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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늘어나는 신종 대형 도시재난에 대응해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병행한 접근 필요 

최근 세월호 침몰·우면산 산사태 등 신종 대형재난이 빈번히 발생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를 비롯하여 우면산 산사태, MERS 대유행, 경주지진 등 통상적인 예측의 

범위나 관심권에서 벗어난 대규모 재난이나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반

적으로 신종 대형재난은 발생빈도가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피해가 크고, 불확실성은 높은데 

예측가능성은 낮아 사전 예방이 어렵고, 피해가 크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후 대응도 쉽지 않

다. 따라서 기술발전, 사회경제시스템, 도시공간, 기후변화 등 서울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 국

내･외 재난사례 등에 비추어 장래 발생가능성이 있는 신종 대형 도시재난들을 식별하고 그 

위험성을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역대 서울에서 발생한 대형재난을 보면, 지금까지는 화재, 도로교통사고, 철도･지하철사고, 호

우･홍수 등이 지속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하는 재난이었지만, 최근 들어 철도･지하철 사고, 지

반붕괴, 감염병 확산, 생활환경 독성 확산, 에너지 공급 마비 등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거

나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2011년 7월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사례처럼, 풍수해가 침수 

또는 산사태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전, 통신마비, 통행중단 등 도시기반체계 마

비 등으로 파급되는 복합재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2011년 7월 말 집중호우로 인한 주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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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도시들은 서울에 비해 테러, 폭동, 항공기사고 등이 많아

서울에서는 그동안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내･외 다른 대도시들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

생한 대형재난은 앞으로 서울에서 나타날 새로운 재난에 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국내 다른 

도시들에서 발생한 대형재난을 보면, 호우･홍수, 화재, 폭발 등은 대체로 유사한 발생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위험물사고, 도로상 다중추돌사고 등은 서울보다 다른 도시들에서 더 많이 발

생하였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파리, 런던, 도쿄 등의 해외 대도시는 최근 폭풍, 폭염, 대설, 한파 등 

대형 기상재난이나 화재, 산불, 폭발, 감염병 확산 등 사회재난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해외 대도시와 서울 모두 화재, 철도･지하철사고 등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은 유사하다. 그러나 

해외 대도시들은 서울에 비해 테러, 폭동, 항공기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였고, 일부 해외 대도시

에서는 폭염, 대설, 산불, 대기오염사고, 선박사고 등도 큰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 황사, 감염병, 정보서비스 마비 등이 미래의 재난위험”

서울시민 1,344명, 전문가 85명을 대상으로 서울의 재난위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시민, 전문가 모두 서울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시민들은 미래에는 

서울이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고 답하였다. 예컨대, 시민 응답자의 14.6%가 안전하다고 한 반

면, 56%는 위험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시민 응답자의 36.3%가 앞으로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

고 하여 안전해질 것이라는 응답(26.2%)보다 많았다.

시민과 전문가 사이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양쪽 모두 대기오염, 황사, 감염병 확산, 붕괴, 

정보서비스 마비, 대중교통 마비 등이 위험도가 높으면서도 미래에 재난위험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위험도가 높지만 서울에서 생소한 유형의 재난으

로는 테러, 에너지 공급 마비, 위험물사고, 생활환경 독성 확산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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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재난유형별 위험도와 미래 재난위험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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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 기술발전, 기후변화 등이 신종 대형재난 발생확률 높여

서울의 도시공간과 사회경제구조, ‘4차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신기술 발전, 글로벌 동향, 기후

변화 등 대내외 여건과 추세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을 출현시키고 대형재난의 발생잠재력을 더

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20세기 고도성장과 급속한 도시개발을 거치면서 시가지의 많은 부분이 저지대, 경사지 

등 재난에 근본적으로 취약한 곳에 입지해 있다. 성숙도시단계에 들어선 오늘날, 과거 개발기

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건축물과 도시기반시설들이 한꺼번에 급격한 노후화를 맞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공간의 고밀화, 대형화, 초고층화, 지하화, 그리고 네트워크화에 따른 상호의

존성 증가가 신종 대형 도시재난의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다.

서울의 인구구조 변화는 노인인구의 증가, 여성인구의 증가, 1인가구의 증가, 외국인 거주인구 

및 외국인 방문객 증가, 가계소득의 불균형 심화, 저소득가구 증가, 비정규직 및 실업자 증가 

등 이른바 재난에 취약한 인구의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취약인구의 증가는 안전사각지대의 

증가를 의미하며, 시민들의 불안을 증가시키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집중호우, 강풍, 폭염, 가뭄 등의 극단적인 기상이변과 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인적

재난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태계, 농작물, 건강, 수자원, 대기오염 등에도 직･간접적으

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른 사람과 물자의 국가 간 이동성 

증가는 외래 감염병 유입 등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재난이 더는 도시나 국가에 한정

되는 문제가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한,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테러를 비롯한 안보위험이 확산될 수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서 보는 것처럼, 새로운 유형의 대형재난은 특히 신

기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신기술은 신속성, 현장성, 정확

성을 담보해야 하는 재난관리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

나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해킹, 정보유출, 사이버테러, 기술의 불완전성, 오작동, 오보 

등으로 인한 사고와 경제적 손실, 네트워크화된 도시서비스의 마비, 사회적 혼란과 불안의 증

폭 등 시스템적 취약성을 더욱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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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대형 도시재난엔 지속 위협 재난·새로운 위험이 될 재난 있어

서울에서 과거에도 발생한 적이 있고 장래에도 위험이 지속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

난으로는 풍수해, 폭염, 가뭄, 황사와 같은 기상재난, 지반침하, 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등에 의한 

대기오염, 감염병 확산, 생활환경 독성 문제, 먹거리 위험과 같은 건강위해요인, 화재, 붕괴, 

폭발, 산불 등 시설물 관련 재난, 대규모 도로교통사고, 철도･지하철사고와 같은 교통재난, 

물 공급 중단, 에너지 공급 마비, 정보시스템 마비 및 사이버 피해를 비롯한 도시서비스 마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재난은 도시공간 변화, 기술발전, 사회경제적 추세, 기후변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앞으로도 재난위험이 더욱 늘어날 수 있는 재난유형으로서, 과거 발생사례가 비교

적 많고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일종의 ‘회색코뿔소(Gray 

Rhino)’ 속성을 갖고 있는 재난유형이라 할 수 있다.

서울에서 과거에는 발생한 적이 거의 없으나 해외도시 사례 및 여건변화에 비추어 볼 때 장래

에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으로는 신기술(인공지능, 바이오기술 등) 확

산에 따른 부작용 및 사고,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신기술이나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면서 생기

는 생활환경 독성 또는 먹거리 위험, 극한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가 대규모 인적재난과 결

합되는 복합재난(Natech재난), 대규모(예: 규모 5~6 이상) 지진, 도시공간 노후화에 따른 대

규모 건축물･시설물 붕괴, 신재생에너지 관련 화재 및 위해성, 지하도로를 비롯한 지하공간 

재난, 드론을 포함한 항공기사고,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 도시기반체계의 복잡화와 상호의존

성 증대에 따른 도시서비스 마비, 테러, 폭동･소요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기술의 도입, 도시시스템의 복잡화와 상호의존성 증가는 이러한 신종재난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동인의 하나이다. 이런 유형의 재난은 관련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반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흑고니(Black Swan)’ 속성을 갖고 있는 재난유형

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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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대형 도시재난 대응 위해 도시공간의 종합적 대처능력 키워야

신종 대형 도시재난 대응을 위한 키워드는 재난에 대한 도시의 리질리언스(resilience) 확보라

고 할 수 있다. 리질리언스란 시스템이 외부의 충격과 스트레스를 흡수하고 신속하게 평상시 

상태로 회복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신종 대형 도시재난은 빈도는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피해가 크며 불확실성이 높고 예측가능성

이 낮다. 따라서 전통적인 시설물 중심의 구조적(structural) 대책뿐 아니라 도시환경의 다양

한 물리적 영역, 위기관리체계, 사회경제적 역량 등 이른바 비구조적(nonstructural) 대책을 

병행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재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은 도시를 재난으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

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모든 재난상황에 대해 시설물의 용량이나 성능을 높여서 예

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종 기준이 오늘날의 변화된 상황에 과연 적절한지, 신종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해당 시설물에 

어떤 현상과 피해가 나타날 것인지를 평가하여 시설물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그림 3] 여건변화와 서울의 주요 신종 대형 도시재난 요약(상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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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을 보강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건설할 때 성능향상과 함께 충격과 스트레스에 

대한 내구성과 견고성을 강화한다. 설계기준 또는 방재능력을 초과하는 위험상황에 대비한 가

외성(redundancy)을 확보하여 재난 피해에서 신속하게 원상복구되어 평상시의 정상적인 상태

로 작동하고 서비스를 유지하는 대응능력을 갖춘다. 또한, 미래의 환경변화에 맞춰 시설물의 

변경이나 확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유연성(flexibility)을 확보한다.

도시공간의 모든 영역에 걸쳐 방재적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충격을 흡수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도로, 공원을 비롯한 비방재 도시기반시설, 도시계획 및 건축을 통한 토지이

용제어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방재적 역할을 강화하며, ‘중복결

정’, ‘입체적 시설결정’ 등의 도시계획수단을 이용해 도시기반시설의 복합화와 다목적화를 도모

한다. 예컨대, 일본 동일본 대지진(2011년) 당시 피해지역을 관통하는 지역 간 고속도로가 해

일의 충격을 방어하고 완화하는 제방 또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대피로, 일시적인 

피난장소, 비상대응을 위한 출동경로의 역할까지 수행한 바 있다.

오늘날 반복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는 지역 또는 시설의 상당 부분은 도시계획과 건축과정에서 

사전에 재난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던 곳임을 유념하고,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 과정에 방재개념

을 강화하도록 한다. 도시의 대부분이 기성시가지로 이루어진 현시점에서 급격한 도시개조는 

불가능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의 토지이용, 건축물 및 시설물의 입지･구조･형태 등을 점

진적으로 개선한다. 재난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도시개발 억제, 자연순응형 개발 유도, 

대형･복합･특수구조･지하 건축물･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을 도모한다.

재난대응·대피 등 위기관리체계 구축해 피해 최소화·신속 회복 도모

신종 대형 도시재난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회복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에 관해서는 조기 예･경보, 재난대응, 대피, 커뮤니케이션 등 

위기관리체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재난대응과 대피를 위한 충분한 리드타임(lead time)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조감지와 조기 

예･경보체계를 구축하여 위험정보를 획득한다. 센싱(sensing) 및 네트워킹(networking)을 활

용한 실시간 계측･모니터링･예측, 빅데이터(Big Data) 분석을 통한 상시적인 재난전조 감지, 

시민 신고체계 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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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현행 재난대응체계는 단일 재난에 대한 단일 주무부서 관리형태이기 때문에 복수의 

재난이 결합되거나 복수의 주무부서가 관련되는 대규모 복합재난, 새로운 유형의 신종재난에 

대응하기에는 취약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대규모 복합재난에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뉴욕

시처럼 재난지휘체계를 단일지휘(Single Command) 유형과 통합지휘(Unified Command)유

형으로 구분하여 재난･사고를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신종 대형 도시재난은 특성상 서울시 행정기관의 역량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

한 기관과 주체들의 참여와 지원･응원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통하는 협력적 

거버넌스(risk governance)를 구축하도록 한다. 또한, 서울시 재난총괄부서의 위상과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총괄실 내의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시장 직할로 두고 

권한과 직위,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서비스, 핵심도시시설, 주요 기업 등 도시 핵심기능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공공부문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도 업무연속성 확보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수립을 의무화하고 공공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뉴욕시는 

시의 각 부서, 산하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BCP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쿄도는 대형재난에 

관한 도 차원의 BCP를 수립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난대응 매뉴얼은 각 재난유형의 전형성(typicality)에 근거하여 ‘개연성 

있는(plausible-case)’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대응활동을 기술하고 있는데, 대형 도시재난 대응

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최악의(worst-case)’ 시나리

오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종감염병, 신기술･신재료를 이용한 생활용품 및 식품, 자율

주행차 사고 등 신종재난에 관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위한 지침을 마련

하도록 한다.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와 함께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재민 수용과 

구호를 위한 대피시설, 임시주거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재난유형별･부서별로 개별 관

리되는 대피시설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공통적인 특성과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다. 또한, 대피시설 유형별 입지기준, 시설구비요건, 유지관리 및 운영

체계 등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한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ocial Media)의 발달로 재난상황이 스포츠중계처럼 실시간 전

파･확산되며, 사건의 실체와 여론이 결합하여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루머와 유언비어의 확산

으로 시민의 관심과 공포가 확대･증폭되는 등 재난관리가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되었다.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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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함께 정보의 투명성, 일관성, 전문성,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재난대응과정에 시민, 전문가의 참여 또는 참관을 확대하도록 한다.

대형재난의 피해복구는 단순한 원상복구의 차원을 넘어 재난에 대한 장기적인 리질리언스 확

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Hurricane Katrina)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뉴올리언스(New Orleans), 2011년 동일본 대지

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센다이시를 비롯한 도호쿠지방 사례를 참고하도록 한다. 또한, 재난의 

원인과 피해에 대한 과학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중립적

이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참여시키고 조사과정에 피해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도시재난정보 축적하고 연구개발 강화…과학·효율적 방재대책 마련

신종 대형 도시재난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시재난의 발생가능성과 

예상되는 영향 및 피해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정례적으로 시행하여 재난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수립 지원 및 대시민 정보제공에 활용한다. 또한, 도시안전 및 위험에 대한 시민의식조사도 

정례적으로 수행한다. 신종 대형 도시재난 사례집, 백서 등을 발간하여 교훈을 통한 피드백을 

강화하도록 한다.

신종 대형 도시재난은 그 특성상 데이터와 경험적 지식이 부족하여 위험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어렵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대학, 전문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여 지식과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른 신기술･신재료와 관련되는 

신종재난은 발생가능한 위험과 속성, 영향, 피해 등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와 지식이 크게 부족

하므로 정보의 축적과 함께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또한, 극한 재난상황을 대비한 시뮬레이션 

및 예측을 활성화하여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재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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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ㅣ 연구개요

1_연구 배경 및 목적

◦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2014년)를 비롯하여 우면산 산사태(2011년), MERS 대유행

(2015년), 경주지진(2016년) 등 통상적인 예측의 범위나 관심권에서 벗어나 있는 

대규모 재난이나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

이 필요함

◦
일반적으로 신종재난이나 대형재난은 발생빈도가 낮고 불확실성이 높으며 예측가

능성이 낮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 어렵고, 일단 발생하면 피해가 크고 광범위

하여 사후 대응이 어려움

‐

따라서 기술발전, 사회경제시스템, 도시공간, 기후변화 등 서울을 둘러싼 여

건의 변화, 국내·외 재난사례, 시민 및 전문가들의 인식 등에 비추어 발생가

능성이 있는 신종 대형 도시재난들을 식별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여 전략적

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 필요

◦
21세기의 고도로 발달한 기술환경과 복잡해진 도시환경 속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

한 새롭거나 변형된 형태의 재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어떤 유형의 재난이 발생가

능성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선제적·종합적 연구가 필요함

◦
이 연구는 서울에서 발생 가능한 신종 또는 대형 도시재난들을 식별하고, 그에 대

처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서울과 국내·외 도시들의 대형재난 사례를 비교 분석

‐

서울의 재난위험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인식을 조사 분석

‐

서울의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신종 대형 도시재난에 대한 영향을 분석

‐

서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신종 대형 도시재난을 식별하고 이에 대처하

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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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연구 내용 및 방법

◦
서울에서 발생 가능한 신종 또는 대형 도시재난을 식별하고 정책적 대응방향을 제

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다룸

◦
신종 대형 도시재난의 개념적 논의 부분은 주로 관련문헌, 제도 등을 통해 다음 

사항들을 다룸

‐

신종 대형 도시재난의 개념과 특성

‐

신종 대형 도시재난과 관련이 있는 개념들

‐

위험도 특성에 따른 재난의 유형

‐

대형재난 식별을 위한 고려사항 및 기준

◦
서울과 국내·외 대도시들에서 발생한 대형재난 사례분석 부분은 재난에 대한 기록

들을 관련문헌,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하여 분석함

‐

1960년대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대형재난 사례 분석

‐

국내·외 대도시들에서 발생한 대형재난 사례와 서울의 대형재난과 비교분석

‐

해외 대도시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파리, 런던, 도쿄를 대상

◦
관련문헌, 통계자료 등을 통해 서울의 도시여건 및 변화를 분석하고 신종 대형 도

시재난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영향을 분석함

‐

도시공간의 재난취약성, 인구 등 도시사회구조의 변화, 거시적 환경변화(기

후변화, 글로벌화와 국제정세, 신기술의 발전 등)로 구분하여 분석

◦
서울의 재난위험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인식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결과를 분석함

‐

설문조사대상자(유효표본) 수는 시민 1,344명, 전문가 85명

‐

재난의 위험도, 장래 변화, 생소한 정도, 중요도 등에 대한 인식

‐

대규모 재난 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의견

‐

대규모 재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인식

‐

재난정보의 획득경로

◦
서울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신종 대형 도시재난을 식별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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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난의 유형분류

‐

서울에서 장래 관심을 두어야 할 주요 신종 대형 도시재난과 재난유형별 특

성을 제시

◦
서울의 신종 대형 도시재난에 대한 정책적 대처방향을 제시함

‐

신종 대형 도시재난 대응을 위한 기본방향을 리질리언스(resilience) 확보로 설정

‐

도시공간의 리질리언스 확보,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회복을 위한 위기관리체계 

구축, 재난정보의 구축과 지식의 축적 등 세 가지 측면에서의 대응방향을 제시

◦
한편, 부록 부분에서는 신종 대형 도시재난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사례분석을 제시

하고 있음

‐

서울 도심의 혼잡한 환승 지하철역을 사례로 다양한 재난시나리오를 설정하

여 대형재난 발생에 따른 피난 시뮬레이션(simulation) 분석을 실시하고 피난 

소요시간의 적절성을 평가함으로써 대형 도시재난 위험성의 한 단면을 제시

[그림 1-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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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ㅣ 신종 대형 도시재난의 개념적 논의

1_신종 대형 도시재난의 개념

1) 재난에 대한 다양한 개념

◦
재난(disaster)과 관련된 개념에는 사건(incident)이나 사고(accident)와 같은 일

반적인 개념부터 위기(crisis), 비상사태 또는 응급상황(emergency), 재해

(hazard), 위험(risk), 위협(threat), 재앙(catastrophe) 등의 개념까지 다양하며, 

이들 개념은 규모, 범위, 뉘앙스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개념적인 차이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며, 맥락에 따라 혼용하는 경우가 많음

◦
먼저 사전적인 풀이를 보면, 사고(accident)는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 재난

(disaster)은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 재앙(catastrophe)은 ‘뜻하지 아니하

게 생긴 불행한 변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 등으로 정의되어 있어 

뜻풀이를 통해 명확한 구분은 어려우나, 공통적으로 의도하지 않은(unintended) 

또는 비예측적인(unpredictable) 발생특성과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피해를 함의

하고 있음

◦
외연적으로는 ‘사고’가 규모에 상관없이 가장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개념

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사고가 개별 당사자(individual)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local capacity)을 벗어난 정도로 규모나 피해가 클 경우 ‘재난’으로 지칭하

는 경향이 있음

◦
UNISDR(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유

엔재해위험감소사무국)의 정의를 보면, 재난(disaster)을 ‘일정 규모 이상 심각한 

수준의 커뮤니티 또는 사회의 붕괴로서, 위험한 사건이 노출(exposure), 취약성

(vulnerability), 역량(capacity) 등의 조건과 상호작용하여 한 가지 또는 그 이상

의 인적, 물적, 경제적, 환경적 손실 및 영향을 야기하는 것’을 말함1)

1) 자료: http://www.unisd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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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앙(catastrophe)은 국가 전체나 세계의 일부에 영향을 미치는 이례적으로 극단

적이고 드문 사건을 지칭하는 경향이 있으며, 흔히 재난 중에서 특히 극단적이고 

큰 규모의 재난을 재앙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음

◦
한편, 비상사태 또는 응급상황(emergency)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갑작스럽

고 긴급하며 예기치 못한 상황’을 지칭하며, 맥락에 따라서 개인적인 차원과 집단

적인 차원 모두에 대해 사용되고,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재난이나 

재앙에 비해 일상적인(routine) 사건에 대해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

[그림 2-1] 재난과 관련된 개념들의 외연적 범위

◦
UNISDR에서는 소규모(small-scale) 재난과 대규모(large-scale) 재난을 국제적

인 관점에서 구분하는데, 소규모 재난은 특정 지역사회에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

로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넘어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재난을 말하며, 대규모 

재난은 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서 국가적 또는 국제적 지원이 필

요한 재난을 말함2)

◦
또한 서서히 전개되는(slow-onset) 재난과 급박하게 전개되는(sudden-onset) 재

난의 구분이 있는데, 서서히 전개되는 재난은 영향과 피해가 시간에 따라 점차적으

로 진행되는 재난으로서 가뭄, 해수면 상승, 감염병 확산 등의 예를 들 수 있고, 

급박하게 전개되는 재난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재난으로서 지진, 화산, 

2) 자료: http://www.unisd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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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홍수, 폭발, 핵심 기반체계 마비, 교통사고 등의 예를 들 수 있음3)

‐

서서히 전개되는 재난과 급박하게 전개되는 재난의 구분은 록펠러재단(Rockefeller 

Foundation) 주관의 ‘세계 100대 회복력도시(100 Resilient Cities)’ 프로그램에

서 도시가 직면하는 위험을 급성 충격(acute shock)과 만성적 스트레스(chronic 

stress)로 구분하는 방식과 유사4)

2) 신종 대형 도시재난의 개념과 특성

◦
신종 대형 도시재난은 ‘신종’, ‘대형’, ‘도시재난’의 세 가지 단어의 합성어로서, 기

존의 재난유형과 비교하여 새롭거나, 또는 규모가 큰 도시적 특성을 갖는 재난이

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음.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개념 정의

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음

◦
첫째, ‘신종’재난이란 새로운 종류의 재난이라는 의미인데, 개별적인 사건들은 서

로 정확히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재난이 새롭다고 볼 수 있지만, 유형분류의 

측면에서 넓게 보면 그 어떤 재난도 기존에 발생한 재난들과 공유되는 특성을 어

느 정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완전히 새로운 재난은 거의 없다

고 볼 수도 있음

‐

따라서 ‘신종’의 개념을 절대적이고 엄밀하게 정의하기보다는 상대적이고 느

슨한 형태로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다른 도시들에서

는 발생했지만 서울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재난, 발생빈도가 매우 낮거

나 불확실성(uncertainty)이 높거나 또는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이 낮은 

재난, 아직까지 그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한 재난, 기존의 재난이 변형된 

형태로 발생하는 재난, 시민들에게 생소하고 낯설게 인식되는 재난. 재난관

리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통상적인 관심사와 관리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재

난 등으로 정의

3) 자료: http://www.unisdr.org

4) 자료: http://100resilientciti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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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대형’재난이란 일반적으로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재난이라는 의미인데, 

기본적으로 당해 재난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규모가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

겠지만, 재난의 시간적·공간적 파급범위, 사회적 반향(예: 시민들의 불안 또는 공

포, 사회적 이슈화) 등의 측면도 고려할 수 있음

‐

대형재난은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빈도는 낮지만 큰 피해를 유발

하는(low-probability high-impact) 재난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불

확실성이 높고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향

‐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N1, N2를 피해규모의 상대적인 크기로, P1, P2를 발

생빈도의 상대적인 확률로 본다면, 대형재난은 발생빈도는 낮으나(P1) 피해

는 매우 큰(N2) 특성

[그림 2-2] 재난의 발생빈도와 피해규모 간의 일반적인 관계

‐

일반적으로 도시는 가용한 자원의 한계로 인해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효과에 따른 경제성, 기술적 해결가능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재수준을 정하여 관리하며, 대형재난은 이러한 가용한 

자원이나 능력(local capacity), 또는 상정수준을 초과하는 재난에 해당

‐

또한 대형재난은 최초 발생한 재난이 다른 재난으로 연쇄적으로 전이되고, 

피해가 증폭되는 복합재난의 특성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복합화 특

성은 대도시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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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도시’재난이란 재난의 발생과 피해가 도시적 특성의 영향을 많이 받고 도시

지역에서 특히 민감하거나 취약한 재난이라고 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도시는 한정된 공간에 인구와 자본, 시설이 고도로 집적되어 있

기 때문에 고밀도, 기술의존성, 상호의존성, 다양성, 익명성 등의 특성을 갖

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일한 규모의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더 큰 피

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도시공간의 복잡하고도 상호의존적인 특성으로 인해 최초의 재난이 

다른 재난으로 전이·파급되고, 피해가 확대·증폭되는 대형 복합재난의 가능

성이 높음

◦
앞서 논의를 바탕으로 신종 대형 도시재난의 일반적인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과 같음

[그림 2-3] 신종 대형 도시재난의 일반적인 특성

3) 신종 대형 도시재난과 관련이 있는 개념

(1) 복합재난과 Natech 재난

◦
신종 대형 도시재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개념으로 복합재난(complex 

disaster 또는 multi-hazard)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현대사회, 특히 현대 도시사회

의 특징인 복잡성(complexity)과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으로 인한 재난

의 결합과 연쇄적 확산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음(한국행정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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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재난을 정의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재난의 원인은 하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기반시설 붕괴 및 공공서비스 마비 등 복합적

인 피해가 누적적으로 일어나는 재난으로 정의하여 피해의 복합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 여러 가지 재난(예: 지진, 태풍, 방사능 누출)이 동시에 또는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피해가 일어나는 재난으로 정의하여 발생의 복합에 초

점을 맞추는 방식, 또는 발생과 피해 양쪽 모두에 초점을 두는 방식 등으

로 구분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피해의 복합 측면에서 복합재난을 정의하는 

방식이 다수

◦
한편, 복합재난과 관련하여 자연재난(natural disaster)으로 발생하는 기술재난

(technological disaster)인 Natech 재난(natural disaster triggered 

technological disaster)의 개념이 있는데, 이는 자연적 위해요소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산업 및 기술재난뿐만 아니라, 산업 및 기술재난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까지 포함하여, 자연재난과 기술재난의 상호 연쇄적 발생에 초점을 두며, 오늘날 

기후변화(climate change)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이변과 도시공간의 복잡성에 따

른 대형재난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임(한국행정연구원, 2015)

‐

Natech 복합재난의 가장 최근 사례로는 2011년 일본 동일본 대지진이 대표적

임. 지진으로 인해 해일이 발생하고, 해일로 인해 광범위한 침수 및 파괴와 함

께 정유공장 가동중단, 전력공급 중단 등 모든 기반체계가 마비되고, 이것이 

다시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과 방사능 유출 등으로 파급

(2) ‘X-Events’

◦
신종 대형 도시재난과 관련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는 개념으로 John Casti(2012)

의 ‘X-Events’를 들 수 있음

◦
X-Events는 발생확률이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큰 영향을 미치는 극단적인 사건을 

의미하며, 이전에 일어나지 않거나 아주 드물게 일어나서 정보가 부족하고 통상적

인 관심권에서 벗어나 있는 사건을 말함

◦
Casti에 따르면, X-Events는 기술 및 사회경제적 과정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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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 복잡성(complexity)에 의해 발생하며, 현대사회에서의 ‘복잡성의 과부

하’와 ‘복잡성의 부조화’에 의해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음

◦
Casti는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큰 X-Events의 예로 다음을 들고 있음

‐

컴퓨터와 인터넷이 멈추는 디지털 암흑

‐

식량위기

‐

전자기 펄스(EMP: electromagnetic pulse) 폭탄 충격파에 의한 전자기기

(예: 휴대전화, 컴퓨터, TV, 자동차 등)의 파괴

‐

세계화 및 유럽연합(EU)의 붕괴

‐

거대강입자가속기(LHC: large hadron collider)가 만들어낸 블랙홀에 지구

가 빨려 들어가는 현상을 비롯한 물리학적 재난

‐

핵폭발

‐

석유고갈

‐

전염병 창궐

‐

대규모 정전

‐

지능을 가진 로봇의 위협

‐

세계 금융시스템 붕괴

(3) ‘흑고니(Black Swan)’와 ‘회색 코뿔소(Gray Rhino)’

◦
흑고니(Black Swan)’ 현상은 신종재난의 특성에 가장 부합하며, Nassim 

Nicholas Taleb(2007)의 책을 통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짐

◦
과거 유럽에서는 수천 년 동안 백조가 흰 새라고 생각했는데, 18세기 오스트레일

리아대륙에서 검은 백조가 발견되면서 그러한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것에 

착안하여, 갈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현대사회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를 ‘흑고니(Black Swan)’ 현상이라고 부름 

◦
‘흑고니’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극심한 충격을 일컬으며, 동일본 대지진, 911 테러,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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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고니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희귀한 사건이며, 과거의 경험과 관찰에 근거한 전통적

인 지식체계를 통한 예측가능성이 매우 낮은 편

‐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만큼 극심한 충격

‐

‘흑고니’가 현실에서 발생한 이후에는 사람들은 적절한 설명을 시도하여 사

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소급적용

◦
거대한 코뿔소가 멀리서 빠르게 다가오면 그 위험을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사전 징후와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거나 간과

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회색 코뿔소(Gray Rhino)’ 현상이라고 부르며,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Davos) 연례회의에서 Michele Wucker(2016)

가 제시한 개념임

◦
‘회색 코뿔소’의 예로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부실로 인한 중국경제 리

스크, 미국의 이민정책,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등을 들 수 있음

◦
‘회색 코뿔소’는 개연성이 높고 파괴력이 크지만 사람들이 쉽게 무시하거나 간과하

여 초래되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서 ‘흑고니’가 극히 예외적이고 발생가능

성이 매우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을 야기하는 위험을 지칭하는 반면, 

‘회색 코뿔소’는 발생가능성이 높고 엄청난 충격을 야기하지만 무시하거나 간과하

여 빠지게 되는 위험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서로 대조적임. ‘흑고니’가 예측과 대비

가 어려운 돌발사태인 반면, ‘회색 코뿔소’는 사전에 징후를 포착해서 경각심을 갖

고 대비할 수 있는 위험임

 

4) 위험도 특성에 따른 재난의 유형

◦
위험도(risk)를 단순하게 정의하면 발생가능성(probability)과 그 결과(conseq- 

uences)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고, 신종 대형 도시재난의 발생 및 피해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대규모성과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재난의 유형은 

이러한 발생가능성, 피해의 대규모성, 불확실성, 시간적 지속성 등의 특성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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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위험도 특성에 따른 재난의 유형

자료: Klinke & Renn(1999)

◦
Klinke & Renn(1999)은 발생과 피해로 표현되는 위험도의 크기에 더하여 불확실

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재난을 그리스신화의 상징에서 차용한 ‘다모클래스의 

칼’(Sword of Damocles), ‘싸이클롭스’(Cyclops), ‘피티아’(Pythia), ‘판도라의 

상자’(Pandora’s Box), ‘카산드라’(Cassandra), ‘메두사’(Medusa)의 6가지 유형

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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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유형
발생

확률

피해

규모

그 외의 

특성
설명 대표 사례

다모클래스

(Damocles)
낮음 큼

- 피해규모가 크지만 발생확률

이 매우 낮은 위험유형

- 원자력 사고

- 댐 붕괴

- 대규모 화학시설 사고

싸이클롭스

(Cyclops)
불확실 큼

- 발생확률이 불확실하지만 피

해가 가장 큰 위험유형

- 홍수, 지진, 화산폭발 

등 자연재해

- 에이즈(AIDS)

피티아

(Pythia)
불확실 불확실

- 발생장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위험유형이며, 높

은 복잡성 때문에 피해규모

와 대처방법을 알 수 없음

- 온실효과

- 광우병(BSE)

- 유전공학에 의한 사고

판도라

(Pandora)
불확실 불확실

높은 

지속성

- 발생확률과 피해의 정도가 모

두 불확실하고 지속성이 높

은 위험유형

-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사고

- 환경호르몬 사고

카산드라

(Cassandra)
높음 큼

높은 지연성 

또는 시차

- 발생확률과 피해의 정도는 알

려져 있지만, 임박한 사회적 

우려가 없는 미래 위험이며, 

초기 사건의 발생과 피해영

향 사이에 시차가 있는 위험

유형

- 인위적 기후변화로 인

한 부정적 결과

- 육지 생태계의 불안정

메두사

(Medusa)
낮음 작음

동원

(mobilization) 

필요성 높음

- 낮은 발생확률과 작은 피해규

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상당한 불안을 야기하는 위

험유형이며, 많은 사람이 이

러한 위험유형으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입

증하기가 어려움

- 전자기장에 의한 피해

- 휴대폰 사용에 따른 위험

자료: Klinke & Renn(1999)

[표 2-1] 위험도 특성에 따른 재난의 유형

◦
각각의 재난유형에 대하여 그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수단들을 제시하였는데, 

위험관리전략은 크게 과학기반의(science-based) 관리, 사전예방적(precau- 

tionary) 관리, 담론적(discursive) 관리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함

◦
다모클래스와 싸이클롭스 유형의 재난에 대해서는 주로 과학기반의 관리전략이 

요구되며, 피티아와 판도라 유형의 재난은 사전예방적 원칙이 필요하고, 카산드라

와 메두사 유형의 재난은 의식, 믿음, 신뢰 등을 구축하기 위한 담론적 전략을 필

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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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접근 위험유형 주요 관리전략

과학기반

(science-based) 

관리

다모클래스

(Damocles)

- 재해 잠재력 감소

- 리질리언스(resilience) 강화

- 비상대응역량 강화

싸이클롭스

(Cyclops)

- 발생가능성 식별을 위한 연구개발과 모니터링

- 갑작스런 재난에 대한 예방대책(예: 엄격한 책임부여, 재난보험 등)

- 비상대응역량 강화

사전예방적 

(precautionary) 

관리

피티아

(Pythia)

- 사전예방원칙 구현(제도적 규제, 통제 등)

- 지식 향상(연구개발, 모니터링, 예경보 등)

- 비상대응역량 강화

판도라

(Pandora)

- 사전예방원칙 구현(제도적 규제, 통제 등)

- 덜 위험한 대체재 개발

- 축소 및 억제대책

- 비상대응역량 강화

담론적 

(discursive) 전략

카산드라

(Cassandra)

- 위험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책임감 강화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감소노력

- 의식형성 및 공공참여

- 비상대응역량 강화

메두사

(Medusa)

- 신뢰 구축(예: 정보제공, 참여, 국제적인 관리와 책임 등)

- 지식 향상(연구개발 등)

- 리스크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

자료: Klinke & Renn(1999)

[표 2-2] 재난의 유형에 따른 관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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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대형재난 식별을 위한 고려사항 및 기준

1) 대형재난 식별에 있어 고려사항

◦
대형재난은 해당 지역사회의 대처역량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을 말하며, 인접한 

지역이나 중앙정부와 같은 외부의 지원이 필요함

◦
대형재난을 정의함에 있어 어떤 기준으로 얼마 정도 규모이어야 ‘대형’인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대형재난을 식별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다음을 들 수 있음 

‐

첫째, 대형재난이란 기본적으로 대규모 피해와 사회경제적 영향을 유발하는 

재난이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인명피해(사망·실종, 부상, 이재민 등)나 

재산피해, 도시기능상의 피해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일 것임

‐

둘째, 재난의 시간적 지속성이나 공간적 파급범위도 고려할 수 있음

‐

셋째, 재난의 발생원(hazard)에 초점을 두어 외력(外力)의 크기 또는 속성

(예: 강우량 및 강우강도, 풍속, 지진규모 등)이나 발생장소 또는 시설(예: 

대규모 건축물·시설물, 핵심도시시설 등) 중요도 측면을 고려할 수도 있음

‐

넷째, 재난 자체의 규모에 상관없이 당해 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와 두

려움, 매스컴이나 인터넷에서의 사회적 이슈화 정도와 같은 사회경제적 또는 

심리적 영향 또한 광의적인 의미에서 대형재난을 식별하는데 고려할 수 있

는 사항임

[그림 2-5] 대형재난에 대한 다양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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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형재난의 식별기준 사례

◦
대형재난을 피해규모나 여타의 속성으로 식별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이어

야 대형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는 당사

자와 맥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르게 정해질 것임

◦
관련제도에서 운영하는 몇 가지 정량적 또는 정성적 기준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구분 기준 출처

대형 

철도사고
- 10인 이상 사망자 발생(향후 5명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

국토교통부, 「철도안전 

혁신대책」

지하철 

대형사고

- 탈선·충돌·화재·폭발·침수 등으로 10명 이상 사망하거나 

24시간 이상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경우

- 기타 사고로 사회적 물의가 크게 예상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지하철 

대형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형 

교통사고

- 사망 3명 또는 사상 20명 이상의 사고(사고발생일 30일 

이내 사망 포함)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고 

경찰청 훈령, 

「교통사고조사 규칙」 

제2조 3호

대형산불
- 피해면적 100만㎡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1호

대형화재
- 재산피해 50억 원 이상

- 인명피해 사망 5명 이상 또는 사상 10명 이상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5조

[표 2-3] 국내 관련제도의 대형재난 규모기준 사례

3)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용되는 대형재난에 대한 주요 조치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제16조에서는 재난의 대응·복구와 같

은 수습활동의 총괄·조정을 위해 규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재난안

전대책본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재난에 어느 

수준의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었는가를 통해 대형재난을 식별할 수 있을 것

◦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경우, 대규모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필요시 국무총리)에 두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규모 재난’이라 함은 다음을 말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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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건의

를 받아 중앙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

위의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서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

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

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이 해당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여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이 될 수 있

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함

‐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

조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

가 발생한 재난

‐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

조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1/4을 초과하는 피

해가 발생한 재난

‐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

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재난

‐

그 밖에 재난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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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ㅣ 대형 도시재난 실태와 여건변화

1_서울에서 발생한 대형재난

◦
과거 서울에서 발생한 대형재난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대형재난의 일반적인 특성

과 경향적인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장래에 발생할 수 있을 새로운 유형의 대형재난

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음

◦
1960년대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재난 중에서 사망 5명 이상, 부상 10명 이상, 또

는 재산피해 1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일으킨 재난·사고,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재난·사고 75건을 선별하여 특성을 분석함

재난

유형
재난명 일시

사망

(명)

부상

(명)

재산

피해

(억원)

비고

집중

호우

1987 집중호우 1987.7 39 68 190.0 - 실종 2명, 이재민 약 3만 명

1990 한강 대홍수 1990.9 31 27 107.7 - 실종 13명, 이재민 약 9만 명

1998 집중호우 1998.8 - - 12.4
- 인명피해 324명, 7월 31일에서 8월 2일까지 3일 동안 

총 강수량 471㎜

2001 집중호우 2001.7 44 104 584.0 - 서울에서 14~15일의 2일 동안 총 강수량 310㎜

2006 집중호우 2006.7 0 0 57.3 - 집중호우로 지하철 공사장 및 양평동 일대 침수

2010 집중호우 2010.9 0 1 171.1
- 차량침수 12대, 주택침수 111채, 붕괴 9건, 산사태 

7건

2011 집중호우 2011.7 16 50 307.7 - 산사태 피해면적 0.69㎢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2013.7 7 - -

- 상수도관 부설작업 중 호우로 불어난 한강물이 밀려

들어와 인부 7명이 수몰

태풍

태풍 베티(Betty) 1972.8 281 180 - - 실종 24명, 이재민 약 23만 명

태풍 홀리(Holly) 1984.9 41 52 202.74 - 실종 2명, 이재민 약 29만 명

태풍 곤파스(Kompasu) 2010.9 2 1 44.8 - 수목 전도, 초등학교 등교시간 연기

낙뢰
노원구 중계동 불암사 

팔각정 낙뢰사고
2010.9 - 15 - - 낙뢰를 동반한 소나기

대설
3월 폭설 2004.3 - - - - 적설량 20cm, 교통마비

폭설 2010.1 - - - - 적설량 25.4cm, 도로 및 지하철·철도 등 교통마비

화재

대연각호텔 화재 1971.12 166 68 -
- 프로판가스통 폭발이 가스레인지에 인화되면서 화재 

발생, 맨 꼭대기 층인 21층까지 화재

종로구 서울시민회관 

화재
1972.12 51 76 2.5 - MBC 10대 가수 청백전 진행 중 화재발생

[표 3-1] 서울에서 발생한 대형재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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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유형
재난명 일시

사망

(명)

부상

(명)

재산

피해

(억원)

비고

화재

뉴남산호텔 화재 1974.1 19 45 0.1 - 전기취급 부주의로 인한 4~5층 내부 화재

대왕코너 화재 1974.11 88 35 - -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 6~7층 내부 화재

충무로 로방싸롱 화재 1977.3 14 1 0.03 -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

석관동 맥주홀 화재 1984.2 10 2 0.04 - 석유난로에 의한 화재, 다수의 청소년 사망, 

팔레스룸싸롱 화재 1994.8 14 - 0.09 - 천장 전기배선 합선에 의한 화재

서대문구 창천동 
롤링스톤 락카페 화재

1996.9 12 2 0.03 - 지하에서 원인미상의 화재

세곡동 율암마을 화재 2001.3 10 - 0.1 - 비닐하우스와 보온덮개에서 원인미상의 화재

잠실고시원 화재 2006.7 8 12 -
- 지하에서 실화로 인한 화재가 시작되어 건물 전체로 

확산

신도림동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

2007.3 - 61 2.3 - 용접작업 중 불꽃이 튀어 화재 발생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화재

2007.12 - 25 0.5 - 공연 중 화재 발생

숭례문 화재 2008.2 - - 100.0 - 방화로 인해 숭례문 전소

용산구 한강로 2가 
재개발 철거현장 사고

2009.1 6 17 - - 경찰이 건물 옥상의 철거민 망루 진압 시 화재 발생

종로구 현대미술관 
신축공사장 화재

2012.8 4 24 2.5 - 지하 3층에서 작업 중 화재 발생

강서구 외발산동 
영인운수 차고지 화재

2013.1 - - 11.3 - 방화로 인한 화재로 버스 38대 전소

강남구 삼성동 의류점포 
화재

2013.1 - - 11.8
- 2층 건물 화재, 의류 15만 점 소실, 1시간 30분가량 

교통통제

양천구 국회대로 
물류창고 화재

2014.12 - - 17.1
- 외부 적재물에서 화재가 시작되어 건물 3개 동과 

1개 동 1층 전소

폭발

청량리 미주아파트 
LP가스 폭발

1983.1 4 49 0.5 - 프로판가스 폭발로 화재 발생, 4개 동 유리창 파손

마포구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1994.12 12 49 6.0 - 이재민 816명

미아4동 주상복합건물 
가스 폭발

2001.4 - 24 - - 지하에서 LPG가스 누출 후 미상의 원인으로 폭발 

산불
서초구 내곡동 구룡산 

산불
2002.3 - - - - 임야 1,000평 소실, 비닐하우스 4동 반소

붕괴

와우아파트 붕괴 1970.4 34 40 - - 부실시공으로 인한 붕괴

3호선 지하철 붕괴 1982.4 11 40 - - 시내버스 4대 추락

성수대교 붕괴 1994.10 32 17 -
- 버스 1대, 승합차 1대, 승용차 4대 등 총 6대의 차량 

추락, 사망 32명, 부상 17명

삼풍백화점 붕괴 1995.6 502 937 -
- 부실시공 및 무리한 증개축이 원인, 사망 502명, 

실종 6명, 부상 937명

여의도 지반 붕괴사고 2007.9 - - - - 차량 5대 매몰, 폭우로 인해 축대 벽이 무너짐

위험물
사고

종각역 지하상가 
가스누출

2006.9 - 95 2.4 - 치료비 0.43억 원, 영업손실 1.93억 원

도로

교통 

사고

평창동 홍지문터널 화재 2003.6 - 48 0.3
- 25인승 버스가 터널 벽면 및 승용차와 추돌 후 화재 

발생

용산구 USO 앞 교통사고 2007.1 - 23 - - 안전거리 미확보

구로구 구로성심병원 앞 
교통사고

2007.3 - 47 - - 중앙선 침범

구로구 궁동삼거리 
교통사고

2007.4 - 25 - - 안전운전 불이행

구로구 칠석주유소 앞 
교통사고

2007.6 - 26 - - 신호위반

강남구 도곡동 교통사고 2007.6 - 22 - - 안전거리 미확보

[표 3-1] 서울에서 발생한 대형재난 사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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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유형
재난명 일시

사망

(명)

부상

(명)

재산

피해

(억원)

비고

도로

교통 

사고

성동구 행당동 CNG 
버스 가스용기 폭발

2010.8 - 17 -
- 시내버스 반파, 인근차량 3대 파손, 4개 점포 유리창 

파손

강서구 양천대로(염창동) 
올림픽대로상 교통사고

2015.4 1 29 - - 버스 3중 추돌사고

철도·

지하철 

사고

노량진역 열차 충돌 1990.1 2 50 -
- 열차 일부 탈선으로 인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열차

와 충돌

개봉역 전철 추돌 1991.10 - 50 - - 정차한 전동차와 후속 전동차 추돌

7호선 사가정역~마들역 
11개 역사 침수

1998.5 - - 483.4
- 7호선 전 구간 열차 운행 중단 및 자체전력 공급중단, 

1998년 7월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로 인해 침수

영등포역 추돌 2007.5 - 9 20.9 - 정차한 전동차와 후속 전동차 추돌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

2014.5 - 238 - - 정차한 전동차와 후속 전동차 추돌

성북구 한성대역 지하철 
4호선 고장

2016.1 - 16 -
- 선로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부상자 발생(대피유도 700

여 명), 후속 20여 개 열차운행 지장 초래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2016.5 1 - -
- 외주업체 직원이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 중 역사로 

진입하는 전동차에 끼어 사망한 사고

항공기

사고

헬기 추락사고 1993.6 7 - - - 영화 촬영 중 사고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헬기 추락사고

2013.11 2 - - - 안개로 인한 항로 이탈

선박 

사고

한강 세모 유람선 침몰 
사고

1990.6 14 - - - 선박 간 충돌 및 선박과 교각 간의 충돌

한강 유람선 침몰사고 2016.1 1 - - - 얼음에 의해 선박에 균열 발생, 11명 승객 전원 구조

수질

오염

사고

한강 기름유출 사고 1996.8 - - -
- 제일제당 김포공장의 벙커C유 탱크에서 유출, 

1.5km(폭: 약 2~30m)의 기름띠가 한강 오염

감염병

확산

신종플루 2009.4
263

(전국)
- 15,160.0 - 확진환자 70만 6,911명(2009년 말 기준)

메르스(MERS) 감염병 2015.5
38

(전국)

186

(전국)
186.0 - 전국적으로 메르스 확산 및 공포 확산

식중독

사고

초등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

1977.9 1 7,871 - - 공급한 슈크림빵에서 포도상규군 검출

수도권 26개교 집단 
식중독 사고

2006.6 -
2,922

(전체)
-

- 대형 급식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교들에서 대규

모 집단설사환자 발생(노로바이러스 발생)

생활환경 

독성 

확산

가습기 옥시 살균제 
사망사고

2011~ 103 - - - 가습기 화학성분이 기화되어 심각한 폐질환을 유발

보건의료

서비스 

마비

서울대병원 구내 
정전사고

1999.9 - - - - 냉방설비 사용 급증에 따른 과부하, 1시간 정전

압사

사고

공연장 
압사사고(뉴키즈온더블록)

1992.2 1 40 - - 10대 소녀들이 무대 앞으로 쏠리면서 압사사고 발생

서울역 압사사고 1960.1 31 41 - - 귀성객들이 좁은 계단에 무질서하게 몰려들어 발생

잠실롯데월드 입장객 
사고

2006.3 - 35 - - 롯데월드 할인기간 입장객이 몰려 발생

에너지

공급 

마비

여의도 공동구 화재 2000.2 - 4 32.0 - 전력, 금융, 증권업무, 전화, 교통자동신호체계 마비

대규모 정전 2011.9 - - 1,000.0 - 서울, 경기 포함 13개 시 162만 가구 정전 추산

성동구 마장동 한국전력 
성동전력처 화재

2013.11 - - 0.6 - 42,192가구에서 40분간 정전

테러 김포공항 폭탄테러 1986.9 5 33
- 국제선 청사(현 국내선 청사) 1층 외곽 출입문 사이의 

음료수 자동판매기 옆에서 고성능 사제 시한폭탄 폭발

[표 3-1] 서울에서 발생한 대형재난 사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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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서울에서 발생한 대형재난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음

‐

화재, 대형 도로교통사고, 철도·지하철사고, 호우·홍수 등은 지속적으로 대

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전통적인 대형재난이며 더욱 증가하는 경향

‐

최근 들어 철도·지하철 사고, 지반붕괴, 감염병 확산, 생활환경 독성 확산, 

에너지 공급 마비, 항공기(헬기) 사고 등이 과거에 비해 많이 발생하거나 사

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는 경향 

‐

인명피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재난은 화재, 붕괴, 교통사고, 감염병 확산, 

생활환경 독성 확산 등 인적 요인에 의한 재난

‐

자연적 요인에 의한 기상재난(호우·홍수) 및 지반재난, 도시서비스 마비(예: 

정전)는 재산피해 비중이 높은 편

‐

다만, 최근일수록 대형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는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경향

[그림 3-1] 역대 서울에서 발생한 대형재난 유형별 추이 

지속적으로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전통적인 대형재난
- 침수, 산사태, 화재, 붕괴, 대형 도로교통사고, 철도·지하철 사고 등

최근에 증가 또는 부각되는 

대형재난

- 땅꺼짐(지반함몰), 감염병 확산, 에너지 공급 마비, 철도·지하철 사고, 

생활환경 독성 확산 등

인명피해 비중이 큰 대형재난 - 화재, 도로교통사고, 붕괴, 감염병 확산, 생활환경 독성 확산 등

재산피해 비중이 큰 대형재난 - 침수, 산사태, 도시기반서비스 마비 등

[표 3-2] 역대 서울에서 발생한 대형재난의 일반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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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대형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연쇄·파급되어 나타나는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추세

인데, 이는 특히 풍수해로 인한 침수, 산사태와 같은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정전, 

통신, 통행중단 등 도시기반체계 마비 등으로 파급되는 Natech형 재난을 들 수 있음 

‐

예컨대, 2011년 7월 말 집중호우(7월 26~28일 3일간 누적강수량 595mm, 

관악구에서는 시간당 111mm로 기상관측사상 최고치 기록)로 인해 주요 도

심지역 및 주택가 침수, 하천범람(도림천), 산사태(우면산 등), 담장·옹벽 붕

괴, 가로수를 비롯한 수목전도는 물론 지하철 운행중단(오류동역, 선릉역 포

함 구간), 주요도로 통행중단(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등), 정전 

및 통신마비(서초구·강남구 일대) 등으로 피해 파급

[그림 3-2] 2011년 7월 말 집중호우로 인한 주요 피해

◦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재난의 원인에 있어서도 변화경향을 감지할 수 있는

데, 과거에는 기술부족, 기반시설(방재시설) 부족, 부실설계·시공 등이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했지만, 최근에는 극한 기상이변, 과도한 도시개발(예: 비탈면이나 저지대 

개발)의 부작용, 시설의 노후화 및 관리부실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림 3-3] 대형재난의 요인 변화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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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국내·외 대도시에서 발생한 대형재난 사례

◦
국내·외 다른 도시들에서 발생한 대형재난은 장래 서울에서 발생할 수도 있을 새

로운 유형의 대형재난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음

1) 국내 대도시에서 발생한 대형재난 사례

◦
서울 이외의 국내 대도시에서 과거에 발생한 대형재난 82건을 선별하여 특성을 분석함

재난 

유형
기간 지역·도시

재산

피해

(억 원)

사망자

수

(명)

비고

홍수 및 
산사태

1972.8 전국(제주도 제외) 265 550
- 1972년 8월 중부지역 호우

  (2일간 서울 452.4㎜, 수원 461.8㎜)

1984.8~9 전국 1,643 339
- 북한강 수계에는 100년 빈도를 상회하는 최대 

강우기록 발생

1987.7 전국 3,295 167

- 중부지역 대홍수, 전반적으로 예년 월강우량 

140~300㎜보다 100~400㎜ 정도 더 많은 비가 

내림

1990.9 한강 전역 5,203 163
- 9~13일 기간 중 한강 전역 평균 강우량 370㎜

(200년 빈도 상회)

1998.7~8 전국 12,478 324
- 8월 한 달 동안 서울과 강화에서 1,000㎜ 이상

의 호우 발생

2001.7~8 서울, 경기 1,816 66
- 서울 1시간 최다 강수량 99.5mm, 일 최다 강수

량 273mm 기록

2002.8 전국(제주도 제외) 9,181 23 - 전국에 걸쳐 10여 일간 지속적인 집중호우

2011.7 수도권 및 강원 8,084 65

- 2011년 7월 수도권 집중호우

 (3일간 동두천 675.0㎜, 서울 587.5㎜, 문산

  494.0㎜ 누적강수량 기록)

태풍

1959.9 강원, 전남 및 경남·북 662 750 - 태풍 사라(Sarah)

1979.8 전남 및 경남·북 502 136 - 태풍 주디(Judy)

1981.8 전남 및 경남·북 982 139 - 태풍 아그네스(Agnes)

1987.7 전남 및 경남·북 3,913 345 - 태풍 셀마(Thelma)

1991.8 부산 및 경남·북 2,357 103 - 태풍 글래디스(Gladys)

1995.8 서울, 경기, 강원, 충청 4,563 65 - 태풍 재니스(Janis)

1999.7~8 서울, 경기, 강원 10,490 67 - 태풍 니일(Niel) 및 올가(Olga)

2002.8 전국 51,479 246 - 태풍 루사(Rusa)

[표 3-3] 국내 다른 도시들에서 발생한 대형재난: 자연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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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유형
기간 지역·도시

재산

피해

(억 원)

사망자

수

(명)

비고

태풍

2003.5 경남·북 및 강원 42,225 131 - 태풍 매미(Maemi)

2006.7 전국 3,791 5 - 태풍 에위니아(Ewiniar)

2007.9 제주 및 남해안 일대 1,022 20 - 태풍 나리(Nari)

2010.8~9 서울, 경기, 충청, 전라 1,670 5 - 태풍 곤파스(Kompasu)

2012.8 제주도 및 서해안 일대 800 19 - 태풍 볼라벤(Bolaven)

2016.10
제주, 부산, 울산 및 

남해안 일대
2,150 9 - 태풍 차바(Chaba)

대설

1990.1~2 전국 210 2 - 강릉 138.1㎝, 대관령 130.0㎝ 등

1994.2 강원 및 전남 일대 3 379 - 8~12일까지 전국에 걸쳐 7~40㎝

2004.3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전남·북, 경북
6,734 - - 3월 4일 서울 18.5㎝, 대전 49.0㎝

2005.12
전국(서울,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제외)
5,206 14 - 광주에서 최다 일 적설량 40.5㎝

2010.1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북
106 1 - 서울 25.8㎝, 인천 22.3㎝

2011.2 강원, 경북, 울산 360 - - 강원·경북지역 최고 133㎝

2014.2 강원, 경북, 울산, 부산 179 - - 장기간(9일) 연속된 강설로 피해 가중

지진

1978.10 홍성 2 - - 규모 5.0의 지진 발생

1983.5 삼척 - 3 - 삼척 임원항 인근에서 지진해일 발생

2016.9
경주, 대구, 부산, 

경남·북 
106.9

(추정)
-

- 경주에서 규모 5.1, 5.8(한반도 관측 이래 최대 

규모) 지진 발생

가뭄

1967.5~7 전남 및 경남·북 6,226 - - 70년 만의 가뭄, 5~7월 강우량 307.4㎜

1968.1~6 전남 7,009 -
- 1~6월까지 강우량 평년의 절반 수준, 5~7월 강

우량 122.2㎜

[표 3-3] 국내 다른 도시들에서 발생한 대형재난: 자연재난(계속)

재난

유형
기간 도시

재산

피해

(억 원)

사망

자수

부상

자수
비고

구조물 
붕괴

2010.4 부산 　  1 - 부산 화명동 아파트 지하 수영장 신축공사장 붕괴

2013.12 부산 　 4 - 부산 북향대교 접속도로 공사장 붕괴

2014.10 성남 16 11 - 판교 환풍구 붕괴

도시

화재

1953.11 부산
17,700

(2004년기준)

29

(사상자)
　 - 부산역 대화재

1984.1 부산 3 38 38 - 부산 대아호텔 화재

[표 3-4] 국내 다른 도시들에서 발생한 대형재난: 사회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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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유형
기간 도시

재산

피해

(억 원)

사망

자수

부상

자수
비고

도시

화재

1992.12 대전 49 10 10 - 대전 충남방적 화재

1998.10 부산 27 16 - 부산 범창콜드프라자 화재

1999.5 울산 156 4 - 울산 SK 중질유 분해공장 화재

1999.10 인천 1 57 80 - 인천 라이브 호프집 화재

2003.2 대구 192 151 - 대구 지하철 화재

2005.12 대구 0.2 　 4 -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09.11 부산 5 15 1 - 부산 신창동 실내사격장 화재

2010.10 부산 55 5 - 우신 골든스위트 오피스텔 화재

2011.2 울산 　 2 2 - 울산 남구 대한유화공업 화재 및 폭발

2012.5 부산 　 9 　 - 부산 노래방 화재

2015.1 의정부 90 5 125 -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폭발

1983.9 대구 　 　 4 - 대구 미국문화원 폭발

1995.4 대구 　 101 202 - 대구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

1992.2 광주 11 　 16 - 광주 해양도시가스 폭발

2013.9 대구 5 2 13 - 대구 대명동 가스 폭발

산업
재해

1967.6 대구 　 7 20 - 대구 청구대 붕괴

1995.4 대구 540 101 202 -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2015.9 인천 　 　 3 - 경인선 부평역 크레인 전복

철도
사고

1980.4 부산 -　 -　 200 - 부산 덕포동 화물열차 탈선

1981.5 대구 　- 55 233 - 경산 열차 추돌

1986.2 인천
1량 폐차, 

4량 중파
　- 1 - 인천역 열차 충돌

1990.9 부산 19 -　 79 -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추돌

1993.3 부산 31 78 198 - 부산 구포역 열차 전복

2003.5 대전 34 　- 40 - 대전 새마을호 열차 탈선

2003.8 대구 -　 2 96 - 고모역 열차 추돌

2007.11 부산 25 　- -　 - 부산역 KTX 열차 충돌

2011.12 인천 　- 5 1 - 인천국제공항철도 작업인부 참사

2012.11 부산 19 -　 114 - 부산 도시철도 3호선 추돌

2013.8 대구 154 　- 21 - 대구역 열차 충돌

항공
사고

2014.7 광주 　- 5 1 - 소방헬기 추락

[표 3-4] 국내 다른 도시들에서 발생한 대형재난: 사회재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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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유형
기간 도시

재산

피해

(억 원)

사망

자수

부상

자수
비고

교통
사고

2010.7 인천 　- 12 12 - 인천대교 인근 버스 추락

2015.2 인천 　- 2 65 - 영종대교 106중 추돌

위험물
사고

1993.2 인천 　- 1 3 - 해태음료 유독가스 유출

정전 2011.9 전국 1,000 - - - 9·15 대규모 정전

구제역

2010.4~5
인천, 김포,  
충주, 청양

1,015 　- -　 - 구제역 발생

2010.11

부산 1, 대구 1, 
인천 3 등 
11개 시·도, 
75개 시·군

21,480 　- 　- - 구제역 발생

조류
독감

2014.1~5 전국 6,802 　- -　 - 조류독감 발생

2008.4~5
강원, 제주 
제외 전국

3,070 　- 　- - 조류독감 발생

2003.12
~2004.3

전국 1,531 　- 　- - 조류독감 발생

감염병

2003.3~7 　 　- 　- 4 - 사스(SARS)

2006.6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
　- 　- 2,922 - 대형 급식업체에 의한 대규모 집단 설사환자 발생

2009.4~10 16개 시·도 　- 263 15,160 -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2015.5~7
서울, 대전,  
평택, 화성, 
아산 등

　- 37 186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표 3-4] 국내 다른 도시들에서 발생한 대형재난: 사회재난(계속)

◦
국내 다른 도시들에서 발생한 대형재난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자연재난의 경우, 홍수 및 산사태, 태풍, 대설, 가뭄 등이 많이 발생하였으

며, 2000년대 이후 낙뢰, 대설, 지진 등 과거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유

형의 대형재난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가장 최근에는 경주지진(2016. 9)을 

계기로 지진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

‐

사회재난의 경우, 붕괴, 화재, 폭발, 철도사고, 감염병 등이 많이 발생하였

으며, 최근 들어 감염병 확산, 생활환경 독성 확산, 화재, 위험물사고, 도로

교통사고, 철도사고, 에너지 공급 마비 등의 유형이 많이 발생

◦
국내 다른 도시들에서 발생한 대형재난과 서울에서 발생한 대형재난 사례를 비교

해 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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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다른 도시들과 서울은 호우·홍수, 화재, 폭발 등의 유형이 많이 발생

하였다는 점에서 대체로 유사

‐

풍수해의 경우, 서울은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많은 반면, 국내 다른 도시

들은 태풍이 많이 발생하였고 피해규모도 큼

‐

철도·지하철 사고의 경우, 서울은 철도사고뿐만 아니라 지하철사고도 많이 

발생한 반면, 국내 다른 도시들은 서울처럼 지하철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

문에 주로 철도사고가 발생

‐

서울에는 유해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제조·취급·저장하는 시설이 없지만, 국내 

다른 도시들에서는 공장을 비롯하여 위험물과 관련된 화재, 폭발 등의 사고

가 발생빈도는 적지만 관찰됨. 또한, 도로상 대규모 다중추돌사고도 다른 

도시들에 비해 서울이 적게 발생하는 편

2) 해외 대도시에서 발생한 대형재난 사례

◦
뉴욕, L.A., 파리, 런던, 도쿄 등 5개 해외 대도시를 대상으로 과거 대규모 인명피

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거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재난사례 총 76건을 선별

하여 특성을 분석함 

(1) 뉴욕

◦
폭풍(허리케인), 한파, 폭발, 철도·지하철사고, 항공기사고, 테러 등의 대형재난이 

발생한 바 있음

‐

항공기사고, 선박사고, 테러, 한파 등은 서울에서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크게 부각되지 않은 재난이라는 점에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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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허리케인 샌디(Sandy) 2012.10 - 253명 사망, 15명 실종, 630억 달러 재산피해(미국 전국기준)

한파 한파 2016.2

폭발 
노후 증기기관 폭발 2007.7 - 1명 사망, 45명 부상, 시민 대피

가스폭발 및 아파트 붕괴 2014.3 - 아파트 2개 동 붕괴, - 8명 사망, 70명 부상, 시민대피

폭발, 화재
가스누출·폭발, 건물 

대형화재
2015.3 - 2명 사망, 19명 부상

붕괴 쓰루웨이 교량 붕괴 1987.4 - 10명 사망

철도·지하철 

사고
지하철 탈선사고 1991.8 - 5명 사망, 200명 이상 부상

항공기 사고

항공기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 충돌
1945.7 - 3명 사망, 11명 부상

비행기 공중충돌 1960.12 - 94명 사망

경비행기 아파트 충돌 2006.10 - 2명 사망, 21명 부상, 아파트 화재

비행기 허드슨강 추락 2009.1 - 승객 150명 구출

선박(유·도선)

사고 
선박 화재 침몰 1904.6 - 1,021명 사망

토양오염사고 러브캐널사건(토양오염) 1978.8 - 주민 건강이상현상 발생

테러

월드트레이드센터 

폭발물 테러 
1993.2 - 6명 사망, 1,042명 부상

911 월드트레이드센터 

항공기 테러
2001.9

- 6,000여 명 이상 인명피해(2,996명 사망), 1,050억 달러 재산

피해

[표 3-5] 해외 대도시들에서 발생한 대형재난 사례: 뉴욕

(2) 로스앤젤레스  

◦
가뭄, 폭염, 산사태, 지진, 산불(wildfire), 항공기사고, 대기오염사고(스모그), 폭

동 등의 대형재난이 발생한 바 있음

‐

폭염, 산불, 폭동, 항공기사고, 지진, 대기오염사고(스모그) 등은 서울에서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크게 부각되지 않은 재난이라는 점에서 차이

‐

다만, 서울에서는 최근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초)미세먼지가 큰 이슈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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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캘리포니아 가뭄 1976~1977 - 2년간 극심한 가뭄

폭염 북아메리카 폭염 2006.7 - 140명 이상 사망

산사태·

토사재해
고속도로 산사태 2015.10 - 수천 명 고립

지진

샌프란시스코 지진 1971.2 - 64명 사망, 2,000명 부상 

노쓰릿지 지진 1994.1 - 50명의 사망자와 20,000명의 이재민, 30억 달러의 재산피해 

화재 가뭄 및 폭염 속 화재 1991.10 - 25명 사망

산불 캘리포니아 산불 2008.11
- 5월 산불: 469,920ha 피해, 32명 사망, 34명 이상 부상

- 11월 산불: 5만 명 이상 대피

도로교통사고
롱비치 프리웨이 

연쇄추돌사고
2002.11 - 198대 차량 연쇄추돌사고, 41명 중경상

항공기 사고 비행기 공중충돌 1986.8 - 82명 사망, 8명 부상, 사고 후 주택가로 추락

대기오염사고 LA 스모그 1943.7

폭동 및 소요 로스앤젤레스 폭동 1992.4 - 사망자 53명, 부상자 2,383명, 7억 1,700만 달러 재산피해

정보통신 마비
10여 개의 병원 

해킹 공격
2016.2 - 의료업무 차질, 병원기기 사용 불가

[표 3-6] 해외 대도시들에서 발생한 대형재난 사례: L.A.

(3) 파리

◦
홍수, 폭풍, 철도·지하철사고, 항공기사고, 테러, 폭동 등의 대형재난이 발생한 바 

있음

‐

항공기사고, 테러, 폭동 등은 서울에서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크게 부

각되지 않은 재난이라는 점에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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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유럽 홍수 2016.5~6

- 4명 사망, 피해금액 약 10억 유로

- 센강 범람(최고수위 6.1m), 루브르박물관과 오르세미술관 

휴관, 교통마비(도로 침수, 지하철·여객선 운행 중단), 정전

(약, 17,000가구)

폭풍

사이클론 Oratia 2000.10
- 오를리공항(Paris-Orly Airport)과 샤를드골국제공항

(Paris-Charles de Gaulle Airport) 운행 중단

폭풍 Lothar와 Martin 2000.12

- 복구비용 77백만 유로, 프랑스에서만 88명 사망

- Lothar는 150년 빈도의 폭풍(최대 풍속 173㎞/h)

- Martin은 10년 빈도의 폭풍(최대 풍속 72㎞/h)

철도·지하철

사고

리옹역(Paris-Gare de 

Lyon) 터미널 사고
1988.6

- 56명 사망, 55명 부상(선행열차와의 충돌, 브레이크 작동 

오류)

Gare de Port-Royal 

지하철역 폭파
1996.12

- 4명 사망, 170명 부상(알제리의 무장이슬람조직(GIA)에 의한 

사제폭발물 테러)

항공기 사고

Air France의 007편 사고 1962.6
- 130명 사망, 2명 부상, 기계적 결함에 의한 이륙 실패로 

활주로를 벗어나 왼쪽 하부가 부서지고 화재 발생

파리 에어쇼 공중폭발 1973.6
- 14명 사망(6명 승무원, 8명 관람객), 부상 80여 명(파리에어

쇼 도중 여객기가 공중폭발 후 인근 주거지역에 추락)

터키항공 981편 추락사고 1974.3 - 346명 탑승자 전원 사망(파리 외곽에 추락)

테러

유대교 회당 폭탄테러 1980.10 - 4명 사망, 46명 부상(프렌치 이스라엘자유연합에 의한 테러)

오를리공항 공격 1983.7 - 8명 사망, 55명 부상(아르메니아 군인조직(ASALA)에 의한 테러)

Saint-Michel RER 역 

테러
1995.7

- 8명 사망, 80명 부상(무장이슬람조직(Armed Islamic 

Group)에 의한 가스병 폭발 테러)

2015 파리 테러 2015.11
- 130명 사망, 368명 부상(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의한 파리 시내 6곳에서 자살폭탄 테러 및 대량 총격 사건)

폭동 및 소요

1995 프랑스 파업 1995.11

- 총 6백만 명(공공부문 4백만 명, 민간 및 준공공 부문 2백만 

명)이 파업(2달 이상 지속, 파리에서 시작되어 프랑스 전체

로 확산)

2005 프랑스 폭동 2005.10~11

- 20일 동안 8,937대 차량 전소, 2,888명 체포, 1명 사망, 126

명의 경찰 부상. 프랑스 전역의 이민자 집중지역에서 소요사

태 확산

[표 3-7] 해외 대도시들에서 발생한 대형재난 사례: 파리

(4) 런던

◦
화재, 폭발, 철도·지하철사고, 항공기사고, 테러 등의 대형재난이 발생한 바 있음

‐

항공기사고, 선박사고, 테러, 대기오염사고(스모그) 등은 서울에서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크게 부각되지 않은 재난이라는 점에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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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Denmark Street의 

나이트클럽 화재
1980.8 - 37명 사망, 나이트클럽에서 방화

Lakanal House 화재 2009.7
- 6명 사망, 20명 이상 부상, 

- 14층 건물 중 12층에서 화재 발생

폭발 Putney 가스폭발 1985.1
- 8명 사망, 12명 부상, 

- Putney의 주택에서 가스 폭발

도로교통사고
Kent주 간선도로 

연쇄추돌사고
2013.9 - 130여 대 차량 연쇄추돌사고, 208명 부상

철도·지하철 

사고
킹스크로스역 화재 1987.11 - 역사 내 화재(목조). 31명 사망, 100명 부상

항공기 사고

런던 히드로공항 

추락사고
1956.10 - 폭격기(Avro Vulcan) 추락, 4명 사망

Biggin Hill 공항 인근 

추락사고
2008.3 - 항공기가 공항인근 가옥에 추락, 5명 사망

선박사고
선박충돌(Marchioness 

disaster)
1989.8 - 템스강 운행 선박 간의 충돌, 51명 익사

대기오염사고 런던 스모그 1952.12 - 초기 4,000명 사망, 총 12,000명 사망

테러

Hyde 공원과 Regent’s 

공원 폭탄테러
1982.7

- 북아일랜드공화국군(IRA)에 의한 테러. 11명 사망, 50여 명 

부상

Harrods 폭탄테러 1983.12 - 북아일랜드공화국군(IRA)에 의한 테러. 6명 사망, 90명 부상

발트해운거래소 

폭파사고
1992.4 - 북아일랜드공화국군(IRA)에 의한 테러. 3명 사망, 91명 부상

Bishopsgate 폭탄테러 1993.4 - 북아일랜드공화국군(IRA)에 의한 테러. 1명 사망, 44명 부상

도크랜드 폭탄테러 1996.2
- 북아일랜드공화국군(IRA)에 의한 테러. 2명 사망, 200명 

부상

런던 폭탄투척 테러 2005.7
- 3개 열차, 1개 버스에서 출근시간에 자살 폭탄테러, 56명 

사망, 700여 명 부상

[표 3-8] 해외 대도시들에서 발생한 대형재난 사례: 런던

(5) 도쿄

◦
호우·홍수, 태풍, 폭염, 대설, 지진, 화재, 철도·지하철사고, 항공기사고, 감염병 확

산, 식중독사고, 테러 등의 대형재난이 발생한 바 있음

‐

지진, 폭염, 위험물사고, 항공기사고, 식중독사고, 테러 등은 서울에서는 많

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크게 부각되지 않은 재난이라는 점에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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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홍수

1991 집중호우 1991.8
- 일 최대 강수량 307.0㎜, 1시간 최대 강수량 71.0㎜

- 3명 사망, 2명 부상, 1명 실종, 주택 7호 파손, 침수 27건

2000 집중호우 2000.7 - 163동 침수, 지하철 운행 정지, 18만 가구 정전(최대 3시간)

2008 집중호우 2008.7
- 일 최대 강수량 111.5㎜, 1시간 최대 강수량 59.5㎜

- 5명 사망, 침수 30건

태풍·강풍

태풍 카스린 1947.9 - 6명 사망, 주택 10만 호 침수

태풍 키티 1949.8 - 18명 사망, 주택 14만 호 침수

태풍 아이다 1958.9 - 36명 사망, 주택 48만 호 침수

태풍 위파(26호) 2013.10 - 36명 사망, 4명 실종, 주택 86호 파손

폭염

2002 관동지역 폭염 2002.8 - 629명 열사병

2007 폭염 2007.8 - 일 최고기온 38.7℃, 6명 사망

2010 폭염 2010.7 - 도쿄 일 최고기온 37.2℃(8월 17일), 138명 열사병

대설

2001 폭설 2001.1
- 최심적설 50㎝(1월 28일, 오고우치), 8cm(도쿄)

- 1명 사망, 253명 부상

2006 폭설 2006.1 - 최심적설 9㎝, 235명 부상

2013 폭설 2013.1 - 최심적설 8㎝, 290명 부상

지진 동일본 대지진 2011.3
- 7명 사망, 118명 부상, 17.9조 엔 피해

- 주거 피해 3,032동, 비주거 피해 1,205동(공공건물 419동), 화재 33건, 

교통(도로, 철도), 단수, 전기, 수도, 방송 등 서비스 마비

화재

뉴재팬호텔 화재 1982.2
- 호텔 9층에서 화재 시작, 10층으로 확산

- 33명 사망, 34명 부상

자동차 조립공장 화재 2000.11 - 자동차 조립공장 화재, 2,500㎡ 전소, 3명 부상

묘조 56 빌딩 화재 2001.9
- 3층에서 화재 시작 4층으로 확산, 사망자들의 사인이 모두 급성 일산화

탄소 중독

- 44명 사망, 3명 부상

위험물사고
과산화수소 운반차량 

폭발 사고
1999.10

- 과산화수소 수용액 운반 중인 탱크가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폭발

- 23명 부상, 차량 18대 피해

철도·지하철 

사고

미카와시마 사고 1962.5
- 1차 열차 탈선으로 인한 열차 2대 간 충돌 사고, 2차로 반대 방향 

열차와 사고 열차 간 충돌한 다중충돌사고

- 160명 사망, 296명 부상

나카메구로역 탈선사고 2000.3
- 차량 정비불량 및 탈선 방지용 가드레일 설치 미비

- 5명 사망, 64명 부상

항공기 사고

BOAC(영국국제항공) 

911편 추락사고
1966.3 - 후지산 근처의 난기류로 인한 공중분해, 24명 사망

대한항공 2708편 화재 

사고
2016.5 - 활주 중 엔진에서 화재 발생, 12명 부상

감염병 확산 H1N1(신종 인플루엔자)
2009.5

~2010.3
-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505명 감염, 10명 사망

식중독 사고
치요다구 식중독 2002.3 - 도시락에 의한 식중독, 887명 구토 및 설사 증상

고등학교 식중독 2000.5 - 229명 구토 및 설사 증상

테러 사린가스 살포 1995.5 - 지하철 내부 사린가스 살포, 12명 사망, 5,510명 부상

[표 3-9] 해외 대도시들에서 발생한 대형재난 사례: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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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 대도시 대형재난의 일반적인 특성 및 서울과의 비교

◦
사례분석 대상 5개 해외 대도시들에서 발생한 대형재난의 경우 각 도시가 처한 

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며 서로 차이가 있지만 공통된 특성도 

읽을 수 있음

‐

해외 대도시들에서는 폭풍, 폭염, 대설, 한파 등 대형 기상재난이 증가하는 

경향

‐

화재, 산불, 폭발 등 사회재난 또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에는 감

염병 확산과 같은 건강위해요인 확산도 증가하는 경향

구분 뉴욕 L.A. 파리 런던 도쿄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한 

재난유형

- 폭풍

- 한파

- 폭발

- 철도·지하철사고

- 항공기사고

- 테러

- 폭염

- 산불

- 도로교통사고

- 폭동

- 폭풍

- 항공기사고

- 철도·지하철 사고

- 테러

- 폭동

- 대기오염사고

- 화재

- 도로교통사고

- 항공기사고

- 선박사고

- 테러

- 태풍

- 지진

- 화재

- 철도·지하철사고

서울과의 

차이점

- 한파

- 항공기사고

- 선박사고

- 테러

- 폭염

- 지진

- 산불

- 대기오염(스모그)

- 항공기사고

- 폭동

- 항공기사고

- 테러

- 폭동

- 대기오염(스모그)

- 항공기사고

- 선박사고

- 테러

- 지진

- 대설

- 위험물사고

- 항공기사고

- 식중독사고

- 테러

[표 3-10] 해외 대도시(뉴욕, L.A., 파리, 런던, 도쿄)에서 발생한 대형재난 특성 요약

[그림 3-4] 해외 대도시(뉴욕, L.A., 파리, 런던, 도쿄)에서 발생한 대형재난 유형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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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대도시와 서울에서 발생한 대형재난 사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해외 대도시들과 서울 모두 화재, 철도·지하철 사고 등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유사

‐

해외 대도시들의 철도·지하철 사고는 대부분 탈선사고이지만, 서울은 추돌사

고가 많은 편

‐

해외 대도시들은 서울에 비해 테러, 폭동 등이 상대적으로 많고, 항공기사

고도 서울에 비해 많이 발생

‐

일부 해외 대도시에서는 폭염, 대설, 산불, 대기오염사고, 선박사고 등이 많

고 피해규모도 큼

해외 대도시들과 서울의 유사점 - 풍수해, 화재, 철도·지하철 사고 등

해외 대도시들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대형재난
- 테러, 폭동, 항공기 사고, 선박사고, 폭염, 폭설, 산불 등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대형재난
- 생활환경 독성물질 확산, 위험물사고(가스 누출 등)

[표 3-11] 서울과 해외 대도시(뉴욕, LA, 파리, 런던, 도쿄) 간의 대형재난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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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서울의 여건변화와 신종 대형 도시재난에 대한 영향

◦
서울의 재난환경을 도시공간, 사회경제, 거시적 환경 측면에서 여건과 동향을 분석

하여 신종 대형 도시재난의 발생 잠재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함 

1) 도시공간의 재난취약성

◦
취약성(vulnerability)이란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나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기 쉽거

나 피해를 가중시키는 정도를 말함 

◦
도시공간 측면에서 재난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형과 같은 자연적인 

조건, 토지이용이나 건축물․시설물의 인위적인 공간특성 등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

을 바탕으로 서울의 재난취약성을 살펴보고자 함

◦
2015년 현재 서울의 행정구역면적은 625.25㎢이며, 인구수는 9,904.3천 명으로 안

정세 내지 감소세에 있으며, 인구밀도(총밀도)는 1㎢당 15,841명의 고밀 대도시임 

서울시 

면적(㎢)

인구수(명) 인구밀도(명/㎢)

인구총조사 주민등록인구 인구총조사 주민등록인구

625.25 9,904,312 10,022,181 15,840.56 16,029.08

자료: 통계청(2015), 인구총조사; 서울통계 홈페이지(http://stat.seoul.go.kr/)

[표 3-12] 서울의 면적 및 인구 현황(2015)

(1) 시가지의 지형적 조건

◦
서울은 과거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한정된 공간에 인구와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서 저지대, 경사지 등 재난에 취약한 지역들을 개발하였고, 이 지역 중에는 오늘날

에도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와 산사태, 시설 노후화와 지반약화에 따른 붕괴 등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 많음

◦
저지대 시가지는 침수피해에 가장 취약한데, 그동안 이들 지역에 대하여 빗물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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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비롯한 배수시설 개선대책을 해오고 있으나, 갑작스런 대규모 집중호우 시에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저지대를 집중호우 시 자연배수가 어려운 하천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이

라고 볼 때, 시가지에 가장 가까운 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는 

서울의 전체 시가지면적의 약 42.3%

[그림 3-5] 서울의 계획홍수위 이하 저지대 시가지 분포

주: GIS를 이용하여 시가지(격자 단위)의 지표고도 값과 가장 가까운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하천측점의 계획홍수위 값을 서로 비교하여 계획홍수위 값보다 적은 지표고도 값을 갖는 

시가지 지역을 식별함

◦
경사지에 위치한 시가지 중에서도 경사가 지나치게 급한 지역은 산사태, 붕괴 등의 

위험이 높고, 경사가 지나치게 완만한 곳은 집중호우 시 적절한 유속확보가 어려워 

빗물정체에 따른 침수위험이 있음

‐

서울의 시가지 중에서 경사 15° 이상의 구릉지 또는 급경사지에 있는 지역

은 4.5% 정도를 차지하며, 시가화지역의 약 76%가 경사 5° 미만의 평탄한 

지역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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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서울의 경사도 분포

(2) 불투수 토지피복

◦
서울은 도시개발과정에서 녹지, 산지, 농지 등 오픈스페이스가 감소해왔는데, 이

에 따라 토지피복의 불투수율이 높아짐. 높은 불투수율은 빗물의 지표면 유출률이 

높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집중호우 시 배수시설에 대한 부담과 침수위험 증가, 

도시열섬현상, 건전한 물순환 저해, 생물서식공간의 오염과 파괴 등의 영향을 미침

‐

2015년 도시생태현황도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평균 불투수율은 47.4%이며, 

불투수율 90% 이상 지역은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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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도시생태현황도(2015년 기준)에 의한 서울의 불투수율 분포

[그림 3-8] 도시개발에 따른 유출수문곡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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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

◦
과거 급격한 도시화과정에서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도시기반시설은 21세

기 성숙도시단계에 들어선 오늘날 대량의 집단적인 노후화에 직면해 있으며, 적절

한 유지관리와 보수·보강, 교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붕괴(도로함몰, 지반

침하, 균열 등 포함), 지진피해, 각종 안전사고, 시민불안 등 위험을 높일 뿐만 아

니라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막대한 공적부담을 야기할 수 있음 

◦
도로 시설물

‐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은 2016년 현재 560개소이며, 이 중에서 31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은 166개소로 29.6%

‐

현재의 추세대로 노후화가 진행될 시 향후 20년 내 공용년수 31년 이상 시

설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84%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림 3-9] 서울의 도로시설물 노후도 분포(2016)

◦
상수도 시설물

‐

2015년 현재, 서울의 상수도 시설물 중 상수도관은 전체 13,697km에 달하

며, 이 중 31년 이상 노후관로는 1,002km에 7.3% 수준

‐

배수지, 정수장, 가압장, 취수장 등 상수도 시설물은 전체 317개소이며, 이 

중 31년 이상 시설물은 50개소에 15.8%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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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서울의 상수도 시설물 노후도 분포(2015): (좌)상수도관, (우)배수지·정수장·가압장·취수장

◦
하수도 관로

‐

2015년 현재, 서울의 하수도 관로의 연장은 총 10,139km에 달하며, 이 중 

31년 이상 노후관로는 4,672km에 46.1%를 차지

‐

최근 노후관로 지점에 지하 동공 발생으로 도로함몰 및 지반침하가 늘어나는 

추세

[그림 3-11] 서울의 하수도 관로 노후도 분포(2015)

◦
지하철

‐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철은 9개 노선에 영업거리 335.2km, 지하철역 302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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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1~4호선은 시설 및 설비가 70~80년대에 건설되어 30~40년이 경과된 

상태로 내용년수에 도달된 수준

‐

2006년 이후 발생한 철도 탈선사고 48건의 원인 중 58%(28건)가 철도 시

설 노후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

‐

지하철 1~4호선은 재난대피시설, 각종 설비시설이 현행 기준에 미달

‐

1~4호선 본선 BOX, 정거장, U-TYPE, 옹벽 등 많은 시설물이 내진성능 미

확보 상태

구분
운행노선 및 

구간

영업거리

(㎞)
역수 개통연도

사용연수

(2015년 

말 기준)

전체 9개 노선   335.2 302 - -

서울

메트로

1호선 서울역~청량리 9.9 10 1974 42

2호선 순환 및 2지선 62.2 50 1980 36

3호선 지축~오금 41.4 34 1985 31

4호선 당고개~남태령 33.3 26 1985 31

도시철도

공사

5호선
방화~상일동·

마천
54.8 51 1995 21

6호선 응암~봉화산 36.7 38 2000 16

7호선 장암~부평구청 49 42 1996 20

8호선 모란~암사 20.9 17 1996 20

9호선 9호선 개화~신논현 27 25 2009 7

[표 3-13] 서울의 지하철 현황

(4) 도시공간의 지하화

◦
고도 도시화에 따른 개발 가용지의 한계와 고밀화로 인해 지하공간의 활용이 늘어

나고 있음. 서울의 지하공간에는 지하철, 상·하수도, 전력, 통신, 가스, 공동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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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관, 터널, 지하차도, 지하보도, 지하도상가, 지하주차장 등 수많은 시설이 거

미줄처럼 분포해 있음. 

‐

최근 2기 이후의 지하철, 전력구, 지하도로, 지하저류배수시설 등을 중심으

로 지하 40m 이상의 대심도 지하공간 증가

‐

지하공간은 붕괴, 화재, 폭발, 대형 교통사고,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하며, 

지하공간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일단 재난이 발생하면 대응과 수습이 용

이하지 않아 대규모 피해로 비화할 가능성

[그림 3-12] 도시 핵심기반체계의 상호의존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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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물의 네트워크화

◦
오늘날 도시사회는 인위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

며,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기술발전으로 서로 네트워크화됨. 따라서 시설의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시설로 그 영향이 파급되어 일상생활의 불편은 

물론 도시기능 및 경제의 전반적인 마비로 파급될 수 있는 취약성을 갖고 있음

(6) 건축물의 노후화·초고층화

◦
2015년 말 현재, 서울의 건축물 수는 전체 639,412동(부속건축물을 제외한 주건

축물 기준)이며, 노후화, 고층화, 대형화, 복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붕괴위

험은 물론 재난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연결될 수 있음

‐

건축물 구조별로는 조적식구조(벽돌, 콘크리트블록, 돌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든 건축구조) 47.1%, 콘크리트구조 42.2%로 이 두 가지 구조가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는 목구조 8.8%, 철골구조 1.4%

◦
노후화

‐

서울의 건축물은 1980~90년대에 가장 많이 지어져 노후 건축물이 대량으로 

도래하고 있는 한편 최근에는 재개발·재건축, 신축 등이 저조한 상황으로 

안전점검과 대체(신·개축, 리모델링 등)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붕괴 

등 재난위험은 더욱 증가

‐

2015년 말 현재 30년 이상 건축물(1985년 이전 사용승인)은 39.7%이고, 40

년 이상 건축물(1975년 이전 사용승인)은 25.0%에 달하며, 이러한 노후 건

축물은 3층 이하 단독·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며, 붕괴, 지진 등에 취약한 벽돌·블록조가 다수

‐

노후 건축물은 서울 전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동북권, 도심

권에 많이 있고 동남권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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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서울의 건축물 연도별 분포와 노후도

◦
고층 및 초고층 건축물 증가

‐

고도 도시화에 따른 개발 가용지의 한계, 건축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층 및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 대형 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대형 건축물은 현행 제도에서는 「건축법」에 더하여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등으로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일단 재난이 발생하면 대규

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필요

‐

2015년 12월 현재, 서울의 고층 건축물(층수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과 초고층 건축물(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은 340개 동

‐

2016년 1월 현재, 초고층 건축물은 18개 동이며(3곳은 공사 진행 중)

‐

2016년 5월 현재,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층수 11층 이상, 1일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은 15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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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치 연면적(㎡) 용도 층수(지상/지하)

한화금융센터63 영등포구 여의도동 166,429 업무시설 60/3

코엑스 강남구 삼성동 951,034 업무시설 54/2

강남파이낸스센터 강남구 역삼동 212,615 업무시설 45/8(높이 202m)

타워팰리스1차(A,B,C동) 강남구 도곡동 457,994 공동주택 66(59)/5

타워팰리스2차(E,F동) 강남구 도곡동 296,650 공동주택 55/6

하이페리온 양천구 목동 385,944 공동주택 69/6

타워팰리스3차(G동) 강남구 도곡동 220,720 공동주택 69/6

아카데미스위트 강남구 도곡동 102,379 공동주택 51/6

더샵스타시티(A,C동) 광진구 자양동 417,948 공동주택 58(50)/3

건대스타시티 광진구 자양동 247,285 노유자시설 50/6

디큐브시티 구로구 신도림동 350,062 업무시설, 공동주택 51/8

국제금융센터 영등포구 여의도동 509,524 업무시설, 판매시설 외 55/7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영등포구 여의도동 168,223 업무시설 50/6

래미안 젤리투스 용산구 이촌동 135,082 공동주택 56/3

공

사

중

제2롯데월드 송파구 신천동 782,497 업무시설, 판매시설 외 123/5

여의도 Park 1 영등포구 여의도동 630,361 판매시설, 숙박시설 외 69/7

서울숲 e편한 세상 성동구 성수1가 204,559 업무, 판매, 공동주택 51/7

자료: 서울시 건축기획과

[표 3-14] 서울시 초고층 건축물 현황(2016)

◦
내진설계

‐

기반시설에 비해 대부분 민간영역에 있는 건축물의 내진성능이 낮은 수준

‐

2016년 4월 현재, 서울시의 주거용 건축물 476,404동 중에서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188,455동이며, 이 중 53,301동(28.3%)이 내진성능 확보(전체 건

축물의 11.2%)

‐

비주거용 건축물 159,364동 중에서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105,736동이며, 

이 중 24,476동(23.2%)이 내진성능 확보(전체 건축물의 15.4%)

‐

주거용 건축물에서는 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의 내진설계 확보율이 현저

히 낮으며,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내진설계 확보율이 

가장 낮아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성능이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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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시설

전체 

건축물

(A)

내진설계

대상

(B)

내진성능

확보(C)

내진성능

미확보

내진성능

확보비율(%) 

C/A C/B

합계 635,768 294,191 77,777 557,991 12.2 26.4

주거용

소계 476,404 188,455 53,301 423,103 11.2 28.3

단독주택 350,840 84,096 9,354 341,486 2.7 11.1

공동주택 125,564 104,359 43,947 81,617 35.0 42.1

비

주거용

소계 159,364 105,736 24,476 134,888 15.4 23.1

제1종 근린생활 65,931 39,535 3,275 62,656 5.0 8.3

제2종 근린생활 56,065 39,258 10,619 45,446 18.9 27.1

종교시설 985 548 178 807 18.1 32.5

문화 및 집회시설 2,876 2,165 491 2,385 17.1 22.7

의료시설 765 655 299 466 39.1 45.6

교육연구시설 8,245 6,414 2,124 6,121 25.8 33.1

업무시설 8,153 7,976 4,833 3,320 59.3 60.6

기타용도 16,344 9,185 2,657 13,687 16.3 29.0

자료: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홈페이지(http://goodhousing.eseoul.go.kr/SeoulEqk/main.do)

[표 3-15] 서울시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2016. 4)

2) 도시사회의 변화

(1) 취약인구의 증가

◦
서울의 인구구조 변화는 노인인구의 증가, 여성인구의 증가, 1인가구의 증가, 외국

인 거주인구 및 외국인 방문객 증가, 가계소득의 불균형 심화, 저소득가구 증가, 

비정규직 및 실업자 증가 등 이른바 재난에 취약한 인구의 증가로 요약할 수 있으

며, 도시불안요인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이러한 취약인구의 증가는 안전사각지대의 증가를 의미하며, 소외와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 테러, 불법적인 

경제활동 등 도시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
고령화

‐

서울은 20·30대 연령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젊은’ 도시이지만, 시간

이 지날수록 10대 및 20·30대의 비중이 줄고 50세 이상의 장년층과 노년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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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등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특히, 204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0.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림 3-14] 서울의 15세 이하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 비율 추이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여성인구 증가

‐

서울의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 수)는 2010년 99.7%로 전국 100.4%에 비

해 낮은 수준이며, 2040년에는 약 93.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
1인가구 증가

‐

서울의 1인가구 비율은 200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약 30% 

이상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외국인 증가

‐

외국인 거주자의 증가는 물론 외국인 방문객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방문 

외국인 수는 전국 기준으로 2000년 532만 명에서 2015년 1,323만 명으로 

크게 증가

‐

서울 방문객 수를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0-2013년)의 

서울 방문 비율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2010년 706만 명에서 2014년 

1,148만 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서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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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서울방문 외국인 수 추이

자료: 서울통계, 국적별 외국인 방문객; 서울연구원(2015),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 가장 많이 찾은 

곳은?’(서울인포그래픽스 제122호)

◦
기초생활수급자

‐

서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 의무자가 없

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수는 2000년대 이후 꾸준한 증가추

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

[그림 3-16] 서울의 기초생활수급자 수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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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기준 가계소득 지니(Gini)계수

‐

서울의 가계양극화에 대해 조사된 최신자료가 없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중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지니(Gini)계수(분배의 불균형 

분포를 보여주는 지표로 소득의 불평등정도에 따라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

지며, 그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형함을 의미)를 살펴보면, 2004년부

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9년 0.320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

여 2013년에는 0.307 수준

‐

국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은 심각한 편이 아니라고 평가되

지만, 과거보다 전반적으로 심화된 소득불균형 정도와 상대적인 비교에서 

오는 소외감이나 불만, 이른바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 측면

에서 보면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 가능

[그림 3-17] 가계소득 분포에 대한 지니(Gini)계수 추이(전국 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 재난과 안전문제의 사회적 중요성 증대와 요구의 다양화

◦
재난과 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대형재난이 발생함으로써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문제는 국가적인 관심사와 과제

가 되는 계기가 되었음 

‐

또한 메르스(MERS)를 비롯한 잇따른 신종바이러스 유행, 경주지진 등은 신

종재난에 대한 경각심과 대비의 필요성을 높이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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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시민들의 경제적 수준과 의식이 과거보다 높아짐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요구가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음 

재난명 일시
사망

(명)

부상

(명)

재산

피해

(억 원)

비고

세월호 참사 2014.4 295 -
9,553

(추정)

- 실종 9명, 생존자 172명

- 진도군 부근 해상에서 제주행 여객선 세

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한 사고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2014.10 16 11

- 환풍구가 붕괴되면서 환풍구 위에 올라와

있던 27명이 지하 18.7m로 추락한 사고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2015.1 5 125 90

- 건축규제 완화와 허술한 방재시스템 등으

로 인한 대형화재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2015.2 2 65

- 심각한 안개와 안전거리 미확보, 과속 등

으로 인해 발생한 다중 도로교통사고

메르스(MERS) 

유행
2015.5 38 186 186

- 미숙한 초기 대응으로 메르스 확산, 전국

적으로 이에 대한 공포 확산

경주 지진 2016.9 23 106.9

- 경주에서 규모 5.1, 규모 5.8(한반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 발생

- 500회 이상의 여진 발생

태풍 

차바(Chaba)
2016.10 9 2,150

- 실종 1명, 이재민 1,081명, 주택침수 

1,483동

- 항공기 운항 정지, 도로통행 통제, 정전, 

차량 및 시설물 침수

[표 3-16] 세월호 참사 이후 최근에 발생한 국내 주요 대형재난

3) 거시적 환경변화

(1) 기후변화

◦
기후변화는 집중호우, 강풍, 폭염, 가뭄 등의 극단적인 기상이변과 그에 따른 자연

재난 및 인적재난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태계, 농작물, 건강, 수자원, 대기

오염 등에도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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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기후변화의 주요 영향

◦
기온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5차 평가보고서의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근

거한 기상청의 전망에 의하면, 서울의 기온은 미래에 더욱 높아질 것이며, 

여름일수,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등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

구분 시나리오
현재 기후값

(2001-2010)

21세기 

전반기

(2011-2040)

21세기 

중반기

(2041-2070)

21세기 

후반기

(2071-2100)

연평균 기온

(°C)

RCP 4.5
13.0

13.6 14.6 15.2 

RCP 8.5 13.8 15.7 17.9

폭염일수

(일)

RCP 4.5
11.1

15.1 24.4 31.8

RCP 8.5 22.0 38.6 73.4

자료: 기상청,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2012)

[표 3-17] RCP 시나리오에 따른 서울의 연평균 기온 및 폭염일수 전망

◦
강수

‐

RCP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근거한 기상청의 전망에 의하면, 서울의 강수량은 

미래에 더욱 증가할 것이며, 강수강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대규모 

풍수해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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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나리오
현재 기후값

(2001-2010)

21세기 

전반기

(2011-2040)

21세기 

중반기

(2041-2070)

21세기 

후반기

(2071-2100)

연평균 

강수량

(mm)

RCP 4.5
1,387.0

1,627.7 1,712.7 1,850.9

RCP 8.5 1,628.0 1,905.8 1,843.4

연평균 

강수강도

(㎜/일)

RCP 4.5
11.2

12.2 12.7 13.8

RCP 8.5 11.6 13.3 12.9

자료: 기상청,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2012)

[표 3-18] RCP 시나리오에 따른 서울의 연평균 강수량 및 강수강도 전망

(2) 글로벌화와 국제정세

◦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와 상호의존성 증가로 인해 한 나라의 경제위기가 다른 나라

의 경제위기로 파급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의 불안전성과 취약성 또한 증가하는 경

향이 있음

‐

예컨대, 2007년 미국의 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들이 파산하면서 발생한 서

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는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와 미국만이 아닌 세계 경제시장에 타격을 주어 연쇄적인 경제

위기를 가져왔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금융시장 충격과 수출지장을 초래

◦
사람과 물자의 국가 간 이동성 증가는 외래 감염병 유입 등 위험 증가시키며, 재난

이 더 이상 도시나 국가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게 됨

‐

예컨대, 법정 감염병 중 제4군(흑사병, 황열, 뎅기열,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지카바이러스, 바이러스성 출혈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

기매개뇌염 등)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

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인데,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특히, 2015년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유입되어 전국적으로 총 186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서울에서는 52명의 감염자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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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27 38 90 51 150 

페스트 0 0 0 0 0 

황열 0 0 0 0 0 

뎅기열 26 34 80 45 92 

큐열 0 3 3 0 2 

신종감염병증후군 0 0 0 0 0 

라임병 1 1 6 0 5 

유비저 0 0 1 1 0 

치쿤구니야열 0 0 0 0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 - 0 5 0 

중동호흡기증후군 - - - - 50 

리슈마니아증 - - - - -

주혈흡충증 - - - -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표 3-19] 서울의 제4군 법정 감염병 발생 추이
(단위: 명)

◦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 국제정세의 불안, ‘신냉전’ 체제의 도래 등은 테러를 비롯

한 안보위험 또한 증가시킬 수 있음

‐

테러의 경우, 종래에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과 같은 주요 시설을 목표로 

삼는 이른바 ‘하드타깃(Hard Target)’이 주된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불특

정 민간인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 장소인 식당, 지하철역, 공항, 공

연장 등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소프트타깃(Soft Taget)’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

소프트타깃에 대한 테러는 하드타깃에 비해 반격의 위험성이 적어 테러의 

성공 가능성이 높고,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만큼 대중들의 공포심리가 극대

화되는 효과가 있어, 대도시 내 주요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테러 취

약성이 특히 높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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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국가 도시 장소 사망자 수(명)

2004.3 스페인 마드리드 기차역 198

2005.7 영국 런던 지하철, 시내버스 56

2008.11 인도 뭄바이
호텔, 식당, 철도 대합실, 지하철역사, 

시장 등 번화가
166

2015.8 태국 방콕 쇼핑거리 근처의 스카이워크 20

2015.10 터키 앙카라 기차역 앞 광장 102

2015.11 프랑스 파리 극장 앞, 경기장, 식당, 콘서트홀 130

2016.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쇼핑몰 7

2016.1 터키 이스탄불 광장 10

2016.3 터키 이스탄불 광장 5

2016.3 벨기에 브뤼셀 공항, 지하철역 33

[표 3-20] 최근 주요 소프트타깃(Soft Taget) 대상 테러 발생사례

(3) 신기술의 발전

◦
새로운 기술은 효율성과 편리성을 위해 나타나며, 이는 시스템적 복잡성과 취약성

을 증가시켜 신종 대형재난의 잠재성을 높이며, 이러한 특성이 집약적으로 극대화

된 공간이 바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임 

◦
정보통신기술은 인터넷, 컴퓨터, 모바일기기 등을 중심으로 급격한 발전을 하고 있

으며, 최근의 주요 기술트렌드로는 이동성(mobility),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사회관계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른바 ‘4차산업혁명’(4I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기술이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음  



03 대형 도시재난 실태와 여건변화 / 59

기술 요약

사물인터넷(IoT)
- 사물을 원격적으로 연결하고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네트워

크화된 센서를 이용

인공지능(AI) 및 로봇기술
- 일, 생각, 멀티태스킹 등과 관련되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의 

개발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 실감환경, 홀로그래픽 해독, 디지털방식으로 생산된 오버레이 

등 인간과 컴퓨터 간의 새로운 인터페이스 

3D 프린팅
- 다양한 소재와 방식을 이용한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 

기술 

신소재 및 나노소재
- 열전(thermoelectric) 효율성, 형상유지, 새로운 기능 등 소재의 

이로운 속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소재나 나노소재를 개발

바이오기술 - 유전공학, 염기서열, 치료, 합성생물학 등에서의 기술

에너지 포집, 저장, 전환

- 배터리 및 연료전지의 효율성 향상; 태양, 바람, 조류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시스템(smart grid system), 무선 에

너지 이송 등을 통한 에너지 분배

지구공학(geoengineering)

- 행성시스템에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

거나 태양열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는데 

주로 사용 

공간기술
- 마이크로위성, 진일보된 망원경, 재활용 로켓, 로켓-제트 통합엔진 

등 공간접근 및 탐사를 위한 기술

신경과학(neurotechnologies)
- 인간의 두뇌활동을 읽거나 소통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스마트 약물, 신경촬영, 생체전기 인터페이스 등 

블록체인(blockchain) 및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

- 암호시스템에 기초한 분산원장기술로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

화폐의 기초가 됨

새로운 컴퓨팅기술

- 기존 컴퓨팅기술의 혁신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퀀텀컴퓨팅, 생물

학적 컴퓨팅, 신경망 처리와 같은 컴퓨터 하드웨어를 위한 새로운 

아키텍쳐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7), “The Global Risks Report 2017”, 12th Edition

[표 3-21] 최근의 주요 신기술 요약

◦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초고속통신망에 기반한 인터넷과 모바일기기의 활용은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고도화한 

스마트홈(smart home), 스마트빌딩(smart building), 도시의 모든 인프라와 서

비스를 네트워크화한 스마트시티(smart city)로 발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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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인터넷 이용률은 2003년 69.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86.7%로 전국의 인터넷 이용률 83.6%보다 높은 수준

‐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의 스마트기기 보유 현황은 2009년 3.3%로 매우 낮

은 수준이었지만 스마트폰의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2015년 92.0%로 급격하

게 증가

[그림 3-19] 인터넷 이용률 추이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그림 3-20] 가구 스마트기기 보유 현황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재난관리와 관련하여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신기술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의 상반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우선, 정보통신기술은 신속성, 현장성, 정확성을 담보해야 하는 재난관리에 

유용한 기술이며, 각종 재난 또는 사고에 대한 조사·관측, 모니터링, 분석 

및 예측, 의사결정, 실시간 전파 등에 고도로 활용됨으로써 재난관리 및 대

응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반면, ‘정보의 홍수’와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의 문제는 근거 없는 유언비

어와 루머의 빠른 확산과 재생산, 불필요한 불안감 증폭 등의 부작용 초래

‐

또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의존은 역으로 해킹, 정보유출, 사이버테러, 기술

의 불완전성, 오작동, 오보 등으로 인한 사고, 경제적 손실, 사회적 혼란, 

도시서비스 마비 등의 재난위험을 증가시키고 도시의 시스템적 취약성을 증

가시킴



03 대형 도시재난 실태와 여건변화 / 61

◦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신기술들의 예상되는 편익과 부정적 결과에 대한 세계경제포

럼(World Economic Forum, 2017)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및 로

봇,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iotechnologies), 지구공학(geoengineering) 

등에서 부정적인 결과(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정학적, 기술적)가 클 것으로 평가됨

[그림 3-21] 주요 신기술의 편익 및 부정적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7), “The Global Risks Report 2017”, 12th Edition

주: World Economic Forum에서 2016년 9~10월에 전 세계의 재계, 관계, 학계, NGO 등의 지도자 7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의 분석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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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의 잠재적인 재난위험성

- 인공지능은 휴먼에러(human error)를 줄이는 대신 인간의 통제를 넘어 인공지능이 결

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예상치 못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 

자체 새로운 위험이 될 수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이 인공지능의 결정이 실제 행동으로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불완전

한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오히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인공지능의 오류, 오작동이나 오보(false alarm)는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안전장치 제어 및 자동복구 시스템 필요 

- 끊임없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해킹 가능성

과 함께 보안문제,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등 취약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은 분석하는 데이터가 무엇이냐에 따라 인공지

능 자체에 편견이나 편향성이 개입될 수 있음

-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자동작동무기시스템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으로,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자동으로 선

별하여 파괴하는 무기의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무기경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테러리스트가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무기를 사용하거나 무기를 해킹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인공지능, 특히 자율주행차는 윤리적인 측면도 제기되는데, ‘5명을 살리기 위해 1명을 

죽여도 되는가’로 요약되는 이른바 ‘트롤리딜레마(Trolley Problem)’에서 제기하는 것처

럼 사고처리 및 선택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자율주행차와 인간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준비해야 하는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음. 지금까지는 자율주행차량 자체의 기술과 안정성 등이 주된 관심사이지만, 

도로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자율주행차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

며, 이에 따라 차량운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 상황이해와 상호작용에 대한 해

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이 있음

- 물리학자 Stephen Hawking은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

였는데, 일반화된 완전한 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은 스스로를 

구축하고 놀라운 속도로 재구성할 수 있는 반면, 느린 생물학적 진화의 제한을 받는 

인간은 경쟁이 불가능하며,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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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 차원의 위기요인

◦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위협이 되는 위험요인에 대해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2017)은 설문조사를 통해 총 30개의 경제적, 환경적, 지정학

적, 사회적, 기술적 위험요인들을 열거함 

◦
이들 글로벌 위험요인 중에서 극한기상이변을 비롯하여 자연재해, 물 부족, 기후변

화 감축·적응 실패 등 기후적 원인과 관련된 것들이 발생가능성 및 영향 두 측면에

서 위험도가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됨

[그림 3-22] 세계적인 차원에서 위협이 되는 주요 위험요인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7), “The Global Risks Report 2017”, 12th Edition

주: World Economic Forum에서 2016년 9~10월에 전 세계의 재계, 관계, 학계, NGO 등의 지도자 7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의 분석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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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비자발적 이주, 테러, 사이버공격, 국가 간 갈등, 인위적 환경재난, 국가거

버넌스 실패 등도 발생가능성 및 영향이 모두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한편, 대량살상무기 위험은 발생가능성은 낮으나 일단 발생하면 파급되는 영향이 

매우 높은 위험요인으로 평가됨

4) 소결

◦
앞서 신종 대형 도시재난의 측면에서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여건과 변

화를 도시공간, 사회경제, 거시적 환경변화 등의 측면에서 간략히 살펴보았거니와, 

이의 재난위험에 대한 영향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3-23] 서울의 도시여건 변화와 주요 재난영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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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ㅣ 서울의 재난위험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분석

1_설문조사 개요

◦
서울시민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울의 재난위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의견과 요구사항이 있는가를 조사하여 신종 대형 도시재난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에 참고하고 활용하고자 함

◦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

서울시민 표본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권

역, 성별, 연령, 소득, 직종, 학력, 주거유형 등을 고려하여 비례표본할당

‐

전문가 표본은 서울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리스트를 토대로 공무

원, 대학교수, 기업체 종사자, 연구원, 시민단체 등에 근무하는 도시, 교통, 

환경, 방재, 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임의표본추출

◦
유효표본 수

‐

시민: 1,344명(자치구별, 성별, 연령별로 모집단에 비례하여 표본 구성)

‐

전문가: 85명

◦
조사기간

‐

2016년 8월 19일 ~ 2016년 9월 7일

◦
조사방법

‐

구조화된 Web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로 진행하였으며, 50대 후반 이상 

연령대는 개별 면접조사를 병행(개별 면접조사 표본 수: 62표본, 4.6% 비중)

◦
조사내용(부록의 설문지 참조)

‐

재난의 위험도(risk)에 대한 인식(전반적, 재난유형별)

‐

재난유형별 발생가능성(probability)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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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유형별 발생 시 피해규모(damage)에 대한 인식

‐

서울의 장래 재난위험 변화에 대한 인식

‐

재난유형별 생소한 정도(newness)에 대한 인식

‐

재난유형별 중요도(importance)에 대한 인식

‐

도시 내 대규모 재난 발생 예상지역

‐

대규모 재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인식(전문가 대상)

‐

재난관련 정보의 획득경로(시민 대상)

구분 내용

조사 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 재난 및 위험 관련 전문가(학계 및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 교통, 환경, 방재·소방, 토목·건설, 기후변화, 위기관리, 도시기반, 안전공학 등

표본 추출

- 서울시민: 2015년 통계청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분포

  ·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인구 분포에 따른 비례표본할당

- 전문가: 임의표본 추출

  - 서울연구원 제공 및 조사기관 보유 리스트를 토대로 한 무작위 표본 추출

조사 방법

- 서울시민: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및 개별면접조사 병행

  · 통계청 인구센서스 통계 분포에 따라 구축된 서울지역 조사 전문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

  · 50대 후반 연령대에서 개별면접조사 병행(총 62표본, 4.6% 비중)

- 전문가: 구조화된 Web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표본 크기 

및 표본오차

- 서울시민 표본 크기: 1,344표본(유효표본 기준)

  · 표본 오차 범위: 95%신뢰구간에서 최대허용 표본 오차 ±2.67

- 전문가 표본 크기: 총 85표본(유효표본 기준)

  · 총 102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나, 중도 응답 포기한 표본(N=17) 제외

조사 시점 - 2016년 8월 19일 ~ 9월 7일

[표 4-1] 서울의 재난위험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 인식 설문조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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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주요 조사결과 분석

1) 재난위험에 대한 인식

(1) 재난 위험도(risk)에 대한 인식

◦
서울의 각종 재난에 대해 전반적으로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서울시민이 전

문가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 위험도에 대해 시민의 29.4%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소 위험’ 

48.9%, ‘매우 위험’ 7.1%로 서울이 전반적으로 위험하다는 인식이 56.0%를 차지함 

‐

반면, ‘다소 안전’ 13.6%, ‘매우 안전’ 1.0%로 안전하다는 인식은 14.6%를 

차지

◦
전문가들은 22.4%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소 위험’ 43.5%, ‘매우 위험’ 

4.7%로 위험하다는 인식이 48.2%를 차지함

‐

반면, ‘다소 안전’ 29.4%, ‘매우 안전’ 0.0%로 안전하다는 인식은 29.4%를 

차지

[그림 4-1] 재난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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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전반적인 재난 위험도에 대해 서울시민이 전문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위

험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나, 재난위험 유형별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

사됨

‐

서울시민은 대기오염사고, 폭염, 황사, 땅꺼짐(지반함몰), 도로교통사고, 감

염병 확산 등의 순으로 재난 위험도를 높게 인식

‐

전문가의 경우도 대기오염사고, 황사, 폭염, 감염병 확산, 땅꺼짐 등의 순으

로 재난 위험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어서 서울시민과 대체로 유사하게 인식

[그림 4-2] 재난유형별 위험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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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의 미래(10년 내외) 재난위험 변화전망

◦
서울의 미래에 대한 재난위험의 전반적 변화 정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미래에 더 

위험해 질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서울시민이 전문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미래 재난위험 변화에 관해 서울시민은 위험해질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36.3%

로, 안전해질 것이라고 인식하는 비율(26.2%)보다 많아 미래의 재난위험을 비관적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금보다 다소 위험’ 26.3%, ‘지금보다 훨씬 위험’ 10.0%로 서울이 미래에 

위험해질 것이라는 인식이 36.3%를 차지

‐

반면, ‘지금보다 다소 안전’ 19.4%, ‘지금보다 더욱 안전’ 6.8%로 서울이 

미래에 안전해질 것이라는 인식은 26.2%를 차지

◦
전문가의 경우는 향후 미래의 재난위험에 대해 안전해질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43.5%로, 위험해질 것이라고 인식하는 비율 31.8%보다 많아 비교적 미래의 재난

위험을 낙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3] 미래 재난위험 변화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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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미래의 재난위험 변화에 대해 서울시민이 전문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재난위험 유형별 차이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서울시민은 폭염, 대기오염사고, 황사, 테러, 땅꺼짐 등의 순으로 미래의 재

난위험 변화에 대해 비관적으로(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인식

‐

전문가는 황사, 폭염, 대기오염사고, 테러, 가뭄 등의 순으로 미래의 재난위

험 변화에 대해 비관적으로(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인식

[그림 4-4] 재난유형별 미래 재난위험 변화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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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의 발생가능성(probability)에 대한 인식

◦
재난유형별 발생가능성에 대해 서울시민과 전문가의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으로 조사됨

‐

서울시민은 폭염, 황사, 대기오염사고, 땅꺼짐, 도로교통사고 등의 순으로 

재난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

‐

전문가의 경우도 황사, 대기오염사고, 폭염, 도로교통사고, 땅꺼짐 등의 순으

로 재난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서울시민과 비슷하게 인식

[그림 4-5] 재난유형별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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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 발생 시 피해규모(damage)에 대한 인식

◦
대형재난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규모에 대해 서울시민은 철도·지하철사고, 에너지 

공급 마비, 대기오염사고, 테러, 감염병 확산 등의 순으로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인식함

◦
전문가는 에너지 공급 마비, 물 공급 중단, 방사능 사고, 테러, 철도·지하철사고 

등의 순으로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서울시민과 다소간의 인식 차

이를 보임

◦
그러나 시민, 전문가 모두 철도·지하철사고, 전기, 유류, 가스 등의 에너지 공급 

마비 관련 재난은 일단 발생하면 피해규모가 대단히 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들 재난유형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특히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본적인 도시서

비스의 영역이라는 특징이 있음

[그림 4-6] 재난유형별 재난 발생 시 피해규모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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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위험의 생소한 정도(newness)에 대한 인식

◦
신종재난과 관련하여 재난유형별 생소한 정도에 대해 서울시민과 전문가의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서울시민은 화산폭발, 지진, 공공청사 마비, 폭동·소요, 보건의료서비스 마비 

등의 순으로 생소하다고 인식

‐

전문가는 화산폭발, 공공청사 마비, 지진, 선박사고, 폭동·소요 등의 순으로 

생소하다고 인식

[그림 4-7] 재난유형별 생소한 정도에 대한 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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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난유형별 중요도(importance)에 대한 인식

◦
전반적으로 서울의 재난유형별 중요도에 대해 서울시민과 전문가의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서울시민은 에너지 공급 마비, 대기오염사고, 철도·지하철사고, 물 공급 중

단, 도로교통사고 등의 순으로 중요도를 높게 부여

‐

전문가는 에너지 공급 마비, 물 공급 중단, 대기오염사고, 철도·지하철사고, 

정보시스템 마비 및 사이버 피해 등의 순으로 중요도를 높게 부여

◦
따라서 재난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도시에서의 매일 일상생활에 얼마나 직결되

는 서비스 내지 생활조건인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4-8] 재난유형별 중요도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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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위험 환경 및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

(1) 대규모 재난 발생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대한 인식

◦
서울시민은 대규모 재난 발생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 고층·

초고층 건축물,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 지하철·철도 등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음

◦
전문가는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 고층·초고층 건축물, 지

하공간(지하도상가 등), 지하철·철도 등의 순으로, 서울시민과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9] 대규모 재난 발생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대한 인식

(2) 신종 대형재난의 발생과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평가

◦
신종 대형재난의 발생과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도시공간 및 기후변화·기상조건과 관련된 요인들이 중요하

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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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건물·시설물의 고밀화·대형화·고층화·노후화’를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인식

‐

대기질 악화 및 대기오염 또한 신종 대형재난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인식

‐

전반적으로 기후환경 및 도시공간환경에 비해 사회경제적 요인은 신종 대형

재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인식 

[그림 4-10] 신종 대형재난의 발생과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전문가 인식

(3) 재난관련 정보의 획득경로

◦
서울시민이 재난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채널은 주로 방송과 인터넷인 것으로 나타남

‐

1순위 기준으로 방송매체가 69.1%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인터넷, 

신문 등의 순

‐

2순위는 인터넷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방송, 신문 등의 순

[그림 4-11] 시민들의 재난관련 정보획득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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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위험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1) 재난유형별 발생가능성과 피해규모 교차분석

◦
재난유형별 발생가능성과 피해규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서울시민과 전문가는 

공통적으로 대기오염사고, 황사, 철도·지하철 사고, 감염병 확산, 정보시스템 및 

사이버피해, 붕괴, 화재, 폭발, 대중교통마비, 풍수해, 위험물사고, 수질오염사고 

등이 발생가능성과 피해규모가 동시에 큰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4-12] 재난유형별 발생가능성과 피해규모 교차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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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유형별 위험도와 중요도 교차분석

◦
재난유형별 위험도와 중요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서울시민과 전문가 공통적으

로 대기오염사고, 황사, 철도·지하철 사고, 감염병 확산, 정보시스템 및 사이버피

해, 붕괴, 화재, 폭발, 대중교통마비, 풍수해, 위험물사고, 수질오염사고, 땅꺼짐 

등이 위험도와 중요도가 동시에 높은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4-13] 재난유형별 위험도와 중요도 교차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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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유형별 위험도와 생소한 정도 교차분석

◦
재난유형별 위험도와 생소한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테러, 에너지 공급 마비, 

위험물사고, 생활환경 독성 확산 등이 재난위험도가 높지만 생소한 재난으로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4] 재난유형별 위험도와 생소한 정도 교차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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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유형별 위험도와 미래 재난위험 변화 교차분석

◦
재난유형별 위험도와 미래 재난위험 변화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대기오염, 폭염, 

황사, 테러, 땅꺼짐, 정보서비스 및 사이버 피해, 수질오염사고, 감염병 등이 현재

에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더 위험해질 재난으로 인식함

[그림 4-15] 재난유형별 위험도와 미래 재난위험 변화 교차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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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재난위험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발생가능성과 피해규모가 높은 재난, 위험도

와 중요도가 높은 재난, 미래에 재난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은 상당

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대기오염사고, 황사, 감염병 확산, 붕괴, 정보서비스 마비, 대중교통 마비 

등은 발생가능성과 피해규모가 높은 재난일 뿐만 아니라 위험도와 중요도 

또한 높으며 미래에 재난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으로 인식

‐

다만, 조사결과는 대기오염(미세먼지)과 황사가 전반적으로 주요 이슈가 되

던 시기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져서 시기와 상황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민

감하게 인식된 것으로 추측

◦
신종 대형재난과 특히 관련성이 높은 재난은 미래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

과 생소한 재난으로 인식되는 재난에서 파악할 수 있겠는데, 대기오염사고, 폭염, 

황사, 감염병 확산, 붕괴, 정보서비스 마비, 대중교통 마비 등이 미래에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는 재난이며, 비교적 생소한 재난으로는 테러, 에너지 공급 마비, 위험

물사고, 생활환경 독성 확산 등을 꼽고 있어, 이들 재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적 

비중을 더욱 높여갈 필요가 있음 

[그림 4-16] 재난위험 설문조사 주요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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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ㅣ 서울의 신종 대형 도시재난 유형

1_도시재난의 유형분류

◦
신종 대형 도시재난의 관점에서 보면 재난을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인적재난)으

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재난을 원인이나 결과, 장소 또는 시설 등에 따라 

일관된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음 

◦
재난의 범위와 분류는 일차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의 정의, 동법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안전관리계획,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4년 수립된 서울시의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을 참고하되, 이 연구에서는 서울에서 발생 가능한 신종 

대형 도시재난 분석에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편의상 9가지 대분류, 39가지 소

분류를 함

‐

9가지 대분류 유형은 기상재난, 지반재난, 오염재난, 동식물재난, 건강 위해

요인 확산, 시설재난, 교통재난, 도시서비스 마비, 테러 및 다중안전사고

◦
또한, 신종 대형 도시재난은 개별 재난유형이 다른 재난으로 전이·연쇄·결합되는 

복합재난이 있을 수 있음   

[그림 5-1] 재난의 유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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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재난유형 정의 또는 예시

기상재난

풍수해 - 호우, 홍수, 태풍, 강풍, 낙뢰 등으로 인한 침수, 산사태, 붕괴 등의 재해

황사

가뭄

폭염

폭설

한파

지반재난

땅꺼짐 - 도로 등의 땅꺼짐(지반함몰) 또는 싱크홀(sink hole)

지진

화산폭발 - 국내 및 인접국가 화산폭발로 인한 화산재 영향과 피해

오염재난

수질오염사고(녹조 포함) - 오염물질 유출, 오·탁수 사고, 녹조 확산 등으로 인한 오염사고

대기오염사고 - 미세먼지, 유해물질, 스모그 등의 확산 

토양오염사고

동식물 

재난

가축전염병 확산 - 구제역, 조류독감,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확산

식물유행병 확산 - 산림 또는 농작물의 병충해 확산 등

유해조수 및 곤충 확산 - 유해조수 및 외래 유해곤충 등의 확산

건강위해

요인확산

감염병 확산 - 신종 바이러스, 뎅기열 등 감염병 확산

식중독사고

생활환경 독성 확산 - 살균제, 살충제, 물티슈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시설재난

화재 - 건축물, 시설물, 문화재 등에서의 화재

산불

폭발 - 가스시설, 온수시설, 위험물 등의 파열 및 폭발

붕괴 - 건축물, 시설물, 공사장 등에서의 붕괴

위험물사고 - 위험물 저장·취급·제조·운반과정에서의 유출, 화재, 폭발 등 사고

교통재난

도로교통 사고 - 도로, 터널 등에서 충돌·추돌, 화재·폭발 등 사고(차대차, 차대사람, 차량단독)

철도·지하철 사고 - 열차, 역사, 선로 등에서의 충돌·추돌, 화재·폭발, 침수, 탈선 등 사고

항공기 사고 - 항공기, 헬기, 무인항공기(drone)의 추락, 충돌 등 사고

선박(유·도선) 사고 - 한강 유·도선 화재, 침몰 등 사고

도시

서비스 

마비

물 공급 중단 - 식수, 용수 등의 공급 중단

에너지 공급 마비 - 전력, 가스, 석유 등 공급 마비

보건의료서비스 마비 - 종합병원, 의약품 서비스 마비

대중교통 마비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서비스 마비

유통체계 마비 - 화물운송 마비, 생필품, 농수산물 등의 공급 마비

생활폐기물 수거 마비 - 매립지 반입, 수거업체, 통행장애 등 문제에 의한 폐기물 수거 마비

정보시스템 마비 또는 

사이버 피해
- 사이버공격, 해킹, 인위적·자연적 요인에 의한 시스템 중단 또는 피해

공공청사 마비 - 시청사 등 공공청사의 기능 마비

테러 및 

다중

안전사고

테러
-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등의 동기에 의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총격, 화생방 

등에 의한 공격

방사능 사고 - 국내 및 인접국가 원전사고 등의 영향에 따른 재난

폭동 및 소요

압사사고 - 공연장, 경기장 등을 비롯하여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깔림, 압사 등 사고

[표 5-1] 재난유형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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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서울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주요 신종 대형 도시재난

1) 주요 신종 또는 대형 도시재난의 식별 및 유형

◦
앞서 서울과 국내·외 대도시들에서 발생한 신종 대형재난의 특성 및 상호비교, 서

울의 재난위험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서울의 도시환경과 변화에 

따른 재난위험에 대한 영향, 그 외에 신종 대형 도시재난에 대한 연구진 브레인스

토밍 및 전문가 자문, 기존의 관련연구 등을 종합하여 서울에서 장래 관심을 두어

야 할 주요 신종 또는 대형 도시재난을 식별함

[그림 5-2] 서울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주요 신종 대형도시재난 식별과정

◦
서울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주요 신종 또는 대형 도시재난을 ① 서울에서 과거에

도 발생한 적이 있고 장래에도 위험이 지속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과 

② 서울에서 과거에는 발생한 적이 거의 없으나 해외도시 사례 및 여건변화에 비추

어 볼 때 장래에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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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여건변화와 서울의 주요 신종 대형 도시재난 요약

◦
첫째, 서울에서 과거에도 발생한 적이 있고 장래에도 위험이 지속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으로는 풍수해, 폭염, 가뭄, 황사와 같은 기상재난, 지반침하,  

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등에 의한 대기오염, 감염병 확산, 생활환경 독성 문제, 먹

거리 위험과 같은 건강위해요인, 화재, 붕괴, 폭발, 산불 등 시설물 관련 재난, 대

규모 도로교통사고, 철도·지하철과 같은 교통재난, 물 공급 중단, 에너지 공급 마

비, 정보시스템 마비 및 사이버 피해를 비롯한 도시서비스 마비 등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재난은 전통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발생한 재

난유형이며, 일단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를 유발해온 재난유형

‐

도시공간 변화, 기술발전, 사회경제적 추세, 기후변화 등 여건변화에 따라 

앞으로도 재난위험이 더욱 늘어날 수 있는 재난유형으로서, 과거 발생사례

가 비교적 많고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일종

의 ‘회색코뿔소(Gray Rhino)’ 속성을 갖고 있는 재난

◦
둘째, 서울에서 과거에는 발생한 적이 거의 없으나 해외도시 사례 및 여건변화에 

비추어 볼 때 장래에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으로는 신기술

(인공지능, 바이오기술 등) 확산에 따른 부작용 및 사고,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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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이나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면서 생기는 생활환경 독성 또는 먹거리 위험, 

극한 기상이변에 의한 자연재해가 영향을 미쳐 대규모 인적재난과 결합되는 복합

재난(Natech재난), 대규모(예: 규모 5~6 이상) 지진, 도시공간 노후화에 따른 대

규모 건축물·시설물 붕괴, 신재생에너지 관련 화재 및 위해성, 지하도로를 비롯한 

지하공간 재난, 드론을 포함한 항공기 사고,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 도시기반체계

의 복잡화와 상호의존성 증대에 따른 도시서비스 마비, 테러, 폭동·소요 등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재난은 서울에서는 지금까지 발생사례가 극히 적거나 비교적 생소한 

재난이지만, 해외 대도시들에서는 큰 피해를 유발한 사례가 있거나, 기술발

전, 도시공간 변화, 기후변화, 사회경제 및 국제정세 등 여건변화에 비추어 

새로이 나타날 수 있는 재난

‐

특히,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기술의 도입, 도시시스템의 복잡화와 상호의

존성 증가는 신종재난과 관련하여 가장 강력한 동인의 하나이며, 경험과 지

식이 부족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반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흑고

니(Black Swan)’ 속성을 갖고 있는 재난

◦
서울에서 장래 관심을 두어야 할 주요 신종 또는 대형 도시재난을 재난유형별로 

열거하고 요약 정리하면 [표 5-2]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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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재난유형 서울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주요 재난

기상재난

풍수해

-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산사태 등 풍수해

예) 시간당 100㎜ 이상 집중호우

- 복합재난(Natech재난): 침수, 산사태, 도시기반체계 마비(정

전, 통신두절, 물 공급 중단 등), 도시경제 마비 등의 복합·연쇄

폭염

-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 대량 발생

- 냉방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대란

- 폭염과 가뭄의 결합에 따른 수질악화 및 조류발생

가뭄
- 가뭄의 장기화와 용수난

- 가뭄과 폭염의 결합에 따른 수질악화 및 조류발생

황사
- 황사의 장기화

- 황사와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결합

지반재난
지반침하(땅꺼짐)

- 과도한 도시개발, 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의한 지반침하

- 집중호우, 해빙 등에 의한 지반침하

지진 - 중규모(규모 3) 이상의 지진에 의한 건축물, 시설물 붕괴

오염재난 대기오염
- 고농도 (초)미세먼지 장기화, 스모그 발생, 오존농도 증가 및 

미세먼지와 오존, 황사 등과의 결합

건강위해요인 

확산

감염병 확산

- 신종 바이러스 확산 

예) 지카바이러스, H1N1(신종플루)

- 질병관리체계 미흡으로 인한 질병 확산 

예) C형 간염, 결핵, 콜레라

생활환경 독성 확산
- 생활환경 유해물질로 인한 사고

예) 살균제, 물티슈, 세척제 등

먹거리 위험

- 도시락 및 배달음식 증가, 신기술이나 새로운 재료를 활용한 

식품의 등장 등에 따른 사고

예) 유전자변형식품(GMO), 식용곤충 등

시설재난

화재

- 대형 다중이용 건축물 화재

-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터널 화재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붕괴

- 노후 시설물 또는 건축물 붕괴

- 대형 공사장 붕괴

- 지하시설물 붕괴

예) 지하도로, 지하철 등

폭발
- 고온 건조한 날씨와 용기 내부 압력 상승 등으로 인한 대형 

폭발사고(도시가스, CNG버스, 온수관 등) 

산불 - 등산객 증가, 고온 건조한 날씨 지속 등으로 인한 대형 산불

[표 5-2] 서울에서 장래 관심을 두어야 할 주요 신종 또는 대형 도시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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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재난유형 서울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주요 재난

교통재난

도로교통사고
- 지하도로에서의 대형 연쇄 추돌 사고

- 자율주행차 보급에 따른 교통사고

철도·지하철 사고

- 지하철 추돌·충돌 사고

- 지하철 화재

- 지하철 테러, 난동

- 지하철 혼잡으로 인한 압사사고

항공기 사고 - 항공기, 헬기, 무인항공기(드론) 등 추락·충돌사고

도시서비스 

마비

물 공급 중단

- 상수원 수질오염 및 상수원 시설·설비 파괴

- 식·용수 시스템 운영 중단

- 대형 상수도 누수

에너지 공급 마비

- 이상기온에 따른 전력·가스·석유 수요 급증으로 인한 정전

- 에너지 생산·공급 설비 이상

- 지역난방 열수송관 파열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및 난방공급 

중단

정보 시스템 마비 

또는 사이버 피해

- 해킹, 사이버 테러 등에 의한 개인정보 대량유출 및 불안, 

정보 시스템 마비, 통신시설 화재 등에 의한 서비스 중단

테러 및 

다중안전사고

테러

- 주요 도시시설(Hard Target)에 대한 테러

예) 청사, 수도, 전력 등

- 다중밀집장소(Soft Target)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

압사사고
- 지하철역, 대형집객시설, 공연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밀집

장소에서의 혼잡으로 인한 압사사고

[표 5-2] 서울에서 장래 관심을 두어야 할 주요 신종 또는 대형 도시재난(계속)

2) 신종 대형 도시재난의 유형별 특성

(1) 기상재난

◦
기상재난 중에서는 풍수해, 폭염, 가뭄, 황사 등의 재난에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전통적으로 기상재난은 풍수해를 비롯하여 서울에서 주기적으로 대규모 피

해를 유발해온 재난인 한편, 많은 장래 기후변화 전망지표를 볼 때, 기후변

화의 영향으로 극단적인 기상이변의 빈도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대형재난과 

복합재난(Natech재난)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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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

‐

풍수해는 기후변화와 극단적인 기상이변에 의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재난유형

‐

풍수해는 침수, 산사태, 붕괴 등으로 나타나며, 대규모 재산피해를 비롯하여 

인명피해(사망·실종, 부상, 이재민), 도시기반체계 마비(교통대란, 전력·통신 

마비 등)를 유발

‐

서울은 2010년 9월 및 2011년 7월의 연이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이후로 

현재까지 큰 피해가 없었지만 앞으로 언제든지 대형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는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2011년 7월 집중호우는 3일간(7월 26~28일) 총 강우량이 620mm로 

서울의 기상관측(1907년) 이래 가장 많은 날로 기록되고 있으며, 관악구에

서는 시간당 111mm가 내려 기상관측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앞으로 

이 정도 이상의 집중호우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음

‐

풍수해의 대표적인 유형은 침수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은 지속적인 하

천정비로 인하여 외수(하천)에 의한 침수피해는 적고, 시가지 저지대개발, 배

수시설 등의 문제로 인한 내수침수가 주류를 이룸. 그러나 2011년 7월 도림

천 침수에서 보듯이, 대형 집중호우 시에는 중소하천과 주변 시가지를 중심

으로 외수침수와 내수침수가 복합된 침수피해 또한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대형 집중호우는 침수, 산사태, 붕괴, 도시기반체계(전기, 통신, 물, 

가스, 도로교통 등) 마비 등의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

(Natech재난)으로 비화할 수 있음

◦
폭염

‐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평균온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여름철 이상고온 

출현빈도와 폭염 발생빈도가 증가

‐

폭염은 노약자, 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열사병, 열경련, 열탈진, 열실신, 열부종

과 같은 온열질환을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냉방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사용 증가는 전력과부하에 따른 정전사태를 유

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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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폭염이 장기화되거나 폭염과 가뭄이 겹치게 되면 녹조현상이나 수질악

화와 같은 환경재난, 경제활동의 차질 등 피해로 파급될 수 있음

◦
가뭄

‐

가뭄의 장기화는 용수부족에 따른 생활불편은 물론 경제활동 차질, 도시환

경 악화 등을 유발

‐

또한, 가뭄의 장기화와 함께 폭염이 지속되면 녹조현상이나 수질악화, 생태

계 악화와 같은 환경재난으로 파급될 수 있음

◦
황사

‐

황사는 주로 봄철에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에 있는 모래와 먼지가 상승하여 

편서풍을 타고 멀리 날아가 서서히 가라앉는 현상

‐

황사의 장기화는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증가시켜 폐호흡기를 비롯하여 건

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도시환경의 악화는 물론 농업, 항공, 운수, 정밀산업 

등 산업분야로 파급되어 큰 손실을 미칠 수 있음 

(2) 지반재난

◦
지반재난 중에서는 지반침하(땅꺼짐), 지진 등의 재난에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것

으로 보임

‐

그동안 서울에서 크고 작은 지반침하가 발생했지만, 최근 들어 송파구 일대 

지반침하를 비롯한 일련의 규모가 큰 지반침하 빈도가 늘어나고 주요 도시

위험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

◦
지반침하(땅꺼짐)

‐

지반침하는 인위적 요인과 자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서울에서 

지반침하는 석회암 지대의 싱크홀(sink hole)과 같은 자연적인 요인보다는 

주로 도시개발과 지반 및 지하수 영향에 따른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

‐

서울은 지상과 지하에 걸쳐 고도로 개발이 이루어진 도시로서, 도시개발과정

에서 지형과 토질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굴착공사와 지하수 왜곡,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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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를 비롯한 지하시설물의 노후화, 집중호우나 해빙기의 영향 등으로 지

반침하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위험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진

‐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건축물․시설물 붕괴, 산사태, 지반붕괴, 액상화 등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

‐

지금까지 서울을 포함한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판 경계가 충돌하는 대규모 

지진의 발생가능성은 낮고 각지에 산재한 활성단층에 의하여 중규모의 지진 

발생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

‐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진발생횟수가 증가하는 추세

에 있고, 2016년 9월 경주지진에서 한반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의 지

진이 발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3) 오염재난

◦
오염재난 중에서는 (초)미세먼지(PM10, PM2.5), 스모그, 오존(O3) 등 대기오염

에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들은 특히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재난

◦
대기오염

‐

(초)미세먼지 확산, 스모그 발생 등은 외부(중국, 수도권 등) 및 내부(교통, 

경제활동 등)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대기오염의 장기화는 인체에 대

한 악영향은 물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도 큰 피해를 유발

‐

한편, (초)미세먼지 문제에 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오존 농도가 전

반적으로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어 또 다른 중요한 건강위협요인이 되고 있

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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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위해요인 확산

◦
건강위해요인 확산과 관련해서는 감염병 확산, 생활환경 독성 확산, 먹거리 안전 

등에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보건재난은 장기적인 지속성을 

특징으로 함

◦
감염병 확산

‐

기후변화와 고밀도시화, 글로벌화에 따른 해외 여행객과 내방객의 증가 등으

로 인해 감염병의 대규모 유행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신종인플루엔자(H1N1), 

SARS, MERS, 지카바이러스 등의 확산 또는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또한 질병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인한 C형 간염, 결핵, 콜레라 등의 광범위한 

확산위험도 있음

◦
생활환경 독성 확산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살균제, 세척제 등의 

생활용품에 포함된 독성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른바 ‘케미

컬포비아(chemicalphobia)’ 증후군이 확산되는 추세

‐

기술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시장에 쏟아질 것이고, 이에 따른 

생활환경 독성문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제품들에 대

한 유해성 정보는 제한적인 실정

◦
먹거리 위험

‐

식생활 환경이 변화하고(예: 1인가구, ‘혼밥족’ 등의 증가에 따른 도시락 및 

배달음식 증가), 신기술이나 새로운 재료를 활용한 식품(예: 유전자변형식품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식용곤충)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유해성 정보 부족, 먹거리 불안과 불신, 논란 증가

(5) 시설재난

◦
시설재난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화재, 붕괴, 산불, 폭발 등에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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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

서울에서 화재는 주거시설, 음식점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

‐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대형시설은 제도

적으로 화재예방을 위해 특별히 관리되고 있지만, 일단 발생하면 대규모 인

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유해물질 관리기준(예: 태양광패널의 중금속 및 유독성 발암물

질)이 미비한 한편,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일

시적으로 저장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서 화

재가 빈번히 발생하여 새로운 유형의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붕괴

‐

붕괴는 건축물 붕괴, 시설물 붕괴, 공사장 붕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건축물·시설물의 노후화와 유지관리 미흡, 자연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개발, 부실한 설계·시공, 집중호우를 비롯한 기상조건, 지진 등에 의

해 발생

‐

도시공간의 노후화, 고밀화, 고층화, 대형화에 따라 대규모 붕괴사고의 위험

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집중호우, 강풍 폭설 등 극한기상

이변이 촉매가 될 수 있음

◦
폭발

‐

서울에는 대규모 위험물시설(제조소·저장소·취급소)은 없지만, 도시가스, 가

스충전소, CNG버스, 온수관 등에서 노후화, 시공 및 유지관리 부실, 취급 

부주의, 고온건조한 날씨와 용기 내부의 압력상승, 테러 등으로 대규모 폭

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
산불

‐

최근 등산인구 등 산림이용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실화나 방화에 의한 대규

모 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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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서울에서의 대규모 산불사고는 없지만, 일단 발생하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고 사회적인 파급영향도 크기 때문에 각별한 감시와 예방 필요

(6) 교통재난

◦
교통재난과 관련해서는 대형 도로교통사고, 철도·지하철사고, 항공기사고, 자율주

행차 도입에 따른 위험 등에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대형 도로교통사고

‐

도시고속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에서의 연쇄추돌·충돌사고는 인명피해는 물

론 화재, 교통난 등 막대한 피해를 유발 

‐

특히, 터널, 지하도로 등이 늘어남에 따라 지하공간에서 화재, 폭발, 연쇄추

돌사고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고대응과 현장수습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음 

‐

한편, 미래에 자율주행차 보급이 이루어지면 기술적인 성숙도에 따라 오작

동, 기술적 결함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철도·지하철사고

‐

2015년 말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철은 9개 노선에 영업거리 

335.2km, 지하철역 302개소에 달하며, 일반시민은 물론 학생,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

‐

1기 지하철(1~4호선)을 비롯한 지하철의 노후화와 이용객 증가에 따른 공간

협소 등의 문제로 인해 시설물 붕괴나 추돌사고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

이며, 지하철 역사나 객차 내에서 화재, 가스누출, 테러, 폭력, 혼잡으로 인

한 압사 등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각별한 관리 필요 

◦
항공기사고

‐

서울에서 항공기사고는 2013년 발생한 삼성동 아파트 헬기충돌사고 외에는 

거의 없지만, 해외 대도시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발생빈도는 대단히 낮겠지

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대형재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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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일반 항공기보다는 헬기나 급격히 늘어나는 무인항공기(drone) 등에 

의한 충돌·추락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음

(7) 도시서비스 마비

◦
도시서비스 마비 중에서는 물 공급 중단, 에너지(전력, 가스, 석유 등) 공급 중단, 

정보시스템 마비 및 사이버 피해 등에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도시서비스 마비는 기상조건(예: 폭우, 폭염, 가뭄 등), 시설 노후화와 관리

부실, 파업, 테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 가능하며, 일단 발생하면 시

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경제활동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

‐

특히, 기술발전에 따라 오늘날의 도시는 전력, 통신 등에 대한 절대적으로 

높은 의존도와 도시기반체계 간의 높은 상호연계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기반체계의 어느 한 곳의 문제가 다른 체계에 영향을 미쳐 도시 시스템 전

반의 문제로 파급·확산되는 복합재난으로 비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약성

은 새로이 대두되는 대규모 재난요인이라 할 수 있음 

◦
물 공급 중단

‐

물 공급 중단은 상수원 수질오염, 상수원시설·설비의 파괴, 식·용수시스템 

운영중단, 대규모 상수도 누수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
에너지 공급 마비

‐

에너지 공급 마비는 이상기온(예: 폭염, 한파)에 따른 전력, 가스, 석유 수

요급증으로 인한 정전, 에너지 생산·공급설비의 이상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

지역난방이 확대됨에 따라 지하 열수송관이 파열될 경우, 난방공급의 중단

은 물론 엄청난 수량과 고압·고열의 온수 유출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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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전력과 도시 내 시설 간의 관계 예시

자료: OECD(2011)

◦
정보시스템 마비 및 사이버피해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해킹,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등을 이용한 사이버테러의 위험과 이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

고 있으며, 정보의 대량유출이나 정보시스템 마비에 따른 시민불안, 혼란, 

생활불편, 도시기능 마비 등의 발생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정보통신설비에서의 화재 등 사고는 서비스 중단에 따른 생활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음

(8) 테러 및 다중안전사고

◦
불특정 다수나 주요 도시시설을 대상으로 한 테러, 다중이 모인 한정된 공간에서

의 압사사고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테러

‐

테러는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개인적 등 다양한 배경과 동기에서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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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서울은 수도이자 다양한 이질적인 인구가 모인 대도시이며, 국제

적인 위상을 갖춘 도시로서 테러의 발생가능성은 항상 잠재하고 있음

‐

테러는 공공청사, 수도, 전력 등 핵심 도시시설(Hard Target)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장소로서 다중이 모이는 식당, 쇼핑시설, 지하철

역, 공항, 공연장, 광장 등 이른바 소프트타깃(Soft Target)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늘어나는 추세

◦
압사사고

‐

압사사고는 공연시설, 체육시설, 대형쇼핑시설, 지하철역, 각종 행사장·집회

장 등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혼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

‐

최근 문화축제, 공연, 경기, 집회 등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압사사고의 발생

잠재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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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ㅣ 서울의 신종 대형 도시재난에 대한 정책방향

1_기본방향: 재난에 대한 도시 리질리언스 확보

◦
신종 대형 도시재난은 불확실성이 높고 예측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전통적인 시설

물 중심의 방재대책으로는 모든 재난을 예방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보호할 수도 

없음

◦
따라서 신종 대형재난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처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키워드는 재난에 대한 도시의 리질리언스(resilience) 확보라

고 할 수 있음

◦
재난관리분야에서 리질리언스란 시스템이 외부의 충격과 스트레스를 흡수하고 신

속하게 평상시 상태로 회복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음

‐

리질리언스 용어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핵심원리 중 하나로, 회복력, 

복원력, 회복탄력성 등으로 번역되며, 분야에 따라 해석과 강조점에 차이

◦
도시의 리질리언스를 확보한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신종 대형재난에 대해서도 도

시시스템이 그 충격을 흡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시설물 중심의 전통적인 구조적(structural) 대책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의 다양한 

물리적 영역, 위기관리체계, 사회경제적 역량 등 이른바 비구조적(nonstructural) 

대책이 병행되는 종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함

‐

위험관리 입장에서 볼 때, 일정수준의 감수할만한 위험(acceptable risk) 수

준까지는 시설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를 통한 구조적 대책을 통해 우선적으

로 관리해왔으며, 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준이나 방재기준의 운영이 이에 해당

‐

그러나 신종 대형 도시재난과 같은 전통적인 구조적 대책의 대응능력을 상

회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에 대해서는 구조적 대책에 더하여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하는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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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재난관리에 있어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기본방향

◦
신종 대형 도시재난에 대응한 리질리언스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을 재난의 특성에 

근거하여 도출하고, 크게 도시공간, 위기관리체계, 재난정보 및 지식의 세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그림 6-2] 신종 대형 도시재난의 특성과 도시 리질리언스 확보를 위한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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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도시공간의 종합적인 재난대처능력 확보

◦
신종 대형 도시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시공간 측면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전통적

인 구조적(structural) 대책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의 다양한 영역들에 안전에 대한 

고려가 스며들게 하는 비구조적(nonstructural) 대책을 병행하는 접근이 필요함

1)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대책

◦
방재시설을 비롯한 시설물은 도시를 재난으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시설물의 건설과 유지관리를 위해 막대한 금액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음

◦
도시의 모든 기반시설과 건축물은 이용특성과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하여 수많은 법

령에 따라 예방적 차원의 설계기준이나 방재기준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설계되고 

시공되고 또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짐

‐

설계기준이나 방재기준은 해당기준의 적용에 따른 비용과 편익(예: 재난·사고

로 인한 피해감소), 기술적 해결가능성, 시설물의 중요도 및 내용연수, 지불의

사 및 부담능력, 정치적·사회적 요구도 등이 종합되어 제도적으로 구현된 것

◦
신종 대형재난은 특성상 발생빈도가 높지 않고 불확실성이 높고 예측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시설물의 용량이나 성능을 높여서 예방하고자 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질리언스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준이 오

늘날의 변화된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지, 신종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해당 시설물에 

어떤 현상과 피해가 나타날 것인지를 평가하여 시설물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많은 설계기준 또는 방재기준들은 과거의 경험적 근거

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최근의 변화된 기술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여건

과 장래 예상되는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

로, 적절성과 충분성을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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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설계기준 또는 방재성능을 초과하는 재난이 발생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며 피해가 어떻게 파급되는지를 사전에 모의분석(simulation)하여 시

설물 차원의 구조적 대책을 통해 대응하거나 토지이용, 대피체계 등 비구조

적 대책을 통해 대응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 

◦
기존 시설물의 보강이나 새로운 시설물의 건설에 있어 다음과 같은 리질리언스 측면

을 적극 고려하여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첫째, 필요한 경우,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시설물의 허용기준, 즉 설계기준

이나 방재기준을 강화하여 성능을 향상

‐

둘째, 외부로부터의 급작스런 충격(acute shock)과 만성적인 스트레스

(chronic stress)에 저항하여 오래 견딜 수 있고, 시설물이 와해되는 경우에

도 서서히 와해되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구성과 견고성 확보

‐

셋째, 설계기준 또는 방재능력을 초과하는 위험상황에 대비하여 여유용량

(allowance), 백업(backup) 및 분산시스템, 대체시설 등 가외성(redun- 

dancy) 확보

‐

넷째, 재난으로 인한 충격 이후에 신속하게 원상복구되어 평상시의 정상적인 

상태로 작동하고 서비스를 유지하는 대응능력 확보

[그림 6-3] 도시 시설물 리질리언스(resilience) 확보의 주요 내용

- 다섯째, 미래의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시설물의 용량이나 구조, 형식 등을 용

이하게 변경 또는 확장할 수 있는 유연성(flexibility)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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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계획수립 과정에서 장래 기후변화를 고려한 주요 인자의 상향권고 사례

◦
영국에서는 도시 및 지역계획을 비롯한 계획수립 전에 실시하는 홍수위험평가(FRA: 

Flood Risk Assessment) 과정에서 장래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1990년 대비) 운영되고 있는 강우강도, 홍수량, 풍속, 극한파고, 해수면 상승 등 

주요 인자에 대해 기간별로 추가적인 민감도 범위(sensitivity range) 또는 비상대비 여

유치(contingency allowance)를 두도록 권고하고 있음

구분
예방적 민감도 범위 또는 비상대비 여유치

1990-2025년 2025-2055년 2055-2085년 2085-2115년

첨두 강우강도(%) +5 +10 +20 +30

첨두 하천홍수량(%) +10 +20

내륙지역 풍속(%) +5 +10

극한 파고(%) +5 +10

해수면 

상승

(mm/년)

England 동부, East 

Midlands, London, 

England 남동부

4.0 8.5 12.0 15.0

남서부 3.5 8.0 11.5 14.5

England 북서부 및 북동부 2.5 7.0 10.0 13.0

자료: UK Environment Agency, Climate Change Allowances for Planners, 2006

[표 6-1] 영국의 장래 기후변화를 고려한 주요 인자에 대한 상향치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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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구조적 방재대책으로서의 도시환경 정비

◦
발생가능한 모든 신종 대형 도시재난을 시설물을 통한 구조적 대책만으로 예방하

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공간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방재적 측면을 고려함으

로써 충격을 흡수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도로, 공원을 비롯한 비

방재 도시기반시설, 도시계획 및 건축을 통한 토지이용제어 등의 역할이 중요함

◦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방재적 역할을 강화하도록 함

‐

일본 동일본 대지진(2011년) 당시 피해지역을 관통하는 지역 간 고속도로가 

해일의 충격을 방어하고 완화하는 제방 또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함과 함께 

대피로, 일시적인 피난장소, 비상대응을 위한 출동경로의 역할을 수행한 바 

있음

‐

방재능력을 초과하는 대형재난에 대비하여 도로, 공원, 광장, 주차장,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역·터미널 등의 시설이 평상시 기능

에 더하여 특성에 따라 방어시설, 완충지대, 대피로, 피난장소, 비상대응 출

동경로, 방재거점 등의 역할을 담당

‐

하천변 수림대 조성을 통해 완충지대 확보

‐

당해시설이 피난장소나 방재거점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공간적 수용능력에 

더하여 비상전원, 비상용수, 내진설계 등 확보

◦
방재시설의 설치를 위해 ‘중복결정’, ‘입체적 시설결정’ 등의 도시계획수단을 통한 

도시기반시설의 복합화 및 다목적화를 도모함 

‐

도시계획시설의 복합화를 위한 수단인 ‘중복결정’(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

기 위하여 둘 이상의 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 ‘입체적 시설결정’(시

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시설결정)을 적극 활용하여 본래의 

이용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다목적 시설로 활용

◦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 과정에 방재개념을 강화하도록 함

‐

도시계획은 도시공간의 효율성, 형평성, 편리성, 쾌적성, 안전성 등을 도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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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지만, 그동안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개발수요와 토지자

원의 희소성을 감당하기 위해 안전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음

‐

오늘날 반복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는 지역 또는 시설의 상당부분은 도시계획

과 건축과정에서 사전에 재난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

‐

도시의 대부분이 기성시가지로 이루어진 현시점에서 급격한 도시개조는 불가

능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두고 지금부터 재난위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

하여 도시의 토지이용, 건축물 및 시설물의 입지·구조·형태 등을 점진적으로 

개선

‐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 과정에 대상지역의 재난위험을 적극 고려할 수 있도

록 위험관련 정보를 적극 활용

‐

재난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도시개발 억제, 자연순응형 개발 유도, 

대형·복합·특수구조·지하 건축물·시설물의 계획 및 안전관리체계 강화 

- 저지대 건축물은 가급적 철근콘크리트조 이상의 구조적 성능을 갖춘 고층으

로 배치하여 상층부를 일시적인 피신처로 활용

[그림 6-4] 재난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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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의 방재공원 및 저류공원 사례

A. 방재공원

A-1. 개요

◦
일본에서 방재공원은 평상시에 시민들의 여가, 운동 등을 위한 공원으로 사용되지만, 지

진 등 재해 시에는 방재시설(피난장소, 구조활동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오사카의 경우, 부영(府営)공원 중에서 방재공원을 지정하여 재해 시에 방재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하고 있는데, 크게 ① 피난장소(광역피난지)로서의 방재공

원과 ② 구조활동거점(후방지원활동거점)으로서의 방재공원으로 구분되며, 방재공원으

로 지정된 다수의 부영공원들은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갖고 있음

구분 주요 기능

피난장소(광역피난지)로서의

방재공원

- 지진 등 재해 시 화재의 연소 확대에 의해 일어나는 복사열이나 

열기로부터 주민을 지키는 장소로 기능 

구조활동거점(후방지원활동거

점)으로서의 방재공원
- 재해 시 자위대, 소방, 경찰 등 지원부대의 활동거점으로 기능

[표 6-2] 오사카의 방재공원 유형구분

A-2. 방재공원의 특징

◦
다목적 공원

  - 평상시에는 지역사회의 여가, 운동,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다가, 재해 시에는 

피난장소 또는 구조활동거점으로 활용

◦
환상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연접하여 입지해 있어 광역적인 접근성 우수

◦
방재공원 시설의 특이점 

 - 피난광장, 주차장, 임시 헬리포트(heliport) 확보(주로 야구장, 축구장이 비상시 피

난광장, 헬리포트 기능 수행)

 - 피난출입구 개선 및 수송출입구 확보 

 - 비상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조명·방송시설

 - 방화수림대 형성

 - 교량, 시설물, 건축물 등 내진보강

 - 비상용 자가발전설비

 - 비상용 급수설비

 - 비상용 화장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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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오사카의 방재공원 규호지(久宝寺)공원

B. 저류공원

◦
저류공원은 공원이나 녹지를 활용한 저류지(일본에서는 ‘유수지(遊水地)’ 용어 사용)로

서, 평상시에는 도시의 오픈스페이스 및 공원, 피난지 등으로 사용되다가 홍수 시에는 

빗물저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함

◦
일반적으로 저류공원은 공원 내부를 수 개의 죤(zone)으로 구획하고, 하천 월류 시 빗

물을 유량에 따라 구획된 죤으로 단계적으로 저류함

◦
하천과 각 월류제에는 하천수위 모니터링장치, 비상경보장치, 감시카메라 등이 설치

되어 있고, 이용객들에게 저류시설로서의 상세한 정보 및 예·경보 상황기준 등의 정보

를 제공함

[그림 6-6] 오사카의 저류공원 네야가와(寝屋川)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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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회복을 위한 위기관리체계 구축

◦
신종 대형 도시재난은 발생빈도가 낮고 불확실성이 높고 예측가능성이 낮음. 그렇

기 때문에 재난대응의 상당부분은 재난 발생 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회복할 것인가가 핵심임. 이를 위해 조기 예·경보, 재난대응, 대피, 커뮤

니케이션 등 위기관리체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1) 전조감지 및 조기 예·경보체계 구축

◦
전조감지와 조기 예·경보체계 등을 통해 조기에 위험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재난대

응 및 대피를 위한 충분한 리드타임(lead time)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센싱(sensing) 및 네트워킹(networking)을 활용하여 기상상황, 시설물 상태 등을 

실시간 관측, 계측,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와 채널을 확대하고 분석 및 예측능력

을 높이도록 함

◦
빅데이터(Big Data) 분석체계를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재난전조를 모니터링하고 

감지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전조나 위험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체계를 활성화하도록 함

2) 통합적·협력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
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2016년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총 55종의 재난에 대하여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있으며,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난수습 주무부

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의 재난대응체계는 단일 재난에 대한 단일 주무부서 관리형태이

기 때문에 일사분란한 재난대응에 유리한 점이 있으나, 복수의 재난이 결합

되거나 복수의 주무부서가 관련되는 대규모 복합재난, 55종의 재난에 포함

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신종재난에 대응하는 데는 취약한 구조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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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적 사례와 논리적 추론을 통해 다양한 재난 간의 결합·연쇄·확산 가능성, 새로

운 위험의 유입경로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핵심·공통기능을 식별하고 대비하도록 함 

◦
특히,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뉴욕시처럼 재난지휘체계를 

단일지휘(Single Command) 유형과 통합지휘(Unified Command)유형으로 구분

하여 재난·사고를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뉴욕시의 재난지휘체계 사례

◦
뉴욕시는 재난·사고 현장관리체계(CIMS: Citywide Incident Management System)에

서 재난대응을 주관 또는 지원하는 부서·기관을 지정하고 책임과 역할을 정의하고 있음

◦
뉴욕시의 CIMS는 국가 재난·사고 현장관리체계(NIMS: National Incident Manage- 

ment System)와 부합성을 갖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재난대비를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NIMS 프로토콜과 부합해야 하기 때문임

◦
재난·사고에 대한 지휘체계와 관련하여 서울과 차이가 있는 점은 재난 또는 사고의 특성

에 따라 2개 이상의 주관부서 또는 기관이 공동으로 지휘하는 통합지휘(Unified 

Command)와 단일 주관부서·기관이 지휘하는 단일지휘(Single Command)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대형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성이 높다는 이점과 함께 부서간·기관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통합지휘(Unified Command) 단일지휘(Single Command)

- 자연재해 및 기상관련

- 폭발

- 화생방핵(CBRN) 및 위험물(Haz-Mat)

- 시 전역의 공중보건 응급상황

- 철도

- 항공기

- 도시기반체계(전력, 가스, 난방, 수도, 

하수, 통신)

화재

구조물 붕괴

특별한 행사

시 전역의 사이버사건

수목전도

차량구출

선박조난

승강기

갇힌 공간으로부터 구조

수난구조

갇힘·찔림

인질

총격

정서장애자

시민소요

교정시설 소요

폭발장치 및 폭탄위협

수상한 뭉치

자료: New York Emergency Management, 「Citywide Incident Management System」              

     (http://www1.nyc.gov)

[표 6-3] 뉴욕시의 지휘체계 유형별 재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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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대형 도시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risk governance)를 구축하도

록 함 

‐

신종 대형 도시재난은 특성상 서울시 행정기관의 역량만으로는 대응하는 데 

한계

‐

자치구, 공공기관(한전, KT, 도시가스 등), 군, 경찰, 교육청뿐만 아니라 협

력관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중앙정부, 인접 지자체(경기도, 인천시), 시민, 

시민단체, 대학 등 다양한 기관과 주체들의 참여와 지원·응원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통하고 재난대응을 위한 역할을 정립

‐

재난관리자, 시설물·건축물 관리자, 시민 등의 재난의식 제고 및 책임 강화

◦
행정서비스, 핵심도시시설, 주요 기업 등 도시 핵심기능에 대하여 업무 연속성 확

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도 업무연속성 확보계획

(BCP: Business Continuity Plan) 수립 의무화 및 지원

‐

예컨대, New York시는 시의 각 부서, 산하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BCP 수

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쿄도는 대형재난에 대해 도 차원의 BCP를 수립

◦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및 응급실 실시간 정보공유, 재난의료파견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운영 등 재난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재난총괄부서의 위상을 높이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본청 

도시안전실 내의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시장 직할로 변경하고 권한과 직급, 

전문성을 높이도록 함

3) 재난대응 매뉴얼의 현실화 및 현장성 제고

◦
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2016년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총 55종의 재난에 대하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뉴

얼은 각 재난유형에 대해 위기의 형태 및 경보, 위기관리활동, 대응조치 및 절차 

등의 사항을 기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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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매뉴얼은 각 재난유형의 전형성(typicality)에 근거하여 ‘개연성 있는

(plausible-case)’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대응활동을 기술하고 있는데, 대형 도시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최악의(worst-case)’ 시나리오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재난유형별 매뉴얼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재난시나리오의 구성은 대체로 

재난상황과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매뉴얼에서 1~3개 정도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기술(최대 6개)

- 대응조치 및 절차 부분에 비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발생과 피해의 확산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강할 필요

- 대형재난의 경우 피해확산과 대응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

상황과 대응에 시간 개념을 추가

‐

재난에 대한 초동대응에 황금시간(Golden Time) 개념 적용, 

- 55종에 포함되지 않는 신종 또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하여 핵심·공통기능을 

중심으로 대응절차를 마련

◦
신종감염병, 신기술·신재료를 이용한 생활용품 및 식품, 자율주행차 사고 등 신종재

난에 관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
매뉴얼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주무부서 단위 또는 유관부서·기

관 합동의 훈련을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매뉴얼을 보완함

- 국내·외에서 발생한 재난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매뉴얼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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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지하철 대형화재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2014. 5)에서의 재난시나리오 사례

◦
서울시(도시교통본부)의 「지하철 대형화재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2014. 5)의 지하철 

대형화재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는 크게 상황과 대응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음

   - 대응조치 및 절차 부분에 비해 재난상황에 대한 기술은 크게 빈약한 편

   - 재난상황은 크게 역사 내 화재와 열차 내 화재로 구분하여 총 6가지 가상적인 재난상

황을 상정하고 있어 여타의 재난유형별 매뉴얼에 비해 가장 많은 재난상황을 상정하

고 있는 경우에 해당

시나리오 가정된 상황

A. 

역사 내 화재(1단계 수준)
- 지하철역 전기실에서 화재 발생

B.

역사 내 화재(2단계 이상 

수준)

- 지하철역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승객 50여 명이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병원으로 후송되고, 전기실 내 변압기가 타서 전기공급 

중단으로 승객취급 및 전동차 운행이 불가능하며 갈수록 피해가 

확산

C.

터널 내 운행 중인 열차 내 

화재(1단계 수준)

- 열차운행 중 차량 내 배전기 고장으로 열차에 화재 및 연기 발생

D.

터널 내 운행 중인 열차 내 

화재(대형사고)

- 열차운행 중 차량 객실 내에서 정신이상자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하

여 승객 50여 명이 유독가스를 흡입하였고, 인접 차량으로 불길이 

확산되어 열차운행 중단

E.

역사 내에 정차 중인 열차 

내 화재(1단계 수준)

- 역사 내 정차 중 차량 객실 내에서 정신이상자의 방화로 화재 발생

F.

역사 내에 정차 중인 열차 

내 화재(2단계 수준 이상)

- 역사 내 정차 중 차량 객실 내에서 정신이상자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하여 승객 50여 명이 유독가스를 흡입하였고, 인접 차량으로 

불길이 확산되어 열차운행 중단

[표 6-4] 서울시의 「지하철 대형화재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2014. 5)에서의 화재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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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피 및 출동체계 정비

◦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와 함께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재민 수용과 구호를 위한 대피시설, 임시주거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며, 대피상황

은 피해규모와 속성에 따라 단기적인 체류뿐만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음

◦
대피시설 종류별 상호연계를 통한 통합관리와 함께 시설기준 및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정비하도록 함

‐

현재 운영되는 대피시설은 민방위대피소, 지진대피소(옥외대피소, 실내대피

소), 수해대피소, 무더위·한파대피소(쉼터), 이재민수용소(임시주거시설) 등이 

있으며, 대피시설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주로 학교, 경로당, 공동주

택(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주

민센터, 문화센터, 도서관, 아파트상가 등), 공원, 복지시설, 업무시설 역·터

미널, 종교시설, 주차장 등을 주로 활용 

‐

대피시설 종류와 부서별 소관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정·관리되고 있고, 시설

구비요건이 미흡하거나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현재의 재난유형별·부서별로 개별 관리되는 대피시설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공통적인 특성과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마련

‐

대피시설 유형별 입지기준, 시설구비요건,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 등 관리기준 

마련하여 시설 확충 및 정비

‐

일부 규모가 큰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대피기능뿐만 아니라 대형재난에 대한 구

조·구호·복구 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방재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비

◦
대형재난에 대비하여 대피로 및 출동경로로 사용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평상시 도

로환경 정비, 주정차관리, 비상차선 확보 등 도로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긴급출동과 구조·구급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은 가장 개선이 어렵고 

사업추진이 더딘 부분으로, 재난·사고 대응부서뿐만 아니라, 교통 및 도로시

설물 관련부서, 지역주민 등 다양한 부서와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공동대

응을 통해 종합적인 물리적·비물리적 개선사업을 추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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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대응, 교통, 도로시설물 등 관련부서 공동대응을 위한 범 부서 협의기구 

마련

‐

구조적으로 적정한 출동도로 확보가 어려운 주택가 도로에 대해서는 폭원 

확보, 비상출동차선 확보 등 물리적 환경개선 및 정비사업 추진

‐

물리적으로 출동도로 확보는 되어 있으나 불법 주정차, 노상적치물 등으로 

출동에 애로가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노면표시, 안내판, 비상차선 지정, 가

변차선 시행 등의 대책과 함께 CCTV 설치를 통한 단속, 시민계도, 주민신

고 등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과태료, 견인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처벌 

시행

‐

IoT 신호등을 비롯한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출동차량과 연계를 통해 신호대

기 없는 출동체계 마련

‐

소방차량, 구조·구급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하여 운전자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방안 마련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발굴·시행

‐

재난·사고 다발지역, 화재위험시설 밀집지역 등 우선 추진대상지역부터 시작

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5)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ocial Media)의 발달로 재난상황이 스포츠중계처럼 실시간 

전파·확산되며, 사건의 실체와 여론이 결합하여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이른바 

‘카더라’ 정보에 의한 루머와 유언비어의 확산으로 시민의 관심과 공포가 확대·증

폭되는 등 재난관리는 보다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음

◦
서울시는 이미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2014)을 마련하여 재난 커뮤

니케이션의 기본원칙과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각 단계에서의 행동지침을 제시

한 바 있음

◦
재난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신뢰와 공감의 확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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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함께 정보의 투명성, 일관성, 전문

성,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모든 시민이 재난상황과 위험 정보에 자유롭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

송, 인터넷, SNS 등 채널을 다양화 

‐

신기술과 관련되는 신종재난의 경우에는 그 자체에 모호함과 불확실한 부분

이 많음은 물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고 언론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피

상적인 정보에 의존함으로 인해 불필요한 공포를 확산시킬 수 있으므로 과

학적인 전문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의

◦
재난대응과정에 시민, 전문가의 참여 또는 참관을 확대하도록 함

◦
빅데이터(Big Data) 분석을 통해 재난에 대한 여론동향과 특성을 분석하여 커뮤니

케이션 관리에 반영하도록 함

6) 위기를 새로운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는 복구체계 마련

◦
대형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복구는 피해규모와 정도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단순한 원상복구의 차원을 넘어 재난에 대한 장기적인 리질리언스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Hurricane Katrina)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뉴올리

언스(New Orleans), 2011년 일본 동일본 대지진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센

다이시를 비롯한 도호쿠지방 등에서는 피해지역의 장기적인 재건과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복구

◦
재난의 원인과 피해에 대한 과학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도

록 함

- 재난이 발생하면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법률적 다툼에 대비

할 필요

- 보다 효과적인 복구대책 마련을 위해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참여

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 피해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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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재난정보의 구축과 지식의 축적

1) 재난정보의 구축과 교훈 얻기

◦
도시재난의 발생가능성과 예상되는 영향 및 피해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정례적으

로 실시하여 재난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수립 지원 및 대시민 정보제공에 활용

하도록 함

‐

도시안전 및 위험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또한 정례적으로 실시

‐

재난·사고정보를 DB화하여 지속적인 이력관리 및 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도화

[그림 6-7] 런던시의 정기적인 도시재난 

위험도평가체계(Risk Register)

[그림 6-8] 뉴욕시의 SNS기반 대형재난 발생 시 

가족친지 만남지원서비스(My Meeting Place 

Finder)

   

◦
신종 대형 도시재난 사례집, 백서 등을 발간하여 교훈을 통한 피드백을 강화함

‐

국내·외에서 발생한 신종 대형 도시재난들을 조사·분석한 사례집을 정기적으

로 발간

‐

일정규모 이상(시 차원의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규모 이상)의 대형재난

이나 새로운 재난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영향 및 피해, 예방·대응 및 복구과

정 등을 기록·정리하고 평가하는 백서 발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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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종 대형 도시재난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

◦
신종 대형 도시재난은 자체의 특성상 데이터와 경험적 지식이 부족하여 위험에 대

한 분석과 평가가 어렵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 

전문연구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여 지식과 이해를 높이도록 함

◦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른 신기술·신재료와 관련되는 신종재난의 경우에는 발생가능

한 위험과 속성, 영향, 피해 등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지식이 크게 부족하므로 

정보의 축적과 연구개발을 강화하도록 함

‐

신기술·신재료에 대한 위험성 및 유해성 정보를 신고창구를 활용해 DB화

‐

빅데이터(Big Data) 분석을 통해 새로운 위험 또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정보를 수집

◦
극한 재난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예측을 통해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재대책

을 마련하도록 함

‐

시설물의 설계기준 또는 방재성능을 초과하는 재난이 발생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며 피해가 어떻게 파급되는지를 사전에 모의분석(simulation)하여 위

험도를 평가하고, 시설물 차원의 구조적 대책을 통해 대응하거나 토지이용, 

비상대응, 대피 등 비구조적 대책을 통해 대응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

‐

예컨대, 최근의 달라진 기후조건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감안하여 극

한 기상이변에 따른 방재시설용량을 능가하는 폭우가 내릴 경우에 어떤 상

황과 피해가 발생할 것인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과거 2004년 「극한강우시 침수예상지역 대피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도시 내 하천유역별로 가능최대강수량(PMP: 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제방월류, 계획홍수위 이상 등의 강우 시나리오

에 대해 범람예상지역을 식별하고 그에 따른 대피체계를 마련한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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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_도심 지하철역 대형재난 발생에 따른 피난시간 사례분석

1) 사례분석 개요

(1) 목적

◦
서울의 도심에 위치한 유동인구와 노인인구가 많은 환승 지하철역을 사례분석대상

으로 하여 대규모 재난(객차 내 또는 지하철역 내에서 화재, 유독가스, 붕괴, 불특

정 다수를 겨냥한 폭력·테러 등) 발생 시 전동차 내 승객 및 지하철역 내 유동인구

의 피난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재난관리상의 시사점을 도출함

(2) 지하철역 재난을 사례분석대상으로 한 이유

◦
서울은 물론 국내·외 대도시들에서의 그간 재난사례를 살펴보면, 지하철역은 대형

재난의 발생위험이 높은 장소이며, 시민들도 대형재난 위험이 높은 장소로 인식하

고 있음  

◦
서울의 지하철은 1974년 최초 개통 이래 오늘날 노후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시설물 

성능이나 수용능력 면에서 재난에 취약한 상황임

◦
지하철은 하루 평균 720만 명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지

하철역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

‐

서울의 지하철·철도 교통수단분담률은 39.0%(2014년 기준)

‐

지하철은 일반시민이나 학생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서민교통수단으로서, 특히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객수는 2010년 1억 6,300

만 명에서 2015년 1억 9,700만 명으로 5년간 약 3,400만 명 증가(경향신

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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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합 지하철·철도 버스 승용차 택시 기타

1996년 100.0 29.4 30.1 24.6 10.4 5.5

2002년 100.0 34.6 26.0 26.9 7.4 5.1

2006년 100.0 34.7 27.6 26.3 6.3 5.1

2010년 100.0 36.2 28.1 24.1 7.2 4.4

2014년 100.0 39.0 27.0 22.8 6.8 4.4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표 1] 서울시 교통수단분담률 추이

(단위: %)

◦
지하철역은 주변 역세권지역과 연계되어 지하도상가, 지하보도 등 대규모 지하공

간으로 개발되어 있는데, 폐쇄적인 지하공간으로서 재난 취약성이 높을 뿐만 아니

라 주변지역에 막대한 파급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서울시의 지하철역 총 307개 중 연결통로는 171개, 지하도 상가 92개(2014

년 기준)

합계
서울메트로(106개소) 서울도시철도공사(50개소)

9호선
지하도 

상가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263 14 51 21 21 28 6 16 4 10 92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표 2] 서울시 지하철역 연계통로 설치현황(2014.4 기준)

(단위: 개소)

(3) 사례분석대상 OO지하철역의 기본정보

◦
OO지하철역은 서울의 도심에 위치하며, 지히철 A호선(지하 1~2층), B호선(지하 

1~4층), C호선(지하 1~5층)이 지나가는 환승 지하철역으로서, 규모가 크고 유동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노인승객 및 노인유동인구가 특히 많은 것이 특징임

‐

출입구의 수는 총 16개(A호선 8개, B호선 4개, C호선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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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례분석대상 OO지하철역 단면도

(4) 피난 시뮬레이션 프로세스

◦
지하철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은 화재, 가스누출, 폭력, 테러 등 다양하며, 이

러한 재난이 발생하면 객차 내의 승객이나 역사 내의 이용자들은 사고발생장소와 

이용 가능한 피난통로의 제약조건 속에서 신속하게 지상으로 대피해야 함

◦
분석에서는 사고유형과 장소, 대피인원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피난 시뮬레

이션을 실시하고, 피난소요시간을 현재 서울시가 설정한 지하철역 재난에 대한 황

금시간(Golden Time) 기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제시된 조치시간 기준 등과 

비교하여 피난안전성을 평가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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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하철역 피난 시뮬레이션 분석절차

(5) 피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및 영향요인

① 피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Pathfinder

◦
피난해석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미국 Thunderhead사에서 개발한 Pathfinder

로, 가상 환경 시뮬레이션 모듈 중 하나로 사람들의 피난경로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

Pathfinder에서는 개인의 행동양식이 화재방지엔지니어협회(SFPE: Society 

of Fire Protection Engineers)의 「SFPE Handbook of Fire Protection 

Engineering」에서 제시한 이론을 따른다는 전제 아래, 컴퓨터로 인간행동

을 분석한 자료를 수집

‐

현재 국내에서는 건축물이나 터널, 지하철에서의 화재 시 적정 피난경로나 

비상계단 및 비상출입구의 크기를 결정하고 검토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많은 적용사례가 있음

◦
Pathfinder는 피난자의 행동양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정 아래 시뮬레이션을 수

행함

‐

피난자는 내비게이션메쉬(Navigation Mesh)를 이용하여 목표지점까지 최단

경로를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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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자는 다른 피난자들과 충돌로 기존 경로에서 이탈하는 경우 다른 경로

이용

‐

밀도와 지형에 따라 피난자의 이동속도는 변화

‐

추월이나 몸의 회전, 옆걸음질, 그리고 뒷걸음질 등을 모두 포함

◦
피난자의 움직임은 피난자가 의도한 경로를 따라 이동하고 주변 환경에 대응하여 

변화함 

‐

피난자는 5개의 벡터값을 이용하여 탈출구까지의 경로를 탐색 

‐

피난자의 움직임은 주변 피난자들의 움직임에 따라 계산되며, 피난자가 군

집되는 곳이나 흩어지는 곳을 예상하여 계산 

‐

각 단계에서 가장 빨리 피난할 수 있도록 움직임이 변화

[그림 3] Pathfinder 프로그램에서의 OO지하철역 모델구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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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난 영향인자 가정

◦
보행속도

‐

보행속도는 개인별 특성 및 위치의 지정, 주변 사람과의 밀집상태 등에 따

라 차이가 있으며, 주변 공간의 특성과 상태에 따라 속도 및 방향이 영향을 

받음 

‐

실내공간에서의 보행속도는 관련 국내 연구에서 제시된 데이터를 활용했으

며, 연령대별 보행속도는 유용호 등(2009)이 제시한 연령대별 표준속도 중 

낮은 보행속도를 적용

‐

장애인 보행속도는 김종성 등(2011)이 제시한 자력으로 피난이 가능한 사람

의 보행속도 중 0.5m/s를 적용

구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남성 1.00 1.30 1.20 0.70
0.50

여성 1.00 1.30 1.10 0.97

자료: 유용호 외(2009); 김종성 외(2011)

[표 3] 성별 연령별 평균 보행속도 가정

(단위: m/s)

◦
신체의 크기

‐

신체의 크기는 기술표준원의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에서 제시한 한국인 어깨너

비의 최대치인 500mm를 적용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

어깨너비 376.74 27.23 500

자료: 기술표준원(2016), 「제6차 인체치수조사」

[표 4] 한국인의 어깨너비

(단위: ㎜)

◦
피난 개시시간

‐

피난 개시시간은 지하철 역사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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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의 [별표 1]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의 시

나리오 작성기준을 활용

‐

기준에서 제시한 피난가능시간 중 거주자가 상시 깨어 있으나 내부구조, 경

보, 탈출로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W1을 적용하여 피난 개시시간은 2분

으로 설정

‐

W1은 방재센터 등 CCTV 설비가 갖춰진 통제실의 방송을 통해 육성 지침

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훈련된 직원에 의하여 해당 공간 내의 모든 

거주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육성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

용 도 W1 W2 W3

사무실, 상업 및 산업건물, 학교, 대학교

(거주자는 건물의 내부, 경보, 탈출로에 익숙하고, 상시 깨어 있음)
< 1 3 > 4

상점, 박물관, 레져스포츠 센터, 그 밖의 문화집회시설

(거주자는 상시 깨어 있으나, 건물의 내부, 경보, 탈출로에 익숙하지 않음)
< 2 3 > 6

기숙사, 중/고층 주택

(거주자는 건물의 내부, 경보, 탈출로에 익숙하고, 수면상태일 가능성 있음)
< 2 4 > 5

호텔, 하숙용도

(거주자는 건물의 내부, 경보, 탈출로에 익숙하지도 않고, 수면상태일 가능성 

있음)

< 2 4 > 6

병원, 요양소, 그 밖의 공공 숙소

(대부분의 거주자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함)
< 3 5 > 8

자료: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비고>

W1: 방재센터 등 CCTV 설비가 갖춰진 통제실의 방송을 통해 육성 지침을 제공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훈련된 직원에 의하여 해당 공간 내의 모든 거주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육성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W2: 녹음된 음성 메시지 또는 훈련된 직원과 함께 경고방송 제공할 수 있는 경우

W3: 화재경보신호를 이용한 경보설비와 함께 비 훈련 직원을 활용할 경우

[표 5] 피난가능시간 기준

(단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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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원 산정 및 피난시나리오 설정

(1) 재난상황 설정

◦
○○지하철역 재난상황을 크게 지하철 객차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지하철

역 구내에서 발생한 경우로 구분하되, 사고발생시점에 다른 전동차가 정차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총 4개의 상황을 설정함

‐

첫째, 지하철 하행선(B호선) 객차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발생 당

시 상행선에 다른 전동차가 정차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사고가 발생한 상

행선 전동차 내 승객 및 지하철 역사 내 유동인구가 피난해야 하는 상황

‐

둘째, 지하철 하행선(B호선) 객차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발생 

당시 상행선에 다른 전동차가 정차해 있는 경우로서, 상·하행선 전동차 내 

승객 및 지하철 역사 내 유동인구가 피난해야 하는 상황

‐

셋째, 지하철 역사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발생 당시 정차해 있

는 전동차가 없는 경우로서, 역사 내 유동인구가 피난해야 하는 상황

‐

넷째, 지하철 역사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발생 당시 정차해 있

는 전동차가 있는 경우로서, 정차한 전동차 내 승객 및 역사 내 유동인구가 

피난해야 하는 상황

[그림 4] 재난 발생장소 및 피난상황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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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피필요인원 산정

① 지하철 전동차 내 승객 수 산정

◦
지하철 혼잡도(100% = 160명) 자료를 이용하여 전동차 1량당 승객 수를 환산하

고, 여기에 다시 객차 수를 적용하여 전동차 전체 승객 수를 추정함

◦
객차 내 최대 대피필요인원을 가정하기 위해 오전(8~9시)과 오후(18~19시) 중 혼

잡도가 높은 오전 시간대 B호선을 기준으로 산정함

호선 방향
오전

(8시~9시)

오후

(18시~19시)

A호선
상행선 57 96

하행선 93 79

B호선
상행선 49 93

하행선 119 79

C호선
상행선 76 45 

하행선 41 86 

자료: 서울메트로(2013), 역별 지하철혼잡도; 

서울도시철도공사(2015), 역별 지하철혼잡도

[표 6] 지하철 혼잡도

(단위: %)

  

호선 방향
오전

(8시~9시)

오후

(18시~19시)

A호선
상행선 91.2 153.6

하행선 148.8 126.4

B호선
상행선 78.4 148.8

하행선 190.4 126.4

C호선
상행선 121.76 72.08

하행선 64.8 138

자료: 서울메트로(2013), 역별 지하철혼잡도; 

서울도시철도공사(2015), 역별 지하철혼잡도

[표 7] 지하철 객차 1량당 승객 수 환산치

(단위: 명)

 

◦
객차 1량당 승객 수 자료에 호선별 객차 수(A, B호선은 10량, C호선은 8량 운행) 

및 노인인구 비율을 적용하여 전동차 내 전체 승객 수를 산정함

호선(노인비율) 방향 오전(8시~9시) 일반인 노인

A호선(19.4%)
상행선 907   730 177 

하행선 1,488 1,200 288 

B호선(12.6%)
상행선 779 680 99 

하행선 1,904 1,665 239 

C호선(6.3%)
상행선 974 913 61 

하행선 518 486 33 

자료: 서울메트로(2015), 역별 경로카드 이용현황; 서울도시철도공사(2016), 무임수송현황

[표 8] 전동차 전체 승객 수 추정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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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하철 역사 내 유동인구 수 산정

◦
지하철 역사 내 유동인구 수 산정방법으로, 먼저 ○○지하철역 승하차 인원 및 환

승인원에 대한 집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과소산정의 문제가 있어, 

이를 참고하되, 지하철 역사 내 다수의 표본구역들을 설정하여 실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유동인구 수를 산정한 다음 전체 유동인구 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이용함 

◦
지하철 승하차 인원 및 환승인원 수

‐

○○지하철역 승하차인원 및 환승인원에 대한 집계자료를 이용하여 지하철 

역사 내 유동인구 수를 추정

‐

오후 시간대 이용인구 수가 오전보다 많으며, 최대 1,601명으로 추정. 오후

(18~19시)의 승하차인원은 734명, 환승인원은 867명으로 추정. 환승인원 자

료의 객차별 평균은 평일 운행되는 객차 수를 적용하여 추정

‐

승하차인원 자료는 환승인원 및 역사 내 통과인원 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

에 실제 지하철역 이용인원에 비해 과소 추정되는 문제가 있음(오전(8시~9

시)에는 출근 또는 통학 승객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실제 환승인원은 자료를 

통해 추정한 환승인원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

호선(노인비율)
오전

(8시~9시)
일반인 노인

오후

(18시~19시)
일반인 노인

A호선(25.5%) 218 162 56 423 315 108 

B호선(20.3%) 98 78 20 138 110 28 

C호선(14.2%) 88 75 13 173 148 25 

합계 404 315 89 734 573 161 

자료: 서울메트로(2015), 역별 시간대별 승하차인원수; 서울도시철도공사(2015), 역별 시간대별 승하차인원수

[표 9] ○○지하철역 승하차 인원 수 추정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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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일(일평균) 시간별 평균 전동차별 평균

○○지하철역 224,539.0 11,227.0 866.9 

자료: 서울메트로(2013), 역별 환승인원 수 

[표 10] ○○지하철역 환승인원 수 추정치

(단위: 명)

◦
지하철 역사 내 유동인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산정

‐

지하철 승하차 인원 및 환승인원 자료는 1시간단위 또는 일평균자료로 제공

되기 때문에 특정시간에 집중되는 인원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고 과소추정

의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

‐

현장조사는 평일(월~금) 오전(08~09시)과 오후(18시~19시) 2차례 나누어 실

시하였으며, 호선별로 역사 내에 5㎡ X 5㎡ 규모의 표본조사구역들을 다수 

선정하여 구획 내 유동인구 수를 조사하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시점을 

조사

‐

노인, 어린이, 장애인을 구분하여 조사

‐

지하철 승강장은 열차 출발 후 다음 열차 도착 전까지 누적인원 수를 조사

‐

OO지하철역의 호선별, 층수별로 조사구역들을 설정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구역별 유동인구 수를 산정하고, 이를 전체 유동인구 수 추정에 활용

‐

A호선 2개 구역, B호선 5개 구역, C호선 6개 구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구역 

설정 시 면적은 해당 층에서 시설물(계단, 전기실, E/V, E/C, 고객안내센터, 

화장실 등)을 제외한 통로 및 대합실 면적의 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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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OO지하철역 현장조사 구역 구분

호선 위치 면적(㎡) 호선 위치 면적(㎡)

A호선
B1 대합실 (A-1) 3,206.0

C호선

B1 대합실 (C-1) 542.0

B2 승강장 (A-2) 2,805.7 B1-1 대합실 (C-2) 665.1

B호선

B1 대합실 (B-1) 454.9 B2–1 환승통로 (C-3) 278.5

B3 통로 (C-4) 350.0B1 대합실 (B-2) 720.6

B4-1 통로 (C-5) 435.8B2 대합실 (B-3) 1,096.4

B5 승강장 (C-6) 2,243.2B3 환승통로 (B-4) 2,431.1

B4 승강장 (B-5) 1,715.7

[표 11] OO지하철역 구역별 면적

◦
현장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역사 내 전체 유동인구 수를 추정한 결과, 승하차 인원 

및 환승인원 집계자료를 이용한 추정치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최댓값과 평균값의 추정치는 약 1.5배 차이

‐

평균값을 이용하여 역사 내 유동인구 수를 추정한 결과, 오전이 오후에 비

해 약 600명 많음

‐

최댓값을 이용하여 역사 내 유동인구 수를 추정한 결과, 오전이 오후에 비

해 약 200명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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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오전 평균 오전 최대 오후 평균 오후 최대

승강장

A호선 1,108 1,176 910 804

B호선 551 628 653 724

C호선 282 526 261 458

소계 1,941 2,330 1,824 1,986

대합실

A호선 1,943 3,334 1,757 3,847 

B호선 2,121 3,010 2,052 3,762 

C호선 1,172 1,999 929 1,272

소계 5,236 8,343 4,738 8,881

합계 7,177 10,673 6,562 10,867

[표 12] OO지하철역 현장조사를 통한 역사 내 유동인구 수 추정치

(단위: 명)

◦
역사 내 유동인구 수 구성에 대한 시나리오

‐

현장조사의 오전 평균값 및 최댓값을 적용하여 추정된 유동인구 수를 기준

으로 노인비율(10%, 20%)과 어린이 및 장애인 비율(5%)을 적용하여 총 4

개의 역사 내 유동인구 수 구성 시나리오 설정

‐

오전 평균값으로 추정한 유동인구 수를 기준으로, 시나리오 1은 노인비율 

10%, 시나리오 2는 노인비율 20%로 추정

‐

오전 최댓값으로 추정한 유동인구 수를 기준으로, 시나리오 3은 노인비율 

10%, 시나리오 4는 노인비율 20%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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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 장소 계 일반인 노인 어린이 장애인

A호선
B1 대합실 (A-1) 1,943 1,691 194 29 29 

B2 승강장 (A-2) 1,108 964 111 17 17 

B호선

B1 대합실(7, 8번 출구) (B-1) 205 178 21 3 3 

B1 대합실(2-1, 9번 출구) (B-2) 325 283 32 5 5 

B2 대합실 (B-3) 494 430 49 7 7 

B3 환승통로 (B-4) 1,096 954 110 16 16 

B4 승강장 (B-5) 551 479 55 8 8 

C호선

B1 대합실(4, 5번 출구) (C-1) 280 243 28 4 4 

B1-1 대합실(3, 6번 출구) (C-2) 343 299 34 5 5 

B2 –1 환승통로 (C-4) 144 125 14 2 2 

B3 통로 (C-5) 181 157 18 3 3 

B4-1 통로 (C-6) 225 196 22 3 3 

B5 승강장 (C-7) 282 245 28 4 4 

[표 13] OO지하철역 역사 내 유동인구 수 시나리오 1(오전 평균, 노인비율 10%)

(단위: 명)

호선 장소 계 일반인 노인 어린이 장애인

A호선
B1 대합실 (A-1) 1,943 1,496 389 29 29 

B2 승강장 (A-2) 1,108 853 222 17 17 

B호선

B1 대합실(7, 8번 출구) (B-1) 205 158 41 3 3 

B1 대합실(2-1, 9번 출구) (B-2) 325 250 65 5 5 

B2 대합실 (B-3) 494 381 99 7 7 

B3 환승통로 (B-4) 1,096 844 219 16 16 

B4 승강장 (B-5) 551 424 110 8 8 

C호선

B1 대합실(4, 5번 출구) (C-1) 280 215 56 4 4 

B1-1 대합실(3, 6번 출구) (C-2) 343 264 69 5 5 

B2–1 환승통로 (C-4) 144 111 29 2 2 

B3 통로 (C-5) 181 139 36 3 3 

B4-1 통로 (C-6) 225 173 45 3 3 

B5 승강장 (C-7) 282 217 56 4 4 

[표 14] OO지하철역 역사 내 유동인구 수 시나리오 2(오전 평균, 노인비율 20%)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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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 장소 계 일반인 노인 어린이 장애인

A호선
B1 대합실 (A-1) 3,334 2,901 333 50 50 

B2 승강장 (A-2) 1,176 1,023 118 18 18 

B호선

B1 대합실(7, 8번 출구) (B-1) 291 253 29 4 4 

B1 대합실(2-1, 9번 출구) (B-2) 461 401 46 7 7 

B2 대합실 (B-3) 702 610 70 11 11 

B3 환승통로 (B-4) 1,556 1,354 156 23 23 

B4 승강장 (B-5) 628 546 63 9 9 

C호선

B1 대합실(4,5번 출구) (C-1) 477 415 48 7 7 

B1-1 대합실(3,6번 출구) (C-2) 585 509 59 9 9 

B2–1 환승통로 (C-4) 245 213 25 4 4 

B3 통로 (C-5) 308 268 31 5 5 

B4-1 통로 (C-6) 384 334 38 6 6 

B5 승강장 (C-7) 526 458 53 8 8 

[표 15] OO지하철역 역사 내 유동인구 수 시나리오 3(오전 최대, 노인비율 10%)

(단위: 명)

호선 장소 계 일반인 노인 어린이 장애인

A호선
B1 대합실 (A-1) 3,334 2,567 667 50 50 

B2 승강장 (A-2) 1,176 906 235 18 18 

B호선

B1 대합실(7, 8번 출구) (B-1) 291 224 58 4 4 

B1 대합실(2-1, 9번 출구) (B-2) 461 355 92 7 7 

B2 대합실 (B-3) 702 540 140 11 11 

B3 환승통로 (B-4) 1,556 1,198 311 23 23 

B4 승강장 (B-5) 628 484 126 9 9 

C호선

B1 대합실(4,5번 출구) (C-1) 477 367 95 7 7 

B1-1 대합실(3,6번 출구) (C-2) 585 451 117 9 9 

B2–1 환승통로 (C-4) 245 189 49 4 4 

B3 통로 (C-5) 308 237 62 5 5 

B4-1 통로 (C-6) 384 295 77 6 6 

B5 승강장 (C-7) 526 405 105 8 8 

[표 16] OO지하철역 역사 내 유동인구 수 시나리오 4(오전 최대, 노인비율 20%)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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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난시나리오 설정

◦
지하철역 사고발생장소 및 피난상황, 대피필요인원에 대한 가정에 따라 총 16가지

의 피난시나리오를 설정함

사고유형 시나리오 대피필요인원 산정기준

객차 내 사고 발생

(B호선 하행선 

사고, 정차 중인 

상행선 전동차 

없음)

S1-1 - 전동차(B호선 하행선) 내 승객 수 + 역사 내 유동인구 수 시나리오 1

S1-2 - 전동차(B호선 하행선) 내 승객 수 + 역사 내 유동인구 수 시나리오 2

S1-3 - 전동차(B호선 하행선) 내 승객 수 + 역사 내 유동인구 수 시나리오 3

S1-4 - 전동차(B호선 하행선) 내 승객 수 + 역사 내 유동인구 수 시나리오 4

객차 내 사고 발생

(B호선 하행선 

사고, 정차 중인 

상행선 전동차 

있음)

S2-1 - 전동차(B호선 상・하행선) 내 승객 수 + 역사 내 유동인구 수 시나리오 1

S2-2 - 전동차(B호선 상・하행선) 내 승객 수 + 역사 내 유동인구 수 시나리오 2

S2-3 - 전동차(B호선 상・하행선) 내 승객 수 + 역사 내 유동인구 수 시나리오 3

S2-4 - 전동차(B호선 상・하행선) 내 승객 수 + 역사 내 유동인구 수 시나리오 4

역사 내 사고 발생

(정차 중인 전동차 

없음)

S3-1 - 역사 내 유동인구 수 시나리오 1

S3-2 - 역사 내 유동인구 수 시나리오 2

S3-3 - 역사 내 유동인구 수 시나리오 3

S3-4 - 역사 내 유동인구 수 시나리오 4

역사 내 사고 발생

(정차 중인 전동차 

있음)

S4-1 - 전동차(B호선 하행선) 내 승객 수 + 역사 내 유동인구 수 시나리오 1

S4-2 - 전동차(B호선 하행선) 내 승객 수 + 역사 내 유동인구 수 시나리오 2

S4-3 - 전동차(B호선 하행선) 내 승객 수 + 역사 내 유동인구 수 시나리오 3

S4-4 - 전동차(B호선 하행선) 내 승객 수 + 역사 내 유동인구 수 시나리오 4

[표 17] 사고유형에 따른 대피필요인원별 피난 시나리오



부록 / 139

3) 분석결과 및 시사점

(1) 피난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
OO지하철역 재난발생에 따른 16개 피난시나리오에 대해 Pathfind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시행함

◦
지하철에 산재한 16개의 출입구별로 최초 피난시간, 최종 피난시간, 해당 출구를 

이용한 총 피난인원 수, 피난시간 대비 피난인원 수 등을 계산함

‐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7번 출구를 사용하는 피난인원이 0명으로 분석되었는

데, 7번 출구보다 개찰구에서 더 가까운 8번 출구로 피난하는 인원이 다수

‐

계단에서 피난속도가 지연되는 것보다 좁은 개찰구로 많은 인원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피난속도가 지연 

[그림 6] OO지하철역 피난 시뮬레이션 자료화면: 사고 발생(시나리오 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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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OO지하철역 피난 시뮬레이션 자료화면: 피난개시 단계(시나리오 S1-4)

[그림 8] OO지하철역 피난 시뮬레이션 자료화면: 피난진행 단계(시나리오 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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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OO지하철역 피난 시뮬레이션 자료화면: 피난완료 단계(시나리오 S1-4)

출구 최초 피난시간(s) 최종 피난시간(s) 총 피난인원 수(pers)
피난시간 대비 

대피인원 수(pers/s)

1번 출구 142.0 287.7 116 0.80

2번 출구 136.8 640.6 686 1.36

2-1번 출구 148.9 832.6 1,383 2.02

3번 출구 140.8 732.4 1,030 1.74

4번 출구 142.9 189.6 52 1.12

5번 출구 141.3 635.8 540 1.09

6번 출구 141.3 741.3 1,098 1.83

7번 출구 0 0 0 　

8번 출구 127.9 759.8 1,314 2.08

9번 출구 150.7 223.5 90 1.24

10번 출구 142.4 660.6 714 1.38

11번 출구 142.6 477.7 282 0.84

12번 출구 142.0 494.0 133 0.38

13번 출구 141.9 611.8 796 1.69

14번 출구 136.8 592.8 541 1.19

15번 출구 137.8 490.9 301 0.85

[표 18] 시나리오 S1-1 출구별 결과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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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최초 피난시간(s) 최종 피난시간(s) 총 피난인원 수(pers)
피난시간 대비 

대피인원 수(pers/s)

1번 출구 142.0 287.7 125 0.86

2번 출구 136.8 599.5 672 1.45

2-1번 출구 148.9 859.5 1,395 1.96

3번 출구 138.9 747.7 1,055 1.73

4번 출구 142.9 192.5 55 1.11

5번 출구 141.3 647.3 537 1.06

6번 출구 141.3 762.2 1,093 1.76

7번 출구 0 0 0 　

8번 출구 127.9 783.2 1,291 1.97

9번 출구 150.7 226.5 90 1.19

10번 출구 142.4 696.7 683 1.23

11번 출구 142.6 506.3 304 0.84

12번 출구 142.0 500.0 141 0.39

13번 출구 141.9 610.9 831 1.77

14번 출구 137.3 596.2 517 1.13

15번 출구 137.9 494.1 288 0.81

[표 19] 시나리오 S1-2 출구별 결과값

출구 최초 피난시간(s) 최종 피난시간(s) 총 피난인원 수(pers)
피난시간 대비 

대피인원 수(pers/s)

1번 출구 141.8 382.2 268 1.11

2번 출구 136.8 674.4 895 1.66

2-1번 출구 148.5 987.8 1,881 2.24

3번 출구 140.8 998.4 1,574 1.84

4번 출구 142.9 228.4 113 1.32

5번 출구 141.3 981.5 926 1.10

6번 출구 140.9 977.4 1,586 1.90

7번 출구 0 0 0 　

8번 출구 131.9 833.6 1,424 2.03

9번 출구 150.7 231.6 114 1.41

10번 출구 142.0 830.8 963 1.40

11번 출구 141.8 556.0 518 1.25

12번 출구 142.0 581.9 182 0.41

13번 출구 141.9 753.8 1,023 1.67

14번 출구 136.8 654.2 637 1.23

15번 출구 136.7 560.8 476 1.12

[표 20] 시나리오 S1-3 출구별 결과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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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최초 피난시간(s) 최종 피난시간(s) 총 피난인원 수(pers)
피난시간 대비 

대피인원 수(pers/s)

1번 출구 141.8 395.9 262 1.03

2번 출구 136.8 781.9 930 1.44

2-1번 출구 148.5 1,036.9 1,871 2.11

3번 출구 140.8 1,024.5 1,556 1.76

4번 출구 142.9 247.9 127 1.21

5번 출구 141.4 970.0 911 1.10

6번 출구 141.5 1,019.2 1,662 1.89

7번 출구 181.5 181.5 1 　

8번 출구 132.5 836.7 1,365 1.94

9번 출구 150.7 234.6 113 1.35

10번 출구 142.0 854.4 929 1.30

11번 출구 141.8 544.4 519 1.29

12번 출구 142.0 605.7 172 0.37

13번 출구 141.9 805.8 1,017 1.53

14번 출구 136.8 668.3 663 1.25

15번 출구 136.7 590.7 480 1.06

[표 21] 시나리오 S1-4 출구별 결과값

출구 최초 피난시간(s) 최종 피난시간(s) 총 피난인원 수(pers)
피난시간 대비 

대피인원 수(pers/s)

1번 출구 142.0 283.2 121 0.86

2번 출구 136.8 703.7 715 1.26

2-1번 출구 148.9 906.7 1,507 1.99

3번 출구 140.9 811.1 1,158 1.73

4번 출구 142.9 189.6 52 1.12

5번 출구 141.3 610.6 540 1.15

6번 출구 141.3 796.1 1,248 1.91

7번 출구 0 0 0

8번 출구 123.7 871.4 1,535 2.05

9번 출구 150.7 223.5 90 1.24

10번 출구 142.4 741.5 764 1.28

11번 출구 142.6 289.4 268 1.83

12번 출구 142.0 574.9 132 0.30

13번 출구 141.9 681.0 870 1.61

14번 출구 136.8 611.2 568 1.20

15번 출구 137.8 487.7 287 0.82

[표 22] 시나리오 S2-1 출구별 결과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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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최초 피난시간(s) 최종 피난시간(s) 총 피난인원 수(pers)
피난시간 대비 

대피인원 수(pers/s)

1번 출구 142.0 301.8 131 0.82

2번 출구 136.8 734.5 685 1.15

2-1번 출구 148.9 913.1 1,482 1.94

3번 출구 138.9 817.8 1,189 1.75

4번 출구 142.9 192.5 55 1.11

5번 출구 141.3 647.3 537 1.06

6번 출구 141.3 825.1 1,230 1.80

7번 출구 0 0 0

8번 출구 123.6 891.5 1,526 1.99

9번 출구 150.7 226.5 90 1.19

10번 출구 142.4 752.8 779 1.28

11번 출구 142.6 585.4 315 0.71

12번 출구 142.0 560.5 137 0.33

13번 출구 141.9 693.2 838 1.52

14번 출구 137.3 617.0 553 1.15

15번 출구 137.9 559.3 309 0.73

[표 23] 시나리오 S2-2 출구별 결과값

출구 최초 피난시간(s) 최종 피난시간(s) 총 피난인원 수(pers)
피난시간 대비 

대피인원 수(pers/s)

1번 출구 141.8 380.1 267 1.12

2번 출구 136.8 679.1 952 1.76

2-1번 출구 148.5 1,077.6 2,045 2.20

3번 출구 140.8 1,072.1 1,636 1.76

4번 출구 142.9 228.4 113 1.32

5번 출구 141.3 992.2 926 1.09

6번 출구 140.9 1,053.4 1,755 1.92

7번 출구 0 0 0

8번 출구 129.4 933.1 1,659 2.06

9번 출구 150.7 231.6 114 1.41

10번 출구 142.0 890.8 1,000 1.34

11번 출구 141.8 361.0 516 2.35

12번 출구 142.0 626.8 185 0.38

13번 출구 141.9 851.1 1,023 1.44

14번 출구 136.8 688.6 694 1.26

15번 출구 136.7 596.6 474 1.03

[표 24] 시나리오 S2-3 출구별 결과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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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최초 피난시간(s) 최종 피난시간(s) 총 피난인원 수(pers)
피난시간 대비 

대피인원 수(pers/s)

1번 출구 141.8 402.5 270 1.04

2번 출구 136.8 793.3 939 1.43

2-1번 출구 148.5 1074.2 1,975 2.13

3번 출구 140.8 1080.8 1,738 1.85

4번 출구 142.9 241.4 121 1.23

5번 출구 141.4 999.5 917 1.07

6번 출구 141.5 1075.8 1,739 1.86

7번 출구 0 0 0

8번 출구 127.5 937.2 1,600 1.98

9번 출구 150.7 235.7 114 1.34

10번 출구 142.0 893.7 1,001 1.33

11번 출구 141.8 625.3 540 1.12

12번 출구 142.0 624.3 180 0.37

13번 출구 141.9 829.5 1,072 1.56

14번 출구 136.8 692.7 678 1.22

15번 출구 136.7 646.9 473 0.93

[표 25] 시나리오 S2-4 출구별 결과값

출구 최초 피난시간(s) 최종 피난시간(s) 총 피난인원 수(pers)
피난시간 대비 

대피인원 수(pers/s)

1번 출구 142.0 293.7 127 0.84

2번 출구 136.8 548.5 653 1.59

2-1번 출구 148.9 701.2 1,125 2.04

3번 출구 140.8 555.5 677 1.63

4번 출구 142.9 189.6 52 1.12

5번 출구 141.3 635.8 540 1.09

6번 출구 141.3 554.2 775 1.88

7번 출구 0 0 0 　

8번 출구 149.9 531.6 741 1.94

9번 출구 150.7 223.5 90 1.24

10번 출구 142.4 544.4 543 1.35

11번 출구 142.6 397.5 271 1.06

12번 출구 142.0 425.4 131 0.46

13번 출구 141.9 525.3 695 1.81

14번 출구 136.8 539.0 473 1.18

15번 출구 137.8 437.7 279 0.93

[표 26] 시나리오 S3-1 출구별 결과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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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최초 피난시간(s) 최종 피난시간(s) 총 피난인원 수(pers)
피난시간 대비 

대피인원 수(pers/s)

1번 출구 142.0 298.6 131 0.84

2번 출구 136.8 618.0 633 1.32

2-1번 출구 148.9 733.5 1,131 1.93

3번 출구 140.8 571.0 705 1.64

4번 출구 142.9 192.5 55 1.11

5번 출구 141.3 647.3 537 1.06

6번 출구 141.3 569.6 732 1.71

7번 출구 0 0 0 　

8번 출구 149.9 556.4 754 1.85

9번 출구 150.7 226.5 90 1.19

10번 출구 142.4 554.5 585 1.42

11번 출구 142.6 341.2 292 1.47

12번 출구 142.0 404.2 128 0.49

13번 출구 141.9 523.4 646 1.69

14번 출구 137.3 552.5 458 1.10

15번 출구 137.9 487.8 296 0.85

[표 27] 시나리오 S3-2 출구별 결과값

출구 최초 피난시간(s) 최종 피난시간(s) 총 피난인원 수(pers)
피난시간 대비 

대피인원 수(pers/s)

1번 출구 141.8 386.3 268 1.10

2번 출구 136.8 646.0 877 1.72

2-1번 출구 148.5 877.5 1,560 2.14

3번 출구 140.8 745.6 1,131 1.87

4번 출구 142.9 228.4 113 1.32

5번 출구 141.3 959.4 926 1.13

6번 출구 140.9 777.2 1,216 1.91

7번 출구 0 0 0 　

8번 출구 148.0 623.2 956 2.01

9번 출구 150.7 231.6 114 1.41

10번 출구 142.0 694.4 838 1.52

11번 출구 141.8 372.0 508 2.21

12번 출구 142.0 495.2 173 0.49

13번 출구 141.9 658.2 928 1.80

14번 출구 136.8 615.7 598 1.25

15번 출구 136.7 501.2 470 1.29

[표 28] 시나리오 S3-3 출구별 결과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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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최초 피난시간(s) 최종 피난시간(s) 총 피난인원 수(pers)
피난시간 대비 

대피인원 수(pers/s)

1번 출구 141.8 392.2 261 1.04

2번 출구 136.8 680.0 881 1.62

2-1번 출구 148.5 914.0 1,576 2.06

3번 출구 140.8 800.7 1,161 1.76

4번 출구 142.9 232.8 115 1.28

5번 출구 141.4 1,019.1 923 1.05

6번 출구 141.5 799.6 1,229 1.87

7번 출구 0 0 0 　

8번 출구 148.0 629.0 912 1.90

9번 출구 150.7 234.6 113 1.35

10번 출구 142.0 687.8 813 1.49

11번 출구 141.8 634.9 525 1.06

12번 출구 142.0 563.1 186 0.44

13번 출구 141.9 663.8 943 1.81

14번 출구 136.8 621.4 582 1.20

15번 출구 136.7 567.5 454 1.05

[표 29] 시나리오 S3-4 출구별 결과값

출구 최초 피난시간(s) 최종 피난시간(s) 총 피난인원 수(pers)
피난시간 대비 

대피인원 수(pers/s)

1번 출구 142.0 288.7 115 0.78

2번 출구 136.8 569.2 666 1.54

2-1번 출구 148.9 813.2 1,361 2.05

3번 출구 140.8 752.3 1,030 1.68

4번 출구 142.9 189.6 52 1.12

5번 출구 141.3 635.8 540 1.09

6번 출구 141.3 728.0 1,038 1.77

7번 출구 0 0 0 　

8번 출구 149.9 836.5 1,442 2.10

9번 출구 150.7 223.5 90 1.24

10번 출구 142.4 617.2 693 1.46

11번 출구 142.6 308.0 273 1.65

12번 출구 142.0 497.2 137 0.39

13번 출구 141.9 561.9 789 1.88

14번 출구 136.8 589.1 546 1.21

15번 출구 137.8 524.8 304 0.79

[표 30] 시나리오 S4-1 출구별 결과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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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최초 피난시간(s) 최종 피난시간(s) 총 피난인원 수(pers)
피난시간 대비 

대피인원 수(pers/s)

1번 출구 142.0 294.4 128 0.84

2번 출구 136.8 588.7 673 1.49

2-1번 출구 148.9 838.6 1,358 1.97

3번 출구 140.8 783.8 1,068 1.66

4번 출구 142.9 192.5 55 1.11

5번 출구 141.3 647.3 537 1.06

6번 출구 141.3 741.0 1,087 1.81

7번 출구 0 0 0 　

8번 출구 149.9 841.3 1,372 1.98

9번 출구 150.7 226.5 90 1.19

10번 출구 142.4 640.8 694 1.39

11번 출구 142.6 485.3 305 0.89

12번 출구 142.0 487.8 139 0.40

13번 출구 141.9 550.2 746 1.83

14번 출구 137.3 597.4 521 1.13

15번 출구 137.9 502.7 304 0.83

[표 31] 시나리오 S4-2 출구별 결과값

출구 최초 피난시간(s) 최종 피난시간(s) 총 피난인원 수(pers)
피난시간 대비 

대피인원 수(pers/s)

1번 출구 141.8 384.4 272 1.12

2번 출구 136.8 774.5 889 1.39

2-1번 출구 148.5 997.9 1,863 2.19

3번 출구 140.8 947.0 1,546 1.92

4번 출구 142.9 228.4 113 1.32

5번 출구 141.3 948.2 926 1.15

6번 출구 140.9 947.3 1,519 1.88

7번 출구 0 0 0 　

8번 출구 148.0 897.8 1,555 2.07

9번 출구 150.7 231.6 114 1.41

10번 출구 142.0 813.2 944 1.41

11번 출구 141.8 574.4 521 1.20

12번 출구 142.0 586.9 177 0.40

13번 출구 141.9 733.5 1,006 1.70

14번 출구 136.8 646.0 641 1.26

15번 출구 136.7 557.0 494 1.18

[표 32] 시나리오 S4-3 출구별 결과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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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최초 피난시간(s) 최종 피난시간(s) 총 피난인원 수(pers)
피난시간 대비 

대피인원 수(pers/s)

1번 출구 141.8 399.3 267 1.04

2번 출구 136.8 711.1 921 1.60

2-1번 출구 148.5 991.7 1,787 2.12

3번 출구 140.8 987.4 1,580 1.87

4번 출구 142.9 247.9 127 1.21

5번 출구 141.4 970.0 911 1.10

6번 출구 141.5 987.7 1,523 1.80

7번 출구 0 0 0 　

8번 출구 148.0 902.6 1,515 2.01

9번 출구 150.7 234.6 113 1.35

10번 출구 142.0 793.4 972 1.49

11번 출구 141.8 396.2 529 2.08

12번 출구 142.0 637.8 171 0.34

13번 출구 141.9 786.0 1,065 1.65

14번 출구 136.8 692.1 617 1.11

15번 출구 136.7 616.5 480 1.00

[표 33] 시나리오 S4-4 출구별 결과값

(2) 피난 안전성 평가

◦
피난 시나리오별 최종 피난시간 결과값을 현재 서울시가 설정․운영하고 있는 지하

철역 재난․사고 대응을 위한 규범적인 대피시간 기준과 비교함으로써 피난 안전성

을 평가함

‐

서울시의 지하철 대형화재에 대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르면, 대피시간 

기준은 발생장소와 무관하게 10분 이내 

‐

지하철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르면, 5분 이내 대피유도방송 및 

대피유도, 5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피유도 실시

‐

지하철 황금시간(Golden Time) 기준 중 연기로부터 안전한 출구까지의 대

피기준은 기본 6분에, 층이 추가될 때마다 2분씩 추가하여 설정(서울특별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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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피시간 기준
OO지하철역 

대피기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하철 

대형화재
10분 이내(발생장소 무관) 10분

지하철 

대형사고

5분 이내 시민 대피유도 방송 및 대피유도

5분 이후에도 대피유도 지속
-

황금시간 

기준
지하철 화재

객차 3분 객차 3분

역사 내 화재 시 승강장에서 대피: 4분

연기로부터 안전한 출구까지 대피: 6분 +2분/층
14분(840초)

[표 34] 현재 서울시가 설정․운영하고 있는 지하철 재난․․사고 대응을 위한 대피시간 기준

◦
16개의 피난 시나리오 중 12개 시나리오가 지하철 화재에 대한 황금시간(Golden 

Time)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소 2초에서 최대 4분 1초까지 초과

사고유형 시나리오 최종피난시간(초)

객차 내 사고 발생

(B호선 하행선 사고, 정차 중인 

상행선 전동차 없음)

S1-1 13분 53초(832.8)

S1-2 14분 20초(859.5)

S1-3 16분 39초(998.5)

S1-4 17분 17초(1,037.0)

객차 내 사고 발생

(B호선 하행선 사고, 정차 중인 

상행선 전동차 있음)

S2-1 15분 7초(906.8)

S2-2 15분 13초(913.3)

S2-3 17분 58초(1,077.8)

S2-4 18분 1초(1,081.0)

역사 내 사고 발생

(정차 중인 전동차 없음)

S3-1 11분 41초(701.3)

S3-2 12분 14초(733.5)

S3-3 16분(959.5)

S3-4 16분 59초(1,019.3)

역사 내 사고 발생

(정차 중인 전동차 있음)

S4-1 13분 57초(836.5)

S4-2 14분 2초(841.5)

S4-3 16분 38초(998.0)

S4-4 16분 32초(991.8)

[표 35] 피난 시나리오별 최종피난시간(음영 부분은 황금시간 기준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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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OO지하철역을 대상으로 대형재난 발생을 가정하여 피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

과, 많은 시나리오에서 규범적인 대피시간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하철

역 대형재난에 대비하여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이 필요함을 시사함

◦
첫째, 지하철 출입구 및 개찰구의 개선이 필요함

‐

피난 시 병목(bottleneck)현상이 심하므로 평상시 이용인구와 함께 피난 용이

성을 고려하여 출입구, 개찰구, 계단 등의 개수, 위치, 폭원, 운영방식 등을 

개선 

‐

이용인구의 이동성 확보를 위해 매점, 자판기 등 장애물 제거 또는 위치 조정

◦
둘째, 피난시설 및 피난설비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임시피난장소, 방화셔터, 방화구획 등 피난시설 확보

‐

비상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 등 피난설비 확충

◦
셋째, 앞서 시뮬레이션분석은 피난 중 혼잡으로 인한 전도·압사의 상황까지 고려하

고 있지 않은데, 전도·압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역사환경 디자인 개선, 시민홍보 

등이 필요함

‐

이용자들이 전방의 보행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

천천히 걷기 캠페인과 ‘스몸비족’ 위험경고 안전표지판 설치

‐

계단 디자인 개선(예: 계단의 마지막 단 전에 일정하게 돌출부 등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함)

◦
넷째, 지하철과 관련되는 당사자들의 재난대응역량 및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하철(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KORAIL 등), 지하도상가, 인접건물, 

이용시민 등의 재난대응역량 강화 

‐

방재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등에 대해 상호협의 및 공동시행

‐

재난·사고정보 공유, 사고조사 및 보고체계, 시민 홍보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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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황금시간(Golden Time) 목표기준을 현실에 맞게 더욱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

‐

지하철 노선별·층별로 깊이와 계단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황금

시간 설정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형재난을 상정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그

에 대한 대응태세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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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서울의 재난위험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 인식조사 설문지

1) 서울시민 대상 설문지

                          
일련번호

서울의 재난위험에 대한 시민의식 설문조사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정책현안에 관한 조사 ․ 분석 ․ 연구와 정책대안의 개발을 통하여 서울시

정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도시정책 종합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서울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다양한 재난위험에 대해 시민들이 느끼는 점들

을 조사하여 보다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전산 처리되고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

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6년 8월

연구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연구책임 신상영 박사/연구원 이윤상)

조사수행기관 : (주)리서치플러스 (연구본부장 장현중 (Tel. 02-312-0884)

■ 응답자 기초사항

SQ1
성별

(☞ 쿼터 확인)
① 남성     ② 여성           

SQ2
연 령

(☞ 쿼터 확인)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SQ3
거주 지역

(☞ 쿼터 확인)

① 종로구         ② 중 구         ③ 용산구         ④ 성동구

⑤ 광진구         ⑥ 동대문구       ⑦ 중랑구         ⑧ 성북구

⑨ 강북구         ⑩ 도봉구        ⑪ 노원구         ⑫ 은평구

⑬ 서대문구       ⑭ 마포구        ⑮ 양천구         ⑯ 강서구

⑰ 구로구         ⑱ 금천구        ⑲ 영등포구       ⑳ 동작구

㉑ 관악구         ㉒ 서초구        ㉓ 강남구         ㉔ 송파구

㉕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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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의 위험도에 대한 인식

1-1. 귀하께서는 서울이 각종 재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안전   ② 다소 안전    ③ 보통 ④ 다소 위험 ⑤ 매우 위험

1-2. 귀하께서는 다음의 재난유형별로 서울이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재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재난의 위험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해 주세요.

구 분 재난 유형 재난 예시
재난의 위험한 정도

매우

안전

다소

안전
보통

다소

위험

매우

위험

잘

모름

기상

재난

풍수해 홍수,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침수, 산사태, 붕괴 등의 재해 ① ② ③ ④ ⑤ ⑨
황사 ① ② ③ ④ ⑤ ⑨
가뭄 ① ② ③ ④ ⑤ ⑨
폭염 ① ② ③ ④ ⑤ ⑨
폭설 ① ② ③ ④ ⑤ ⑨
한파 ① ② ③ ④ ⑤ ⑨

지반

재난

땅꺼짐 도로 등의 지반함몰, 싱크홀(sink hole) ① ② ③ ④ ⑤ ⑨
지진 ① ② ③ ④ ⑤ ⑨

화산폭발 화산폭발로 인한 화산재 영향과 피해 ① ② ③ ④ ⑤ ⑨

오염

재난

수질오염사고 오염물질 유출, 녹조 확산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대기오염사고 미세먼지, 유해물질, 스모그 등의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토양오염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건강

위해요인

확산

감염병 확산 신종 바이러스, 뎅기열 등 감염병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식중독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생활환경 독성 확산 살균제, 살충제 등 안전 미확인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동식물 

재난

가축전염병 확산 구제역, 조류독감,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식물유행병 확산 산림 또는 농작물의 병충해 확산 등 ① ② ③ ④ ⑤ ⑨

유해조수 및 곤충 확산 유해 조수 및 유해 외래 곤충 등의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시설물 

재난

화재 건축물, 시설물, 문화재 등에서의 화재 ① ② ③ ④ ⑤ ⑨
산불 ① ② ③ ④ ⑤ ⑨
폭발 가스관 폭발, 주택, 공장 등에서의 폭발 ① ② ③ ④ ⑤ ⑨
붕괴 건축물, 시설물, 공사장 등에서의 붕괴 ① ② ③ ④ ⑤ ⑨

위험물사고 위험물 저장·제조·운반과정에서의 유출, 화재, 폭발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교통

재난

도로교통 사고 도로, 터널 등에서 충돌, 화재·폭발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철도·지하철 사고 열차, 역사, 선로 등에서의 충돌, 화재·폭발, 탈선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항공기 사고 항공기, 헬기, 무인항공기의 추락, 충돌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선박(유·도선) 사고 한강 유·도선 화재, 침몰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도시

서비스

마비

물 공급 중단 식수, 용수 등의 공급 중단 ① ② ③ ④ ⑤ ⑨
에너지 공급 마비 전력, 가스, 석유 등 공급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보건의료서비스 마비 종합병원, 의약품 서비스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대중교통 마비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서비스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유통체계 마비 화물운송 마비, 생필품, 농수산물 등의 공급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생활폐기물 수거 마비 매립지 반입에 의한 마비, 통행 장애에 의한 마비 등 ① ② ③ ④ ⑤ ⑨

정보시스템 마비/사이버 피해 사이버공격, 해킹, 자연적 요인에 의한 시스템 중단/피해 ① ② ③ ④ ⑤ ⑨
공공청사 마비 시청사 등 공공청사의 기능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테러 및 

다중안전

사고

테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총격, 화생방 공격 등 ① ② ③ ④ ⑤ ⑨
방사능 사고 국내 및 인접국가 원전사고 등의 영향에 따른 재난 ① ② ③ ④ ⑤ ⑨
폭동 및 소요 ① ② ③ ④ ⑤ ⑨

압사사고 공연장, 경기장 등 다중밀집 장소에서의 깔림, 압사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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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

2.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재난유형별로 각 재난이 서울에서 얼마나 자주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십니

까? 각 재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재난 발생가능성 정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해 주세요.

구 분 재난 유형 재난 예시

재난의 발생가능성

매우 

낮다

다소

낮다
보통

다소 

높다

매우

높다

잘

모름

기상

재난

풍수해 홍수,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침수, 산사태, 붕괴 등의 재해 ① ② ③ ④ ⑤ ⑨
황사 ① ② ③ ④ ⑤ ⑨
가뭄 ① ② ③ ④ ⑤ ⑨
폭염 ① ② ③ ④ ⑤ ⑨
폭설 ① ② ③ ④ ⑤ ⑨
한파 ① ② ③ ④ ⑤ ⑨

지반

재난

땅꺼짐 도로 등의 지반함몰, 싱크홀(sink hole) ① ② ③ ④ ⑤ ⑨
지진 ① ② ③ ④ ⑤ ⑨

화산폭발 화산폭발로 인한 화산재 영향과 피해 ① ② ③ ④ ⑤ ⑨

오염

재난

수질오염사고 오염물질 유출, 녹조 확산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대기오염사고 미세먼지, 유해물질, 스모그 등의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토양오염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건강

위해요인

확산

감염병 확산 신종 바이러스, 뎅기열 등 감염병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식중독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생활환경 독성 확산 살균제, 살충제 등 안전 미확인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동식물 

재난

가축전염병 확산 구제역, 조류독감,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식물유행병 확산 산림 또는 농작물의 병충해 확산 등 ① ② ③ ④ ⑤ ⑨

유해조수 및 곤충 확산 유해 조수 및 유해 외래 곤충 등의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시설물 

재난

화재 건축물, 시설물, 문화재 등에서의 화재 ① ② ③ ④ ⑤ ⑨
산불 ① ② ③ ④ ⑤ ⑨
폭발 가스관 폭발, 주택, 공장 등에서의 폭발 ① ② ③ ④ ⑤ ⑨
붕괴 건축물, 시설물, 공사장 등에서의 붕괴 ① ② ③ ④ ⑤ ⑨

위험물사고 위험물 저장·제조·운반과정에서의 유출, 화재, 폭발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교통

재난

도로교통 사고 도로, 터널 등에서 충돌, 화재·폭발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철도·지하철 사고 열차, 역사, 선로 등에서의 충돌, 화재·폭발, 탈선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항공기 사고 항공기, 헬기, 무인항공기의 추락, 충돌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선박(유·도선) 사고 한강 유·도선 화재, 침몰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도시

서비스

마비

물 공급 중단 식수, 용수 등의 공급 중단 ① ② ③ ④ ⑤ ⑨
에너지 공급 마비 전력, 가스, 석유 등 공급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보건의료서비스 마비 종합병원, 의약품 서비스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대중교통 마비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서비스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유통체계 마비 화물운송 마비, 생필품, 농수산물 등의 공급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생활폐기물 수거 마비 매립지 반입에 의한 마비, 통행 장애에 의한 마비 등 ① ② ③ ④ ⑤ ⑨

정보시스템 마비/사이버 피해 사이버공격, 해킹, 자연적 요인에 의한 시스템 중단/피해 ① ② ③ ④ ⑤ ⑨

공공청사 마비 시청사 등 공공청사의 기능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테러 및 

다중안전

사고

테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총격, 화생방 공격 등 ① ② ③ ④ ⑤ ⑨
방사능 사고 국내 및 인접국가 원전사고 등의 영향에 따른 재난 ① ② ③ ④ ⑤ ⑨
폭동 및 소요 ① ② ③ ④ ⑤ ⑨

압사사고 공연장, 경기장 등 다중밀집 장소에서의 깔림, 압사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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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 발생 시 피해규모에 대한 인식

3. 귀하께서는 다음의 재난유형별로 각 재난이 서울에서 발생한다면 피해규모가 얼마나 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각 재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피해규모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해 주

세요. 

* 피해규모: 사망·부상, 재산피해를 비롯한 경제적 손실, 각종 도시서비스의 마비로 인한 불편과 혼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한 피해 규모

구 분 재난 유형 재난 예시
재난 발생 시 예상 피해규모

매우 

작다

다소

작다
보통

다소 

크다

매우

크다

잘

모름

기상

재난

풍수해 홍수,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침수, 산사태, 붕괴 등의 재해 ① ② ③ ④ ⑤ ⑨
황사 ① ② ③ ④ ⑤ ⑨
가뭄 ① ② ③ ④ ⑤ ⑨
폭염 ① ② ③ ④ ⑤ ⑨
폭설 ① ② ③ ④ ⑤ ⑨
한파 ① ② ③ ④ ⑤ ⑨

지반

재난

땅꺼짐 도로 등의 지반함몰, 싱크홀(sink hole) ① ② ③ ④ ⑤ ⑨
지진 ① ② ③ ④ ⑤ ⑨

화산폭발 화산폭발로 인한 화산재 영향과 피해 ① ② ③ ④ ⑤ ⑨

오염

재난

수질오염사고 오염물질 유출, 녹조 확산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대기오염사고 미세먼지, 유해물질, 스모그 등의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토양오염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건강

위해요인

확산

감염병 확산 신종 바이러스, 뎅기열 등 감염병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식중독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생활환경 독성 확산 살균제, 살충제 등 안전 미확인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동식물 

재난

가축전염병 확산 구제역, 조류독감,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식물유행병 확산 산림 또는 농작물의 병충해 확산 등 ① ② ③ ④ ⑤ ⑨

유해조수 및 곤충 확산 유해 조수 및 유해 외래 곤충 등의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시설물 

재난

화재 건축물, 시설물, 문화재 등에서의 화재 ① ② ③ ④ ⑤ ⑨
산불 ① ② ③ ④ ⑤ ⑨
폭발 가스관 폭발, 주택, 공장 등에서의 폭발 ① ② ③ ④ ⑤ ⑨
붕괴 건축물, 시설물, 공사장 등에서의 붕괴 ① ② ③ ④ ⑤ ⑨

위험물사고 위험물 저장·제조·운반과정에서의 유출, 화재, 폭발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교통

재난

도로교통 사고 도로, 터널 등에서 충돌, 화재·폭발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철도·지하철 사고 열차, 역사, 선로 등에서의 충돌, 화재·폭발, 탈선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항공기 사고 항공기, 헬기, 무인항공기의 추락, 충돌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선박(유·도선) 사고 한강 유·도선 화재, 침몰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도시

서비스

마비

물 공급 중단 식수, 용수 등의 공급 중단 ① ② ③ ④ ⑤ ⑨
에너지 공급 마비 전력, 가스, 석유 등 공급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보건의료서비스 마비 종합병원, 의약품 서비스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대중교통 마비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서비스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유통체계 마비 화물운송 마비, 생필품, 농수산물 등의 공급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생활폐기물 수거 마비 매립지 반입에 의한 마비, 통행 장애에 의한 마비 등 ① ② ③ ④ ⑤ ⑨

정보시스템 마비/사이버 피해 사이버공격, 해킹, 자연적 요인에 의한 시스템 중단/피해 ① ② ③ ④ ⑤ ⑨
공공청사 마비 시청사 등 공공청사의 기능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테러 및 

다중안전

사고

테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총격, 화생방 공격 등 ① ② ③ ④ ⑤ ⑨
방사능 사고 국내 및 인접국가 원전사고 등의 영향에 따른 재난 ① ② ③ ④ ⑤ ⑨
폭동 및 소요 ① ② ③ ④ ⑤ ⑨

압사사고 공연장, 경기장 등 다중밀집 장소에서의 깔림, 압사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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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의 미래(10년 내외)에 대한 재난위험의 변화 관련

4-1. 귀하께서는 서울이 향후 10년 후 각종 재난위험으로부터 전반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금보다 더 안전해질 것이다 ② 지금보다 약간 더 안전해질 것이다

③ 지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 ④ 지금보다 약간 더 위험해질 것이다

⑤ 지금보다 더 위험해질 것이다

4-2. 귀하께서는 서울이 향후 10년 후 재난위험 별로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재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향후 달라지는 정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해 주세요.

구 분 재난 유형 재난 예시

향후 10년 후 재난위험의 달라지는 정도

지금보다
더욱
안전해
질 것

지금보다
다소
안전해
질 것

지금과 
비슷할 
것

지금보다
다소
위험해
질 것

지금보다
훨씬
위험해
질 것

잘
모름

기상

재난

풍수해 홍수,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침수, 산사태, 붕괴 등의 재해 ① ② ③ ④ ⑤ ⑨
황사 ① ② ③ ④ ⑤ ⑨
가뭄 ① ② ③ ④ ⑤ ⑨
폭염 ① ② ③ ④ ⑤ ⑨
폭설 ① ② ③ ④ ⑤ ⑨
한파 ① ② ③ ④ ⑤ ⑨

지반

재난

땅꺼짐 도로 등의 지반함몰, 싱크홀(sink hole) ① ② ③ ④ ⑤ ⑨
지진 ① ② ③ ④ ⑤ ⑨

화산폭발 화산폭발로 인한 화산재 영향과 피해 ① ② ③ ④ ⑤ ⑨

오염

재난

수질오염사고 오염물질 유출, 녹조 확산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대기오염사고 미세먼지, 유해물질, 스모그 등의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토양오염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건강

위해요인

확산

감염병 확산 신종 바이러스, 뎅기열 등 감염병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식중독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생활환경 독성 확산 살균제, 살충제 등 안전 미확인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동식물 

재난

가축전염병 확산 구제역, 조류독감,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식물유행병 확산 산림 또는 농작물의 병충해 확산 등 ① ② ③ ④ ⑤ ⑨

유해조수 및 곤충 확산 유해 조수 및 유해 외래 곤충 등의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시설물 

재난

화재 건축물, 시설물, 문화재 등에서의 화재 ① ② ③ ④ ⑤ ⑨
산불 ① ② ③ ④ ⑤ ⑨
폭발 가스관 폭발, 주택, 공장 등에서의 폭발 ① ② ③ ④ ⑤ ⑨
붕괴 건축물, 시설물, 공사장 등에서의 붕괴 ① ② ③ ④ ⑤ ⑨

위험물사고 위험물 저장·제조·운반과정에서의 유출, 화재, 폭발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교통

재난

도로교통 사고 도로, 터널 등에서 충돌, 화재·폭발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철도·지하철 사고 열차, 역사, 선로 등에서의 충돌, 화재·폭발, 탈선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항공기 사고 항공기, 헬기, 무인항공기의 추락, 충돌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선박(유·도선) 사고 한강 유·도선 화재, 침몰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도시

서비스

마비

물 공급 중단 식수, 용수 등의 공급 중단 ① ② ③ ④ ⑤ ⑨
에너지 공급 마비 전력, 가스, 석유 등 공급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보건의료서비스 마비 종합병원, 의약품 서비스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대중교통 마비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서비스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유통체계 마비 화물운송 마비, 생필품, 농수산물 등의 공급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생활폐기물 수거 마비 매립지 반입에 의한 마비, 통행 장애에 의한 마비 등 ① ② ③ ④ ⑤ ⑨

정보시스템 마비/사이버 피해 사이버공격, 해킹, 자연적 요인에 의한 시스템 중단/피해 ① ② ③ ④ ⑤ ⑨

공공청사 마비 시청사 등 공공청사의 기능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테러 및 

다중안전

사고

테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총격, 화생방 공격 등 ① ② ③ ④ ⑤ ⑨
방사능 사고 국내 및 인접국가 원전사고 등의 영향에 따른 재난 ① ② ③ ④ ⑤ ⑨
폭동 및 소요 ① ② ③ ④ ⑤ ⑨

압사사고 공연장, 경기장 등 다중밀집 장소에서의 깔림, 압사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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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위험별 생소한 정도에 대한 인식

5. 귀하께서는 다음의 각 재난위험별로 얼마나 익숙하게 느끼십니까? 혹은 생소하게 느끼십니까? 

지금까지 발생한 정도, 개인적인 경험, 매스컴을 통해 접한 정도 등에 비추어 개인적으로 느끼시

는 생소한 (또는 익숙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해 주세요.

구 분 재난 유형 재난 예시

재난위험별 생소한 정도

매우 

생소

다소

생소
보통

다소 

익숙

매우

익숙

잘

모름

기상

재난

풍수해 홍수,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침수, 산사태, 붕괴 등의 재해 ① ② ③ ④ ⑤ ⑨
황사 ① ② ③ ④ ⑤ ⑨
가뭄 ① ② ③ ④ ⑤ ⑨
폭염 ① ② ③ ④ ⑤ ⑨
폭설 ① ② ③ ④ ⑤ ⑨
한파 ① ② ③ ④ ⑤ ⑨

지반

재난

땅꺼짐 도로 등의 지반함몰, 싱크홀(sink hole) ① ② ③ ④ ⑤ ⑨
지진 ① ② ③ ④ ⑤ ⑨

화산폭발 화산폭발로 인한 화산재 영향과 피해 ① ② ③ ④ ⑤ ⑨

오염

재난

수질오염사고 오염물질 유출, 녹조 확산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대기오염사고 미세먼지, 유해물질, 스모그 등의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토양오염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건강

위해요인

확산

감염병 확산 신종 바이러스, 뎅기열 등 감염병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식중독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생활환경 독성 확산 살균제, 살충제 등 안전 미확인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동식물 

재난

가축전염병 확산 구제역, 조류독감,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식물유행병 확산 산림 또는 농작물의 병충해 확산 등 ① ② ③ ④ ⑤ ⑨

유해조수 및 곤충 확산 유해 조수 및 유해 외래 곤충 등의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시설물 

재난

화재 건축물, 시설물, 문화재 등에서의 화재 ① ② ③ ④ ⑤ ⑨
산불 ① ② ③ ④ ⑤ ⑨
폭발 가스관 폭발, 주택, 공장 등에서의 폭발 ① ② ③ ④ ⑤ ⑨
붕괴 건축물, 시설물, 공사장 등에서의 붕괴 ① ② ③ ④ ⑤ ⑨

위험물사고 위험물 저장·제조·운반과정에서의 유출, 화재, 폭발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교통

재난

도로교통 사고 도로, 터널 등에서 충돌, 화재·폭발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철도·지하철 사고 열차, 역사, 선로 등에서의 충돌, 화재·폭발, 탈선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항공기 사고 항공기, 헬기, 무인항공기의 추락, 충돌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선박(유·도선) 사고 한강 유·도선 화재, 침몰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도시

서비스

마비

물 공급 중단 식수, 용수 등의 공급 중단 ① ② ③ ④ ⑤ ⑨
에너지 공급 마비 전력, 가스, 석유 등 공급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보건의료서비스 마비 종합병원, 의약품 서비스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대중교통 마비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서비스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유통체계 마비 화물운송 마비, 생필품, 농수산물 등의 공급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생활폐기물 수거 마비 매립지 반입에 의한 마비, 통행 장애에 의한 마비 등 ① ② ③ ④ ⑤ ⑨

정보시스템 마비/사이버 피해 사이버공격, 해킹, 자연적 요인에 의한 시스템 중단/피해 ① ② ③ ④ ⑤ ⑨

공공청사 마비 시청사 등 공공청사의 기능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테러 및 

다중안전

사고

테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총격, 화생방 공격 등 ① ② ③ ④ ⑤ ⑨
방사능 사고 국내 및 인접국가 원전사고 등의 영향에 따른 재난 ① ② ③ ④ ⑤ ⑨
폭동 및 소요 ① ② ③ ④ ⑤ ⑨

압사사고 공연장, 경기장 등 다중밀집 장소에서의 깔림, 압사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부록 / 159

6. 재난위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중요도에 대한 인식

6. 귀하께서는 서울에서 재난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래의 각 재난위험별로 정책적

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중요 정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해 주세요.

구 분 재난 유형 재난 예시

재난위험별 정책적 중요 정도

매우 

낮음

다소

낮음
보통

다소 

중요

매우

중요

잘

모름

기상

재난

풍수해 홍수,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침수, 산사태, 붕괴 등의 재해 ① ② ③ ④ ⑤ ⑨
황사 ① ② ③ ④ ⑤ ⑨
가뭄 ① ② ③ ④ ⑤ ⑨
폭염 ① ② ③ ④ ⑤ ⑨
폭설 ① ② ③ ④ ⑤ ⑨
한파 ① ② ③ ④ ⑤ ⑨

지반

재난

땅꺼짐 도로 등의 지반함몰, 싱크홀(sink hole) ① ② ③ ④ ⑤ ⑨
지진 ① ② ③ ④ ⑤ ⑨

화산폭발 화산폭발로 인한 화산재 영향과 피해 ① ② ③ ④ ⑤ ⑨

오염

재난

수질오염사고 오염물질 유출, 녹조 확산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대기오염사고 미세먼지, 유해물질, 스모그 등의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토양오염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건강

위해요인

확산

감염병 확산 신종 바이러스, 뎅기열 등 감염병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식중독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생활환경 독성 확산 살균제, 살충제 등 안전 미확인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동식물 

재난

가축전염병 확산 구제역, 조류독감,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식물유행병 확산 산림 또는 농작물의 병충해 확산 등 ① ② ③ ④ ⑤ ⑨

유해조수 및 곤충 확산 유해 조수 및 유해 외래 곤충 등의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시설물 

재난

화재 건축물, 시설물, 문화재 등에서의 화재 ① ② ③ ④ ⑤ ⑨
산불 ① ② ③ ④ ⑤ ⑨
폭발 가스관 폭발, 주택, 공장 등에서의 폭발 ① ② ③ ④ ⑤ ⑨
붕괴 건축물, 시설물, 공사장 등에서의 붕괴 ① ② ③ ④ ⑤ ⑨

위험물사고 위험물 저장·제조·운반과정에서의 유출, 화재, 폭발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교통

재난

도로교통 사고 도로, 터널 등에서 충돌, 화재·폭발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철도·지하철 사고 열차, 역사, 선로 등에서의 충돌, 화재·폭발, 탈선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항공기 사고 항공기, 헬기, 무인항공기의 추락, 충돌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선박(유·도선) 사고 한강 유·도선 화재, 침몰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도시

서비스

마비

물 공급 중단 식수, 용수 등의 공급 중단 ① ② ③ ④ ⑤ ⑨
에너지 공급 마비 전력, 가스, 석유 등 공급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보건의료서비스 마비 종합병원, 의약품 서비스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대중교통 마비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서비스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유통체계 마비 화물운송 마비, 생필품, 농수산물 등의 공급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생활폐기물 수거 마비 매립지 반입에 의한 마비, 통행 장애에 의한 마비 등 ① ② ③ ④ ⑤ ⑨

정보시스템 마비/사이버 피해 사이버공격, 해킹, 자연적 요인에 의한 시스템 중단/피해 ① ② ③ ④ ⑤ ⑨

공공청사 마비 시청사 등 공공청사의 기능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테러 및 

다중안전

사고

테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총격, 화생방 공격 등 ① ② ③ ④ ⑤ ⑨
방사능 사고 국내 및 인접국가 원전사고 등의 영향에 따른 재난 ① ② ③ ④ ⑤ ⑨
폭동 및 소요 ① ② ③ ④ ⑤ ⑨

압사사고 공연장, 경기장 등 다중밀집 장소에서의 깔림, 압사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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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귀하께서는 서울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다면 어디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지역 또는 장소별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평가해 주세요.

대분류 중분류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잘 

모르

겠음

주거지역

공동주택단지(아파트 등) ① ② ③ ④ ⑤ ⑨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가 ① ② ③ ④ ⑤ ⑨

주거·상업 등 혼재지역 ① ② ③ ④ ⑤ ⑨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 ① ② ③ ④ ⑤ ⑨

저지대 주택가 ① ② ③ ④ ⑤ ⑨

상업지역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
(상가, 대형쇼핑시설, 유흥업소, 

공연시설, 체육시설·경기장, 병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과 그 일대)

① ② ③ ④ ⑤ ⑨

고층 또는 초고층 건축물 ① ② ③ ④ ⑤ ⑨

시가지 

공공공간

도로, 광장 등 노상 ① ② ③ ④ ⑤ ⑨

지하철·철도 ① ② ③ ④ ⑤ ⑨

지하공간(지하도상가, 지하매설물 등) ① ② ③ ④ ⑤ ⑨

교량 또는 터널 ① ② ③ ④ ⑤ ⑨

공원·유원지 ① ② ③ ④ ⑤ ⑨

공공청사 ① ② ③ ④ ⑤ ⑨

학교 ① ② ③ ④ ⑤ ⑨

시가지 

경계부와 

주변

산지, 비탈면 ① ② ③ ④ ⑤ ⑨

강·하천 ① ② ③ ④ ⑤ ⑨

7-2.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지역이나 장소 중에서 서울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고 생각하시는 곳이 있다면 말씀하시고 가능성을 평가해 주세요.

* 대규모 재난 발생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나 장소가 없다면 “없음”으로 기입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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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하께서는 서울에서 대규모 재난이나 새로운 재난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획득하십니까? 

많이 접한 매체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① 방송(TV, 라디오 등) ② 신문

③ 인터넷(블로그, 카페, 포털사이트, SNS) ④ 전문서적

⑤ 강의 및 수업 ⑥ 모임(오프라인)

⑦ 기타(                  )

9-1. 귀하께서는 서울에서 지금까지 전혀 발생하지 않았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관

심이 별로 없었지만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으로 어떤 것이 있다

고 보십니까? 어떠한 내용이라도 좋으니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9-2. 귀하께서는 평소에 서울이 보다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내용이라도 좋으니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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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통계 분류를 위한 문항입니다.

작성해 주신 통계 분류를 위한 응답자 특성 정보는 조사 결과 분석을 위한 기초 통계 변수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다른 용도로는 일체 사용되지 않으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DQ1.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 이하   ② 학생(대학/전문대 등)   ③ 대졸/전문대졸     ④ 대학원졸 이상

DQ2. 선생님께서는 현재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으십니까?

① 경영/관리직 : 고용인 30인 이상 기업체의 임원, 5급 이상 공무원, 학교장, 학원장

② 전문직 :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언론인, 연구원

③ 자유직 : 예술가, 작가, 종교인, 정치인 

④ 사무직 : 교사, 6급 이하 공무원, 은행원, 일반 회사원

⑤ 전문기술직 : 전문기술인, 건축사,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엔지니어 

⑥ 자영업 : 종업원 5인 이하 경영자, 도소매업자, 요식업자/개인운송업자, 부동산관련업자

⑦ 서비스/영업직 : 상점, 음식점, 이발업, 경기장 등의 종업원, 판매원, 역무원

⑧ 생산/단순노무직/기능직 : 공장의 기능직 근로자 

⑨ 농/림/수산업 :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종사자 

⑩ 전업주부      ⑪ 대학/대학원생       ⑫ 무직

⑬ 기타 (적어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DQ3. 귀하를 포함한 귀 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정기적인 수입과 함께 상여금이나 부수입(이자소득, 임대소득 등), 배우자 소득, 부모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가구 총소득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④ 300-399만원

⑤ 400-499만원 ⑥ 500-599만원     ⑦ 600~699만원 ⑧ 700만원 이상

DQ4.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단독/다가구주택 ② 연립/다세대/빌라     ③ 아파트 ④ 주상복합

⑤ 원룸/오피스텔           ⑥ 기타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고시원 등)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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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대상 설문지

                          
일련번호

서울의 재난위험에 대한 전문가 인식 설문조사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정책현안에 관한 조사∙분석∙연구와 정책대안의 개발을 통하여 서울시

정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도시정책 종합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서울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다양한 재난위험에 대해 시민들이 느끼는 점들

을 조사하여 보다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전산 처리되고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

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6년 8월

연구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연구책임 신상영 박사/연구원 이윤상)

조사수행기관 : (주)리서치플러스 (연구본부장 장현중 (Tel. 02-312-0884)

■ 응답자 기초사항

SQ1
근무지역(서울)

(☞ 쿼터 확인)
① 예     ② 아니오           

SQ2
업무경력

(☞ 쿼터 확인)
약 (      )년

SQ3
전문분야

(☞ 쿼터 확인)
(         )

SQ4
성별

(☞ 쿼터 확인)
① 남성     ② 여성           

SQ5
연 령

(☞ 쿼터 확인)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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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의 위험도에 대한 인식

1-1. 귀하께서는 서울이 각종 재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안전   ② 다소 안전    ③ 보통 ④ 다소 위험 ⑤ 매우 위험

1-2. 귀하께서는 다음의 재난유형별로 서울이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재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재난의 위험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해 주세요.

구 분 재난 유형 재난 예시
재난의 위험한 정도

매우

안전

다소

안전
보통

다소

위험

매우

위험

잘

모름

기상

재난

풍수해 홍수,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침수, 산사태, 붕괴 등의 재해 ① ② ③ ④ ⑤ ⑨
황사 ① ② ③ ④ ⑤ ⑨
가뭄 ① ② ③ ④ ⑤ ⑨
폭염 ① ② ③ ④ ⑤ ⑨
폭설 ① ② ③ ④ ⑤ ⑨
한파 ① ② ③ ④ ⑤ ⑨

지반

재난

땅꺼짐 도로 등의 지반함몰, 싱크홀(sink hole) ① ② ③ ④ ⑤ ⑨
지진 ① ② ③ ④ ⑤ ⑨

화산폭발 화산폭발로 인한 화산재 영향과 피해 ① ② ③ ④ ⑤ ⑨

오염

재난

수질오염사고 오염물질 유출, 녹조 확산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대기오염사고 미세먼지, 유해물질, 스모그 등의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토양오염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건강

위해요인

확산

감염병 확산 신종 바이러스, 뎅기열 등 감염병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식중독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생활환경 독성 확산 살균제, 살충제 등 안전 미확인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동식물 

재난

가축전염병 확산 구제역, 조류독감,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식물유행병 확산 산림 또는 농작물의 병충해 확산 등 ① ② ③ ④ ⑤ ⑨

유해조수 및 곤충 확산 유해 조수 및 유해 외래 곤충 등의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시설물 

재난

화재 건축물, 시설물, 문화재 등에서의 화재 ① ② ③ ④ ⑤ ⑨
산불 ① ② ③ ④ ⑤ ⑨
폭발 가스관 폭발, 주택, 공장 등에서의 폭발 ① ② ③ ④ ⑤ ⑨
붕괴 건축물, 시설물, 공사장 등에서의 붕괴 ① ② ③ ④ ⑤ ⑨

위험물사고 위험물 저장·제조·운반과정에서의 유출, 화재, 폭발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교통

재난

도로교통 사고 도로, 터널 등에서 충돌, 화재·폭발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철도·지하철 사고 열차, 역사, 선로 등에서의 충돌, 화재·폭발, 탈선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항공기 사고 항공기, 헬기, 무인항공기의 추락, 충돌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선박(유·도선) 사고 한강 유·도선 화재, 침몰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도시

서비스

마비

물 공급 중단 식수, 용수 등의 공급 중단 ① ② ③ ④ ⑤ ⑨
에너지 공급 마비 전력, 가스, 석유 등 공급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보건의료서비스 마비 종합병원, 의약품 서비스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대중교통 마비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서비스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유통체계 마비 화물운송 마비, 생필품, 농수산물 등의 공급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생활폐기물 수거 마비 매립지 반입에 의한 마비, 통행 장애에 의한 마비 등 ① ② ③ ④ ⑤ ⑨

정보시스템 마비/사이버 피해 사이버공격, 해킹, 자연적 요인에 의한 시스템 중단/피해 ① ② ③ ④ ⑤ ⑨
공공청사 마비 시청사 등 공공청사의 기능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테러 및 

다중안전

사고

테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총격, 화생방 공격 등 ① ② ③ ④ ⑤ ⑨
방사능 사고 국내 및 인접국가 원전사고 등의 영향에 따른 재난 ① ② ③ ④ ⑤ ⑨
폭동 및 소요 ① ② ③ ④ ⑤ ⑨

압사사고 공연장, 경기장 등 다중밀집 장소에서의 깔림, 압사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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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

2.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재난유형별로 각 재난이 서울에서 얼마나 자주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십니

까? 각 재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재난 발생가능성 정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해 주세요.

구 분 재난 유형 재난 예시

재난의 발생가능성

매우 

낮다

다소

낮다
보통

다소 

높다

매우

높다

잘

모름

기상

재난

풍수해 홍수,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침수, 산사태, 붕괴 등의 재해 ① ② ③ ④ ⑤ ⑨
황사 ① ② ③ ④ ⑤ ⑨
가뭄 ① ② ③ ④ ⑤ ⑨
폭염 ① ② ③ ④ ⑤ ⑨
폭설 ① ② ③ ④ ⑤ ⑨
한파 ① ② ③ ④ ⑤ ⑨

지반

재난

땅꺼짐 도로 등의 지반함몰, 싱크홀(sink hole) ① ② ③ ④ ⑤ ⑨
지진 ① ② ③ ④ ⑤ ⑨

화산폭발 화산폭발로 인한 화산재 영향과 피해 ① ② ③ ④ ⑤ ⑨

오염

재난

수질오염사고 오염물질 유출, 녹조 확산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대기오염사고 미세먼지, 유해물질, 스모그 등의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토양오염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건강

위해요인

확산

감염병 확산 신종 바이러스, 뎅기열 등 감염병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식중독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생활환경 독성 확산 살균제, 살충제 등 안전 미확인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동식물 

재난

가축전염병 확산 구제역, 조류독감,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식물유행병 확산 산림 또는 농작물의 병충해 확산 등 ① ② ③ ④ ⑤ ⑨

유해조수 및 곤충 확산 유해 조수 및 유해 외래 곤충 등의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시설물 

재난

화재 건축물, 시설물, 문화재 등에서의 화재 ① ② ③ ④ ⑤ ⑨
산불 ① ② ③ ④ ⑤ ⑨
폭발 가스관 폭발, 주택, 공장 등에서의 폭발 ① ② ③ ④ ⑤ ⑨
붕괴 건축물, 시설물, 공사장 등에서의 붕괴 ① ② ③ ④ ⑤ ⑨

위험물사고 위험물 저장·제조·운반과정에서의 유출, 화재, 폭발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교통

재난

도로교통 사고 도로, 터널 등에서 충돌, 화재·폭발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철도·지하철 사고 열차, 역사, 선로 등에서의 충돌, 화재·폭발, 탈선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항공기 사고 항공기, 헬기, 무인항공기의 추락, 충돌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선박(유·도선) 사고 한강 유·도선 화재, 침몰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도시

서비스

마비

물 공급 중단 식수, 용수 등의 공급 중단 ① ② ③ ④ ⑤ ⑨
에너지 공급 마비 전력, 가스, 석유 등 공급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보건의료서비스 마비 종합병원, 의약품 서비스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대중교통 마비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서비스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유통체계 마비 화물운송 마비, 생필품, 농수산물 등의 공급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생활폐기물 수거 마비 매립지 반입에 의한 마비, 통행 장애에 의한 마비 등 ① ② ③ ④ ⑤ ⑨

정보시스템 마비/사이버 피해 사이버공격, 해킹, 자연적 요인에 의한 시스템 중단/피해 ① ② ③ ④ ⑤ ⑨

공공청사 마비 시청사 등 공공청사의 기능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테러 및 

다중안전

사고

테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총격, 화생방 공격 등 ① ② ③ ④ ⑤ ⑨
방사능 사고 국내 및 인접국가 원전사고 등의 영향에 따른 재난 ① ② ③ ④ ⑤ ⑨
폭동 및 소요 ① ② ③ ④ ⑤ ⑨

압사사고 공연장, 경기장 등 다중밀집 장소에서의 깔림, 압사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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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 발생 시 피해규모에 대한 인식

3. 귀하께서는 다음의 재난유형별로 각 재난이 서울에서 발생한다면 피해규모가 얼마나 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각 재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피해규모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해 주

세요. 

* 피해규모: 사망·부상, 재산피해를 비롯한 경제적 손실, 각종 도시서비스의 마비로 인한 불편과 혼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한 피해 규모

구 분 재난 유형 재난 예시
재난 발생 시 예상 피해규모

매우 

작다

다소

작다
보통

다소 

크다

매우

크다

잘

모름

기상

재난

풍수해 홍수,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침수, 산사태, 붕괴 등의 재해 ① ② ③ ④ ⑤ ⑨
황사 ① ② ③ ④ ⑤ ⑨
가뭄 ① ② ③ ④ ⑤ ⑨
폭염 ① ② ③ ④ ⑤ ⑨
폭설 ① ② ③ ④ ⑤ ⑨
한파 ① ② ③ ④ ⑤ ⑨

지반

재난

땅꺼짐 도로 등의 지반함몰, 싱크홀(sink hole) ① ② ③ ④ ⑤ ⑨
지진 ① ② ③ ④ ⑤ ⑨

화산폭발 화산폭발로 인한 화산재 영향과 피해 ① ② ③ ④ ⑤ ⑨

오염

재난

수질오염사고 오염물질 유출, 녹조 확산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대기오염사고 미세먼지, 유해물질, 스모그 등의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토양오염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건강

위해요인

확산

감염병 확산 신종 바이러스, 뎅기열 등 감염병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식중독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생활환경 독성 확산 살균제, 살충제 등 안전 미확인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동식물 

재난

가축전염병 확산 구제역, 조류독감,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식물유행병 확산 산림 또는 농작물의 병충해 확산 등 ① ② ③ ④ ⑤ ⑨

유해조수 및 곤충 확산 유해 조수 및 유해 외래 곤충 등의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시설물 

재난

화재 건축물, 시설물, 문화재 등에서의 화재 ① ② ③ ④ ⑤ ⑨
산불 ① ② ③ ④ ⑤ ⑨
폭발 가스관 폭발, 주택, 공장 등에서의 폭발 ① ② ③ ④ ⑤ ⑨
붕괴 건축물, 시설물, 공사장 등에서의 붕괴 ① ② ③ ④ ⑤ ⑨

위험물사고 위험물 저장·제조·운반과정에서의 유출, 화재, 폭발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교통

재난

도로교통 사고 도로, 터널 등에서 충돌, 화재·폭발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철도·지하철 사고 열차, 역사, 선로 등에서의 충돌, 화재·폭발, 탈선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항공기 사고 항공기, 헬기, 무인항공기의 추락, 충돌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선박(유·도선) 사고 한강 유·도선 화재, 침몰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도시

서비스

마비

물 공급 중단 식수, 용수 등의 공급 중단 ① ② ③ ④ ⑤ ⑨
에너지 공급 마비 전력, 가스, 석유 등 공급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보건의료서비스 마비 종합병원, 의약품 서비스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대중교통 마비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서비스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유통체계 마비 화물운송 마비, 생필품, 농수산물 등의 공급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생활폐기물 수거 마비 매립지 반입에 의한 마비, 통행 장애에 의한 마비 등 ① ② ③ ④ ⑤ ⑨

정보시스템 마비/사이버 피해 사이버공격, 해킹, 자연적 요인에 의한 시스템 중단/피해 ① ② ③ ④ ⑤ ⑨
공공청사 마비 시청사 등 공공청사의 기능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테러 및 

다중안전

사고

테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총격, 화생방 공격 등 ① ② ③ ④ ⑤ ⑨
방사능 사고 국내 및 인접국가 원전사고 등의 영향에 따른 재난 ① ② ③ ④ ⑤ ⑨
폭동 및 소요 ① ② ③ ④ ⑤ ⑨

압사사고 공연장, 경기장 등 다중밀집 장소에서의 깔림, 압사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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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의 미래(10년 내외)에 대한 재난위험의 변화 관련

4-1. 귀하께서는 서울이 향후 10년 후 각종 재난위험으로부터 전반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금보다 더 안전해질 것이다 ② 지금보다 약간 더 안전해질 것이다

③ 지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 ④ 지금보다 약간 더 위험해질 것이다

⑤ 지금보다 더 위험해질 것이다

4-2. 귀하께서는 서울이 향후 10년 후 재난위험 별로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재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향후 달라지는 정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해 주세요.

구 분 재난 유형 재난 예시

향후 10년 후 재난위험의 달라지는 정도

지금보다
더욱
안전해
질 것

지금보다
다소
안전해
질 것

지금과 
비슷할 
것

지금보다
다소
위험해
질 것

지금보다
훨씬
위험해
질 것

잘
모름

기상

재난

풍수해 홍수,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침수, 산사태, 붕괴 등의 재해 ① ② ③ ④ ⑤ ⑨
황사 ① ② ③ ④ ⑤ ⑨
가뭄 ① ② ③ ④ ⑤ ⑨
폭염 ① ② ③ ④ ⑤ ⑨
폭설 ① ② ③ ④ ⑤ ⑨
한파 ① ② ③ ④ ⑤ ⑨

지반

재난

땅꺼짐 도로 등의 지반함몰, 싱크홀(sink hole) ① ② ③ ④ ⑤ ⑨
지진 ① ② ③ ④ ⑤ ⑨

화산폭발 화산폭발로 인한 화산재 영향과 피해 ① ② ③ ④ ⑤ ⑨

오염

재난

수질오염사고 오염물질 유출, 녹조 확산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대기오염사고 미세먼지, 유해물질, 스모그 등의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토양오염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건강

위해요인

확산

감염병 확산 신종 바이러스, 뎅기열 등 감염병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식중독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생활환경 독성 확산 살균제, 살충제 등 안전 미확인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동식물 

재난

가축전염병 확산 구제역, 조류독감,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식물유행병 확산 산림 또는 농작물의 병충해 확산 등 ① ② ③ ④ ⑤ ⑨

유해조수 및 곤충 확산 유해 조수 및 유해 외래 곤충 등의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시설물 

재난

화재 건축물, 시설물, 문화재 등에서의 화재 ① ② ③ ④ ⑤ ⑨
산불 ① ② ③ ④ ⑤ ⑨
폭발 가스관 폭발, 주택, 공장 등에서의 폭발 ① ② ③ ④ ⑤ ⑨
붕괴 건축물, 시설물, 공사장 등에서의 붕괴 ① ② ③ ④ ⑤ ⑨

위험물사고 위험물 저장·제조·운반과정에서의 유출, 화재, 폭발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교통

재난

도로교통 사고 도로, 터널 등에서 충돌, 화재·폭발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철도·지하철 사고 열차, 역사, 선로 등에서의 충돌, 화재·폭발, 탈선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항공기 사고 항공기, 헬기, 무인항공기의 추락, 충돌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선박(유·도선) 사고 한강 유·도선 화재, 침몰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도시

서비스

마비

물 공급 중단 식수, 용수 등의 공급 중단 ① ② ③ ④ ⑤ ⑨
에너지 공급 마비 전력, 가스, 석유 등 공급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보건의료서비스 마비 종합병원, 의약품 서비스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대중교통 마비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서비스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유통체계 마비 화물운송 마비, 생필품, 농수산물 등의 공급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생활폐기물 수거 마비 매립지 반입에 의한 마비, 통행 장애에 의한 마비 등 ① ② ③ ④ ⑤ ⑨

정보시스템 마비/사이버 피해 사이버공격, 해킹, 자연적 요인에 의한 시스템 중단/피해 ① ② ③ ④ ⑤ ⑨

공공청사 마비 시청사 등 공공청사의 기능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테러 및 

다중안전

사고

테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총격, 화생방 공격 등 ① ② ③ ④ ⑤ ⑨
방사능 사고 국내 및 인접국가 원전사고 등의 영향에 따른 재난 ① ② ③ ④ ⑤ ⑨
폭동 및 소요 ① ② ③ ④ ⑤ ⑨

압사사고 공연장, 경기장 등 다중밀집 장소에서의 깔림, 압사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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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위험별 생소한 정도에 대한 인식

5. 귀하께서는 다음의 각 재난위험별로 얼마나 익숙하게 느끼십니까? 혹은 생소하게 느끼십니까? 

지금까지 발생한 정도, 개인적인 경험, 매스컴을 통해 접한 정도 등에 비추어 개인적으로 느끼시

는 생소한 (또는 익숙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해 주세요.

구 분 재난 유형 재난 예시

재난위험별 생소한 정도

매우 

생소

다소

생소
보통

다소 

익숙

매우

익숙

잘

모름

기상

재난

풍수해 홍수,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침수, 산사태, 붕괴 등의 재해 ① ② ③ ④ ⑤ ⑨
황사 ① ② ③ ④ ⑤ ⑨
가뭄 ① ② ③ ④ ⑤ ⑨
폭염 ① ② ③ ④ ⑤ ⑨
폭설 ① ② ③ ④ ⑤ ⑨
한파 ① ② ③ ④ ⑤ ⑨

지반

재난

땅꺼짐 도로 등의 지반함몰, 싱크홀(sink hole) ① ② ③ ④ ⑤ ⑨
지진 ① ② ③ ④ ⑤ ⑨

화산폭발 화산폭발로 인한 화산재 영향과 피해 ① ② ③ ④ ⑤ ⑨

오염

재난

수질오염사고 오염물질 유출, 녹조 확산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대기오염사고 미세먼지, 유해물질, 스모그 등의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토양오염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건강

위해요인

확산

감염병 확산 신종 바이러스, 뎅기열 등 감염병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식중독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생활환경 독성 확산 살균제, 살충제 등 안전 미확인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동식물 

재난

가축전염병 확산 구제역, 조류독감,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식물유행병 확산 산림 또는 농작물의 병충해 확산 등 ① ② ③ ④ ⑤ ⑨

유해조수 및 곤충 확산 유해 조수 및 유해 외래 곤충 등의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시설물 

재난

화재 건축물, 시설물, 문화재 등에서의 화재 ① ② ③ ④ ⑤ ⑨
산불 ① ② ③ ④ ⑤ ⑨
폭발 가스관 폭발, 주택, 공장 등에서의 폭발 ① ② ③ ④ ⑤ ⑨
붕괴 건축물, 시설물, 공사장 등에서의 붕괴 ① ② ③ ④ ⑤ ⑨

위험물사고 위험물 저장·제조·운반과정에서의 유출, 화재, 폭발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교통

재난

도로교통 사고 도로, 터널 등에서 충돌, 화재·폭발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철도·지하철 사고 열차, 역사, 선로 등에서의 충돌, 화재·폭발, 탈선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항공기 사고 항공기, 헬기, 무인항공기의 추락, 충돌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선박(유·도선) 사고 한강 유·도선 화재, 침몰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도시

서비스

마비

물 공급 중단 식수, 용수 등의 공급 중단 ① ② ③ ④ ⑤ ⑨
에너지 공급 마비 전력, 가스, 석유 등 공급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보건의료서비스 마비 종합병원, 의약품 서비스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대중교통 마비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서비스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유통체계 마비 화물운송 마비, 생필품, 농수산물 등의 공급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생활폐기물 수거 마비 매립지 반입에 의한 마비, 통행 장애에 의한 마비 등 ① ② ③ ④ ⑤ ⑨

정보시스템 마비/사이버 피해 사이버공격, 해킹, 자연적 요인에 의한 시스템 중단/피해 ① ② ③ ④ ⑤ ⑨

공공청사 마비 시청사 등 공공청사의 기능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테러 및 

다중안전

사고

테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총격, 화생방 공격 등 ① ② ③ ④ ⑤ ⑨
방사능 사고 국내 및 인접국가 원전사고 등의 영향에 따른 재난 ① ② ③ ④ ⑤ ⑨
폭동 및 소요 ① ② ③ ④ ⑤ ⑨

압사사고 공연장, 경기장 등 다중밀집 장소에서의 깔림, 압사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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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난위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중요도에 대한 인식

6. 귀하께서는 서울에서 재난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래의 각 재난위험별로 정책적

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중요 정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해 주세요.

구 분 재난 유형 재난 예시

재난위험별 정책적 중요 정도

매우 

낮음

다소

낮음
보통

다소 

중요

매우

중요

잘

모름

기상

재난

풍수해 홍수,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침수, 산사태, 붕괴 등의 재해 ① ② ③ ④ ⑤ ⑨
황사 ① ② ③ ④ ⑤ ⑨
가뭄 ① ② ③ ④ ⑤ ⑨
폭염 ① ② ③ ④ ⑤ ⑨
폭설 ① ② ③ ④ ⑤ ⑨
한파 ① ② ③ ④ ⑤ ⑨

지반

재난

땅꺼짐 도로 등의 지반함몰, 싱크홀(sink hole) ① ② ③ ④ ⑤ ⑨
지진 ① ② ③ ④ ⑤ ⑨

화산폭발 화산폭발로 인한 화산재 영향과 피해 ① ② ③ ④ ⑤ ⑨

오염

재난

수질오염사고 오염물질 유출, 녹조 확산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대기오염사고 미세먼지, 유해물질, 스모그 등의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토양오염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건강

위해요인

확산

감염병 확산 신종 바이러스, 뎅기열 등 감염병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식중독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생활환경 독성 확산 살균제, 살충제 등 안전 미확인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동식물 

재난

가축전염병 확산 구제역, 조류독감,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식물유행병 확산 산림 또는 농작물의 병충해 확산 등 ① ② ③ ④ ⑤ ⑨

유해조수 및 곤충 확산 유해 조수 및 유해 외래 곤충 등의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⑨

시설물 

재난

화재 건축물, 시설물, 문화재 등에서의 화재 ① ② ③ ④ ⑤ ⑨
산불 ① ② ③ ④ ⑤ ⑨
폭발 가스관 폭발, 주택, 공장 등에서의 폭발 ① ② ③ ④ ⑤ ⑨
붕괴 건축물, 시설물, 공사장 등에서의 붕괴 ① ② ③ ④ ⑤ ⑨

위험물사고 위험물 저장·제조·운반과정에서의 유출, 화재, 폭발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교통

재난

도로교통 사고 도로, 터널 등에서 충돌, 화재·폭발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철도·지하철 사고 열차, 역사, 선로 등에서의 충돌, 화재·폭발, 탈선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항공기 사고 항공기, 헬기, 무인항공기의 추락, 충돌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선박(유·도선) 사고 한강 유·도선 화재, 침몰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도시

서비스

마비

물 공급 중단 식수, 용수 등의 공급 중단 ① ② ③ ④ ⑤ ⑨
에너지 공급 마비 전력, 가스, 석유 등 공급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보건의료서비스 마비 종합병원, 의약품 서비스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대중교통 마비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서비스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유통체계 마비 화물운송 마비, 생필품, 농수산물 등의 공급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생활폐기물 수거 마비 매립지 반입에 의한 마비, 통행 장애에 의한 마비 등 ① ② ③ ④ ⑤ ⑨

정보시스템 마비/사이버 피해 사이버공격, 해킹, 자연적 요인에 의한 시스템 중단/피해 ① ② ③ ④ ⑤ ⑨

공공청사 마비 시청사 등 공공청사의 기능 마비 ① ② ③ ④ ⑤ ⑨

테러 및 

다중안전

사고

테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총격, 화생방 공격 등 ① ② ③ ④ ⑤ ⑨
방사능 사고 국내 및 인접국가 원전사고 등의 영향에 따른 재난 ① ② ③ ④ ⑤ ⑨
폭동 및 소요 ① ② ③ ④ ⑤ ⑨

압사사고 공연장, 경기장 등 다중밀집 장소에서의 깔림, 압사 등 사고 ① ② ③ ④ ⑤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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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귀하께서는 서울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다면 어디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지역 또는 장소별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평가해 주세요.

대분류 중분류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잘 

모르

겠음

주거지역

공동주택단지(아파트 등) ① ② ③ ④ ⑤ ⑨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가 ① ② ③ ④ ⑤ ⑨

주거·상업 등 혼재지역 ① ② ③ ④ ⑤ ⑨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 ① ② ③ ④ ⑤ ⑨

저지대 주택가 ① ② ③ ④ ⑤ ⑨

상업지역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
(상가, 대형쇼핑시설, 유흥업소, 

공연시설, 체육시설·경기장, 병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과 그 일대)

① ② ③ ④ ⑤ ⑨

고층 또는 초고층 건축물 ① ② ③ ④ ⑤ ⑨

시가지 

공공공간

도로, 광장 등 노상 ① ② ③ ④ ⑤ ⑨

지하철·철도 ① ② ③ ④ ⑤ ⑨

지하공간(지하도상가, 지하매설물 등) ① ② ③ ④ ⑤ ⑨

교량 또는 터널 ① ② ③ ④ ⑤ ⑨

공원·유원지 ① ② ③ ④ ⑤ ⑨

공공청사 ① ② ③ ④ ⑤ ⑨

학교 ① ② ③ ④ ⑤ ⑨

시가지 

경계부와 

주변

산지, 비탈면 ① ② ③ ④ ⑤ ⑨

강·하천 ① ② ③ ④ ⑤ ⑨

7-2.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지역이나 장소 중에서 서울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고 생각하시는 곳이 있다면 말씀하시고 가능성을 평가해 주세요.

* 대규모 재난 발생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나 장소가 없다면 “없음”으로 기입하여 주세요.



부록 / 171

8-1. 귀하께서는 서울에서 대규모 재난 또는 새로운 재난이 발생한다면 어떤 요인이 중요하게 작

용하여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요인별 영향 정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해 주세요.

구분 영향 요인
영향 정도 

매우 적음

영향 정도

다소 적음
보통

영향 정도

다소 큼

영향 정도

매우 큼

잘 

모르겠음

사회

경제적

요인

인구 및 

의식구조

취약인구의 증가

(노인, 여성, 독신가구 등)
① ② ③ ④ ⑤ ⑨

외국인 거주자 증가 ① ② ③ ④ ⑤ ⑨

개인주의, 도시사회의 익명성, 

가치관 혼란 등
① ② ③ ④ ⑤ ⑨

소득구조
소득격차 심화 ① ② ③ ④ ⑤ ⑨

실업자, 일용직, 비정규직 증가 ① ② ③ ④ ⑤ ⑨

경제

시스템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른 

외래 인구, 자본, 각종 물품 등의 

유입 증가

① ② ③ ④ ⑤ ⑨

기술변동
정보통신, 바이오, 나노 등 

첨단기술의 발전
① ② ③ ④ ⑤ ⑨

도시 공간

건물·시설물의 고밀화, 대형화,

고층화, 노후화
① ② ③ ④ ⑤ ⑨

전기, 통신, 에너지 등 인위적인 

도시기반서비스에 대한 의존도 

심화와 상호 네트워크화

① ② ③ ④ ⑤ ⑨

저지대, 급경사지 등 

재난위험지역의 과도한 개발
① ② ③ ④ ⑤ ⑨

기후변화와

기상환경

온도, 강수량 등의 증가와 

극한 기상현상
① ② ③ ④ ⑤ ⑨

대기오염 또는 대기 악화 ① ② ③ ④ ⑤ ⑨

8-2.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요인 중에서 혹시 귀하께서 서울에서 대규모 재난 발생에 중요하게 작

용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하시고 중요도를 평가해 주세요.

* 대규모 재난 발생에 중요 요인에 대한 의견이 없다면 “없음”으로 기입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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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귀하께서는 서울에서 지금까지 전혀 발생하지 않았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관

심이 별로 없었지만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으로 어떤 것이 있다

고 보십니까? 어떠한 내용이라도 좋으니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9-2. 귀하께서는 평소에 서울이 보다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내용이라도 좋으니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응답자 성명 응답자 전화번호

면접원 성명 검  증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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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ping with Emerging High-impact Urban Disasters in Seoul

Sang-Young ShinㆍKwonjoong ChohㆍHang-Moon ChoㆍJong-Seok Wonㆍ

Chang-Woo ShonㆍMiree ByunㆍSang-Gyoon KimㆍYoun-Sang Lee

Recently, Seoul and Korea have experienced large-scale or newly 

emerging disasters frequently such as land slides, infectious diseases, 

earthquakes, and ferry sinks. Emerging high-impact urban disasters are 

difficult to prepare and respond because they are difficult to predict 

due to high levels of uncertainty and large-scale consequences once 

taking place. They are typically beyond usual public concerns and 

capacity. This study identifies emerging high-impact urban disasters in 

Seoul in the future and proposes policy directions to cope with such 

disasters.

First, the study discusses concepts of emerging high-impact urban 

disasters and various associated concepts. Criteria of high-impact 

disasters are also reviewed with existing institutions and policies.

Second, through past cases of urban disasters of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cities, the study analyses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high-impact urban disasters. Also, the study looks through changes of 

urban conditions and the impacts on disaster risks in terms of urban 

spaces, socioeconomic changes, climate change, newly emerging 

technologies,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Third, based on questionnaire survey data, the study analyzes 

perceptions of citizen and experts on emerging high-impact urban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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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the study identifies possible emerging high-impact urban 

disasters in Seoul in the future. Such disasters are classified into two 

types: traditional high-impact disasters that have persistently taken 

place and are predicted to increase in future, and emerging urban 

disasters that are anticipated to take place in future in terms of changes 

of urban conditions and experiences of other metropolitan cities.

Fifth, the study proposes policy directions to cope with emerging 

high-impact urban disasters in Seoul. As a basic directive concept, the 

study emphasizes to secure urban disaster resilience since the disasters 

are beyond usual capacity and resources due to unpredictability and 

uncertainty. Under the umbrella of urban resilience, the study propose 

policy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terms of comprehensive disaster 

reduction capacities of urban spaces, crisis management systems, and 

information sharing and knowledge building.

Finally, the appendix shows evacuation simulations with the case study 

of large-scale disasters in a downtown subway station in Seoul and 

evaluates evacuation sufficiency.



Contents / 175

Contents

01 Introduction

1_Background and Purposes

2_Main Contents and Methodologies

02 Conceptual Discussions of Emerging High-impact Urban Disasters

1_Concepts of Emerging High-impact Urban Disasters 

2_Considerations and Criteria to Identify High-impact Disasters

03 Cases of High-impact Urban Disasters and Changes of Conditions

1_High-impact Urban Disasters in Seoul

2_High-impact Urban Disaster in Other Metropolitan Cities

3_Changes of Conditions and the Impacts on Emerging High-impacts Urban 

Disasters

04 Perceptions of Citizen and Experts on Emerging High-impact Urban 

Disasters

1_Outline of Questionnaire Survey

2_Analyses of Perceptions on Emerging High-impacts Urban Disasters

05 Emerging High-impact Urban Disasters in Seoul

1_Classifications of Urban Disasters

2_Emerging High-impact Urban Disasters in Seoul



176 / 신종 대형 도시재난 전망과 정책방향

06 Policy Directions to Cope with Emerging High-impact Disasters in Seoul

1_Basic Directions: Securing Urban Disaster Resilience

2_Comprehensive Disaster Reduction Capacities of Urban Spaces

3_Crisis Management Systems

4_Information Sharing and Knowledge Building



서울연 2016-PR-16

신종 대형 도시재난 

 전망과 정책방향

발행인 _ 김수현

발행일 _ 2016년 12월 31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477-5 93530   10,000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


	요약
	목차
	01연구개요
	02신종 대형 도시재난의개념적 논의
	03대형 도시재난 실태와여건변화
	04서울의 재난위험에 대한시민 및 전문가 인식조사결과 분석
	05서울의 신종 대형도시재난 유형
	06서울의 신종 대형도시재난에 대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