재난복구체계의재난대응단계별･분야별고려사항을제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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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NDRF)

: FEMA, 2016. “Pre-Disaster Recovery Guide for State Governments”. p.67

대형재해에의한피해가빈번한플로리다및미국북동부의주･지방정부를중심으
로 재해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복구와 예방을 연결하는 다양한 복원력 강화정책을 수
립･운영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빈번한 대형 홍수재해 발생 이후 복구와
예방사업등을고려한종합적인대책수립을위해‘재해발생이후재개발계획(PDRP,
Post-Disaster Redevelopment Plan) 가이드라인’(2011)을 구축하여 관련 지자체에
배포하고있다. 미국북동부지역에위치한Jersey Shore 지역에서는2012년허리케인
샌디이후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복구와피해저감대책을동시에고려하는복구계획
및사업을수행하고있다. 미국의복구사업은단순한원상복구인회복(Restoring), 일
부 방재시설물 재건(Rebuilding)을 넘어 복원력 강한 지역사회로의 재형성
(Reshaping)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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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재난관리청에서는플로리다주의 ‘재해발생이후재개발계획(PDRP) 가이
드라인’ 등에기초하여주정부및지방정부를위한‘사전복구계획(PDRP, Pre-Disaster
Recovery Plan) 가이드라인’을구축및배포하였다. 미국연방재난관리청에서는2016
년주정부를위한사전복구계획가이드라인을구축하였으며, 2017년에는지방정부를
위한 사전복구계획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 배포하였다.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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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플로리다 PDRP 및 FEMA의 사전복구계획 가이드라인
미국남동부에위치한플로리다주는허리케인경로상에위치하고있으며, 낮은저
지대및기후적특성으로홍수에매우취약한지역이다. 2004년과2005년, 허리케인
시즌에플로리다주에서는12개의대형폭풍이영향을미쳤으며그중7개의폭풍으로
대형피해가발생하여대통령령에의해재난지역으로선포되었다. 특히, 플로리다전체
인구의78%가 35개해안카운티에거주함에따라해안지역은허리케인등에의해막
대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플로리다에서는‘재해발생이후재개발계획(PDRP)’ 가이드라인을수립
하였다. 2011년구축된플로리다의‘재해발생이후재개발계획(PDRP)’ 가이드라인
은재해완화를고려한복구계획을재해발생이전에수립함으로써지역의복원력을강
화하는것이며, 단순원상복구가아닌지역의재형성(Reshape)을통해지역의복원력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플로리다 PDRP는 지역 포괄적 계획(우리나라의 도시관련 계획), 안전관리기본계
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교집합적인성격을가지고있는종합계획이며, 사전에재개
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4-9 |

: Florida Department of Community Affairs et al. 2010. Post-Disaster Redevelopment
Planning.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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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RP 가이드라인에서는재해복구시6개분야(토지이용, 주택, 경제적복구, 기반
시설및공공시설, 의료및복지, 환경)를대상으로최소, 권장, 상급수준의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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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RIDA DEPARTMENT OF COMMUNITY AFFAIRS et al. 2010. Post-Disaster Redevelopment
Planning. 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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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과2017년에미연방재난관리청에서구축한‘사전복구계획(PDRP)’가이드라인
은2011년구축된플로리다의‘재해발생이후재개발계획(PDRP)’ 가이드라인등에
기초하여수립되었으며, 단지풀네임(Full Name)만다를뿐재해발생이전에면밀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복구및재해예방을 동시에수행한다는면에서는동일한목적을
가지고 있다.
미국연방재난관리청의사전복구계획가이드라인에서는주정부와지방정부의역할,
단계별주요활동및계획수립을위한타임라인등을제시하고있다. 주정부사전복구
계획가이드라인에서는광역차원에서사업우선순위선정, 예산활용, 지방정부와의연
계등의내용을주로포함하고있으며, 재해가발생하지않았을때는재해복구를위해
준비된예산을예방사업우선순위에따라재해저감대책에활용하도록제시하고있다.
지방정부의사전복구계획가이드라인에서는지역의재해특성을고려한계획수립, 방
재를고려한도시재생사업, 지역공동체참여등실질적인실행계획수립방법과주정
부및연방정부와의계획연계등지자체의역할을제시하고있다. 또한, 사전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단계별 주요 활동과 계획단계별 타임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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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MA. 2016. “Pre-Disaster Recovery Planning Guide for State Governments”, FEMA, 2017.
“Pre-Disaster Recovery Planning Guide for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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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MA, 2017. “Pre-Disaster Recovery Guide for Local Governments”. p. 28

(2) 미국북동부지역의재해복구사례
① Jersey Shore 지역의 재해복구 및 복원력 강화 사례
Jersey Shore 지역은뉴저지주의해안지역으로전체약240만명의인구가거주하
고 있는 30여개의 작은 도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뉴욕과 필라델피아 대도시
사이의약227km의해안선을따라4.8 ~ 9.5km 사이에위치한지역이며, 2012년에
발생한허리케인샌디에의해막대한피해를입고, 최근까지도재해복구와예방을동
시에 고려하는 방재대책을 활발하게 수립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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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sey shore

: https://geology.com/cities-map/new-jersey.shtml

Jersey Shore 지역에서는복원력을강화하기위해예방(Prevention), 완화(Mitigation),
복구(Recovery) 등의재해대응단계별대책을수립･운영하고있다. 예방대책은재해피해

106

를근본적으로차단하는대책이며, 위험지역에대한개발회피를최선의대책으로강구하
고있다. 예방차원에서Coastal Blue Acres 프로그램을활용하여재해취약지역의사유
지를 국가에서 구입하여 공공용지로 편입시키고 재해가 발생해도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게발생하는야외레크레이션장소로활용하고있다. 또한, Blue Dunes Project를
기획하고있는데이는재해취약지역뿐만아니라재해저감에유리한지역을국가에서
구입하여 대규모 방재시설물을 설치하는 예방사업이다.
피해완화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등급평가시스템(CRS, Community Rating
System)’ 등과 연계하여 풍수해보험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완화대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홍수위험지도 구축, 주민참여, 계획 및
규정, 홍수피해경감대책등을포괄하여CRS 점수에따라5 ~ 45%의할인율을적용하
고 있으며, CRS 평가기준 중 300과 400 series에서는 홍수위험지도 구축과 정보활용
부분을강조하고있다. 또한, 지역별재해위험및토지이용특성에 따라습식방재대책
(Wet-proofing)9)과건식방재대책(Dry-proofing)10) 방법에따른피해완화대책을제
시하고있다. 습식방재대책에서는홍수가발생해도피해가상대적으로적게발생하도
록필로티설치, 토지이용대책등을수행하고있으며, 건식방재대책에서는홍수가발
생하지않도록사전에방재시설물등을설치하는대책을제시하고있다. 광역차원에서
는 지자체에서 마스터플랜과 조례에 재해완화를 위한 건축물, 토지이용 관련 항목을
포함시키는것이가장효과적인방법이라고제안하고 있으며, 홍수터보전, 개발권양도
제(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이격(Set-back), 용적률등의방법활용
을제시하고있다. 개발권양도제는 홍수위험도가높거나오염가능성이높은지역중
개발밀도가낮은지역의사유지를공공또는농장주등이매입하여보전하는대책으로
비점오염저감, 홍수저류, 지하수충전등에활용하는정책이다. 광역차원에서수행하
고 있는 복구정책은 지역별 SWOT 분석이 포함된 재해완화 보고서 작성과 보조금에
9)

,
CRS

,
10)

,

4

․ 107

의한정책확산등을제시하고있다. 지역별SWOT 분석은재해발생이전에재해완화
보고서를작성하는것으로사전복구계획과유사한개념을가지고있으며, 보조금에의
한정책확산등은지자체간경쟁등을통한보조금을지급함으로써 지자체의자발적
참여를유도하고, 동기를부여하는정책(Sprinkler Policies)으로샌디피해복구가한참
이던 2013년에는 Jersey Shore 지역에서 18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② 지자체의 맞춤형 복구사례
본 연구의 공동연구기관인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에서는 Jersey Shore 지역내 30개
도시중에서 지역적 특성과 재해복구 특성이 다른 3개의 도시(Toms River, Atlantic
City, Mantoloking)를대상으로2012년허리케인샌디피해이후복원력강화정책을
관련문헌조사와공무원및전문가인터뷰등을통해조사하였다. 본보고서에서는간
략히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다.
Toms River는2012년허리케인샌디에의해가장많은피해가발생한지역중한
곳이며, 복구는 단순 원상복구가 아닌 복원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시민참여를유도하여복구를수행한지역이다. Toms River는2012년허리케
인샌디에의해6,500여채의주택이침수및파손되는등전체적으로약20억달러(약
2조1800억원)의피해가발생하였다. 피해발생이후, 방재시설물설치를통한건식방
재대책방법과필로티등을활용한습식방재대책방법을병행하는방법으로지역의재
해취약특성을반영하였다. 특히필로티설치를통해풍수해보험료를인하하는방안을
모색하여주민들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였다. 또한, 사유지를국가및지자체등에
매수하는개발권양도제를통해재해위험이높은사유지를공공용지로활용, 위험지역
개발회피등을유도하였고, 최근에는교통계획과연계하여재해에위험하지않은지
역으로개발을유도하는대중교통지향형개발(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재해저감대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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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 Toms River

: ( ) Toms River

2012

, ( )

Atlantic City는단일산업(호텔및카지노)의의존도가높은지역이며, 홍수피해이
후지역경제가붕괴되어중앙정부지원및시민참여등을통해지역의복원력을강화하
고있는지역이다. 허리케인샌디발생직후, 지자체에서는지역의대표산업인카지노
복구를최우선으로추진하였지만, 주변지역은복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오히려
카지노산업에도악영향을미쳐지역경제에위기가발생하였다. 최근에는12개카지노
중5개가폐업을하는등관련산업과관련하여약15,000명의실직자가발생하였고,
지역경제의악영향및예산부족등으로복구및복원력정책수행에한계가발생하였
다. 이러한지역경제악화를고려하여FEMA, USACE, HUD 등연방정부및주정부
에서는방재대책지원및모니터링을수행하고있으며, 지방정부에서는세금혜택을통
해 카지노 산업유치 및 PILOT(Payments in lieu of taxes)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Atlantic City의 주민 대다수가 저소득계층인 점, 그리고 지역경제가
악화된 것 등을 고려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필로티 재건축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역류방지펌프(Check Valve)의 설치를 통해 CRS 등급을 높이고, 보험료를 인하하고
있다. 2017년현재까지도허리케인샌디피해가복구되지않은지역도많아지역경제
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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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toloking 지역은 지리적, 조경적으로 장점이 많은 지역이지만, 허리케인 샌디
발생 이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2012년 허리케인 샌디 발생 이후, 전체
528채의개인주택중약90%가 피해를입었으며, 이중10%는철거되었다. 이로인해
주민들은 주택을 매물로 놓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도하였지만 재해위험지역으로
건축물의매매가되지않았으며, 대규모별장지역인지역특성상공공에서매입하기에
는한계가발생하였다. 이에따라주민들은필로티건축물로주택을재건하여보험료
가 인하하도록 하였으며, 뉴욕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해안가 근처의 휴양지로서의
조경적 이점 등에 더불어 안전성을 확보하여 현재 건물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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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급격한환경변화로재해위험이가중되어재해발생가능성을전제로하는복원
력개념이방재분야에도입되고있다. 재해발생후신속한대응및예방을고려한복구
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관련정책이미흡한실정이다. 최근행
정안전부를중심으로방재를고려한교통계획인긴급수송로지정및운영관련정책이
논의되고는있지만, 정책연구가수행된수준이다. 재해가빈번히발생하는일본의경
우에는다양한긴급수송로를목적에맞게체계적으로지정및운영하고있다. 특히긴
급수송로는단순한지자체간의연결이아닌, 지역의재해취약특성을반영하여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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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거점을도로위계별로연결하고있어재해발생시신속한대응및복구를유도하고
있다. 또한, 긴급수송로는｢재해대책기본법｣ 등에의해제도화하고있어유관기관과
의협조도공고히하고있다. 미국의경우도신속한재해대응을위한긴급수송로정책
을운영하고있으며재해가발생한지자체와인근지자체, 그리고중앙과의연계협조
부분을 법･제도적으로 공고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재해발생시신속한재해대응및복구를수행하지못해피해가발생
한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급수송로지정및운영등과같은사전에방재를고려한교통계획제도의도입은매
우중요하다. 효과적인정책의운영을위해서는재해발생이전에지역의재해취약특
성을분석하고이를반영하여방재관련도로를지정하고, 관련부처의협력을공고히
하는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복원력은재해발생을전제로하기때문에재해복구가매우중요하며, 재해복구는향
후발생할수있는재해에대비하여예방을같이고려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우리나
라의경우도재해복구계획등이있지만, 주로재해가발생한후에구조적대책을활용
한원상복구수준을원칙적으로적용하고있다. 재해복구는단순원상복구수준인회
복과재건을넘어재형성을통해추후발생할수있는재해에대비하는것이매우중요
하다. 이러한관점에서최근미국에서는사전복구계획관련가이드라인을구축하고지
자체에서지역의특성을고려한대책을마련하도록유도하고있다. 2012년허리케인
샌디로막대한피해가발생한미국동부북의Jersey Shore 지역에서는복구사업을통
해 지역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미국의재해피해규모는상당히다르기때문에사전복구계획제도를바
로도입하는것은한계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지난10년간우리나라의연평균홍수
피해액은약5,000억원내외이지만, 미국의경우허리케인카트리나및샌디처럼단
일허리케인에의한피해액이100조원을넘는경우도있다. 미국에서는이처럼엄청
난홍수피해를경험함으로써사전에복구계획을수립하는제도도입이가능하지만, 우
리나라의경우일반적으로사전에복구계획을수립하자는의견은다소이해하기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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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있다. 하지만, 천안전력거래소피해, 포항지진피해등의재해는Natech 재난
생가능성을보여줬기때문에재해복구시후속재해를대비하여재해예방까지고려하
는것의필요성은인식할것이다. 그리고, 현대의도시는매우복잡하게연결되어있어
한 지역의 피해는 타 지역과 다양한 분야에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재해복구시원상복구를넘어재해예방까지고려하는사전복구계획관련정책
의 도입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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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우리나라의 복원력 도시 구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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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절에서는피해저감능력및피해회복능력과관련하여우리나라에서수행되고있는
주요복원력강화정책을조사하고한계점을도출하였다. 또한, 재해대응선진외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앞 장에서조사한내용을바탕으로재정리를해보면, 피해저감능력관련한계점은공
간자료불일치, 부처간협조미흡, 도시계획적대책마련미흡등이며방재를고려한도시
재생과관련해서는홍수위험자료미흡및관련적용기준미흡등이제시되었다. 피해저
감능력관련정책의개선을위해서는홍수위험관련공간데이터구축, 부처간협력강화,
그리고도시재생수행및적용을위한기준제시가필요하다. 피해회복능력관련정책은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제도의 도입이 우선되어야 하며 지역의
취약특성 반영, 부처간 협력 강화, 시민참여 유도 등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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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형도시계획
우리나라는 2011년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방재시설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까지
고려하는재해예방형도시계획정책을수행하고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등을개정하여방재및도시계획의연계성을강화하
고 있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공무원및엔지니어링종사자등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수행하였으며, 사례지역
을대상으로관련계획의연계성검토등을조사하였다. 도출된재해예방형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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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의주요문제점은공간자료의불일치에따른적절한도시계획적요소적용한계,
관련 부처간 협조 미흡 등이었다.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정책 관련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해외사례를조사하였다. 일본의경우에는1961년부터방재시설물과도시계획적대
책을병행하는재해예방형도시계획을수행하고있으며, 특히2003년부터는｢특정도
시하천 침수대책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부처가 공동으로 구조적 및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운영하고있다. 영국의도시계획은지속가능한발전을주된목표로하고있으며,
13개국가계획정책프레임워크중10번은‘기후변화, 홍수, 연안변화에대한대응’을
포함하여기후변화재해에대비하고있다. 특히, 전략적홍수위험평가를수행하여홍
수에 위험한 지역을 도출하고, 순차적 및 예외적 검증방법 등을 통해 홍수에 안전한
도시를구축하고있다. 지대가낮아홍수위험이높은네덜란드에서는제방등방재시
설물에의한구조적대책에의존도가높지만, 최근델타프로젝트2018에서는공간적
응을중요한이슈로제시하면서공간규모별도시계획적대책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현재수행되고있는재해예방형도시계획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방재시설
물과도시계획적대책마련에공동으로활용할수있는범용적인홍수위험데이터가필
요하며, 부처간협조를공고히할필요가있다. 최근도시계획적대책마련의중요성이
부각되면서‘도시기후변화폭우재해적응안전도시기술개발(2012~2015)’, ‘녹색
국토물관리 연구소 LID 사업단(2011~)’, ‘창의적 해양항만도시 인프라 저영향개발
(LID) 및관리체계구축사업단(2013~2020)’ 등많은국가연구에서친환경적, 재해
예방형도시계획적요소를개발하고있다. 하지만, 기존구축된홍수위험지도의경우
는과거침수흔적, 하천변등의침수예측도등이며이는위험지역도출과특정방재시
설물설치등을목적으로하고있어, 위험지역뿐만아니라전반적인취약특성을반영
하여도시계획적대책을마련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2016년에는｢도시기후변화재
해취약성분석및활용에관한지침｣이제정되었지만, 재해취약성분석방법은단순기
후노출과도시민감도공간지표의중첩을통해취약지역을도출하는방법이기때문에,
수문현상을분석하고홍수영향권등을분석하는내용은포함되어있지않아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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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책과방재시설물적대책을종합하는재해예방형도시계획에활용하는데는다소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은 방재, 도시 등 다양한 부처의 업무와
연관되어있어단순위험지역데이터공유를넘어장기적인측면에서부처간의계획을
조정 및 조율할 수 있는 협조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2) 방재를고려한도시재생사업
우리나라는2014년부터도시재생사업에서재해위험관련기초조사를수행하고있으
며,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재해위험을
저감시키도록권장하고는있지만, 현재재해에위험하여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지정
된사례는없다. 최근발생한포항지진을계기로도시재생뉴딜사업과연계한재난지
역재생방안에대한논의가되었으며, 지진피해가발생한포항을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재난지역을 재생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일본, 네덜란드, 독일 등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일본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도시재생안전확보계획을 수
립하도록유도하였으며, 실제로요코하마시의경우도시재생안전확보계획을수립하여
운영하고있다. 네덜란드의경우에는재해위험지역을중심으로‘느린도시’전략을활용
하고방재를고려하여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독일은다양한친환경대책을
활용하여 피해저감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방재를고려한도시재생사업수행이미흡한이유는가이드라인에서명시
된 내용이 권장수준이며,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부재한 것도 이유중에
하나이다. 포항지진이후도시재생뉴딜사업과연계한재난지역재생을정책화하도록
하고있어, 향후방재를고려한도시재생사업이추진될것으로예상은되지만, 피해가
발생한지역뿐만아니라취약한지역에대해서도대책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또
한, 지진등대비책이미흡하고피해파장이높은재해뿐만아니라현재우리나라에서
가장많은피해를미치고있는홍수등에대한대책마련과지역의특성을고려하는재
생사업 추진 등도 향후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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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방재를고려한교통계획
최근행정안전부에서는긴급수송로등방재도로관련정책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
관련계획을수립중에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에서는재해발생시통행제
한등을포함하고는있지만, 재해대응전용도로인긴급수송로관련정책은부재하다.
대형재난이빈번하게발생하는일본및미국등에서는재해발생이전에지역의재
해취약특성과연계하여긴급수송로를지정하고있으며, 재해발생시신속하게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부처간의 협조체계 강화를 법･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우리나라에는관련정책이부재하기때문에긴급수송로관련정책을도입하는
것이우선되어야하며, 긴급수송로는지역의재해취약특성을고려하여재해발생이전
에 선정하고 관련 부처간의 역할을 법･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사전복구계획
우리나라의재해복구는재해발생이후에관련계획을수립하고, 방재시설물적대책
위주의원상복구수준으로이루어지고있다. 대형재해가빈번하게발생하는미국의경
우에는복구를통한지역사회의복원력강화를목표로국가재난복구체계를구축하였으며,
미국연방재난관리청에서는주정부및지방정부를위한사전복구계획가이드라인을제
시하고있다. 미국에서는사전복구계획이란용어가공식화되어서제도화된것은최근
이지만, 지역사회등급평가시스템등과연계하여홍수보험료를산정하는등지자체및
주민참여를유도하고재해복구시예방까지고려하여지역의복원력을제고하고있다.
재해위험이커지고있는현상황에서재해복구등을기회로복원력강화도시를수립
하기위해서는사전복구계획과유사한정책을도입하는것이필요하다. 사전복구계획
을수립하기위해서는우선재해위험지역도출이필요하며재해취약특성을고려하여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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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 절에서는 복원력 도시 구현을 위해 복원력을 피해저감능력과 피해회복능력으로
구분하고, 각각 재해예방형도시계획, 방재를고려한도시재생과방재를고려한교통
계획, 사전복구계획등대표적인정책의주요문제점및해외시사점을바탕으로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표 5-1>.
모든정책에서공통적으로제기되었던개선방향은홍수취약성공간데이터의구축이
었다. 홍수취약성공간데이터는기존방재시설물설치및관리뿐만아니라도시계획,
도시재생, 교통, 복구계획등에범용적으로활용가능한데이터의구축을말한다. 또
한, 기존방재부서에서주로수행하던방재업무를도시계획등타부서와공동으로업
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관련부서간업무조정및협력을강화하기위한조직, 즉범부
처협의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현재우리나라도시방재정책은피해저감능력강화
를위한관련정책이도입되고는있지만, 방재를고려한교통계획과사전복구계획등
과같은피해회복능력강화를위한관련정책의도입은미흡하기때문에, 복원력강화
를위해서는피해회복능력강화를위한정책의도입또한필요하다. 복원력강화를위
해서는구조적대책과지역의방재역량강화를병행해야한다. 특히, 지역의방재역량
은조직, 예산, 시민참여유도등상대적으로변하기쉬운것이기때문에정기적으로
평가및모니터링을수행하고평가결과와연계하여지역맞춤형대책을수립하는것이
중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관련 정책의 개선방향에 기초하여 크게 범용적 홍수위험 데이터 구
축, 범부처협의체계구축, 피해회복능력강화정책도입, 복원력평가제도화및복원
력 강화 가이드라인 구축 등 4가지 정책을 제언한다. 4가지 정책 중에서 현재 가장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정책의 개선방향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범용적홍수위험데이터구축과범부처협의체계구축을중･단기정책으로제시
하며, 나머지피해회복능력강화정책도입및복원력평가결과와연계한복원력강화
방안 마련은 장기 정책으로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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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범용적홍수위험데이터구축
현재우리나라에서는｢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8조에서재해지도의종류를명시
하고있다. 법률에서명시하고있는재해지도는크게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
보지도로구성되어있다. 침수흔적도는태풍, 호우, 해일등으로인한침수흔적을조
사하여 표시한 지도, 즉 과거피해 흔적이다. 침수예상도는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
강우및태풍, 호우, 해일등에의한침수범위를예측하여표시한지도로크게홍수범
람위험도, 해안침수예상도로구성된다. 홍수범람위험도는홍수에의한범람및내수배
제불량등에의한침수지역을예측하여표시한지도와｢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
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및제5항에따른홍수위험지도를말하며, 해안침수예상도
는태풍, 호우, 해일등에의한해안침수지역을예측하여표시한지도, 즉수문시뮬레
이션을통해미래홍수정도를예측하여작성된지도를의미한다. 재해정보지도는침수
흔적도와침수예상도등을바탕으로재해발생시대피요령, 대피소및대피경로등의
정보를표시한지도이며, 피난활용형, 방재정보형, 방재교육형재해정보지도로구분된
다. 피난활용형재해정보지도는재해발생시대피요령, 대피소및대피경로등피난에
관한정보를지도에표시한도면이며, 방재정보형재해정보지도는침수예측정보, 침수
사실정보및병원위치등각종방재정보가수록된생활지도, 방재교육형재해정보지도
는 재해유형별 주민 행동 요령 등을 수록하여 교육용으로 제작한 지도를 의미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제시한재해위험지도 외에도 타 법에 의해서 작성되는재해
위험지도도있다. ｢풍수해보험법｣ 제25조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작성등에근거하여
현재 풍수해보험관리지도가 작성되고 있다. 현행 풍수해보험은 시･군･구별로 동일요
금제가적용되고있다. 하지만, 같은행정구역에서도위험도에따라다른요율제를적
용하기위해수해, 풍해, 설해관련풍수해보험관리지도제작이2013년부터진행중이
다.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등에근거하여재해취약성분석
을 수행하고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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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구축된재해위험지도의경우방재시설물대책과도시계획적대책을병행하는
재해예방형도시계획수립등에활용하기에는한계가발생한다. 먼저｢자연재해대책
법｣에의한침수흔적도는과거피해이력이기때문에가장신뢰성있는자료이기는하
지만, 기후변화, 도시화영향등을고려못한한계가존재하며, 침수예상도의경우는
모델링을통해미래를전망하였으나, 대체적으로방재시설물설치를지원하기위한지
도이기때문에도시계획적대책마련에는한계가있다. 또한, 재해정보지도의경우침
수흔적도, 침수예상도를기반으로피난, 교육, 관련정보등을제공하는자료이기때
문에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등과유사한한계가있다. 현재구축중인풍수해보험관
리지도의경우위험지역에따른보험비용차별화를위한데이터이며침수흔적도, 침수
예상도보다는넓은범위에서활용이가능할것으로판된되나, 지역의취약특성을반영
하고그에따른도시계획적대책마련을수행하는데는한계가있다. 또한, 재해취약성
분석의경우공간지표데이터를활용하여재해예방형도시계획적대책마련을위해구
축되었으나, 침수영향권등의정보가부재하여구조적대책과도시계획적대책을동시
에 고려하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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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대책과도시계획적대책등에범용적으로활용할수있는홍수위험데이터는
방재시설물설치등을위한침수범람범위뿐만아니라다양한도시계획적대책마련을
위해 침수지역 이외 지역에 대한 홍수위험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홍수위험정보는도시를구성하는다양한정보즉기반시설, 건축물, 시민등도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 기후변화 정보
등을포함하여미래취약성등도반영할필요가있다. 재해취약성분석방법은재해예
방형도시계획수립이기때문에, 재해취약성분석방법을개선하여방재시설물설치뿐만
아니라도시계획적대책수립에종합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법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

(2) 범부처협의체계구축
최근초연결사회가되면서단일부처에서모든관련업무를수행하는데는한계가있
으며, 특히기후변화, 방재와같이폭넓은범위에영향을미치는분야에서는범부처
공동업무수행은선택이아닌필수가되어가는실정이다. 이러한현실을반영하여, 현
재우리나라에서는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범부처협력으로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을수립및운영하고있다. 제1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은지난2010년수립되었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4개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였다. 제1차 국가기후변화적응
대책에서는기후전망자료마련, 농수산･생태계･인프라등의취약성을분석하여관리
강화방안마련, 지자체대책수립(17개광역, 168개기초) 등의성과를도출하였다.
제2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에서는1차보다많은20개부처가추진하고
있으며, 1차대책의성과를보완･발전하여과학적인기후변화리스크분석을바탕으로
분야별연계･통합을강화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특히, 국제적으로기후변화적응의
중요성강조, 국내적으로는고령화가속으로인한위험증가등대･내외적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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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은‘기후변화적응으로국민이행복하고안전한사회구
축’을비전으로‘기후변화로인한위험감소및기회의현실화’를목표로4대정책(과
학적 위험관리, 안전한 사회건설, 산업계 경쟁력 확보, 지속가능한 자연자원관리)을
추진하고있다. 본연구에서제시한각 정책별개선방향을보면, 재해예방형도시계획
수립의실효성제고와방재를고려한교통계획수립및운영등을위해서는방재, 도
시, 교통 등 관련 부서의 업무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도시재생, 사전복구계획
등의경우도도시계획, 방재등관련부처의협력을통해정책의실효성을강화할수
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면, 범부처협의체계구축이매우중요하지만, 별도의범부
처협력체계구축을제시하는것은현실상많은어려움이있다. 그래서, 현재기후변
화, 재해등에관련하여범부처협의체계를구축하고있는제2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
책에서복원력강화방안과부처간업무협력을논의하는것을제안하다. 특히, 본연구
에서논의되고있는복원력도시구현은4대정책중에서과학적위험관리, 안전한사
회건설등과매우관련성이높은분야이다. 또한, 지속적으로도시의복원력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적응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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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회복능력강화정책도입
우리나라는2011년우면산산사태를계기로기존방재시설물의존적인방재정책에
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방재를 고려한 도시재생 등을 도입함으로써 피해저감능력
강화를위한정책이도입되고있다. 현재도입된피해저감능력강화정책은아직초창
기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하며, 피해회복능력 관련 정책의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다.
복원력은재해발생가능성을전제로하기때문에, 재해발생시신속한대응을수행
할수있는교통분야의대책마련은필요하다. 현재신속한대응을위해인력, 자원등
에의존하는기존방재정책과더불어재해발생이전에지역의재해취약특성등을고려
하여긴급수송로를지정및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 현재｢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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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재난발생시 긴급수송을 위한 통행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전에
긴급수송로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 및 제도마련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관련법에긴급수송로관련정의를명시하고긴급수송로지정방향및운영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속한대응과더불어예방을고려하는재해복구를수행함으로써다음에발생할수
있는재해에대비하는것도매우중요하다. 미국등에서는재해발생가능성을전제로
복구시지역의복원력을강화하기위해사전복구계획을수립하도록권장하고있다. 미
국과한국의재해특성및피해규모등이차이가있기때문에재해발생을전제로하는
사전복구계획자체를직접도입하는데는한계가있어보인다. 하지만, 점차기후변화
등으로 자연재해 위험은 커지고 있고, 복잡한 현 도시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Natech
재난으로악화될가능성이매우높기때문에재해예방과연계한복구계획을수립하는
것은중요하다. 이러한맥락에서행정안전부의‘재해예방사업및제도발전방안기초
연구용역’ TF 에서도 복원력 개념 도입을 복구와 예방단계 사이에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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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재난으로 빈번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미국의 경우 최근에 사전복구계획 제도를
도입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도이와유사하게복구와예방을동시에고려하는제
도를도입할필요가있으며, 이러한제도의우리나라도입은대형자연재해로막대한
피해를경험하였으며복구와예방을동시에고려하여사전복구계획등의제도를도입
한미국의경우를면밀히검토하고우리나라실정에맞도록제도를도입하는것이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사전복구계획 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할 때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미국 사전복구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재해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재해발생
이전에재해취약특성에따라복구또는예방사업의우선순위를선정하고있으며, 재
해가발생하지않았을시에는우선순위에따라예방사업을수행하고있다. 관련사업
비에대해서는현재광역또는기초지자체에서매년적립하고있는법정의무기금인
재난관리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최저적립액의15% 이상을의무예치하고나머지금액은용도에맞게사용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다. 재난관리기금의용도는재난및안전관리를위한공공분야재난예방활
동과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재난피해
시설(국가･지자체소유또는관리시설)에대한응급복구또는긴급한조치, 지자체의
긴급구조능력확충사업, 대피명령또는퇴거명령을이행하는주민에대한임대주택으
로의이주지원및주택임차비용융자, 재난의원인분석및피해경감등을위한조사･
연구, 재난피해자에대한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을위한상담활동, 감염병또는가축
전염병의확산방지를위한긴급대응및응급복구등에사용할수있도록명시하고있
다. 2014년9월을기준으로전국243개광역및지자체재난관리기금누적적립액은
총3조9,910억원이며, 광역또는각 지자체에매년적립하고있지만예방사업에활발
하게활용되지못하고있다. 재난관리기금을재해발생시에는복구비, 재해가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예방사업 수행비용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복구와예방을동시에고려하는계획을수립할때광역및기초지자체등의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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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정립할필요가있다. 재해발생시대응대책수행또는예방및복구사업수행
시가장우선시되는기관은직접피해를경험하고대책을마련해야하는기초지자체이
지만, 더넓은범위에서기초지자체간의역할을조정하고운영하는광역지자체의역할
도매우중요하다. 우리나라재난관리실태점검제도에서도광역과기초의역할이다름
을인지하여시･도와시･군･구를위한세부지표를별도로설정하여운영하고있다. 또
한, 미국연방재난관리청에서는2016년도와2017년도에각각 주정부와지방정부를위
한사전복구계획수립가이드라인을구축하여제시하고있다. 미국의사전복구계획가
이드라인을보면광역차원에서는지자체간역할조정, 지자체지원및독려, 모니터링
등전반적인내용을중심으로역할을부여하고, 기초지자체에서는지역내예방사업우
선순위 선정, 시민참여 독려, 지역내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역할을부여하고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우리나라특성에맞는사전복
구계획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사전복구계획가이드라인에서는도시계획, 방재계획, 안전계획등과연계하
여도시계획내에관련계획을수립하거나, 별도의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고제시
하고있다. 사전복구계획은아니지만, 우리나라의재해예방형도시계획에서는재해취
약성을우선분석하고도시계획적대책을수립하도록제시하고있으며기존방재대책
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의 재해위험지역 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 결과 등에서 검토한 것처럼 데이터는
단순데이터공유수준이며, 부처간협력은미흡하여재해예방형도시계획정책의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 사전복구계획의 기초가 되고 있는
플로리다주의‘재해발생이후재개발계획(PDRP)’에서는도시, 방재, 안전계획등의
연계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의 ‘재해발생 이후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는것을권장하고있다. 또한, 도심지홍수피해가빈번히발생하여특정지역을
대상으로종합적인구조적및비구조적대책을강구하기위한특정도시하천침수대책법
을제정한일본의경우도도시, 방재, 안전계획등의연계와별도의방재대책수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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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전복구계획등재해발생후복구와예방을동시에고려하는계획에서포함되어야
할내용은전통적방재대책에서제시하고있는구조물적복구대책과더불어토지이용,
주택, 기반시설및공공시설, 환경, 의료및복지와장기적인측면에서의지역경제복
구및활성화등도포함될필요가있다. 홍수등자연재해가대형화되는실정이며, 홍
수는 단순 한 지역의 침수와 직접피해를 넘어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6년태풍차바에의해발생한울산현대자동차공장피해와2017년천안전력거래
소에서발생한홍수재해가한지역의재해를넘어그지역의경제여건과타지역에까지
영향을미칠수있는Natech 재난으로악화될가능성을보여준재해라고할수있다.
기후변화, 도시화등의영향으로이러한재해는향후얼마든지발생할수있기때문에
단순방재시설물대책마련, 도시계획적대책마련을넘어환경, 의료및복지, 지역경
제의복구및활성화등도고려할필요가있다. 미국에서는2005년허리케인카트리나
로인한뉴올리언즈의지역경제붕괴, 2012년허리케인샌디에의한Atlantic City의
지역경제악화등의대규모피해를경험하고사전복구계획을방재뿐만아니라더넓은
분야를함께고려하는종합계획으로수립하도록제안하고있다. 환경분야도사전복구
계획을수립하는데매우중요한요소이다. 도시화가급진하면서자연적인방재역할을
수행하던 환경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며, 편의성 및 경관 등을 목적으로 전통적으로
취약한지역이개발되고있다. 2005년뉴올리언스사례는자연적으로방재기능을수
행하는환경생태계의붕괴를피해악화원인으로논의하고있으며, 재해예방형도시계
획관련설문조사에서도많은공무원및관련엔지니어링종사자들도방재계획과환경
계획의연계필요성에대해서제기하였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미국사전복구계획에
서는6가지주제(토지이용, 주택, 기반시설및공공시설, 환경, 의료및복지, 지역경
제)를포함하고지자체별특성등을고려하여최소, 권장, 상급달성수준을제시하고
있다. 향후우리나라실정에맞는사전복구계획관련제도를수립할때는연관분야와
최소 달성 수준 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도시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및활용에관한지침｣에서는재해취약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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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재해예방형도시계획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도록제시하고있으며, 2017년에
는지침이일부개정되어‘도시복원력을감안한재해예방형도시계획수립’을제시하
고있다. 즉, 재해예방형도시계획은재해예방에만초점을두지않고, 복원력개념을
도입하여복구까지도고려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현재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사전복구계획관련내용을검토하여우리나라에실정에맞게조정하여포
함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복원력평가제도화및가이드라인구축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지역의 재해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비구조적 대책과
더불어방재시설물설계기준강화와도시계획적대책등이종합적으로병행되어야한
다. 1차년도연구에서는조직, 예산, 시민참여등비구조적대책을중심으로복원력을
평가하는방법을제시하였고, 2차년연구에서는우리나라에취약한도시계획적측면에
서 복원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1차년도연구에서개발한복원력평가방법은복원력을지역의기후및물리적재해
취약성을 고려한 지역의 전체 단계의 재해대응 능력으로 보고, 지역의 재해취약성을
분석하기위해전국단위재해취약성분석결과를적용하였으며, 재해역량부분은행정
안전부에서수행하고있는재난관리실태점검의세부결과를활용하여전국및지자체별
복원력을 평가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재난관리실태점검 등 지자체의 역량을
파악하고모니터링하기위한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평가결과에따라지자체에행정
및재정적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다. 변화하기쉬운지자체의역량을매년평가하고
인센티브를부여함으로써지자체에모티브를제공하는것은매우중요한일이다. 하지
만, 지역의복원력강화를위해서는단순평가결과에따른인센티브부여를넘어, 복원
력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도 취약성을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의참여도유도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우선재해취약성분석, 재난관
리실태점검등과같이현재운영되고있는제도를연계하고, 복원력평가방법을제도
화하며 평가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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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복원력평가결과와연계한지역맞춤형복원력강화관련가이드라인구축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지역사회 평가시스템(CRS)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의 복원력을
평가하고이를풍수해보험등과연계하여지자체및주민의참여를유도하여지역맞춤
형복원력강화를수행하고있다. 또한, 미국주택및도시개발부(HUD)에서는다양한
복원력강화경쟁대회를개최하고있으며, 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복원력을강화하도
록지자체참여를유도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이러한점을고려하여복원력평가
및강화를제도화하고관련가이드라인을구축하여실효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복
원력관련가이드라인에는복원력평가방법, 취약성도출, 개선방안제시및지역맞춤
형대책등의내용을포괄할필요가있다. 현재, 재해예방형도시계획제도가운영되
고있으며, 예방뿐만아니라복구까지고려하는형태로발전하고있다. 하지만, 아직
까지는명확한재해예방형도시계획수립가이드라인등을제공하지는않고있으며,
단지방재지구가이드라인, ｢도시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및활용에관한지침｣에서
의방향성제시, 지자체공무원대상국토연구원교육등을통해단편적으로관련내용
을제시하는수준이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 재해예방형도시계획관련가이드라인
을구축하고, 복원력평가및적용방법, 취약성도출, 지역맞춤형대책제시등을포괄
적으로 포함하여 신규 구축할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관련 가이드라인을 복원력 강화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확대･구축할 필요가 있다.

3.
본절에서는앞에서제언했던정책들의실효성제고를위해관련법･제도의개선방
향에대해서제시한다. 현재도시계획관련지침에서복원력개념이도입되었으며, 행
정안전부에서도복원력개념이도입되도록관련법･제도를개선하도록계획중이지만,
아직복원력강화를위한정책의제도화를위해서는수행되어야할일이많다. 또한,
복원력 강화정책은 최근에 제도화 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등과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현행수행되고있는도시방재관련정책도수행초창기이기때문에개선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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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많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복원력강화를위한정책의실효성있는제도화정착을
위해본절에서는최근제도화된도시방재정책을수정및확대하는방향으로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1)
(1) 복원력개념도입
지난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방재정책의 발전을 위해 ｢도시･군관리계
획수립지침｣을일부개정하여복원력도시개념을도입하였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
지침｣에서는‘기후변화및도시화로대형화되는자연재해에도시시스템의지속가능성
을강화하기위해피해저감형토지이용과시설물입지･설치계획등으로예방및대비
하고, 신속한대응및피해복구가포함된도시복원력개념을감안하여수립한다.’라고
명시하고있다. 또한, 2017년에는｢도시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및활용에관한지
침｣이일부개정되어, ‘4-1-3 도시복원력을감안한재해예방형도시계획수립’부분이
포함되었지만, 아직까지는 복원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
다. 2017년도행정안전부에서는 ‘재해예방사업및 제도발전방안 TF’를구축하였으
며, 복원력개념을방재관련법･제도에반영하는것을TF 목적중에하나로제시하였
다. TF에서 논의된 잠정적인 결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해복원력이란
대규모재난대비예방, 대응, 복구전과정의유기적인관리를고려하여재해위험을
저감하고, 신속하게대응하여장래재해의영향을저감하는방향으로복구활동을진행
할수있는능력을말한다.’라고복원력개념을정의하고, 복원력은복구와예방단계
에서도입하는방향으로제시하고있다. 복원력개념이도입되고있는관련법및지침
은 복원력 관련 선행연구 등에 기초하여 정의 및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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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선행연구에서는Resilience를복원력, 리질리언스, 회복탄력성, 방재력등다
양한 용어로 설명하였으며, 그 의미도 다소 차이가 있게 정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6년과2017년도에도시계획관련지침에서‘도시복원력’이라는용어로복원력개
념이방재분야에도입되고, 방재관련주무부서인행정안전부에서도복원력개념을방
재에도입하기위해전문가및관련공무원등을대상으로TF를운영하는것은매우
고무적이라고할수있다. 특히, 재해발생을전제로재해발생전피해저감과재해발생
후피해회복을위한능력으로방재분야에복원력개념을유사하게도입하고있다. 추
후복원력대책마련의실효성제고를위해서는관련용어의통일(국토교통부의‘도시
복원력’, 행정안전부의‘방재복원력’ 등)과더불어관련방재정책을연계･운영하는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재해취약성분석지침개선
재해취약성분석과그결과를활용하는재해예방형도시계획은기존방재시설물에
의존적인전통적인방재대책을넘어도시자체의재해대응능력을강화하기위한제도
이다. 하지만, 아직은 제도 도입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본연구에서수행한설문조사및사례조사등에서는방재계획과도시계획에서별도의
위험지도를활용하고있어방재시설물과도시계획적대책을종합적으로활용하는재해
예방형도시계획수립의본취지에맞게운영되는데한계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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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점을고려하여재해취약성분석방법이명시되어있는｢도시기후변화재해취
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재해취약성분석은6개재해(폭우, 폭염, 폭설, 강풍, 가뭄, 해수면상승)를대
상으로현재및미래의기후노출과도시민감도를공간지표의중복을통해각각 취약성
을분석하고, 현재취약성과미래의취약성을중복하여도시종합재해취약성을도출하
는등재해별관련지표만다를뿐모든재해에대해서동일한형태로분석이이루어진
다. 폭우(홍수재해)와관련해서현재해취약성분석방법으로는지역내상대적재해취
약특성은분석할수있지만, 실제홍수범람이발생한위치와홍수규모, 홍수빈도등과
같은홍수현상을분석하는데는한계가있으며, 방재시설물과도시계획적대책을종합
적으로고려하는재해예방형도시계획수립에도한계가있다. 6개재해중에서현재
우리나라에재해피해가가장많이발생하고, 수문유출현상에따라피해장소및규모
가 다르게 나타나는 폭우(홍수재해)를 분석하는 방법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폭우분석의개선방향은현재해취약성분석과더불어수문분석방법을추가하여지역
내상대적폭우취약성뿐만아니라실제로범람이발생하는지역과범람규모등을종합
적으로 제시하는 지도구축이 필요하다. 수문분석 방법은 크게 중점관리대상지 선정,
기후변화를 고려한 강우시간분포 자료 생성, 침수해석, 영향권 설정 및 가시화 등을
포함할필요가있다. 지자체내모든지역에대해서수문분석을수행하는것은예산및
인력이많이소요되기때문에재해통계, 피해현황, 공무원면담등을통해우선적으로
수문분석을수행해야하는지역을선정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수문분석을수행하기
위해서는 강우시간분포 자료의 생성이 필요하며, 이는 과거 관측 데이터와 기후변화
시나리오데이터등을종합하여강우빈도별강우시간분포자료를생성할필요가있
다. 강우데이터등을바탕으로중점관리대상지역의침수분석을수행할필요가있다.
침수분석은외수분석과내수분석을수행할필요가있으며, 침수분석후에는실제범람
데이터와비교하고관련데이터를보정하는과정을통해분석의신뢰성을제고할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는유출량을바탕으로GIS 분석을통해홍수규모(침수심등)와빈
도등을종합하여영향권을설정하는것이필요하다. 현재국토연구원에서는재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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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형도시계획지원을위한영향권분석방법연구2)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현재의
재해취약성분석과의연계･활용부분과도시계획적대책적용가능지역선정등의공간
구획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재해취약성분석자료는재해예방형도시계획수립에활용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
있다. 재해예방형도시계획수립및관리를위해서는취약지역도출과더불어지역의
재해대응능력 현황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기 구축된 복원력
평가방법은관련정책을수행하는기관의능력, 예산, 시민참여등을바탕으로재해대
응능력을평가하고있으며, 1차년도연구에서는지역의재해취약특성을고려한재해대
응능력을평가하는복원력평가방법을개발하였다. 지자체별재해대응능력을조사하기
위해행정안전부에서수행하고있는재난관리실태점검자료를활용하였는데, 현재행
정안전부에서는지자체의모니터링차원에서이를매년조사하고재정적및행정적인
센티브만을지원하고있다. 현재행정안전부에서조사하고있는재난관리실태점검등
의자료와연계하고관련자료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및공유함으로써재해예방형도
시계획 수립 및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재해취약성분석과재해예방형도시계획은기존방재대책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
도시차원의재해예방능력을강화하기위한제도이며, 특히재해취약성분석은재해
에취약한지역을도출하기위한방법이기때문에기후노출, 민감도뿐만아니라실제
침수위험지역도출, 재해대응능력등을종합하도록방법론을개발하고관련지침을개
정할 필요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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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원력도시계획제도도입
｢도시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및활용에관한지침｣의제4장재해취약성분석결과
활용및지원체계에서보면재해취약성분석방법결과를재해예방형도시계획수립에
활용한다고기본활용방향을제시하고있다. 2017년도에는｢도시기후변화재해취약
성분석및활용에관한지침｣의일부내용이추가되어도시복원력을감안한재해예방
형도시계획을수립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으며, 크게재해발생전･후인예방･대비단
계그리고대응･복구단계로나누어서도시복원력강화를위한개략적인방향을제시하
고있다. 하지만, 재해예방형도시계획관련별도의가이드라인및지침이구축되어
운영되지는않으며, 기본적인방향은2014년에국토교통부에서발간한방재지구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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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인에기초하고있고국토연구원에서수행하고있는재해취약성분석교육과검증
등을 통해서 수행되고 있다.
최근에재해취약성분석결과를활용한재해예방형도시계획이제도화되었으며, 관
련지침에서도시복원력을감안하여재해예방형도시계획을수립하도록명시하고있
기때문에, 재해예방형도시계획이더이상재해발생이전만을고려하는, 즉‘예방형’
도시계획이 아닌 재해발생 이후까지 고려하는 확장된 도시방재 계획이라고 볼 수 있
다. 이러한측면에서보면재해예방형도시계획의명칭을복원력도시계획으로변경
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 재해예방형도시계획관련지침이부재한현
시점에서미국에서수행하고있는사전복구계획수립을위한가이드라인등에기초하
여 복원력 도시 계획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원력 도시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도시계획 관련 지침 및
규칙등에서재해예방만강조하고있는현행내용을재해발생후까지고려하도록확대
할필요가있다. 현재재해예방등도시방재내용을포함하고있는도시계획관련지침
및규칙은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 설치기준에관한규칙｣,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저탄소녹색도
시조성을위한도시･군계획수립지침｣ 등이있다. 각 관련지침의개정(안)은본과제
의선행연구로국토연구원과우드로윌슨센터가공동으로연구한2016년도국토교통부
보고서3)에서 제시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은 부록에 포함하였다.

2)
도시재생 관련 가이드라인 등에서는 재해관련 기초조사와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위험을 저감하는 대책마련을 수행하도록
권장하고는있지만, 현재까지는재해에취약한지역으로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지정된

3)

, 2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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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거의없다. 최근, 포항지진이후도시재생뉴딜사업과연계한재난지역재생방안
마련이정책화되는단계이기때문에이와맞물려관련법･제도를개선할필요가있다.
현재까지재해위험지역이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지정된경우가거의없는이유중
에하나는도시재생사업선정시방재에대한우선순위가낮은이유도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곳이 재해에 취약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유도
있다. 2017년12월7일재난지역도시재생과관련하여발표된국토교통부의보도자료
에따르면, 재난으로대규모피해를입은지역에대해서재난지역도시재생뉴딜사업
을추진하는정책을수립하도록계획중이다. 하지만, 재해에이미피해를입은지역뿐
만아니라재해에취약한지역에대해서도충분한검토를통해재난지역도시재생뉴딜
사업을추진하는방안마련이필요하다. 현재, 추진중인재난지역도시재생뉴딜사업
의경우포항지진이라는대형재난사건을계기로진행되고있기때문에재해의경우
지진에주로초점을맞추고있으며, 지역선정도이미지진에의해피해가많이발생한
지역으로한정하고있다. 지진의경우재해취약성분석의기후노출과같은위험노출인
활성단층파악이우선적으로필요하지만, 정부차원의전국활성단층지도제작은2041
년에완료될예정이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2017.11.16. 브리핑자료). 위험노출자료
가 구축되지않았어도, 과거피해상황등에기초하여지역의취약성을검토하여피해
가 발생한지역뿐만아니라취약한지역에대한조사가이루어지고도시재생과연계하
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사업은기구축된도시의재해취약성을저감시킬수있는좋은기회이기때
문에현재우리나라에서가장많은피해를야기시키는홍수에대해서도재해에취약한
지역과연계한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는방안마련이필요하다. 홍수의경우본연구에
서 제안한 홍수 취약성 분석(현 재해취약성 분석, 수문유출 분석, 복원력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한 취약성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재해 취약지역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도출된취약지역에대해서는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시적극반영하고, 저영향
개발등소규모에서피해를저감시킬수있는대책을적극활용하는방안마련이필요
하다.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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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
인, 근린재생형활성화계획수립가이드라인등이있으며, 이를개정할필요가있다.
관련 법률 및 지침에서 개정이 필요한 조항은 <표 5-5>에서 제시하고 있다.
5-5 |
/

2016.1.19

∙
∙
∙

13
14
19

2015.12.31

∙
∙

17
25

2014.6.23

∙
∙

2
3

3
4

2016.3.7

∙
∙

4
4

2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제13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
용’, ‘제14조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을위한기초조사’,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수립’ 조항의일부를개정할필요가있다. 현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
특별법｣에서는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시재해위험에대한고려가미흡하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과 재해저감대책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복원력 제고를
위해서는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기초조사및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시재해위험(본
연구에서제시한재해취약성분석활용권장)을고려하도록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재해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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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에서는‘제17조도시재생활성화지
역지정의세부기준’, ‘제25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작성기준및작성방법’ 조항의일부
를개정할필요가있다. 현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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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성화지역지정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수립시재해에대한고려가미흡하다.
따라서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시재해위험을반영할수있는세부기준을마련하고,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영향개발 등 재해저감대책을 고려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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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가이드라인｣에서는‘제2장제3절조사방법및관리’, ‘제3
장 제4절 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유형구분’ 조항의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시 재해위험정보의
활용이미흡하다. 이를보완하기위해서는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시풍수해저감종합계
획에서 시행한 기초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시
재해위험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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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재생형활성화계획수립가이드라인｣에서는‘제4장제2절현황진단’, ‘제4장
제5절단위사업의시행계획’의일부분을개선할필요가있다. 현행가이드라인에서는
근린재생형도시재생사업에서재해위험정보활용과재해저감대책에대한고려가미흡
하다. 따라서근린재생형활성화계획수립시재해위험정보를활용하도록하고, 재해위
험이높은지역에서근린재생형도시재생사업추진시저영향개발등재해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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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긴급수송로관련정책이우리나라에서부재하기때문에재해에효율적으로대
응하기 위한 긴급수송로 정의, 지정방법, 관리,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의 법률적 근거
마련이선행되어야한다. 긴급수송로를제도화하기위해개정되어야하는관련법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도로교통법｣ 등이있으며,
관련법률및지침과개정이필요한조항은<표5-11> ~ <표5-14>에서제시하고있
다. 추후구체적인지정및운영방안에대해서는별도의연구가필요하며, 이를구체적
으로 제시하는 ‘긴급수송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가칭)’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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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긴급수송로에대한정의가없기 때문에｢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의제3조
(정의)에서긴급수송로에대한정의를포함할필요가있다. 또한, 동법제54조(긴급
구조대응계획의수립)에서는긴급구조기관의장은긴급수송로선정계획을사전에수립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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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의제5장재난의대비에서는제44조(재난
현장긴급수송로의마련)를신설하여지역의재해취약성을반영하는항목을포함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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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자연재해 대책법｣의 제35조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금지및제한) 등을개정하여긴급수송로운영방안을제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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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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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후변화및도시화로인해자연재해에의한피해는가중되고있다. 특히, 태풍및
집중호우에의한홍수피해는우리나라에서발생하는자연재해피해액중약90%를차
지할만큼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최근에는방재관련정책과연구가활발히수행
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기후변화, 도시화등의환경변화로대형재난발생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재해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복원력 개념이 방재정책에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피해를 미치고 있는 홍수재해를
대상으로도시방재분야에복원력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였다. 본연구는크
게2차년도연구로구성되어있다. 1차년도연구에서는복원력을평가하는방법을제
시하였다. 복원력평가는지역의기후및물리적재해취약성을고려한지역의전체단
계의재해대응능력으로정의하고관리대상(취약지역, 기반시설, 취약계층, 건축물)과
평가대상(조직, 예산, 시민참여) 등을바탕으로복원력을평가할수있는평가틀을개
발하여 전국단위 적용을 통해 복원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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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연구에서는1차년도연구결과미흡했던도시계획적측면에서복원력강화부
분에초점을두고복원력도시구현방향에대한연구를수행하였다. 복원력을구성하는
요소를재해발생전･후를기점으로피해저감능력과피해회복능력으로구분하였다. 우
리나라에서는재해예방형도시계획과방재를고려한도시재생사업등피해저감능력강
화를위한정책은수행되고는있지만, 피해회복능력강화를위한정책은미흡한실정이
다. 피해회복능력과관련해서는재해대응및복구를위한방재를고려한교통계획과최
근미국에서수행되고있는대표적인복원력강화정책인사전복구계획등에대해서조
사하였다. 현재수행되고있는우리나라의관련정책은관련계획조사, 설문조사, 사례
조사등을통해문제점을도출하고, 해외에서수행되고있는사례의시사점을바탕으로
우리나라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우리나라의복원력도시를구현하기위해중단기정책2개(범용적홍
수위험데이터구축, 범부처협의체계구축)와장기정책2개(피해회복능력강화정책
도입, 복원력평가제도화및가이드라인구축)를제시하였다. 또한, 제시한정책의실
효성제고를위해관련법･제도개선방안에대해서도제시하였다. 관련법･제도는크게
방재및도시, 도시재생, 교통분야의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먼저, 방재및도시분야
에서는현재운영되고있는방재정책을복원력개념을도입하여확대하는방안에대해
서제시하였다. 방재분야에복원력개념이우선적으로도입된국토교통부의관련지침
과방재주무부서인행정안전부에서논의되고있는복원력개념의유사성과추후연계
방향에대해서도제안을했다. 또한, 현행수행되고있는정책인재해취약성분석방법
의개선방안에대해서제시하였다. 재해취약성분석방법은범용적홍수위험데이터구
축과1차년도에서개발한복원력평가방법을종합적으로고려할수있는방법으로개선
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복원력도시계획제도의도입을위해현재재해예방형도시
계획을복원력도시로확대하는방안을제시하면서, 유관지침및규정등의개정방안
을제시하였다. 도시재생과관련해서는최근까지사문화되어있었지만, 포항지진을계
기로관련정책을수립하고있는재난지역도시재생뉴딜사업에관한내용과개선방안
에대해서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교통과관련해서는긴급수송로제도를도입하기위
해 제도, 지정,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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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는 국토연구원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한 국제협동연구이
다. 미국의경우에는2005년허리케인카트리나와2012년허리케인샌디등으로대형
홍수재해가발생하여방재분야에복원력개념이도입된정책이구축되고있는상황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재해 중 홍수로 인한 피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재해연보에따르면최근10년간연평균약5,000억규모에홍수피해가발생
한반면, 미국의경우카트리나와샌디때각각 약1,000억달러(한화약120조원)와
150억달러(한화약16조원)의피해가발생했으며, 2017년의경우에는허리케인어마
와하비에의해1,150억달러(한화약140조원)의피해가발생한만큼우리나라와미
국의방재에대한생각과대처방안에서많은차이가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2016년
차바, 2017년한국전력거래소중부지사의홍수피해등을통해우리나라에서도홍수로
인해막대한재해로이어질수있는Natech 재난으로악화될수있는가능성이있음을
인식하고방재분야에복원력개념을도입하고있는추세이다. 미국의대형재해와복
구사례등을바탕으로재해에대한간접경험을하고, 관련대책을미리준비하는것은
방재측면에서매우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상황에맞게관련내용을도출하고논
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내용 조율
및의견교류등을위해수십차례e-mail 등을통해관련내용을논의하였으며2차년
도연구에서는국토연구원과미국우드로윌슨센터연구진간에2차례On-line 보고회
를 개최하였다. 우드로윌슨센터에서는 문헌에 의한 관련 자료 조사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가많이발생한Jersey Shore 지역의공무원및전문가인터뷰를5차례수행하여
연구의 질을 제고하였다.
방재분야의복원력과같이아직명확하게내용이정립되지않고논의되고있는이슈
에대해서는국내･외관련전문가의심도깊은논의가매우중요하다. 이를위해서본
연구에서는2차년도연구가수행된초창기인3월에는국내에서개교한미국유타대학
교의관련전문가및국내전문가등이공동으로참여하는세미나를개최하여방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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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원력 관련 의견을 상호교환하고 본 연구의 수행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국내
관련연구를수행하는전문가들과의견을교류하기위해서지난11월에는국토연구원
과한국교통연구원이공동으로주최한방재Resilience 세미나를통해방재, 교통, 환
경, 의료등폭넓은분야에서의복원력에대해서도논의하였다. 미국연구진과연구결
과 공유 및 의견반영 등을 위해서 지난 11월에는 공동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공동주최하고버지니아공대, 메릴랜드대학교등의전문가가참석
하는국제세미나를개최하였다. 또한, 연구결과확산등을위해1차년도연구결과는
우드로윌슨센터에서발행하는On-line 브리프형태로지난5월에발간하였으며, 2차
년도 연구결과도 영문 브리프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복원력과같은다소국내에는생소한이슈를정책화하기위해서는전문가의견수렴
을통한학술적발전뿐만아니라관련공무원과의교류를통해정책에반영하는것도
매우중요하다. 국토교통부관련공무원과의업무협의회를통해의견을제시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2016년부터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과재해취약성분석관련지침
개정을통해복원력개념을도시방재분야에도입하였다. 2017년에는행정안전부에서
도복원력개념도입등을위한TF를구축하였으며, 본연구를수행하면서관련의견
수렴및제언, 그리고국토교통부에서도입한도시복원력개념등에기초하여복원력
개념도입및적용방향에대해서도제시하였다. 최근재해취약성분석, 재해예방형
도시계획등기존전통적인방재대책을종합하는도시방재정책이제도화되어운영되
고있다. 이러한시점에서도시방재와관련하여별도의복원력관련정책을제시하는
것은정착화하는데어려움이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본연구에서는국토교통부의
재해취약성분석, 재해예방형도시계획뿐만아니라행정안전부의재난관리실태점검
등현재운영되고있는제도를확장및개선하는방안을제시하여정책화의실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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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재분야의복원력개념도입은초창기단계이며, 우리나라에서는아직명확한정의
정립및정책화등은미흡한실정이다. 본연구에서는관련개념및정책화방향등을
제시하였지만, 실제로정책화를수행해야하는관련부서(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등)
에서는관련제도가명확하게정착화되지는않았다. 본연구에서제시한방안등에기
초하고, 관련제도도입을위해방법및수행단계등을추가적으로구체화할필요가있
다. 이를 위해서는 후속과제 제안 및 수행이 중요하다.
방재분야에서복원력은매우광범위하며, 현재방재관련정책이관련유관기관에서
별도로수행되고있으며, 최근에는재해예방형도시계획수립관련정책도제도화되
어있기때문에단시일내에복원력강화정책을제도화하는데는한계가있다. 관련정
책과의연계성을강화하고, 현행수행되고있는정책을개선하는방안으로방재분야에
복원력을도입하는것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도재해취약성분석, 재해예방형도시
계획, 재난관리실태점검 등 현재 수행되고 있는 정책을 개선하고 복원력을 도입하는
방안을제시하였다. 관련정책과의연계성강화와복원력강화방법등은추가적인연
구를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복원력 관련 정책의 제도화 및 구체화를 위해서는
후속연구로재해취약성분석방법개선, 지역맞춤형복원력강화방안마련등을수행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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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Research on Regional Resilience Improvement coping with
Flooding Disaster by Climate Change Effect (II)
WooSuk Han, DongHyung Yook, HyeongSu Koo, KeonKuk Kang

Key words: Resilience, Flooding Disaster, Urban Planning for Disaster Prevention, Urban
Regeneration, Transportation Planning, Pre-Disaster Recovery Plan

Recently, the risk of mega flooding disaster has been increased by climate
change and urbanization effect. In order to reduce the damage by flooding
disaster, resilience concept has been introduced to disaster prevention field
mainly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dvanced countries. The flooding
damage by Typhoon Chaba in 2016 and Cheonan Power Exchange in 2017
showed that the risk of flooding disaster in Korea is increasing and that the
flooding disaster could cause the Natech disaster.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in collaboration with KRIHS(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nd the Woodrow Wilson Center in U.S., which has
recently developed and operated resilience reinforcement research and
policie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as two years research. In the first ye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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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ilience assessment method for disaster prevention field was developed
and applied. The main goal of the second year research is to improve
reinforcement of the urban resilience as the urban planning aspect. In this
research, resilience is divided into the capacity for damage abatement and the
capacity for damage recover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resilience. This
research present the problems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current
policy related with the capacity for damage abatement and recovery. Based on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policy, the legal system improvement method
is suggested.
For the policy related with the capacity for damage abatement, the urban
planning for disaster prevention and urban regeneration considering disaster
prevention are selected and investigated for searching the problem of
operation and suggesting the improvement method. Now, in Korea, the policy
related with the capacity for damage recovery is not actively settled yet, so this
paper suggest the direction of Korea’s introduction of related systems, based
on the overseas cases. For the policy related with the capacity for damage
recovery, the transportation planning considering disaster prevention and
PDRP(Pre-Disaster Recovery Plan) in U.S. are selected.

There are four major policy suggestions in this research.

1. It is necessary to make flood risk data which can be widely used in various
resilience strengthening policies. In order to make flood risk data, it is
necessary to improve current disaster vulnerability assess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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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motion of cooperation with governmental department for implementation
of resilience strengthening policy in the 2nd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currently in operation.
3. Introduced related policy such as the transportation planning considering
disaster prevention and PDRP to enhance the capacity for damage
recovery that Korea currently does not consider.

4. To institutionalize the resilience assessment method and conduct continuous
monitoring and establish the guideline for strengthening local customized
resilience.

Futhermore, in this research, the measures to improve the related legislation
in urban and disaster prevention, urban regeneration and the transportation
field are proposed for reinfor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esilience
strengthen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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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2017. 05. 17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 도시방재･수자원연구센터에서는 ｢기후변화 홍수재
해대응을위한복원력제고방안연구｣를수행하고있습니다. 최근기후변화, 도시
화등의영향으로대형홍수재해발생가능성이높아지고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풍수해저감종합계획등방재계획을도시계획
에반영하도록유도하고있습니다. 재해예방형도시계획수립을위해방재계획과의
연계부분에대해서지자체실무업무를수행하고계시는여러분들의고견을듣고자
본설문조사를수행하고있습니다. 응답하신내용은순수연구및제도개선목적으
로만사용되며, 이외의다른목적으로는사용되지않습니다. 바쁘신중에도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자 정보

소속
이름

1. 귀하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및 재해관련 기초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① 예 → 1-1번 질문
② 아니오 → 1-2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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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설문에서 ‘① 예’를 선택하신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1-1.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및 재해 관련 기초자료를 도시계획 수립시 활용하신다면
어떤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①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다.
② 우선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사후 위험지역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을 수정한다.
③ 사전에 위험지역 등을 파악하고 도시계획입지 선정시 고려한다.
④ 지역의 재해취약특성 등을 파악하여 피해저감대책을 수립한다.
⑤ 기타(

)

[1번 설문에서 ‘② 아니오’를 선택하신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1-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및 재해관련 기초자료를 도시계획 수립시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선택 가능)
① 계획간 자료의 공간적 범위 불일치
②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에서 제시하는 방재대책이 도시계획적 대책1)
보다는 방재시설물적 대책2)에 중점
③ 자료 획득의 어려움
④ 도시계획/방재 부서간 정보교류 및 협의 미흡
⑤ 기타 (

)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방재계획이 지역의 재해취약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적 대책을 충분히 제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예
② 아니오 (재해특성 반영 못함)
③ 아니오 (도시계획적 대책 미흡)
④ 아니오 (재해특성 반영 못하고 도시계획적 대책 미흡)

1)
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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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선진국에서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환경, 교통, 도시재생 분야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 효과적인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를 선정
하십시오.
① 환경
② 교통
③ 도시재생
④ 기타 (

)

4.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방재관련 부서와의 정보교류 및 업무협조는 원활
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① 예 (재해위험지역 관련 자료만 공유)
② 예 (자료 공유 및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후 관련 도시계획 검토)
③ 아니오
5. 방재계획과 도시계획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를 선정하십시오.
① 방재계획에서 도시계획적 대책 제시
② 도시계획/방재계획 등 관련 자료의 공간적 범위 일치 및 자료공유
③ 부서간 업무협조
④ 도시계획/방재계획 연계를 위한 실무지침 수립
⑤ 전문적인 자문 및 컨설팅 운영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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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_

1 |
( )
제8조의2(도시안전 및 건강)

제8조의2(도시안전 및 건강)

① 도시･군계획시설은 재해로 ① 도시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 도시･군계획시설은
인한 도시･군계획시설물의
재해로 인한 도시･군계획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
도시･군계획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로
하고 재해로부터 주변지역을 보호하며, 재해발생
결정･구조 및
부터 주변지역을 보호할 수
후 신속한 피해대응 및 원활한 복구활동을 지원할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수 있도록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의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4-8. 방재계획

3-4-8. 방재계획

(1) 광역계획권이 가지고 있는 (1) 광역계획권이 가지고 있는 방재상 취약점과 재해
방재상 취약점을 분석･정리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가용자원의 특성 등을
하고 대책방안을 제시한다.
종합적으로 파악 및 정리하여 도시복원력 강화방
안을 제시한다.
(2) ~ (4) (생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 (5)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은 가급적
발하는 지역은 가급적 보전
보전용도를 부여하고, 이미 개발용도로 지정된
용도를 부여하고, 이미 개발
경우 대체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저지
용도로 지정된 경우 대체 지
대는 유수지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또
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
한, 광역적 도시･군계획시설의 입지 및 기능 특성
고, 저지대는 유수지로 지정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대응 및 복구활동을 지원할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도시복원력을
강화해야 한다.
(6) 방재를 위한 사업은 투자의 (6) 방재를 위한 사업은 투자의 우선순위를 높게 책정하
우선순위를 높게 책정한다.
며, 홍수가 빈발한 지역의 방재사업은 예방뿐만 아니
라 재해발생 후 피해저감을 위한 신속한 대응 및
복구계획과 연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 (생

략)

제10절 방재 및 안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7) (현행과 같음)
제10절 방재 및 안전

4-10-1. 지역 주민이 항상 안심 4-10-1. 고령화, 다문화, 정보화 등 도시환경의 여건
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재해 변화에도 지역 주민이 항상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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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록 각종 재해나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기후변 조성하고,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여
화, 고령화, 다문화, 정보화 등 도시복원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도시환경의 여건변화로 인한 재
해‧범죄의 취약성에 대응할 수 있
도록 한다.
4-10-2. ~ 4-10-3. (생 략) 4-10-2. ~ 4-10-3. (현행과 같음)
4-10-5. (생 략)
4-10-5.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해가 빈발하는 도시는 (1) (2) 재해가 빈발하는 도시는 (1)의 재해예방대책을
의 재해예방대책을 구체적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재해발생시 신속
로 제시하여야 한다.
한 대응 및 복구대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도시복
원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4-10-6. (생

략)

제1절 일반원칙

제1절 일반원칙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4-10-6. (현행과 같음)

6-2-1-1. ~ 6-2-1-5. (생략) 6-2-1-1. ~ 6-2-1-5. (현행과 같음)
<신 설>
6-2-1-6.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대형화되는 자연재
해에 대응하고 도시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
기위해 지역의 재해취약특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저
감형 토지이용 및 시설물 입지･설치계획, 신속한 대
응 및 피해복구를 고려한 관련 재해대응 시설물의
입지선정 등 도시복원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방재계획을 수립한다.
3-4-5 기타 기반시설계획

3-4-5 기타 기반시설계획

(1) ~ (2) (생

(1) ~ (2) (현행과 같음)

략)

(3) 수립권자는 지역 여건을 고 (3) 수립권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홍수, 폭염,
려하여 지진, 홍수 등 기상이
가뭄 등 기상이상에 대비한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상에 대비한 기후변화 적응
수립한다.
저탄소녹색도시
계획을 수립한다.
① 도시의 재해 취약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예방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② 기상이변으로 인한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
재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반시설계
획과 연계한 도시복원력 강화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생
:

170

2016, “

략)

(4) (현행과 같음)
”

3.

(

2017.5.26.)

4-1-3

.
(1) 예방및대비단계에서의도시복원력강화를위해지역의재해취약특성을
고려한재해저감형토지이용계획을수립
가. 재해취약도가 높은 지역은 가급적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재해취약도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등 지역의 재해취약 특성을 고려한 재해예방형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나. 불가피하게 재해취약도가 높은 지역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충분한
재해예방대책을 마련
다. 지역의 지형 등 자연적 재해저감 능력을 최대한 보전
라. 기존재해관련지구･지역등을아우르는광역적방재지구설정및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운영방안 검토
마. 도시계획 수립시 지역의 재해취약특성을 고려하여 피해 저감을 위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 측면의 완충공간 입지계획 고려
바. 지역의재해취약특성및시간대별인구분포도등을고려하여피해저감을위한
시설물 입지･설치계획 검토 등

(2) 대응및복구단계에서의도시복원력강화를위해신속한피해대응및복구활동
지원을위한방재관련도시계획시설물의적정입지계획을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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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계획 수립시 신속한 재해대응을 위하여 도로계획 등과 연계한 소방서,
경찰서, 관공서 등 방재 거점시설 입지계획 수립
나. 지역의 재해취약지역 및 재해 취약시민 정보 등과 교통 및 피난동선 등을
고려한 대피시설물(이재민 수용시설 및 대피소 등) 입지선정 계획 수립
다. 지역의재해취약특성및도시특성을고려하여재해저감대체기반시설입지
계획 수립 및 우회도로 선정
라.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지역의 재해취약특성, 교통계획 등과 연계한 재해 
복구장비, 관리시설, 구호물품 보관시설 등의 입지계획 수립
마. 재해발생시2차피해확산방지를위해도로, 철도, 전기, 상하수도등주요
라인인프라 공공시설물의 설치계획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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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요
◦ 게재형식 : 온라인 영문브리프 (15page)
◦ 브리프 제목 및 저자 : Regional Approaches to Climate Resilient Flood
Management: Lessons for Korea (WooSuk Han)
◦ 게재기간 : 2017.05.23. ~
◦ 웹사이트 정보 :
https://www.wilsoncenter.org/article/regional-approaches-to-climate-resilien
t-flood-management-lessons-for-korea
□ 주요내용
◦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 I’의 주요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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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Approaches to Climate Resilient Flood
Management: Lessons for Korea
WooSuk Han1)

Background
The convergence of rapid global urbanization and increasingly frequent and
intense extreme weather and climate events has made city residents around the
world particularly vulnerable to disaster. Among climate-related natural
disasters, flooding presents a serious threat to communities. Although technology
and disaster prevention policies have helped reduce risk, the impact of
climate-related flooding on urban areas has been devastating, demanding that
cities take new integrated approaches to adapt to climate change. From these
needs, the resilience concept, applied to all stages of disaster prevention, has
emerged, with a gradual shift in focus from “resistance” to disaster to an
emphasis on adaptation and recovery. The resilience assessment method and
enhancement strategy at the local level can reduce damage from natural disaster.
Assessing regional resilience is a necessary step in incorporating the resilience
concept into disaster prevention policy.

A Case Study of Resilience Assessment and Application
In the United States, measures to incorporate resilience strategies into disaster
prevention policies emerged in the aftermath of large-scale natural disasters,
1)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RIHS), and
Project Lead, KRIHS-Wilson Center joint research initiative on urban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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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Hurricane Katrina in 2005 and Hurricane Sandy in 2012. The U.S.
federal government signaled the importance of the resilience concept in a city
system with the Rebuild by Design competition and the National Disaster
Resilience Competition launched by the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In Europe, the resilience concept was introduced in flood
risk management with the European Union’s 7th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FP 7).
Table 1 lists several innovative resilience assessment resources and programs.
Table 1 | Resilience Assessment Methods and Policies
Resilience Assessment
Method/Policy

U.S. Climate Resilience Toolkit

Rebuild by Design

NDRC
(National Disaster Resilience
Competition)
CDRI
(Climate and Disaster Resilience
Index)

QSAND
(Quantifying Sustainability in the
Aftermath of Natural Disasters)

Institution

Content

U.S. Government

Toolkit offers information from
across federal government to help
individuals and communities better
understand climate-related risks
and steps to improve resilience

HUD

Multistage design competition to
develop innovative proposals to
increase resilience in
Sandy-affected regions that could
be implemented with public and
private funding

HUD

Launched in 2014, making available
approximately $1 billion to support
innovative resilience projects at the
state and local level

Kyoto University

Planning tool to measure climate
disaster resilience, considering five
dimensions: natural, physical,
social, economic and institutional

BRE (on behalf of the Resilience self-assessment tool to
International
promote and inform sustainable
Federation of Red approaches to relief, recovery and
Cross and Red
reconstruction after a natural
Crescent Societies)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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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lience Assessment
Method/Policy

Institution

Content

UN-ISDR

Campaign addressing issues of local
governance and urban risk to
support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by promoting
resilience activities and increasing
local understanding of disaster risk,
establishing “Ten Essentials for
Making Cities Resilient”
&
Resilience Assessment Tool outlines
“Ten Essentials” for making cities
resilient, enabling local
governments to set baselines,
identify gaps, plan actions and have
comparable data for decision
making

Rockefeller
Foundation

Enhance the resilience and capacity
of Asia’s emerging cities with the
inclusion of marginalized and
vulnerable communities
&
Creating a global practice of
resilience with a network of cities
around the world

C-CAP (Coastal Community
Adaptation Project) and CLIMA
(Ciudades Líderes en Iniciativas y
Metas de Adaptación)

USAID

Support for local-level climate
change interventions and for
building resilience of urban
communities

FRC (FloodResilienCity)

EU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exchange on flood risk
management in urban areas

MCR (Making Cities Resilient)
& LG-SAT (Local Government SelfAssessment Tool for Disaster
Resilience)

ACCCRN and 100 Resilient Cities
(Asian Cities Climate Change
Resilience Network)

Resilience assessment tools are based on four shared principles:
First, to assess regional resilience, regional disaster vulnerability and the
disaster prevention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Climate Resilience Toolkit launched by the Obama Administration in 2014
offers a five-step process to reinforce resilience. The Toolkit addr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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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related threats to local communities, infrastructure, and regional
economic conditions, and analyzes regional disaster response capabilities.
Second, resilience assessment should consider all stages of local government
approaches to disaster: prevention, preparation, response and recovery. Local
government is often the administrative unit responsible for disaster prevention
with the greatest knowledge of regional disaster prevention policies and practices
in place. For that reason, LGSAT (Local Government Self-Assessment Tool for
Disaster Resilience), QSAND (Quantifying Sustainability in the Aftermath of
Natural Disasters) and the CDRI (Climate Disaster Resilience Index) assess
resilience at the local level.
Third,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y members is critical for enhancing
resilience. Local government plays an important part in the recovery stage after
a natural disaster, but community members also have key roles in preparation for
and response to disaster. Accordingly, the U.S. Climate Resilience Toolkit, the
FRC (FloodResilienCity), an EU-funded project to enable public authorities to
better cope with floods in urban areas of Northwest Europe, and other
instruments to guide resilience, provide climate change analysis programs and
educational materials to promote local community participation.
Finally, disaster-related governmental departments need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The scope of assessing and enhancing regional resilience is broad
because it must consider before-and-after a natural disaster occurs. In 2009,
The U.S. government established the Partnership for Sustainable Communities,
bringing together the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to
coordinate federal efforts to help communities. Similarly, the European Union
established

the

FRC

project

to

foster

collaboration.

In

Korea,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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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ve Plan for Storm and Flood Damage Reduction” connects urban
planning efforts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of the Resilience Assessment
Method in Korea
Development of the Resilience Assessment Method in Korea
Step 1:
Regional disaster vulnerability is determined by characteristics of exposure,
encompassing climate factors such as heavy rainfall, and by characteristics of
sensitivity determined by factors that can aggravate disaster-related damage
such as urbanization,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 See figure 1.
In Korea, the “Land Use Regulations at the National Territory Plan and Use
Act” requires that urban plans include a disaster vulnerability assessment.
Exposure and sensitivity indices are used to assess the disaster vulnerability of
a local government. Weather factors such as heavy rainfall (more than 80
mm/day) for a long-term period are exposure indices for flooding. Sensitivity
indices for local governments consist of spatial statistics data reflecting
characteristics in four different categories: vulnerable area, vulnerable citizens,
urban infrastructure and buildings. Adaptive indices such as disaster prevention
capacity are not considered by the assessment.
Steps 2-4:
Disaster prevention capacity data, or adaptive indices, while difficult to
measure, is critical for assessing regional resilience. The adaptive indices should
reflect objectivity, attainability and up-to-date data. One authoritative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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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method for realizing these standards is the LG-SAT of UN-ISDR,
which includes complex processing and investigation, review of related
documents and feedback from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Korea, the Examination of Disaster Management Conditions in Local
Government (EDM) established by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Framework Act consists of 72 detailed indices to assess local government
disaster prevention. The 72 indices help quantify conditions, covering a broad
scope such as plans, capacity of local officials, budgets and the political will of
government. First, local officials complete the EDM, documenting the indices.
In turn, a federal review group of experts from various fields processes the
document and conducts a site review. The EDM is processed annually. Our
research draws from EDM data for resilience assessment. Among the 72 indices,
56 relate to flooding disaster.
This research undert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DM in Korea with the
LG-SAT of UN-ISDR. The 56 EDM indices cover most of the Ten Essentials
of the LG-SAT scorecards except Essential 2: assigning a budget for
homeowners, low-income families and the private sector to reduce risk; and,
Essential 8: Protect ecosystems and natural buffers to mitigate hazards, adapt
to climate change. Korea’s national disaster prevention guidelines for rivers,
structures and spatial planning were also comparatively analyzed with the
LG-SAT Ten Essentials, and similarly do not address Essentials 2 and 8.
Step 5:
To develop the resilience assessment framework, 56 EDM indices were
categorized by assessment target (organization, budget, public participation) and
management target (vulnerable area, vulnerable citizens, urban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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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s). The assessment target is the primary agent for the disaster
prevention policy. The management target demonstrat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al disaster vulnerability, which can be decreased by high EDM indices
score. The four subcategories of the management target are the same as the four
subcategories of the sensitivity indices for disaster vulnerability assessment. The
sensitivity and exposure indices values calculated in step 1 are used as weighted
values reflecting the regional disaster vulnerability. In the resilience assessment
framework, the weighted value reflecting regional disaster vulnerability for each
column is the exposure value multiplied with each management target value.
Step 6-7:
Step 6 and 7 represent the application of the resilience assessment framework
using EDM indices values for Korean local government data and analysis of the
results. The assessment of resilience consists of several sub-steps: using the
resilience

assessment

framework;

applying

the

weighted

value;

and,

standardization and classification of assessed resilience results. Resilience
analysis is conducted at the country and loc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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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 Development of the Resilience Assessment Metho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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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ations of the Resilience Assessment Method
Assessment and Analysis of Resilience
The resilience assessment consists of 20 sub-results. Among these, are cell
values that represent the sum of categorized EDM indices values weighted with
regional disaster vulnerability, which is exposure multiplied by the management
target value. Sub-results include four resilience management targets, the sum of
each column in the resilience assessment framework. Three sub-results
represent resilience assessment targets, the sum of each row in the framework.
Finally, the total resilience assessment is the sum of the entire cell value in the
resilience assessment tool. For each resilience result, the value is graded into
levels 1-5, with level 5 being the lowest level of resiliency.
Figure 2 | Resilience Assessment Result (conceptual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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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Country Level Resilience in Korea
For this project, local governments that experienced high levels of flood
damage were selected for analysis. Local government resilience results were
analyzed according to management targets (vulnerable area, vulnerable citizens,
urban infrastructure, buildings) and assessment targets (organization, budget,
public participation).
Based on findings for total resilience, 48% of local governments that
experienced high levels of flood damage (level 4-5) also showed insufficient
resiliency (level 4-5). Approximately 16% of local governments that experienced
high levels of flood damage accounted for moderate levels of resiliency (level 3),
and 36% were rated an outstanding level of resiliency (level 1-2). Based on
these findings, represented in Figure 3, the majority of local governments that
experience high levels of flood damage have low resiliency levels.
Figure 3 | Resilience Distribution of Local Governments that Experience High Levels of Flood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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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hows that 40-50% of local governments that experience high levels of
flooding damage demonstrate insufficient resiliency according to management targets.
Figure4 | ResilienceofLocalGovernmentsthatExperienceHighLevelsofFloodDamagebyManagementTargets

(a) Vulnerable Area

(b) Urban Infrastructure

(c) Vulnerable Citizens

(d) Buildings

In Figure 5, the diagram shows resilience of local governments that experience
high levels of flooding damage according to the assessment targets, organization,
budget and public participation. Many local governments present insufficient
resiliency, but 44% of local governments account for outstanding resiliency in
public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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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 Resilience of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organization, budget, public participation

(a) Organization

(b) Budget

(c) Public Participation

Case Study: Analysis of Resilience in Local Level
Local government A2) was selected for a detailed resilience assessment to use
the results to reinforce regional resilience. Local government A accrued 412
billion KRW (approximately US$ 400 million) in damages over a 20 year period
(1995-2014). This amounts to an annual average of 3,069 million KRW
(approximately US$ 2.7 million)/unit area (1km2), 1.7 times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1,732 million KRW (US$ 1.5 million)/unit area (1km2).
According to the disaster vulnerability assessment, Local Government A has a
level 3 flood vulnerability, level 4 climate exposure and level 3 urban sensitivity.
See Table 2.

2) Local governments required anonymity for resilience assessments, so in this paper, we refer
to “Local governmen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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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 Flood Vulnerability Assessment: Local Government A
Local Government A
Standardization
Value
Level
(Weighted Value for
resilience
assessment)

Analysis Criteria

Climate Exposure
(number of days with heavy rainfall, 80mm/day per year)
Vulnerable Area
(ratio of river length of Local government A to total river
length in Korea, area below local government’s average
altitude, landslide hazard area, impermeable area, steep
slopes)
Vulnerable Citizens
(children under age six and seniors over age 65)
Urban Infrastructure
(ratio of urban infrastructure area to total area in Local
government A)
Buildings
(ratio of the number of detached houses and houses with
semi-basements to total number of buildings in Local
government A)
Sensitivity
Flood Vulnerability

0.5000

4

0.2026

2

0.3957

3

0.0676

1

0.1242

1

0.1975
0.3649

3
3

In addition, the resilience of Local government A can be assessed based on the
management and assessment targets detailed above, resulting in a level 2
comprehensive resilience score. Table 3 includes specific results for each criteria.
Table 3 | Resilience Level of Local Government A
Local Government
A

Vulnerable
Area

Vulnerable
Citizens

Organization

2

3

2

1

3

Budget

4

3

4

3

4

Public Participation

1

3

2

2

2

Management
Target Total

2

3

2

2

2

Total Resil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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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Buildings
Infrastructure

2

Assessment
Target Total

Table 3 presents a level of resilience for each management and assessment
target. The total resilience is a level 2 but there are level 4s (insufficient
resiliency) for budget-vulnerable area and budget-urban infrastructure.
It is thus recommended that Local government A prepares a prevention budget
and a recovery project to enhance the resilience of vulnerable areas and urban
infrastructure. Based on the EDM indices, Local government A invested a low
percentage of its total budget in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over the last three
years. The findings suggest that Local government A should budget for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related to streams, sewage, regional disaster risk and areas
that experience flood damage. Through such projects, Local government A could
enhance disaster prevention and recovery for a possible natural disaster.

Policies to Build Resilience in Korea
A resilience assessment method for Korea was developed as a part of the
KRIHS-Wilson Center joint research initiative to build regional resilience to
flooding disasters. The following details six policy proposals based on this
research to guide decision makers in preparing for and enhancing resilience in
Korea.

① Introduce the Resilience Concept to the Urban Planning Field
Providing a comprehensive resilience plan to the local government is
complicated. The concept of resilience has to consider urban, environmental and
disaster prevention strategies. As cities experience natural disasters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policymakers must incorporate the resilience concept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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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city and county planning. Through this process,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must work with each other to expand resilience policy. The Korean
National Guidelines for City and County Urban Management Planning was revised
on Dec. 30, 2016, based on th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f the KRIHS and
Wilson Center joint research project on urban resilience. The revised national
guidelines introduced the resilience concept to the field of urban planning and
management.

② Development of the Resilience Assessment Metho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silience assessment system for the
metropolitan, city and county levels through revision of the Disaster Vulnerability
Assessment and Application Guidelines in Korea, which addresses six types of
natural disasters: Flooding, Drought, Heat Wave, Heavy Snow, Strong Wind and
Sea Level Rise. In this paper, the regional resilience assessment approach was
developed only for flood disast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resilience
assessment approach for other natural disasters.

③ Interdepartmental Collaboration
The concept of resilience is broad, encompassing disaster prevention and
regional planning.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resilience, disaster-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need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adopt and enhance
measures to build resilience. In the United States, the Partnership for Sustainable
Communities represents an inter-agency collaboration of the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to coordinate federal efforts to help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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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opportunity and mobility in communities and adapt to a changing
climate.

④ Reinforcement of the Resilience Monitoring System
Each region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climate, urban sensitivity,
urbanization and government capacity, requiring a resilience monitoring system
that considers these factors to enhance urban resiliency. Public institutions should
compile and store resilience data, including research on best practice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resilience monitoring system.

⑤ Provide Guidelines and Consultation
Developing and providing federal resilience guidelines will assist local
government efforts to establish a resilience policy. The resilience guidelines
should consider the regional resilience assessment results along with disaster
vulnerability features. The central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involved
with resiliency must play a role in the guideline planning phase.

⑥ Enhancement of the Support System for Vulnerable Citizens and the
Local Economy
The LG-SAT of the UN-ISDR outlines Ten Essentials for improving urban
resilience. Each Essential addresses a different issue that local governments and
the public must consider to identify vulnerabilities in the city. Korea must work
to develop aspects related to the second essential by assigning a budget for
low-income families and for the local economy to invest in risk reduction.
Policymakers in Korea must consider various types of support systems, in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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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gency funds and financial services to restart livelihoods after disasters as
well as economic incentives for household and business investment in disaster
risk reduction.

This brief was written based on a joint research initiative on urban resilience
between KRIHS and the Wilson Center, conducted from 2015-2016. The titles
of joint research produced by KRIHS as a part of this initiative are like below
The Study of Development Direction for Urban Policy to Intensify Urban
Resilience

Cope

with

Natural

Disaster.

MOLIT(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1-1613000-000844-01 (2015)
Research on Urban Policy Development for Urban Resilience Reinforcement.
KRIHS Special Report, Vol. 26 (2015)
Resilience Strategies for Climate Change and Flooding: Knowledge Sharing.
MOLIT(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1-1613000-001600-01
(2016)
Research on Regional Resilience Improvement Coping with Flooding Disaster
by Climate Change Effect (I) –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Resilience
Assessment Methods. KRIHS, 16-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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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개요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3.14.(화) 14:00~18:00
- 장소 :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 주요 발표자 및 참석자 (20명 내외)
- 발표자: Steven J. Burian 교수(유타대학교), 한우석박사･육동형박사(국토연구원)
- 토론자: Michael Barber･Steven J. Burian 교수(유타대학교), 한우석박사･육동형
박사(국토연구원), 최정동교수(한국교통대학교), 주용진교수(인하공전)
- 참석자: Chris M. Island 총장･제임스박(유타대학교아시아캠퍼스), 구형수
책임연구원･강이슬 연구원(국토연구원) 등

□ 프로그램(안)

14:00~14:10

Chris M.
Ireland

14:10~15:10

Steven
Burian

15:10~16:10

U of U

Water Infrastructure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to Urban Disasters
Regional Resilience Improvement Prepared to
Flooding Disaster by Climate Change Effect

16:10~16:30

16:30~17:00

Determining Appropriate Fare Levels for
Distance-based Fare Structure Considering
Resilience in a Transportation Network

17: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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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II
'

'
2017. 03. 14( )
,

,

,

Steven J. Burian
(
), Michael Barber
(
Kent
(
), Chris M. Island
(
),
(
),
(
(
),
(
),
(
(
)
◦
-

), Todd
),

(
),
),

1

: Steven J. Burian
(
)
: Water Infrastructure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to Urban
Disaster
◦
2
:
(
)
: Regional Resilience Improvement Prepared to Flooding Disaster
by Climate Change Effect
◦
3
:
(
)
: Determining Appropriate Fare Levels for Distance-based Fare
Structure Considering Resilience in a Transportation Network
◦
: Michael Barber Steven J. Burian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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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방재 리질리언스 특별세션
◦ 일시 및 장소
- 2017년 11월 15일(수) 15:50 ~ 17:20, 경기도 일산 킨텍스 205B
◦ 주최･주관 및 후원 기관
- 주최･주관 :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 후원 : 한국방재안전학회
□ 일정

15:50 ~ 16:05

16:05 ~ 16:20

16:20 ~ 16:35

16:35 ~ 16:50

16:50 ~ 17:20

․ 193

□ 방재학회 특별세션 진행 사진

(a)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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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

(f)

7.
1. 출 장 지: 미국
2. 출장기간: 2017. 11. 27(월) ~ 2017. 12. 4(월)
3. 출 장 자

-

4. 출장목적
◦ 미국연구진과의2017년연구결과공유를위한세미나개최와허리케인Sandy
이후 복원력 강화지역 사례조사
□ 일정

11.27( )

DC

11.28( )

DC

11.29( )

- (10:15~09:50)

:

DC

- (09:00~12:00)
- (13:00~18:00)
- (09:00~15:00)
- (15:00~18:00)

DC

→

- (09:00~15:00)

:

(

DC →

→

→

)

11.30( )
- (09:00~15:00)

:

12.01( )

- (09:00~18:00)

12.02( )

- (09:00~18:00) Highline

12.03( )
12.04( )

-

→
Big U

- (00:50)
-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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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세미나
□ 제목 : 기후변화 및 홍수 대응 복원력 제고방안 세미나
□ 일시 및 장소 : 2017. 11. 28(화) / 윌슨센터(Wilson Center) 회의실
□ 참석자
⚬ (원내) 한우석 책임연구원, 구형수 책임연구원
⚬ (원외) Blair A. Ruble 부소장･Allison Garland 과장, H.V. Savitch 방문교수
(우드로윌슨 센터), Patrick S. Roberts 교수(버지니아공과대학교), Kaye
Brubaker 교수･Gregory Baecher 교수(메릴랜드대학교) 등
□개최배경: 홍수재해에대응한복원력도시구현방안관련2017년도국제공동연
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협력방안 논의
□ 주요 논의내용
1) 세션1 : ‘홍수재해에대응한복원력도시구현방안’ 관련주제발표및질의･응답
⚬ 발표1 : 도시계획기법을활용한복원력강화방안(한우석책임연구원, 국토연구원)
- 최근 한국의 자연재해 발생 현황 및 복원력 도시에 대한 필요성 소개
- 한국 방재정책및도시계획의한계점을개선하기위한복원력도시구현방안제시
⚬ 발표2 : Jersey Shore 지역의폭풍, 홍수, 복원력(H. V. Savitch 방문교수,
우드로윌슨센터)
- 허리케인 Sandy로 인한 Jersey Shore 지역의 변화 분석
- 복원력 도시 구현을 위한 거시적/미시적 정책대안 제시
⚬ 발표 3 : 세 가지 폭풍과 일곱 가지 교훈: 허리케인 Harvey, Irma, Maria에
대한 회고(Patrick S. Roberts 교수, 버지니아공과대학교)
- 허리케인 Harvey, Irma, Maria가 미국사회에 미친 영향 소개
- 3가지 허리케인 사례를 토대로 복원력 도시 구현을 위한 7가지 시사점 도출
⚬ 발표4 : 메릴랜드대학교 재해복원력센터의 연구동향(Gregory Baecher 교수,
메릴랜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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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릴랜드대학교 재해복원력센터의 설립배경, 구성원 등에 대한 소개
- 폭풍에대한건물손상평가, 취약지역판별을위한전략적도시홍수매핑, 공공
위락용지의 복원력 강화전략 등 최신 연구동향 소개
2) 세션 2 : 향후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
⚬ 지진 등 대규모 재해에 대응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 필요
- 최근한국의포항시에서지진으로재산및인명피해가발생하면서이에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 지진등대규모재해발생지역에대해도시재생사업과연계한복원력제고방안
모색 필요
⚬ 향후 연구과제 수행 시 공동연구 합의
- 복원력도시구현과관련된후속과제를수행하는경우현재와같은형태로공
동연구 및 협력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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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틀란틱시티현장조사
□ 일시 및 장소 : 2017. 11. 29(수), 아틀란틱 시티 Sandy 피해지역 일대
□ 조사내용 
◦ 허리케인Sandy로인한홍수피해이후지역경제가붕괴되어약15,000명의실
직자가 발생하고, 빈집 빛 파손된 주택 급증
◦ 이러한지역경제악화를고려하여PILOT(Payments in lieu of taxes) 프로그램
추진
◦ 최근에는시민대다수가저소득계층인점을감안하여비용이많이드는필로티
재건축보다는상대적으로저렴한역류방지펌프등의설치를통해CRS 등급상
향 조정 및 보험료 인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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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톰스리버현장조사
□ 일시 및 장소 : 2017. 11. 30(목), 톰스리버 Sandy 피해지역 일대
□ 조사내용 
⚬ 2012년허리케인Sandy에의해6,500여채의주택이침수및파손되는등전체
적으로 약 20억 달러(약 2조 1800억원)의 피해 발생
⚬ 단순원상복구가아닌복원력강화를위한다양한정책을개발하고, 적극적시
민참여를 유도하여 복구 수행
- 방재구조물 설치를 통한 Dry Proofing 방법과 필로티 설치 등을 통한 Wet
Proofing 방법 병행(특히, 필로티 설치를 통해 CRS 등급을 상향하여 풍수해
보험료 인하)
- 사유지를국가및지자체등에매수하는개발권이전을통해사유지의공공용지
활용, 위험지역 개발 회피 등 유도
- 교통계획과연계한재해에위험하지않은지역의개발을유도하는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기법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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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맨톨로킹현장조사
□ 일시 및 장소 : 2017. 11. 30(목), 맨톨로킹 Sandy 피해지역 일대
□ 조사내용 
⚬ 2012년허리케인Sandy 발생이후, 전체528채의개인주택중약90%가 피해
를 입었으며, 이중 10%는 철거
⚬ 주민들은주택을매물로놓고다른지역으로이주를시도하였지만재해위험지역
으로건축물의매매가되지않았으며, 대규모별장지역인지역특성상공공에서
매입하기에는 한계가 발생
⚬ 필로티건축물로주택을재건하여보험료가인하하도록하였으며, 뉴욕과가까
운지리적이점과해안가근처의휴양지로서의조경적이점등을더불어안전성
을 확보하여 현재 건물의 가치는 더욱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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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뉴욕Big U 현장조사
□ 일시 및 장소 : 2017. 12. 1(금), Big U 프로젝트 대상지 일대
□ 조사내용 
⚬ 허리케인Sandy로인해맨해튼동편의저지대에서홍수로큰피해를입었으며,
Battery Park의 서편 경계에서는 금융지구에 홍수피해가 발생
⚬ 뉴욕시는Big U 프로젝트를통해홍수와폭우발생에따른피해감소와인근지역
의 편의시설 도입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도모
⚬ 뉴욕맨해튼하단의U자모양해안지역을대상으로다양한복원력제고전략추
진중(FDR Drive 지역내탈착가능한개폐식패널설치, 해안가지역의보호
와휴양을위한긴벤치와갓길설계, 1층의취약성을최소화하는주거용빌딩
케노피설치, 해수면상승에관한교육을위한반전수족관설치, 해수면상승
피해 감소를 위한 T벽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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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뉴욕Highline 현장조사
□ 일시 및 장소 : 2017. 12. 2(토), Highline 구간(2.33km) 일대
□ 조사내용
⚬ 뉴욕맨해튼의로어웨스트사이드에서운행되었던1.45마일의고가화물노선
을 꽃과 나무를 심고 벤치를 설치하여 공원으로 재생
⚬ 1980년대부터안전에위험이있다고판단한시정부에의해전철운행이중지된
이후방치되었다가1999년‘Friends of High Line’에의해공원으로발전시키
자는 의견 수렴
⚬ 철로에 있는 모든 모래와 흙, 자갈,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남아 있는 철제와
콘크리트구조물을손보고새롭게배수와방수작업을했으며, 그뒤에흙을깔
고정원을꾸미거나산책로를설치하여도심지내부에서늘한Greenw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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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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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시대 건설산업의 미래이슈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향
•중위도시를 위한 도시회복력 계획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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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2단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지역성장을 위한 도로 인프라의 전략적 공급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의 소비구조 탐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지적재조사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방향
•지하수이용부담금 적정 부과방안 연구
•차세대 첨단교통체계 (C-ITS)의 도시지역 효율적 도입방안 연구
•초고속교통망 시대에 대비한 「컴팩트 국토」 형성방안 연구(Ⅰ)
•통일대비 남북 접경지역의 국토이용 구상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이용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연구
•혁신도시의 인구성장 분석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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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
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개발과 보전의 조화,
주택과 인프라시설 공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름다운 국토를

값 7,000원
값 7,000원

창조하여 국민의 행복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개발과
보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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