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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1.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개요

❚도시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필요성❚
Ÿ 도시안전은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목표가치로 최근 서울

의 잇따른 폭우재해, 전세계적인 대규모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으로 인해 도시안전의 확

보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대두됨

Ÿ 현재는 도시안전에 관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종합적인 장단기 전략과 시책들을 담

은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각에서 도시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집행이 

어렵고, 단기적․단편적 사업만으로는 도시안전을 담보하는데 한계 있음

Ÿ 특히, 현재는 도시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하천, 하수도, 도로 등 시설물 중심

의 구조적 대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도시계획, 주택․건축, 복지, 교통 등의 분야에

서의 도시안전을 위한 대책은 취약한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체계가 없

는 현 상황에서 도시안전을 위한 균형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앞으로 해결하여

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계획의 성격 및 범위❚
Ÿ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성격

-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도시안전분야 중장기 종합계획」

※ 법적근거: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4조 (도시안전 기본계획)

Ÿ 계획수립대상 재난 및 사고의 범위

- 금번 안전관리 기본계획에서 대상으로 하는 재난 및 사고의 범위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총 66종

- 이 중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크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난 및 사고 17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설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그 외의 49종은 ‘일반관리대상’으로 설정하

여 관리

Ÿ  시간적․공간적 범위

- 계획기간은 2012년~2020년 기간으로 설정하고, 목표년도는 2020

-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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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내용적 흐름

2. 도시안전 목표 및 추진전략

❚도시안전 비전 및 목표❚
Ÿ 서울의 도시안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으로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

로 설정하고,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안전관리목표로서 ‘중장기 예방적 도시 안

전망 구축’으로 설정함

Ÿ 안전한 도시는 안전한 도시환경과 같은 객관적 여건뿐만 아니라 시민이 안전에 대한 걱

정과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안심도시가 되어야 함

Ÿ 안전한 도시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관리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전 단계에 걸쳐 이

루어져야 함. 우선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우선을 두는 한편, 

예상되는 재난․사고에 대하여 대비하고, 일단 발생한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

하고도 체계적인 대응과 복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안전관리 기본계획 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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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1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 도시계획․개발 단계부터 

안전대책 반영

- 도시계획 수립 전과정에서 재해위험도 사전평가 시행 

및 계획에 반영

- 상습침수지역 등 방재지구 지정 확대 및 지정․운용기준 개선

- 사전 재난․재해 영향평가제도 개선․보완

§ 재해위험 및 대응역량 평가 - 도시위험도와 방재역량을 정례적으로 평가

2
재난 대비․대응

태세 확립

§ 재난정보 관리 및 

예․경보체계 강화

- 재난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 긴급경보시스템 구축

§ 도시기반시설의 보호 및 

기능 강화

- 시설물 생애주기별 안전관리 시행 

- 도시 핵심 라이프라인의 재난대응능력 강화 

- 구급․의료기관, 대피소 등 수용시설 안전지표 개발 및 

정기적인 평가 

- 재해위험지역에 스마트터널 등 다기능 시설물 건설 

§ 재난대응 매뉴얼 

보완․개발

- 재난대응 기본매뉴얼 개발, 

- 재난대응 행동매뉴얼의 보완 및 추가개발

§ 방재자원 동원 및 

관리체계 강화

- 재난유형․시나리오별 방재자원 배분계획 수립 및 

GIS기반 관리시스템 구축

§ 대형재난 대비 업무연속성 - 대형재난 대비 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BCMS) 구축 

§ 인명구조․구급대책 강화

- 전문의가 포함된 재난의료 전문팀 운영

-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구조․구급시스템 구축

- 심폐소생술(CPR) 교육 등 시민 구급역량 강화

3
완벽한 

복구체계 마련

§ 중장기 복구(부흥)전략 

마련

- 대규모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복구(부흥)전략 수립

§ 과학적인 피해원인조사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복구 시행

- 전문기관을 활용한 과학적인 피해원인조사 시행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복구위원회 구성․운영

4
참여․소통으로 

도시안전 강화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전략 마련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가이드라인 수립

§ 도시위험 및 안전정보의 

시민 공개

- 시민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모두 공개

§ 주민주도의 지역단위 

안전마을 조성 및 

지역주민활동 지원

- 주민주도의 안전마을 조성

- 지역안전일꾼 활동 지원

§ 안전교육 강화와 

안전문화 확산

- 안전교육 아이템 다양화 및 계층별 체험교육 확대

- 지역안전 캠페인 활성화

§ 재난대응 협력네트워크 강화

- 안전관리위원회 확대 및 역할 강화

- 중앙정부, 국내외 도시,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

안전관리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추진전략❚
Ÿ 안전관리목표인 ‘중장기 예방적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4대 추진전략을 설정

함. 4대 추진전략은 모든 재난․사고를 관통하는 기반체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 예방

적 안전관리 강화, 2) 재난 대비․대응태세 확립, 3) 완벽한 복구체계 마련, 4) 참여․소통

으로 도시안전 강화 등으로 설정함

Ÿ 안전관리를 위한 추진전략과 추진전략별 중점추진과제는 다음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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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 중점추진과제

1 풍수해 대책

§ 침수취약지역 29개소 해소

§ 하천내 인명피해사고 예방

§ 침수취약 지하주택 관리 강화

§ 유역단위 방재시설 통합관리

§ 빗물받이 개선

§ 취약지역 주민 풍수해 보험가입 활성화

§ 2020년까지 빗물관리량 8배 증대(5.6㎜ → 46.5㎜)

2 사면재해 대책

§ 사면전수조사 실시

§ 산사태 방지시설 확충

§ 사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사면에서의 개발행위허가 협의기준 제정

§ 안전성, 환경성을 고려한 도심형 사방시설 설계기법 개발

3
기상이변 

대책 

설해
§ 1시간 빠른 사전예측과 24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시행 

§ 고갯길, 고지대 등 폭설취약지점(287개소) 특별관리

폭염․
한파

§ 폭염․한파 예보 시 24시간 비상대책본부 운영, 생활인프라 특별관리

§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4

시설물 안전사고 대책 

(대형건축물, 공사장, 

한강교량, 지진 등)

§ 재난위험시설(D․E등급) 단계적 해소 추진

§ 노후 대형시설물에 대한 전문가 전담주치의제도 확대

§ 전문가 포함된 시설물 기동안전점검단 운영 

§ 공사장 사고방지대책 지속 추진

§ 신설 복합구조물의 설계하중 건축기준 강화 

§ 시설물안전 관리자 안전교육 강화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지속 추진

§ 지진위험도 평가, 지진방재계획, 대응시나리오 마련

중점관리대상 및 중점추진과제

3. 분야별 안전관리 종합대책

❚도시안전 종합대책❚
Ÿ 도시안전 종합대책은 재난․사고 유형별 대책으로서, 중점관리대상과 일반관리대상으로 

구분하여 대책을 마련함

Ÿ 중점관리대책은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크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총 17종의 재난․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서, 풍수해, 사면재해, 기상이변(설해, 폭염, 한파) 5종, 시설물 

안전사고(대형건축물, 공사장, 한강교량, 지진 등) 7종, 화재(폭발, 대형화재, 산불, 터

널․지하철․공동구 화재 등) 5종

Ÿ 일반관리대상은 발생빈도나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총 49종의 재난․사고에 대한 

대책으로서, 자연재해(가뭄, 녹조, 황사, 낙뢰 등) 4종, 사회재난(유독물, 감염병, 생활

필수품 유통마비 등) 13종, 도시기반체계 보호(에너지, 통신, 전산망, 교통수송 등) 19

종, 안전사고(어린이 놀이시설, 여름철 물놀이, 자전거 등) 13종

❚중점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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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 중점추진과제

5

화재 대책

(폭발, 대형화재, 산불, 

터널․지하철․공동구화재)

§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등 화재취약시설 중점관리

§ 쪽방 등 취약주거시설 안전관리 강화

§ 초고층 건축물(18개소), 지하연계 복합건축물(132개소) 안전관리 강화

§ 도시화재 시뮬레이션을 통한 화재위험성 평가 

§ 소방안전지도 개발 및 소방대응체계 개선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216개소) 소방대책 추진

§ 터널, 지하철, 공동구 화재 대비태세 구축

§ 산불예방 및 초동대응태세 강화

4. 실행방안

❚단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Ÿ 서울시의 관련업무계획, 과제의 성격상의 시급성,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

Ÿ 추진계획은 크게 1) 「안전관리 추진전략」에 나타난 추진과제들의 단계별 추진계획, 

2) 「분야별 안전관리대책」에 나타난 중점관리대상 추진과제들의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제시

Ÿ 한편, 추진과제들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사업들과의 관계를 고려

하여 크게, ‘현행유지’, ‘보완·강화’, ‘신규’로 성격을 구분하고, 과제별 담당부서를 지정 

Ÿ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연차별 

소요예산(서울시가 지출하는 예산을 기준으로 하였고, 중앙정부, 자치구, 공사, 민

간 등에서 지출하는 예산은 제외)을 2020년까지 추정한 결과, 총 소요예산 2014~2020년의 

7년간 약 4조 1342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

Ÿ 안전관리 추진전략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추진하는데 약 2688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분야별 안전관리대책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추진하는데 약 3조 8654억

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

❚핵심성과지표 및 관리❚
Ÿ 분야별 목표와 재난․사고유형, 안전관리영역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정도 및 기대

효과를 나타내는 10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매년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지표를 관리 

Ÿ 모니터링 결과를 비롯하여 도시안전관련 사업추진실적, 도시안전수준 등에 관한 사항

을 담은 ‘도시안전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정책에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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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방안❚
Ÿ 서울시 관련부서들이 분야별 계획을 수립 시 총괄부서(도시안전실)로 하여금 안전관리 

기본계획 반영여부 및 정합성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 

Ÿ 관련부서에서는 소관분야 계획수립 시 도시안전 관련사항에 관하여 총괄부서(도시안전

실)에 검토협의를 요청하며, 총괄부서는 안전관리 기본계획 관련사항 유무, 반영여부 

및 정합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분야별 관련계획에의 반영

❚안전관련계획 사전협의제도 운영❚
Ÿ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34조(도시안전 기본계획) 제2항에 따라 안전관

리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추진과제들과 관련되는 소관부서들은 안전관련 계획, 매

뉴얼 수립 전에 총괄부서(도시안전실)에 검토요청하고, 총괄부서는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타 계획과의 연계성,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시행

❚‘도시안전정책회의’설치❚
Ÿ ‘도시안전정책회의’를 설치하여 안전관리정책․계획수립 사전조정, 분야별 추진상황 등을 점검

Ÿ 도시안전정책회의의 구성은 행정2부시장, 관련 실․본부․국장, 유관기관장, 전문가 등으

로 구성하며, 정기회의(반기별)와 임시회의(필요시)를 통해 운영

❚안전분야 재정투자 확대❚
Ÿ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통한 도시안전업무의 기획 및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

는 안전 분야 예산은 현재 증가 추세

 - 2011년 대비 2014년 3,634억원 (70.9%) 증가

Ÿ 현재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20년까지 총 7조 6,700억원 투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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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조직 및 인력 강화❚
Ÿ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통한 도시안전업무의 기획 및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총괄부서(도시안전실)의 조직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Ÿ 안전관리 기본계획 관리를 담당하는 팀 단위의 조직을 두도록 하고 안전분야에 대한 전

문성을 갖춘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계획수립, 집행관리, 관련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관

련부서 협의,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 업무를 관장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절차 및 수립기준 마련❚
Ÿ 안전관리 기본계획 작성되고 있는 기간 중인 2012년 5월 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제34조에 ‘도시안전 기본계획’ 조항을 신설하여 제

도적 근거를 마련

Ÿ 조례에는 시장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

다 도시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시의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시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안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

Ÿ 현재 조례에는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최소한의 제도적 근거만을 제시하고 있

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획기간, 내용적 범위, 수립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보다 구

체적으로 조례 또는 시행규칙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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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개요

제1절 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도시안전의 중요성 증대❚
Ÿ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목표가치

Ÿ 도시공간의 확대․고밀화․노후화, 기후환경 변화, 도시적 생활방식, 익명성 증대 등으로 도

시의 취약성(vulnerability)이 높아지고 있음  

Ÿ 경제수준의 향상, 시민의식 향상 등으로 도시안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Ÿ 특히, 최근 서울의 잇따른 폭우재해, 전세계적인 대규모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으로 인해 도

시안전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대두됨

❚도시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 필요❚
Ÿ 현재는 도시안전에 관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종합적인 장단기 전략과 시책들을 담은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각에서 도시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집행이 어렵고, 

단기적․단편적 사업만으로는 도시안전을 담보하는데 한계 있음

Ÿ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은 매년 분야별․부서별 업무계

획들을 취합한 단년도 집행계획으로 수립

Ÿ 재난 및 사고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어 안전관리 목표, 수준 등에 편차가 

발생

Ÿ 안전관리계획이 소관 부서별로 분산되어 수립되고 있어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예산의 중복투자 등의 우려가 있음

Ÿ 도시안전에 관한 중장기 계획적 사안의 일부는 각 관련분야의 계획(예: 하천기본계획, 하

수도정비계획, 환경 관련계획, 교통 및 도로 관련계획, 도시계획 등)에 산재․용해되어 있는

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어렵고, 각 소관부처․분야 간 계획이 상충될 우려가 있으

며, 자칫하면 도시안전문제가 소극적으로 다루어지거나 누락될 가능성이 있음

Ÿ 특히, 현재는 도시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하천, 하수도, 도로 등 시설물 중심의 

구조적 대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도시계획, 주택․건축, 복지, 교통 등의 분야에서의 

도시안전을 위한 대책은 취약한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체계가 없는 현 상

황에서 도시안전을 위한 균형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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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현행 안전관리 관련계획 및 매뉴얼의 체계

그림 1.2 현행 서울시 안전관리계획 수립부서

그림 1.3 현행 안전관리 관련계획 및 매뉴얼에서의 재난 및 사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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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시 안전관리계획 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자연재난

1 태풍․홍수․호우․강풍 등 풍수해대책 풍수해

2 산사태 및 급경사지 대책 산사태 및 급경사지 대책

3 지진 지진대책 지진

4 대설 설해대책 설해

5 폭염대책 폭염

6 한파대책 한파

7 가뭄 가뭄대책 가뭄

8 황사 황사대책 황사

9 낙뢰 낙뢰사고 긴급구조대책 낙뢰

10 조류 대발생 한강녹조대책

사회재난

11

붕괴

건축물(주택․건축재난) 대책

대형건축물 붕괴

12 아파트 공사장 붕괴

13 상수도 공사장 붕괴

14 도로 공사장 붕괴

15 도시철도 공사장 대책 지하철 공사장 붕괴

16 교통재난(도로) 대책 한강교량 대형사고

17

폭발, 화재, 대형교통사고

폭발․재형화재대책 대형화재

18 산불대책 산불

19 교통재난(터널) 대책 도로터널 사고

20 지하철 화재대책 지하철 화재

21 공동구 사고

22 화생방사고 유독물대책 위험물질 유출

23 감염병 감염병대책 감염병

24 가축전염병 가축전염병대책 가축질병

25 방사능 방재대책 원전안전(방사능)

26 테러대책 테러

27 재난대응분야(구조․구급)

28 사이버 안전대책

29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30 농수산물 유통사고

31 댐붕괴

32 산업생산시설 마비

33 생활필수품 유통마비

34 시청사 마비

도시기반체계 

보호

35

에너지

에너지(전기․전력) 대책 전력 마비

36 에너지(가스․유류) 대책 원유수급 마비

37 에너지(가스공급) 대책 가스

38 통신 통신망 대책 정보통신 마비

39 전산망 대책 정보서비스 마비

40

교통

교통수송(지하철․철도) 대책 지하철 파업

41 교통수송(화물) 대책 육상화물운송 마비

42
교통수송(버스) 대책

버스 파업

43 택시 파업

44
의료 보건의료서비스대책

병원시설 대형사고

45 보건의료 마비

46

환경오염사고

환경(자원회수시설) 대책 소각시설 마비

47 환경(매립지) 대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마비

48 환경(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책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마비

49 환경(물재생․하수처리) 대책 물재생센터 마비

50 수질오염사고대책 환경(수질)오염

51
수도 식용수대책

식용수 공급사고

52 상수도 누수

53 교통안전시설물대책

표 1.1 관련제도에서의 재난 및 사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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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시 안전관리계획 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사고

54 공연장 안전대책 공연․행사장 안전사고

55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대책 한강수난사고

56 보행자 안전대책

57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대책

58 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

59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대책

60 체육시설 안전대책

61 유원시설 안전대책

62 문화재 안전대책

63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64 자전거이용 안전대책

65 등산사고 안전대책

66 정전․승강기사고

 주: 2012. 8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포함(제26조 제2항)

제2절 계획의 성격 및 범위

1. 안전관리 개선방향과 계획의 성격

❚안전관리 개선방향❚
Ÿ 서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난 및 사고에 대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Ÿ 도시안전에 관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Ÿ 도시안전과 관련되는 분야의 정책과 계획들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구성․운영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성격❚
Ÿ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도시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서, 서울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

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Ÿ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도시안전과 관련되는  각종 계획과 사업들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수립되며, 관련분야에서 계획수립 시 도시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반영토록 함으로써 지침적 성격을 갖는 계획

Ÿ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근거는 2012년 5월 서울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가 

개정되면서 제34조에 ‘도시안전 기본계획’ 조항이 신설되면서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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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4조(도시안전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
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시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의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시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
항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계획수립대상 재난 및 사고의 범위

Ÿ 금번 안전관리 기본계획에서 대상으로 하는 재난 및 사고의 범위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총 66종

Ÿ 이 중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크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난 및 사고 17종은 ‘중

점관리대상’으로 설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그 외의 49종은 ‘일반관리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리

3. 시간적․공간적 범위

Ÿ 계획기간은 2012년~2020년 기간으로 설정함. 기준년도는 2012년이고, 목표년도는 2020

Ÿ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행정구역을 기본으로 함

4. 내용적 범위

Ÿ 기후변화, 도시공간의 고밀화․노후화, 인구구조 및 사회경제적 변화 등 변화하는 여건과 그

에 따른 재난과 사고위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서울시가 지향해야 할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분야별 추진전략과 대책 등을 제시

Ÿ 재난․사고 사례 및 도시환경 분석 

  - 재난 및 사고 발생특성 분석

  - 도시환경 여건변화 전망 및 도시안전에 대한 영향 분석

  - 도시안전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 의식조사

Ÿ 안전분야 제도 및 계획 분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규 분석

  - 국가․시 안전관리계획 분석

  - 도시안전과 관련되는 각종 분야별 관련계획 분석

Ÿ 해외 대도시 사례 조사

  - 세계 동향 분석

  - 서울과 해외 대도시 간 재난위험 비교

  - 세계 주요 대도시 안전관리계획, 대책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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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도시안전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수립

  - 도시안전 비전, 목표 등 안전관리 개선방향 설정

  - 안전관리 추진전략 수립 

Ÿ 분야별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 중점관리대상 종합대책 수립

  - 일반관리대상 종합대책 수립

Ÿ 실행방안 수립

  -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 핵심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

  - 계획관리방안, 재정투자계획 등 마련

그림 1.4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내용적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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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추진경위

Ÿ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연구진에 의한 통상적인 자료분석과 계획수립과정에 더하여 총 46개 

유관부서․기관․단체, 시민․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하여 수립됨

Ÿ 또한 전문가 자문, 의견수렴 등 총 17회에 걸쳐 이루어짐

Ÿ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주요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음

  - 2012년 4월 5일: 과업 착수 

  - 2012년 4월 16일: 사전기획회의 개최

  - 2012년 5월 30일: 착수보고 및 자문회의 개최

  - 2012년 7월 17일~2012년 8월 4일: 시민 설문조사

  - 2012년 8월 30일~9월 14일: 전문가 설문조사

  - 2012년 8월 6일: 1차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개최

  - 2012년 11월 9일: 2차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개최

  - 2012년 11월 23일: 도시안전정책자문단 보고 

  - 2012년 12월 3일~1월 7일: 분야별 자문회의(자연재해, 인적재난, 안전관리체계)

  - 2012년 12월 4일~1월 3일: 관련부서 검토의견 1차 서면검토

  - 2013년 1월 14일: 3차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개최

  - 2013년 2월 5일~2월 19일: 분야별 전문가 설문조사

  - 2013년 3월 12일: 4차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개최

  - 2013년 5월 6일: 도시안전정책자문단 보고

  - 2013년 6월 24일~7월 5일: 관련부서 검토의견 2차 서면검토

  - 2013년 7월 24일: 자연재해 분야 검토회의

  - 2013년 7월 29일: 인적재난 분야 검토회의

  - 2013년 8월 2일: 생활안전 및 안전복지, 안전관리체계 분야 검토회의

  - 2014년 3월 19일: 시장 보고

  - 2014년 4월 1일~4월 20일: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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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현황�및�평가 02



(간지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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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 현황 및 평가

제1절 재난 및 사고 발생특성 분석

1. 자연재해

Ÿ 서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로는 풍수해(침수, 사면재해 등), 설해, 한파, 폭염, 가

뭄, 황사, 지진 등을 들 수 있음

❚풍수해❚
Ÿ 서울에서의 풍수해는 주로 여름철 6~8월에 집중되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의해 발생하며, 

과거 큰 피해가 발생한 시기는 1987년, 1990년, 1998년, 2001년, 2010년, 2011년 등으로 

대략 10년 주기로 2~3회 발생하고 있음

Ÿ 풍수해로 인한 피해는 침수를 비롯하여 산사태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재산피해(건

물, 시설물 등의 침수피해)와 도시기능 마비(교통마비, 정전, 통신두절 등)가 주류를 이룸

그림 2.1 서울의 풍수해 피해 추이
자료: 서울시, 서울 통계연보(단, 2008~2012년 이재민 수는 소방방재청｢재해연보｣기준)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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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

명

계(명) 146 　 　1 1　 1 　 　 　 　 1 61 

사망 42 　   1 1 1 　 　 　 　 　 22 

실종 　 　 　 　 　 　 　 　 　 　 　

부상 104 　 　 　 　 　 　 　 　 1 39 

피해액

(백만원)
24,878 7,513 1,814 40 126 　 　 　 　 　 　

건

물

계(건) 95,283 8,799 5,439 92 69 546 76 57 357 24,851 14,869 515

유실 　 　 　 　 　 　 　 　 　 　 4 

전파 66 　 　 　 　 4 　 　 　 　 　

반파 120 46 8 2 1 9 　 　 1 　 17 

주택

침수

(세대)

75,529 8,753 5,431 90 68 533 76 57 356 24,848 14,848 515

피해액

(백만원)
3,402  622  65 40 15 270 　 　 14,975 9,284 309

공

공

시

설

계(개소)  249 69  12 　 3 129 20 1,786 224 2

도로 30 8 　 　 　 4 2 1,595 22 

하천 27 9 4 　 　 44 11 12 22 2

공원

녹지
63 　 3 　 　 28 5 63 　

하수도 42 3 　 　 　 2 3 19 

문화재 　 　 　 　 　 　 　 　

기타 87 49 5 　 3 53 　 113 161 

피해액

(백만원)
21,214 6,479 1,378 　 111 5,384 1,416 28,804 21,929 876

기

타

계(건) 149 22 127 　 　 98 　 22,506 　

피해액

(백만원)
262 412 371 　 　 150 　 10,906 104 18

총피해액

(백만원)
49,756 15,026 3,628 80 252 5,804 - - 1,416 54,685 31,317 1,203

자료: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표 2.1 2000년 이후 서울의 풍수해 피해현황

Ÿ 서울에서 과거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컸던 6개 연도(1987, 1990, 1998, 2001, 2010, 

2011)를 대상으로 강우량(1시간 최대, 1일 최대)과 재산피해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뚜렷한 

경향성을 보여주지는 않으나 대체로 강우량 또는 강우강도가 클수록 재산피해도 크게 나타

나며, 이러한 관련성은 1일 최대강우량과 재산피해 간의 관계에서 보다 뚜렷한 경향이 있

음. 따라서 풍수해로 인한 피해규모는 기본적으로 기상현상, 즉 강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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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서울의 강우량과 재산피해 간의 관계(좌: 1시간 최대강우량 기준, 우: 1일 최대강우량 기준)
자료: 서울 통계자료실 홈페이지(http://stat.seoul.go.kr/), 자연재난 발생현황 

  

그림 2.3 서울의 침수피해 발생지역
자료: 서울시(2011.12), 「기후변화 대응 서울시 수방정책 시민대토론회(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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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

Ÿ 침수피해는 저지대 평탄지를 중심으로 지형적인 영향과 배수곤란으로 인한 저지대 시가지 

침수, 반지하주택 침수, 지하공간(지하도상가 등) 침수, 도로침수 등 내수침수가 대부분을 

차지함. 그러나 최근 일부지역(예: 도림천)에서는 집중호우와 선행강우조건에 따라 

내수 및 외수(하천월류 등)에 의한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함

Ÿ 서울은 그 동안 하천정비, 하수도 정비, 내수배제시설 설치 등 수방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방재시설 여건을 갖추고 있는 편이나,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와 도

시개발의 영향으로 침수 등 풍수해 피해는 줄어들지 않는 상황임

■ 사면재해

Ÿ 사면재해는 산사태를 비롯하여 주택이나 도로사면의 붕괴 등을 들 수 있음

Ÿ 서울에서 산사태는 2001년 이후 발생 빈도가 낮았으나, 2010년 이후 급증하였음

Ÿ 2010년 23개소, 2011년 53개소로 2년간 총 76개소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2013년

에는 12개소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였음

Ÿ 특히, 2011년 7월 27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면산에서 토석류에 의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

한 바 있음

구분
피해

개소

면적

(ha)

피해액

(백만원)

2001년 50 11.7 3,468.9 

2002년 5 0.3 652.2 

2003년 2 0.1 66.6 

2004년 0 0 0

2005년 0 0 0

2006년 1 0 50.0 

2007년 0 0 0

2008년 0 0 0

2009년 0 0 0

2010년 23 9.8 2,608.8 

2011년 53 64.0 6,810.1  

2012년 0 0 0

2013년 12 - -

계 146 86.0 13,656.6

그림 2.4 서울의 과거 10년간 산사태 피해개소 및 피해액
자료: 소방방재청, 재해연보(시·도별 자연재해 상황통계 중 사방시설 피해현황)

주: 단, 2013년은 서울시 산지방재과 내부자료임 

Ÿ 지역별 산사태 발생 현황은 2010년에는 동작구(10개소), 서초구(6개소), 마포구(4개소) 등

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2011년에는 관악구(17개소), 서초구(13개소), 강동구(8개

소), 강남구(6개소)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 2012년에는 서울시에 산사태 발생한 곳이 없

었으며, 2013년에는 서대문구(4개소), 관악구(3개소) 등에서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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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서울의 지역별 산사태 발생 현황(2010, 2011, 2013년) 
자료: 서울시 산지방재과, 내부자료

주: 세부적으로 소규모 산사태 발생지역까지 포함 

Ÿ 산사태 발생지역은 시가화지역 연접부 도시자연공원 등의 비탈면이 많으며, 그 간의 

시가지 확산에 따른 과도한 개발이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그림 2.6 서울의 산사태 발생지역 분포(2010, 2011년)
자료: 서울시 산지방재과, 산사태 발생현황 자료

Ÿ 산사태 피해가 특히 많았던 2011년 산사태 발생지역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총 83개소 중 

자연사면에서 발생한 피해지역이 52개소이고, 인공사면에서 발생한 피해지역이 31개

소로 조사됨(2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자연 및 인공사면에서 동시에 산사태 피해 발생)

Ÿ 또한 인공사면에서 발생한 피해 중 인공절개지 피해가 20개소, 축대 붕괴 3개소, 옹벽 

붕괴 2개소, 그리고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6개소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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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서울에서 발생한 산사태 유형별 분포(좌), 인공사면에서의 산사태 피해개소(우)(2011년)
자료: 서울시 산지방재과(2011), 내부자료 

■ 강풍으로 인한 피해

Ÿ 풍수해로 인한 피해는 침수를 비롯하여 사면재해가 가장 흔한 형태이나, 태풍이나 강풍으

로 인한 피해도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수면 온도의 상승에 

따라 태풍의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Ÿ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가로수 전도, 간판․부착물․적치물 등의 비산․파손, 전력공급 중단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Ÿ 최근 서울에서 큰 영향을 미친 강풍으로 기록할만한 것으로는 2010년 8월 태풍 곤파스

(최대풍속 25m/s),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최대풍속 40m/s) 등을 들 수 있음

❚설해❚
Ÿ 폭설로 인한 피해는 눈에 의한 직접피해와 도로면 빙판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제설작업 지

연에 따른 도시기능의 마비 등 간접피해로 나타나며, 편의상 인명피해와 교통피해로 구분

할 수도 있음

Ÿ 교통피해는 크게 교통마비(폭설로 인한 도로통제 및 교통정체에 의한 도로기능 상실, 사고 

및 노상의 방치차량으로 인한 교통소통 장애,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주요 인프라의 기능 

마비 및 가동중단으로 인한 교통과 물류기능 정지 등)와 교통사고(도로의 오르막길․고개 등

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접촉사고 발생, 스노체인 등을 장착하지 않은 차량이 고갯길․고
가도로․간선도로 등에서 교통사고 유발 등)로 구분할 수 있음

Ÿ 인명피해는 빙판길 낙상사고(주택가의 이면도로․골목길․아파트 단지 내에 쌓인 눈이 결빙되

면서 낙상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뼈와 관절이 약한 노인들의 경우에는 낙상에 따른 인명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음)와 재해취약자의 고립(독거노인, 영세민 거주지역의 주택과 비탈

길 등에서의 자력에 의한 제설 곤란)으로 나눌 수 있음

Ÿ 2010년 1월 4일 발생한 폭설은 적설량 25.8cm로 대설경보가 발령된 수준이며, 이는 

‘100년만의 폭설’로 기록되며, 교통대란(도로 7곳 통제) 및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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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신적설(24시간 기준) 년적설(11월~3월 기준)

날짜 적설량(cm) 연도 적설량(cm)

1 2010. 1. 4 25.8 1968~1969 106.2

2 1969. 1.28 25.6 1980~1981 78.6

3 2001. 2.15 23.4 1973~1974 73.2

4 1956. 2.28 22.8 2000~2001 71.2

5 1969. 2.16 19.7 1984~1985 70.7

6 1958. 1.26 18.9 2009~2010 67.3

7 1981. 1. 1 17.8 1962~1963 55.0

8 2013. 2. 4 16.7 2012~2013 53.7

9 2001. 1. 7 15.6 1960~1961 50.3

10 1990. 1.31 14.2 1969~1970 48.1

자료: 서울시 도로관리과,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표 2.2 서울의 역대 폭설기록

그림 2.8 서울의 적설기록 추이
자료: 서울시 도로관리과,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그림 2.9 서울의 최근 50년간 적설기록
자료: 서울시 도로관리과,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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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Ÿ 우리나라에서 한파는 한랭건조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중국남부까지 확장하면서 짧은 기간

에 심한 온도하강을 야기하는 현상임. 5∼6℃ 기온 하강이 1∼2일 사이에 일어나며, 대부

분 강풍을 동반하여 체감온도의 급격한 하강을 초래함(정영근, 1989)

Ÿ 현재 한파관련 특보는 10월∼4월 사이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기준 온도1) 이상 하강

하여 발효 기준값2) 이하로 예상될 때 발령함 

Ÿ 지구온난화와 도시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기온은 올라가지만, 기상이변의 하나로서 한파 발

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IPCC, 2007)

 

년도
2002

/

2003

2003
/

2004

2004
/

2005

2005
/

2006

2006
/

2007

2007
/

2008

2008
/

2009

2009
/

2010

2010
/

2011

2011
/

2012

2012
/

2013

한파주의보 

발령일수
1 3 3 1 0 1 5 10 31 8 13

자료: 서울시(2011),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서울시(2013), 내부자료(2012년 한파종합대책 추진 결과보고)

              주: 2009/2010 기간에는 2010년도 상반기 발령현황이 제외된 것임

표 2.3 서울의 한파주의보 발령현황

Ÿ 한파는 인명 및 시설물에 대한 직접피해는 물론, 전력사용 증가로 인한 과부하나 화재

발생과 같은 2차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

Ÿ 독거노인 및 고령자, 노숙인, 쪽방거주자, 거동불편자 및 장애인, 환자․유병자 등은 한파에 

상대적으로 크게 취약함. 특히, 한파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특징이 있

어 순환기 질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음

Ÿ 한파 시에는 상수도, 계량기, 보일러 등의 배관 동파, 구조물 및 공사장의 콘크리트 동결․
융해로 인한 사고, 도로동결로 인한 교통장애와 교통사고, 전동차 및 선로, 가스, 전기시설 

등의 장애와 같은 다양한 시설물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

Ÿ 또한 난방수요 증가로 인하여 전력과부하 및 정전, 전열기 화재 등 이차적인 피해로 연결

될 수 있음

1) 10℃이상 하강하는 경우 한파주의보를 15℃이상 하강하는 경우 한파경보를 발령함.
2) 아침 최저기온 평년값에서 1/2 표준편차를 감한 값의 정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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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Ÿ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평균온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여름철 이상고온 출현빈도가 증가

하고 폭염 발생빈도도 증가함

Ÿ 2000년대 이후 일 최고기온 33℃ 이상 폭염일수를 보면, 2000년에 18일로 가장 많았

고, 2012년 14일, 2004년 10일이었음

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폭염

일수
18 4 3 0 10 6 7 4 3 4 2 3 14

자료: 서울시(2013), 내부자료(‘12년 폭염종합대책 추진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기상청 자료 재인용)

표 2.4 연도별 폭염일수 (일 최고기온 33℃ 이상)

Ÿ 가장 최근인 2012년 여름철을 보면, 서울의 폭염일수는 14일, 열대야일수(당일 오후 6시

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는 20일이며, 국내의 다른 도

시들에 비해 폭염일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열대야일수는 많은 편임

지역
폭염

일수

열대야

일수
지역

폭염

일수

열대야

일수
지역

폭염

일수

열대야

일수

서울 14일 20일 포항 17일 31일 정읍 27일 16일

원주 16일 6일 전주 28일 15일 합천 28일 5일

수원 16일 19일 광주 25일 21일 밀양 28일 6일

청주 20일 15일 부산 7일 29일 제주 5일 41일

대구 30일 28일 홍천 24일 1일

자료: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지원과(2012), 기후자료 분석

표 2.5 여름 도시별 폭염 및 열대야 일수(2012년)

Ÿ 열대야 일수에 대해 1970년에서 2009년까지 장기간을 통해서 보면, 서울의 열대야일수는 전반

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서울에서 1970년부터 2009년까지 열대야일수가 가장 많

은 연도는 1994년으로 34일로 나타났으며, 1995년에 15일, 1997년에 14일 순으로 나타남 

Ÿ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열경련, 열탈진, 열실신, 열부종 등 온열질환자 증가하며, 심한 경

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음. 2012년 폭염으로 인해 서울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자는 없으나 119명의 온열질환자 발생(서울시, 2013)

Ÿ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사용 증가는 전력과부하로 인해 정전사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시민불편과 악영향은 물론 경제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Ÿ 또한 폭염이 장기화되거나 폭염과 가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대규모 도시재난이나 

녹조현상과 같은 환경재난으로 비화할 수도 있음  

구분 열사병 열경련 열탈진 열실신 열부종 계

인원(명) 52 7 37 22 1 119

자료: 서울시(2013), 내부자료(‘12년 폭염종합대책 추진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

표 2.6 서울의 폭염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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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녹조)❚
Ÿ 녹조현상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영양물질, 온도, 빛의 조건에 의해 급격히 증식하는 현상

으로서,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따라 2013년 8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자연재난에 ‘조류 대발생’이 새로이 추가되었고, 서울시의 

안전관리계획에서도 2013년부터 녹조문제를 다루기 시작함

Ÿ 녹조현상은 직접적인 인명피해나 재난피해보다는 수질악화, 냄새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이

나 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Ÿ  서울에서 녹조현상은 주로 한강에서 발생하며 2000년 이후 총 6회의 조류주의보가 발령

된 바 있음. 기후변화에 영향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인한 이상고온,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앞으로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발령일자 발령구간 발령단계
클로로필-a

(mg/m3)

남조류

(세포수/mL)

2000.07.18.~07.22.

(5일간)

강동대교~행주대교

(전구간)
조류주의보 25.0 2,027

2001.09.26.~10.27.

(32일간)

강동대교~잠실대교

(1구간)
“ 38.3 948

2006.10.11.~11.10.

(31일간)

강동대교~잠실대교

(1구간)
“ 50.0 8,810

2006.11.02.~11.10.

(9일간, 구간 확대)

잠실대교~행주대교

(2~4구간)
“ 28.9 15,910

2008.07.15.~07.25.

(11일간)

강동대교~잠실대교

(1구간)
“ 48.0 2,580

2012..08.09.~08.23.

(15일간)

강동대교~잠실대교

(1구간)
“ 34.2 4,470

자료: 서울시(2013),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표 2.7 2000년대 이후 한강 조류경보제 발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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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Ÿ 황사는 주로 봄철에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에 있는 모래와 먼지가 상승하여 편서풍을 타고 

멀리 날아가 서서히 가라앉는 현상을 말함

Ÿ 황사는 그 속에 섞여 있는 석회 등의 알칼리성 성분이 산성비를 중화함으로써 토양과 호

수의 산성화를 방지하고 식물과 바다의 플랑크톤에 유기염류를 제공하는 등의 장점이 있

지만, 인체의 건강이나 농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분야에 피해를 끼침. 특히, 태양의 일사

량과 시계를 감소시키며,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증가시켜 폐호흡기를 비롯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며, 농업, 항공, 운수, 정밀산업 등에 손실을 줄 수 있음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01년 1 11 9 4 2 27

2002년 2 6 6 2 16

2003년 1 2 3

2004년 1 4 1 6

2005년 1 9 2 12

2006년 3 7 1 . 11

2007년 1 4 2 4 1 12

2008년 1 3 2 2 3 11

2009년 1 3 1 1 3 9

2010년 1 4 1 2 3 4 15

2011년 3 6 9

2012년 1 1

자료: 기상청 웹사이트(www.kma.go.kr)

표 2.8 2000년 이후 서울지점 연도별 황사관측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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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Ÿ 지진은 지구내부 탄성에너지원에서 발생한 지진파에 의한 지구의 진동을 말하며, 지

진피해는 발생시간, 진앙지, 규모, 대응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나, 대규모 지

진이 발생하면 산사태, 붕괴, 지반함몰, 액상화 등 지반파괴현상과 더불어 서울과 같

은 대도시지역에서는 건축물․시설물의 붕괴와 더불어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

Ÿ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1990년대 이후 지진발생횟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Ÿ 서울은 지진계를 설치한 1978년 이후 1990년 6월 14일 동부권(석촌동)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음

Ÿ 서울을 포함한 우리나라는 이웃한 일본처럼 판경계가 충돌하는 대규모 지진은 발생하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지에 산재한 활성단층에 의하여 규모 5~6 정도의 중규

모 지진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서울특별시, 2012), 고층건물과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고 인구가 집중된 서울의 지진 취약성에 비추어 건축물․시설물에 대한 내

진성능 확보, 지진발생 시 대응체계 정비 등이 필요함

그림 2.10 우리나라 연도별 지진발생횟수
자료: 서울시(2012), 2012년도 지진방재종합대책(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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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의 국내 대도시 간 비교❚
Ÿ 2003년에서 2012년까지 10년 간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서울을 비롯하여 국내 7

개 대도시와 비교해 보면, 이재민 수, 사망자 수, 침수면적에서 서울이 1위인 것으로 나타

남. 그러나 피해액에서는 7개 대도시 중 6위로 기록됨

Ÿ 서울은 2010년과 2011년 연이은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2011년 집중

호우에 의한 우면산 산사태로 대규모 이재민과 사망자를 발생시킨 바 있음. 피해액이 상대

적으로 낮은 것은 집중호우로 인한 일시적인 침수피해 등이 많고 건축물․시설물 파괴나 유

실과 같은 심각한 재산피해는 상대적으로 덜 함을 시사함

구분
이재민 수

(인)

사망자 수

(인)

침수면적

(정보)
피해액(천원)

서울 77,549 28 11,118 62,941,359 

부산 14,753 21 2,864 407,671,874 

대구 1,566 4 678 74,379,232 

인천 21,814 5 45 27,438,092 

광주 3,266 1 562 64,119,312 

대전 650 2 15 78,327,117 

울산 4,034 12 424 168,509,659 

자료: 소방방재청(2012), 재해연보

표 2.9 과거 10년간(2003~2012년) 국내 주요 대도시 자연재해 피해현황

Ÿ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인구 10만명당 기준으로 상대화시켜 비교해 보면, 이재민 

수는 인천에 이어 2위, 사망자 수는 부산에 이어 2위, 침수면적은 1위로 높게 나타남. 그

러나 피해액은 7대 도시 중 가장 낮게 나타남. 따라서 서울은 낮은 피해액에도 불구하고 

이재민, 사망자, 침수면적 등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저감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

여 방재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시함  

구분 이재민 수(인) 사망자 수(인) 침수면적(정보) 피해액(천원)

서울 792 0.3 114 642,632 

부산 432 0.6 84 11,937,858 

대구 64 0.2 28 3,040,332 

인천 819 0.2 2 1,030,535 

광주 221 0.1 38 4,344,877 

대전 43 0.1 1 5,215,344 

울산 373 1.1 39 15,565,749 

자료: 소방방재청(2012), 재해연보

주: 인구수는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함

표 2.10 과거 10년간(2003~2012년) 국내 주요 대도시 자연재해의 인구 10만명당 피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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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재난 및 안전사고

❚인적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과 피해 간의 관계❚
Ÿ 인적재난과 안전사고는 자연재해에 비해 빈번히 발생하며, 연도별로 큰 등락을 보이지 않

는 특징이 있음 

Ÿ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서울에서의 인적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건수와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사망, 부상)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도로교통사고의 발생빈도와 인명피해가 

압도적으로 크며, 화재, 등산사고, 수난사고 등의 인명피해도 크게 나타남 

Ÿ 재산피해는 화재가 발생빈도와 피해 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밖에 붕괴, 폭발 

등에 의한 재산피해가 있음

 

그림 2.11 서울의 주요 인적재난․안전사고의 발생과 피해 간의 관계 (2009~2011년 평균)

         (좌: 발생 vs. 인명피해(사망, 부상), 우: 발생 vs. 재산피해) 
자료: 소방방재청, 재난연감

❚도로교통사고❚
Ÿ 서울의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경찰청 처리 기준)는 연간 4만 건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

으며, 인구 10만명당 약 400건, 자동차 1만대당 약 140건 내외 정도임

Ÿ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2년 424명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

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상자수는 6만명 내외(2012년 58,583명)

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Ÿ 특히, 교통사고 사망률은 세계 주요 대도시들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

망률을 낮추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도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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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서울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추이(경찰청 처리 기준)
자료: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자료, 도로교통공단, 

주: 경찰청에서 처리한 교통사고에 한함. 2000~2004년은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이며, 2005~2012년은 시·도별(서울시) 자료임

그림 2.13 서울의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부상자수 추이
자료: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자료, 도로교통공단, 

주: 경찰청에서 처리한 교통사고에 한함. 2000~2004년은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이며, 2005~2012년은 시·도별(서울시) 자료임

그림 2.14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세계 주요 도시들 간의 비교(2009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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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교통사고 유형별 발생을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간 평균을 통해서 보면, ‘차대차’

사고가 70.3%로 가장 많으며, ‘차대사람’사고 26.5%, ‘차량단독’사고 3.2%

Ÿ 그러나 사망사고는 ‘차대사람’사고로 인한 것이 54.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그림 2.15 서울의 교통사고 유형별 구성(2010~2012년 평균)
자료: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자료, 도로교통공단, 주: 경찰청에서 처리한 교통사고에 한함  

Ÿ 한편, 보행자 교통사고는 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나 교차로 부근의 도로 횡단 중에 발생하

며, 특히 사망사고는 압도적으로 도로 횡단 중에 발생함

Ÿ 따라서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와 그 주변지역의 정비 및 보차분

리대책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그림 2.16 서울의 보행자 교통사고 보행자 상황별 분포(2010~2012년 평균) 
자료: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자료, 도로교통공단, 주: 경찰청에서 처리한 교통사고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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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핵밀도추정법(kernel density estimation)에 의한 서울의 교통사고다발지역 분포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자료

❚화재❚
Ÿ 서울의 화재 연평균 발생건수(2001~2012년)는 5,878건이며, 2007년 국가화재분류체계 

시행으로(화학적 폭발, 음식물 조리, 쓰레기 화재 등 항목 추가) 통계상 화재발생건수가 증

가된 것으로 나타남

Ÿ 최근 화재발생건수가 가장 많았던 연도는 2001년으로 7,379건이었으며, 가장 적은 2006

년은 4,907건임

Ÿ 화재로 인한 사상자수는 평균 327명이며, 2007년에 46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1년 197명으

로 가장 적었던 것으로 집계됨

Ÿ 재산피해는 평균 15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8년 재산피해는 숭례문 화재(2008. 2. 10)

로 인해 높은 수치를 기록함

Ÿ 최근에 올수록 인명피해에 비해 재산피해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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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서울의 화재발생 및 피해 현황 추이 
자료: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Ÿ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간 발생한 화재를 대상으로 시설별로 살펴보면, ‘주거시설 > 기타시

설 > 음식점 > 운송(차량, 철도 등)’등의 순으로 발생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Ÿ 특히, ‘주거시설’은 연평균 1,821건으로 화재다발시설로 나타남

그림 2.19 서울의 시설별 화재발생현황(2010~2012년 평균)
자료: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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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사고․폭발․가스․환경오염사고❚
Ÿ 위험물사고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 발생하는 사고

를 말하며, 2004~2012년 기간 중 자료를 통해서 보면, 서울에서는 매년 3건 내외 정도의 

위험물사고가 발생함

- 위험물사고의 유형은 화재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 누출, 폭발 등의 형태

- 위험물사고의 인적 요인으로는 관리․취급 부주의, 안전조치 소홀 등과 관련된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물적 요인으로는 노후화, 고장 또는 파손 등이 대부분을 차지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발생건수(건) 2 3 4 3 4 3 2 2 3

자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2013. 7), 내부자료

표 2.11 서울의 위험물사고 발생현황(2004~2012년)

구분 화재 폭발 누출 계

발생건수(건) 17 7 2 26

자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2013. 7), 내부자료

표 2.12 서울의 위험물사고 사고유형별 현황(2004~2012년)

Ÿ 폭발사고는 ｢도시가스사업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정한 가스 및 에너지누출, 

폭발에 의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2009~2011년 자료를 통해

서 보면, 연평균 5건 내외 발생함

- 폭발사고의 원인은 고의사고, 사용자 부주의, 공급자 부주의, 시설 미비 등의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Ÿ 가스사고는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가 누출되어 발생되는 사고 중 폭

발에 의한 사고를 제외한 것을 말하며, 2009~2011년 자료를 통해서 보면, 연평균 20건 

내외 발생함

- 가스사고의 원인은 사용자 부주의, 시설 미비, 고의 사고, 공급자 부주의 등의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Ÿ 환경오염사고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이 오염되어 피해를 입은 사고를 말

하며, 2009~2011년 자료를 통해서 보면, 연평균 1~4건 정도 발생함

- 환경오염사고의 원인은 유류유출, 수질환경 변화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

구분 폭발 가스 환경오염사고

2009년 6 18 2

2010년 4 19 4

2011년 7 21 1

자료: 소방방재청, 재난연감

표 2.13 서울의 폭발, 가스, 환경오염사고 발생현황(2009~2011년)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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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Ÿ 시설물 붕괴는 각종 시설물(건축물, 교량, 육교 등)이 시공하자, 노후화, 관리소홀, 지반약

화 등으로 붕괴되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시설물 붕괴는 공사장에서

의 사고뿐만 아니라 건축물, 시설물(도로침하, 교량, 경사면 등)의 붕괴사고를 포함

Ÿ 서울에서의 시설물붕괴 발생건수는 2010년까지는 연간 20건 미만으로 많지 않다가 2011

년과 2012년에 대폭적인 증가수치를 보이고 있음 

Ÿ 붕괴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시설유형에 따라 보면, 주거용 건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이어 공사장, 다중이용시설, 초고층․복합건물, 도로 등의 순임

Ÿ 주요 발생원인은 부재의 노후화에 의한 구조물의 과도한 변형, 안전관리 부실, 시공 부실, 

기술적 결함 등임

그림 2.20 서울의 붕괴 발생추이
자료: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그림 2.21 서울의 붕괴사고 발생장소(2009~2011년 평균)
자료: 소방방재청, 재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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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설계 부실 시공 부실 관리 부실 기술적 결함 기타

2009년 220 - 79 1 21 119

2010년 261 2 15 59 - 185

2011년 369 - 13 108 16 232

자료: 소방방재청, 재난연감

표 2.14 붕괴사고의 원인(2009~2011년, 전국기준)

❚산불❚
Ÿ 산불은 임야에서 화재로 산림과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하며, 2001년 

이후 서울에서 연간 최소 3건에서 최대 59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함

Ÿ 산불의 원인은 실화(담뱃불 실화, 입산자 실화 등)에 의한 것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그 

밖에 방화 등에 의한 것이며, 1월에서 4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함

Ÿ 산불로 인한 피해유형은 대부분 산림피해이며, 2010년 이후 피해면적이 크게 증가하였음

그림 2.22 서울의 산불 발생추이
자료: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구분 계 실화 방화 자연적 요인 미상

2010년 100.0 71.4 24.5 0.0 4.1 

2011년 100.0 92.2 3.9 2.0 2.0 

2012년 100.0 78.0 6.8 0.0 15.3 

3년 평균 100.0 80.5 11.3 0.6 7.5 

자료: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표 2.15 서울의 산불의 발생원인
(단위: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피해면적 4,318 17,107 50,433

자료: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표 2.16 서울의 산불 피해면적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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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사고❚
Ÿ 행사장 사고는 공연장, 영화관, 체육시설, 공원, 광장 등 다중이 일시에 집결하는 공공장소

에서 공연이나 행사 시 발생하는 압사, 부상 등을 말하며, 이는 화재, 테러, 혼잡, 집단충

돌, 시설물 붕괴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Ÿ 최근 서울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한 행사장 사고는 없으나, 시민들의 문화활동 증가

와 각종 공연시설 및 행사의 증가로 잠재적인 위험은 높아지고 있음

Ÿ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 인명피해를 유발한 주요 행사장 사고는 아래 표와 같으며, 이 중 

서울은 1992년 2월 올림픽공원 내 체조경기장 공연장 사고가 기록되고 있음

일시 지역 사고내용

1992.02.18. 서울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미국 팝그룹 ‘뉴키즈 온더 블록’의 

공연 도중 공연장 뒤쪽의 10대 소녀 팬들이 무대 앞으로 몰려나오다가 1명이 사망, 

60여명이 중경상 입음

1995.10.28. 대구
§ 대구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이승환, DJ DOC 등이 출연한 공연 ‘젊음의 삐삐 012 

콘서트’ 공연장에서 1만여 명의 관객이 한꺼번에 입장하려다 8명이 부상을 당함

1996.12.16. 대구

§ 대구 우방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MBC ‘별이 빛나는 밤에’ 공개방송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앞으로 몰리던 관객들이 앞쪽 관중들을 덮쳐 1명 사망, 5명이 

중경상을 입음

1996.12.16. 대구 § 대구 MBC 공개홀 H.O.T 공연 도중 팬들이 무대 쪽으로 몰리면서 2명이 부상을 당함

1998.12.04. 전남(순천)
§ 전남 순천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소년소녀가장돕기 콘서트’에서 H.O.T에게 

한꺼번에 여학생 팬들이 몰려 2명 실신, 10여명이 부상을 입음

2002.09.22. 대구
§ 대구 두류공원에서 열린 한가위 효콘서트에서 입장 도중 뒤에서 밀린 관객들이 

넘어져 4명이 부상을 당함

2004.06.04. 충북(청주)
§ 충북 청주시 청주대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개교기념 음악 공연에서 공연장 입장 중 

뒷사람에게 밀린 13명이 부상을 당함

2005.07.11. 경기(성남)
§ 성남시 분당구 여고 체육관에서 음악전문 케이블방송 녹화 도중 MC몽을 보려고 

관객들이 무대로 한꺼번에 몰려들어 10여 명이 부상을 당함

2005.10.03. 경북(상주)
§ 경북 상주시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상주자전거축제 마지막 행사인 문화방송(MBC) 

가요콘서트장에서 시민 11명이 깔려 숨지고 70여명이 부상을 당함

자료: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웹사이트

표 2.17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주요 행사장 사고

❚식품안전사고❚
Ÿ 식품안전은 현 정부에서 이른바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여 척결대상으로 삼고 있음

Ÿ 식품안전사고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서 식중독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매년 35건 정도의 식중독사고와 1,0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

Ÿ 식중독사고의 원인을 2012년 자료를 통해서 보면, 발생건수로는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발

생하고 그 다음이 집단급식소(학교 등)에서 발생하며, 환자수는 집단급식소가 약 50%를 

차지함. 따라서 식중독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에 대한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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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서울의 식중독사고 발생추이(좌축: 발생건수, 우축: 환자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통계시스템

구분
집단급식소

음식점 가정집 기타 불명 합계
학교(직영) 학교(위탁) 기업체

발생건수

(건)
3 1 0 13 0 2 16 35

환자수

(명)
237 176 0 176 0 136 112 837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통계시스템

표 2.18 2012년 서울의 식중독사고 원인시설

Ÿ 한편, 식품위생관련업체에 대한 감시․단속을 통한 위반건수를 2011년 자료를 통해서 보면, 

음식점을 비롯한 식품접객업체에서 가장 많이 위반사례가 적발되었으며, 그 다음이 식품판

매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의 순임

식품제조․가공업체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
식품판매업체 식품접객업체

기타 

식품위생관련업체

271 392 1,230 7,445 163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12년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표 2.19 2012년 서울의 식품위생관련업체 위반건수
(단위: 건)

❚감염병 사고❚
Ÿ 기후변화와 고밀도시화로 인해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간 교류

증가로 신종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 해외로부터 감염병 유입 가능성

도 높아지고 있음

Ÿ 우리나라의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감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행 법령에서는 감염병을 6개군 75종(감염증의 세분류로는 114종)

으로 분류하고 있음

Ÿ 2000년대 이후 서울지역의 제1군 감염병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A형간염, 세균성이질, 장

티푸스, 파라티푸스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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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한편, 해외유입 가능성이 높은 제4군 감염병의 경우, 뎅기열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특히 2009년과 2010년에는 신종감염병증후군이 대규모로 발생한 바 있음. 신종인플루엔

자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은 아직 보고된 바 없음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제

1

군

계 491 110 94 76 122 78 67 69 65 102 1,159 

콜레라 2 2 1 4 3 0 4 1 0 2 2 

장티푸스 90 41 30 32 44 38 34 22 29 21 29 

파라티푸스 8 23 15 16 8 18 10 11 6 16 10 

세균성이질 389 44 37 22 63 20 14 28 23 37 42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2 0 11 2 4 2 5 7 7 26 13 

A형간염  -  -  -  -  -  -  -  -  -  - 1,063 

제

4

군

계 2 3 4 8 14 20 27 8 
132,59

4 
15,119 27 

뎅기열 2 2 4 8 14 19 25 8 14 44 26 

큐열  -  -  -  -  - 1 1 0 2 3 0 

신종감염병

증후군
0 0 0 0 0 0 0 0 

132,57

8 
15,071 0 

라임병  -  -  -  -  -  -  -  -  -  - 1 

리슈마니아증 0 1 0 0 0 0 0 0 0 1  -

주혈흡충증 0 0 0 0 0 0 1 0 0 0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보건복지부, 법정감염병 발생보고)

표 2.20 서울의 제1군 및 제4군 법정감염병 연도별 발생현황
(단위: 명)

❚각종 생활안전사고❚
Ÿ 도로교통사고를 제외한 각종 생활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발생 측면에서는 수난사고(익

사, 물놀이), 등산사고, 추락, 자전거사고, 지하철사고, 감전사고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함

Ÿ 인명피해 측면에서는 등산사고, 수난사고, 추락, 지하철사고, 자전거사고 등의 순으로 나

타남. 그러나 생활안전사고에서는 부상피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감안하여 사망자 수 

측면에서 보면, 수난사고, 지하철사고, 추락사고, 자전거사고 등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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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발생
피해

발생
피해

발생
피해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지하철 153 153 70 83 119 118 51 67 85 83 37 46 

전기(감전) 97 97 3 94 91 91 4 87 91 91 4 87 

승강기 23 27 4 23 0 0 0 0 28 30 1 29 

수난 1,418 224 113 111 1,473 278 115 163 1,046 170 62 108 

등산 1,295 794 23 771 1,354 799 30 769 1,149 739 25 714 

추락 476 214 16 198 452 179 17 162 402 150 5 145 

자전거 0 0 0 0 248 24 0 24 280 280 0 280 

레저 0 0 0 0 52 25 0 25 52 52 0 52 

놀이시설 0 0 0 0 52 2 0 2 55 55 0 55 

자료: 소방방재청, 재난연감

표 2.21 서울의 생활안전사고 발생 및 피해현황
(단위: 건, 명)

Ÿ 생활안전사고 중 수난사고는 사망자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사고유형인데, 서울에서는 물

놀이사고 보다는 익사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임. 또한 자살기도에 의한 것이 가장 많은 비

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살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구분 계 구조자사고 자살기도 차량추락 실족․추락 기타

2009년 100.0 10.1 4.2 4.4 2.4 78.9 

2010년 100.0 0.1 47.6 1.0 0.0 51.3 

2011년 100.0 0.0 61.9 0.0 0.0 38.1 

자료: 소방방재청, 재난연감

표 2.22 서울의 수난사고(익사) 발생원인
(단위: %)

❚인적재난의 국내 대도시 간 비교❚
Ÿ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 기간에 대하여 도로교통사고, 지하철․열차사고, 화재, 폭발․가

스사고․환경오염, 붕괴, 산불 등 인적재난 발생현황을 서울을 비롯하여 국내 7개 대도시와 

비교함

Ÿ 인구 10만명당 기준으로 상대화시켜 보면, 서울은 도로교통사고, 열차사고, 화재, 폭발․가
스사고․오염사고, 산불에서는 낮게 나타났으나, 지하철사고와 붕괴는 7대 도시 중에서 가

장 높게 나타남. 따라서 지하철사고와 붕괴사고에 대해 타 도시에 비해 각별한 관심을 가

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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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구분

도로

교통

사고

지하철·열차사고

화재

폭발․가스사고․오염사고

붕괴 산불
소계 지하철 열차 폭발 가스

환경

오염

서울

2010년 41,662 179 153 26 5,526 6 18 2 132 3 

2011년 40,451 141 119 22 5,321 4 19 4 153 3 

2012년 40,829 95 83 12 5,724 12 21 0 101 12 

3년 평균 40,980 138 118 20 5,524 7 19 2 129 6 

인구10만명당 389.7 1.4 1.21 0.2 56.4 0.07 0.2 0.02 1.3 0.06 

부산　

2010년 13,847 36 12 24 2,485 5 13 8 7 23 

2011년 13,893 26 13 13 2,403 2 4 4 1 9 

2012년 14,733 21 11 10 2,315 2 3 0 0 5 

3년 평균 14,157 28 12 16 2,401 3 7 4 3 12 

인구10만명당 411.9 0.8 0.35 0.5 70.3 0.09 0.2 0.12 0.1 0.36 

대구　

2010년 14,600 8 3 5 1,990 3 9 0 3 2 

2011년 14,679 6 1 5 1,923 5 11 2 3 1 

2012년 14,422 7 1 6 1,757 3 8 0 0 1 

3년 평균 14,567 7 2 5 1,890 4 9 1 2 1 

인구10만명당 596.8 0.3 0.07 0.2 77.3 0.15 0.4 0.03 0.1 0.05 

인천

2010년 10,305 0 0 0 1,851 4 5 1 1 11 

2011년 10,096 2 2 0 1,746 0 7 5 22 3 

2012년 9,757 6 6 0 1,608 3 21 0 3 1 

3년 평균 10,052 3 3 0 1,735 2 11 2 9 5 

인구10만명당 371.3 0.1 0.10 0.0 65.2 0.09 0.4 0.08 0.3 0.19 

광주

2010년 8,894 12 1 11 1,225 0 4 0 4 1 

2011년 8,328 3 1 2 1,273 1 5 4 3 3 

2012년 8,699 4 0 4 1,106 0 9 0 0 2 

3년 평균 8,640 7 1 6 1,201 0 6 1 2 2 

인구10만명당 585.1 0.4 0.05 0.4 81.4 0.02 0.4 0.09 0.2 0.14 

대전

2010년 5,870 7 1 6 1,352 2 7 1 0 1 

2011년 6,062 6 0 6 1,438 1 6 2 4 4 

2012년 5,631 14 1 13 1,388 1 1 0 9 5 

3년 평균 5,854 9 1 8 1,393 1 5 1 4 3 

인구10만명당 383.6 0.6 0.04 0.6 92.7 0.09 0.3 0.07 0.3 0.22 

울산

2010년 5,067 9 0 9 1,285 2 7 4 2 12 

2011년 4,913 2 0 2 1,196 2 6 4 13 14 

2012년 4,950 7 0 7 1,080 0 11 0 5 4 

3년 평균 4,976 6 0 6 1,187 5 8 3 7 10 

인구10만명당 451.5 0.6 0.00 0.6 109.6 0.46 0.7 0.25 0.6 0.92 

주: 단, 지하철·열차사고, 폭발, 가스, 환경오염, 붕괴사고는 2009~2011년 자료임 

자료: 경찰청, 2011~2013년판 교통사고 통계, 소방방재청, 2010~2012년 화재통계연보, 산림청, 2012년 산불통계연보, 

소방방재청, 2009~2011년 재난연감  

표 2.23 인적재난의 국내 대도시 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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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

❚5대 강력범죄 발생 현황 및 추이❚
Ÿ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 절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평균 약 13만 2천 

건(2012년 137,725건) 정도 발생함

Ÿ 5대 강력범죄는 2001년부터 점차 감소하다 2006년 이후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임

Ÿ 특히 폭력과 절도의 비중이 전체 90% 이상을 차지하며, 최근에는 성폭력범죄(강간, 성추

행 등)의 발생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여성안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함

그림 2.24 5대 강력범죄 발생 추이
자료: 서울지방경찰청, 범죄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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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강력범죄 발생장소 및 지역별 분포❚
Ÿ 5대 강력범죄 전체적으로는 이른바 ‘노상’, 즉 도로와 골목길을 비롯한 불특정 공공장

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함

Ÿ 그러나 범죄유형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는데,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지하철, 숙박업․목욕탕, 단독주택, 유흥업소 등에서 

많이 발생함

그림 2.25 서울의 5대 범죄 발생장소(2010~2012년 평균)
자료: 서울지방경찰청, 범죄발생현황 

그림 2.26 서울의 5대 범죄 경찰관서별 발생밀도(2010~2012년 3년간 평균의 시가화면적 1km2당 

발생건수)
자료: 서울지방경찰청, 범죄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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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강력범죄 발생 시간대❚
Ÿ 5대 강력범죄의 시간대별 분포를 보면, 범죄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야간

(20:00~04:00)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간에는 오전에 비해 오후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7 서울의 5대 범죄 발생 시간대 분포(2010~2012년 평균)
자료: 서울지방경찰청, 범죄발생현황

❚학교폭력❚
Ÿ 학교폭력은 학교를 매개로 하여 교내 또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 또는 폭력범죄이

며, 현 정부에서 이른바 ‘4대악’으로 규정하여 척결대상으로 삼고 있음 

Ÿ 2012년 1월 18일에서 2월 20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실시한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중 서울지역에 소재한 학교들의 조사결과를 발췌하여 살펴보면, 피해유

형별로는 말로 하는 협박이나 욕설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집단 따돌림, 인터

넷채팅․이메일․휴대전화로 하는 욕설과 비방, 돈 또는 물건을 빼앗김, 손․발․도구로 맞거나 

특정한 장소 안에 갇힘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8 서울지역 학교폭력 피해유형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1.18~2.20), 2012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주: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이며, 학교별 조사결과를 단순 평균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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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학교폭력 피해장소는 교실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화장실․복도, 그 외 학교 내 

장소, 온라인․휴대전화, 등하교길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9 서울지역 학교폭력 피해장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1.18~2.20), 2012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주: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이며, 학교별 조사결과를 단순 평균한 값임 

❚가정폭력❚
Ÿ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로서, 현 정부에서 이른바 ‘4대악’으로 규정

하여 척결대상으로 삼고 있음 

Ÿ 경찰청에 신고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정폭력범죄 발생현

황을 살펴보면, 서울에서 가정폭력범죄는 매년 50년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2000년대 중

반까지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음  

그림 2.30 서울의 가정폭력(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발생추이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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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강력범죄의 국내 대도시 간 비교❚
Ÿ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 기간에 대하여 5대 강력범죄 발생현황을 서울을 비롯하여 국

내 7개 대도시와 비교함

Ÿ 인구 10만명당 기준으로 상대화시켜 보면, 5대 범죄 전체적으로는 서울은 중간정도의 발

생빈도를 보임

Ÿ 서울은 5대 범죄 중 성폭력 범죄에서 가장 높은 발생빈도를 보였으며, 폭력 또한 높은 수

준을 보였음. 따라서 서울은 타 도시에 비해 성폭력과 폭력 범죄에 대해 각별한 노력을 기

울일 필요가 있음

도시 구분
5대 강력범죄 

전체
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 절도

서울

2010년 124,435 294 1,030 4,940 68,798 49,373 

2011년 132,662 83 957 5,268 72,051 54,303 

2012년 137,558 67 573 4,913 70,676 61,329 

3년 평균 131,552 148 853 5,040 70,508 55,002 

인구10만명당 1,343 1.5 9 51 720 562 

부산

2010년 45,116 126 487 1,577 20,580 22,346 

2011년 47,091 28 443 1,442 20,575 24,603 

2012년 49,602 24 302 1,311 22,470 25,495 

3년 평균 47,270 59 411 1,443 21,208 24,148 

인구10만명당 1,384 1.7 12 42 621 707 

대구

2010년 32,907 47 182 784 16,261 15,633 

2011년 33,474 14 189 794 17,642 14,835 

2012년 34,515 17 102 973 16,878 16,545 

3년 평균 33,632 26 158 850 16,927 15,671 

인구10만명당 1,375 1.1 6 35 692 641 

인천

2010년 - 64 303 1,041 - 10,620 

2011년 27,771 25 250 1,247 16,112 10,137 

2012년 29,032 21 134 1,224 17,281 10,372 

3년 평균 28,509 37 229 1,171 16,697 10,376 

인구10만명당 1,071 1.4 9 44 627 390 

광주

2010년 19,555 35 136 502 9,083 9,799 

2011년 25,528 13 147 725 11,276 13,367 

2012년 25,247 14 103 861 11,603 12,666 

3년 평균 23,443 21 129 696 10,654 11,944 

인구10만명당 1,589 1.4 9 47 722 809 

대전

2010년 17,311 43 191 473 6,219 10,385 

2011년 20,435 12 174 538 6,909 12,802 

2012년 19,956 11 100 521 6,725 12,599 

3년 평균 19,234 22 155 511 6,618 11,929 

인구10만명당 1,281 1.5 10 34 441 794 

울산

2010년 15,232 23 87 376 7,103 7,643 

2011년 14,542 10 104 381 7,286 6,761 

2012년 13,906 9 37 374 7,377 6,109 

3년 평균 14,560 14 76 377 7,255 6,838 

인구10만명당 1,345 1.3 7 35 670 632 

자료: 경찰청·형사정책연구원, 2010~2012 범죄통계 

표 2.24 지방대도시 간 5대 강력범죄 발생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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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난

Ÿ 사회적 이슈, 피해정도가 큰 재난을 중심으로 지난 30년간 서울이나 지방대도시에서 발생

한 주요 재난 및 재해를 살펴봄

Ÿ 서울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과 같은 인적재난을 들 수 있고, 집중호

우로 인한 침수, 산사태 등을 들 수 있음

그림 2.31 지난 30년간 발생한 서울 및 지방도시들의 주요 재난․재해   
자료: 신문기사, 소방방재청(2012), 소방방재 주요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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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난❚
Ÿ 서울시에서 지난 30년간 발생한 주요 재난․재해를 살펴보면, 침수, 산사태, 화재, 시설물 

붕괴, 폭발사고 등이 주된 유형을 이루고 있음

Ÿ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풍수해가 빈발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2011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여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음

Ÿ 또한, 숭례문 화재사건(2008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성수대교 붕괴(1994년), 아현

동 가스폭발사고(1994년) 등과 같이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대규모 인적재난이 있었음

구분 재난/재해 발생시기 비고

자연

재해

산사태 § 우면산 산사태 (2011. 7.26~7.27집중호우) 2011. 7.27. 인명피해, 재산피해, 마을 고립 등

호우․
태풍

§ 집중호우 2011. 7.26~7.28. 인명피해 67명
재산피해 3억 768만원

§ 집중호우 2010. 9.21~9.22.

§ 집중호우 2001. 7.14~7.15 사망 44, 부상 104
재산피해 584억

§ 집중호우 1998. 8.5~8.8. 인명피해 324명
재산피해 12억 478만원

§ 집중호우(한강대홍수) 1990. 9.9~9.12. 인명피해 163명
재산피해 5억 203만원

§ 집중호우(한강대홍수) 1987. 7.27. 인명피해 167명
재산피해 3억 295만원

§ 태풍/집중호우(한강대홍수) 1984. 8.31~9.4. 인명피해 189명
재산피해 1억 643만원

대설 § 대설 2010. 1.4.

인적

재난

화재

§ 숭례문 화재 2008. 2.10. 문화재손실

§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 2005. 1.3. 재산피해 약20억(전동차 3량 소실)

§ 성북구 집창촌 화재 2005. 3.27. 사망 5명, 부상 1명
피해액 약1,400만원

§ 브라운호텔 나이트클럽 화재 1974. 11.3. 사망 88명

§ 서울시민회관 화재(10대가수가요제 행사) 1972. 12.2. 사망 53명, 부상 76명

§ 대원각호텔화재 1971. 12.25. 사망 163, 부상 63

시설물

붕괴

§ 신길시장 정비사업장 천공기 전복사고 2011. 11.16. 사망 1명, 부상 3명
일대 정전 및 교통정체

§ 서울국제금융센터 신축공사장 지반붕괴 2007. 9.11.
차량 5대 추락
지역난방배관수도관 파손
인근빌딩(약 20개소) 정전

§ 삼풍백화점 붕괴 1995. 6.29. 사망 501명, 부상 937명, 실종 6명

§ 성북구 종암동 육교붕괴사고 1994. 11.19. 사망 2명, 부상 1명 

§ 성수대교 붕괴 1994. 10.21. 사망 32명, 부상 17명

§ 와우아파트붕괴 1970. 4.8. 사망 33명, 부상 39명

폭발
§ 아현동 가스폭발 1994. 12.7.

사망 12명, 부상 101명
이재민 210세대 555명
건물 145동, 동산 431건,
영업손실 47점, 차량손실 92대

§ 청량리 가스폭발 1983. 1.14. 사망 1명, 부상 16명

자료: 신문기사, 소방방재청(2012), 소방방재 주요통계

표 2.25 서울에서 지난 30년간 발생한 주요 재난/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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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난❚
Ÿ 한편, 지난 30년간 지방대도시에서는 산불, 화재, 붕괴, 폭발 등 대규모 인적재난과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으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함

구분 재난/재해 발생지역 발생시기 비고

자연

재해

호우․
태풍

§ 태풍 볼라벤 전국 2012. 8.27~8.29.

§ 집중호우 서울, 부산, 경기, 강원 2011. 7.26~7.29. 인명피해 67명 / 재산피해 3,768억원

§ 태풍 에위니아 / 집중호
우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2006. 7.11~7.20. 인명피해 62명 / 재산피해 18,344억원

§ 태풍 매미 전국(서울, 인천 제외) 2003. 9.12~9.13. 인명피해 131명 / 재산피해 42,225억원

§ 태풍 루사 전국 2002. 8.30~9.1. 인명피해 246명 / 재산피해 51,479억원

§ 집중호우 경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등 2002. 8.4~8.11. 인명피해 23명 / 재산피해 9,181억원

§ 태풍 프라피룬 / 집중호
우

전국(대구, 울산 제외) 2000. 8.23~9.1. 인명피해 28명 / 재산피해 2,521억원

§ 태풍 올가 / 집중호우 전국 1999. 7.23~8.4. 인명피해 67명 / 재산피해 10,490억원

§ 태풍 예니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998. 9.29~10.1. 인명피해 57명 / 재산피해 2,749억원

§ 대홍수 전국(제주 제외) 1998. 7.31~8.18. 인명피해 324명 / 재산피해 1,2478억원

§ 집중호우 경기, 강원 1996. 7.26~7.28. 인명피해 29명 / 재산피해 4,275억원

§ 태풍 제니스 / 집중호우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1995. 8.19~8.30. 인명피해 65명 / 재산피해 4,562억원

§ 태풍 글레디스 부산, 강원, 경북, 경남 1991. 8.22~8.26 인명피해 103명 / 재산피해 2,357억원

§ 중부 호우 경기, 강원, 충북 1991. 7.20~7.26. 인명피해 70명 / 재산피해 1,132억원

§ 한강 대홍수 서울, 경기, 강원, 충북 1990. 9.9~9.12. 인명피해 163명 / 재산피해 5,203억원

§ 태풍 쥬디 전국(서울 제외) 1989. 7.28~7.29. 인명피해 20명 / 재산피해 1,192억원

§ 영·호남 호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989. 7.25~7.27. 인명피해 128명 / 재산피해 2,943억원

§ 중부지방 호우 중부 1987. 7.21~7.23. 인명피해 167명 / 재산피해 3,295억원

§ 태풍 셀마 경남 남해, 강원 동해 1987. 7.15~7.16. 인명피해 345명 / 재산피해 3,193억원

§ 84 대홍수 서울, 경기, 강원 1984. 8.31~9.4. 인명피해 189명 / 재산피해 1,643억원

§ 집중호우 충북, 충남, 경기, 강원 1980. 7.21~7.23. 인명피해 160명 / 재산피해 1,255억원

대설

§ 대설 광주, 충남, 전북, 전남 2005. 12.3~12.24. 인명피해 14명 / 재산피해 5,206억원

§ 대설 충남, 충북, 대전, 경북 2004. 3.4~3.5. 재산피해 6,734억원

§ 폭풍설 전국 2001. 1.7~1.9. 인명피해 4명 / 재산피해 6,590억원

인적

재난

산불

§ 동해안 산불 강원 강릉․동해․삼척․고성 2000. 4.7. 사망 2, 부상 15 / 재산피해 1,001억원

§ 경남 거창 산불 경남 거창 1997. 4.13. 사망 2 / 산림 3ha 소실

§ 경기 동두천 산불 경기 동두천 1996. 4.23. 사망 7, 부상 1 / 산림 4.9ha 소실

§ 강원도 고성 산불 강원 고성 1996. 4.23. 재산피해 22,717백만원 

화재

§ 포항 요양원 화재 경북 포항 2010. 11.12. 사망 10, 부상 17

§ 이천 냉동창고 화재 경기 이천 2008. 1.7. 사망 40, 부상9, 2만 9136m2전소

§ 대구 서문시장 화재 대구 2003. 12.29. 재산피해 약 1,000억원

§ 대구 지하철 화재 대구 2003. 2.18. 사망 192, 부상 148 / 재산피해 614억 7,700만원

§ 군산 개복동 대가주점 
화재

전북 군산 2002. 1.29. 사망 15 / 재산피해 1,765만원

§ 예지학원 화재 경기 광주 2001. 5.16. 사망 10, 부상 22 / 재산피해 약 400만원

§ 포항 세라프매장 화재 경북 포항 2001. 1.10. 사망 5, 부상 48 / 재산피해 약 8억원

§ 인현동 호프집 화재 인천 1999. 10.30. 사망 52, 부상 71

§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
재

경기 화성 1999. 6.30. 사망 23, 부상 5

§ 경기 여자기술학원 화재 경기 용인 1995. 8.21. 사망 40, 부상 13 / 재산피해 약 970만원

§ 원주 왕국회관 화재 강원 원주 1992. 10.4. 사망 14, 부상 27

§ 거성관 나이트클럽 화재 대구 1991. 10.7. 사망 16, 부상 13 / 재산피해 150만원

§ 대아호텔 화재 부산 1984. 1.4. 사망 38, 부상 68 / 재산피해 약 3억원

시설물 
붕괴 § 청주 우암상가 붕괴 충북 청주 1993. 1.7. 사망 28, 부상 48 / 재산피해 9억 9백만원

폭발

§ 여주 상가건물 폭발 경기 여주 2008. 9.22. 사망 2, 부상 19

§ 익산 충전소 가스 폭발 전북 익산 1998. 10.6. 사망 1, 부상 6 / 재산피해 약 6억원

§ 부천 LPG 충전소 폭발 경기 부천 1998. 9.11. 사망 1, 중상 11, 경상 85 / 재산피해 약 120억원

§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 대구 1995. 4.28. 사망 101, 부상 202 / 재산피해 약 540억원

자료: 신문기사, 소방방재청(2012), 소방방재 주요통계  

표 2.26 지방도시에서 지난 30년간 발생한 주요 재난/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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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재난 및 사고의 특성 요약

Ÿ 서울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재난․재해, 안전사고, 범죄 등의 특성을 요약하고 그 시

사점을 정리하면 <표 2.27>과 같음

구분 특성 시사점

자
연
재
해

풍수해
(침수)

§ 주로 집중호우에 의해 10년 주기로 2~3회 정도 발생하며, 반복
적이고 심화되는 경향

§ 저지대 완경사 지역, 반지하주택, 지하도 상가, 도로 등 침수
§ 침수, 붕괴, 정전, 교통마비, 이재민 발생 등 막대한 피해 유발

§ 반복적이고 점증하는 풍수해 위험에 보다 근원적으로 대처
하기 위하여 배수시설뿐만 아니라 시가지 취약지역 정비, 
개발관리 등 보다 종합적이고 맞춤화된 대책 필요

사면재해
§ 집중호우 시 시가화지역 연접부 구릉지, 비탈면에서 많이 발생
§ 산사태, 주택사면 및 도로사면 붕괴 등 다양한 취약지역 산재

§ 지역특성에 맞는 사방시설 및 배수시설 확충과 함께 구릉
지 및 비탈면에 대한 재해를 고려한 개발관리 필요

풍해
§ 태풍 등으로 가로수 전도, 간판․부착물․시설물 비산, 전력공급 

중단 발생

§ 태풍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전력지중화 등 보다 근
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강화 필요  

설해 §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 및 사고, 빙판길 낙상 등 피해 유발
§ 취약지역에 대한 초동대응체계, 제설관리역량 강화 등 장․

단기 대책 병행 필요

한파
§ 고령자,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 계량기 동파와 같은 시설물 

피해,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과부하 등 유발
§ 한파 취약계층과 취약시설 관리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 필

요

폭염
§ 여름철 이상고온과 폭염 발생빈도 증가 추세
§ 온열질환자 증가,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과부하 등 유발

§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전력 과부하 등에 따른 대비․
대응태세 마련 등 필요

조류(녹조)
§ 이상고온과 가뭄 장기화 등에 따라 수질악화, 냄새 등 시민건강

과 생태계에 악영향
§ 조류경보 장기화에 대응한 모니터링․예측, 수질관리대책 

등 대책 필요

황사 § 주로 봄철에 발생하며, 시민건강과 산업에 악영향
§ 황사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예․경보, 시민홍보 등 대비․대응

대책 필요

지진
§ 대규모 지진 발생가능성은 낮으나, 중규모(규모 5~6 정도) 발생

가능성 있음
§ 예방적 차원에서의 내진성능 확보, 지진발생 시 대응체계 

정비 등 필요

인
적
재
난
/
안
전
사
고

도로
교통사고

§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사고유형
§ ‘차대차’사고가 가장 많으며,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유발하

는 ‘차대사람’사고는 횡단로, 교차로 등에서 주로 발생

§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으며, 취약지점과 
교통약자 배려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필요

화재
§ 재산피해를 많이 유발하며, 인명피해도 많은 편
§ 주거시설, 음식점 등에 등에서 많이 발생

§ 화재에 취약한 주택, 다중이용업소, 역사문화시설 등의 화
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문화 확산 필요

위험물사고․폭
발․가스․환경오

염사고

§ 발생빈도는 적은 편이나, 화재, 노출, 폭발 등으로 인한 인명피
해와 재산피해 유발

§ 위험물질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대응체계, 안전의식 제고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필요

붕괴
§ 건축물, 시설물, 공사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관리부실, 시공

부실, 노후화 등으로 발생 
§ 노후 취약 시설물․건축물 안전관리, 공사장 안전관리 등 고

도화 필요

산불 § 주로 삼림에 대한 피해이며, 80% 이상이 실화에 의한 것 § 입산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 등 필요

행사장 사고
§ 발생빈도는 매우 적으나, 일단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의 잠

재성을 갖고 있음
§ 행사장 관련시설에 대한 예방대책과 함께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행동요령 숙지 등 대책 필요

식품안전
사고

§ 식중독은 주로 집단급식소(학교 등)와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발
생하며, 식품위생관련업체 위반은 식품접객업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

§ 식품안전에 감시, 단속 등 관리 강화 필요, 

감염병 사고
§ 제1군 감염병 중에서는 A형간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의 

비중이 높으며, 해외 유입가능성이 높은 제4군 감염병 중에서
는 뎅기열이 연례적으로 발생

§ 기후변화, 국가간 교류증대 등에 따른 대규모 감염병 확산 
가능성에 대한 대응대책 필요

생활안전
사고

§ 수난사고(익사), 등산사고, 추락, 자전거사고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

§ 사망자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것은 수난사고이며, 자살기도
가 가장 큰 원인

§ 인명피해, 특히 사망사고를 많이 유발하는 생활안전사고를 
중심으로 생활안전사고대책 강화 필요 

범
죄

5대범죄
§ 폭력, 절도가 압도적인 비중으로 차지하며, 성폭력 범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 범죄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여성, 어린이 등)을 중심으로 종
합적인 대책 마련하여 추진하고, 다양한 관련기관 간이 유
기적인 협력 필요

학교폭력 § 협박이나 욕설이 가장 흔한 형태이며, 주로 교내에서 발생
§ 학교 및 교육청을 중심으로  경찰청, 시민 등 관련주체 간

의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대책 필요 

가정폭력 § 200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는 추세
§ 경찰 등의 역할과 더불어 시민 등 지역사회 감시체계 강화 

필요 

표 2.27 주요 재난 및 사고의 특성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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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시안전 여건변화 전망

1. 도시공간의 취약성

Ÿ 2012년 현재 서울의 행정구역면적은 605.21㎢이며, 인구수는 10,442.4천명(주민등록인구 

기준)이 등록되어 있으며(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한 거주인구는 9,794.3천

명), 인구밀도(총밀도)는 1㎢당 17,254명임

Ÿ 도시공간의 취약성(vulnerability)이란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나 재난발생 시 피해를 입기 

쉬운 정도를 말하며, 이는 지형과 같은 자연적인 조건, 토지이용과 토지피복, 건축물․시설

물의 밀도․형태․견고성․노후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지형❚
■ 표고 및 저지대 분포

Ÿ 서울의 시가화지역 표고분포를 살펴보면, 약 79%가 40m이하의 고도에 분포함

표고 시가화면적(천㎡) 비율(%)

40m이하 282,958.3 79.3 

40m초과~200m이하 73,504.9 20.6 

200m초과 356.8 0.1 

시가화지역 전체 356,820.0 100.0 

표 2.28 서울의 시가화지역 표고 분포

Ÿ 서울은 그동안 인구집중과 도시개발로 인하여 침수에 취약한 저지대가 많이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지역들은 그동안의 빗물펌프장을 비롯한 배수시설대책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들인 경우가 많음

Ÿ 저지대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표고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하천의 측점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이라고 정의했을 때,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표고를 보이는 시가화지역은 서울시 전체 

시가화면적의 약 42.3%를 차지함

구분 시가화면적(천㎡) 비율(%) 구분 시가화면적(천㎡) 비율(%)

계획홍수위+1m 

이하
170,560.0 47.8 계획홍수위 이하 150,934.9 42.3 

계획홍수위+1m 

초과
186,260.0  52.2 계획홍수위 초과 205,885.1  57.7 

시가화지역 전체 356,820.0 100.0 시가화지역 전체 356,820.0 100.0 

표 2.29 서울의 시가화지역 중 저지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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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서울의 표고 분포도
자료: 서울시 지리정보담당관(2009), 수치표고모델

그림 2.33 서울의 계획홍수위 이하 시가화지역 분포도
주: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측점별 계획홍수위를 참고하여 가장 가까운 값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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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

Ÿ 경사 또한 자연재해를 비롯한 재난에 대한 위험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임. 경사

가 지나치게 완만한 경우는 자연재해 측면에서는 적절한 유속확보가 어려워 침수위험이 있

는 한편, 경사가 지나치게 급한 경우는 산사태, 붕괴 등 사면재해의 위험이 높음

Ÿ 서울의 시가화지역의 약 76%가 경사 5°미만의 평탄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음

Ÿ 경사 15°이상의 구릉지 또는 급경사지에 있는 시가화지역은 4.5% 정도를 차지함

경사도 시가화 면적(천㎡) 비율(%)

5°미만 271,268.8 76.1 

5°~10°미만 48,479.0 13.6 

10°~15°미만 21,031.3 5.9 

15°~20°미만 9,981.0 2.8 

20°~25°미만 3,921.1 1.1 

25°~30°미만 1,425.9 0.4 

30°이상 712.9 0.2 

시가화지역 전체 356,820.0 100.0 

표 2.30 서울의 시가화지역 경사 분포

그림 2.34 서울의 경사 분포도
자료: 서울시 지리정보담당관(2009), 수치표고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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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 확산과 토지이용❚
Ÿ 도시개발에 따라 서울의 시가지 면적3)은 지난 1991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Ÿ 반면, 농경지 및 임야와 같은 비도시적 용지의 면적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농경지의 경우 

1991년에 비하여 약 50% 가까이 감소함

        

그림 2.35 서울의 시가지 면적 변화 추이
자료: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1979년 시가지 1988년 시가지

1997년 시가지 2005년 시가지 2010년 시가지

그림 2.36 서울의 연도별 시가지 확산패턴
자료: 서울연구원(2007), 지도로 본 서울,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http://egis.me.go.kr)

3) 시가지(지목이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용지, 철도용지,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인 토지), 농경지(지
목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인 토지), 임야(지목이 ‘임야’인 토지), 하천(지목이 ‘하천, 제방’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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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한편, 도시생태현황도(biotop 자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시가화지역 확대와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는 2000년 34.6%에서 2010

년 30.9%로 감소함

그림 2.37 도시생태현황도(2010년)에 의한 서울의 토지이용현황별 면적비율 변화

그림 2.38 도시생태현황도(2010년)에 의한 서울의 토지이용현황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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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수율❚
Ÿ 불투수율은 도시열섬현상과 도시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건전한 물순환 저해, 생물서식공간

의 오염과 파괴 등의 문제에 영향을 미침

Ÿ 2010년 도시생태현황도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불투수율은 47.6%임. 불투수율 10% 미만

인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는 43.6%, 90% 이상 지역 37.2%, 70% 이상 지역 11.1%임

Ÿ 2000년대 이후 불투수율의 변화에서 큰 특징은 90% 이상 지역 및 10% 미만 지역의 감소

와 30%~90% 지역의 증가를 들 수 있음. 불투수율 90% 이상 지역의 감소는 바람직한 현

상이지만, 도시 전반적으로는 불투수율이 과도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Ÿ 불투수율 90% 이상 지역의 감소는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에서 녹지율, 생태면적률 

등의 확보가 큰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상업업무지, 도로 등의 확대로 불투수율 70%이

상~90%미만 지역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개선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각종 개발사업 및 개발

행위에서 불투수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림 2.39 도시생태현황도(2010년)에 의한 서울의 불투수율 분포도 

그림 2.40 서울의 불투수율의 변화 추이



54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건축물 및 시설물의 노후화❚
■ 건축물 노후화

Ÿ 노후화된 건축물은 붕괴를 비롯한 대규모 재난으로 연결될 수 있음

Ÿ 2012년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 소재하는 건축물 중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건물

동수 기준 46.5%를 차지함

Ÿ 건축물은 신축․증축․개축 등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겠으나, 그렇지 못한 노후 건축물 또

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할 것임

신축년도 건축물수(동) 비율(%)

1990년 이전 289,142 46.5 

1990년 이후

1990~1999년 195,450 31.5 

2000~2009년 114,087 18.4 

2010년 이후 22,547 3.6 

계 621,226 100 

자료: 서울시 세무과(2012), 과세대장건물분

표 2.31 서울의 건축물 노후도 현황      

 

그림 2.41 서울의 건축물 노후도 분포
자료: 서울시 세무과(2012), 과세대장건물분

■ 시설물 노후화

Ÿ 서울의 도시시설물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하고 있으며, 적절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 붕괴, 지반침하 등 대규모 재난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인명피해뿐만 아니

라 도시기능에 막대한 지장과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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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원활히 하기 위한 시설물은 교통시설,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무

수히 많음. 그 중 도로시설물과 상수도관을 중심으로 노후화 현황을 살펴봄

Ÿ 도로시설물에는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터널, 지하보도, 보도육교, 공동

구, 복개구조, 언더패스가 포함

Ÿ 서울의 도로시설물은 2012년 말 현재 총 1,076개소이며, 서울시관할의 시설은 538개소, 

자치구관할 시설은 538개소임

그림 2.42 도로시설물 현황(2012년 12월말)
자료: 서울시 도로관리과, 서울시 도로시설물 현황자료

Ÿ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중 2012년 말 기준으로 31년 이상 시설물은 27.5%, 21

년 이상 30년 이하 시설물은 29.4%로,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향후 10년 후에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이 50%이상 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43 경과년수별 서울시 관할 도로시설물 비율

(2012년 12월말)
자료: 서울시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현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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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고가차도의 경우, 31년 이상된 시설물의 비율이 37.2%로 가장 높으며 한강교량이 35.0%, 

복개구조물이 29.2%순으로 높음

Ÿ 또한, 21년 이상된 시설물의 비율은 공동구가 83.4%, 복개구조물 73.0%, 언더패스 

66.7% 순으로 높음 

그림 2.44 서울시관할 도로시설물 유형별 경과년수 비율(2012년 12월말)
자료: 서울시 도로관리과, 서울시 도로시설물 현황자료 

Ÿ 한편, 서울의 상수도 총연장 13,841천m에 달하며, 이 중 1990년 이전에 부설된 시설연장

의 비율은 25.5%에 달함

부설년도 상수도 연장(천m) 비율(%)

1990년 이전 3,525.6 25.5

1990년 이후

1990~1999년 5,827.7 42.1

2000~2009년 4,123.5 29.8

2010년 이후 364.2 2.6

계 13,841.0 100

자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관 현황자료

표 2.32 서울의 상수도관 노후도 현황      

그림 2.45 부설년도별 상수도관 비율
자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관 현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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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관리대상시설❚
Ÿ 현행 법령상 시설물 안전관리는 크게 대형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

한 특별법｣에 의한 1종 및 2종 시설물 안전관리와 시설물의 노후도 또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

리의 두 축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음

Ÿ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살펴보면, 2013년 6월 기준으로 시설물 1,376개소, 건축물 26,962개

소로 전체 28,338개소가 있음

Ÿ 이 중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시설별 상태평가를 실시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재

난발생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D등급 또는 E등급에 속하는 시설은 전체 2.2%를 차

지하며, 시설물 8.4%, 건축물 1.8%임

Ÿ 한편, 특정관리대상시설이나 1종·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노후화된 소규모 건축물․시
설물은 안전관리에서 비켜나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후시설물에 대한 기준 재정비, 안전

관리체계 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구분 관리대상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 B C 소계 D E

시설

물

개소 1,376 1,260 204 790 266 116 114 2

비율 100 91.6 14.8 57.4 19.3 8.4 8.3 0.1 

건축

물

개소 26,962 26,465 9,999 12,957 3,509 497 453 44

비율 100 98.2 37.1 48.1 13.0 1.8 1.7 0.2 

계
개소 28,338 27,725 10,203 13,747 3,775 613 567 46

비율 100 97.8 36.0 48.5 13.3 2.2 2.0 0.2 

표 2.33 서울의 특정관리대상시설 등급별 현황(2013년 6월말)
단위: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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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D등급 E등급 계

시설물

도로시설
교량 1 0 1

육교 3 0 3

축대, 옹벽, 석축 18 0 18

토목공사장
대형공사장 68 0 68

중단된 공사장 0 0 0

자체관리시설물 12 2 14

기타(시설물) 12 0 12

소계 114 2 116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판매시설 10 3 13

종교시설 2 0 2

지방공공청사 1 0 1

공동주택
아파트 62 1 63

연립주택 38 6 44

건축공사장
대형건축공사장 293 0 293

중단된건축공사장 8 0 8

자체관리건축물 17 22 39

기타(건축물) 22 12 34

소계 453 44 497

계 567 46 613

표 2.34 서울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재난위험시설(D․E등급) 구성현황(2013년 6월말)
단위: 개소

구분 대상범위 비고

도

로

시

설

교량 § 연장 20m이상,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

터널 § 전수관리

육교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 보도육교에 한함

지하도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 자하상가 내 지하도 제외

축대․옹벽
§ 축조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높이 5m, 연장 20m 이상의 

시설
건축물 부대시설 제외

기타 도로

부대시설
§ 기타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등

스키장 § 전수관리(스키장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제외)

삭도․궤도
§ 전수관리(관광시설 케이블카 등)

- 스키장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제외
삭도․궤도법 적용 대상

유원시설
§ 전수관리(종합유원시설 및 일반 유원시설)

  - 안전성검사를 받지않는 유기기구 제외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

토목

공사

장

대형공사장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장 

제외중단된 

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수상

안전

시설

유․도선
§ 전수관리(5톤 이상 동력선)

  - 해수면 제외

유선 구분및 도선사업법 

적용대상

수상레저

기구

§ 5마력 이상동력 수상레저 기구

 - 해수면 제외
수상레저안전법 적용대상

기타 § 중점관리가 필요한 토목시설물

표 2.35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분류(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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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범위

지방공공청사
§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연면적 660㎡이상의 청사 및 

업무용건축물(국가기관 제외)

공동주택 아파트․연립주택 § 준공후 15년이상 경과된 주택(다세대주택 제외)

다중

이용

건축물

판매시설 § 당해시설 연면적 1,000㎡이상의 상점과 백화점 등 도․소매시장

대형숙박시설 § 당해시설 연면적 1,000㎡이상

종합여객시설 §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등

공연시설 § 당해시설 연면적 300㎡이상의 영화관, 연회관, 음악당, 서어커스장 등

집회시설 § 당해시설 연면적 300㎡이상의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등

관람․전시시설 § 당해시설 연면적 1,000㎡이상의 운동경기관람장 등

의료시설 § 당해시설 연면적 1,000㎡이상 병․의원, 장례식장 등

종교시설 § 당해시설 연면적 300㎡이상의 교회, 성당, 사찰 등

위락․휴게시설 § 당해시설 연면적 300㎡이상 주점, 무도장, 관망탑 등

청소년수련시설 § 당해시설 연면적 1,000㎡이상 유스호스텔, 수련원 등

비디오게임제공업 § 당해시설 연면적 300㎡이상의 비디오방, PC방, 노래방 등

대형건축물 § 11층이상 또는 당해시설 연면적 5,000㎡이상

기타

건축물

일반건축물 §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축물

옹벽․석축 § 높이 5m, 연장 20m이상

기타 § 중점관리가 필요한 부대건축물

대 형 광 고 물 § 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4m이상, 폭3m이상

건축

공사장

대형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0㎡이상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장 제외)중단된 공사장

위험물

시설

가스취급시설 § 충전소, 판매소, 제조소, 지역정압기
주거․상업․준공업 지역 

내 시설
유독물취급시설 § 유독물 보관․저장소

화학물질취급시설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공  단 지방공단․농공단지  (국가공단 제외)

신종

업종 

콜라텍, 번지점프장, 

휴게텔,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화상대화방

§ 전수관리

표 2.36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분류(건축물)

❚1종 및 2종 안전관리대상 시설❚
Ÿ 시설물의 노후화와 함께 서울의 시설물들은 점차 대형화하고 있으며, 그만큼 재난이 발생

할 경우 대형재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Ÿ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대형 시설물을 중심으로 1종 및 2

종 시설물로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Ÿ 2013년 6월 기준 서울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은 9,319개소이

며, 이 중 1종은 1,175개소, 2종은 8,144개소임

Ÿ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을 비롯

한 건축물임



60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종 별 전체 1종 2종

교 량

도로교량 200 80 120

복개구조물 45 18 27

철도교량 40 40 0

소계 285 138 147

터 널

도로터널 44 16 28

지하차도 47 2 45

철도터널 292 292 0

소계　 383 310 73

건축물

공동주택 6,370 0 6,370

건축물 1,059 518 541

다중이용건축물 538 21 517

철도역시설 323 1 322

지하도상가 13 3 10

소계 8,303 543 7,760

하 천

하구둑 2 2 0

수문 226 138 88

제방 15 0 15

보 0 0 0

소계 243 140 103

상하수도

광역상수도 0 0 0

공업용수도 0 0 0

지방상수도 44 44 0

공공하수처리시설 5 0 5

소계 49 44 5

옹 벽

도로옹벽 22 0 22

철도옹벽 6 0 6

항만옹벽 0 0 0

댐옹벽 0 0 0

건축물옹벽 24 0 24

소계 52 0 52

절토사면

도로사면 1 0 1

철도사면 3 0 3

항만사면 0 0 0

댐사면 0 0 0

건축물사면 0 0 0

소계 4 0 4

합계 9,319 1,175 8,144

표 2.37 서울의 1종 및 2종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현황(2013년 6월말)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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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도로 • 교량 §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최대 

경간장 50m 이상의 교량)

§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 연장 100m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 터널 § 연장 1천m 이상의 터널

§ 3차선 이상의 터널

§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특별시도․광역시도의 터널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 연장 500m 이상의 지방도․시도․군도, 구도의 터널

• 지하

  차도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 § 연장 100m 이상의 지하차도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

• 복개

  구조물

§ 폭 6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인 복개구조물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

2. 철도

 • 고속철도

 • 도시철도

 • 일반철도

§ 교량․터널 및 역사

§ 교량․고가교 및 터널

§ 트러스교량

§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 연장 1천m 이상의 터널 

§ 역사(제5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 제외)

§ 연장 100m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터널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 광역전철 역사(제5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 

제외)

3. 항만 § 갑문시설

§ 20만톤급 이상의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시설

§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 톤급 이상)

§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류시설

4. 댐 §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 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 지하도상가

§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고속철도의 

역사 제외)

§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

§ 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연면적 5천㎡ 이상의 지하도상가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도상가

6. 하천 § 하구둑

§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 국가하천의 제방 및 그 부속시설

§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7. 상하수도․
   폐기물매립시설

§ 광역상수도(수원지시설 포함)

§ 공업용수도(수원지시설 포함) 

§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수원지시설 포함)

§ 폐기물매립시설(매립면적 40만㎡이상인 

것에 한함)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상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

§ 매립면적 20만㎡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매립시설

8. 도로․철도, 항만․댐 

또는 건축물의 부

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으로서 연장 

100m 이상인 옹벽

§ 연직높이 50m 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m 이상인 절토사면

표 2.38 1ᐧ2종 시설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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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 확보❚
Ÿ 서울의 주요 시설물 내진성능 확보는 건축물 부문에서 내진확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Ÿ 주거․비주거 건축물의 내진확보율은 9.1%인 한편,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의 내진확보율은 

1.6%에 불과함

Ÿ 또한 유기시설 5.3%, 학교 21.7%로 내진확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시설물 총수량
내진성능

비고
확보 확보율(%) 미확보

건축

물

(동)

주

거

단독주택 375,475 6,021 1.6 369,454

공공/민간

공동주택 116,051 31,784 27.4 84,267

소계 491,526 37,805 7.7 453,721

비

주

거

제1종근린

생활시설
68,085 2,812 4.1 65,273

제2종근린

생활시설
55,386 9,398 17.0 45,988

종교시설 907 128 14.1 779

문화 및

집회시설
2,801 386 13.8 2,415

의료시설 752 270 35.9 482

교육연구

시설
8,109 1,865 23.0 6,244

업무시설 7,853 4,438 56.5 3,415

기타용도 16,532 2,122 12.8 14,410

소계 160,425 21,419 13.4 139,006

계 651,951 59,224 9.1 592,727

기반

시설

도시철도(㎞) 335.9 256.7 76.4 79.2

공공

도로시설물(지상)

(개)
352 252 71.6 100

도로시설물(지중)

(개)
185 21 11.3 164

수도시설(개) 181개 179개 98.9 2

물재생센터(개소) 4 2 50 2

공동구(개소) 6 6 100 0

병원(동) 441 280 63.5 161
공공/민간

시립병원(동) 13 13 100 -

수문(개소) 3 3 100 -
공공

폐기물처리시설(개소) 4 4 100 -

학교(동) 2,824 615 21.7 2,209 공공/민간

가스시설(개소) 1,770 1,770 100 -

민간유기시설(개) 57 3 5.3 54

삭도궤도(개소) 1 - - 1

전력설비(변전소)(개소) 46 27 58.7 19
-

유류저장시설(개소) 3,377 3,377 100 -

자료: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물 내진설계현황 자료(http://shabitat.eseoul.go.kr)

서울시 각 시설별 담당부서, 시설별 내진설계현황  

표 2.39 서울시 주요시설물 내진성능확보 현황(201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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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대상
내진설계기준

(참고: 규모값)
도입시기 근거법령 세부기준 또는 지침

도 로
ㆍ교량

ㆍ터널

0.154g

(규모 6.3)

1992(교량)

1985(터널)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도로교 설계기준

 터널 설계기준

도시철도
ㆍ교량, 터널, 본선

박스

0.154g

(규모 6.3)
2005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삭도궤도

시설

ㆍ사면, 옹벽

ㆍ기초구조물, 지주

(강지주)

ㆍ정거장 및 건축물

0.110g

(규모 5.5)
2010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궤도시설의 건설 에

 관한 설비기준

항 만

ㆍ부유식 구조물 

등을 제외한 

전체 항만시설

0.07～0.154g

(규모 5.7～6.3)
2000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공동구 공동구
0.098g～0.154g

(규모 6.0～6.3)
2004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공동구 설계기준

수 문 국가하천 수문
0.07～0.154g

(규모 5.7～6.3)

2000(도입)

2005(강화)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하천설계기준

건축물

ㆍ3층 이상

ㆍ연면적 1,000㎡ 

이상

ㆍ13m 이상

0.093g～0.147g

(규모 5.5～6.0)
2009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안전의 확인)

 건축구조기준

수도시설 내진Ⅰ～Ⅱ 등급 2010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수도법 제18조 (시설기준) 

 상수도 시설기준

 매립시설

 (15만㎡이상인 매립시설은 

필수, 15만 미만은 필요시 

내진설계 반영)

세부 설계기준 값

은 검토 중
2011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공공하수처리시설
0.070～0.110g

(규모 6.0～6.3)
2011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하수도 시설기준

주: 내진설계기준 (  )의 규모값은 g(중력가속도) 값을 규모 값으로 환산한 값 

표 2.40 주요시설물 내진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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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
Ÿ 서울에서 31층 이상의 고층건물은 2000년대 이후 급속히 늘어났으며, 1997년 7개 동에서 

2012년 242개로 30배 이상 증가함

Ÿ 한편,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은 2013년 7월 기준 18개 동이며, 주로 주거용 또는 복합용도임

그림 2.46 서울의 고층건물(31층이상) 연도별 추이(건물 동수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건축물현황통계 

연
번 건물명칭 위치 건물용도 지상

(지하)
 건축면적
(연면적)(㎡) 사업진행상황

1 무역회관 강남구 삼성동 복합(업무, 근생) 54(2)  2,508(107,933) 준공(1989.11)

2 타워펠리스(1차 A동) 강남구 도곡동 공동주택 59(0)  1,475(80,365) 준공(2002.10)

3 타워펠리스(1차 B동) 강남구 도곡동 공동주택 66(0)  1,475(90,436)  준공(2002.10)

4 타워펠리스(1차 C동) 강남구 도곡동 공동주택 59(0)  1,475(80,227)  준공(2002.10)

5 타워펠리스(1차 D동) 강남구 도곡동 공동주택 42(0)  1,588(53,907)  준공(2002.10)

6 타워펠리스(3차 G동) 강남구 도곡동 복합(업무, 숙박) 69(5)  2,814(195,058)  준공(2004.4)

7 타워펠리스(2차 E동) 강남구 도곡동 복합(업무, 숙박) 55(6)  2,442(197,404)  준공(2003.2)

8 타워펠리스(2차 F동) 강남구 도곡동 공동주택 55(0)  2,277(94,613)  준공(2003.2)

9 아카데미 스위트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 51(6)  2,541(101,421)  준공(2004.11)

10 더샵스타시티(A동) 광진구 자양동 공동주택 58(3) 2,112(70,674) 준공(2007.1)

11 더샵스타시티(C동) 광진구 자양동 공동주택 50(3) 1,524(63,778) 준공(2007.1)

12 The Classic 500 광진구 자양동  노유자시설 50(6) 5,755(158,655) 준공(2009.4)

13 디큐브아파트 구로구 신도림동 공동주택 51(7) 2,902(120,063) 준공(2011.07)

14
롯데슈퍼타워

(제2롯데월드)
송파구 신천동 복합(업무, 숙박, 

판매, 문화집회) 123(6) 36,998(810,997) 공사중

15
현대하이페리온

(A, B, C)
양천구 목동 공동주택 69(6) 14,386(385,944) 준공(2003.7)

16 한숲 e편한세상 성동구 성수1가  복합(업무, 근생) 51(7) 4,588(204,560) 공사중

17 63빌딩 영등포구 
여의도동 복합(판매, 업무) 60(3)  10,592 (166,429)  준공(1986.9)

18
국제금융센터

(three IFC)
영등포구 
여의도동 업무(오피스텔) 55(7)  15,596(130,65) 준공(2012.8)

자료: 서울시 건축기획과, 내부자료

표 2.41 서울의 초고층건물(50층 이상) 현황(201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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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
Ÿ 도시공간의 고밀화에 따라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하공간 개발 또한 늘어나고 있으

며, 최근에는 지하철(2기 이후), 전력구 등을 중심으로 지하 40m 이상의 대심도 지하공간 

개발이 늘어나고 있음

그림 2.47 지하시설물별 종합 심도 분포
자료: 서울시(2006),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수립, 한국철도시설공단(2012), 내부자료 재편집

그림 2.48 서울의 지하시설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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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환경의 변화

❚기온❚
■ 현재까지의 기온 추이

Ÿ 서울의 기온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Ÿ 서울의 연평균기온은 1973년 이후로 1998년에 13.8℃로 가장 높았고, 1980년에 10.8℃로 

가장 낮았음. 10년 평균값도 1931~194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1~2010년에 

12.8℃로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하였음

기간
1911~

1920년

1921~

1930년

1931~

1940년

1941~

1950년

1951~

1960년

1961~

1970년

1971~

1980년

1981~

1990년

1991~

2000년

2001~

2010년

평균

기온
(℃)

10.7 11.0 10.9 11.0 제외 11.6 11.8 12.0 12.7 12.8

자료: 기상청(2011), 지역기후변화보고서

주: 1941~1950년 평균기온: 기상청 (2011), ｢기후통계지침｣에 따라 1941~1949년 자료 이용하였음

표 2.42 서울의 10년단위 평균기온 변화

그림 2.49 서울의 연평균기온 변화 (1973~2010년)
자료: 기상청(2011), 지역기후변화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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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기온 전망

Ÿ 서울의 기온은 미래에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Ÿ IPCC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SRES A1B 시나리오 이용)를 통해 서울의 연평균 기

온의 미래전망을 살펴보면, 향후 10년, 30년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꾸준히 상승하여 10년 평균값에서는 2081~2090년과 

2091~2100년이 17.5℃, 30년 평균값에서는 2071~2100년에 17.2℃로 가장 높을 것

으로 전망됨

기간
2001~

2010년

2011~

2020년

2021~

2030년

2031~

2040년

2041~

2050년

2051~

2060년

2061~

2070년

2071~

2080년

2081~

2090년

2091~

2100년

평균
기온

(℃)

13.1
14.0 14.3 14.3 15 15.5 16.3 16.7 17.5 17.5

14.2 15.6 17.2

최고

기온
(℃)

17.6
19.0 19.2 19.2 19.9 20.3 21.1 21.4 22.2 22.2

19.1 20.4 21.9

최저
기온

(℃)

9.0
9.8 10.3 10.2 11.0 11.5 12.3 12.8 13.6 13.6

10.1 11.6 13.4

자료: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0),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건강 및 

재난분야

주: 2001-2010년 기온자료는 ASOS, AWS 관측값의 평균

표 2.43 서울의 연평균 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의 미래 전망

(a) 연평균 기온 (b) 연평균 최고기온

(c) 연평균 최저기온

그림 2.50 서울의 연평균 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의 미래 전망
자료: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0),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건강 및 재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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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량❚
■ 현재까지의 강수량 추이

Ÿ 서울에서의 강수량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왔음

Ÿ 서울의 연강수량은 1973년 이후로 1990년에 2,355.5mm로 가장 많았고, 1988년에 

760.8mm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Ÿ 10년 평균값을 보면, 1971~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1~2010년 

10년 평균 강수량이 1,550.2mm로 가장 크게 나타났음

기간
1911~

1920년

1921~

1930년

1931~

1940년

1941~

1950년

1951~

1960년

1961~

1970년

1971~

1980년

1981~

1990년

1991~

2000년

2001~

2010년

강수량

(㎜)
1,263.0 1,355.8 1,261.4 1,177.9 제외 1,506.1 1,231.5 1,371.7 1,429.6 1,550.2

자료: 기상청(2011), 지역기후변화보고서

주: 1941~1950년 강수량: 기상청 (2011년) ｢기후통계지침｣에 따라 1941~1949년 자료를 이용하였음

표 2.44 서울의 10년 단위 연강수량

그림 2.51 서울의 연강수량 변화 (1973~2010년)
자료: 기상청(2011), 지역기후변화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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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강수량 전망

Ÿ 서울의 강수량은 시기별로 다소 등락은 있으나 미래에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

Ÿ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SRES A1B 시나리오 이용)를 통해 미래 서울의 10년 단위 연강수

량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대 중반까지는 현재(2001~2010년)와의 편차, 10년 평균값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지만, 30년 평균값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서울의 

연강수량은 2091~2100년에 1,543.9mm로 가장 많고, 30년 평균값도 2071~2100년에 

1,486.0mm로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됨

기간
2001~

2010년

2011~

2020년

2021~

2030년

2031~

2040년

2041~

2050년

2051~

2060년

2061~

2070년

2071~

2080년

2081~

2090년

2091~

2100년

강수량

(㎜)
1,393.5

1,349.3 1,418.8 1,316.6 1,426.1 1,505.5 1,477.0 1,476.0 1,438.1 1,543.9

1,361.6 1,469.6 1,486.0

자료: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0),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건강 및 재난분야

주: 2001-2010년 기온자료는 ASOS, AWS 관측값의 평균

표 2.45 서울시 연강수량 미래 전망

그림 2.52 서울의 연강수량 미래 전망 (2011～2100년)
자료: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0),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건강 및 재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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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강도❚
■ 현재까지의 강우강도 추이

Ÿ 서울지점의 기상청 일 강우량 자료는 1908년 이후부터 가용하며, 1908년부터 2011년 우기

(6월-9월)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일정 강우강도 이상의 발생횟수를 살펴보았음

Ÿ 서울에서의 강우강도는 전체적으로 1980년 이후부터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00년

대 들어서는 200mm/일 이상의 극한호우의 발생횟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기간

기준 일 강우량 (mm/일)

50 100 150 200

5년 

평균

발생

횟수

10년

평균

발생

횟수

5년

평균

발생

횟수

10년

평균

발생

횟수

5년

평균

발생

횟수

10년

평균

발생

횟수

5년

평균

발생

횟수

10년

평균

발생

횟수

1912~1916년 4.4
4.7

1.2
1.5

0.8
0.7

0.4
0.3

1917~1921년 5.0 1.8 0.6 0.2

1922~1926년 6.8
5.8

2.2
1.8

1.2
0.6

0.0
0.0

1927~1931년 5.6 1.6 0.2 0.0

1932~1936년 4.8
4.7

1.0
1.1

0.4
0.5

0.0
0.2

1937~1941년 4.6 1.2 0.6 0.4

1942~1946년 4.6
4.9

1.4
1.4

0.2
0.3

0.0
0.0

1947~1951년 5.3 1.3 0.3 0.0

1952~1956년 6.3
5.1

2.3
1.8

0.7
0.4

0.3
0.1

1957~1961년 4.4 1.4 0.2 0.0

1962~1966년 5.6
5.3

2.0
1.5

0.6
0.5

0.2
0.1

1967~1971년 5.0 1.0 0.4 0.0

1972~1976년 4.4
4.5

0.6
0.8

0.4
0.4

0.2
0.1

1977~1981년 4.6 1.0 0.4 0.0

1982~1986년 5.0
5.9

1.0
1.4

0.2
0.3

0.2
0.3

1987~1991년 6.8 1.8 0.4 0.4

1992~1996년 6.2
6.8

1.6
2.0

0.4
0.7

0.0
0.4

1997~2001년 7.4 2.4 1.0 0.8

2002~2006년 6.8
7.1

2.6
2.6

1.4
1.2

0.4
0.4

2007~2011년 7.4 2.6 1.0 0.4

표 2.46 해당 강우강도 이상의 호우 발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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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0 mm/일 이상 호우 발생횟수 (b) 100 mm/일 이상 호우 발생횟수

그림 2.53 해당 강우강도 이상의 호우 발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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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강우강도 전망

Ÿ 국토해양부(2008)에서는 서울지역의 미래 확률강우량 전망을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향

후 100년 동안 지구평균기온의 2, 4, 6℃ 증가)와 도시화 시나리오(2006년 이후 서울 인

구 정체)를 가정하여 회귀모형을 구성하였음. 이를 통해 100년 후의 연최대치 강우량과 확

률강우량의 변화를 예측하였음. 그 결과, 향후 극단적인 호우 패턴의 증가로 인해 확률강

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Ÿ 따라서 점증하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도시방재수준을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1800 1850 1900 1950 2000 2050 2100 2150
Year

80

120

160

200

240

R
a

in
fa

ll
 d

e
p

th
 (

m
m

) Univariate(2.0+c)
Univariate(4.0+c)
Univariate(6.0+c)
Multivariate(2.0+c)
Multivariate(4.0+c)
Multivariate(5.0+c)

그림 2.54 서울의 미래 연최대치 강우량 (지속시간 12시간) 예측치

1800 1850 1900 1950 2000 2050 2100 2150
Year

200

240

280

320

360

400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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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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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 Univariate(2.0+c)

Univariate(4.0+c)
Univariate(6.0+c)
Multivariate(2.0+c)
Multivariate(4.0+c)
Multivariate(5.0+c)

그림 2.55 서울의 미래 확률강우량(지속시간 12시간, 50년빈도) 예측치
자료: 국토해양부(2008), 도시홍수 예·경보 및 침수예측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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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경제적 변화 

❚인구변화❚
Ÿ 서울의 인구변화는 노인인구의 증가, 여성인구의 증가, 장애인의 증가, 외국인의 증가, 

1인가구의 증가, 저소득층의 증가 및 가계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전취약인구가 증가하며, 생활안전상의 불안요인이 증가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복지관점에서의 안전관리대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함

■ 인구수 및 가구수

Ÿ 서울의 인구는 1980년대 말까지 급격한 증가를 하다가, 이후부터는 천만 내외 수준을 유

지하고 있으며, 장래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Ÿ 그러나 가구수는 핵가족 및 1~2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56 서울의 인구수, 가구수 추이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장래인구추계, 장래가구추계

■ 인구구조

Ÿ 서울의 인구는 20대 연령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젊은 도시’라고 할 수 있음

Ÿ 그러나 19세 이하 유년 및 청소년 인구는 크게 줄어드는 반면, 50세 이상 장년층과 노년층

의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인구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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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7 서울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Ÿ 서울의 15세 미만 어린이 수는 출산률 저하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4.8%에서 2010년 현재 13.9%를 차지하고 있음. 앞으

로 어린이 인구는 더욱 감소하여 2030년에는 11.4%, 2040년에는 10.2%까지 낮아질 것으

로 전망되고 있음

Ÿ 반면, 65세 이상 노년인구는 1990년 3.4%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9.5%로 증가하였으

며, 2030년에는 22.8%, 2040년에는 30.2%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58 유년인구 및 노년인구 비율 추이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장래인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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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인구의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이전까지는 성비가 100 이

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적었으나, 이후 여성인구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 2010년 현재 성

비는 96.2로 여성인구가 많음

Ÿ 여성비율의 증가는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30년 성비는 94.5, 2040

년에는 93.7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그림 2.59 성비 추이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장래인구추계

■ 장애인

Ÿ 서울의 장애인 수는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407,528

명으로 2000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함

그림 2.60 장애인 수 추이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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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Ÿ 외국인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다 2012년 다

소 감소. 1995년 4만5천명으로 전체인구의 0.4%에 불과하던 것이 2011년에는 2.7%, 

2012년에는 2.4%를 차지함

그림 2.61 외국인등록인구수 추이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외국인등록인구 

Ÿ 국내 방문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Ÿ 2012년 방문외국인 수는 약 1,110만 명으로 외국인 관광 천만시대가 되었으며, 1997년과 

비교해 약 2.8배 이상 증가함

그림 2.62 방문외국인수 추이(입국인구 기준)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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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Ÿ 서울에서 1인가구는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 전체 가구의 9.1%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

도에는 24.4%로 높아졌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되어 2030년에는 30.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Ÿ 한편, 1인가구는 여성 1인가구가 남성 1인가구보다 많으며, 장래에도 여성 1인가구는 증가

하고 남성 1인가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63 1인가구 비율 추이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장래가구추계

Ÿ 2010년 기준으로 서울의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30대 1인가구의 비중이 

가장 크며, 30~40대는 남성 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반면, 50대 이후부터는 여성 1인가구

의 비중이 월등히 높음

그림 2.64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장래가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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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 기초생활수급자

Ÿ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003년 이후부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이

후 감소세를 보임. 2012년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수는 20만명을 초과함

그림 2.6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추이 
자료: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 가계 양극화

Ÿ 서울에서 이른바 ‘중산층’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상류층’과 ‘빈곤층’의 비중이 

증가하여 가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양극화는 사회불안요인

으로 작용하여 도시안전에서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림 2.66 소득계층별 구성비 변화
자료: 서울연구원(2010), 서울시 소득양극화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78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4. 여건변화와 도시안전에 대한 시사점

Ÿ 인구특성의 변화, 시민의식의 변화, 경제시스템의 변화, 기술발전 등 사회경제적 변화, 도

시공간의 변화, 기후환경의 변화 등은 도시안전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줄 것임

Ÿ 서울에서의 환경적 여건변화와 도시안전에 대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으며, 많

은 여건변화 요소들이 도시위험의 증대와 도시안전의 중요성 증대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구분 여건변화 도시안전에 대한 시사점

도시공간의 취약성

§ 저지대, 급경사지 개발 증가

§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감소, 불투수율 증가

§ 초고층 건물 등 시설물의 고밀화, 고층화, 대형화

§ 건물과 시설물의 노후화

§ 지하공간 개발 확대

§ 침수, 사면재해, 폭염 등 자연재해 위험 

상존

§ 건축물․시설물 재난 취약성 증가와 붕괴 등 

인적재난 위험 증가

§ 지진 발생 시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

기후환경 변화

§ 온도 상승

§ 강우량, 강우강도 증가

§ 지구온난화

§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한 집중호우, 폭염, 

폭설, 전염병 등 극한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 위험 증가

사회경제

변화

인구

변화

§ 노인인구 증가

§ 여성인구 증가

§ 장애인 증가

§ 1인가구 증가

§ 외국인 거주인구 및 방문객 증가

§ 저소득층 증가 및 가계의 소득 양극화 심화

§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복지수요 증가

§ 생활안전상의 도시 불안요인 증가

시민

의식

§ 도시사회의 개인화․익명화, 아노미(anomy)화 

§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안전요구수준 증가 

§ NGO 등 민간부문 역할 증대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등 도시 

불안요인 증가

§ 보다 섬세한 시민중심․생활중심의 

안전수요 증가

§ 도시안전에 대한 정보제공 중요성 증가

§ 시민참여와 자율방재 중요성 증가 

경제

활동

§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와 

해외여행 증가

§ 경제활동의 네트워크화와 상호의존성 증대

§ 테러, 감염병 등의 발생위험과 시스템 

취약성 증가 

기술

발전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감지, 예측, 모니터링, 

전파 등의 능력 증대 

§ 초고속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인구 증가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재해대응능력 향상 가능 

§ 정보유출, 사이버범죄 및 사이버테러, 

정보의 신뢰성․무결성 문제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도시서비스 마비 위험 증가

표 2.47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안전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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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앞서 서울에서의 그간 재난 및 사고의 발생현황,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안전에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발생위험을 개념적으로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X축은 상대적인 발생위험

을, Y축은 상대적인 시기를 나타낸 것임

그림 2.67 주요 재난 및 사고의 여건변화에 따른 발생위험에 대한 개념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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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시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1. 기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본 도시안전 시민의식 분석

❚통계청 ｢2012 사회조사｣❚
Ÿ 통계청 ｢2012 사회조사｣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64.2%가 범죄위험을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느끼고 있으며, 다음으로 교통사고 51.2%, 정

보보안 48.0%, 국가안보 39.5% 등의 순으로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68 통계청 ｢2012 사회조사｣의 사회안전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도 조사결과

출처: 통계청, 2012 사회조사

Ÿ 2012년 조사결과를 2010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식량 안보, 정보보안 등에 대해 안전

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2010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한 반면, 그 외 전반적인 사회안전, 

국가안보 등은 상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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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9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출처: 통계청, 2012 사회조사

❚서울시 ｢2011 서울서베이｣❚
Ÿ 서울시 ｢2011 서울서베이｣의 도시위험도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반적

인 도시위험도를 10점 만점에 4.5로 평가하였으며, 2005년 5.2점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음

Ÿ 분야별로는 범죄 및 밤길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 건축물 붕

괴 위험성, 자연재해의 순으로 나타남

Ÿ 서울시민들이 가장 두렵게 느끼고 있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2007년 이후 줄곧 감소하였

으나, 2010년부터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림 2.70 서울시 ｢2011 서울서베이｣의 도시위험도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결과(1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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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안전에 대한 시민 의식조사 결과 분석

❚설문조사 개요❚
Ÿ 서울시민들이 도시안전에 관하여 느끼는 관심도, 만족도, 도시안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사항, 도시안전을 위한 요구사항 등을 조사함

Ÿ 조사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Ÿ 유효표본수: 1,000명(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 3.1%)

- 응답자는 권역별, 성별, 연령별, 소득별, 직종별. 가구원수별, 거주형태별, 주택점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표집

Ÿ 조사기간: 2012. 07. 17 ~ 2012. 08. 04

Ÿ 조사방법: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Ÿ 조사내용: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별 관심도, 도시안전 관리수준 만족도, 도시안전에서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도시안전을 위한 요구사항 등

권역별(%)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직업별(%) 가구원수별(%)

표 2.48 서울의 도시안전 시민의식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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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1 도시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도시안전 및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식❚
■ 도시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Ÿ 서울 시민들은 평소 생활주변의 재난, 사

고, 범죄 등에 대한 안전성 정도에 대해 

보통 내지 대체로 안전한 편인 것으로 평

가하고 있음

Ÿ 안전성 정도에 대해 응답자의 46.3%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안전하지 않

다’ 22.9%, ‘전혀 안전하지 않다’ 0.7%

로 부정적인 응답이 23.6%를 차지함

Ÿ 반면, ‘안전하다’ 29.4%, ‘매우 안전하다’ 

0.7%로 긍정적인 응답이 30.1%를 차지함

Ÿ 권역별로 보면, 도심권에 거주하는 시

민들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낮고, 상대적으로 서북권과 동남권의 거주자는 안전하

다고 평가함

Ÿ 여성이 남성보다 서울시가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음

Ÿ 거주형태별로는 아파트에 거주자들이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거주자에 비해 더 안전

하다고 평가함

Ÿ 연령별로는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서울시가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20

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안전성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음

그림 2.72 응답자 유형별 도시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점수(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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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3 서울시의 위험대처능력에 대한 

만족도

■ 서울시의 도시위험 대체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Ÿ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의 도시위험  대처능력에 

대해 보통 내지 대체로 만족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남

Ÿ 서울시의 위험대처능력에 대해 응답자의 52.2%

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한편, ‘만족하지 않

는다’ 또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응답

한 비율이 25.4%, ‘만족한다’ 또는 ‘매우 만

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2.4%로 나타남

Ÿ 권역별로는 만족도가 가장 높은 권역은 동남권이

였으며, 도심권과 서북권의 만족도가 낮게 나옴

Ÿ 여성이 남성보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여성은 

안전에 대한 만족도와 서울시의 위험대처능력 만

족도 모두에서 남성에 비해 불만족스럽게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남

Ÿ 연령에 따른 만족도는 60대 이상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연령대에서는 만족하지 않은 비율이 높음

그림 2.74 응답자 유형별 서울시의 위험대처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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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유형별 서울시의 대처능력 만족도

Ÿ 자연재해, 인적재난, 도시기반재난, 생활안전사고, 범죄 등 위험유형별 서울시의 대처능력

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서울 시민들은 도시기반재난(정전, 통신마비, 물공급 중단 등)에 대

해 만족도가 가장 높고, 범죄에 대해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Ÿ 도시기반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에 대하여 100점 만점에 58.3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은 반

면, 범죄에 대해서는 47.4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음

그림 2.75 위험유형별 서울시의 대처능력 만족도 점수(100점 만점)

Ÿ 자연재해의 경우, 권역별 만족도에서 서남권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거주 유

형별로는 단독주택의 만족도가 낮게 평가됨

Ÿ 인적재난은 서북권에서 만족도가 월등하게 높았으며, 여성과 단독주택 거주자의 만족도가 

낮게 평가됨

Ÿ 도시기반재난은 도심권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단독주택 거주자의 만족도가 현격히 낮음

Ÿ 생활안전사고의 만족도도 도심권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음

Ÿ 범죄는 서남권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불만족도가 높음

전체 
권역별 성별 거주형태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남자 여자 
단독
주택 

연립
주택 

아파트 

자연재해 57.7 58.3  56.8  52.2  56.4  56.4  55.4  54.6  57.3  55.9  

인적재난 54.1 56.1 63.0 54.0 54.4 57.3 54.4 54.3 58.1 55.6 

도시기반

재난
47.3 57.9 61.5 58.4 59.5 58.6 57.9 56.8 59.9 58.3 

생활안전

사고
46.8 56.8 53.6 55.1 55.1 55.6 54.5 54.3 55.5 55.2 

범죄 49.1 48.9 46.4 43.5 51.0 48.4 46.5 47.5 47.4 47.8 

표 2.49 응답자 유형별 위험유형별 서울시 대처능력 만족도 점수(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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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분야별 평가

Ÿ 서울 시민들은 재난·사고 발생 시 긴급출동, 긴급구조, 구호, 응급복구 등 빠른 대응활동

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재난․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재시설의 구비, 

재난․사고에 대한 정보제공 및 예․경보체계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함

그림 2.76 안전관리분야별 평가점수(100점 만점)

전체 
권역별 성별 거주형태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남자 여자 
단독
주택 

연립
주택 

아파트 

도시개발,
건축 등에
안전개념

59.1 57.1  59.4  54.2  57.8  56.9  56.6  53.8  58.2  57.9  

방재시설
구비

50.9 55.5 56.2 56.8 53.1 56.3 54.2 52.8 55.9 56.3 

정보전달
체계

47.7 55.5 60.3 58.2 54.6 57.3 55.3 54.8 56.5 57.0 

행정관리
체계

46.4 56.7 56.4 55.2 57.9 55.8 56.0 53.6 56.2 57.3 

긴급출동,
구조, 

구호 등 
빠른대응 

52.3 58.3 60.9 60.4 58.8 59.7 58.4 56.9 59.8 59.9 

시민들의
안전의식,

노력
47.7 56.1 57.9 57.0 57.4 56.3 56.6 53.8 56.7 57.9 

표 2.50 응답자 유형별 안전관리분야별 평가점수(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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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도시의 요건과 도시안전의 중요도

Ÿ 한편, ‘행복한’ 도시의 요건으로서 ‘경제적 활력’,  ‘편리한 환경’, ‘쾌적한 환

경’, ‘안전한 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및 지원’을 제시하고, 상대적인 중요도

를 평가한 결과, 서울 시민들은 1순위 ‘안전한 환경’, 2순위 ‘경제적 활력’, 3순위 

‘쾌적한 환경’, 4순위 ‘편리한 환경’, 5순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및 지원’ 순으

로 중요하다고 응답함

그림 2.77 행복한 도시를 위한 요건 중요도 순위

Ÿ 권역별로는 도심권에서 ‘경제적 활력’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매우 높으며, 동

북권과 서북권에서는 ‘안전한 환경’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

Ÿ 남성에 비해 여성이 ‘안전한 환경’의 중요도를 높게 부여함

Ÿ 또한 아파트 거주자가 단독주택 거주자에 비해 ‘안전한 환경’의 중요도를 높게 부여함

그림 2.78 응답자 유형별 행복한 도시를 위한 요건 중요도(1순위 응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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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에 대한 전망과 우선적인 안전관리분야 및 위험유형❚
■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관리할 안전관리분야

Ÿ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안전관리분야에 대해서는 1순위 ‘재

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재시설 확충’, 2순위 ‘도시개발(토지이용), 건축 등

에 있어 안전 개념의 우선적 고려’, 3순위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정보 제공, 

예보・경보체계 구축’, 4순위 ‘재난 및 안전사고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및 운영체계 정

비’, 5순위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복구 등 빠른 대응활동’, 6순위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의 안전의식 고양 및 안전 노력’ 순으로 나타남

그림 2.79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관리할 안전관리분야 순위

그림 2.80 응답자 유형별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안전관리분야(1순위 응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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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위험유형

Ÿ 서울 시민들은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대비할 위험유형으로 범죄, 도시기

반재난, 자연재해, 인적재난, 생활안전사고의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그러나 

위험유형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81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대비할 위험유형

전체 
권역별 성별 거주형태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남자 여자 
단독
주택 

연립
주택 

아파트 

자연재해 89.1 77.2  84.0  79.5  81.0  80.1  80.2  80.7  80.6  79.6  

인적재난 84.6 76.7 84.4 77.7 82.9 80.2 79.1 78.5 81.0 79.6 

도시기반

재난
78.6 79.1 84.6 80.5 83.4 79.8 82.2 81.1 81.3 81.0 

생활안전

사고
73.2 75.1 83.1 75.4 78.0 74.8 78.4 76.0 76.6 77.0 

범죄 75.9 82.5 85.7 85.5 86.5 83.1 85.4 82.7 84.4 84.9 

표 2.51 응답자 유형별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대비할 위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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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자연재해유형

Ÿ 자연재해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은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재해

유형으로 풍수해, 폭염, 지진, 강풍, 설해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함

그림 2.82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대비할 자연재해유형

전체 
권역별 성별 거주형태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남자 여자 
단독
주택 

연립
주택 

아파트 

풍수해 81.4 73.8  81.0  79.6  80.6  78.3  78.2  77.7  77.8  78.7  

설해 77.3 71.1 69.9 73.7 76.9 73.3 73.3 73.7 72.5 73.5 

폭염 76.8 78.4 80.6 77.0 77.0 77.3 78.4 78.8 78.7 77.1 

강풍 75.5 72.7 78.4 76.7 74.3 73.6 76.4 74.1 77.0 74.4 

지진 81.8 72.9 82.5 77.7 77.3 75.3 78.4 76.6 76.6 77.2 

표 2.52 응답자 유형별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대비할 자연재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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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인적재난유형

Ÿ 인적재난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은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재난

유형으로 위험물사고, 붕괴, 화재 및 산불 순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함

그림 2.83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대비할 인적재난유형

전체 
권역별 성별 거주형태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남자 여자 
단독
주택 

연립
주택 

아파트 

화재

·산불
86.8 76.3  78.9  74.3  79.5  76.4  78.0  77.0  77.4  77.4  

붕괴 81.8 77.3 85.3 79.9 80.5 79.8 80.0 80.0 79.2 80.5 

위험물

사고
80.0 77.4 85.3 82.4 81.8 80.5 81.3 80.7 81.6 80.7 

표 2.53 응답자 유형별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대비할 인적재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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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도시기반재난유형 

Ÿ 도시기반재난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은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재난유형으로 전력공급 중단, 물공급 중단, 가스공급 중단, 정보통신 마비, 기타 도시기반

재난(유통마비, 버스․지하철 파업, 보건의료 마비 등), 감염병․전염병․가축질병 등의 확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마비, 행정서비스 마비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함. 생존과 생활에 

필수적인 이른바 도시생명선(life line)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게 대비해야 할 

분야로 평가하고 있음

그림 2.84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대비할 도시기반재난유형

전체 
권역별 성별 거주형태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남자 여자 
단독
주택 

연립
주택 

아파트 

물공급중단 92.3 84.8  89.7  83.6  84.7  85.0  85.8  85.8  86.2  85.1  

전력공급중단 92.3 84.2 92.5 85.0 86.7 86.6 86.2 86.2 87.9 85.9 

가스공급중단 88.6 80.9 86.5 81.6 84.6 82.8 83.1 81.9 84.8 82.8 

정보통신마비 77.3 74.1 75.4 81.6 81.8 79.0 77.7 79.2 79.2 77.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마비
66.8 71.8 78.2 77.2 76.7 75.2 74.7 75.4 73.6 79.7 

행정서비스
마비

64.1 72.1 70.5 74.3 74.4 71.6 73.6 71.3 72.7 73.4 

감염병, 
전염병
등 확산

69.6 75.3 74.6 80.0 78.1 76.1 77.7 75.7 75.7 78.1 

기타 
도시기반재난
(유통마비 등)

69.1 75.6 78.0 82.0 78.1 77.0 78.8 79.1 76.8 78.1 

표 2.54 응답자 유형별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대비할 도시기반재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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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생활안전사고유형 

Ÿ 생활안전사고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은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사고유형으로 지하철 사고, 교통사고, 산악사고, 추락, 수난사고, 자전거사고의 순으로 중

요하다고 평가함

그림 2.85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대비할 생활안전사고유형

전체 
권역별 성별 거주형태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남자 여자 
단독
주택 

연립
주택 

아파트 

교통사고 80.9 76.4  83.8  75.7  81.5  77.7  79.0  76.9  79.0  78.8  

지하철
사고

89.6 75.6 84.6 80.4 81.8 79.6 80.7 78.6 80.9 80.6 

자전거
사고

71.8 61.0 65.4 69.3 63.5 63.9 66.4 65.2 65.2 65.3 

추락 70.5 67.5 75.9 73.7 71.6 70.0 72.7 70.6 72.2 71.4 

수난사고 70.9 68.8 70.3 73.8 71.5 70.4 71.9 71.5 72.6 70.3 

산악사고 73.2 69.0 71.4 75.1 72.4 71.3 72.7 72.9 73.2 71.0 

표 2.55 응답자 유형별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대비할 생활안전사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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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범죄유형 

Ÿ 범죄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은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범죄유형

으로 성범죄를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으며, 이어서 강력범죄(살인, 강도 등), 폭력, 사이

버범죄, 절도, 테러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함

그림 2.86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대비할 범죄유형

전체 
권역별 성별 거주형태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남자 여자 
단독
주택 

연립
주택 

아파트 

절도 71.8 76.9  75.2  77.3  77.3  75.7  77.5  76.3  76.8  76.7  

폭력 77.3 86.8 87.4 87.2 87.4 85.8 87.3 84.2 86.8 87.7 

성범죄 94.1 86.7 94.0 91.0 88.5 88.7 90.5 89.6 90.7 88.9 

강력범죄 88.6 84.4 92.1 88.0 88.3 87.1 87.8 86.6 87.9 87.6 

사이버범죄 74.1 77.3 78.2 83.6 80.6 80.2 79.5 78.5 79.4 81.1 

테러 69.6 70.6 75.9 82.0 80.0 76.3 76.8 75.0 76.6 77.6 

표 2.56 응답자 유형별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대비할 범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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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안전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 결과 분석

❚설문조사 개요❚
Ÿ 도시 및 안전 관련 전문가들이 도시안전에 관하여 느끼는 관심도, 만족도, 도시안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도시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함

Ÿ 조사대상:  도시 및 안전관련 전문가(직업, 전문분야, 종사기간, 연령대 등을 고려하여 선정)

Ÿ 유효표본수: 101명

Ÿ 조사기간: 2012. 08. 30 ~ 2012. 09. 14

Ÿ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Ÿ 조사내용: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별 관심도, 도시안전 관리수준 만족도, 도시안전에서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도시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직업(명) 전문분야(명)

전문분야 종사기간(명) 연령대(명)

표 2.57 도시안전에 대한 전문가의식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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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가의식❚
■ 도시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Ÿ 전문가들은 서울 시민들에 비해 서울의 안전성 정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러운 것으

로 평가함

Ÿ 응답자의 36.6%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한편, ‘안전하지 않다’ 또는 ‘전혀 안전하

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7.7%이고,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5.7%임

그림 2.87 도시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서울시의 도시위험 대처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Ÿ 자연재해, 인적재난, 도시기반재난, 생활안전사고, 범죄 등 위험에 대한 서울시의 대처능

력에 대해 전문가의 절반이 넘는 55.5%가 ‘만족하지 않는다’ 또는 ‘전혀 만족하지 않

는다’라고 응답하여 서울 시민들에 비해 훨씬 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림

   

그림 2.88 서울시의 위험대처능력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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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유형별 서울시의 대처능력 만족도

Ÿ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대처능력에 대해 도시기반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에 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한편, 범죄에 대해서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함

Ÿ 이는 앞서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유사한 결과임

그림 2.89 위험유형별 서울시의 대처능력 평가 

■ 안전관리분야별 평가

Ÿ 전문가들은 재난․사고 발생 시 긴급출동, 긴급구조․구호, 복구 등 대응활동의 신속성에 대

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도시개발, 건축 등에 있어 안전 개념의 우선적인 고려에 

대해서 가장 낮은 평가를 내림

Ÿ 신속한 대응활동에 대해서는 앞서 서울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높은 평

가가 내려진 사항임

그림 2.90 안전관리분야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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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도시의 요건과 도시안전의 중요도

Ÿ 한편, 행복한 도시의 요건으로서 ‘경제적 활력’,  ‘편리한 환경’, ‘쾌적한 환경’, 

‘안전한 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및 지원’을 제시하고,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

가한 결과, 전문가들은 1순위 ‘안전한 환경’, 2순위 ‘쾌적한 환경’, 3순위 ‘편리한 

환경’, 4순위 ‘경제적 활력’, 5순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및 지원’을 꼽음

Ÿ ‘안전한 환경’에 대한 가장 높은 중요도 부여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및 지원’에 

대한 가장 낮은 중요도 부여는 앞서 서울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마찬가지임

그림 2.91 행복한 도시를 위한 요건 중요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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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에 대한 전망과 우선적인 안전관리분야 및 위험유형❚
■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관리할 안전관리분야

Ÿ 전문가들은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안전관리분야로 1순위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재시설 확충’, 2순위 ‘도시개발(토지이용), 건

축 등에 있어 안전 개념의 우선적 고려’, 3순위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정보제

공, 예・경보체계 구축’, 4순위 ‘재난 및 안전사고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및 운영체계 

정비’, 5순위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복구 등 빠른 대응활동’, 6순위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양 및 안전노력’을 꼽았음

Ÿ 전문가들의 이러한 중요도 부여결과는 서울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와 거의 동일함

그림 2.92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관리할 안전관리분야

■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위험유형

Ÿ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위험유형으로 범죄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연재해, 도시기반재난, 인적재난, 생활안전사고 순으로 꼽음

Ÿ 범죄에 대한 높은 중요도 부여와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낮은 중요도 부여는 시민대상 설문

조사에서도 나타난 결과임

그림 2.93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위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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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자연재해유형

Ÿ 자연재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재해로 압도적으로 풍수해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강풍, 폭염, 설해, 지진 등의 

순으로 꼽음

그림 2.94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대비할 자연재해유형

■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인적재난유형

Ÿ 인적재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재난

으로 붕괴와 위험물사고를 꼽았음. 화재 및 산불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그림 2.95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대비할 인적재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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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도시기반재난유형

Ÿ 전문가들은 도시기반재난 중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대비해야 할 재난으로 전력공급 

중단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물공급 중단, 정보통신 마비, 가스공급 중단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이른바 도시생명선(life line)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해 가장 중요하

다고 평가함

그림 2.96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대비할 도시기반재난유형

■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생활안전사고유형

Ÿ 전문가들은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생활안전사고로 지하철사

고와 교통사고를 꼽았음

그림 2.97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대비할 생활안전재난 유형별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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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범죄유형

Ÿ 전문가들은 향후 10~20년 내 서울시가 대비해야 할 범죄유형으로 성범죄를 가장 우선적

으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폭력, 강력범죄(살인, 강도 등), 사이버범죄, 절도, 테러 등의 

순으로 꼽음

Ÿ 이러한 조사결과는 시민대상 설문조사와 거의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그림 2.98 10~20년 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대비할 범죄 유형별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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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안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종합분석

❚위험유형별 만족도와 중요도❚
Ÿ 시민들의 위험유형별 만족도와 중요도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범죄는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

구하고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유형으로 나타남

그림 2.99 시민의 재난/사고 유형별 만족도와 중요도

Ÿ 전문가들의 경우, 범죄와 자연재해가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낮아 시급히 

개선해야하는 분야로 나타남

그림 2.100  전문가의 재난/사고 유형별 만족도와 중요도

Ÿ 따라서 범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가장 시급하며, 그 다음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들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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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분야별 만족도와 중요도❚
Ÿ 안전관리분야별 만족도와 중요도에 있어서 시민들은 방재시설 구비와 행정관리체계 개선

에 대해 중요도를 높이 부여 했지만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 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그림 2.101 시민의 안전관리 영역별 만족도와 중요도

Ÿ 전문가들은 도시개발, 건축 등의 안전개념 우선 반영과 방재시설 구비에 대해 중요도를 높

이 부여 했지만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 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개선

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그림 2.102 전문가의 안전관리 영역별 만족도와 중요도

Ÿ 따라서 방재시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투자가 가장 시급하며, 그 다음으로 행정관

리체계 개선, 도시개발, 건축 등에서의 안전개념 우선 반영을 위한 대책들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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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안전관리시책 및 관련계획 평가

1. 시정운영계획에서의 도시안전

❚민선3기(2002~2006년)❚
Ÿ 민선3기(2002~2006)에는 6대 정책방향 중의 하나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포함함

으로써 도시안전을 크게 강조하고 있으며, 거대도시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재해․재난을 

예방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무재해 도시’로 만들겠다고 제시함

Ÿ 또한 20대 중점과제 중 “상습침수지역을 없애겠습니다”를 포함하였는데, 이는 1998년

과 2001년 있었던 대규모 수해에 따른 정책적 영향으로 보임 

Ÿ 도시안전과 관련된 주요사업은 5개 시책 3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정책방향

은 침수지역 해소 및 제설 효율화, 종합위기관리 인프라 구축,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 도시안전 취약구조 개선, 긴급구조․구급 역량 강화 및 자율방재능력 

향상으로 설정하였음

Ÿ 특기할만한 것으로 시민들의 자율방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음

시책 주요 사업 

침수지역 해소 및 

제설 효율화

§  수해항구대책 수립/시행
§  수방시설 대폭 확충
§  빗물펌프장 적기가동체계 구축
§  극한강우에 따른 돌발홍수 대응체계 마련

§  산사태 위험지역 예방
§  제설방법 및 체계 개선
§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 추진

종합위기관리 인프라 

구축

§  도시재난의 통합운영시스템 보강
§  소방관서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  소방용수시설 확충
§  소방장비 현대화

§  소방학교 시설확충 및 연구기능 강화
§  소방역량의 국제화
§  상황별 대응매뉴얼 보급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

§  한강교량을 1등급 수준으로 성능개선
§  첨단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교량관리
§  중차량 통행 가능한 노선축 개발
§  도로시설물 성능향상 및 안전점검 강화

§  가로등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  지하철 시설물의 감시망 확립
§  지하철 전동차 내장재 교체
§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도시안전 취약구조 

개선

§  도시생명선 안전관리체계 구축
§  재난취약시설 중점관리

§  위험물 상시감시체제 구축
§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로 시민불편 최소화

구조․구급 역량 강화 

및 자율방재능력 

향상

§  대형재난 긴급구조시스템 구축
§  수준 높은 구급서비스 제공
§  화생방 시민안전대책 추진

§  시민안전교실 운영
§  민간자원봉사단체 방재활동 활성화

표 2.58 민선3기 안전관련 주요 시책 및 사업(2002~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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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4기(2006~2010)❚
Ÿ 민선4기(2006~2010)에는 경제,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 비해 도시안전에 대한 특별한 정

책적 강조는 없는 것으로 보임

Ÿ 도시안전과 관련된 주요사업은 7개 시책 3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정책방

향은 자연재해로부터 강한 도시건설, 도시안전에 취약구조 개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 U-안전서울 인프라 구축, 구조․구급 역량강화 및 안전복지서비

스 제공, 비상대비 및 민방위 역량 강화, 보건․위생 환경개선으로 설정하였음

Ÿ 특기할만한 것으로 유비쿼터스(Ubiquitous)기술을 활용한 방재,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등

의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음 

시책 주요 사업

자연재해로부터 강한 

도시 건설

§  우수유출저감시설 확충
§  수전설비 이중화 사업 추진 

§  산사태 위험지역 정비
§  설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건설

도시안전 취약구조 

개선

§  「화재없는 우리집 만들기｣ 추진
§  화재취약시설 소방안전점검 강화
§  위험물 상시 감시체제 완비 

§  맑고 깨끗한 가스에너지 안전관리 구축
§  노후시민아파트 정리 및 불량주택 안전관리
§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

§  첨단장비 이용 과학적인 교량관리
§  도로시설물 성능 향상 및 안전점검 강화
§  도로안전 응급대응체계 강화 

§  시민안전을 위한 도로안전시설 확충
§  도로환경개선을 위한 저소음·배수성포장 추진
§  지하철 안전대책 추진

「U-안전서울｣인프

라 구축

§  도시방재시스템 기반 강화
§  종합재난관리시스템(HANARO) 구축
§  소방관서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  선진국형 현지급수체계 확립
§  소방장비 현대화
§  소방교육 인증제도 연구 개발

구조·구급 역량강화 

및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

§  대형재난 긴급 구조시스템 구축
§  U-119 첨단 선진 구급서비스 제공 

§  대시민 안전교육·홍보 추진
§  고객맞춤형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비상대비 및 민방위 

역량의 강화

§  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동원 자원 관리
§  비상대비연습 실시
§  민방위대원 교육의 내실 운영 

§  민방위대 편성 및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  화생방 방호능력 향상

보건·위생 환경개선
§  공중위생업소 및 먹는물 관리강화
§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 

§  학교주변 안전시설 및 옥내 급수시설 정비

표 2.59 민선4기 안전관련 주요 시책 및 사업(2006~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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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후반(2012~2014년)❚
Ÿ 민선5기 후반(2012~2014)에는 시정목표 중 하나로 “기본에 충실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설정함으로써 도시안전을 크게 강조

Ÿ 또한 중점과제 중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를 포함하고 있

는데, 도시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및 시정기조와 함께 

2010년과 2011년 연이은 침수피해와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한 우면산산사태와 같

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Ÿ 도시안전과 관련된 주요사업은 5개 시책 2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정책방

향은 기후변화에 안전한 안전도시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 관리, 시민에게 안심을 

주는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서비스 제공,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안전 확보로 설정하고 있음

Ÿ 특기할만한 것으로 기후변화, 시민참여, 시민체감, 사회적 약자, 삶의 질, 생활안전 등을 

강조하는 시책과 사업들이 강화됨으로써 도시안전의 영역과 관점이 보다 확대되고 다양화

되고 있음 

시책 주요 사업

기후변화에 안전한 

안전도시 조성

§  안전도시 제도적 기반 마련(도시안전기본조례, 생활안전거버넌스, 도시계획 개발사업 시작단계
부터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강구, 스마트 재난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등)

§  지역 맞춤형 수방사업 추진
§  건강한 물순환시스템 도입( 분산식 빗물관리시스템 등)
§  산사태 피해 예방체계 구축
§  지진에 강한 서울만들기 추진

시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 관리

§  시민의 재난안전 역량 강화(재난관리 거버넌스, 생활주변 위해요소 감시 및 취약지역 순찰, 안전
교육 등)

§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방재활동
§  시민 자율적 화재대응 능력 향상 
§  비상대비 및 시민보호태세 확립

시민에게 안심주는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하수관거의 체계적 유지 관리
§  안전운행을 위한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  주택가 축대·옹벽 등 위험시설물 해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 안전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  서민 안심 생활안전 서비스 확대
§  어린이, 고령자 및 장애인 안전 확보
§  안전지킴이 CCTV 확충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안전 확보

§  생활주변 안전수준 향상(안전마을 인증, 생활권 안전 향상 등)
§  시민안전문화 확산(안전리더 육성 및 어린이 재난안전 교육 등) 
§  공사장 24시간 안전관리
§  한강 안전사고 예방 관리 
§  걷기 편한 보행자도로 조성

표 2.60 민선5기 후반 안전관련 시책 및 사업(2012~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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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안전관련 정책방향과 강조점❚
Ÿ 도시안전에 대한 정책적 강조점은 사회적 이목을 끈 대규모 재난 발생여부에 따라 시기별

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 

Ÿ 특히 2010년 도시안전본부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어 2012년 도시안전실로 개칭된 이후부

터 도시안전이 대폭 강조됨과 함께 사업내용과 범위가 대폭 확대․발전되고 있음 

Ÿ 전통적인 방재시설 중심의 구조적 예방대책이나 비구조적 대응대책에서 최근에는 재난·

재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생활안전이 강조되며, 시민참여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안전복지 등이 강조됨으로써 도시안전에 대한 관점과 접근방법이 점차 풍부해지고 다양해

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림 2.103 시기별 안전관련 정책방향 강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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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계획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0~2014)❚
■ 기본방향

Ÿ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0~2014)은 비전으로 “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 실현”을 설

정하고, ‘선진 안전문화 정착’, ‘안전한 국민생활환경 보장’, ‘재해로부터 기업안전 

확보’, ‘안정적 국가기반체계 유지’,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운영’의 목표를 세움

Ÿ 비전과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9개 추진전략을 설정함

-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 안전 디자인 개념의 전 영역 확산

- 예방중심의 국가 재난안전관리정책 추진

- 자치단체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마련

- 기업의 안전관리 참여와 활동영역 확대

- 능동적인 국가기반체계 관리

- 신속 정확한 재난상황보고 체계 정립

- 즉각 대응 및 긴급복구체계 확립 

■ 중점추진과제 및 주요 추진내용

Ÿ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0~2014)에서 제시한 15개 중점추진과제는 안전의식 제고를 위

한 기반 구축이나  교육·홍보 등 통한 안전문화 확산, 취약계층 등을 위한 생활안전, 기업

안전,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체계 등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중점 추진과제

별로 필요성, 주요내용, 추진일정 등을 담고 있음

Ÿ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에는 재난관리대책,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 안전관리대책, 전

염병대책과 같이 4개 부문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재난유형이나 안전관리 대상·유형별

로 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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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과제 주요 추진내용

1.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 ｢국민생활 안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문화 진흥원 설립 근거 등 마련
§ ‘안전디자인 협회’ 설립 검토
§ 안전문화 진흥 체제 정비

2. 교육·홍보를 통한 국민 안전의식 강화

§ 홍보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 생활안전사고예방사업 TV 및 전광판 홍보
§ 안전체험센터 건립 추진
§ 이동안전체험차량 8개 시·도 보급

3.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

§ 재난발생 시 효율적 민간단체 동원 기반 구축
§ 민간부문의 재난안전 역량 강화
§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 관리 활동 프로그램 개발

4. 사회 각 영역에 안전디자인 적용 확대

§ 안전디자인 정책연구 추진: 안전디자인 적용분야 및 시범사업 기획
§ 안전디자인협회 설립 추진 검토
§ 안전디자인 적용 R&D 추진
§ 안전디자인 관련 제품 지원 방안 검토
§ 도시공간구조물 안전디자인 적용 개선 추진 검토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반 

확충

재난안전 연구개발
§ 관계부처별로 소관 재난안전분야 기술개발 추진
-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
§ 연도별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시행계획 수립

재난 및 안전관리 기준 
개발

§ 재난관리기준, 상호협력체계, 지휘명령 및 대응체게 마련
§ 안전기술 기준 마련 및 법적 근거 마련

6.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계속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계속
§ 지방자치단체 합동 재난취약가구 안전 점검정비
§ 재난취약계층 이용시설 안전 점검 강화

7. 종합적 안전사고 예방 대책 추진

§ 추진과제 수정·보완
§ 과제별 애로사항 대책 마련 및 지원
§ 성과 및 실적 확인 점검
§ 국무회의 보고

8. 안전도시 사업 추진

§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 보완
§ 시범사업 성공 모델 적용을 통한 자율적 안전도시 사업 추진
- 시·군·구별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재난 및 안전사업 모델 개발 및 확산
- 관계부처 및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 안전도시 사업평가 기준 개발 및 국내외 안전도시 협력네트워크 강화

9.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기업 

경제활동 지원 

재해경감을 위한 
제도적 지원

§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지원 강화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의 대상을 “자연재난”에서 “재난”으로 확대
§ 기업재난관리표준 제정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센티브 마련

재난안전관련산업 육성

§ 재난안전관련산업 육성제도 법적 근거 마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 재난안전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 우수기업 및 제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

표 2.6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0~2014)의 중점추진과제와 주요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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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과제 주요 추진내용

10. 민간기업의 

재난안전관
리사업 참여 

활성화

시장기반(Market-Based) 

재난 및 안전관리 
활성화

§ 재해보험 활성화 재난안전관련 법령 정비
§ 재해보험 활성화 대책 마련 및 시행

민간기업의 

재난안전관련 사회적 
책임 강화

§ 선진위험관리기법의 국내 기업 활용 방안 연구
§ 기업의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 및 인증제도 마련
§ CSR 활동으로서 재해복구, 재난안전사업, 지역사회 참여방안 마련
§ 위험관리 우수기업 선정 및 CSR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11. 국가기반시설 보호와 안정적 관리

§ 국가기반시설 지정·관리
§ 재난관리정책 환류기능 강화
§ 재난관리 교육·훈련 강화
§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12. 통합적·포괄적 
상황관리 

체계 구축

효율적 상황관리 체계 

구축

§ 24시간 상시 재난안전 상황관리 대비체계 구축
§ 유관기관 간 종적·횡적 재난상황 공유체계 강화

재난관리를 위한 
통신시스템 구축

§ 재난안전 통신 선진화 정책 방향 수립(정책연구)
§ BPR/ISP 용역을 통한 선진화 방안 마련
§ 재난대응 표준운영절차(SOP) 개선

13. 재난 대응 및 복구의 실효성 확보

§ 시·군·구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등
§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인프라 구축 등
§ 사유재산 피해복구 재난지원 추진
§ 기관별 표준 복구계획 및 복구지원체계 구축

14. 기후변화대비 

재난안전 

강화

기후변화대비 재난안전 

대응 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자연재해에 적극 대응
§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망 확대 및 선진 기후변화 감시기술 확보

재난안전 국제협력 

강화

§ 2010년 재해경감 아시아각료회의 개최
§ 재난분야 관련 국제기구 및 회의 참여 강화
§ 해외재난 긴급 구조·구호 지원 강화

15. 재난·안전 평가를 통한 환류
§ 평가지표 개발 및 연간 정부업무평가계획에 반영
§ 평가실시(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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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점추진과제

2000년

1.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
§  24시간 재난상황관리 체제 확립
§  서울종합방재센터 설립추진,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사업추진

2.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지속적인 안전관리

§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  위험시설물 중점안전점검 실시

3. 재난의 수습능력 강화 등

2001,

 2002년

1.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  24시간 재난상황관리 체제 확립
§  대규모 재난의 신속한 지원체제 정립
§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강화
§  재난위험시설물 중점안전점검 실시

3. 재난위험시설 정비 및 

위험건축물 해소
§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4. 재난의 수습능력 강화
§  긴급구조대책 추진
  (※ 2002년 : 월드컵대회 관련 안전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추가)

2004년

1. 재난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도상훈련 실시

§  도상 및 실제훈련
§  시 및 자치구별 실시

2. 재난발생의 다양화에 따른 

효율적인 재난관리계획 수립 

보완

§  복합상영관 등 신종업종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대책
§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대책 등

3. 상시 재난상황관리체계구축
§  24시간 재난상황관리 체제 확립
§  대규모 재난의 신속한 지원체제 확립

4. 재난위험시설 정비, 해소

5. 재난의 수습능력 강화 §  긴급구조대책 추진

6. 체계적인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2005년

1. 각종 시설물의 예방위주 

재난관리업무 추진

§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계절별 안전관리대책 추진
§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 대상시설물의 안전관리대책 추진
§  건설공사장 등의 안전관리대책 추진

2. 유형별 계절별 안전관리 대책 

추진

§  지하철,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대책 강화
§  해빙기, 봄․가을철, 여름철 계절별 안전관리대책 추진
§  유원시설, 유․도선 등 유형별 안전관리대책 추진

3. 도시안전 인프라 구축 및 

취약환경 개선

§  도시가스 배관망도 정비, LPG․고압가스 등 기반시설 정비
§  재래시장, 다중이용업소, 쪽방 등 취약시설의 안전관리대책 추진

4. 긴급 대응능력 및 전략 강화 및 

시민안전의식 고취

§  대형특수재난 긴급구조시스템 구축 및 재난관리활동 강화
§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시민방재능력 향상
§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영 내실화

5. 국가기반재난의 대응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

§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한 정보수집․분석능력 제고 및 관련 단체와의 
정보교환

§  재발방지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및 운영체계 혁신

표 2.62 서울시 안전관리계획의 연도별 중점추진과제

❚서울시 안전관리계획❚
Ÿ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중 서울시의 「안전관리계획｣에 나타난 중점추진과제를 살

펴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재난대응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다가, 2000년대 중

반부터 점차 예방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국지성 폭우나 기습적인 폭설, 지

진, 테러, 신종전염병, 재난취약시설, 재난취약계층 등 중점추진과제가 다변화되는 추세 

Ÿ 또한 과거 천편일률적인 계획내용이 최근에는 도시안전의 상황에 맞추어 종합적이고 체계

적으로 작성되는 경향을 읽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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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점추진과제

2007, 

2008년

1. 자연재난 분야

가. 예방단계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제도의 도입으로 재해유발요인 사전차단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중․장기대책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예방사업 

시행으로 지역의 안전성 제고
§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대책 수립 시행(하수역류방지기, 침수자동

경보기 등)
§  상습침수지역 등 재난취약지역 위험요인 해소방안 마련
§  지역 자율방재단의 구성으로 자기책임형 민간자율방재
나. 대비단계
§  긴급지원계획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으로 재

난발생 예견시 신속한 상황대처
다. 대응단계
§  긴급지원체계 확립, 비상지원본부 운영
§  재난현장 이재민구호체계 및 신속․정확한 현장 수습체계 확립 
라. 복구단계
§  자연재난 피해조사의 선진화 및 복구지원체계 개선
§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시행으로 민생안정 도모
§  안정적인 복구재원 확보를 위한 재해복구기금 운영

2. 인적재난 분야

§  재난위험시설의 지속적 추적관리
§  재난취약요인 근본적 해소 및 불합리한 점검방식 개선
§  재난현장 통합지휘체계등 대응역량 강화
§  민간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대시민 교육, 홍보 강화
§  과학적 화재조사․감식체계 구축 및 소방안전정책 환류

3. 국가기반재난분야

§  국가기반체계의 마비․파괴 및 서비스중단으로부터 국가기능을 유지
할 수 있는 안전선진국가 건설
(범정부적 통합지원 및 연계시스템의 유연성․연계성 강화, 국가안전관
리계획 수립 및 대응매뉴얼 총괄관리 등 예방기능 강화, 교육․훈련 등 
재난대응능력 강화, 재난관리책임기관 사전대비체제 진단시스템 도
입․운영 등)

2010년

1. 기습적 폭우에 철저히 대비하는 

수방시스템 구축

§  구조적 대책: 수방시설능력향상 4개년 사업 추진, 하수관거 확충 정
비, 우수유출 저감시설 확충, 다기능 터널 건설, 민관협력을 통한 재
난위험도 저감

§  비구조적 대책: 수도권 재난관리네트워크 구축, 지역자율방재단 조
례 제정 및 구성, 주요하천에 대하여 대학과 연계하여 수문자료 축적, 
과학방재 시스템 구축

2. 기상이변에 따른 한 차원 높은 

제설능력 확보

§  제설대책 초기대응 체계 강화, 자동염수 살포장치 시범설치
§  ITS를 활용, 상황실의 실시간 현장 지휘능력 제고, 민간․군 장비의 신

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 투입체계 구축
§  제설장비 현대화 및 다양화, 취약구간 초기 제설방법 개선, 제설책임

구역 재정비 등

3. 지진대비 내진보강 및 대응체계 

강화

§  지하철 내진보강 추진
§  도로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4.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  재난위험시설물(D․E급) 해소 추진

5.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서비스 확대 시행

§  생활안전서비스 다양화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서비스 확대
§  한강 투신예방 안전시스템 구축

6. 방재분야 안전디자인 개념 적극 

도입

§  역사문화도시에 걸맞은 New Safety Design
§  새로운 안전문화 컨텐츠 개발

7. 신종 전염병 대응시스템 강화

§  신종전염병 예방관리시스템 강화
§  생물테러 대비태세 강화 (시 및 자치구 생물테러 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실시)
§  생물테러 대비 비축물자 등 관리

8. 안전의식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강화
§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시민안전의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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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 기습적 국지성 폭우에 철저히 

대비하는 수방체계 구축

§  방재시설물 개선 및 확충
§  재난취약시설 방재성능 강화 (도로․철도 배수시설, 산사태 및 급경사

지, 저지대 지하주택 등)
§  재난 상황관리 강화 
§  재난 현장대응 능력 향상(재난발생 초기대응․상황전파 내실화, 수해

피해 최소화, 민간방재 조직 활성화)

2. 기습적 폭설에 대응하는 

제설능력 확보

§  초기 제설 및 결빙방지를 위하여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
§  노후 제설장치 대폐차 교체
§  제설책임구역 재정비
§  재난(대설) 사전대비 실제 훈련 시행

3. 지진대비 각종 시설물 내진성능 

개선 추진
§  건축물, 도로 등 지진 취약 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4. 대형 교통재난(지하철) 예방 

시설개선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터널 내 상시 시설점검을 위한 적외선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5. 국제행사 및 시민 보호 테러 

대응 체계 구축

§  2011년도 서울특별시 대테러 관련업무 기본계획 수립
§  서울시 테러 취약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서울시 국가테러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비 태세 강화(서울시 위기

관리 지침 및 현장표준작전절차 정비)
§  특수구조 및 테러 대응장비 보강
§  테러 대응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실시
§  사고 현장조치 등 긴급대응 및 수습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기동훈련

6. 재난취약시설 안전강화

§  전통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
§  소규모 노인․장애인 시설 안전강화 대책
§  지속적인 기능보강사업 추진 및 시설 개보수(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

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숙인 쉼터 등)

7. 안전한 도심환경을 위한 시설 

확충

§  서울거리 르네상스, 걷고 싶은 거리조성 등 계속 추진 시행
§  도심지역 횡단보도 확충 및 정비시행
§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확대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추진
§  어린이 및 노인의 행동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교통안전 개선 시

설 추진
§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2배 부과 시행으로 동 구역을 식별

할 수 있는 표지판,  도로표지, 과속방지턱 등 우선설치

2012년
1. 기습적 국지성 폭우에 철저히 

대비하는 수방체계 구축

§ 침수방지시설 보급(지하주택, 상가 14,000가구)
§ 공무원 돌봄 서비스 시민 1:1연결 중점관리 및 상황전파
§ 재난 위험요소 및 재난상황 시민 쌍방향 소통
§ 내수침수위험, 하천급류발생 자동알림 시설구축
§ 주민참여, 재난안전망 구축
§ 맞춤형 스마트 기상서비스 활용
§ 노면수 신속 배수를 위한 빗물받이 개선
§ 침수취약지역 하수관거 통수능 확보 및 빗물펌프장 신·증설, 빗물저

류조 신설 추진
§ 취약하천 통수공간 확보
§ 개선 불가능지역 저류+배수시설 도입
§ 수방시설 및 취약시설 안전조치 및 기능점검
§ 반복적 위기발생 주요기반시설 특별 재난상황 관리
§ 사전 방재훈련 및 종합점검
§ 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 상시대응 체계 구축
§ 소방인력 등 침수상황 초동대처
§ LifeLine,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신속복구체계 구축
§ 수재민 생활편의·건강 등 재난시민 행정지원체제 구축
§ 전 기관, 전 시민 재난복구 총력대응 및 재난복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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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습적 폭설에 대응하는 

제설능력 확보

§ 강설 사전예측으로 한발 앞선 초동 제설체계 유지
§ 취약지점 지정, 제설함 및 자재 사전 배치
§ 제설대책 준비상황 사전점검 및 보완
§ 노후 제설차량 교체 및 제설장비 정비
§ 초동제설을 위한 제설작업 전진기지 분산 설치
§ 폭설에 대비한 민·관·군 협조체계 구축
§ 소금 및 습염(소금+염화칼슘 용액)살포방법 확대 시행
§ 적설양에 따른 제설방법(제설재 살포, 밀어내기 등) 시행
§ 대시민 홍보 강화
§ 건축물 앞, 보도·이면도로 눈치우기 주민 자발적 참여 유도 제고

3. 지진대비 각종 시설물 내진성능 

개선 추진

§ 지진방재중장기계획 수립, 추진
§ 위기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지속적인 갱신 관리
§ 시민 및 지진 실무자의 지속적인 교육훈련 실시
§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간행물제작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홍

보

4. 대형 교통재난(지하철) 예방 

시설개선

§ 건설 후 25년 이상 경과된 1~4호선 구간의 주요 노후시설 집중 개선
§ 위험도 분석 및 평가체계 구축, 체계적 철도안전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 안전 지도·조사자 역량 강화
§ 철도 안전 선진기술 개발 및 연구 진흥
§ 종사자의 안전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 적극 활용
§ 안전문화 활성화, 작업환경 개선 등
§ 시뮬레이터 활용 등을 통한 과학적 훈련
§ 철도 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
§ 철도 차량의 안전성 제고

5. 국제행사 및 시민 보호 테러 

대응 체계 구축

§ 연간 서울특별시 테러 위기관리 기본업무계획 수립
§ 수시 서울특별시 테러 대응 실무매뉴얼 정비
§ 수시 서울특별시 위기상황 긴급업무처리 지침 정비

6. 재난취약시설 안전강화

§ 굴토공사장, 축대, 옹벽, 붕괴위험지역 등 안전 취약분야 우선점검
§ 재난 위험이 높은 노후·불량 건축물 근원적 해소 추진
§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
§ 위험시설물 중점 안전관리 실시

7. 안전한 도심환경을 위한 시설 

확충

§ 보행자도로 없는 곳은 보행도로 설치
§ 보도 폭이 좁거나 장애물 등으로 통행이 불편하고 위험한곳은 편리하

고 안전하게 개선
§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 취약 계층을 위한 노면 평탄성확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 한강공원,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연결부에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결함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능보강 사업 추진

2013년

1.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

§ 천만시민 안전도시 만들기
§ 지역맞춤형 수방대책
§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
§ 사회적약자 안전서비스 확충

2. 예방적 도시안전망 구축

§ 서울형 도시안전 마스터플랜수립
§ 통합적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 도로 시설물 예방적 유지관리
§ 교량 등 구조물 안전관리

3. 사람중심의 도시인프라 조성
§ 도로를 사람중심의 공간으로 재창조
§ 도로기능개선으로 시민불편해소
§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로관리

4. 도시 물환경 선진화 추진

§ 건강한 물순환 시스템도입
§ 과학적·선진적인 하수 인프라구축
§ 하천 자연성회복으로 수질향상
§ 혐오시설의 시민친화 공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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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시책 종합분석❚
Ÿ 서울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은 과거의 획일화된 접근에서 점차 다양하고, 범위가 확대

되며, 맞춤화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음

Ÿ 전통적인 방재시설 중심의 구조적 예방대책이나 비구조적 대응대책에서 최근에는 재난·

재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생활안전이 강조되며, 시민참여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안전복지 등이 강조됨으로써 도시안전에 대한 관점과 접근방법이 점차 풍부해지고 다양해

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Ÿ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설물 중심의 구조적 대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측면이 있고, 이른바 

비구조적 대책은 더욱 보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Ÿ 도시안전을 위한 분야간, 부서간, 기관간 연계와 협력, 공조의 측면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부분임  

Ÿ 범죄, 교통안전 등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생활안전 분야가 강조되고는 있지만 서

울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경찰청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Ÿ 서울시가 도시안전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시민안전을 담보하

는데 한계가 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필요함. 최근 도시안전을 위한 시민참

여가 강조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관주도의 시민참여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실질적인 

시민참여의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Ÿ 그리고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이 강조되는 한편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약화되

는 경향이 있어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한 정책추진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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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관련계획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부문 평가

Ÿ 도시안전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도시안

전 관련사항이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함

분야 계획 비고

도시계획

·

주택

관련 계획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2006)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은 현재 수립 중

2020 서울주택종합계획(201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주택재건축사업 부문(2006), 주택재

개발사업 부문/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2004), 도시환경정비사업 부

문 (2010)

환경

관련 계획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009)

서울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2011)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2009)

기본경관계획(2009)

특정경관계획 : 자연녹지경관계획(2010), 수변경관계획(2010), 역

사문화경관계획(2010), 시가지경관(2009), 야간경관(2009)

교통·시설

관련 계획

2030 교통정비 기본계획(안)

제2차 서울특별시 교통안전기본계획(안)

기타

관련 계획
정보화 기본계획(Smart Seoul 2015)

표 2.63 검토대상 분야별 관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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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주택 관련 계획❚
■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2006)

(1) 개요

Ÿ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지침이 되는 20년 

단위의 계획임

Ÿ 도시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다양한 부문별 계획의 하나로 방재․안전 및 범죄예방

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범죄예방은 2012년에 추가됨).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에 

제시되어 있는 방재에 관한 계획지침은 공간계획으로서의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에 맞추어 

주로 재해위험을 고려한 개발입지,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담고 

있음. 주요 계획지침은 다음과 같음

- 지역주민이 항상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재해나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을 조성하고, 특히 기후변화, 고령화, 다문화, 정보화 등 도시환경의 여건변화로 인한 재해‧범
죄의 취약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성시가지에 존재하고 있는 재해위험요소와 범죄유발위험요소

를 정비하고, 신규 도시개발지역에서는 새로운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방수․방화․방조․방풍 등 재해방지 계획과 피해발생을 대비한 방재계획을 수립함

-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체계는 지역방호에 능동적이고 비상시의 피해를 극소화하도록 계획함

-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급적 개발을 억제함

(2)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나타난 방재부문 계획의 내용

Ÿ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방재부문 계획에서는 5개 분야에 대해 도시안전 취약구조 개선, 

종합위기관리체계 구축, 침수지역 해소 및 제설 효율화, 시민자율방재능력 향상, 미래지향

적 소방안전관리 기반 확충의 목표를 설정하고, 방대한 분량의 추진과제, 추진전략, 시책 

등을 제시하고 있음

Ÿ 방재부문 계획내용은 서울에서의 방재를 위한 모든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편, 공간계획으로서의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에 맞는 전략이나 시책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다시 말하면, 위에서 살펴본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에 

제시되어 있는 방재에 관한 계획지침에 걸맞는 방재를 고려한 개발입지나 토지이용 제어와 

같은 ‘도시계획적 대책’은 정작 찾아보기 어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계획이라는 한계가 있음 

Ÿ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하위계획의 입

장에서는 상위계획으로부터 수용해야 할 방재관련 지침을 찾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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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과제 추진전략

1. 도시안전 

취약구조 

개선

효율적 위험관리 기반구축

§ 취약대상 중점관리

§ 안전시설 강화

§ 위험물저장, 운송, 활용지침

§ 도시생명선 안전관리체계 구축

시설물 안전도 강화

§ 피난, 비상활동 거점시설의 안전성 강화/도시기능의 지속성 보장

§ 중·저층 건물의 내진성능 개선

§ 도로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사각지역 해소대책 확보
§ 접근성 강화

§ 사각지역 해소

2. 종합위기 

관리체계 

구축

조직 운용의 효율성 제고

§ 광역/기초 연계효용 극대화

§ 유형·단계별 관리의 시너지효과 창출

§ 소방관서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 대형재난 긴급구조 시스템 구축

초기대응의 신속성 확보
§ 종합방재센터 대응기능 확대

§ 비상수원, 특수구조, 진압장애 최소화

방재행정의 신뢰성, 권위 획득

§ 공백배제

§ 유연성, 현실성 확보

§ 소방 역량의 국제화

재해약자의 안전보장
§ 고령인구, 소외계층 구급능력 제고

§ 장애인 및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

과학적·분석적 지식기반 구축
§ 통계분석 및 예측상황 판단 능력의 강화

§ 확률적 분석에 근거한 관리기반 활용

3. 침수지역 

해소 및 

제설 

효율화

수해항구 대책사업 조기 마무리
§ 수해예방시설 대폭확충

§ 수방시설 자동화(빗물펌프장 자동운전시스템)

극한강우에 따른 돌발홍수 대응체계 

마련
§ 이상기후에 따른 도시강우특성 분석 및 대응책 수립

산사태 위험지역 예방 § 산림내 붕괴위험 시설물의 위험요인 해소

제설방법 및 체계 개선 §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제설방법 강구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 추진 § 시민과 함께 하는 제설문화 운동전개 및 참여의무화 추진

4. 시민자율 

방재능력 

향상

시민반응의 반영체계 구축
§ 검사후 평가제도 운용

§ 불안요인 신고 및 상담 활성화

시민권익 보장

§ 피해청구, 위험배제를 위한 법률서비스 기능 육성

§ 재해시 참여에 따른 보상규정 확보

§ 재해후유증 관리

시민의식 함양
§ 시민안전체험 학습기회 확대

§ 네트워크에 의한 교재 공급

방재활동 참여동기 부여
§ 자원봉사 참여동기 유발 및 능력 제고

§ 자율방재조직의 지원

5. 미래지향적 

소방안전관

리 기반 

확충

IT기술 접목 NET의 활성화
§ 계층적 통합관리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원격감지 기능 고도화

§ 개인DB, GPS의 관리사업 활성화 연계

시장 경제적·구조적 방재기술 

수요 확보

§ 부동산 거래시 안전자료 제공 의무화

§ 보험적용 유형/대상의 확대

재해 진압 기술의 고도화
§ 소화약제 및 소방기술개발 지원

§ 진압장비의 현대화

지속적 기술발전의 기반마련
§ 우수기술 우선 구매, 기술경쟁 유도

§ 공공발주시 안전계획 가점제 운용

표 2.64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의 방재부문 목표, 과제,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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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서울주택종합계획 (2011)

(1) 개요

Ÿ 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 제8조에 의해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10년 단위의 계획임

Ÿ 2020 서울주택종합계획에서는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 수요대응적 주거복지서비스 확대, 

주택 및 거주환경의 다양화, 살기 좋은 주택커뮤니티 조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2) 도시안전 관련사항

Ÿ 주택종합계획에서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주거환경기준, 집수리사업, 응급안전망 주택 

확보, 주택의 무장애화(barrier free) 및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적용, 주거취

약인구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등임

시책 주요 내용

준주택의 주거환경 기준 마련 § 주거환경 안전기준 마련

응급안전망 주택 확보
§ 단기(6개월)거주 긴급주거 확보

§ 노숙자, 쪽방, 고시원거주자 중 가족이 있는 가구를 위한 단기 응급주택 운영

최소생활환경의 질적 기준 마련

집수리사업의 대상 확대 및 발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까지 확대

§ 쪽방 등 비정상가구 포함

§ 서울형 집수리사업을 서울형 주택단열지원사업으로 전환

기존주택의 배리어프리화 지원 § 주택 내 휠체어 이동이 용이하도록 자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시설개조 지원

신규주택의 유니버셜디자인화 유도 §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범용설계기준 제시

독거노인, 치매노인, 홀로 남은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센터 설치

표 2.65 2020 서울주택종합계획 상 안전관련 시책 및 주요내용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 개요

Ÿ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기성시가지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10

년 단위의 계획임

Ÿ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최

근 신설된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까지 총 6가지가 있으며, 현재까지 서울시

는 ‘주택재개발사업 부문/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2004)’, ‘주택재건축사업 부문

(2006)’,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2010)’을 수립함

Ÿ 한편, 2005년까지는 「건축법｣에 의하여 상습침수 등으로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에 관계없이 정비예정구역으로 간주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

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음. 이에 따라 5개 지구가 지정되었는데, 2개 지구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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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3개 지구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지정됨(「건축법｣의 재해관리구역이 폐지됨

에 따라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재지구’로 전환됨)

(2) 주택재건축사업 부문 기본계획(2006)에서의 도시안전 관련사항

Ÿ 서울시 조례에서 상습침수지역, 재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써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는 최근 3년 이내 화재․침수 등 재해가 발생 한 주택의 비율이 50% 이상인 구역을 정비예

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이러한 재해에 따른 지정요건에 따라 실제 정비구

역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음)

Ÿ 부문별 계획에서는 과도한 절․성토 제한, 보행자 안전성 확보, 홍수방지를 고려한 하수도계

획 등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Ÿ 한편,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시, 시행여부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하나로 ‘침수

피해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위험도에 따라 A~E등급으로 구분함

구분 안전관련 주요내용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 설정

물리적 기준

1. 노후 ․ 불량건축물 60% 이상

2. 주택접도율 35% 이하

3. 과소필지, 부정형 및 세장형 필지 45% 이상

4. 최근 3년 이내 화재․침수 등 재해가 발생한 주택의 비율 50% 이상

기타 예외적 기준

1. 1998년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의 구역대상범위

2. 균형발전사업지구

3. 지구단위계획구역

4. 재해위험관리구역

부문별

계획

교통계획

자연지형을 고려한 교통계획 수립

- 단지 내외 도로의 개설시 자연지형을 감안한 동선을 배치로 과도한 절토 및 성토로 인한 

지형의 변형을 최소화 

- 현 지반고를 중심으로 최대 1.5m. 이내에 도로의 계획고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과도한 절토 및 성토에 따른 법면이 발생한 경우 자연법면형태로 형성하고 녹화를 위한 

별도의 조경계획을 수립

정비기반

시설계획

도로

- 보행자 중심의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보행 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 도로구조 개선안 

제시

- 간선도로의 원활한 소통 및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지구 내 생활도로 확보

학교

- 주변 가로망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차량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입지를 결정

공급처리시설: 하수도

- 우수 및 오수 분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유하가 가능토록 관망계획을 수립, 홍수 발생시 우수의 

유하시간 및 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하류의 범람을 방지

- 전기 공급을 위한 선로 지중화를 통해 주거공간의 미관을 고려하고 누전 및 합선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수립

표 2.66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_주택재건축사업 부문(2006) 안전관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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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기본계획(2004)에서의 도시안전 관련사항

Ÿ 앞서 주택재건축사업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화재․침수 등 재해

가 발생한 주택의 비율이 50% 이상인 구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이러한 재

해에 따른 지정요건에 따라 실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음)

Ÿ 단계별 추진계획 시, 사업추진의 시급성 평가항목으로 재해위험성과 물리적 불량률이 포함

되어 있으며, 특히 재해위험구역은 1단계로 추진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있음

Ÿ 부문별 계획에서는 보행자 안전성 확보, 홍수시 방재기능 확보,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권

장 등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구분 안전관련 주요내용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 설정

물리적 기준의 설정

1. 노후 ․ 불량건축물 60% 이상

2. 주택접도율 35% 이하

3. 과소필지, 부정형 및 세장형 필지 45% 이상

4. 최근 3년 이내 화재․침수 등 재해가 발생한 주택의 비율 50% 이상

기타 예외적 기준

1. 1998년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의 구역대상범위

2. 균형발전사업지구

3. 지구단위계획구역

4. 재해위험관리구역

부문별

계획

교통계획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인간과 환경 중심형 교통체계의 구현

정비기반

시설계획
홍수시 방재 기능 및 에너지 절약효과를 고려

환경계획
물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중수도 및 우수유출저장시설(빗물저수조)의 설치를 권장하여 방재기능과 
수자원의 재활용 기능을 향상

표 2.6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_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2004) 안전관련 주요내용

(4)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 기본계획(2010)에서의 도시안전 관련사항

Ÿ 도심부 부문별 계획에서는 보행자 중심 네트워크 구축, 주요 관광지와 장애인들이 많이 이

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무장애(barrier free) 공간으로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접근성과 안

전성 확보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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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계획❚
■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안)

(1) 개요

Ÿ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공원녹지의 확

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10년 단위의 계획임

Ÿ 현해 법령상 공원녹지계획에는 공원․녹지의 배치, 보전․관리․이용, 도시녹화 등에 관한 포함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면재해를 비롯한 방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2)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서의 도시안전 관련사항

Ÿ 안전과 관련하여 운전자 안전을 위한 시야확보, 교통속도 저감대책, 등산로 및 산책로 안

전점검, 전기시설물 안전사고방지, 수목식재지 지표면 토사유출방지, 재해발생지역 완충녹

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Ÿ 한편, 현행 법령에서 공원녹지의 재해관리에 관한 사항은 계획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나, 2011년 7월 집중호우에 의한 우면산산사태 등의 영향으로 산사태 관리계

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방시설 점검 및 정비, 급경사지 관리 강화, 산지와 

시가지 연접부 배수체계 개선, 산사태 위험도 작성, 사면유지관리시스템 구축, 산사태 

예·경보 고도화, 사방사업 전담조직 신설, 산재방재요원 전문역량 강화, 시민안전의식 강

화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구분 안전관련 주요내용

녹지
기본계

획

녹지의

설계기준

§ 녹지가 도로변 모서리에 있을 경우, 관목과 잔디 등으로 처리하여 운전자의 시야에 지장이 
없도록 함

§ 수목식재지 지표면에는 하층목 도는 지피식물로 피복 조치하여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함

녹지확충

계획

§ 완충녹지 설치 지역(조경설계기준)
-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 주변지역, 토지이용의 상충지역 및 각종 재해발생지역 등 

가로수
계획

§ 안전사고 방지 및 가로수의 미관을 고려하여 전기시설물 설치하고, 가로수 줄기와 전선의 
마찰 부위에 수목보호 절연커버를 설치

녹도계획
§ 설계기준
- 일방통행로 조성시 교통속도 저감을 위한 곡선형 혹은 초커형 조성 및 과속방지턱 설치

도시자연

공원구역
기본계획

도시자연

공원구역
관리및이용

§ 등산로 및 산책로는 노면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장마 및 폭우시를 대비하여 면밀한 
점검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함

§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공원녹
지 

재해관

리계획

산사태 

관리계획

§ 산지 및 시설관리
- 사방시설 점검 및 정비, 급경사지 관리 강화(일제조사, 위험도 평가, 안전관리), 산지와 시가지 

연접부 배수체계 개선
§ 운영정책 강화
- 산사태 위험도 작성(‘급경사지 피해위험지역 기준’ 적용), 사면유지관리시스템 구축, 

산사태 예경보 고도화사방사업 전담조직 신설, 산재방재요원 전문역량 강화, 시민안전의식 
강화

표 2.68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안전관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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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009)

(1) 개요

Ÿ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수도법｣ 제6조에 의하여 유역별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계획임

Ÿ 재해와 관련하여서는 우수처리와 관련된 하수관거,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등에 관한 계획

들이 해당됨

(2)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09)에서의 재해관련사항

Ÿ 하수관거 개량계획으로서 확률년수 상향(간선 30년, 지선 10년)에 따른 하수도시설의 침수

대응능력 상향 조정,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우수유출저감시설, 하수도시설 통합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용량부족 빗물펌프장 용량확충(30년 빈도 규모) 및 운영관리체

계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구분 주요 내용

하수관거

계획

§ 하수관거 개량계획

- 확률년수 상향(간선 30년, 지선 10년)에 따른 하수도시설의 침수대응능력 상향 조정

- 토구별 수유역 정비 및 중배수구역별 정비방법 검토

§ 우수유출저감시설계획

- 우수조정지 및 우수저류지 시설계획 수립

- 상습침수구역, 내수배제 불량지역 등을 고려하여 우수저류시설 제시

§ 하수도시설 통합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계획

- 유량 및 강우량 측정과 측정데이터의 분석을 통합하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모니터링 실시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계획

§ 용량부족 빗물펌프장 용량 확충

- 기존 빗물펌프장을 설계빈도를 30년 빈도 규모로 증설하여 수방능력 향상

- 국지침수 해소를 위한 빗물펌프장 신설

§ 합리적인 운영관리체계로 정비

- 펌프장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적 및 비구조적 개선방안 수립

표 2.69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중 안전 및 재난관련 주요 내용

■ 서울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2011)

(1) 개요

Ÿ 서울시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른 서울시 차원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부

문별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를 통해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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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1)의 도시안전 관련사항

Ÿ 서울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서는 재난‧재해, 건강, 물관리, 산림‧생태계 4개 

부문에 대하여 적응대책과 시행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Ÿ 비전으로 “기후변화 고도적응의 기후환경 수도 서울”로 설정하고, 부문별 목표로 재난․
재해부문은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건설”, 건강부문은 “폭염, 

대기오염 등으로부터 시민생명보호와 건강증진”, 물관리부문은 “기후변화에 적응하여 

사람, 물, 자연이 공생하는 건전한 물환경도시 건설”, 산림․생태계부문은 “기후변화 적

응력 증진으로 도시생태계 건강성 향상”으로 설정함

부문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재난

‧
재해

풍수해 대응 
방재기능 강화

§ 침수취약지역‧계층에 대한 침수 예방체계 구축 
및 시민고충 최소화

§ 지역방재 거점인 이재민 수용시설 선정 및 
정비

§ 풍수해 취약지역‧계층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활성화

§ 주민참여에 의한 지역방재기능의 향상

§ 풍수해 관련 대응 요령 교육 및 홍보
§ 재해구호물품 관리 및 조달 시스템 구축
§ 폭설대비 신속한 방재체제 구축
§ 강풍피해 안전확보 및 예방 대책 마련

침수피해 저감 
방재능력 강화

§ 재난취약지역(저지대 등) 중심의 배제 능력 
시간당 100㎜확보

§ 빗물펌프장 용량증대로 재난 대응능력 향상
§ 지하주택 자동펌프 보급 및 설치 등 침수방지 

대책 추진
§ 우수유출저감시설 확충을 통한 입체적 

수방체계 구축

§ 도시개발 시작단계부터 침수안전 확보 체계 
구축

§ 도로 침수재해 예방 대책
§ 하천 인접지 등 위험지역 제방보강 및 용도지역 

변경
§ 하천 통수능 확대(준설)

비탈면 재난피해 
저감 방재기반 

강화

§ 급경사지 및 축대 등 위험시설 정비
§ 급경사지 위험 경보시스템 및 정보 전달체계 

구축

§ 위험 급경사지에 대한 DB 구축

건강

폭염 및 자외선 
적응

§ 폭염 예‧경보 시스템 및 감시체계 구축
§ 폭염 취약계층 집중 보호 및 관리 대책 수립

§ 폭염 대피시설 기능 강화 및 영향 저감대책 
마련

감염병 적응 § 기후변화대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 감염병 조사 감시 및 관리 강화

한파 및 기상재해 
적응

§ 한파 및 기상재해 적응 역량 강화 § 한파 및 기상재해 취약계층 집중보호 및 관리

대기오염 적응 §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 영향 감시 및 예방강화 § 대기오염 취약군 건강관리 및 영향 저감

물

관

리

이상기후 대응 
방재체제 구축

§ 침수취약지역‧계층에 대한 침수 예방체계 구축 
및 시민고충 최소화

§ 침수취약지역(저지대 등)중심의 배제능력 
시간당 100㎜확보

§ 빗물펌프장 용량증대로 재난대응능력 향상

§ 우수유출저감시설 확충을 통한 입체적 
수방체계 구축

§ 도시개발 시작단계부터 침수안전 확보 체계 
구축

물자급능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 

물관리 체계 구축

§ 지하수자원의 보전 및 체계적 이용
§ 하수처리재이용수 공급 및 활용 확대
§ 중수도시설 확대보급
§ 빗물이용시설 활용‧설치 확대

§ 빗물침투시설 설치사업 확대 추진
§ 절수기기 보급개발을 통한 절수대책 강화
§ 물교육 및 홍보를 통한 물절약 인식제고

수질개선 및 
풍부한 수생태 

보전

§ 물관리 권역별 유역관리 체제‧제도 정비
§ 우천시 배출오염 관리를 통한 좋은물 하천조성

§ 수질오염사고 대비 사전예방적 하천수질관리
§ 다양한 ktodanf이 서식하는 생태하천 조성 및 

보전

산림

‧
생태

계

산림재해 예방 및 
대응

§ 산림재해 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 § 산림기능 및 회복력 증진

생물다양성 보전 § 기후변화 취약종 모니터링 강화 § 생태계 보전 및 복원

도시녹지의 기능 
증진

§ 공원시설 수해예방 및 대응강화 § 도시녹지의 공익기능 증진

하천 및 경작지 
기능 강화

§ 하천변 자연녹지 보전 § 도시농업활성화

표 2.70 서울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1) 상 부문별 적응대책과 시행계획의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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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대책 및 대응 내용

조기예측 및 
대응 시스템

강화

§ 기후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 기후변화영향 평가
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 적응 시
나리오 개발 및 활용

§ 신속‧종합 대응체계 
구축

- 기상 및 대기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
축

- 경보시스템 강화

- 분야별 취약대상에 
대한 DB 구축 및 
정기평가

- 취약성지표 및 분석
도구 개발연구

- 적응시나리오 개발
연구

- 대응 매뉴얼 작성
- 시민사회 대응체계 
구축 지원

- 부문별 기상재해 위
험 예측 시스템 구
축

- 긴급구조체계 강화
- IT 기술을 활용한 
안전대응 시범사업

기후변화 적응
제도적기반 

구축

§ 조례개정 작성 및 
개정

§ 정기적 적응 수준 
종합 진단 평가

고도적응을
위한 사회적 
협력네트워크

구성

§ 적응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

- 정기적 시민, 전문
가 의견 수렴

- 시민, 전문가 모니
터링

시민들의 
기후

적응능력향상

§ 기후변화 정보 공
유 사이트 구축 및 
운영

§ 기후변화 적응 매
뉴얼 제작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기후친화적인 
도시관리기반

구축

§ 지속가능한 도시관
리 제도정비 및 기술
지원

§ 도시기후 조절능력 
향상

- 기후영향 고려한 도
시설계 및 개발기준 
정립

- 고성능 차열성 포장
도로 개발 지원 및 
보급 확대

- 전환 가능한 불투수
층 면적율 50% 이
상 투수층으로 확대

- 도심녹지 확충으로 
기온저감, 대기질 
개선

- 도심 대형 건물, 옥
상녹화 단계별 의무
화 추진

- 하천복원 사업 추진

표 2.71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상 ‘고도적응도시’ 부문의 주요 내용

■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2009)

(1) 개요

Ÿ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은 비법정 계획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미래지향적인 저탄소 녹생성장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계획임(계획기간은 

2010년~2030년)

Ÿ ‘기후친화도시’, ‘녹색성장도시’, ‘고도적응도시’의 3대 목표별 핵심과제와 사업을 제

시하고 있는데, 도시안전과 관련해서는 고도적응 도시가 주로 해당됨

(2) 도시안전 관련사항

Ÿ ‘고도적응도시’란 기후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폭염, 열대야, 폭우 등의 이상기온과 기상

재해를 예측하고, 기상재해나 병원성 매개체 증가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

는 예방시스템을 갖춘 시민건강 도시를 의미하며, 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중

심의 과제 및 사업, 시스템, 제도, 기술 지원 등이 제시됨



제2장 도시안전 현황 및 평가 127

부문 대책 및 대응 내용

첨단 

적응기술

지원 및 
적용보급 

확대

§ 의료분야 등 신기
술 활용 맞춤형 적응 
지원서비스 제공

§ 고효율 기후적응형 
건축모델 개발‧보급

- U-헬스케어기술개
발연구지원

기후변화

취약 5대 

분야
중점관리

§ 전염성 질환에 대
한 적응대책

§ 폭염 등 고온화에 
대한 적응대책

§ 물부족에 대한 적
응대책

§ 기상재해에 대한 
적응대책

§ 생태계 교란에 대
한 적응대책

- 서울기후 연구센터 
운영 지원

- 곤충/설치류의 유충 
서식지 DB체계 구
축

- 취약한 주거환경 개
선 지원

- 기존 폭염대피시설
의 적합성 검사 및 
시설강화

- 에너지 기본권 보장 
강화

- 저소득층 보급형 저
가청정에너지 개발‧
보급

- 임대주택, 복지시설, 
집단거주지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및 
절전기기 보급

- 물순환형 도시용수 
공급체계 구축 사업 
추진

- 수질개선

- 침수지역 해소 지원 - 기후변화로 인한 생
태계 취약성 분석 
및 보호종 보호방안 
연구

- 서울의 새로운 기후
환경에 적합한 수종 
등 연구 지원 및 보
급 추진

- 다양한 생물종 서식
기반 조성

■ 경관계획

(1) 개요

Ÿ 경관계획은 ｢경관법｣ 제6조의 의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

획임

Ÿ 경관계획은 계획의 목적과 내용적 범위, 계획의 수준에  따라 관할지역 전부를 포괄하는 

‘기본경관계획’과 특정 유형․요소․지역 등에 수립하는 ‘특정경관계획’으로 분류되며, 

서울시는 기본경관계획(2009)과 자연녹지경관계획(2010), 수변경관계획(2010), 역사문화

경관계획(2010), 시가지경관계획(2009), 야간경관계획(2009), 서울상징색 적용가이드라인

(2009)의 6개 하위 특정경관계획을 별도로 수립함

(2) 도시안전 관련사항

Ÿ 경관계획, 특히 자연녹지, 수변 등에 관한 경관계획은 도시의 안전 및 재해와 긴밀한 관계

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수립된 계획에서 안전관련 사항은 찾아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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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관련 계획❚
■ 2030 교통정비 기본계획(안)

(1) 개요

Ÿ 교통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5조에 의하여 교통체계 개선, 교통시설 개선, 주

차장 건설․운영,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등에 관한 20년 단위의 계획임

(2) 도시안전 관련사항

Ÿ 서울시 도시교통정책을 위한 목표가치의 하나로서 “사람이 중심인 교통”이 있으며, 여기에는 

보행․자전거 활성화, 교통사망사고 감소, 교통약자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

하고 있음

Ÿ 특히, 이 계획에서는 교통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사망자를 1/6 이하(연간 430명→70명)

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구분 주요 내용

보행․자전거 

활성화

§ 보행자 배려 교통환경  : 보행우선공간 확충, 도심 지하보행 네트워크 구축, 차 없는 마을 만들기, 

보행자 우선 도로시설물 확대, 보행자 우선 신호체계 도입, 보행자 전용 길안내 서비스 제공 

§ 자전거 중심 교통환경 : 저전거 친화타운 조성, 자전거 간선망 구축, 자전거 도난방지시스템 운영, 

대중교통 환승지원 강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생활권 중심 공공자전거 운영

교통사망사고 

감소

§ 생활권 교통환경 통합정비, 생활권 차고지 증명제 도입, 도심 간선도로 차량속도 제한(60→50km), 

모든 교통사망사고 시 즉각대응체계 구축(시, 자치구, 경찰 등 합동), 공공교통의 안전성 개선(차량 

내 CCTV 등), 공공교통 보안성(범죄예방) 강화(여성안심귀가택시 등), 동적 단속관리시스템 

‘서울EYE’ 운영, 서울안전통합상황실 24시간 운영

교통약자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

§ 시내버스 100% 저상버스화, 모든 도시철도 역사 내 교통약자 지원체계 구축,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 조성, 교통약자 기반의 교통설계(Universal Design),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확대, 

복지(응급)택지 도입, 교통약자 통합이동지원센터 설치

표 2.72 2030 교통정비 기본계획(안) 중 교통안전 관련사항 주요 내용

■ 제2차 서울시 교통안전기본계획(안) (2011)

(1) 개요

Ÿ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 제 17조에 의하여 수립하는 계획임

Ÿ 제2차 서울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2016년까지 교통안전부문 Global 

Top5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2) 교통안전 관련사항

Ÿ 교통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 자전거, 보행자 및 교통약자, 운수산업, 도시철도, 교통문화 

선진화 등의 부문에 대하여 교통안전환경, 교통안전의식, 교통안전제도, 교통안전시스템 

등에 관한 추진전략과 추진계획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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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교통안전환경 교통안전의식 교통안전제도 교통안전시스템

도로

교통

§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사고다발지
점 개선 사업 확대 추진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지속 
추진

- 사고누적지점 및 구간 개선사업과 특별
교통안전진단 통합 실시

§ 이륜차 안전운행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환경 조성

- 이륜차 전용 정지선 설치
- 이륜차 보도 진입방지시설 도입

§ 성인 운전자 대상 교통안
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및 고령자를 위한 
이륜차 안전교육 실시

§ 법규위반 개선방안
-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새로운 단속시스템 확
대 보급

-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법
규위반 단속 강화

- 교통안전 법규 준수 향상 
방안 모색

§ 유관기관 Network 구축
§ 도로 모니터링 시스템 구

축

자

전

거

§ 도로특성을 고려한 자전거 전용도로 
및 안전시설 확충

- 도로특성을 고려한 자전거 전용도로 확
충

- 일반도로상 자전거도로의 이동권 확보
를 위한 안전시설 확대 설치

- 공원내 자전거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
한 안전시설 확대 설치

- 공원내 자전거도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신호등 설치

§ 찾아가는 시민교육을 활
용한 자전거안전교육의 내
실화

§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
한 이용자 의식제고

- 자전거 안전모 착용 활성
화를 위한 캠페인 추진

- 자전거 관련 정책 시행을 
위한 도로나눔 운동 캠페
인 추진

§ 자전거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자전거 버스 제도 정착

보행

자 

및 

교통

약자

§ 보행자 보호 정비사업 확대 시행
§ 보행자 우선의 안전한 횡단환경 조성
- 횡단보도 확충 및 정비사업 지속추진
-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확충
- 도로특성을 고려한 무단횡단 방지시설

의 선별적 설치
§ 중앙버스정류장 서행구간 지정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환경 재정비
- 학원차량 전용 정류장 설치
- 초등학교 정문 위치 변경
§ 노인보호구역내 횡단보도 환경 개선사

업 추진

§ 체계적인 어린이 교통안
전교육 추진

§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강
화

§ 어린이 승․하차 안전보호
기 ‘아이-STOP'확대 시
행

§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도
입

§ Walking School Bus 제
도 확대 시행

§ 노인보호구역 지정범위 
개선

§ 고령 운전자 실버마크 도
입

운수

산업

§ 안전한 택시 승하차를 위한 택시정류
장 정비 및 설치 확대

§ 조업차량의 공간 확보 및 단속시설 확
대 설치

§ 운수업체 교통안전관리 
강화_1000사 3030

§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
육 추진

§ 버스/택시 서비스 경영평
가 활용 극대화

§ 일반/특별교통안전진단 
및 점검의 지속 시행

- 일반/특별교통안전진단 
지속 시행 및 사후모니터
링 시행

- 일반/특별교통안전점검의 
지속 시행

§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활
용 운전자 관리를 위한 전
담인력 배치

도시

철도

§ 혼잡역사 구조개선 사업을 통한 역사 
내 안전 환경조성

§ 새로운 노면전차 시스템의 안전환경 
구축

§ 도시철도 종사자 교육 강
화

§ 도시철도 이용자 교육 강
화

§ 도시철도 안전 운행 매뉴
얼 보완

§ 사고조사서 지침 마련
§ 역사 내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 이동편의시설 점검 강화
- 주요시설물 점검 강화

교통

문화

선진

화

§ 교통안전 생활화 방안 모
색

§ 교통안전 홍보 노출빈도 
향상 방안 모색

§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안전문화홍보 체계적 추진

표 2.73 서울특별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상 부문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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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계획❚
■ 정보화 기본계획(Smart Seoul 2015)

(1) 개요

Ÿ 서울시의 「정보화기본조례｣ 제 5조에 의하여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

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임 

Ÿ 서울시의 정보화기본계획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스마트 서울’을 비전으로 지

능형 정보활용(Smart Life), 시민소통 미래시정(Smart Government), 스마트 녹색도시

(Smart Space), 글로벌 창의경제(Smart Economy) 4개 분야의 계획을 제시함

(2) 도시안전 관련사항

Ÿ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능형 정보활용’ 부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 스마트기술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u-헬스케어 원격진료 서비스 확대, 노약자보호 안전서비스, 보행 장

애인 이동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마련함

Ÿ 스마트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시민이 안심하는 사이버보안 안전도시 실현을 목표로 다중

이용시설인 지하철, 교통, 수도 등의 사이버 시민안심시스템 구축과 스마트사회의 역기능

인 사이버테러 및 프라이버시문제 해소방안 등을 마련함

Ÿ 시민이 안전한 서울을 위하여 서울시 CCTV 고도화, 지능화된 재해분석시스템 구축, u-

서울 안전서비스 확대 등의 계획을 마련함

구분 주요 내용

u-헬스케어

원격진료

서비스 확대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고령자 등의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원격진료와 영상전화 등을 이용해 

고령자의 건강상태 정보서비스 제공

- 고령자, 만성질환자를 위한 혈압, 혈당, 체지방 등 바이오 성분 측정 및 원격의료

- 2015년까지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u-헬스케어 서비스 모델 마련, 서울시 및 자치구 

확대 운영(장애인을 위한 원격진료 포함)

- 단계별로 실시

노약자보호

안전서비스

- 독거노인, 치매노인에 대한 위치 및 건강상태 관리로 실종, 고독사 등의 사고 사전예방 서비스 제공

- 가정, 복지시설 등의 노약자 안전존에서 알림서비스 및 위치 추적서비스 시범사업 

추진(2013년부터) 및 시행

보행 장애인

이동 지원

- 보행 장애인이 이동경로를 찾을 수 있는 안전정보와 비상 상황시의 경고 및 정보서비스

- 도로나 건물의 보행위험정보와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엘리베이터의 사전대기 조정 등 시설물 

관리제어 정보 서비스

표 2.74 서울시 정보화 기본계획(Smart Seoul 2015)의 도시안전 관련사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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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관련계획 종합분석❚
Ÿ 분야별 관련계획에서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교통, 하수도 등 자체 성격상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계획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소극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Ÿ 도시계획, 주택, 주거환경정비, 공원녹지 등의 분야에서 도시안전의 측면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Ÿ 특히,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정비 분야에서 도시안전 측면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가용지 및 주택부족의 상황에서 도시안전의 측면은 개발논리에 가려져 있었으

며, 재난․재해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로 인하여 반복적인 피해와 방재시설 투자라는 악순환

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부담이 공공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경향이 있어 왔음

Ÿ 도시계획의 경우, 재난․재해를 사전에 계획단계에서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중요한 수

단임에도 불구하고 방재를 고려한 개발입지나 토지이용제어와 같은 공간계획으로서의 도

시계획의 성격에 맞는 ‘도시계획적’ 전략이나 시책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한계를 가

지고 있음.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하위

계획의 입장에서도 방재를 고려한 개발제어를 하기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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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도시안전 종합진단

1. 도시안전 종합

❚재난·사고의 발생특성❚
■ 자연재해

Ÿ 기후변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사면재해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반

복되고 심화되고 있음

Ÿ 침수는 저지대 시가지, 반지하주택, 지하공간, 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며, 사면재해는 시가지 연

접부 비탈면, 구릉지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점증하는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에 기인하

는 것도 있지만, 과거 개발연대에 재해를 고려하지 무분별한 개발도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임

Ÿ 방재시설 개선과 같은 구조적 대책과 병행하여 시가지유역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도시계획 및 건축을 통한 개발관리, 예․경보체계 운영 및 방재정보 제공,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체계 정비 등 비구조적 대책을 대폭 강화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보다 섬세한 접근

이 필요함 

Ÿ 폭설, 한파, 폭염, 황사 등 이상기상의 증가는 안전복지 차원에서 취약인구와 취약지역에 대한 

배려가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함. 침수피해에 가장 취약한 반지하주택 등도 저소득층 거주비율

이 높다는 점에서 안전복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Ÿ 서울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인구와 자본이 고도로 집적되고 고밀화된 

서울의 특성에 비추어 내진성능 향상을 비롯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함

■ 인적재난 및 안전사고

Ÿ 도로교통사고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 중에서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순위를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우선을 둘 필요가 있으며, 교통사고에 취약한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보다 섬세하게 배려한 복지적 접근 또한 필요함 

Ÿ 화재는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많이 유발하는 재난으로서 화재에 취약한 주택, 저소득층 밀집

지역, 다중이용업소, 역사문화시설 등을 중심으로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의 자율적인 안전문화 확산 또한 필요함

Ÿ 시설물․건축물의 고밀화, 대형화, 노후화에 따라 붕괴 등 재난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이는 자

칫 대형재난으로 연결될 수 있음. 예방과 점검, 안전의식 제고 등 안전관리를 강화함과 함께 

대형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 차원의 대응체계도 필요함 

Ÿ 서울은 대규모 유독성 위험물질을 다루는 시설은 없으나, 소규모 위험물질관련 시설들이 산재

되어 있으며, 시가지를 경유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등에 의한 재난위험은 여전히 존재함. 따

라서 화재, 폭발, 누출 등 위험물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와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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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지금까지 산불, 행사장 사고, 식품안전사고, 감염병 사고 등은 상대적으로 발생빈도나 피해규

모가 크지는 않았으나, 대도시의 특성상 한번 발생하면 대규모 재난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상

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기관리 차원의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Ÿ 수난사고(익사), 등산사고, 추락, 자전거사고 등 생활안전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은 편이며, 특

히 수난사고는 자살기도에 의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함. 여가수요의 증가와 인구유동성 증가에  

따라 인명피해, 특히 사망자를 많이 발생시키는 사고를 중심으로 생활안전대책을 강화할 필요

가 있음 

■ 범죄

Ÿ 범죄는 5대 범죄 중 폭력과 절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최근 성폭력범죄 급격히 증가하고 있

음. 살인, 강도와 같은 흉악범죄는 자체의 속성상 사회적 파장은 크지만 발생빈도는 상대적으

로 적음 

Ÿ 한편, 정부에서는 이른바 ‘4대악’으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선정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학교폭력은 주로 교내에서,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파악이 

쉽지 않음 

Ÿ 생활안전 확보와 복지적 관점에서 범죄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적, 사회적, 물리적 

대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관

련주체 간의 협력과 공조가 필요함

❚여건변화와 도시안전 영향❚
Ÿ 도시공간은 고도도시화에 따라 시가화공간이 확대되고, 불투수율, 저지대, 지하공간, 경사지 

개발이 증가하며, 건축물 및 시설물의 대형화, 고층화, 노후화가 진행되어 재난 취약성이 증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풍수해, 사면재해, 폭염 등 자연재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시설물․건축

물의 붕괴위험은 물론 내진성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시설들로 인해 지진 발생 시 대형 재

난의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예방적 차원의 대책과 더불어 재난발생 시 위기관리 차

원의 대응체계 또한 정비가 필요함  

Ÿ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 강수량 및 강우강도 증가가 예상되며, 극한기상이변으로 인한 풍

수해, 폭염, 감염병 등 재난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변화

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들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Ÿ 저소득층,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여성, 외국인, 1인가구 등 안전취약계층이 꾸준히 증가하

고 있으며 그 대상 또한 다양화 되고 있음. 따라서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복지

대책을 강화함으로써 도시불안요인을 줄이는 정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Ÿ 국가간․도시간 교류증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첨단 IT기기의 확대 등은 도시안전에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음. 예컨대, 정보화의 진전은 시스템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다

양한 역기능을 양산하는 한편, 신속성과 현장성을 요구하는 재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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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전문가 의식조사 결과❚
Ÿ 시민과 전문가 모두 범죄를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한 한편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어 범죄

안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또한 시민과 전문가에 다소 차이는 있으

나, 범죄 다음으로 도시기반재난(전기, 수도 등), 자연재해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따라서 시민․전문가 의식조사에 따르면, 도시안전을 위해서는 범죄예방에 최우선을 

두고, 도시기반체계의 안전확보,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Ÿ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시민과 전문가 모두 도시안전을 위해 방재시설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

요하다고 평가한 한편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어 도시안전을 위한 각종 방재시설 확충에 

최우선을 둘 필요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Ÿ 또한 시민들은 도시안전을 위한 행정관리체계를 중요하다고 여긴 반면 만족도가 낮았고, 전문

가들은 도시개발․건축분야의 안전개념 강화를 중요하다고 여긴 반면 만족도가 낮았음. 따라서 

방재시설 확충과 함께 도시안전을 위한 행정관리체계 개선, 도시계획․건축에서의 방재기능 강

화 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서울시 안전관리시책❚
Ÿ 서울시의 도시안전분야 시책들은 과거 전통적인 방재시설 중심의 구조적 예방대책이나 비구

조적 대응대책에서 최근에는 재난·재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생활안전이 강조되

며, 시민참여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안전복지 등이 강조됨으로써 도시안전에 대한 관점

과 접근방법이 점차 풍부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임

Ÿ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시설물 중심의 구조적 대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측면이 있어 

비시설물 측면의 안전관리대책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Ÿ 여전히 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위주이며, 관련부서․기관 간 협력, 시민참여 등은 여전히 미흡

한 편임. 시민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범죄, 교통사고 등은 서울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경찰청, 교육청, 지역주민 등과의 협력과 공조가 필요한 부분임. 

Ÿ 또한 대규모 재난의 발생여부에 따라 안전관리의 강조점이나 방향이 지나치게 영향을 받지 않

고 중장기적인 안목과 목표에 따라 꾸준히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Ÿ 도시안전과 관련이 있는 분야별 관련계획에서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교통, 하수도 등 자체 

성격상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계획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소극적으로 다루어

지는 경향이 있고, 도시계획, 주택, 주거환경정비, 공원녹지 등의 분야에서 도시안전의 측

면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특히,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정비 분야에서 도시안전 측면

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재난․재해가 안전을 고려하지 

무분별한 도시개발에 기인한 면이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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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관리대상 재난․사고 도출

❚중점관리대상 재난․사고 선정을 위한 프로세스❚
Ÿ 관련법령 및 서울시 관련계획에서 관리대상으로 하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재난 및 사고는 

총 66종임 

Ÿ 금번 기본계획에서는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크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난 및 사고유

형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설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그 외의 재난․사고유형에 

대해서는 ‘일반관리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Ÿ 중점관리대상과 일반관리대상의 구분은 그 간 재난 및 사고의 발생특성, 여건변화와 도시안전

에 대한 영향, 도시안전에 대한 시민·전문가 의식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구분하되, 엄밀한 

정량적(quantitative) 분석에 의한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연구진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정

성적(qualitative) 방법을 통해 구분함

그림 2.104 중점관리대상 재난․사고 선정을 위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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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재난․사고 발생특성을 고려한 위험수준의 정성적 평가

Ÿ 앞서 살펴본 재난․사고의 발생특성(빈도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위험수준을 개략적이고 정성적

으로 평가해 보면, 자연재해에서는 풍수해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사면재해, 설해, 한파, 폭

염 등은 보통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조류(녹조), 황사, 지진 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Ÿ 조류(녹조)는 수질, 생태계 등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인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낮다고 판단됨. 주로 봄철에 발생하는 황사는 인체와 산업활동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

치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특정하기 어렵고 여타 자연재해에 비해서는 피해정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지진은 실질적인 피해를 유발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위험수준을 

낮게 평가함

Ÿ 인적재난, 안전사고, 범죄에서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많이 유발하는 도로교통사고, 화재, 

범죄 등의 위험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붕괴, 위험물사고․폭발․,오염사고, 지하철사고, 

수난사고, 등산사고 등은 보통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산불, 행사장사고, 식품안전사고, 

감염병사고, 추락, 감전, 승강기사고, 자전거사고, 레저사고, 놀이시설사고 등은 그간의 발생

빈도나 인명피해(사망 또는 부상) 또는 재산피해 정도에 비추어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

됨 

구분 위험수준 재난․사고

자연재해

높음 풍수해(침수)

보통 사면재해, 설해, 한파, 폭염

낮음 조류(녹조), 황사, 지진

인적재난 및 

사고

높음 도로교통사고, 화재, 범죄

보통 붕괴, 위험물사고·폭발·오염사고, 지하철사고, 수난사고, 등산사고

낮음
산불, 행사장사고, 식품안전사고, 감염병사고, 추락, 감전, 승강기, 자전거, 레저, 
놀이시설 등

표 2.75 그간의 재난․사고의 발생특성을 고려한 위험수준의 정성적 평가 

■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안전에 대한 영향

Ÿ 도시공간의 취약성 측면에서 볼 때, 저지대 개발, 구릉지 또는 비탈면 개발, 시가화지역의 확

대와 높은 불투수율 등은 풍수해, 사면재해, 폭염, 설해 등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Ÿ 건축물․시설물의 고밀화, 고층화, 지하화, 노후화 등은 붕괴, 지진 등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Ÿ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 강수량 및 강우강도 증가로 풍수해, 폭염, 감염병 등에 대한 취약

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Ÿ 저소득층,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여성, 외국인, 1인가구 등 안전취약계층의 증가에 따라 생

활안전 및 안전복지 측면에서 각별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임

Ÿ 기술발전, 국가간․도시간 교류증대 등에 따라 도시시스템의 취약성이 증대되고 이는 테러, 도

시기반체계의 마비, 대형복합재난의 발생위험 증대, 감염병의 유입 및 확산 등으로 나타날 수 

있음.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분석, 예측능력을 크게 향상시

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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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및 전문가 의식조사에 나타난 재난․사고에 대한 만족도 및 중요도

Ÿ 시민 및 전문가 의식조사에서 만족도는 낮지만 중요도가 높은 재난․사고에 대해 가장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Ÿ 범죄는 가장 만족도가 낮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한 분야임. 도시기반재난의 경우는 중요도

는 2위로 평가되었지만 만족도는 가장 높은 분야로 나타남. 인적재난과 생활안전사고는 중요

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만족도 또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세부적인 만족도 및 

중요도 평가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2.105 시민 및 전문가 의식조사에 따른 만족도, 중요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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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번 재난․사고
안전관리 

기본계획에서의 

관리대상

서울시 담당부서

자연재난

1 풍수해 중점 하천관리과

2 산사태 및 급경사지 중점 산지방재과

3 지진 중점 도시안전과

4 설해 중점 도로관리과

5 폭염 중점 도시안전과

6 한파 중점 도시안전과

7 가뭄 일반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8 황사 일반 기후대기과

9 낙뢰 일반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10 한강녹조 일반 물관리정책과

표 2.76 중점관리대상과 일반관리대상 재난․사고의 구분

❚중점관리대상 도출❚
Ÿ 재난․사고의 발생특성, 여건변화와 도시안전에 대한 영향, 도시안전에 대한 시민·전문가 의식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66종의 재난․사고 중 17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49종

을 ‘일반관리대상’으로 구분함 

■ 중점관리대상

Ÿ 중점관리대상은 총 17종임

Ÿ 자연재해에서는 풍수해, 사면재해, 기상이변(설해, 폭염, 한파) 등 5종

Ÿ 시설물 안전사고에서는 대형건축물, 공사장, 한강교량, 지진 등 7종

Ÿ 화재에서는 폭발, 대형화재, 산불, 터널․지하철․공동구 화재 등 5종

■ 일반관리대상

Ÿ 일반관리대상은 총 49종임

Ÿ 자연재해에서는 가뭄, 녹조, 황사, 낙뢰 등 4종

Ÿ 사회재난에서는 유독물, 감염병, 생활필수품 유통마비 등 13종

Ÿ 도시기반체계 보호에서는 에너지, 통신, 전산망, 교통수송 등 19종

Ÿ 안전사고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여름철 물놀이, 자전거 등 13종

Ÿ 한편, 범죄안전은 인명피해가 크고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가장 큰 불안감을 느끼는 위험유형이

긴 하나, 금번 계획수립대상에서는 제외함

- 2012. 8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

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포

함(제2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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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번 재난․사고

안전관리 

기본계획에서의 
관리대상

서울시 담당부서

사회재난

11 대형건축물 붕괴 중점 건축기획과

12 아파트 공사장 붕괴 중점 주거재생과

13 상수도 공사장 붕괴 중점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14 도로 공사장 붕괴 중점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15 지하철 공사장 붕괴 중점 도시기반본부 도시철도설계부

16 한강교량 대형사고 중점 도로시설과

17 대형화재 중점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18 산불 중점 자연생태과

19 도로터널 사고 중점 도로시설과

20 지하철 화재 중점 교통정책과

21 공동구 사고 중점 도로시설과

22 위험물질 유출 일반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23 감염병 일반 생활보건과

24 가축질병 일반 동물보호과

25 원전안전(방사능) 일반 민방위담당관

26 테러 일반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7 재난대응분야(구조․구급) 일반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8 사이버 안전 일반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9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일반 보도환경개선과

30 농수산물 유통사고 일반 민생경제과

31 댐붕괴 일반 하천관리과

32 산업생산시설 마비 일반 경제정책과

33 생활필수품 유통마비 일반 민생경제과

34 시청사 마비 일반 총무과

도시기반체계 

보호

35 전력 마비 일반 녹색에너지과

36 원유수급 마비 일반 녹색에너지과

37 가스사고 일반 녹색에너지과

38 정보통신 마비 일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39 정보서비스 마비 일반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40 지하철 파업 일반 교통정책과

41 육상화물운송 마비 일반 택시물류과

42 버스 파업 일반 버스정책과

43 택시 파업 일반 택시물류과

44 병원시설 대형사고 일반 보건의료정책과

45 보건의료 마비 일반 보건의료정책과

46 소각시설 마비 일반 자원순환과

4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마비 일반 생활환경과

48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마비 일반 자원순환과

49 물재생센터 마비 일반 물재생시설과

50 환경(수질)오염 일반 물관리정책과

51 식용수 공급사고 일반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52 상수도 누수 일반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53 교통안전시설물 일반 교통운영과

안전사고

54 공연․행사장 안전사고 일반 문화정책과

55 한강수난사고 일반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56 보행자 안전 일반 보행자전거과

57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일반 도시안전과

58 사회복지시설 안전 일반 복지정책과

59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 일반 아동청소년담당관

60 체육시설 안전 일반 체육진흥과

61 유원시설 안전 일반 관광정책과

62 문화재 안전 일반 역사문화재과

63 여름철 물놀이 안전 일반 자연생태과

64 자전거이용 안전 일반 보행자전거과

65 등산사고 안전 일반 자연생태과

66 정전․승강기사고 일반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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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도시 사례조사

제1절 세계동향 분석

1. 글로벌 위험요인

Ÿ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2012년 지구사회에 위협이 되는 위험요인을 

경제적 위험, 환경적 위험, 지정학적 위험, 사회적 위험, 기술적 위험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Ÿ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것으로는 만성적인 재정불균형, 심각한 소득불균형, 물공급

위기, 식량위기, 에너지․곡물파동, 온실가스 증가, 기후변화 적응 실패, 토지․수로이용관리 

실패, 테러위험, 사이버공격 등을 들 수 있음

그림 3.1 지구사회에 위협이 되는 위험요인 매트릭스(Global Risk Matrix)
자료: World Economic Forum, 20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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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의 대규모 재난발생 현황

❚대규모 자연재해❚
Ÿ 뮌헨재보험(Munich Re) 자료를 통해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태풍, 홍수, 산사태, 폭염, 가뭄, 산불 등의 자

연재해가 급격히 증가함

Ÿ 따라서 장기적인 기후변화와 극한기상재해에 대한 대비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그림 3.2 세계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추이(1980~2011년): 사건 수 기준

자료: Munich Re(2012)

그림 3.3 세계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추이(1980~2011년): 손실액 기준

자료 : Munich Re(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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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1980년 이후 발생한 대규모 자연재해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자연재해는 아이티

(Haiti)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한 것으로 무려 22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킴

Ÿ 사망자를 많이 발생시킨 자연재해 유형은 지진이며, 태풍과 이를 동반한 폭풍, 폭염 등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함 

Ÿ 손실액 기준으로 보면, 2011년의 일본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에 의한 손실액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는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에 의한 피해임

순위 기간 재해유형 발생지역
손실액

(미화 백만달러)

사망자수

(명)

1 2010. 1.12. 지진 아이티 8,000 222,570

2 2004. 12.26. 지진, 쓰나미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방글
라데시, 미얀마, 몰디브, 말레이시아

10,000 220,000

3 2008. 5.2~5.
사이클론(Nargis), 

폭풍
미얀마 4,000 140,000

4 1991. 4.29.~30. 열대사이클론, 폭풍 방글라데시 3,000 139,000

5 2005. 10.8. 지진 파키스탄, 인도, 아프가니스칸 5,200 88,000

6 2008. 5.12. 지진 중국(스촨성) 85,000 84,000

7 2003, 7~8월 폭염, 가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영국

13,800 70,000

8 2010. 7-9월 폭염 러시아(모스크바 등) 400 56,000

9 1990. 6.20. 지진 이란 7,100 40,000

10 2003. 12.26. 지진 이란 500 26,200

자료: Munich Re(2012년)

표 3.1 세계 Top 10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현황(1980~2011년): 사망자수 기준

순위 기간 재해유형 발생지역
손실액

(미화백만달러)

사망자수

(명)

1 2011. 3.11. 지진, 쓰나미 일본(동북부) 210,000 15,840

2 2005. 8.25.~30.
허리케인(Katrina), 

폭풍
미국(뉴올리언스) 125,000 1,322

3 1995. 1.17. 지진 일본(고베, 오사카, 교토) 100,000 6,430

4 2008. 5.12. 지진 중국(스촨성) 85,000 84,000

5 1994. 1.17. 지진 미국(캘리포니아) 44,000 61

6 2011. 8. 1.~-11.15. 홍수 태국 40,000 813

7 2008. 9.6.~14. 허리케인(Ike)
미국, 쿠바, 아아티,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 등

38,300 170

8 1998. 5~9월 홍수 중국(양자강, 송화강) 30,700 4,159

9 2010. 2.27. 지진, 쓰나미 칠레 30,000 520

10 2004. 10.23. 지진 일본(니가타 등) 28,000 46

자료: Munich Re(2012년)

표 3.2 세계 Top 10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현황(1980~2011년): 손실액 기준

Ÿ 한편, 1980년 이후 전 세계에서 발생한 홍수재해 중 가장 많은 피해액을 유발한 홍수는 

2011년의 태국에서 발생한 홍수이며, Top 10 홍수피해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 4개나 차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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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기간 발생지역
손실액

(미화백만달러)
사망자수

(명)

1 2011. 8. 1.~11.15. 태국 40,000 813

2 1998. 5-9월 중국 30,700 4,159

3 1996. 6.27.~ 8.13. 중국 24,000 3,048

4 1993. 6.27.~ 8.15. 미국 21,000 48

5 2002. 8.12.~20.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몰도바, 스위스, 슬로바키아 16,500 39

6 1995. 7.24.~ 8.18. 북한 15,000 68

7 1991. 5~9월 중국 13,600 2,628

8 1993. 6.21.~ 9.20. 중국 11,000 3,300

9 2008. 6월 미국 10,000 24

10 2010. 7.21.~ 9.14. 파키스탄 9,500 1,760

자료: Munich Re(2012년)

표 3.3 세계 Top 10 홍수재해 현황(1980~2011년) : 손실액 기준

Ÿ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자연재해를 통해서 본 시사점으로는, 개발도상국일수록 인명

피해율이 높고 선진국일수록 인명피해보다는 경제적 손실이 상대적으로 큰 경향이 있어 인

명피해를 낮추기 위한 재난관리 인프라의 중요성을 시사함

Ÿ 또한 유럽, 러시아 등에서 폭염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사례는 평상시 예상치 않은 자

연재해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제3장 해외 대도시 사례조사 147

❚대규모 인적재난❚
Ÿ 198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인적재난을 구조물 붕괴, 도시화재, 폭발, 철

도·지하철사고, 군중패닉 및 압사사고, 스포츠행사장사고를 중심으로, 인명피해(사망자)

를 가장 많이 유발한 상위 10개 사고를 살펴봄

Ÿ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한 인적재난의 일반적인 특징은 인구밀도가 높은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또한 종교시설, 학교, 경기장, 공연장, 유흥시설, 백화점 등 한

정된 장소에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에서 특히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함

Ÿ 구조물 붕괴는 학교, 호텔, 공장, 백화점 등에서 대규모 사망자를 유발하였으며, 그 중에는 

1995년 502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2위로 랭크되어 있음

Ÿ 도시화재는 유흥시설, 쇼핑시설, 학교, 극장, 교회 등 사람들이 한정된 장소에 많이 모이는 

시설에서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킴. 그 중에는 2003년 198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지하철

참사가 8위로 랭크되어 있음

Ÿ 폭발사고는 군사시설, 가스시설, 위험물질 운송차량 등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Ÿ 철도․지하철사고는 탈선, 충돌,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폭발 및 화재 등에 의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발생시킴

Ÿ 군중패닉 및 압사사고는 주로 중동 및 동남아 국가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고들

이 발생하였는데, 특히 종교행사를 비롯하여 축제행사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임

Ÿ 스포츠행사장사고는 관중충돌, 시설물붕괴, 압사 등에 의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함

순위 기간 발생지역 사고시설 사고시설

1 2013. 4.24. 방글라데시(Savar) 의류공장 1,129

2 1995. 6.29. 한국(서울) 백화점(삼풍백화점) 502

3 1980. 1.20. 콜럼비아(Sincelejo) 경기장 200

4 1993. 8.13. 태국(Nakhon Ratchasima) 호텔 135

5 1984. 11.8. 인도(Kerala) 교량 125

6 1981. 7.17. 미국(Kansas City) 호텔 고가통로 114

7 1990. 6.16. 나이지리아(Rivers State) 학교 100

8 2004. 2.2. 터키(Konya) 아파트 94

9 2008. 11.7. 아이티(Pétionville) 학교 94

10 1985.10.16. 방글라데시(Dhaka) 학교 71

자료: http://en.wikipedia.org/

표 3.4 세계 Top 10(사망자 기준) 대규모 인적재난 발생현황(1980~2013년 8월): 구조물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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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기간 발생지역 사고시설 사망자수(명)

1 1995. 12.23.
인도(Mandi Dabwali, 

Hayana)
학교 538

2 2000. 3.17. 우간다(Kanungu) 교회 530

3 2004. 8.1. 파라과이,(Asuncion) 쇼핑시설 396

4 2012. 2.14. 온두라스(Comayagua) 교도소 360

5 1994. 12.10. 중국(Karamay) 극장 324

6 2000. 12.25. 중국(Luoyang) 쇼핑시설 309

7 2013. 1.27. 브라질(Rio Grande do Sul) 유흥시설 241

8 2003. 2.18. 한국(대구) 지하철 198

9 2004. 12.30. 아르헨티나(Buenos Aires) 유흥시설 194

10 1996. 3.18. 필리핀(Quezon City) 유흥시설 162

자료: http://en.wikipedia.org/

표 3.5 세계 Top 10(사망자 기준) 대규모 인적재난 발생현황(1980~2013년 8월): 도시화재

순위 기간 발생지역 사고시설 사망자수(명)

1 2002. 1.27. 나이지리아(Lagos) 군사시설 1,100

2 1988. 8.17. 이라크(Babil) 군사시설 700

3 1989. 6.4. 소련(Ufa) 열차 575

4 1984. 11.19. 멕시코(Mexico City) 가스시설 500 이상

5 2012. 3.4. 콩고(Brazzaville) 군사시설 246 이상

6 2003. 12.23. 중국(Chongqing) 가스시설 234

7 2010. 7.2. 콩고(South Kivu) 탱크트럭 230 이상

8 1992. 4.22. 멕시코(Guadalajara) 가스시설 206

9 1991. 6.6. 에티오피아(Addis Ababa) 탄약시설 200 이상

10 1984. 12.2. 그루지야(Tbilisi) 아파트(가스시설) 200

자료: http://en.wikipedia.org/

표 3.6 세계 Top 10(사망자 기준) 대규모 인적재난 발생현황(1980~2013년 8월): 폭발

순위 기간 발생지역 사고내용 사망자수(명)

1 2004. 12.26. 스리랑카 인도양 지진에 의한 쓰나미 1,700

2 1981. 6.6. 인도(Bihar) 탈선 및 추락 500~800

3 1989. 6.4. 러시아(Ufa) 폭발 575

4 1985. 1.14
에티오피아(Addis 

Ababa)
탈선 428

5 2002. 2.20. 이집트(Cairo-Luxor) 폭발 및 화재 383

6 1995. 8.20. 인도(Firozabad) 열차충돌 358

7 2004. 2.18. 이란(Nishapur) 화학물질 누출․폭발 320

8 1990. 1.4. 파키스탄(Sindh) 열차충돌 307

9 1994. 9.22. 앙골라(Tolunda) 브레이크고장 300

10 1995. 10.28. 아제르바이잔(Baku) 지하철 전기에 의한 화재 289

자료: http://en.wikipedia.org/

표 3.7 세계 Top 10(사망자 기준) 대규모 인적재난 발생현황(1980~2013년 8월): 철도·지하철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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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기간 발생지역 사고장소 사망자수(명)

1 1990. 7.2. 사우디아라비아(Mecca) 종교관련행사 1,426

2 2005. 9.1. 이라크(Baghdad) 폭파소식에 따른 대혼란 953

3 2010. 11.23. 캄보디아(Phnom Penh) 축제행사 357

4 2006. 1.12. 사우디아라비아(Mecca) 종교관련행사 362

5 1994. 5.23. 사우디아라비아(Mecca) 종교관련행사 270

6 2005. 1.26. 인도(Maharashtra) 종교관련행사 258

7 2004. 2.1. 사우디아라비아(Mecca) 종교관련행사 251

8 2008. 9.30. 인도(Rajasthan) 종교관련행사 224

9 2008. 8.3. 인도(Bilaspur) 종교관련행사 162

10 1994. 11.23. 인도(Gowari) 소요사태 114

자료: http://en.wikipedia.org/

표 3.8 세계 Top 10(사망자 기준) 대규모 인적재난 발생현황(1980~2013년 8월): 군중패닉 및 압사사고

순위 기간 발생지역 사고내용 사망자수(명)

1 1980. 1.20. 콜럼비아(Sincelejo) 시설물 붕괴 200

2 1989. 4.15. 영국(Shefield) 압사사고 96

3 1988. 3.12. 네팔(Kathmandu) 우박, 압사사고 93

4 2012. 2.1. 이집트(Portside) 관중충돌 79

5 1982. 10.20. 구소련(Moscow) 관중충돌 66

6 1985. 5.11 영국(Bradford) 화재 56

7 2001. 4.11. 남아공(Johannesburg) 관중충돌 43

8 1985. 5.29. 벨기에(Brussels) 관중충돌 39

9 1982. 11.18. 컬럼비아(Cali) 관중충돌 24

10 1981. 2.8. 그리스(Piraeus) 관중충돌 21

자료: http://en.wikipedia.org/

표 3.9 세계 Top 10(사망자 기준) 대규모 인적재난 발생현황(1980~2013년 8월): 스포츠행사장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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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재해경감국제전략사무국(UNISDR)과 효고행동강령

❚UN재해경감국제전략사무국(UNISDR)❚
Ÿ 재난관리에 관한 국제기구의 동향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는 UN재해

경감국제전략사무국(UNISDR: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봄

Ÿ UNISDR은 재해경감을 위한 국제전략의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된 UN기구이

며,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재해경감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들을 조정하고, 효고행동강령(HFA: Hyogo Framework for 

Action)의 집행을 가이드하고 진척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람들의 방재역량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 기후변화적응을 비롯한 재해경감을 위한 투자와 교육, 참여를 촉진

 - 재해경감을 위한 정보제공 및 네트워킹

주요 사업 구분 주요 내용

조정

효고행동강령(2005-2015) HFA의 집행을 가이드하고 진척상황 모니터링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Global Platform

재해경감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해 격년 단위로 개최되는 

국제적인 포럼

Regional Platforms
각종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한 포럼으로서 

지역단위(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등)에서 운영

National Platforms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해경감노력을 집행하기 위한 국가단위에서 

운영되는 포럼

효고행동강령 이후 준비

(Post-2015 Framework)
효고행동강령 이후의 새로운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준비작업

캠페인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Making 

Cities Resilient)

재해에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2013년 8월 현재 세계 

1,485개 도시 참여)

안전한 학교 및 병원 만들기
안전한 학교와 병원을 만들기 위한 “One Million Safe Schools 

& Hospitals” 캠페인

국제 재해경감의 날(International 

Day for Disaster Reduction) 개최

재해경감노력을 축하하고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주제가 달라짐(10월 13일) 

재해경감에 대한 사사카와상

(UN Sasakawa Award) 시상
재해위험경감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에 수여

장려
기후변화적응, 방재교육, 방재분야에서의 성불평등 해소, 

지속가능발전, 방재분야 활동가 등

정보제공

전세계 자연재해에 대해 격년단위로 평가보고서(Global 

Assessment Report) 발간, 재해경감 지식관리를 위한 포털 

‘PreventionWeb (www.preventionweb.net)’ 운영, 재해관련 

용어 정의 및 표준화, 재해관련 통계정보 제공, 간행물 발간 등  

표 3.10 UNISDR의 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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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UNISDR의 사업 중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Making Cities Resilient)’ 캠페인사업이 

있는데, 서울시는 2013년 4월에 가입함. 이 캠페인에 가입하면 기후변화적응 및 재해

경감에 관한 노하우 자문과 기법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한편, UNISDR이 제시하는 

10가지 필수이행사항(10 Essentials)을 지켜야 함

1. 시민단체 및 시민사회의 참여에 기초하여, 재해위험을 인식하고 경감하기 위하여 조직 및 조
정기능을 정립

2.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예산을 할당하고 소유자, 저소득가구, 지역사회, 기업 등으로 하여금 재
해를 경감하기 위한 투자를 하도록 인센티브 제공

3. 재해 발생원과 취약성에 대한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하고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도시개발 
계획 및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공론화

4. 배수시설과 같은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유지관리를 하고 기후변
화에 대처

5. 모든 학교와 보건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

6. 위험을 고려한 현실적인 건축규제와 토지이용계획 원칙을 적용하고, 저소득시민을 안전한 지
역에 배치하고 저소득 주거지역을 개선

7. 재해저감을 위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실시

8.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를 저감하기 위해 생태계와 자연적인 버퍼지역을 보호하고, 위험저감
대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응

9. 조기경보시스템 및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례적으로 대비훈련 실시

10. 재난발생 후 재건에 있어 피해주민의 니즈(needs)를 중심으로 지원 

그림 3.4 UNISDR의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Making Cities Resilient)’ 캠페인의 10가지 필수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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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고행동강령(2005-2015)❚
Ÿ 효고행동강령은 재해에 강한 국가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5년 세계 168개 정부가 

참여하여 작성한 201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10개년 계획이며, 국제사회의 재해경감을 위

한 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계획임

Ÿ UNISDR은 효고행동강령의 집행을 가이드하고 진척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함

Ÿ 한편, 2015년 효고행동강령이 만료됨에 따라 UN에서는 UNISDR을 중심으로 새로운 계획

(Post-2015 Framework)을 개발하기 위한 준비작업 중에 있음

그림 3.5 효고행동강령(Hyogo Framework for Action 2005-2015)의 주요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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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서울과 해외 대도시 간 비교

1. 대도시 자연재해 위험도 비교

Ÿ 국제적인 민간보험회사인 뮌헨재보험(Munich Re)에서 위험지수를 사용하여 세계 대도시권의 

자연재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공개된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자연재해위험지수(Natural Hazard Risk Index) 

        = 재해발생원(Hazard)×취약성(Vulnerability)×노출(Exposed Values)

재해발생원
(Hazard)

취약성
(Vulnerability)

위험에 노출된 경제적 가치
(Exposed Values)

지진(쓰나미를 포함한 
이차적인 재난 포함), 태풍, 
홍수, 기타 자연재해(화산, 
산불, 냉해 등)

건물등급 또는 건물형태
 - 주거용 건물의 지배적인 형태(상업․업무 및 산업용 

건물의 형태는 전세계가 유사하다고 가정)

평균가구소득, GDP, 
세계경제에의 중요도

재난대비 및 방어태세
 - 재난대비 예․경보 시스템 등
 - 자연재해에 대비한 건축 및 도시계획규제

건물의 질 및 밀도
 - 인구밀도지표 사용(밀도가 높을수록 위험도 높음)

표 3.11 뮌헨재보험(Munich Re)의 자연재해위험지수의 구성요소 

그림 3.6 뮌헨재보험(Munich Re)의 세계 대도시권 자연재해 위험도 평가결과(2005년)
자료: Munich Re(2007), Megacities as Hotspots of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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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인구

(백만명)
자연재해
위험지수

위험도 평가 구성요소

재해발생원
(Hazard)

취약성
(Vulnerability)

위험에 노출된 
경제적 가치

(Exposed values)

도쿄 34.9 710.0 10.0 7.1 10.0

로스엔젤레스 16.8 100.0 2.7 8.2 4.5

뉴욕 21.6 42.0 0.9 5.5 8.3

런던 12.1 30.0 0.9 7.1 4.8

파리 11.0 25.0 0.8 6.6 4.6

시카고 9.4 20.0 0.8 5.6 4.4

북경 13.2 15.0 2.7 8.1 0.7

서울 21.2 15.0 0.9 7.2 2.2

싱가포르 4.0 3.5 0.3 7.1 1.9

자료: Munich Re(2007), Megacities as Hotspots of Risk  

표 3.12 뮌헨재보험(Munich Re)의 세계 9개 대도시권 자연재해 위험도 평가결과 비교

Ÿ 서울 대도시권을 포함한 세계 9개 대도시권을 비교한 결과, 지진과 태풍위험이 매우 높은 

도쿄 대도시권의 자연재해위험도가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평가되며, 서울 대도시권

은 싱가포르 다음으로 위험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됨

Ÿ 한편, 재해대응능력 정도와 관련이 있는 취약성에 있어서는 로스앤젤레스와 북경에 이어 

서울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도쿄, 런던, 싱가포르 등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음

Ÿ 따라서 서울의 자연재해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취약성을 낮추기 위한 건축물․시설물 안

전대책, 재해를 고려한 도시계획 및 건축제어, 예․경보체계 확충 등이 필요함 

그림 3.7 뮌헨재보험(Munich Re)의 세계 9개 대도시권 자연재해 위험도 구성요소별 평가결과 비교(2007년)
자료: Munich Re(2007), Megacities as Hotspots of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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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도시 방재수준 비교

Ÿ 세계 6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방재수준을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분하여 평가한 결과

를 보면, 종합점수에 있어서는 도쿄가 전 분야에 걸쳐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Ÿ 서울은 타 대도시와 비교하여 대응단계는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예방, 대비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예방분야는 6개 대도시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임.

Ÿ 서울은 특히 위험도에 비해 도시방재기반변수인 방재분야 예산과 직원수가 낮게 나타나 예

방단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냄

Ÿ 따라서 서울의 방재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방 및 대비부문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

히 예방사업투자를 위한 예산확충, 방재인력 확충 등이 필요함 

그림 3.8 세계 대도시 방재수준 비교(2008년)
자료: 서울시립대(2008), 주요국가의 도시방재수준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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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 단위

예방

도시
위험
도

§ 재난 재난(풍수해, 지진, 가스폭발, 화생방, 환경재난, 기타 
등)의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피해액 정량지표 표준화

§ 대형화재 및 재난 대형화재 및 재난의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피해액 정량지표 표준화

§ 주민재난위험 인식도 각 도시주민의 방재분야 관련 인식도(소방서비스 
만족도, 도시안전체감도 등) 100점 단위

도시
방재
안전
기반

§ 방재분야 예산비율 방재분야 예산/도시 총예산 방재분야 
예산비율

§ 방재분야 직원수, 조직체계 인구만명당 
직원수

§ 방재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성 도시계획에 방재계획 반영체계의 제도화 정도 5점 척도

§ 리스크 분석과 
방재계획의 연계성

리스크 분석이 방재계획에의 반영시스템 제도화 
정도 5점 척도

대비

§ 종합대응조직의 지원조직 위상과 역할 5점 척도

§ 도시위험도 평가 및 조사 실적 5점 척도

§ 예방 및 대비계획의 집행을 위한 도시의 각 실국간의 조율 및 조정 노력 5점 척도

§ 도시 소방방재 안전관련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공무원 및 시민교육 
훈련실적(홍보 및 계몽수단, 교육훈련의 내용) 5점 척도

§ 시민방재조직의 구성과 운영 여부 5점 척도

대응

§ 초동 대응체계의 구축과 표준화 5점 척도

§ 광역자치단체의 재난대응에서의 역할과 비중 5점 척도

§ 도시정부의 지자체 실정을 고려한 자체적인 위기대응계획 수립여부 5점 척도

§ 주민과의 정보공유(방재지도 등의 공유) 5점 척도

§ 민·관·군·연구기관, 인접 지자체, 중앙정부 등과의 응원협력체제의 적정성 5점 척도

§ 국제적인 재난협력체제의 구축여부 5점 척도

§ 도시방재안전 관련 대응을 위한 훈련시스템 5점 척도

§ 119 등 통보에 의한 소방차 도착시간 5점 척도

§ 도시방재종합센터 및 정보전달체계 구성의 충실도(설비, 체제, 고유의 
정보연락망 정비 및 복구체계) 5점 척도

§ 응급의료를 위한 네트워크 확보현황 5점 척도

§ 소방관서와 여타 방재안전관련 실국(토목, 주택, 건축, 가스, 전력, 방재 등)과의 
연계체계 확보 시스템 5점 척도

§ 피난지도, 피난설비 확보 및 관련 홍보 등 피난대책의 구체성 5점 척도

복구

§ BCM의 제도화와 작성범위 5점 척도

§ 도시실정을 고려한 자체적인 복구계획 수립 여부 5점 척도

§ 복구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시스템 5점 척도

§ 효과적인 복구를 위한 공무원 및 시민 교육훈련실적 5점 척도

§ 대형재난발생시를 대비한 도시부흥계획 구축 여부 5점 척도

자료: 서울시립대(2008), 주요국가의 도시방재수준 비교 연구 

표 3.13 세계 대도시 방재수준 비교를 위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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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과 도쿄 간의 주요 재난․사고 비교

Ÿ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주된 사고유형인 교통사고, 화재, 범죄, 구조활동을 대상으로 서울과 

비교적 비슷한 도시여건을 가진 도쿄와 비교함

Ÿ 서울은 ｢서울통계연보｣, 도쿄는｢도쿄통계연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상대비교를 위해 

201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발생빈도로 비교함 (센서스인구: 2010년 현재 서울시 인

구 9,794,304명, 도쿄도 인구 13,159,388명)

❚교통사고❚
Ÿ 교통사고의 경우, 서울의 424.7건(인구 10만명당, 이하 동일)에 비해 도쿄가 416.5건으로 

도쿄가 약간 적은 편임

Ÿ 그러나 인명피해 측면에서는 사망자의 경우, 서울이 4.3명으로 도쿄의 1.4명에 비해 월등히 높음

Ÿ 부상자의 경우에도 서울이 608.5명으로 도쿄 470.7명에 비해 높음

Ÿ 따라서 서울은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그림 3.9 서울과 도쿄 간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비교(2010년) 

구분 발생(건)
사상별(명)

사망 부상

전체
서울 41,601 424 59,595 

도쿄 54,809 184 61,935 

인구

10만명당

서울 424.7 4.3 608.5 

도쿄 416.5 1.4 470.7 

표 3.14 서울과 도쿄 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비교(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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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Ÿ 화재의 경우, 서울이 54.3건(인구 10만명당, 이하 동일)으로 도쿄의 39.0건 보다 많음

Ÿ 그러나 사망 및 부상, 재산피해액에 있어서는 도쿄에 비해 피해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

Ÿ 발생 원인별 화재발생건수 중 서울은 실화가 44.9건으로 도쿄의 13.5건에 비하여 3배 이

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0 서울과 도쿄 간의 화재사고 발생현황 비교(2010년) 

구분
발생건수

(건)

발생 원인별(건) 사상별(명) 피해액

(천원)실화 방화 기타 사망 부상

전체
서울 5,321  4,395 524 402 42  188  14,503.9 

도쿄 5,130 1,776 1,534 1,820 105 943 65,821.2

인구

10만명당

서울 54.3 44.9 5.4 4.1 0.4 1.9 148.1 

도쿄 39.0 13.5 11.7 13.8 0.8 7.2 500.2

주: 피해액은 환율 100엔=1,300원으로 환산

표 3.15 서울과 도쿄 간 화재 발생현황 비교(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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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강력범죄❚
Ÿ 5대 강력범죄의 경우, 서울이 1,270.6건(인구 10만명당, 이하 동일)으로 도쿄의 1,141.3건

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Ÿ 그러나 절도를 제외한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의 발생건수는 서울이 도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Ÿ 특히 성폭력범죄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이 도쿄보다 많은 점도 있지

만, 강간외에 성추행 등도 포함함으로써 집계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면이 큼다는 점에 유의

할 필요

그림 3.11 서울과 도쿄 간의 강력범죄 비교(2010년) 

구분 합계(건)
유형별 발생건수(건)

살인 강도 성폭력(강간) 절도 폭력

전체
서울 124,447 294 1,029 4,939 49,387 68,798

도쿄 150,188 100 595 160 145,184 4,149

인구

10만명당

서울 1,270.6 3.0 10.5 50.4 504.2 702.4 

도쿄 1,141.3 0.8 4.5 1.2 1,103.3 31.5 

주: 성폭력 범죄의 경우, 도쿄는 강간사건만을 포함하는 반면, 서울은 강간뿐만 아니라 성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포함  

표 3.16 서울과 도쿄 간의 강력범죄 비교(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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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활동❚
Ÿ 구조활동의 경우, 서울이 840.4건(인구 10만명당, 이하 동일)으로 도쿄의 180.3건 보다 4

배 이상 많이 출동하며, 처리건수 또한 서울이 도쿄보다 약 4배 많음

Ÿ 구조활동의 원인이 되는 사상별로 보면, 사망과 부상으로 인한 구조활동은 도쿄가 높게 나

타나며, 인명피해 없이 구조되는 경우는 서울이 128.0명으로 도쿄의 7.3명보다 월등

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에서 과잉구조요청의 소지가 있음을 나타냄

구분
출동건수

(건)

처리건수

(건)

사상별(명)

사망 부상 기타

전체
서울 82,316 66,258 345 3,529 12,533 

도쿄 23,721 19,258 625 19,555 962 

인구

10만명당

서울 840.4 676.5 3.5 36.0 128.0 

도쿄 180.3 146.3 4.7 148.6 7.3 

표 3.17 서울과 도쿄 간의 구조활동 비교(2010년)

그림 3.12 서울과 도쿄 간의 구조활동 비교(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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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해외 대도시 안전관리 사례

1. 일본 도쿄

❚개요❚
Ÿ 도쿄도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진, 화재, 풍수해 등 위험에 대처하여 방재 및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고 가능한 모든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음

Ÿ 도쿄도에서 방재 및 안전관련 업무는 재난관리에 관한 총괄은 총무국 종합방재부에 담당하

고, 시가지의 지진․화재에 강한 도시조성을 위한 일련의 업무는 도시정비국 시가지정비부

에서, 풍수해에 대한 대책은 도시정비국 도시기반부에서 주로 담당함

구분 주요 업무

총무국 종합방재부
위기관리, 방재기획, 부흥기획, 업무연속성계획(BCP), 국민보호, 감염병대책 등 

전반적인 재난관리업무 총괄

도시

정비국

시가지

정비부
방재도시만들기, 방재부흥, 목조주택밀집지역 정비 및 불연화, 지역위험도조사, 기타

도시기반부 종합치수대책, 호우대책 기본방침, 지하공간 침수대책, 시가지 저류․침투시설대책 등

기타 부서․기관

건설국 : 하천정비, 도로정비, 공원정비 등

도쿄소방청 : 소방, 구조․구급, 화재예방 등

도쿄경시청 : 치안, 방범, 안전안심마을만들기(방범중심) 등

청소년․치안대책본부 : 치안, 방범 등

표 3.18 도쿄도의 방재 및 안전관련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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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현재 도쿄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재 및 안전관련 주요 대책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대책

관련계획
§ 지역방재계획 (지진, 풍수해, 화산, 대규모 사고, 원자력재해)
§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진, 신형인플루엔자 등)
§ 2020년의 도쿄(2011)

상황관리 § 도쿄도 방재센터

재난대비 및 대응

§ 방재대응지침
§ 지역주민에 의한 자조․공조를 위한 방재조직(지역방재력 향상 모델지구) 지정․지원
§ 민간 사업장 방재계획 작성 의무화
§ 도시 공간 전반에 걸친 방재거점 정비
§ 라이프라인(life line) 재해대응능력 향상 
§ 특정 긴급수송도로 확보 및 정비
§ 초동 대응태세 구축
§ 귀택(귀가) 곤란자 대책
§ 의료구호 대책
§ 재해 시 요보호자 배려대책
§ 정보통신 확보대책
§ 유통망 두절에 대비한 물자확보대책

대시민 정보제공, 

홍보, 교육, 참여

§ 웹기반 정보제공(지진․기상정보, 도로․철도정보, 라이프라인정보, 강우․하천 수위정보 등)
§ 방재맵(인터넷, 스마트폰)
§ 방재매뉴얼 작성․배포(가정, 사업장, 지역사회 등)
§ 안부확인서비스
§ 방재학습 및 체험시설(지역별 방재센터, 방재교육센터 등 13개소)
§ 방재훈련
§ 방재홍보사업(방재전 개최 등)
§ 방재 Volunteer 운영

지진․화재에 강한 

도시만들기

§ 지역위험도 평가
§ 방재도시만들기
§ 목조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대책
§ 내진포털 운영

풍수해대책

§ 도시형 수해대책
§ 종합치수대책
§ 건축물 침수대책, 지하․반지하침수대책
§ 고조(高潮)대책
§ 침수실적도, 침수상정구역도, 홍수해저드맵 작성․배포
§ 사방사업, 토사재해대책사업(경계구역, 특별경계구역, 위험지역지도 등), 기타

치안․방범 §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기타

§ 신형인플루엔자 대책
§ 풍랑 및 쓰나미 대책
§ 화산재해대책
§ 테러대책
§ 방사능물질 사고에 대한 대책, 기타

표 3.19 도쿄도의 방재 및 안전관련 주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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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대규모사고 발생현황❚
Ÿ 한편, 도쿄의 주요 방재 및 안전관련 대책을 살펴보기 전에 1980년 이후 최근까지 일본에

서 발생한 대규모 사고를 살펴보면, 화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오염․위험물 유출, 

열차사고 등도 발생빈도가 높음

Ÿ 도쿄를 비롯하여 일본에는 목조주택이 많아 화재에 취약한 구조인데, 도시지역에서는 지

진․화재에 대비하여 목조주택밀집지역을 정비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과제의 하나가 되고 있

음 

그림 3.13 일본의 대규모사고 발생현황(1980~2008년) 
자료: 도쿄도, 지역방재계획(대규모사고 편)

❚방재관련 종합계획 및 대응계획❚
Ÿ 방재와 관련한 종합계획으로서 대표적인 계획은 ｢재해대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지역방재계획’이 있음. 지역방재계획은 사업계획 및 업무지침 혼합형의 계획으로서, 

현재 지진재해, 풍수해, 화산, 대규모 사고(대규모 사고, 원자력재해) 등을 대상으로 4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 편은 해당 재해에 대한 총칙(기본방침, 현황 등), 예방계획, 대

응․복구계획, 자료집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Ÿ 도쿄도는 대규모 재난 시 행정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지진과 신형인플루엔자 발생에 

대응한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마련하였음. 업무연속성계획

은 재해 시에 중요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거나, 중요업무가 중단되었어도 목표 시

간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며, 기존의 방재계획에 더하여 우선업무의 

설정, 우선업무의 복구시간 설정, 대체수단의 업무계속방법 등을 책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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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도쿄도의 지진에 대한 업무연속성계획(BCP)의 내용적 구성체계 

Ÿ 한편, 도쿄도는 동일본 대지진, 기후변화, 2020년 올림픽 유치추진 등 정책여건에 대응하

여 기존의 ｢10년 후의 도쿄｣계획(2006)을 대체하는 ｢2020년의 도쿄｣계획(2011)을 새로이 

수립함. 이 계획은 비법정 전략계획으로서 방재뿐만 아니라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이지만 도시방재를 핵심적인 사항으로 다루고 있음

Ÿ ｢2020년의 도쿄｣계획은 개요, 인구동향 등 여건변화 전망, 핵심프로젝트, 본편(목표별 방

향성 및 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Ÿ ‘기본계획’편은 10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고, 매년 수립되는 ‘실행프로그램’은 기

본계획에서 그리는 도시상의 실현을 위하여 3년 후의 도달목표와 3개년 연차별 사업계획

을 명시하여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음

그림 3.15 ‘2020년의 도쿄’계획(2011)의 기본계획과 실행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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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의 도쿄’(2011)의 방재부문 주요 내용❚
Ÿ 방재부문 목표로 ‘지진재해대책에 집중하여 지진에 이겨낼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 

‘자조․공조의 힘을 최대한 살려 피해최소화와 도시기능 조기회복을 도모한다’, ‘기후변

화가 야기하는 호우 등 도시형 재해대책을 강화한다’로 설정하고 있음

Ÿ 동일본대지진의 여파로 지진재해에 대한 각별한 강조가 있으며, 내진화 100% 프로젝

트, 목조주택 밀집지역 불연화 10개년 프로젝트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음

Ÿ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자조․공조체계 구축, 귀택곤란자 대책, BCP 책정, 라이프라인 

기능 확보 등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음

Ÿ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형 재해에 대비한 하천․하수도․유역에 걸친 중층적 추진 등

도 주목할 만한 대책임

대책 내용

지진재해대책에
집중하여 지진을 

이겨낼 수 있는
도시를 만듦

건축물의 
내진화

중요 건축물 
등의

내진화

§ 도쿄의 방재력을 비약적으로 높이기 위해 긴급수송도로의 연도 건축
물이나 거점병원, 초․중학교 등 방재상 중요한 건축물을 100% 내진화

주택의 내진화
§ 지진으로 예상되는 피해경감을 목표로 목조주택, 맨션 등 주택의 
§ 진화율을 95%이상으로 향상

도시시설 및
라이프라인의
정비/내진화

도시시설과 라이프라인의 
내진화

§ 지진재해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함과 동시에 조기복구를 도모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시설이나 라이프라인의 내진화를 
추진

사회자본스톡의
장수명화

§ 지금까지 축적한 방대한 사회자본을 전략적으로 유지·갱신하기 위해 
예방․보전형 관리를 착실하게 추진

도쿄만 연안의
지진·해일·

고조 대책

시설 정비 및 
내진·내수대책

추진

§ 시설 정비나 내진·내수대책의 추진에 의해 도쿄만 연안 및 동부 저
지대의 지진·해일·폭풍해일재해에 대한 준비를 강화

종합적인 
대응력 강화

§ 하드(hard) 대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위기관리체제 강화 등에 의한
§ 소프트(soft) 대책을 추진하여 지진·해일·폭풍해일재해에 대한 종합

적인 대응력을 강화
섬 밀집지역의

방재대응력 
향상

재해에 강한
수송네트워크 

구축

§ 피난, 복구활동에 불가결한 항만, 도로 등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 추진하여 재해에 강한 수송네트워크를 구축

목조주택
밀집지역

불연화 10년
프로젝트 추진

연소차단대를
형성하는 주요 

도시계획도로 
정비

§ 지진 재해시에 특히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목조밀집 지역에서는 연
소차단대를 형성하는 주요한 도시계획도로의 정비를 가속하여｢불이 
퍼지지 않는 거리｣를 실현

시가지불연화의 
추진

§ 지진 재해시에 특히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목조밀집 지역에서 연소 
차단대안쪽 시가지의 불연화를 강력히 추진하여 연소에 의한 소실 제
로의 ｢불타지 않는 거리｣를 실현

방재마을만들기
분위기 조성

§ 의욕 있는 구와 제휴하여 지역의 방재마을만들기 분위기를 조성하도
록 지원

자조·공조의 힘을
최대한으로 살려

피해최소화와
도시기능 

조기회복을 도모

지역단위 방재조직 등
도쿄만이 가능한 공조의 구조 

만들기

§ 재난발생시 한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도민 모두의 방재 행동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연대에 의하여 보장 받는 안전하고 안
심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

귀가 곤란자 대책의 재구축
§ 터미널역 단위의 대처를 촉진하는 등 사업자와 도민을 포함한 사회 

전체에 의한 대책의 실시

BCP책정과 BCM추진
§ 행정기관·민간기업의 BCP 강화를 도모하여 실효성있는 계획의 책

정을 진행시켜 도쿄 전체의 업무 연속성관리(BCM) 추진

현장의 방재력 강화
§ 한사람이라도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수색이나 구조를 담당하는 

경찰·소방 기관의 충실한 활동체제 도모

라이프라인의 기능 확보

§ 예방, 응급으로부터 복구에 이르는 각 단계의 대책을 강화해 백업 체
제의 구축이나 조기 복구를 향한 구조체제 만들기 등 라이프라인 기
능 확보

기후변화가
가져오는호우 등

도시형 재해대책을
 강화

집중호우에의 중층적 대책
§ 수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하천·하수도의 정비나 유역의 

빗물 대책과 마을만들기가 일체가 되는 중층적 대책 실시

토사재해대책
§ 물리적 비물리적 대처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토사재해의 우려

가 있는 피난소 등의 주변 토사재해대책 실시

열섬대책 § 노면 온도의 상승을 억제하는 환경 대책형 포장을 약 180km에 실시

기후변화 적응
§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도민의 안전과 생

활을 지키기 위한 적응책을 전 청에서 추진

표 3.20 ‘2020년의 도쿄’계획(2011년 수립)_ 방재계획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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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방재센터❚
Ÿ 도쿄도는 긴급사태에 신속하고도 일관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정보수집 및 분석을 통한 전략

적인 대응대책을 입안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재해대책본부를 중심

으로 방재센터의 정보에 기초하여 중앙정부, 구시정촌,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재해에 대응함

Ÿ 도쿄도 방재센터는 이러한 재해대책본부가 추진하는 각종 대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재

해정보의 수집, 전달, 정보처리 및 분석 등을 수행하며, 각 방재기관에 대해 필요한 지시

를 하거나 요청함

Ÿ ‘방재정보시스템’은 방재센터의 중추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해 발생 시 구

시정촌 단말기를 통해 피해정보 등을 입력한 것을 처리하는 데이터통신기능과 피해현장의 

상황을 헬리콥터(지진피해 판독시스템), 위성중계차, 이동무선차량, 감시카메라 등으로부

터 방재센터에 있는 영상으로 표출하는 화상통신기능 등을 갖고 있음

구분 내용

재해대책본부실

§ 재해대책본부 회의 등을 개최하기 위한 회의실
§ 도청 제1본청사 8층과 9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면적은 413㎡
§ 2면의 200인치 스크린이나 지도표시판, 상황표시판에 의해 107명 (본부 47명, 연락원 60명)이 한곳

에서 회의가 가능 

통신실

§ 방재행정무선을 이용하여 각 방재기관과의 연락을 취합
§ 일반전화회선이 절단되었어도 통신이 가능
§ 오가사하라제도(小笠原諸島)와의 연락에는 위성회선을 활용
§ 면적 228㎡

야간방재연락실 § 야간 방재연락원이 4인(人) 3반(班) 태세로 야간·휴일의 업무를 수행

지령정보실

§ 재해대책본부의 결정사항을 각 방재기관에 전달
§ 피해정보수집, 대응대책의 수립·지시
§ 재해정보시스템, AV시스템, 지진피해판독(地震被害判讀)시스템, 지진계(地震計) 네트워크시스템을 이

용하여 센터의 중추부로서의 역할을 수행
§ 면적 329㎡

옥상 헬리포트 § 신청사의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하여 긴급시의 이동·반송(搬送) 등에 활용

표 3.21 도쿄도의 방재 및 안전관련 주요 대책

그림 3.16 도쿄도 방재센터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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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도쿄도 방재센터는 관동대지진급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자가발전설비

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비축연료만으로도 3일 간 센터의 기능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음(연료만 공급하면 계속 전력공급 가능)

❚방재거점 정비 및 방재공원❚
Ÿ 도쿄도는 도시 전역에 걸쳐 도심․부도심 및 철도역 주변, 공원 등을 활용하여 피난장소나 

방재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방재거점의 정비를 추진해 왔음

Ÿ 방재공원의 경우, 2011년 현재 11개 공원을 정비하여 대규모 구출·구조활동의 거점 역할

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대책 내용

민간활력을 활용한
방재거점 정비

- 도심·부도심 및 철도역 주변의 개발사업에 맞추어 방재상 거점이 되는 시설을 유도

방재거점이 되는
공원의 정비

- ｢도시계획공원·녹지 정비방침｣의 개정 및 민간도시개발과 제휴한 공원 정비의 새로운 구
조 창설

- 도립공원의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임시 헬리포트 및 화장실 등 방재관련시설의 정비
와 더불어 주요 공원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확충

표 3.22 도쿄도의 방재거점 정비를 위한 대책

그림 3.17 도쿄도 방재거점 정비의 이미지



168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Ÿ 방재공원은 평상시에는 시민들의 여가, 운동 등의 장소로 사용되지만, 지진 등 재해 시에는 

방재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기능에 따라 크게 ①피난장소(광역피난지)로

서의 방재공원과 ②구조활동거점(후방지원활동거점)으로서의 방재공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유형 내용

피난장소(광역피난지)로서의 

방재공원

재해 시에 화재의 연소 확대에 의해 일어나는 복사열이나 열기로부터 주민을 
지키는 장소로 기능 

구조활동거점(후방지원활동거점)

으로서의 방재공원
재해시에 자위대, 소방, 경찰 등 응원부대의 활동거점으로 기능

표 3.23 방재공원의 유형

Ÿ 방재공원의 시설적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다목적 공원(평상시에는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시설로서 여가, 운동,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다가, 재해시에는 피난장소 또는 구조활동거점으로 활용)

- 환상도로 등에 연접하여 입지해 있어 광역적인 접근성 우수

- 피난광장, 주차장, 임시 헬리포트(heliport) 확보(주로 야구장, 축구장이 비상시 피난광장, 헬

리포트 기능 수행)

- 피난출입구의 개선 및 수송출입구의 확보 

- 비상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조명·방송시설

- 방화수림대 형성

- 교량, 시설물, 건축물 등의 내진보강

- 비상용 자가발전설비

- 비상용 급수설비

- 비상용 화장실, 기타

Ÿ 국립 도쿄임해광역방재공원 

- 도쿄임해광역방재공원은 후방활동지원거점의 성격을 갖는 방재공원으로 국토교통성에 의해 

조성된 시설이며, 면적은 13.2ha 규모임

-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해 발생 시, 현지의 재해정보를 총괄하고 재해응급대책을 조정하는 재

해현지대책본부가 설치되는 수도권 광역방재사령부 및 광역지원부대의 베이스캠프이자 재해

의료지원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물류통제센터와 일체적으로 기능하는 방재거점시설임

- 평상시에는 공원, 방재정보 교환, 교육훈련, 체험교육장 등으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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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도쿄 임해광역 방재공원의 전경

❚방재상 공조를 위한 마을단위 방재조직 육성❚
Ÿ 도쿄도는 지역주민들 간의 유대와 연대를 통한 지역방재력 향상을 위하여 마을단위 방재조직

을 육성하고 있으며, 2010년 4월 현재 도쿄도 내 지역단위 자주방재조직의 수는 6,655개임

Ÿ 마을단위 방재조직 육성대책의 주요 대책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춘 위기의식 환기, 의

욕적인 공조활동을 마을방재조직으로 인정, 모델지구에 젊은 세대를 끌어들여 지역 

활성화, 공조 활동의 핵이 되는 인재 육성과 네트워크 만들기의 촉진 등을 들 수 있음

그림 3.19 도쿄도의 마을단위 방재조직 사업추진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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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장에 대한 방재계획 작성 의무화❚
Ÿ 도쿄도 내 민간 사업장들은 ｢도쿄도 진재대책조례｣에 의하여 용도․규모에 따라 당해 사업

장에 대한 방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사업장 유형 소방서에의 제출

진재대책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일반 사업장

방재관리자의 선임이 필요한 사업장 필요

방화관리자의 선임이 필요한 사업장 필요

상기 이 외의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
불필요

위험물시설이 있는 

사업장

예방규정의 작성이 필요한 위험물시설 필요

예방규정의 작성이 불필요한 위험물시설 불필요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방재대책상 중요한 시설로서 지사가 지정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자(가스, 

전기, 궤도, 도로, 통신사업자)
필요

표 3.24 도쿄도의 민간 사업장 유형별 방재계획 작성 및 소방서 제출여부

❚의료구호대책❚
Ÿ 재난 발생 시 의료구호기능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능 강화(내진화, 

자가발전설비, 인력 및 의약품 확보 등), 의료정보 공유 및 협력, 재해파견의료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파견을 통한 광역적인 제휴, 다양한 의료인력 확보

체계 구축, 고령자, 장애인 등 재해약자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주요 대책 내용

의료기능의 확보
시설의 안전성 강화(내진화, 자가발전설비 정비), 라이프라인·의약품 확보, 인력확보체계 

등을 확립하여 재해발생 후의 의료기능을 유지·확보

의료정보 파악과 

지역의료 제휴 추진
통신수단을 다양화하여 의료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하고, 의료제휴를 실시하는 구조를 구축

재해파견의료팀(DMAT) 

파견 등 

광역적인 의료 제휴

관계기관과의 제휴를 강화하여 재해지역으로 확실하게 의료제공을 할 수 있도록 견고한 

광역의료 제휴 실현

환자 반송과 관련 

제휴체제 구축
재해 발생 시의 반송계획을 책정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환자반송을 위한 체계 구축

다양한 

의료인력확보체체계 정비
관계단체 제휴에 의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구조 구축

고령자·장애자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지역과의 제휴나 광역적 지원 체계 충실

표 3.25 도쿄도의 재해발생 시 의료구호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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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택(귀가) 곤란자 대책❚
Ÿ 도쿄도는 ｢귀택곤란자대책조례｣를 제정하여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귀가곤란자 문제에 대처

하기 위하여 협의회, 훈련, 안부확인 및 정보제공, 일시체류시설, 귀택(귀가)지원 등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주요 대책 내용

도보 귀가자 

발생 억제

- 재해 발생 시 외출자 행동에 관한 ｢기본방침｣ 책정과 효과적인 보급계발의 실시

- 귀가 곤란자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

일시 

대기 시설의 확보

- 도쿄도는 물론, 국가, 구 시정촌, 민간사업자와 제휴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 일시 대기시설의 확보 추진

- 비축물자를 확보하여 일시 대기시설의 기능 향상

정보 통신 

기반의 강화

- 철도사업자에 의한 정보제공이나 통신사업자에 의한 안부확인수단의 확보를 통해 귀가곤란자에게 

충실한 정보제공 실시

- 정보통신기반 강화와 통신수단의 다양화를 위한 실증실험 실시

귀가 지원책 

강화

- 귀가곤란자의 조기귀가를 위해 육상운송 및 해상운송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대책 추진

- 재해 시 귀가지원스테이션의 확충과 함께 그 인지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이나 

체계정비를 추진

표 3.26 도쿄도의 재해 시 귀택(귀가) 곤란자에 대한 주요 대책

그림 3.20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안부확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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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 정보제공❚
Ÿ 도쿄도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지진․기상정보, 도로․철도정보, 라이프라인정보, 

강우․하천수위정보, 대피정보, 교통통제상황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재매뉴

얼을 가정, 사업장, 지역사회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작성․배포하고 있음

Ÿ 예컨대, ‘방재맵’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되는데, 피난시설, 일시 체류시설, 

비상급수시설, 병원, 학교 등의 정보를 제공함 

그림 3.21 도쿄도의 재난대응정보를 제공하는‘방재맵’

❚방재도시(마을)만들기❚
Ÿ 일본에서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 용어는 공간기반 각종 계획 및 사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범용적인 용어. 마을만들기는 토목, 건축 등 하드웨어적인 행정시책뿐만 아니라 

주민활동 등 소프트웨어적인 활동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마을만들기의 유형에 따라 

하드웨어적 대책과 소프트웨어적 대책의 상대적인 강조점은 큰 차이를 보임 

Ÿ 방재 및 안전과 관련된 마을만들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많이 발견되는 유형으

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방재마을만들기 : 주로 지진과 화재를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를 지칭하는 경향이 있음

- 수해에 강한 마을만들기 : 수해 등 풍수해를 대상으로 사용됨

- 안전한(또는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 방범, 교통 등 생활안전을 대상으로 주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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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일본에서 ‘방재’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에서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을 망라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주로 지진과 화재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있음.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일본

의 방재도시계획은 크게 도시계획체계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방재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체계상의 제도는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도시계획과 깊은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방재도

시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재도시계획 보다는 ‘방재도시만들기’라는 표현으로 사

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Ÿ 방재도시만들기는 재해위험도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크게 ‘도시수준’의 대책과 ‘지구수

준’의 대책으로 구분되어 추진되는데, 방재마을만들기는 지구수준의 대책으로서 밀집시

가지 등 방재상 위험한 지구에 대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들을 말함 

Ÿ 방재마을만들기에서는 주민합의형성이 필수적인데, 주민들이 시·읍·면이나 전문가의 지

원을 얻어 현상을 진단하여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서로 내놓아 계획안을 정리함. 도시계획

의 ｢지구계획제도｣를 이용하면, 주민합의로 만들어진 건축규칙(rule)이나 지구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법률이나 조례 등으로 뒷받침할 수 있음 

Ÿ 밀집시가지와 같은 방재마을만들기가 추진되는 지구에서는 건물 불연화 및 방재성 강화, 

협소도로 확폭, 광장의 정비, 피난시설 확보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주택지 형성을 추진함 

그림 3.22 방재도시(마을)만들기의 계획 및 사업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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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방재마을만들기에 있어 주요 환경정비 요소

❚수해에 강한 마을만들기❚
Ÿ 수해에 강한 마을만들기는 지자체에 따라 다양한 사업들을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시설물

중심의 하드웨어적 대책과 소프트웨어적 대책으로 구분하여 추진함

Ÿ 하드웨어적 대책에는 주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등에 대한 저류시설을 비

롯한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대한 설치촉진과 이에 대한 공공지원이 주류를 이룸

Ÿ 소프트웨어적 대책에는 재해 예⋅경보체계 및 재해지도의 작성⋅보급과 같은 재해정보, 

도시계획에서 수해를 고려한 시가화 제어, 필로티(piloti) 등 수해에 강한 건축물 유도 등

의 사항들을 주로 포함함

그림 3.24 수해에 강한 마을 만들기의 주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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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 및 치안을 중심으로 한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Ÿ 일본에서 ‘안전한 마을만들기’ 또는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용어는 주로 방범·치

안유지를 비롯한 생활안전에 대해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본의 많은 도시들은 방범을 

중심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공공지원을 함

Ÿ 도쿄도의 ｢안전ㆍ안심 마을만들기조례(安全・安心まちづくり条例)｣의 경우, 주택, 도로

ㆍ공원, 상업시설, 번화가, 학교 등 취약지역 및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자주적 활동을 촉진하고, 안전확보를 위한 의무, 규제 등에 관한 지침과 함께 공공지원, 

조언,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함

그림 3.25 도쿄도의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조례｣의 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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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치수대책❚
Ÿ 도쿄도가 수립한 가장 최근의 종합치수대책은 2007년 8월 수립한 ｢호우대책기본방침｣이

며, 이에 따라 2009년에 7개 중점유역에 대하여 ｢유역별 호우대책계획｣을 책정함

Ÿ 각 유역 내 침수위험이 높은 ‘중점대책구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대략 30년 후) 시

간당 75mm 강우에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표수준을 정함

Ÿ 종합치수대책은 이러한 강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하천·하수도에 더하여 저류·

침투시설, 마을만들기 등 유역대책을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는데 특징이 있음

그림 3.26 도쿄도 ‘호우대책기본방침(2007)’에 의한 ‘대책촉진구역’에서의 목표강우기준

그림 3.27 도쿄도 종합치수대책에서의 주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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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홍수해저드맵 

  

그림 3.29 침수상정구역도

❚저류․침투시설대책: 세타가야구 사례❚
Ÿ 일본의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도쿄도 내 세타가야구는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는 유역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 공공․공익시설을 비롯하여 민간의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에 대해 저류․침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있음

Ÿ 한편, 세타가야구에 소재한 후타코타마가와(二子玉川)공원의 사례를 보면, 공원이 속한 유

역은 시간당 100mm 강우에 대하여 최대 2m 침수심을 이루는 침수위험지역으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원구역 내 지하저류침투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 주변 도로(보도 부분)

에 지하저류침투시설 등을 추진하였는데, 설치방식에 있어 저류와 침투기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특수소재를 사용한 지오셀룰러스토리지시스템(geo-cellular storage 

system)을 적용함. 본 저류방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 공극률 90% 이상 확보

- 높은 하중설계(25톤 트럭에 견딜 수 있음)

- 빗물에 견딜 수 있고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의 재료 사용

- 단순시공과 공기단축

- 컴팩트한 수납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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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공원에서의 geo-cellular 저류침투시설의 설치 이미지

그림 3.31 도로 보도부에서의 geo-cellular 저류침투시설의 설치 이미지

그림 3.32 도로 보도부 연석의 연속형 빗물받이와 연석내부의 빗물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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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세타가야구도 민간 건축물에서 저류시설이나 침투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는

데, 빗물침투통(마스), 빗물트렌치, 빗물탱크 등 설치 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함. 다만, ① 국가, 기타 지방공공단체, 기타 구청장이 지정한 공공단체, ②우수유출

억제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있는 건축주(세타가야구 건축물 건축에 관한 주환경(住環境) 

정비에 관한 조례), ③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건물에 설치하는 부동산업자, 건설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시설 요강

빗물침투시설 설치 시 

설치비 지원

- ｢표준 공사비 단가 × 설치 개수｣ 혹은 ｢견적 액｣ 중에서 낮은 금액에 0.8을 곱한 값

- 일반지구 상한액: 400,000엔

- 용수보전중점지구 및 호우대책모델지구 상한액: 500,000엔

빗물탱크 설치 시 

설치비 지원

- (본체 가격 + 설치비)의 1/2

- 조성 한도액 35,000엔 (단 설치비 상한은 5,000엔)

표 3.27 세타가야구의 건축물 빗물저류․침투시설 설치 시 지원제도 요강

❚시사점❚
Ÿ 도쿄도의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Ÿ 재난안전대책과 도시계획 등 공간계획과의 연계·통합이 강조됨(예: 방재마을만들기, 안

전․안심 마을만들기, 저류․침투시설대책 등)

Ÿ 주민들의 자주적인 방재능력 향상과 다양한 기관들 간의 공조를 강조함

Ÿ 세계적인 경제중심지라는 특성으로 인해 재난에 대한 민간기업의 역할과 지원을 중요시함

(예: 민간기업 방재계획 작성 의무화, BCP 작성 지원 등)

Ÿ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 발달함

Ÿ 재난․사고 정보의 시민공개와 정책적 활용 활발함

Ÿ 다양한 형태의 지도(map)를 이용한 정보제공 및 검색 서비스 제공함

Ÿ 수해방지를 위하여 하천․하수도대책에 더하여 유역에서의 저류․침투시설대책, 마을만들기 

등 종합적인 대책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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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프로그램 내용

주요
관련
계획

재해저감계획(Hazard Mitigation Plan) § 연방 재난관리청(FEMA) 승인을 받은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계획

재난대비․대응계획 § 자연재해, 인적재난, 모든 재난․재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전재해(all-hazard) 계
획 등 분야별 대비․대응계획

운영연속성 프로그램
(Continuity of Operation Program)

§ 시의 각 부서․기관들이 재난상황 시 내적 복원력을 유지하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연속성계획(COOP: Continuity of Operation Plan) 프
로그램

대규모 광역적 재난대응계획 § 국토안보부(Dept. of Homeland Security)의 재정지원 하에 뉴욕시와 주변지역에 
광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고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계획

재난
대응

상황관리실(Watch Command) § 24시간 상시 운영되며,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 출동시스템 운영
통합상황관리센터

(EOC: Emergency Operations Center)
§ 다수의 부서․기관이 관련되는 재난발생 시 통합적인 조정 및 상황관리를 위해 가

동되는 상황실
합동지휘센터차량

(Interagency Command Center Car) 
§ 재난발생 시 현장에서의 관계기관 협력․조정 및 지휘를 위해 합동지휘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현장특수차량
모바일 데이터센터(MDC: Mobile Data 

Center) § 현장에서 GIS 및 자료수집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

대시
민

상황
전파

Notify NYC § 뉴욕시의 재난 및 주요 도시공공서비스에 공식적인 정보원(인터넷, SNS,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

Commercial Mobile Alert 
System(CMAS) 

§ 민간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무료로 특정한 지역에 한정하
여 선택적으로 재난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서비스

기타 상황전파채널 § 방송매체(뉴욕시의 비상공공통신시스템 이용), 이메일, 소셜미디어 등

현장
대응

지휘관리시스템(CIMS: Citywide Incident 
Management System)

§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를 규정한 표준 프로토콜로, 재난 및 사건의 유형에 따라 
‘단일(single)’지휘체계와 ‘통합(unified)’지휘체계로 구분

수색 및 구조
(FEMA US&R: Urban Search & 

Rescue Response System)
§ 재난현장에서의 활동하는 정예 특수구조대(New York-Task Forces 1)

자원
동원

방재자원관리시스템
(CALMS: Citywide Assets and 
Logistics Management System)

§ 재난대응 및 복구 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방재자원의 동원을 위해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GIS 정보시스템

훈련
도구

재난시뮬레이터
(Disaster Simulator) § 재난상황과 주변지역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기반 시스템 

지도
정보

GIS 데이터 § 다양한 GIS 데이터를 통해 각종 재난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
허리케인 대피지도

(Hurricane Evacuation Zone Finder)
§ Google지도상에 허리케인 위험지역을 구분하고 대피소, 대피방향 등의 정보를 실

시간 검색

재난
대비

‘Ready New York’ 시리즈 § 시민들의 재난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각종 캠페인, 홍보책자 발간, 퀴즈대회 등 
시행

 911 및 311 전화서비스 § 평상시 311, 재난시 911 전화서비스
가족․친지만남서비스

(My Meeting Place Finder) 
§ Facebook을 이용하여 과 Google지도를 통해 재난발생 시 통신이 어려운 상황에

서 가족, 친지 등이 재회할 장소를 서로 정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
지원

업무연속성계획 수립지원
(NYContinuity)

§ 대규모 재난 시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내 민간기업, 특히 중소 기업체의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민관지원체계

민간자산 및 보급관리시스템
(PALMS:  Private Assets & Logistics 

Management System)

§ 재난발생 시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CorpNet정보공유 § 민간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들에게 재난에 대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며, 이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의사결정을 지원

기업재난접근시스템
(CEAS: Corporate Emergency 

Access System)

§ 각각의 기업에서 선정된 핵심 직원에게 신임장을 제공함으로써 재난발생시 일반
인의 접근이 금지된 지역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허용

시민
참여

시민자원단 운영(Citizen Corps) § 국토안보부(DHS)의 주도로 창설된 자율방재조직

지역사회 재난대응팀
(CERT: 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

§ 지역사회에 기반한 자원봉사대로서 기본적인 재난대응 기법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표 3.28 뉴욕시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의 주요 안전관리를 위한 자원 및 프로그램

2. 미국 뉴욕

❚개요❚
Ÿ 뉴욕(New York)시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총괄은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OEM)에서 담당함. OEM의 관장업무를 중심으로 분야별 주요 자원 및 프로

그램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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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저감계획(Hazard Mitigation Plan)❚
■ 개요

Ÿ 재해저감계획(HMP: Hazard Mitigation Plan)은 ｢Disaster Mitigation Act(2000)｣에 

의하여 주(State) 및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가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주 및 지방정

부가 재난과 관련한 연방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HMP를 수립하여 승인받아야 함. 

연방정부의 FEMA는 HMP에 관한 계획수립지침을 제공함  

Ÿ HMP의 계획적 성격은 사업계획형에 가까움

Ÿ HMP는 재난·재해에 관한 종합계획으로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반을 망라함

그림 3.33 미국 재해저감계획(Hazard Mitigation Plan)의 구성체계 

Ÿ 구체적인 계획수립대상 재난·재해는 각 지자체가 당해지역의 위험요인과 취약성을 평가

하여 정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하며, 필

요에 따라 위험물사고, 테러 등 인적재난을 포함할 수도 있음 

Ÿ 다음은 그 동안 지자체들이 수립한 HMP들에서 다루었던 재난·재해의 종류임

구분 재난의 종류

자연재해

Ÿ 홍수

Ÿ 허리케인, 토네이도, 강풍

Ÿ 산사태, 토석류

Ÿ 지반침하 

Ÿ 풍랑, 쓰나미, 해안침식

Ÿ 폭설, 냉해, 눈사태

Ÿ 가뭄, 물 부족

Ÿ 산불, 들불

Ÿ 폭염

Ÿ 지진, 화산

Ÿ 댐 붕괴

인적재난

Ÿ 위험물 사고

Ÿ 핵심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 마비

Ÿ 감염병·전염병 확산

Ÿ 사회적 소요(폭동, 파업 등)

Ÿ 항공기 사고

테러
Ÿ 무장공격, 폭발물, 생물학적·화학적·방사능 공격, 핵폭탄, 위험물살포, 

사이버테러 등 

표 3.29 미국의 Hazard Mitigation Plan의 계획수립대상 재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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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 Natural Hazard Mitigation Plan(2009)

Ÿ 뉴욕시의 경우, 2009년에 수립한 것이 가장 최근 계획이며, 자연재해만을 대상으로 계획

을 수립함

Ÿ 4개 분야에 대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 ‘재산 보호’, ‘지속가능한 경제 촉

진’, ‘환경 보호’, ‘재난대비태세 증진’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

략들을 제시함

목표 주요 전략

시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

§ 예·경보 및 정보전달체계 개선
§ 취약집단에 대한 재해영향 저감
§ 건축조례 강화
§ 재난대응인력 교육훈련

재산보호

§ 재해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핵심 시설 및 서비스를 보호
§ 신규 시설의 부지선정 시 과거 재해발생실적 고려
§ 상하수도, 전기, 통신, 디지털데이터와 같은 핵심 네트워크의 이중화
§ 건물, 기반시설, 근린 등에 대한 재해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강화하고 재해

위험지역에서 안전한 건축 제고
§ 신규 재해위험정보를 건축 및 토지이용계획체계에 통합
§ 공무원, 디벨로퍼, 부동산업, 건물소유자, 시민 등에게 재해위험과 건축요건에 대해 교육
§ 뉴욕 관내의 모든 건물 및 시설 소유자들로 하여금 적절한 재해저감조치 촉진
§ 재해저감전략을 기반시설계획과 연계
§ 복원 및 복구의 일부로 사후 재해저감대책 촉진

지속가능한

경제 촉진

§ 방재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파트너십 형성
§ 핵심 업무의 연속성 확보
§ 표준적인 업무의 일부로서 재해저감대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

과 파트너십 형성
§ 재해위험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교육
§ 민간업체들로 하여금 재난대비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파트너십 형성

환경보호
§ 환경을 보호하는 재해저감정책 개발
§ 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재해영향을 저감하는 기후변화 적응전략 촉진

재난대비태세

증진

§ 자연재해와 그 위험에 대한 이해 촉진
§ DB, 지도 등 재해정보 개선
§ 시민들의 자율방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해 및 대책에 관한 지식 증진

표 3.30 뉴욕시 재해저감계획(Hazard Mitigation Plan)의 주요전략

❚공공과 민간기업의 업무연속성 확보❚
Ÿ 뉴욕시는 재난 발생 시에도 행정업무 및 공공서비스를 끊임없이 공급하고 신속하게 복구하

기 위하여 운영연속성계획프로그램(Continuity of Operation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Ÿ 시의 각 부서․기관은 표준화된 형식과 용어를 사용하여 운영연속성계획(COOP: 

Continuity of Operation Plan)을 작성하며, 해당 부서․기관의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할 

핵심기능과 운영상의 요건을 식별함

Ÿ 시는 시의 실정에 맞는 COOP 계획방법론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와 

인트라넷 포털을 구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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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운영연속성계획(COOP: Continuity of Operation Plan) 수립절차 

Ÿ 한편, 뉴욕시는 세계적인 경제중심지로서, 기업활동이 도시경제를 지탱하는 결정적인 요소

의 하나이기 때문에,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활동이 중단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신속한 

복원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업무연속성계

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작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Ÿ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방재계획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민관협력지원기구를 

통해 정보교류 등 몇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그림 3.35 기업의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수립절차 

❚상황관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Ÿ 뉴욕시는 평상시에는 상황관제실(Watch Command)을 통해 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모니터

링하고 관련기관들과 통신을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출동, 차량 및 물자지원 등의 활

동을 수행함

Ÿ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통합적인 상황관리를 위해 통합상황관리센터(Emergency 

Operations Center)가 운영되는데, 관계부서 및 기관이 합동으로 정보수집 및 전파, 조

정, 의사결정 등 중추적인 업무를 수행함

Ÿ 한편, 뉴욕시는 재난발생 시 현장에서 관계기관 간 협력 및 조정, 현장지휘 등을 위해 현

장합동지휘센터차량을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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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뉴욕시의 상황관제실(Watch Command)

 

그림 3.37 뉴욕시의 통합상황관리센터

 

그림 3.38 뉴욕시의 현장합동지휘센터차량

❚재난현장 지휘체계❚
Ÿ 뉴욕시는 재난발생 시 전역에 걸쳐 통일된 현장지휘관리체계(CIMS: Citywide Incident 

Management System)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Ÿ 재난현장 관리를 위한 지휘체계는 재난유형의 특성에 따라 ‘단일(single)’ 지휘체계와 

‘통합(unified)’ 지휘체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함. ‘단일’ 지휘체계는 단

일부서가 해당 재난에 대하여 현장관리를 위한 대상과 전략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체계이

며, ‘통합’ 지휘체계는 두 개 이상 부서가 합동으로 수행하는 것임

구분 재난 및 사고유형

단일(single) 

지휘체계 

사고현장 차량제거, 선박조난, 시 전역에 걸친 사이버사건, 민간인 소요, 교정시설에서의 소
요, 폐쇄공간으로부터 구조, 수목전도, 승강기사고, 정신장애자 처리, 빠짐․갇힘, 폭발물장치 
및 폭파위협, 화재, 인질사건, 총기저격사건, 행사 등 특수상황, 구조물 붕괴, 의심스런 물건, 
수난구조

통합(unified) 

지휘체계

항공기사고, 화학물질(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사고, 시 전역에 걸친 공중보건재난, 폭발, 자연재해 
및 기상재해, 철도사고, 전기․통신․가스․수도․폐수 등 사고

표 3.31 뉴욕시의 재난현장 지휘체계의 유형과 대상 재난유형

❚대시민 정보전달❚
Ÿ 뉴욕시는 재난상황전파를 위하여 공식적인 재난정보원인 ‘Notify NYC’ 정보를 인터넷, 

소셜미디어,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함과 함께 민간통신망(AT&T, Sprint, Verizon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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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특정지역에 대한 모바일 경보시스템(CMAS: Commercial Mobile Alert System), 

방송미디어, 이메일,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있음

Ÿ 또한 재난위험, 대피 등 정보제공을 위해 지도(map), 소셜미디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고 있음. 인터넷 Google맵을 이용하여 허리케인 발생위험과 대피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Hurricane Evacuation Zone Finder’, Facebook을 활용하여 재난 발생 시 가족, 친

지 등이 만날 장소를 서로 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My Meeting Place Finder’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Ÿ 또한 ‘Ready New York’ 시리즈를 통해 다양한 재난홍보책자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그림 3.39  뉴욕시의 허리케인 위험도 및  

대피지도(Hurricane Evacuation Zone Finder)

 
그림 3.40  뉴욕시의 재난발생 시 가족친지 만남지원

서비스(My Meeting Place Finder)

그림 3.41 뉴욕시의 재난홍보책자 ‘Ready New York’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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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에 대한 지원❚
Ÿ 뉴욕시 재난관리에서 또 다른 특기할만한 점은 기업활동 보호와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임

Ÿ 뉴욕시는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을 지원하며, 민간기업과

의 협력을 통해 ‘CorpNet’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들에게 재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Ÿ 방재자원 동원을 위하여 민간기업의 시설, 장비, 물자, 기술․전문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도

록 이를 관리하기 위한 민간자산 및 보급관리시스템(PALMS: Private Assets & 

Logistics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고 있음

Ÿ 또한 기업재난접근시스템(CEAS: Corpotate Emergency Access System) 프로그램 운

영을 통해 재난 발생 시 민간기업 담당자가 접근이 금지된 재난현장에 출입하여 기업활동

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복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시사점❚
Ÿ 뉴욕시의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Ÿ 재난관리를 위해 관련 부서들이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강

조점을 둠 

Ÿ 건축 및 도시계획을 비롯한 공간계획을 통한 재해저감, 친환경적 재해저감대책, 다양한 이

해관계자(stakeholder) 간의 파트너십 등을 강조함

Ÿ 세계적인 경제중심지라는 특성으로 인해 재난에 대한 민간기업의 역할과 지원을 중요시함

Ÿ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재난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소셜미디어를 재난관리서비스에 적극적으

로 활용 

Ÿ Google지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GIS 지도(ma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보제공 

및 검색 서비스의 이해도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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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파리

❚도시안전을 위한 주요 대책❚
Ÿ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파리시의 도시안전을 위한 대책들을 살펴보면, 위기관리를 위한 대

비․대응대책, 범죄 등으로부터의 공공안전을 위한 예방대책, 안전약자를 위한 보호대책, 안

전취약계층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도시안전을 위한 조직 및 기구 마련 등 다양한 분

야에 걸친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음

구분 대책 주요 내용

1. 대비․대응 대책

위기관리 네트워크 구성

§ 의사결정, 운영, 통신체계 구성
§ 위기발생 시 컴퓨터, 차량장치, 모바일 등을 통해 전 지역

에 예․경보

위기관리계획 § 외래 응급 의료진, 응급 시 교통네트워크, 사망 대처계획

재해유형별 

정보제공(DICRIM)
§ 시의 재해유형별 재해관리문서를 작성하여 시민에 제공

파리연대
§ 약 70여명의 젊은 은퇴자들로 자원봉사자 구성
§ 지역위원회, 학교, 협회 등을 통해 위기예방 정보제공

2. 공공안전을 위한 

예방대책

공공안전 대비 연구

§ 공공안전 대비를 위한 사회적 환경 분석 및 진단
§ 라빌레트 공원, 콘서트장, 카로성당 등 대규모 공공시설

에서 공공안전 프로젝트 시행

야간경비 § 파리시 주관으로 매일 3~4명씩 야간경비(16:00~24:00)

경범죄인의 무보수 노동

(TIG)

§ 매년 200~300명 가량의 범죄자들이 감옥 대신 무보수 
노동.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 사회 소외계층의 범죄예방 차원에서 휴가를 가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휴가프로그램 구성

3. 안전약자 보호 및 

공공시설 안전

학교 주변 보호
§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통안전 보호 및 약 150개 지점의 위

험지점 지정․관리, 모니터링

고령자 보호
§ 고령자들의 안전한 은행업무를 위해 사복경비(해당지역 

무료전화서비스 이용)

공공시설 안전관리
§ 안전조정자 및 안전검사원에 의해 녹지, 공동묘지, 사회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관리

CCTV § 1,285개 감시카메라 설치 

모니터링 그룹 § 주택모니터링시스템(모바일 요원 및 차량 이용)

4. 지원 프로그램 

운영

피해자를 위한 지원 

네트워크

§ 범죄피해자를 위한 무료서비스(SAVIP) 제공
§ 재정지원 및 보호, 상담

노숙자 지원 § 사회구성원 적응 프로그램 지원 및 침낭 제공

이재민 지원 § 구호물자 및 피난처, 비상전력 제공

경범죄 감시를 위한 시 요원 § 시 자체적으로 600여명의 요원을 구성해 경범죄 감시

5. 도시안전을 위한 

조직 및 기구 마련

안전협정
§ 파리 20개 구에 대해 범죄예방, 피해자 지원, 마약퇴치, 

가정폭력예방 등을 위한 파리보안계약 체결

운영감시장치
§ 지구대 요원(DDP), 사법부, 협회, 기부자들에 의한 감시 

장치 운영

야간감시센터(CVO)

§ 조정 CVO : 파리 국경운영센터 관리
§ 영구적 CVO : 실시간 감시체제로 시 사무국이나 자치구 

관리

공공치안관측소 § 국제회의 등 중요포럼이나 기업에서의 감시

자료: 파리시 홈페이지(www.paris.fr, 2012년 6월 기준)

표 3.32 파리시의 도시안전을 위한 주요 대책



188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재해정보문서(DICRIM)에 나타난 주요 대책❚
Ÿ DICRIM(Document d'Information Communal sur les Risques Majeurs)은 지방자치

단체의 재해정보문서로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재해를 대상으로 유형별 담당기관 및 부서와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매뉴얼도 

포함되어 있음. 파리시의 DICRIM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재해유형 담당기관·부서 및 대책

자연

재해

홍수

§ 정부의 국토환경·에너지·지속가능개발부 내 홍수예측 마스터플랜부서(SDPC), 지자체 환경
국(DIREN Ile de France), 기상청 관할
§ 홍수재해 예측계획(PPRi)을 통해 침수예상지역을 식별하고 홍수 시 식수, 배수, 하수, 전기, 전

화, 지역난방 등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관리

지형 침식 § 채석조사기관(IGC) 관할이며, 침식되는 지역을 지정한 후 건축 제한

가뭄

§ 가뭄 시 피해지역을 위해 음식 및 식수계획(PRAEP) 마련
§ 주기적으로 센느강의 최저수위에 관한 지표보고서 작성 및 공표(환경국)
§ 가뭄시기에는 도지사가 물 사용 제한이 가능하고, 지하수층으로 흘러드는 물을 철저히 관리 
§ 하천의 최저수위에 대한 감시와 기상에 대한 야간감시로 이중 감시․관리
§ 파리 인근지역(일드프랑스)에 인공호수를 만들어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유도  

기후변화

(돌풍, 폭우, 폭설, 

우박, 폭풍 등)

§ 도로에 배수공사 및 방수재처리
§ 돌풍에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하고 주의(심한 경우, 풍속 80 km/h) 
§ 기상청의 신속한 예·경보 유도
§ 폭설시,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600㎞ 길이의 도로를 확보하여 공공통로 마련

기술
재해

산업재해
§ 인접한 일드프랑스에 매우 밀집되어 있어 산업재해에 안전하지 않은 편
§ 설비 위험도에 관한 등급(ICPE) 목록을 작성하여 위험도를 관리

위험물질 운반에 의한 

재해

§ 도로, 철도, 운하에서 발생 가능
§ 운하에 의한 이동시 위험물질에 따라 허가기준이 다르고, 운반 시 속도제한과 신호체계 표시
§ 탄화수소 공급관을 소유한 회사(TARPIL)는 운송체계를 계획하여 그들의 송유관을 운송

교통사고

§ 경찰국의 다양한 캠페인과 표지판 설치 시행
§ 파리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도로정비
§ 파리시의 안전한 터널 건설 프로그램 시행

에너지네트워크-가스

§ 가스폭발에 대비하여 토목공사 시, 건축가나 건축주 등은 사전에 배선망(가스 수송관) 지역계획
을 세우고, 기공신고서(DICT) 제출
§ 가스배관망공사(GRT Gaz)와 가스배관망관리공사(GRDF)는 각각 관리검사체계를 가지고 있음
§ 지역도시계획(PLU)에 의해 배관망 근처에 규칙적으로 건축공사가 이루어짐

에너지네트워크-전기

§ 공기업인 프랑스전기망배급공사(ERDF)에서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고 대부분 보행로 지하에 배선 
설치 
§ 2006년 캠페인을 통해 공기업의 공공사업인 전기설비 설치 어려움 홍보 

에너지네트워크-증기

(지역난방)
§ 표준설비등급분류 관찰기관(STIIIC)이 시설 설치 시 검열, 보장

보건
재해

심각한 전염병 § 지역병원 및 의사협회와 연계하여 파리시에서 전염병 예방접종 시행

극심한 기온(체온) 

변화

§ 극심한 더위 또는 추위에 의한 사고 대비책 마련 
§ 비상시 이용 가능한 무료택시 시스템, 의료구급대(SAMU SOCIAL) 마련

식수 § 지역식음료계획(PRAEP)을 통해 다양한 생산 및 분배 계획

대기오염
§ 일드프랑스 지역의 공기질계획(PRQA)을 통해 목표치를 설정하고 국가적으로 관리
§ 도시온실효과나 가스방출 수치가 기준치 이상이 되면 자전거 및 도보이용 등의 이동수단 이용

토록 시에서 유도

건설

재해

초고층 건물 § 건축물 높이법규(IGH) 적용

공공건물 § 공공건축물(시립박물관, 시립체육관, 시청, 학교, 수영장, 탁아소 등)의 안전은 경찰국 관할

도로 건설에 필요한 
건축물

(교량, 터널 등)

§ 다리, 터널, 육교, 고가도로, 수문, 옹벽 설치 시 파리시가 관할

자료: Les risques majeurs à Paris(파리시, www.paris.fr)

표 3.33 파리시의 재해유형별 재해관리(DIC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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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 런던

❚국토․도시계획에서의 홍수위험관리와 기후변화 고려❚
Ÿ 런던을 포함한 영국은 2007년 5월에서 7월 기간 중 414mm(16인치)의 비가 내려 막대한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기후변화와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문제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있음. 이에 자연재해와 관련성이 특히 높은 기후변화 적응문제를 중심으

로 살펴보고자 하며, 먼저 국토․도시계획에서 기후변화적응과 홍수위험문제를 어떻게 반영

하는가를 살펴봄 

Ÿ 영국에서 국토․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은 2012년 종래 계획정책지침(Planning Policy 

Statement)을 대체하는 국가계획정책프레임워크(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가 

제시되어 있는데, 개발사업의 입지는 홍수위험평가(Flood Risk Assessment)를 토대로 순차

검증(Sequential Test)과 예외검증(Exception Test)을 적용하여 홍수위험이 최소화되는 곳에 

입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획수립 시 장래 기후변화로 인한 증가된 재해위험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Ÿ 먼저 홍수위험평가는 전략홍수위험평가(Strategic Flood Risk Assessment)와 개발지구

단위의 홍수위험평가(Site-specific Flood Risk Assessment)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지

방정부가 당해지역에 대한 홍수위험을 평가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며, 후자

는 개별 개발지구 차원에서의 홍수위험을 평가하는 것임

Ÿ 순차검증과 예외검증은 홍수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발입지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선정

하는 과정인데, 순차검증이란 홍수위험이 최소가 되는 지역에 개발입지를 우선적으로 할당

하는 것을 말하며, 예외검증이란 순차검증을 적용한 결과 합리적인 개발가용지가 없거나 

홍수위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검토하여 홍수위험관

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것을 말함

Ÿ 순차검증과 예외검증은 홍수위험도를 지역에 따라 구분한 홍수구역(Flood Zone) 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데, 홍수구역은 Zone 1, 2, 3로 구분되어 있고, 앞서 홍수위험평가를 

통해 기후변화, 다양한 홍수발생원, 홍수방어시설 등을 고려하여 정교하게 다듬어짐 

Ÿ 어떤 용도와 시설이 각 홍수구역에 적합한가를 가이드하기 위하여 모든 용도와 시설들에 

대한 홍수위험 취약도 분류(flood risk vulnerability classification)가 이루어지는데, 크

게 ‘필수기반시설(essential infrastructure)’, ‘취약도 높음(highly vulnerable)’, 

‘취약도 다소 높음(more vulnerable)’, ‘취약도 다소 낮음(less vulnerable)’, ‘물

과 부합하는 개발(water-compatible development)’로 구분됨. 이를 토대로 각 홍수구

역에서의 개발에 대하여 허용, 불허, 예외검증 등이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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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구역 정의 적합한 토지용도 홍수위험평가 요건

Zone 1

(Low 

Probability)

연간 침수확률 1/1,000 

미만(<0.1%)인 지역

․모든 용도 적합 1ha 이상 개발행위는 

홍수위험, 인근지역으로의 

홍수가능성, 유출영향 등을 

고려한 개략적인 평가 필요

Zone 2

(Medium 

Probability)

연간 침수확률 하천 

1/100-1/1,000(1%-0.1%)인 

지역 또는 해안 

1/200-1/1,000(0.5%-0.

1%)인 지역

․필수기반시설 및 물과 

부합하며(water-compatible), 홍수 취약도가 

보통인 용도

․홍수에 취약도가 높은(highly vulnerable) 용도는 

예외검증을 통과하는 경우에 허용

개발계획안과 함께 

홍수위험평가 제출

Zone 3a

(High 

Probability)

연간 침수확률 하천 

1/100 이상(>1%)인 

지역 또는 해안 1/200 

이상(>0.5%)인 지역

․물과 부합하며(water-compatible), 홍수에 

취약도가 다소 낮은(less vulnerable) 용도

․홍수에 취약도가 높은(highly vulnerable) 용도 불허

․홍수에 취약도가 다소 높은(more vulnerable) 

용도와 필수인프라는 예외검증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허용(필수기반시설은 홍수 시 

운영가능하도록 안전하게 설계․건설되어야 함)

개발계획안과 함께 

홍수위험평가 제출

Zone 3b

(Functional 

Floodplain)

홍수 시 물이 흐르거나 

저류되는 지역으로서 

전략홍수위험평가를 

통해 식별 (연간 침수확률 

1/20 이상(>5%)인 지역 

또는 극한홍수(0.1%)로 

설계된 지역, 기타)

․물과 부합하는(water-compatible) 용도와 이 

지역에 입지해야 하는 필수기반시설

․홍수 시 운영가능하고 안전하며, 홍수터 저류지의 

순손실을 야기하기 않아야 하며,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여타지역의 침수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설계․건설되어야 함

․필수기반시설은 예외검증을 통과해야 함

개발계획안과 함께 

홍수위험평가 제출

자료: U.K. Dep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2012), Technical Guidance to the 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

표 3.34 영국의 국토․도시계획에서 홍수구역(Flood Zone)의 구분

홍수위험 취약도

필수기반시설

(Essential 

Infrastructure)

물과 부합하는 

용도

(Water-compatibl

e)

취약도 높음

(Highly 

Vulnerable)

취약도 다소 높음

(More

 Vulnerable)

취약도 다소 낮음

(Less

Vulnerable)

홍

수

구

역

죤 1

(Low 

Probability)

○ ○ ○ ○ ○

죤 2

(Medium 

Probability)

○ ○
예외검증

요구됨
○ ○

죤 3a

(High 

Probability)

예외검증

요구됨
○ ×

예외검증

요구됨
○

죤 3b

(Functional 

Floodplain)

예외검증

요구됨
○ × × ×

주: ○ 개발에 적합, × 개발 불허

자료: U.K. Dep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2012), Technical Guidance to the 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

표 3.35 홍수위험 취약도와 홍수구역과의 부합성

Ÿ 한편, 홍수위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

재 운영되고 있는 강우강도, 홍수량, 풍속, 극한파고 등에 대한 기간별 추가적인 민감도 

범위(sensitivity range)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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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방적 민감도 범위

1990-2025년 2025-2055년 2055-2085년 2085-2115년

첨두 강우강도 +5% +10% +20% +30%

첨두 하천홍수량 +10% +20%

내류지역 풍속 +5% +10%

극한 파고 +5% +10%

자료: UK Environment Agency(2006), Climate Change Allowances for Planners

표 3.36 영국의 기후변화를 고려한 강우강도 등에 대한 예방적 민감도 범위 권고안

❚런던플랜(London Plan)에서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계획❚
Ÿ 2008년 수립된 런던계획(London Plan, 공식명칭은 London Spatial Development 

Strategy)은 이전의 계획과는 달리, 기후변화문제를 명시적으로 중요한 계획항목으로 포

함하고 있음. 이 중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Tackling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의 적

응(Adaptation to Climate Change), 홍수위험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계획

(Sustainable Planning for Flood Risk Management) 등 자연재해와 관련된 계획내용

을 살펴보고자 함

■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Ÿ 도시개발이 최대한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CO2 배출을 최소화

해야 함

Ÿ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완화대책과 적응대책을 통합적으로 적용함

Ÿ 개발계획은 해당 개발대상의 맥락(예: 속성, 규모, 입지, 접근성, 운영)을 반영해야 함

Ÿ 관련기관 및 주체들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전체적인(holistic) 접근방

식을 도모하고, 홍수위험관리와 같은 전략적인 적응대책을 계획하며, 행동방식을 변화시키

며, 기존시설의 운영을 개선함

■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Ÿ 도시열섬효과(urban heat island effect) 최소화

Ÿ 여름철 일사획득 최소화

Ÿ 지속가능도시배수체계(SUDS: Sustainable Urban Drainage System) 기법을 적용함으

로써 홍수위험 최소화

Ÿ 물 사용 최소화

Ÿ 녹색인프라의 보호 및 확충

Ÿ 과도한 실내난방 및 열 발생 지양 

Ÿ 녹색지붕 및 벽면녹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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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내용

식생여과지대

(Filter Strip)

인근 불투수지역으로부터의 유출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성된 넓고 완만한 경사의 녹지대 

지역

저습지(Swale) 녹지로 피복된 넓고 얕은 통로로, 유출수를 이송하고 저류하며, 우수를 지하로 침투시킴 

침투저류지

(Infiltration Basin)

유출수를 저류하기 위한 지표면의 저지대로, 미적 가치와 어메니티를 제공하기 위해 조경이 

이루어짐

저류연못(Wet Pond) 수질처리 및 저류를 위한 영구적인 연못으로, 어메너티 및 야생동식물 서식처로서도 기능

다목적 저류지

(Extended Detention Basin)

평상시에는 건조한 상태로 공원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만, 일정 유출량 이상에 

대해서는 저류기능을 담당  

인공습지

(Constructed Wetland)
오염원 제거 및 동식물 서식처 제공을 위하여 조성된 얕은 습지대

여과배수로/다공집수관

(Filter Drain/Perforated Pipe)

여과배수로는 투수성 재료로 채워진 도랑으로 인근 지역의 노면수가 흘러들어 여과되고 

이송되도록 한 것이며, 다공집수관은 여과배수로의 바닥에 설치되어 우수를 집수하고 이송

Infiltration Device 일시적인 저류기능을 담당하며, 노면수를 지하로 침투시킴

투수성 포장

(Pervious Surface)
우수가 노면을 통과하여 하단부 저류층으로 침투하도록 함

지붕녹화

(Green Roof)
건물지붕의 배수층 상단부에 식생으로 덮음

자료: CIRIA, The SUDS Manual, 2007

표 3.37 지속가능도시배수체계(SUDS)의 주요 계획기법

■ 홍수위험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계획

Ÿ 전략적 홍수위험평가(Strategic Flood Risk Appraisal)를 실시하여 개발에 적합한 입지

와 홍수위험관리가 필요한 입지를 식별하고, 순차검증(Sequential Test)을 통해 홍수위험

이 낮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개발입지를 선정함

Ÿ 홍수위험지역에서 개발이 허용되는 경우, 기존 홍수위험을 관리함은 물론 미래에 기후변화

의 결과로서 증가하는 위험과 영향 또한 관리해야 함

Ÿ 새로운 홍수터의 창출, 오픈스페이스 등 자연적인 홍수터의 보전과 같은 홍수위험관리를 

위한 지역을 식별하고 활용함

Ÿ ‘템즈강하구 2100 조사(Thames Estuary 2100 Study)', '광역홍수위험평가(Regional 

Flood Risk Appraisal)', '템즈유역홍수관리계획(Thames Catchment Flood 

Management Plan)' 등에서 제시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함

Ÿ 노면수 유출은 가능한 발생원 가까이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개발지역에서는 지속가능배수

체계(SUDS) 기법의 적용을 촉진함

Ÿ 지하수 용출지역에서는 용출수의 환경친화적 활용대책 강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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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기후변화 적응전략❚
Ÿ 런던시는 2008년 런던 기후변화 적응전략(London 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y)을 수립하였는데, 여기에는 런던지역의 장래 기후전망과 그에 따른 홍수, 가뭄, 

폭염, 건강, 환경, 경제, 기반시설 등에 대한 위험평가와 그 영향, 그리고 대응전략을 담고 

있음. 위험도평가는 발생확률(probability), 결과(consequence), 취약성(vulnerability)의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적응전략은 예방(prevent), 대비(prepare), 대응(respond), 복구

(recover)의 측면에서 도출되었음

Ÿ 런던 기후변화 적응전략에서 제시하는 홍수, 가뭄, 폭염에 대한 위험도평가와 적응전략에 

관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홍수 가뭄 폭염

발생확률

증가
- 해수면 상승
- 강우 증가
- 불투수층 증가
- 제한된 배수시설용량 등

증가
- 여름철 강우 및 노면수 함양 

감소
- 증발산, 누수, 물수요 증가
- 대수층 및 우수는 이미 과다사

용

증가
-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
- 야간 온도 상승

결과

높음
- 런던의 15%는 위험도가 ‘높

은(high)’ 홍수구역(Flood 
Zone)에 있음

- 많은 신규개발이 홍수위험지
역에서 발생

높음
- 심각한 가뭄은 심대한 사회경

제적 및 환경적 영향 초래

높음
- 2003년 600명이 폭염으로 사

망
- 폭염에 취약한 인구가 많은 반

면, 개발지역 및 기반시설은 
이상고온에 대응하여 설계되
어있지 않음

취약성

높음
- 상당부분의 재해취약인구 및 

자산이 홍수위험에 처해 있음
- 홍수 예경보 여유시간이 짧고, 

시민들의 인식은 낮음 

높음
- 가뭄취약인구 및 자산이 많음

높음
- 폭염취약인구 및 자산이 많음
- 이상고온 시의 낮은 공기 질은 

건강에 악영향

위험관리

전략

준비해야 함
- 해일로 인한 재앙의 가능성은 

낮으므로, 하천 및 내수범람
위험을 줄이고 핵심기반시설
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우
선순위 부여

준비해야 함
- 물 수요를 줄임으로써 가뭄기

간 단축 가능

준비해야 함
- 폭염의 강도를 감소하고 취약

성을 줄임으로써 이상고온에 
대한 노출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치

․도시전역에 대해 녹화사업
(urban greening) 전개
․정보제공을 통한 시민들의 홍
수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
․홍수위험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청(Environment Agency)과 
협력
․홍수위험에 처한 핵심기반시설 
및 취약지역 식별 및 보호
․런던의 배수체계를 지도화하고, 
노면수 홍수위험을 줄이기 위
한 계획 수립

․주요 상수관망의 누수감소
․모든 지역에 대해 수도계량기 
설치 의무화
․물 효율적인 주택 개량
․신규건물에 대해 빗물활용
(rainwater harvesting) 및 오수 
재활용 촉진
․기후변화에 회복력을 갖추도록 
보다 지속가능한 물 수급균형 
달성을 위한 전략 마련

․도시전역에 대해 녹화사업
(urban greening) 전개
․신규개발로 하여금 도시온도 감
소에 기여하도록 하는 '도시열섬
행동지역(Urban Heat Island 
Action Area)' 지정
․기상고온 시 시민들의 냉방빌딩
에 대한 접근성 제고
․신규개발지역에서 장래 여름철 
이상고온 위험을 줄이도록 런던
에 맞는 건축설계기준 마련

자료: Mayor of London(2008), London 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y

표 3.38 런던지역의 홍수, 가뭄, 폭염에 대한 적응전략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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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싱가포르

❚커뮤니티안전프로그램(CSSP)❚
Ÿ 커뮤니티안전프로그램(CSSP: Community Safety and Security Programme)은 싱가포

르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도시안전프로그램으로서, 이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범

죄, 화재, 도로안전, 청소년 비행, 재난대비 등 안전상의 이슈와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노력하는 민관파트너십의 플랫폼을 제공함

Ÿ CSSP 파트너십을 지원하는 정부기구는 커뮤니티개발위원회(CDC: Community Development 

Councils)임

Ÿ CSSP 프로그램은 싱가포르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추진되며, 재난대비 교육훈련, 지역

사회 대피시설 등 숙지하기, 자율순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매년 우수사례

를 선정하여 포상하는데, 권역부문(Constituency Category), 학교·청소년부문

(School/Youth Category), 일반부문(Open Category) 세 가지로 구분하여 시상함

그림 3.42 싱가포르 커뮤티니안전프로그램(CSSP)에 의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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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환경설계지침(CPTED)❚
Ÿ 싱가포르 국가범죄예방위원회(National Crime prevention Council)는 2003년 범죄예방환경설계

지침(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Guidebook)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Ÿ 기본적인 설계 및 관리전략을 위한 요소로서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시야

선(sight lines), 조명(lighting), 가려진 또는 고립된 경로(concealed or isolated routes), 

함정지역(entrapment areas), 고립(isolation), 토지이용 혼합(land use mix), 활동유발시

설(activity generators), 소유권·유지·관리(ownership, maintenance and management), 

표지 및 정보(signs and information), 전반적인 디자인(overall design) 등이 있음

설계 및 관리대상 체크리스트

시야선
- 가시성 설계
- 문제 공간 : 계단, 복층 주차장, 지하도, 고층건물 로비 등
- 향후 시야 방해요소 : 식재한 식물이 자랄 높이, 특성 등 고려

조명

- 최소 기준 : 10m 밖에서 사람의 구별이 가능할 정도
- 야간 사용이 의도되지 않은 통로
- 조명의 일관성
- 야간 시간 사용을 위한 디자인
- 조명시설의 보호
- 조명의 위치
- 건축물의 재질
- 유지 관리

가려진 또는 
고립된 경로

- 폐쇄된 길의 가시성 확보
- 함정지역(Entrapment area) 근처의 폐쇄된 길의 위치 : 폐쇄된 길의 끝에서 50～100m에 함정지역이 

있다면 개선 혹은 제거되어야 함
- 자연감시
- 시선
- 조명
- 물리적 감시
- 비상전화, 인터콤 등
- 대체도로의 안내

함정지역

- 함정지역의 제거
- 운영시간 외에 함정지역 폐쇄
- 가시성
- 도주로 및 도움의 손길 접근로

고립

- 고립된 길과 공공 공간에 대한 자연감시
- 문제가 발생할 만한 길
- 공식적 감시 : 전화, 비상전화, 패닉경보, 비디오카메라, 순찰
- 활동 증가

토지이용 혼합
- 모순되지 않는 토지사용 혼합
- 토지이용의 조화(Balancing) : 술집, 클럽 등 도시에서 없어서는 안 되지만 부정적 토지이용의 경우 긍정적 

토지이용과 섞어서 완화

활동유발시설

- 보충적 사용 : 잠재적으로 고립될 장소에 감시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행정청, 라운지, TB룸을 
옆문이나 뒷길을 볼 수 있게 위치시킴

- 활동 유발 강화
- 활동 혼합 프로그램을 위한 설계 : 공원 계획과 설계는 문화적, 유흥적, 지역사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지상에서의 활동

소유권, 유지, 
관리

- 영역성 강화
- 강한 재료의 사용
- 유지 강화
- 유지 상태의 보고
- 즉각적 수리, 제거
- 관리

표지 및 정보

- 표지판 디자인 : 크고 눈에 잘 띄는 색 사용
- 표지판 내용 : 적절한 정보를 담아야 함
- 표지판 위치 : 활동이 잦은 곳의 근처나 입구
- 유지 : 정기적 검사 및 관리
- 지도 : 큰 공원이나 건물에는 지도 설치
- 운영시간 : 언제 어느 출입구가 닫히는지 표시함

전반적인 디자인

- 질과 외양의 중요성
- 명확한 디자인
- 불필요한 공간 제거
- 야간 이용
- 적절한 건축 재료 사용

표 3.39 싱가포르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지침의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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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 대도시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Ÿ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부서들이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파트

너십을 강조함 

Ÿ 시민들의 참여와 자주적인 방재능력 향상을 강조함

Ÿ 저소득층, 여성, 어린이 등 안전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함

Ÿ 도시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요시함과 함께 재

난발생 시 민간기업의 사회적 역할 또한 강조함

Ÿ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한 대비, 대응, 복구 등 위기관리체계를 강조함

Ÿ 재난․재해에 대한 정례적인 위험도 평가체계를 갖추고 있음

Ÿ 재난, 사고 등 도시위험요인 및 안전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제공

함

Ÿ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재난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를 재난관리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함

Ÿ GIS를 활용한 지도를 이용한 분석 및 정보제공이 활발하며, Google맵과 같은 오픈맵을 적

극적으로 활용함 

Ÿ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재해영향을 고려한 장기적·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함

Ÿ 재난안전대책과 도시계획, 건축 등 공간계획과의 연계·통합, 친환경적 재해저감대책 등을 

강조함 

Ÿ 풍수해 방지를 위하여 방재시설대책뿐만 아니라 유출저감대책, 도시계획, 주민참여 등 다

양한 비구조적 대책들을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적용함

Ÿ 범죄예방에서도 경찰력을 통한 순찰․단속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의 유대망 및 감시망 형성,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 주민들의 역할이나 공간계획의 역할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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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 목표 및 추진전략

제1절 도시안전 비전 및 목표

1. 도시안전 비전 및 목표

Ÿ 서울의 도시안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으로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로 설

정하고,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안전관리목표로서 ‘중장기 예방적 도시 안전망 구

축’으로 설정함

Ÿ 안전한 도시는 소외되는 사람 없이 시민 모두의 공평한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가 되어야 함

Ÿ 안전한 도시는 안전한 도시환경과 같은 객관적 여건뿐만 아니라 시민이 안전에 대한 걱정

과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안심도시가 되어야 함

Ÿ 안전한 도시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관리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전 단계에 걸쳐 이

루어져야 함. 우선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우선을 두는 한편, 예상

되는 재난․사고에 대하여 대비하고, 일단 발생한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속하고도 체

계적인 대응과 복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그림 4.1 안전관리 기본계획 구성체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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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

시민의 권리

§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

§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

§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

시의 책무

§ 재난의 예방·피해 최소를 위한 시책 마련 및 시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한 노력

§ 시민의 협력을 구하고, 시민에 의한 재난예방활동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

§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에 관해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력

시민의 책무

§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

§ 자신 소유의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의 책임의식을 갖고,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

§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

표 4.1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 주요 내용

2. 4대 추진전략과 도시안전 종합대책

Ÿ 안전관리목표인 ‘중장기 예방적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함. 4

대 추진전략은 모든 재난․사고를 관통하는 기반체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 예방적 안전관

리 강화, 2) 재난 대비․대응태세 확립, 3) 완벽한 복구체계 마련, 4) 참여․소통으로 도시안

전 강화 등으로 설정함.

Ÿ 도시안전 종합대책은 재난․사고 유형별 대책으로서, 중점관리대상과 일반관리대상으로 구

분하여 대책을 마련함

Ÿ 중점관리대책은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크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총 17종의 재난․사고

에 대한 대책으로서, 풍수해, 사면재해, 기상이변(설해, 폭염, 한파) 5종, 시설물 안전사고

(대형건축물, 공사장, 한강교량, 지진 등) 7종, 화재(폭발, 대형화재, 산불, 터널․지하철․공
동구 화재 등) 5종임

Ÿ 일반관리대상은 발생빈도나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총 49종의 재난․사고에 대한 대책

으로서, 자연재해(가뭄, 녹조, 황사, 낙뢰 등) 4종, 사회재난(유독물, 감염병, 생활필수품 

유통마비 등) 13종, 도시기반체계 보호(에너지, 통신, 전산망, 교통수송 등) 19종, 안전사

고(어린이 놀이시설, 여름철 물놀이, 자전거 등) 13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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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수립의 기조

Ÿ 도시안전을 위한 미래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계획 전반을 관통

하는 계획기조로서, 참여, 지역밀착, 형평, 균형, 지속가능, 효율, 첨단, 수월 등 8가지 키

워드(keyword)를 설정함

그림 4.2 도시안전을 위한 계획기조 

Ÿ 참여: 행정기관 주도의 일방적인 계획이 아닌 시민, 기업,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여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 

Ÿ 지역밀착성: 지역의 위험요인과 취약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대책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계획

Ÿ 형평: 도시안전은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임을 감안하여 안전에 취약한 저소득층,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약자들이 최저수준 이상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

Ÿ 균형: 지금까지의 시설물 위주의 구조적 안전대책을 보완하여 도시계획, 주택, 시민참여 

등 비구조적 대책을 대폭 보강함으로써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의 균형적인 접근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계획

Ÿ 지속가능: 기후변화, 도시공간의 변화 등 여건이 변하더라도 작동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책을 도

출하는 방향으로 계획

Ÿ 효율: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책에 우선을 두며, 

서로 다른 부서․기관들의 업무 및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

Ÿ 첨단: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IT기술을 비롯하여 최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안전관리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 

Ÿ 수월: 인구 천만의 수도 서울, 세계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우수한 안전인프라를 구

축할 수 있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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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추진전략

구분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1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 도시계획․개발 단계부터 

안전대책 반영

- 도시계획 수립 전과정에서 재해위험도 사전평가 시행 

및 계획에 반영

- 상습침수지역 등 방재지구 지정 확대 및 지정․운용기준 

개선

- 사전 재난․재해 영향평가제도 개선․보완

§ 재해위험 및 대응역량 

평가
- 도시위험도와 방재역량을 정례적으로 평가

2

재난 

대비․대응태세 

확립

§ 재난정보 관리 및 

예․경보체계 강화

- 재난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 긴급경보시스템 구축

§ 도시기반시설의 보호 및 

기능 강화

- 시설물 생애주기별 안전관리 시행 

- 도시 핵심 라이프라인의 재난대응능력 강화 

- 구급․의료기관, 대피소 등 수용시설 안전지표 개발 및 

정기적인 평가 

- 재해위험지역에 스마트터널 등 다기능 시설물 건설 

§ 재난대응 매뉴얼 

보완․개발

- 재난대응 기본매뉴얼 개발, 

- 재난대응 행동매뉴얼의 보완 및 추가개발

§ 방재자원 동원 및 

관리체계 강화

- 재난유형․시나리오별 방재자원 배분계획 수립 및 

GIS기반 관리시스템 구축

§ 대형재난 대비 

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BCMS) 구축

- 대형재난 대비 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BCMS) 구축 

§ 인명구조․구급대책 강화

- 전문의가 포함된 재난의료 전문팀 운영

-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구조․구급시스템 구축

- 심폐소생술(CPR) 교육 등 시민 구급역량 강화

3
완벽한 복구체계 

마련

§ 중장기 복구(부흥)전략 

마련

- 대규모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복구(부흥)전략 수립

§ 과학적인 피해원인조사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복구 시행

- 전문기관을 활용한 과학적인 피해원인조사 시행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복구위원회 구성․운영

4
참여․소통으로 

도시안전 강화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전략 마련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가이드라인 수립

§ 도시위험 및 안전정보의 

시민 공개

- 시민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모두 공개

§ 주민주도의 지역단위 

안전마을 조성 및 

지역주민활동 지원

- 주민주도의 안전마을 조성

- 지역안전일꾼 활동 지원

§ 안전교육 강화와 

안전문화 확산

- 안전교육 아이템 다양화 및 계층별 체험교육 확대

- 지역안전 캠페인 활성화

§ 재난대응 협력네트워크 

강화

- 안전관리위원회 확대 및 역할 강화

- 중앙정부, 국내외 도시,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

표 4.2 안전관리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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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개발 단계부터 안전대책 반영

❚현황 및 필요성❚
o 보다 근본적인 재해위험 해소를 위해서는 방재시설에 더하여 도시계획 및 건축을 통한 

방재성 향상 필요 

Ÿ 서울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의 방재시설에도 불구하고 과거 개발연대의 도시화에 따른 인구

집중과 주택공급 등을 위하여 침수피해에 취약한 저지대 및 지하공간, 사면재해에 취약한 

구릉지 등 개발이 이루어졌음

Ÿ 또한 시가지 확산과 고밀개발에 따라 도로와 건축물에 의한 불투수율이 증가하여 건

전한 물 순환을 저해함은 물론 유출부담이 가중되어 침수피해의 요인을 제공

Ÿ 이에 따라 내수배제시설을 갖추더라도 집중호우에 의하여 입지 및 토지이용의 근본적인 불

리함으로 인해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들이 상존하고 있음

Ÿ 이들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방재시설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의 방재성을 강

화하는 것이며, 도시계획 및 건축을 통한 방재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

o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방재적 고려는 대단히 미약한 실정이고, 최근에야 관

심이 높아지는 상황 

Ÿ 현행 도시계획은 광의로 보면, 국토공간에 대한 최상위 법령인 「국토기본법」을 비롯하

여, 도시계획에 관한 가장 주된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개발사업·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

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등 대상과 분야에 따라 수많은 일반법·특별법이 있음

그림 4.3 현행 도시계획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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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적 범위 비고

광역도시

계획

§ 계획의 목표와 전략

§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특성

§ 공간구조구상 : 주요지표, 공간구조 골격구상 (개발축, 교통축, 녹지축 

설정), 생활권 설정

§ 부문별 계획 :기능분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문화․여가공간계획, 

녹지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광역시설계획, 경관계획, 방재계획

§ 개발제한구역 조정

부문별 

계획으로 

방재계획 포함

도시기본

계획

§ 지역의 특성과 현황

§ 계획의 목표와 지표 설정

§ 공간구조의 설정

§ 부문별 계획 :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도심 및 주거환경, 환경의 

보전과 관리, 경관·미관, 공원․녹지, 방재 및 안전,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 등

부문별 

계획으로 방재 

및 안전에 관한 

계획 포함

도시관리

계획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계획

§ 기반시설계획 : 일반원칙, 교통시설계획, 공간시설계획, 

유통/공급시설계획,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 보건위생시설계획, 

환경기초시설계획,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등

§ 도시개발계획 : 일반원칙, 신시가지와 기존시가지의 연계화

§ 경관 및 안전계획(방범/방재)

부문별 

계획으로 

안전계획(방범, 

방재) 포함하며, 

용도지구로서 

방재지구 포함

지구단위

계획 

§ 행위제한의 완화  §  용도지역/지구 §  환경관리

§ 기반시설    §  교통처리 §  가구 및 획지

§ 건축물 : 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규모, 배치 및 건축선, 형태 

및 색채, 공동개발 및 합벽건축

§ 공개공지 등 대지내 공지

§ 공원 및 녹지  §  특별계획구역 §  경관

표 4.3 주요 도시계획 위계별 내용적 범위와 방재 및 안전관련 사항

Ÿ 도시계획의 구체적인 수립기준에 관해서는 각급 계획의 수립지침, 개발과 관련된 업무처리

지침 등에 나와 있음

Ÿ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부문별 계획으로서 방재 또는 안전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 방재에 관한 계획은 풍수해에 관한 사항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

Ÿ 현행 도시계획 관련 법제도에서 방재에 관한 규정들은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시되

어 있기 때문에 실제 계획수립을 가이드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지만, 원칙적인 사항들이 대

체로 제시되어 있는 편임. 다만, 실제 수립되는 계획에서 이러한 지침과 원칙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편

Ÿ 도시계획 위계에 따라 보더라도, 도시기본계획에서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지침적․방향제시

적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실제 집행단계의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사업계획, 개

발행위 등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편

Ÿ 이는 실제 도시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지침과 원칙들과 얼마나 정

합성을 갖는가를 판단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장치도 미흡하기 때문

Ÿ 재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규제의 가능성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의 이미지 저하와 재

산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주민들로 인하여 실현하기 어려운 한편, 개발 가용지 부족과 고지

가, 주택공급을 비롯한 개발논리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재해와 안전을 고려한 계획과 개발

을 실현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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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또한 각종 도시개발과정에서 시행하는 재해관련 평가들이 적절한 참고자료가 부족하고 전

문성도 부족하여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재해위험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의 확충과 함께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한 시스템 도입 필요

Ÿ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1년 이후 도시계획․개발 관련법령에 방재에 관한 사항을 대폭 강화

하고 있음. 이 중에는 앞으로 도시계획 수립과정에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재해취약지역을 식별하고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토

록 한다든지, 그 동안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용도지구로서 ‘방재지구’지정을 의무화한다

든지 등의 제도도 포함

Ÿ 따라서 도시계획 수립 시 재해위험에 대한 평가 및 계획에의 반영과정 내실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재산권 침해와 주민반발 가능성에 대한 인센티브 등 보완대책, 공공과 

민간의 구체적인 역할 정립 등 서울시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

o 방재지구의 현황과 과제 

Ÿ 방재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풍수해, 산

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 지정하는 용도지

구로서, 방재지구 안에서는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음

Ÿ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2012년 7월 상습침수와 산사태 등 재해취약지역 등에 대해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개정안은 재해

취약성평가 결과 상습침수·산사태 또는 지반붕괴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 연안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중인 해안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방재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한편, 

방재지구로 지정되면 건축행위 제한 등의 규제로 개발이 어렵게 됨에 따라 건축 시 재해예

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Ÿ 방재지구를 제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① 지정대상이 되는 재해의 유형, ② 재해유형

별 지정요건, ③ 지정 시 행위제한 및 인센티브 부여, ④ 방재를 위한 정비방안 등 구체적

인 사항들을 조례로 정해야 함

Ÿ 그러나 방재지구는 법적으로 지정근거는 있으나, 방재지구로 지정될 경우 지가하락, 지역

의 이미지 훼손, 주민반발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조례에서 구체적인 운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

Ÿ 서울시는 방재지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5개 방재지구가 있는데, 이는 과거 「건축법」상 ‘재해관리구역’으로 지

정되었으나 재해관리구역이 폐지되고 국토계획법상 방재지구로 통폐합됨에 따라 방재지구

가 된 것임(재건축 3, 재개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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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면적(㎡) 지정일 정비사업 유형

노원구 월계동  487-17일대 14,704.0 2005.4.11(서고 519호) 재건축

성동구 용답동 108-1일대 73,392.9 2006.6.7(서고 900호) 재개발

구로구 개봉동 90-22일대 42,863.0 2005.7.5(서고 942호) 재건축

구로구 개봉동 138-2일대 31,840.2 2006.6.7(서고 901호) 재개발

구로구 개봉동 133-11일대 40,870.0 2006.6.7(서고 902호) 재건축

계 203,670.1

주: 과거 「건축법」상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방재지구로 전환된 것임

표 4.4 서울시 방재지구 현황(2010년 9월 기준)

❚추진방향 및 내용❚
o 도시계획 수립 전과정에서 재해위험도 사전평가 시행 및 계획에 반영

Ÿ 도시계획(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 전 과정에 걸쳐 재해위험도를 평가하고, 방재계획, 토

지이용계획, 토지이용규제 등 부문별 계획에 반영

Ÿ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등에서는 최근 지침 개정을 통해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여 취약성 분석결과를 토지이용, 기반시설 배치계

획 등 부문별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는 바, 이를 토대로 서울시 전역에 걸쳐 지속적인 

위험도 평가 실시

그림 4.4 재해위험도 평가와 계획수립 시 반영

o 상습침수지역 등 방재지구 지정 확대 및 지정․운용기준 개선

Ÿ 침수, 산사태 등 재해위험이 높은 기성시가지에 대하여 방재지구를 적극적으로 지정하여 

규제 또는 정비하여 재해위험을 해소

Ÿ 방재지구 도입을 위해서는 적용대상 재해유형, 지구지정 요건, 지구의 세분화, 재해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공공지원 및 인센티브, 정비방식, 계획관리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이 마련되어야 함

Ÿ 적용대상 재해유형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1항 5호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용도지구의 지정과 우리나라 발생빈도와 피해를 고려해 침수 및 사면재

해를 중심으로 운용하되, 그 밖의 자연재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어 운용할 필

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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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방재지구 적용의 개념 

Ÿ 방재지구 지정요건은 크게 ① 재해위험 요건, ② 도시계획을 통한 방재대책의 필요성 요

건, ③ 주민동의 요건 등의 측면에서 마련

Ÿ 필요한 경우 지구를 세분화할 수 있는데, 지구 내에서 위험정도와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3종과 같은 식으로 수개의 종으로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각각에 대하여 차등화 된 규제 또는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Ÿ 행위제한은 특정 용도의 입지불허 또는 허용, 건축규모(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제한, 건

축구조 제한(예: 침수 또는 사면재해에 견딜 수 있는 구조 사용), 유출경로와 재해위험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규제, 침수위험이 있는 지구에서의 침수위 이하 지하층 또는 거실용도 

바닥높이 제한, 대지승고 또는 필로티 설치 요건, 사면재해 위험이 있는 지구에서의 이격

거리 설정 및 비탈면 및 옹벽처리 요건 강화 등 재해유형에 따라 다양할 것임

Ÿ 방재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에 상응한 정도의 공공지원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균형

을 맞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공지원 및 인센티브는 크게 도시

기반시설로서 방재시설에 대한 설치 지원, 토지 등 소유자의 건축비(예: 지반개량, 필

로티 설치비) 또는 개인방재시설․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 지원, 건축제한 완화(예: 

용적률 등)와 같은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공공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의 양은 방재지구 지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규제로 인한 손실, 추가적인 설치비용, 토

지등 소유자의 방재노력 유도 등을 감안하여 균형이 되도록 적용

그림 4.6 방재지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와 인센티브 간의 균형의 개념

Ÿ 방재지구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정비방식은 크게 정비사업․개발사업과 연계한 정비와 이

러한 정비․개발사업과 연계하지 않고 개별적인 건축에 대한 부분적인 정비(건축물 개량․수
선, 공동개발 등)로 구분

Ÿ 한편, 방재지구를 비롯한 재해위험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방재대책이 적

용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화를 통한 계획관리 체계가 적용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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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현행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방재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 추가될 필

요가 있으며, 당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토지이용, 건축 등에 대한 추가

적인 규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체계 마련

o 사전 재난․재해 영향평가제도 개선․보완

Ÿ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Ÿ 영향평가대상에 제외되는 소규모 사업과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검토체계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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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위험 및 대응역량 평가

❚현황 및 필요성❚
o 체계적인 재해위험 및 방재역량 평가를 통해 정책적 활용 및 정보제공 필요

Ÿ 현재의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위험도평가는 관련계획의 수립이나 대책 마련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이루어지고 있으며, 표준화되고 정립된 방법론에 따라 정례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음

Ÿ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계획 수립 시에는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을 정례적으

로(5년) 실시하여 반영하도록 할 예정인데, 이러한 정부의 시책을 반영함은 물론 「자연재

해대책법」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비롯한 관련계획들의 위험도평가와 위험지

역 식별 등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위험도평가체계를 갖출 필요 

Ÿ 도시의 전반적인 방재수준과 관련하여서도 UN재해경감국제전략사무국(UNISDR)의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Making Cities Resilient)’ 캠페인사업에 서울시가 2013년 4

월 가입하였는데, 10가지 필수이행사항(10 Essentials) 중 위험도평가와 정책적 활용 

및 정보제공 요건이 포함되어 있음

Ÿ 도시안전과 관련된 많은 장단기 계획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계획들에서는 사실상 다

양한 형태의 위험도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위험도평가의 대상, 평가시기, 

평가수준 및 방법, 도시안전을 위한 정책적 활용 및 시민정보제공 등에 대한 정례화된 체

계를 마련할 필요 

❚추진방향 및 내용❚
o 도시위험도와 방재역량을 정례적으로 평가

Ÿ 시민안전에 위협이 되는 재난 및 사고를 대상으로 위험도와 대응역량을 정례적으로 평가하

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정책우선순위 설정 등에 활용

Ÿ UNISDR의 도시안전 평가지표(LG-SAT: Local Government Self-Assessment 

Tool),World Bank의 도시위험 평가지표(URA: Urban Risk Assessments) 등을 참조하

여 서울의 도시위험도와 방재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

Ÿ 또한 위험도 평가대상 재난․사고의 범위 및 유형분류, 평가수준 및 방법, 평가주기 등에 대

한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재난․사고의 발생특성뿐만 아니라, 관

련계획의 수립주기, 계획내용, 정밀도 요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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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정보 관리 및 예․경보체계 강화

❚현황 및 필요성❚
o 통합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Ÿ 현재 재난에 관련된 정보는 각 부처 및 기관의 업무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재난담당자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정보를 찾아 획득해야 하며, 상황관리와 대응을 위

한 필요한 정보가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제공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

Ÿ 하천, 하수도, 도로시설물 등 전산화된 데이터와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모든 재

난유형에 대해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지는 않으며,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담당자 개인 

PC의 파일, 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로 산재되어 있어 재난정보의 관리와 활용기반이 부족

한 상황

o 모바일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시스템 강화 필요

Ÿ 인터넷망을 이용한 e-Government에서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한 m-Government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재난대응활동을 수행하고 재난을 관리하

는 것이 중요하게 됨

Ÿ 최근 스마트 기기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의 전달과 소셜미

디어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의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신속성과 현장성을 요구하는 재난대

응분야에서도 이를 활용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Ÿ 현재 모바일 재난대응업무는 수방관리, 제설현장관리 등에서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Ÿ 시민 입장에서는 ‘서울안전지키미’ 앱을 통하여 각종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또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갖추고 있음

Ÿ 또한 커뮤니티매핑(community mapping) 개념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도시안전상

의 과제를 발굴하는 참여형 안전관리 정보체계가 늘어나고 있는데, ‘수해커뮤니티맵’이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

그림 4.7 ‘서울안전지키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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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양하고 신속한 상황전파체계 필요

Ÿ 재난이 발생하면 정확하고도 종합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

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시에 상황을 전파하는 것이 피해최소화를 위해 중요 

Ÿ 가능한 상황전파채널로는 TV 및 라디오 방송, 문자 및 음성서비스, 경보시설, 전광판 등

이 있을 수 있는데, 소방방재청의 재난문자방송서비스(CBS: Cell Broadcasting Service)

를 제외하고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파체계가 부족

Ÿ 특히, 서울시에서는 빌딩, 아파트, 지하철, 지하공간시설, 취약계층밀집지역 등 고밀도 인

구밀집지역 내지 시설이 많기 때문에 특정지역 내지 시설을 대상으로 한 동시 상황전파체

계가 중요

❚추진방향 및 내용❚
o 재난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Ÿ 서울시와 같이 재난 및 업무영역에 따라 분산화된 재난관리체계에서 통합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정보자원의 공유, 표준화 등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Ÿ 산재된 재난관련 정보자원을 전산화하고, 데이터웨어하우스(DW: data warehouse) 형태로 구축

Ÿ 통합정보시스템은 크게 재난정보 분류 및 통합 DB와 재난관리 분석시스템으로 크게 구분

될 수 있을 것임

그림 4.8 도시안전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성체계 개념도

o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Ÿ 현재의 분산된 재난대응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마트 재난대응 모바일 인

프라를 구축하여 재난발생 시 현장모니터링, 상황보고 및 전파, 현장조치, 정보취합 등 신

속하고 현장성 있는 재난대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Ÿ 스마트 재난대응 모바일 인프라는 모바일 현장대응시스템, 현장공유시스템, 정보조회시스

템 등으로 구성하고, 재난상황실과 현장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실시간 재난대응이 가능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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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한편, 현장에서의 지휘통신체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추진 중인 ‘통합지휘

무선통신망’사업을 고려하도록 함

Ÿ 시민들로 하여금 스마트 정보통신기술과 커뮤니티매핑(community mapping) 개념 등을 활용

한 참여형 안전관리를 활성화하도록 하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해커뮤니티맵 및 SNS를 

통한 시민참여를 다양한 위험유형과 도시안전상의 과제로 확대해 나가도록 촉진하고 지원

그림 4.9 스마트 재난대응 모바일 인프라 구성도

o 긴급경보시스템 구축

Ÿ 휴대폰 알람기능을 활용한 긴급경보시스템 등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전파하기 

위하여 전파채널을 다양화하도록 함

Ÿ 이를 위하여 정보수집채널 또한 다양화하고, 종합적이고 정확한 상황파악과 의사결정이 가

능하도록 정보를 단일접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Ÿ 대형건물, 시설물, 취약지역 등 특정지역 또는 시설에 한정하여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전

파체계 강화

Ÿ SNS 사용자들의 재난관련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해당지역 시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할 수 있

도록 함  

Ÿ DMB와 네비게이션을 연동하여 재난정보를 텔레매틱스 시스템을 통해 재난정보를 제공하

는 시스템을 구축하되, 정보의 확보, 업데이트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자체시스템 구축방안

과 공공정보 제공을 통한 민간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 

그림 4.10 대시민 상황전파채널 다양화를 위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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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기반시설의 보호 및 기능 강화

❚현황 및 필요성❚
o 시설물 안전관리 선진화 필요

Ÿ 서울은 고도 도시화에 따라 각종 시설물이 고밀화․고층화․대형화되고 있고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장단기적 관점에서의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선진화할 필요

Ÿ 2008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기초재정상태 보고서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7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도로, 교량, 터널 등)의 자산가치는 약 69조 4,771억원으로 나타남

Ÿ 시설물 노후화에 따라 유지관리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2020

년 이후에는 유지관리관련 예산이 건설관련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예산 

Ÿ 및 안전 확보 측면에서 심각한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그림 4.11 도로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관리 예산 추정(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2002)

Ÿ 센싱기술, 네트워크기술 등 첨단 IT기술의 적용을 확대하고 개선하여 감시역량을 강화할 필요

Ÿ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과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개념에 입각한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로 나아갈 필요

o 대규모 복합재난의 발생가능성과 취약성 증가에 따른 대비 필요

Ÿ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사회재난으로서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를 제시하고 있

는데, 도시기반체계란 도시적 맥락을 강조한 개념으로서, 수도,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 

물류 등의 기능이 마비될 경우 시민의 인명과 재산 및 도시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물적․인적 기능체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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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도시기반체계의 마비는 파업, 소요, 테러, 화재, 폭발 등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집중호

우, 태풍, 폭염, 가뭄, 폭설, 한파 등 극한 기상이변과 같은 자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더구나 고도도시화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첨단화, 복잡화, 노후화 등으로 기술적 

취약요인과 위협요소는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

Ÿ 도시기반체계 보호를 위해서는 보호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책뿐만 아니라 도시기반

체계의 마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위협요인과 취약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발굴하는 것

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만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실정 

o 대규모 재난 시에도 도시의 핵심적인 라이프라인(life line)이 기능할 수 있도록 이중화, 

백업(backup), 로컬화(localization) 등 대비 필요

Ÿ 현재 정보통신, 전기 등의 부문에서는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백업시스템 등을 일정수준 갖

추고 있는 상황  

Ÿ 수도, 하수도 등 서울시가 관리하는 핵심적인 도시기반시설이 대규모 재난 시에도 정상적

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태세를 갖출 필요

o 구급․의료기관, 대피소 등 재난대응시설의 수용역량 불확실

Ÿ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구급․의료시설, 대피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일시에 대량으로 발생

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발생함

Ÿ 그러나 현재 구급․의료기관이나 대피시설의 안전수준, 수용역량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

고 체계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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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및 내용❚
o 시설물 생애주기별 안전관리 시행 

Ÿ 도로를 비롯한 시설물은 일단 건설하면 수명이 수십년 이상이기 때문에 설계, 시공, 유지

보수, 운용, 폐기, 재활용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를 사전에 고려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도록 함

Ÿ 시설물 자산가치의 사전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 행정, 예산 등을 개선하도록 하

며, 그 기반으로서 각 시설물의 상태와 이력자료 등을 DB화하여 통합적인 시설물 관리 및 

가치제고 방안을 마련

o 도시 핵심 라이프라인의 재난대응능력 강화 

Ÿ 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도시가 기능하는데 필수적인 핵심 기반서비스가 대규모 

재난 시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이중화, 백업(backup), 로컬화(localization), 자가발전용

량 확대 등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방안 추진

Ÿ 서울시가 관장하는 상수도, 하수도, 통신망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

Ÿ 대규모 재난 시에도 전력과 통신이 확보되도록 태양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Ÿ 특히, 주요 공공시설 및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비상전력, 통신, 비상급수 등이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확충

o 구급․의료기관, 대피소 등 수용시설 안전지표 개발 및 정기적인 평가 

Ÿ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여 구급․의료기관, 대피소 등 수용시설의 재난안전수준, 수용능력 등 

안전지표를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시설을 개선․보완

o 재해위험지역에 스마트터널 등 다기능 시설물 건설 

Ÿ 대규모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재해위험지역에 스마트터널(SMART: Stormwater 

Management and Road Tunnel) 등을 참조하여 저류배수시설과 도로, 주차장 등을 입

체적으로 복합화한 다기능 시설물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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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대응 매뉴얼 보완․개발

❚현황 및 필요성❚
o 서울시 차원에서 운용할 재난대응 매뉴얼의 성격, 명칭, 내용 등에 대한 혼란 존재

Ÿ 현재 서울시는 약 55개의 위기관리유형에 대하여 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갖추고 있

음

Ÿ 재난대응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

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

례」에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시민 행동매뉴얼로 구분하고 있음

Ÿ 현재 작성된 매뉴얼은 다양한 매뉴얼 유형 중에서 어느 쪽을 지향하는지 명확하고, 명칭에 

있어서도 ‘표준’매뉴얼, ‘실무’매뉴얼, ‘행동’매뉴얼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음. 또한 내용 및 구성체계에 있어서도 매뉴얼에 따라 명확한 기준과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

o 매뉴얼 작성 및 유지관리의 비효율

Ÿ 위기유형이 다르더라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 매뉴얼별로 

작성하다보니 비효율이 존재함은 물론 비일관성의 가능성이 있음

Ÿ 또한 갱신주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소관부서의 변경이나 명칭변경, 담당자 변경 등을 

즉시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

❚추진방향 및 내용❚
o 재난대응 기본매뉴얼 개발, 재난대응 행동매뉴얼의 보완 및 추가개발

Ÿ 재난대응 위기매뉴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뉴얼 작성체계를 종합적으로 개편․보완

Ÿ 재난대응 매뉴얼 전반에 걸쳐 성격, 명칭, 구성체계 및 내용 등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모든 위기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과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처리방식, 효율적인 

유지관리체계 등을 갖추도록 함

Ÿ 재난유형별로 작성한 매뉴얼의 전체적인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통적·표준적 내용

을 정리하여‘재난대응 기본매뉴얼’개발

Ÿ 작성된 55개의 매뉴얼에 대하여 그 간의 운영결과와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개선하고 고도화 

Ÿ 헬기충돌, 동물원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나 해외사례 등 분석을 통한 장래 발생 가능한 

새로운 재난 및 안전사고를 발굴하여 대비상태 점검 및 보완 추진 

Ÿ 잦은 부서업무 및 명칭변경, 담당자 변경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현행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매뉴얼을 전산화된 형태로 DB화하고 정보시스템으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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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재자원 동원 및 관리체계 강화

❚현황 및 필요성❚
o 적재적소에서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방재자원 관리체계 필요

Ÿ 재난이 발생하면 그 유형과 규모에 따라 다양한 시설, 장비, 자재, 물자, 인력 등이 일시에 

필요하며, 사전에 적절한 소요내역과 소요물량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자체확보, 민간계

약, 응원․지원 등)을 통해 확보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어야 함

Ÿ 현재 방재자원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관리되는데, 방재자원의 현행화가 미

흡하며, 동원 가용여부가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으며, 산하기관을 비롯하여 NDMS와 상이

한 분류체계에 의한 자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Ÿ 따라서 물적․인적 방재자원의 범위 및 분류체계 정비, 현행화 및 가용여부 관리, 재난의 유

형과 규모에 따른 과학적인 관리 및 동원체계 마련 등 적재적소에서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 필요

❚추진방향 및 내용❚
o 재난유형․시나리오별 방재자원 배분계획 수립 및 GIS기반 관리시스템 구축

Ÿ 재난발생 시 필요한 방재자원 소요분석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재난유형 및 규모별 발생가

능성, 필요한 장비․자재․물자, 인력, 소요비용, 방재자원의 가동력, 방재자원의 동원소요시

간 등을 분석하여 물적․인적 자원을 적재적소에서 신속하게 확보하고 동원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자원동원 및 배분계획 수립

Ÿ 재난발생에서부터 재난유형분석, 방재자원 현황 및 동원여부 확인, 방재자원 배분계획 수

립, 방재자원 동원, 배분 및 집행 관리, 방재자원 이력관리 등 실시하여 효과적인 방재자

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뉴욕의 방재자원관리시스템(CALMS: Citywide Assets 

and Logistics Management System)과 같이, GIS를 활용한 시스템으로 구축 

Ÿ 방재자원의 범위 및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서의 범위 및 분

류체계 개선 건의 

Ÿ 현재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중복 입력되는 방재자원에 대한 정보를 일원화․표준

화하고, 인력을 보강하여 방재자원의 현행화 확보

Ÿ 서울시 산하기관의 방재자원 추가 관리방안 마련



218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그림 4.12 서울시 재난대응부문 방재자원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개념도

그림 4.13 서울시 방재자원 관리시스템에 기반한 업무프로세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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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형재난 대비 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BCMS) 구축

❚현황 및 필요성❚
o 대형재난 시에도 끊김없이 핵심행정업무가 수행되고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에 발생가능한 대규모 재난을 식별하여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

Ÿ 대규모 재난 시 행정부서의 업무수행여건과 수행능력은 크게 악화되는 반면, 민원은 폭주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에서 발생가능한 대규모 재난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업무의 

우선순위 설정. 우선업무의 복구시간 설정, 대체수단을 통한 업무연속성 확보 등 행정업무

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대응계획을 마련할 필요

Ÿ 일본 도쿄도는 대규모 재난 시 주요 행정업무의 중단을 막기 위하여 지진, 신형인플루엔자 

등에 대응한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을 이미 마련해 있으

며, 민간기업의 업무연속성계획 수립도 지원하고 있음

Ÿ 미국의 뉴욕시도 뉴욕시 산하 각 부서․기관으로 하여금 운영연속성계획(COOP: 

Continuity of Operation Plan)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제중심지라는 특

성을 고려하여 관내 민간기업, 특히 중소 사업체의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민관지원체계

를 갖추고 있음 

❚추진방향 및 내용❚
o 대형재난 대비 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BCMS) 구축 

Ÿ 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BCMS: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은 재난 발

생 시 조직과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 및 업무관리체계로, 재

난으로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운 데이터 백업과 같은 단순복구 뿐만 아니라 업무의 연속성 

보장, 핵심 업무기능을 지속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

Ÿ 서울시에서 행정업무에 연속적인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재난을 식별하고, 조직

과 시스템이 정상 가동할 수 없는 긴급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도 기본적인 도시 안전관리기

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 구축

Ÿ 이를 위하여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행정업무의 우선순위 설정, 중단된 행정업무의 복구시

간 설정, 대체수단을 통한 업무연속성 확보방안 등 대응방안을 마련

Ÿ 또한 서울시 관내 사업체,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재난발생과 영향, 그에 따른 업무연

속성 확보를 위한 대응계획을 마련하도록 장려하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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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BCMS)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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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명구조․구급대책 강화

❚현황 및 필요성❚
o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인명구호체계 마련 필요

Ÿ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구조, 응급조치 및 복구, 구호 등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무엇

보다도 인명피해를 최우선으로 삼고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 필요

Ÿ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의 권한과 유관기관․부서의 협력의무가 명

시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업무분담과 권한관계에 대하여 보다 현실을 반영한 현장지휘 및 

관리체계가 필요 

Ÿ 구급을 위한 의료지원정보의 공유 및 협력, 응급진료 강화 및 첨단화, 구조․구급대의 출동 

및 이송에 대한 시민협력 강화 등도 개선해야 할 부분

Ÿ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중증환자, 임산부 등에 대한 각별한 배려 필요

Ÿ 한편, 시민들의 심폐소생술(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및 자동제세동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사용방법 숙지 등 자체적인 인명구호능력도 

제고할 필요 

❚추진방향 및 내용❚
o 전문의가 포함된 재난의료 전문팀 운영

Ÿ 일본 도쿄도에서 운영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t Team) 

사례에서처럼, 재난현장에 대하여 광역적인 차원에서 재난의료 전문팀을 구성하여 파견하

는 체계 도입

o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구조․구급시스템 구축

Ÿ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의 제휴 및 정보공유, 실제 가능한 병원정보의 실시간 파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

진료체계 등 추진

Ÿ 서울의 119 구조․구급대 출동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활용됨으로 인해 실제 필

요한 구조․구급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구조․구급대 출동수요를 줄이

기 위한 방안 마련

Ÿ 소방차, 구조․구급대 등 현장 긴급출동 시 출동차로 확보 등 시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와 함께 의무화 강화방안 마련

Ÿ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유아, 부상자 등 재해시 요보호자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토록 하

며, 이를 위하여 재해 시 보호필요자의 정보 파악 및 공유, 재해유형별 필요사항 및 대책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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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심폐소생술(CPR) 교육 등 시민 구급역량 강화

Ÿ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및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교육 실시 확대

Ÿ 자동제세동기(AED)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단독․다가구주택 등에 대하여 저소득 또는 노약

자의 거주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제세동기 보급 및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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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장기 복구(부흥)전략 마련

❚현황 및 필요성❚
o 대규모 피해 증가에 따른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복구 필요

Ÿ 재해복구사업은 피해지역의 재해취약성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회

복, 건강․복지 증진, 생태계 복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

에서 추진할 필요

Ÿ 최근 대규모 재난에 의한 피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물 

중심의 획일적인 원상복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잔존

o 최근 외국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의 종합적인 복구로 추진하는 추세

Ÿ 일본의 경우, 대규모 재난발생 시 부흥계획을 통해 지역의 경제, 환경, 교육, 복지, 보건 

등 전 분야에 걸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시행

Ÿ 미국은 국가재난복구체계(National Disaster Recovery Framework)를 통해 피해복구를 

통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기간산업 건설, 경제회복을 위한 기업복구 및 지원, 공중보

건 등을 내용을 포함하는 장기적인 복구계획을 수립․시행  

Ÿ 우리나라는 2012년 소방방재청에서 지구단위종합복구제도를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

고 있으나, 지역특성의 기반 위에 경제, 환경, 교육, 복지, 보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구모델 마련이 필요하며, 재해복구 시 방재개념이 포함되지 않은 시설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

❚추진방향 및 내용❚
o 대규모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복구(부흥)전략 수립

Ÿ 대규모 피해지역에 대하여 시설물중심의 구조적 대책 외에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지역사회 복지 증진, 생태계 복원 등 비구조적 대책을 포함하는 중장기적 관점의 종합적인 

복구(부흥)전략 마련

Ÿ 시설물에 대하여도 통상적인 설계기준을 아닌 지역특성과 재해특성을 고려한 설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항구적이고 근원적인 복구가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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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과학적인 피해원인조사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복구 시행

❚현황 및 필요성❚
o 정확한 피해원인조사를 통한 신뢰 확보 및 예방대책 반영 필요

Ÿ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원인에 따라 책임문제가 뒤따르고, 보상․배상문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원인조사를 통한 신뢰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

Ÿ 또한 재해복구를 위한 예방대책은 피해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피

해원인조사는 적실한 재해복구와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대단히 중요

o 복구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신뢰성 확보 필요

Ÿ 재난이 발생하면 주민불만이 팽배하고 복구대책에 따라 찬반과 불신이 높은 경향이 있음

Ÿ 복구과정에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경우 복구대책의 실효성이 높을 수가 

있고 주민요구사항을 합리적인 선에서 반영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음

❚추진방향 및 내용❚
o 전문기관을 활용한 과학적인 피해원인조사 시행

Ÿ 국립과학수사연구원(안전사고 원인사고 원인감정 전담기구, 법안전센터), 국립재난안전연

구원(재난원인 조사센터. DSI : Disaster Scene Investigation)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원

인을 조사하여 피해원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조사결과를 예방대책 수립에 반영

o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복구위원회 구성․운영

Ÿ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복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복구계획의 수립․설계․시행 등의 과

정에 재난피해자, 지역주민 등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복

구대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기회로 활용



제4장 도시안전 목표 및 추진전략 225

11.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전략 마련

❚현황 및 필요성❚
o 위기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 왜곡된 정보 등으로 인한 위기 증폭 및 사회적 갈등 예방 

필요

Ÿ 공공영역의 다양한 위기발생 가능성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 필요

Ÿ 위기 자체가 주는 위협보다 불필요한 오해․왜곡된 정보 등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인한 위기 

증폭 및 사회적 갈등 예방 필요

Ÿ 복합적 재난․사고 발생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커뮤니케이션 전략 필요

❚추진방향 및 내용❚
o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가이드라인 수립

Ÿ 시민들의 도시위험에 대한 이해와 안전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안전에 영향을 미치

Ÿ 기후변화, 도시 노후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사고 등 위기상황에 대응한 커뮤니케

이션 전략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위기관리역량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토

록 함

Ÿ 이를 위하여 위기 및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개념, 범위, 내용 등을 정립하고, 국내외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사례와 서울의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통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

Ÿ 관계공무원 교육을 통해 위기관리 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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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시위험 및 안전정보의 시민 공개

❚현황 및 필요성❚
o 정보의 정확성, 지역이미지 저하, 재산권에 대한 영향 등으로 제한된 수준에서 일반적

인 도시위험 및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

Ÿ 도시위험 및 안전정보의 공개는 시민들에게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이해와 대응능력을 높이

는 장점이 있는 한편, 사안에 따라 지역이미지 저하, 재산권에 대한 악영향 등으로 주민반

발을 초래할 수도 있음

Ÿ 현재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일반적이고 거시적인 정보는 통계자료, 문서 등의 형태로 시민

들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자료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GIS 지도 등은 제공하고 있지 않음

Ÿ 이렇게 제한된 수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정보의 정확성이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

고, 공개되는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주민반발에 의한 것일 수도 있음

Ÿ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는 시민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를 통계자료, 

지도, 문서 등의 형태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추세에 있음

❚추진방향 및 내용❚
o 시민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모두 공개

Ÿ 시민들의 도시위험에 대한 이해와 안전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안전에 영향을 미치

거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이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할 도시위험 및  안전정보의 대상과 범위, 공개수준, 공개범위, 공개방법, 예상되는 효

과 등을 검토하도록 함 

Ÿ 특히, 재해지도(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 재난위험시설(D․E급) 정보 등 시

민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

Ÿ 또한 의료기관, 방재자원 비축현황 등 재난발생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도 

웹 및 모바일 기반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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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지도(침수예상도) 재해취약시설 정보 도시안전리포트

그림 4.15 시민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예시

   

의료센터․방역기관 정보 수방자재 비축현황 정보

그림 4.16 재난발생 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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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민주도의 지역단위 안전마을 조성 및 지역주민활동 지원

❚현황 및 필요성❚
o 도시안전을 위한 주민참여의 필요성

Ÿ 도시안전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한편, 도시가 커지고 복잡다단해짐에 

따라 관 주도의 대책만으로는 시민안전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걸쳐 섬세하게 대처하고 시

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수준을 충족시키는 데 한계

Ÿ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보다 섬세한 도시안전을 이루려면 지역실정을 가

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한 안전관리상의 과

제들을 발굴하고 해결해나가려는 접근 필요

o 방재 및 안전관련 주민조직 및 시민단체 

Ÿ 현재 서울시에는 다양한 형태의 안전 및 재난관련 주민조직 및 시민단체가 존재하며, 바람

직한 측면과 함께 일부 중복성과 비효율적 측면도 있음 

분야 단체명 최소지역단위 비고

방재 자율방재단 동 공공지원있음

생활안전 안전모니터봉사단 구 -

소방 의용소방대 동 공공지원있음

방범 자율방범대 파출소 공공지원있음

청소년보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당 초·중·고등학교 등 -

어린이안전

학교보안관 초등학교 공공지원있음

배움터지킴이 초등학교 공공지원있음

Walking School Bus 초등학교 공공지원있음

교통안전 녹색어머니회 초등학교 -

재난구호 적십자사 구 -

일반
주민자치위원회 동 공공지원있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동(마을) 공공지원있음

표 4.5 안전관련 주민조직 및 시민단체 현황

o 활동중첩, 협력부재 등 개선 필요성 높은 상황

Ÿ 현재 방재관련 주민단체들은 많이 있지만,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자와 민간부문 등 협력체

계의 부재가 심각

Ÿ 재난상황 시 인력동원이 어렵고, 자율방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이 미흡하며, 자원봉사 관련기관의 업무중복과 상호연계가 미비한 상태로 자원봉사 

활동 전문가와 관리자의 수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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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서울시 자율방재업무 시스템의 문제점

o 서울시 생활안전거버넌스 

Ÿ 2012년 서울시는 기존의 다양한 지역사회 방재관련조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구심적인 대안조직으로서 ‘생활안전거버넌스’를 구성하기 시작했으며, 생활안전거버넌

스는 생활권(동) 단위의 안전활동을 위한 민․관 협력의 가교역할을 하는 시민주도형 생활안

전 협의체

Ÿ 생활안전거버넌스는 자치구내 재난 예방활동 전개 및 재난 발생 시 생활안전거버넌스를 중

심으로 맞춤형 생활안전 활동프로그램 개발 시행 및 생활권 단위의 방재활동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치구별 재난안전사업 및 지역주민들의 재난대응․복구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를 유도

구  분 내  용

구성단위 생활권 단위 (동 단위)

구성원 생활권 단위 소재 재난안전 단체, 지역공동체의 적극 활동가 및 주민, 학교, 파출소, 병원, 업체 종사자 등

역할 재난 예방활동 전개 및 재난 발생 시 주민협의체 중심으로 복구활동 지원 전개

세부활동(기능)

- 안전 위해요소 모니터링, 자율방범, 학교안전 확보 활동

- 지역 맞춤형 생활안전 활동 프로그램 개발 시행(생활안전 개선사업, 안전마을 만들기 등)

- 지역주민의 점증하는 안전기대/요구 파악, 정책에 반영토록 전달

- 생활권 단위로 재난취약자 파악, 케어 시스템 운영 등

- 생활 분야별 재난안전 정보와 행동요령 홍보 캠페인 등 실천 확산

- 서울시, 자치구 추진 지역별 재난안전사업 및 복구․대응 활동에 참여

표 4.6 서울시 생활안전거버넌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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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및 내용❚
o 주민주도의 안전마을 조성

Ÿ 안전마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직면하는 지역사회의 재난 또는 사고 위험과 관

련된 안전상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이고 조직화된 참여

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마을공동체로서, 지역밀착성,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지속적인 활동 등이 요체

- 안전마을은 한정된 공간적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내지 주도적인 역할을 전제

로 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사업대상영역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민참여가 가능한 영역의 것

들에 한정되며, 국가, 지자체 등이 수행하는 방재 및 안전관련 공공사업을 전제로 하여 부족

하거나 미진한 부분을 보완

Ÿ 안전마을의 공간적 범위는 지역사회 공동의 관심사와 이해관계, 사업추진의 지역밀착성 등

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도의 인구 및 환경적 동질성을 갖는 작은 공간단위로서 대략 동(행

정동 또는 법정동) 단위 이하의 범위를 상정하여 추진

그림 4.18 안전마을 만들기의 유형

Ÿ 마을만들기 지원대상은 사업주체인 주민 또는 주민단체인데, 주민은 3명 이상의 공동명의로 신청 가능

Ÿ 안전마을만들기 추진에서는 안전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지원신청사업에 대한 안내 

및 상담 등에 대하여 종합지원센터, 행정기관(시, 자치구 담당부서), 전문가 등이 긴밀히 협조

Ÿ 안전관리 프로그램형(S/W형) 사업은 지역주민 중심으로 전개하되, 공공은 이를 지원하고, 

물리적 환경정비형(H/W형) 사업은 공공이 주도하되 주민은 협조

Ÿ 공공지원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하는 선에서 최소화하며, 사업영역과 대상에 따

라 차등적인 지원체계 마련

Ÿ 한편, 2013년 선정된 시범 안전마을 2개소(동대문구 회기동, 서대문구 홍은1동)에 대해서

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활동가, 안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진행과정을 컨

설팅하고 사업성과 평가를 통한 우수모델 정립·확산(가이드라인 개발, 토론회 등 개

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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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지역공동체 기반 지역공동체 기반이 미약한 경우 지역공동체 기반이 형성된 경우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경우

주민참여의 형태
여건조성 및 사업 

발굴(인큐베이팅)

민관파트너십,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
주민 중심의 자율적 참여

주요 활동

- 주민모임 활성화

- 안전교육 및 홍보

- 지역안전리더 발굴⋅육성 

- 안전위해요인 조사 및 발굴

- 성공사례 공유 및 지역 내 

다양한 주체 간 협력

- 비용이 적게 들거나 

사업추진이 비교적 용이한 

소규모 핵심사업 추진

- 안전관련 다양하고 종합적인 

사업의 추진 및 전개

- 안전 이외의 지역이슈들과 

결합하여 사업 추진

- 보다 광범위한 협력네크워크 

구축

표 4.7 지역공동체 기반 형성정도에 따른 안전마을 만들기의 주민참여방식

[마을 골목길 가꾸기(염리동)] [마을회의(회기동)] [마을사랑방(홍은1동 호박골)]

그림 4.19 시범 안전마을의 활동 

o 지역안전일꾼 활동 지원

Ÿ 생활안전거버넌스(7,613명), 안전모니터봉사단(1,172명), 지역자율방재단(7,706명) 등 지

역안전일꾼들의 안전활동 지원을 지원하고, 단체별 역할 정립, 합동워크숍 개최, 비상연락

체계(SNS) 구축 등 지원

Ÿ 특히, 2012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동 단위 지역사회 안전 및 방재 구심조직인 생활안전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서울재난안전네트워크, 지역 민방위대, 안전모니터

봉사단, 기타 단체들 간의 네트워킹과 협력을 통해 상호협조체제를 유지

그림 4.21 동별 생활안전거버넌스 구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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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생활안전 거버넌스 활동] [자율방재단연합회 발대식] [재난 피해지역 봉사활동]

그림 4.22 지역안전일꾼의 안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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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전교육 강화와 안전문화 확산

❚현황 및 필요성❚
o 안전취약계층에 따른 맞춤화된 다양한 안전교육 개발 및 강화 필요

Ÿ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성, 노인, 거주외국인 등의 

안전문제 등도 부각되고 있음

Ÿ 서울시는 현재 생활안전거버넌스 회원, 구호활동 전문가 등을 안전리더를 육성하고 있으

며,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에 대한 순회교육, 각종 공모전 및 경진대회 추진, 생활안전 책

자 발간․배포, 안전체험시설 확대,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음

Ÿ 안전취약계층의 증가와 다양화,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재난․재해위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시민홍보․교육의 대상과 내용을 맞춤화․다양화하고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추진방향 및 내용❚
o 안전교육 아이템 다양화 및 계층별 체험교육 확대

Ÿ 재난․사고유형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다양한 맞춤형 안전교육모델을 개발(2014년 상반

기)하고, 어린이, 주부, 어르신 등 계층별 콘텐츠를 개발하여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2014

년 6만명 목표)

Ÿ 현재의 재난 및 안전관련 학습 및 체험시설의 컨텐츠를 확대하는 한편, 권역별로 체험시설 

확충 

Ÿ 직업교육 및 정규교육 프로그램에 안전관련 프로그램과 컨텐츠 연계

o 지역안전 캠페인 활성화

Ÿ 대학생·주부 안전체험단, 지역 내 안전리더 교육․육성하고, 생활안전길라잡이 개발, 안전 

공모전 개최 등 지역안전 캠페인 활성화

Ÿ 안전홍보대사 위촉, 재미있는 포스터 개발, 인증샷 이벤트 등 확대

Ÿ 시민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시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시민신고 및 제안 활성화하고 포상

Ÿ 서울안전포털 등에 수방․제설 등 주요 정책을 공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점검’ 등

을 통해 일반시민의 관심 및 참여 유도

Ÿ 서울시,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여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는 기구로서 안전문화 

추진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전문화재단’(가칭)을 설립하여 안전문화

운동의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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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교육] [생활안전 길라잡이]

그림 4.23 시민안전교육 및 안전체험프로그램 

[풍수해현장 봉사활동] [청소년 제설활동 참여] [대학생 시설물 점검활동]

그림 4.24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점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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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난대응 협력네트워크 강화

❚현황 및 필요성❚
o 재난 및 안전관련 기구 현황

Ÿ 현재 서울시의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기구로는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

괄·조정,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안

전관리위원회가 있으며, 그 아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음

Ÿ 또한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 중심의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음

o 분산적 안전관리체계에서의 부서 간 협의․조정 및 상호협력 부족

Ÿ 현재의 분산적 안전관리 운영체계 하에서는 기획․조정기능이 약할 수밖에 없음

Ÿ 관련부서, 산하기관 등과의 상호협력이나 협의․조정의 필요성이 낮고, 이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되는 시책과 사업의 중복과 비효율, 업무처리방식의 상이함으로 인한 처리지연 등 문

제를 야기할 수 있음  

Ÿ 따라서 실질적인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련 총괄부서의 기획․조정기능을 강

화하는 한편, 정보의 공유, 표준화, 부서 간 실질적인 의사소통 및 협의장치 마련 등 다각

도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

o 대외적인 협력네트워크 점차 강화 필요

Ÿ 서울의 도시안전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산하기관, 자치구 등 주도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타 기관 및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며 서울의 도시안전을 위해서 서울시가 요청해야 

하는 것도 있음

Ÿ 현재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경찰청, 교육청, 군부대 등 대외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의료기관, 기업 및 산업계, 시민단체 등 필요에 따라 외연을 확대할 필

요가 있고, 보다 실질적인 협의와 협력을 위해서는 정례적․수시적 교류의 장을 강화할 필요 

o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은 이제 시작단계

Ÿ 국제적인 교류 및 협력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분야는 아직은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은 부분이며, 최근에야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단계

Ÿ 현재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 교육 및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4월에는 UN재해경감국제전략사무국(UNISDR)의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

(Making Cities Resilient)’ 캠페인사업에 참여

Ÿ 장기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함은 물론 서울의 재난 및 안전관리사례를 개발도상국 등에 

수출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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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및 내용❚
o 안전관리위원회 확대 및 역할 강화

Ÿ 안전관리위원회에 의료기관, 기업 및 산업계, 시민단체 등 구성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

다 실질적인 협의와 협력을 위한 정례적․수시적 교류의 장을 강화

o 중앙정부, 국내외 도시,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

Ÿ 중앙정부, 국내외 도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약, 공동사업추진, 재

난대응 합동훈련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Ÿ UNISDR의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Making Cities Resilient)’ 캠페인 참여와 함께 

10가지 필수이행사항(10 Essentials) 추진실적을 모니터링․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함

Ÿ 각종 재난 및 안전관련 국제적인 행사 참여 및 개최를 비롯한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특히 

개발도상국 도시들과의 교류 및 홍보․교육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서울시의 경험

과 노하우를 전파하고 수출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

Ÿ 우리나라와 기후환경이나 재난특성이 유사한 동아시아 대도시들을 비롯하여 세계 대도시

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울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그림 4.25 유관기관 및 시민부문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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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 중점추진과제

1 풍수해 대책

§ 침수취약지역 29개소 해소

§ 하천내 인명피해사고 예방

§ 침수취약 지하주택 관리 강화

§ 유역단위 방재시설 통합관리

§ 빗물받이 개선

§ 취약지역 주민 풍수해 보험가입 활성화

§ 2020년까지 빗물관리량 8배 증대(5.6㎜ → 46.5㎜)

2 사면재해 대책

§ 사면전수조사 실시

§ 산사태 방지시설 확충

§ 사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사면에서의 개발행위허가 협의기준 마련

§ 안전성, 환경성을 고려한 도심형 사방시설 설계기법 개발

3
기상이변 

대책 

설해
§ 1시간 빠른 사전예측과 24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시행 

§ 고갯길, 고지대 등 폭설취약지점(287개소) 특별관리

폭염․
한파

§ 폭염․한파 예보 시 24시간 비상대책본부 운영, 생활인프라 특별관리

§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4

시설물 안전사고 대책 

(대형건축물, 공사장, 

한강교량, 지진 등)

§ 재난위험시설(D․E등급) 단계적 해소 추진

§ 초고층 건축물(18개소), 지하연계 복합건축물(132개소) 안전관리 강화

§ 시설물 관련 전문가 안전점검 참여 확대(전문가 전담주치의제도, 

기동안전점검단 등)

§ 공사장 사고방지대책 지속 추진

§ 신설 복합구조물의 설계하중 건축기준 강화 

§ 시설물안전 관리자 안전교육 강화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지속 추진

§ 지진위험도 평가, 지진방재계획, 대응시나리오 마련

5

화재 대책

 (폭발, 대형화재, 산불, 

터널․지하철․공동구화재)

§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등 화재취약시설 중점관리

§ 쪽방 등 취약주거시설 안전관리 강화

§ 도시화재 시뮬레이션을 통한 화재위험성 평가 

§ 소방안전지도 개발 및 소방대응체계 개선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216개소) 소방대책 추진

§ 터널, 지하철, 공동구 화재 대비태세 구축

§ 산불예방 및 초동대응태세 강화

표 5.1 중점관리대상 및 중점추진과제

분야별 안전관리대책

제1절 중점관리대상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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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풍수해 대책

❚기본현황 및 필요성❚
o 강수량 증가 추세

Ÿ 지난 10년간(2001년~2010년) 서울의 평년강수량은 1,550㎜이며, 이중 70% 이상이 

여름철인 6~8월에 집중

Ÿ 지난 30년간(1971년~2001년) 강수량을 보면 1,344mm에서 1,550mm로 증가 추세

Ÿ 새로운 IPCC RCP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21세기 후반에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 약 15.8%, RCP 8.5 시나리오의 경우 약 18.7% 상승할 것으로 예상

Ÿ 장래에 강수량과 강우강도가 더욱 증가․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

에서의 수방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o 배수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에 있으나, 일부 통수능력 부족관로 여전히 존재

Ÿ 서울시는 그동안 하수관거 정비․개량, 빗물펌프장 신․증설, 저류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지

속적으로 시행하여 비교적 양호한 수준의 수방시설 갖춘 편

Ÿ 2009년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서는 기후변화 및 집중호우에 대응하여 하수관거를 현행 

지선 5년, 간선 10년에서 향후 지선 10년, 간선 30년 빈도로 상향할 계획

Ÿ 하수관로 총 9,380km 중 기존 설계빈도에 의한 통수능력 부족관거는 476km(5.1%)이며, 

향후 확률년수 상향(간선 30년, 지선 10년)을 고려하면 618km(6.6%)가 적절한 우수배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

Ÿ 따라서 반복적인 수해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통수능력 부족관로 및 노후관로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개량이 필요하며, 한계수위에 달한 일부 빗물펌프장에 대한 내수배제 용량 확대 필요

구분 시설 현황

배수분구 배수분구(239개)별로 하수관거와 유수지를 거쳐 하천으로 배수

하수관거 총연장 10,291km(간선관거(10년빈도) 2,356km, 지선관거(5년빈도) 7,935km)

빗물펌프장 111개소 (30년빈도 35개소, 10년빈도 이하 63개소)

하천 55개소(일반 36개소), 한강·안양천 200년빈도, 중랑천·탄천·목감천 100년빈도 등

빗물저류시설 16개소 9만5천톤, 개발사업 연계 44개소 17만9천톤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11.12)

표 5.2 서울의 주요 배수시설 현황

o 노면수에 의한 도로침수 문제 심화

Ÿ 지형적 조건, 도시공간의 불투수층 증가, 도로배수시설 문제 등으로 도로침수가 점차 부각

되고 있으며, 노면수가 인근 시가지 주택가 등으로 전이되어 침수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음

Ÿ 집중호우 시 일부도로의 침수는 불가피하며 필요에 따라 저류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음. 그

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침수는 교통체증 및 사고, 차량침수, 시민불편과 같은 도시기능 및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며 부정적인 이미지효과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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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서울시는 광화문, 사당 등 노면수 침수가 심각한 지역에 대하여 빗물받이 개선, 저류시설 

설치, 차수시설 설치, 하수관로 개선 등의 사업을 한 바 있음   

Ÿ 한편, 도로 배수시설과 하수도 배수시설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설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

로침수가 심화됨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2012년 ｢도시부 도로배수시설 설계 잠정지침｣을 마

련하여 도로배수시설을 하수도시설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집수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노면수 배수체계를 도로측면 전체를 이용하는 선배수시설, 도로저류시설 등을 설치토록 함

o 지역별 침수피해와 위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대책 적용 필요

Ÿ 서울은 과거 개발연대의 부작용으로 인해 그 동안의 꾸준한 방재대책에도 불구하고 반복적

으로 침수피해를 입는 지역들이 다수 존재

Ÿ 이들 지역은 공통의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 한편, 지형, 토지이용, 배수시설, 규모 등 지

역적 특성에 차이가 있고, 침수원인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배수시설 일변도의 정비대책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근원적인 침수방지의 관점에서 침수원인과 지역적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다양하고도 맞춤화된 대책 적용이 필요

o 개별 시설물단위 대책의 한계와 유역단위 통합적 방재시설 관리로의 전환 필요성

Ÿ 방재시설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풍수해 저감을 위하여 적용되어야 할 기본적인 

수단이지만, 각각의 개별적인 방재목적을 가진 시설물 중심의 방재대책은 유역단위의 전체

적인 관점에서 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성과 통합성을 결여할 수 있음

Ÿ 서로 다른 다수의 부서가 하천, 내수배제시설, 사방시설 등 개별 방재시설을 관장하는 과정에서 

유역 전체적인 물길의 흐름 관점에서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과 정합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존재

Ÿ 점증하는 기후변화와 집중호우에 대처하고 기존의 개별 방재시설 중심의 구조적 대책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역단위의 통합적 방재성능 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Ÿ 유역단위의 통합적 방재성능관리는 시가지유역 내 인명보호, 재산보호, 도시기능보호의 관

점에서 달성되어야 할 방재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방재시설뿐만 

아니라 시가지유역 토지이용, 비방재 시설(도로, 공원․녹지, 공공시설 등), 건축 등에서의 

비구조적 방재대책을 종합적으로 동원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분담하고자 하는 개념

Ÿ 이와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은 내수침수문제를 중심으로 2012년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참고로, 서울은 시간당 75mm이며, 이는 30년 빈도 강우에 상당

구분 방재성능목표
대책유형별 분담

배수시설대책 저류시설대책 유역대책

단기 (2015년)  95㎜ 85㎜ (89%) 7㎜ (7%) 3㎜ (3%)

중기 (2025년) 105㎜ 85㎜ (81%) 14㎜ (13%) 6㎜ (6%)

장기 (2040년) 120㎜ 85㎜ (71%) 24㎜ (20%) 11㎜ (9%)

주: 박스(box) 친 부분은 2012년 소방방재청이 제시한 서울시 방재성능목표(95㎜)

표 5.3 서울시 방재성능목표(시간당 강우량 기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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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분산형 빗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빗물관리시설 확대 추진 중

Ÿ 한편, 서울시는 현재 ｢빗물관리 기본계획(보완)｣(2013. 6.)을 수립하여 토지이용에 따른 

시설별 빗물분담량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시 빗물관리시설(저

류, 침투, 이용) 확대를 추진

❚중점추진과제❚
o 침수취약지역 29개소 해소

Ÿ 통수능력 부족관로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 빗물펌프장, 빗물저류조, 빗물유입시설 등 방

재시설 확충

Ÿ 2013년 현재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주요 침수취약지역은 약 34개소(특별관리지역 11개

소, 중점관리지역 16개소, 기타지역 7개소)인데, 이들 지역은 주로 저지대로서 지형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어 배수시설 정비․개선만으로는 침수원인을 근본적으로 막는데 한계

가 있음

Ÿ 따라서 침수피해 심각도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책을 추진하되, 배수시

설 정비를 비롯하여 대규모 저류․배수시설, 펌프장 신․증설, 하천정비외 같은 구조적 대책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예: 공원․녹지, 도로, 학교, 청사)의 방재기능 부여, 불투수율 저감을 

통한 토지피복 개선, 방재설비 보급, 주민들의 자발적인 방재노력 및 활동 촉진 등 다양한 

비구조적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함. 또한 대규모 저류․배수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

상부 토지이용과 교통을 고려하여 가급적 다목적 활용과 연계성을 확보 

주: 2013년 5개 지역 해소

그림 5.1 서울의 주요 침수지역(3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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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주요 세부대책

광화문 일대 단기대책 완료, 하수관로 개선(1.12km), 빗물관리시설 확대설치 등

한강로 일대(신용산역 주변) 유역분할 관거(1.3km) 및 펌프장 신설 등

신월지역(①신정사거리, ②화곡시장일대) 빗물저류배수시설(3.61km) 및 유입수로(1.09km) 등

동작․사당동 일대 임시저류조 설치 및 종합 방재시설 확충방안 논의중

도림천 주변(①미림여고, ②신림동우편물 

취급소, ③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

저류조 설치 및 신림3교 재가설(기존교량 철거),

하천 하상정비, 방수로 설치(국비) 등

강남역 일대 유역분할 관거(1.23km) 및 저류조 설치 등

길동 일대 유역분할 관거(3.62km) 등

강서구청 사거리 일대 하수관거 정비(2.06km) 등

시흥사거리 일대 저류조 설치 및 우회관로 신설(1.5km) 등

영림초교 주변(대림1, 2동지역) 대림3펌프장 증설 및 유입관로 확장(2km) 등

성대시장 주변 하수관거 확장(1.28km) 등

선릉역(포스코사거리주변) 하수관거 신설(1.92km) 등

대치역사거리 일대 하수관거 정비(0.65km) 및 도곡펌프장 신설 등

내방역사거리 일대 하수관거 신설(2.1km) 등

암사역 주변 하수관거 신설(2.38km) 등

공항펌프장(외발산지하차도) 일대 공항펌프장 증설 및 마곡2펌프장 신설 등

망원유역(홍대입구역 일대) 하수관거 정비(0.2km) 및 펌프장 신설 등

오류동역 주변 하수관거 정비(1.78km) 등

신촌현대백화점 주변 하수관거 정비(1.43km) 등

을지로 입구(무교동, 다동주변) 하수관거 신설(0.85km) 등

풍납 1, 2동 주민센터 주변 풍납펌프장 유입관거 정비(4.99km) 등

잠원지역 일대 잠원2 펌프장 신설 등

신천지역 일대 하수관거 정비(4.54km) 등

공릉초교 주변 공릉2 펌프장 증설 및 유입관로 정비(0.36km) 등

장안1동 주민센터 주변 장안2, 4펌프장 증설 및 답십리4펌프장 유역분리(0.14km)

용답동 답십리역 일대 하수관거 정비(1.58km) 및 용답펌프장 증설 등

표 5.4  서울의 침수취약지역(29개소)에 대한 주요 대책

사업명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15~’21년

하수관거 능력향상

(47개 배수분구)

연 장(km) 113 18 16 16 63

사업비(백만원) 131,100 14,200 17,600 15,300 84,000

침수지역 관거개량

(4개 배수분구 

포함)

연 장(km) 154 33.9 31.5 23.5 65

사업비(백만원) 643,685 98,210 118,300 96,900 350,275

합  계
연 장(km) 267 51.9 47.5 39.5 128

사업비(백만원) 774,785 112,410 125,900 102,200 434,275

표 5.5 통수능력 부족관로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계획

o 하천내 인명피해사고 예방

Ÿ 친수공간으로서 하천이용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추진

Ÿ 홍수 예경보․수위계 등 하천 위기상황 관리시스템 확충

Ÿ 고립사고 빈발지점에 대해서는 비상탈출시설(사다리, 난간 등) 추가적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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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 수방상황실 시스템 고도화 추진

    ‣ 강우량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개선(경기지역 AWS 22개소 연계 등)

    ‣ 빗물저류조(21개소)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o 침수취약 지하주택 관리 강화

Ÿ 지하주택, 지하공간 등 소규모 취약지구․시설에 대해서는 피해심각도를 고려하여 정비 우

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하되, 시설유형별 재해원인과 특성을 고려하여 내수성 건축 유도

(예: 지반고 승고, 필로티, 침수위 이하 또는 반지하주택 규제․정비․이전), 저류시설 설치 

확대, 방재설비 보급(예: 차수판, 역류방지설비, 모래주머니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방재

노력 및 활동 촉진 등 다양한 대책들을 적용

Ÿ 돌봄공무원 집합교육, 침수이력주택에 대한 우기전 방문점검 등 시행

o 유역단위 방재시설 통합관리

Ÿ 사방시설, 내수배제시설(우수관로, 펌프장 등), 하천 등에 대하여 유역 전체적인 관점에서 

상호 연계성과 정합성을 검토하여 배수용량을 합리적으로 조정

Ÿ 특히 산지부 사방시설과 시가지 내수배제시설, 내수배제시설과 하천 등 경계부에 대한 각

별한 관심 필요한 바, 이들 방재시설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설계기준 및 배수처리방식에 

대한 검토 및 개선

Ÿ 서울에는 18개 표준유역이 있는데, 이 중 경계부 소규모 유역을 제외한 표준유역은 13개 

정도임. 이들 유역에 대한 유출 및 침수분석을 통해 면적(面的) 방재시설 관리 도모

Ÿ 방재시설의 계획단계에서 하류부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대한 유출 및 침수영향을 검토하는 

과정을 강화하고, 사방시설, 내수배제시설, 하천 등의 관할부서와 관할 자치구가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시․자치구 관련부서 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체계 강화

그림 5.2 유역단위 통합적인 방재시설 관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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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빗물받이 개선

Ÿ 기존 2,489개 점형 빗물받이를 연속형(선형) 빗물받이로 개량

Ÿ 도로침수의 원인별 유형을 검토하여 도로부 배수처리, 도로 주변으로부터의 우수유입 차

단, 인접시가지로의 침수전이 방지, 도로저류 및 침투능력 확대 등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동원하는 맞춤화된 전략 추진

그림 5.3 도로침수의 유형별 대책

o 취약지역 주민 풍수해 보험가입 활성화

Ÿ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 지원

Ÿ 서울에서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은 주택 등의 침수피해이기 때문에 주택 등 침

수피해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침수보험 개선  

Ÿ 영세민 거주비율이 높은 지하주택 침수피해에 대한 특별약관 마련 필요

Ÿ 주택침수 등의 실제 피해당사자는 세입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가입을 유도

Ÿ 사유재산 피해지원 수혜자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피해지원의 단계적 축소 추진

o 2020년까지 빗물관리량 8배 증대(5.6㎜ → 46.5㎜)

Ÿ 2020년까지 연평균 강수량(1,550mm)의 3%(46.5mm) 빗물관리

Ÿ 투수성 포장 확대(연 80km), 빗물유입화단 조성(276km) 등 빗물관리 인프라 증설

Ÿ 서울시 「빗물관리 기본계획(보완)」(2013. 6., 서울시 물관리정책과)에 의한 분산형 빗

물관리시스템 구축과 빗물관리시설(저류, 침투, 이용) 확대를 통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장

기목표 표면유출량은 2050년까지 620mm(서울시 연평균 강우량 1,550mm의 40%)

Ÿ 빗물관리시설 설치 목표는 빗물관리를 통한 “건강한 물환경 조성”과 “자연 물순환의 

회복”으로 하였는데, 이는 빗물관리시설을 통하여 도시의 물순환을 도시화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과 동시에 도시 물환경을 건강하게 조성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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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를 위하여 토지이용에 따른 시설별 빗물분담량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시 빗물관리시설(저류, 침투, 이용) 확대를 추진

그림 5.4 빗물관리 목표 및 빗물관리 필요량 산정 모식도

그림 5.5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의 종합적 적용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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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면재해 대책

❚기본현황 및 필요성❚
o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 증가

Ÿ 시간당 30mm 이상 강우횟수는 1973년~1982년 기간 중 7회였으나 2003년~2012년 기간 

중에는 30회로 증가

Ÿ 서울의 연평균 산사태 발생은 2000년~2009년 기간 중 0.99ha였으나 2010년~2011년 기

간 중 57.5ha로 대폭 증가

o 개발에 따른 사면재해 위험 증가

Ÿ 서울시의 경우, 개발가용지의 한계로 구릉지 및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정비사업과 개발행위

가 발생하고 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에서의 정비사업 및 개발행위 관련 업무 가이드라인 미

흡 또는 부재에 따라 사면재해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로 인하여 위험도가 증가하는 상황

o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국지적 집중 호우가 빈발함에 따라 집중호우에 의한 

대규모 산사태 및 토사유출에 의한 피해 증가

Ÿ 서울시에서는 2001년을 제외하고 과거 10년간 산사태에 의한 재해발생이 많지 않았으나 

2010년에 37개소, 2011년에 81개소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에 발생 빈도가 급

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Ÿ 이에 산림보호법 제5장(산사태의 예방ž대응 및 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재

난관리책임기관 장의 재난예방조치)에 따라 산사태 예방 및 복구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

o 산지 경계부 배수체계의 문제점

Ÿ 산지와 배수시설의 설계기준이 상이

- 산지 계류부 배수시설 설계기준에 비해 하수도 설계기준(지선 5년빈도, 간선 10년빈도, 2011

년 개정된 기준에 의하면 하수관거의 확률년수는 10~30년으로 상향됨)이 크게 차이

Ÿ 관계기관 및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음

- 산지경계부에 연결되는 소규모 배수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음

o 종합적인 산사태 및 토석류 재해대책 미수립

Ÿ 산지경계부에 도로나 아파트 건설 시 산사태와 같은 토사재해위험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음(지구지정 및 유지관리 미비)

Ÿ 관련법령 및 관계기관(산림, 녹지, 도로, 주택, 하천, 하수, 재난 등)의 종합적인 정비 및 

유지관리체계가 없음

Ÿ 따라서 산지부와 도시가 만나는 지역에 대해 인공비탈면 관리, 산지경계부 배수체계 개선, 

사방시설 설치 등 종합적인 정비방안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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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각종 개발행위 발생 시 사면재해를 고려한 업무협의체계 구축 필요

Ÿ 서울시 산지 및 구릉지 주변 개발에 따른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협의기준과 대상사업 및 대

상지를 지정하여 제시하고 협의절차를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o 산사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황과 과제

Ÿ 서울시는 우면산을 중심으로 산사태 모니터링 계측기를 운용하고 있음. 계측자료는 경사계 

및 지하수위계 모두 24회/일로 측정되어 자료를 축적함

Ÿ 모니터링 측정자료는 향후 산사태를 대비하는데 있어 필수 자료이며, 예기치 못한 폭우로 

사면이 붕괴될 경우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Ÿ 지하수위계, 지중변위계 등 사면 모니터링은 단순히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

라 측정자료를 기반으로 사면의 위험도 및 붕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함

o 사면재해 관련 설계도면 및 데이터의 현황과 과제 

Ÿ 예방 및 복구 사방사업 시 설계도면에 대한 관리 미흡

- 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CAD 파일이 있으나 좌표체계, 시설물 표현 등 형식이 표준화되어 있

지 않으며, 설계변경 시 설계도면에 반영이 미흡함

- 설계도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방사업 종류, 시설현황에 대한 GIS DB 작업이 수행되지 못하여 

체계적인 DB 관리가 수행되지 못함

Ÿ 사방댐, 계류보전, 절개지 정비 등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한 데이터를 개선, 보완, 구축하여 

사방시설 DB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 필요

- 사방지 지정현황, 사방사업 종류, 투자액, 시설현황, 사후관리 등에 대한 GIS DB 작성 및 관

리가 필요함

Ÿ 사면재해 위험지도를 작성하여, 향후 피해지역에 대한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상황관리

가 이루어져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

o 산사태 등 사면재해 발생 시 시민들의 대피시간 확보를 위한 예·경보 고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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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과제❚
o 사면전수조사 실시

Ÿ 사면전수조사의 사업대상은 산지사면(산, 산지형 공원, 구릉지, 위험 절개지 등) 110개소

(131㎢), 도로사면(자연, 인공(석축, 옹벽 포함), 터널 입․출구 등) 2,470개소, 주택사면(급

경사지절개지, 축대․옹벽 등) 667개소

Ÿ 산지전수조사를 통해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인자 조사, 사면위험등급 분류(A~E등급), 위

험사면 정밀조사, 산사태 시뮬레이션 및 피해영향권 분석, 사면재해예방정책 개발 등 실시

산지사면(110개 산지) 도로사면(2,470개소) 주택사면(667개소)

그림 5.6 서울시 사면전수조사의 사업대상

구분 항목

지형정보

- 사면종단형상(철형, 직선형, 요형, 복합형 등), 사면횡단형상(하강형, 평행형, 상승형, 복합형 

등), 사면좌우접합부 계곡유무, 계곡연장(m), 계곡폭(m), 보호시설상태(양호, 불량, 매우 

불량, 무), 유역면적(㎡)

- 토양종류, 배수시설현황, 임상(초목현황 등)

- 주변환경(임야공원시설, 택지ž도로ž철도 등), 주변 인구수, 인가공공시설 등의 거리(m)

지질정보 - 지질, 모암, 토층심도(㎝)

시설물정보(주택부분)

- 기초부: 침하(㎝), 수평변위(㎝), 세굴

- 전면부: 파손 및 손상(㎜), 균열(㎜), 마모/침식, 박리(㎜), 박락 및 충분리(㎜), 철근노출(%), 

염화물(㎏/㎡), 기타(배출구)

- 기타: 시공상태, 상부외력, 지하수 상태(완전배수, 적음, 보통, 많음, 매우 많음)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인자 조사

- 지형적 요인: 지형경사(slope), 고도(elevation), 경사방향(aspect), 경사길이(length), 수계, 

사면노출 등

- 지질학적 요인: 암석(lithology), 지층구조(formation), 단층거리(distance to fault), 

지질선구조, 암반구조, 느슨한 구성물질, 균열, 노두 등

- 수리학적 요인: 강우(rainfall), 지형적 습윤분포(topography wetness), 하천까지의 

거리(distance to stream) 등

- 지반공학적 요인: 흙의 종류(soil type), 단위중량(unit weight), 점착력(cohesion), 

내부마찰각(internal friction) 등

- 임학적 요인: 수목종류(plant types), 수목분포(plant distribution) 등

- 기타요인: 지역적인 특이 요인(erosion, weethering, volcano, etc), 지질, 모암, 

토층심도(㎝), 젤리방향, 흙의강도, 풍화도, 지표수 상태 등

- 환경적 요인: 집중호우, 눈 녹음, 영구동결, 식생, 지진, 확산 등

- 토지이용: 개간, 진동, 사면절토, 저수지 수위변동, 임도, 산책로, 인공구조물, 인위적 

교량요소, 벌목, 군시설물, 철탑, 통신시설 등

표 5.6 사면전수조사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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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재해위험도 평가점수

내용자연비탈면 또는 

산지ž인공비탈면

A 0~20 재해위험성이 없으나 예상치 못한 붕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미비함

B 21~40 재해위험성이 없으나 주기적인 관리 필요

C 41~60 재해위험성이 있어 지속적인 점검과 필요시 정비계획 수립 필요

D 61~80 재해위험성이 높아 정비계획 수립 필요

E 81이상 재해위험성이 매우 높아 정비계획 수립 필요

표 5.7 사면 위험등급 분류

o 산사태 방지시설 확충

Ÿ 사면전수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산사태 에방사업 10개년 계획 수립․시행

Ÿ 인명피해 방지가 필요한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에 토석․유목을 차단할 수 있는 사방시설

을 최우선 추진

- 사방댐(개소) : (2012년까지) 41개소 → (2013년) 37개소 → (2017년까지) 317개소

- 계류보전(㎞) : (2012년까지) 61㎞ → (2013년) 37㎞ → (2017년까지) 120㎞

Ÿ 사방사업의 조기․견실 시공 및 안전관리 강화

- 산사태 예방을 위한 우기전 사방사업 시공완료 체계 구축

- 사방댐 관리기준 및 산사태 예방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침 정비

- 사방시설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노후화된 사방댐은 안전점검․보수 및 재해예방 차

원에서 상․하류 인근에 추가 조성

o 사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Ÿ 사면 통합DB, 예․경보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사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산지, 도로사면, 주택사면 등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정비, 

예․경보체계 등에 활용

Ÿ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정보제공

- 산림청 및 소방방재청에서 운영 예정인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연계 측면을 고려

Ÿ 시민들에게 정보제공하고, 산사태 대응 시민홍보 및 교육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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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사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o 사면에서의 개발행위허가 협의기준 마련

Ÿ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7, 서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조

례 제2조 및 제16조

Ÿ 사면재해 위험지역 개발제한

- 산지사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발행위 협의기준 제정(협의절차, 산지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사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 등)

o 안전성, 환경성을 고려한 도심형 사방시설 설계기법 개발

Ÿ 도시사방 개념을 도입한 사방시설 설계기준 및 설계기법 마련

- 획일적이고 산지사방 중심의 사방시설 설계기준을 도시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사방시설 

설계기준 및 사방공법 정립

- 주변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사방공법, 환경성․경제성․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한 사방공법을 개발

- 도시지역에서의 토사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예방사방 설계기준을 마련토록 함. 

즉, 토양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방공법, 산사태 시뮬레이션을 통한 계통적인 사방시

설 설치기준 등 마련

Ÿ 사면재해를 고려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계획기법 마련

- 정비사업 또는 개발행위 시 사면재해를 고려한 시가지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계

획·설계기법(허용․불허용도, 건물배치, 건축밀도, 높이, 셋백 또는 완충구간, 옹벽처리 등)

을 마련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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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상이변 대책 (설해, 폭염, 한파)

❚기본현황 및 필요성❚
o 최근 지구 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폭설, 폭염, 한파 발생 증가

Ÿ 서울 기습폭설, 폭염, 열대야 발생 빈도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

Ÿ 한파 발생은 2008년 이후 급증 추세: 2008년 이전 연평균 1.5회 → 2008년 이후 연평균 

13.4회 발생

o 도시지역에서의 폭설피해

Ÿ 폭설피해는 눈에 의한 직접피해와 도로 빙판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제설작업 지연에 따른 

도시기능의 마비 등 간접피해로 나타나며 편의상 인명피해와 교통피해로 구분할 수 있음

Ÿ 도시지역은 인적, 물적 자원이 집중되어 폭설에 의한 많은 직ᐧ간접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도로는 이러한 폭설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 물적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시

설로서 매우 중요

o 폭설대비 및 대응체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필요

Ÿ 서울시는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와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로를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

를 비교적 잘 갖추고 있는 편임

Ÿ 서울시는 그 동안 폭설에 대응하여 강설예보 3시간전 비상발령 예고제, CCTV 및 GPS를 

활용한 실시간 제설현장관리시스템, 강설화상전송시스템,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12개소), 

‘내 집 앞 눈치우기’ 캠페인 등을 시행하고 있음

Ÿ 앞으로는 기상조건과 지역상황을 고려한 보다 과학적이고 예측적인 제설대응체계가 강화

될 필요가 있고, 주요도로 중심의 제설에서 주택가 이면도로 및 골목길, 취약건축물․시설물 

등에 대한 제설을 강화하며, 행정인력중심의 대응시스템에 더하여 시민, 기업 등 민간부문

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Ÿ 장기적으로는 센싱 및 정보기술, 환경기술 등을 활용한 보다 선진화된 제설시스템 구축이 필요

Ÿ 예컨대, 영국에서는 도로표면에 센서를 부착하여 제설대책에 활용하거나, 음식물쓰레기에

서 유기산을 추출하여 제설제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음. 일본 삿포로의 경우에는 폭설예측

정보를 포함하는 겨울철 도로교통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폭설대비 방재대책을 수행. 또한 

일본과 많은 국가들에서 발열도료를 사용한 융설시스템을 갖춘 사례도 보임

o 폭염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전력과부하에 따른 정전 등 도시재난을 야기할 수 있음 

Ÿ 여름철 이상고온의 출현빈도는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인 평균기온 상승과 함께 증가함. 

1990년대 중반 이후 한반도와 전세계 평균기온의 상승폭 증가와 함께 여름철 이상고온 출

현빈도의 증가도 나타남(허인혜, 2006). 여름철 평균기온이 2~3℃ 증가할 경우 폭염 발

생빈도는 대략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IPCC,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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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열경련, 열탈진, 열실신, 열부종 등 온열질환자가 증가하며,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음. 2012년 폭염으로 인해 서울에서는 11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서울시, 2013)

Ÿ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사용 증가는 전력과부하로 인해 정전사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시민불편과 악영향은 물론 경제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Ÿ 또한 폭염이 장기화되거나 폭염과 가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대규모 도시재난이나 

녹조현상과 같이 환경재난으로 비화할 수도 있음 

 

o 현재 서울시는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여 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폭염 취약계층 보호 

및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

Ÿ 독거노인, 고령자, 노숙인, 쪽방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활용 및 구급활동, 

무더위쉼터 운영, 복지시설 냉방비 지원, 대피장소 지정․관리, 폭염구급대 운영 등의 대책 추진

Ÿ 가스․석유시설, 지하철, 전력, 상수도 등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 강화

Ÿ 총에너지절약 강화 및 홍보, 폭염특보 시 행동요령 홍보, 정전사고 대응매뉴얼 마련 등

수용인원(명)
지정장소(개소)

소계 주민자치센터 노인․사회복지관, 경로당 기타

155,186 2,743 369 2,351 23

표 5.8 서울시 쉼터 지정현황 (2013년)

o 폭염 발생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 마련 필요

Ÿ 장래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라 폭염 발생가능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장기

적인 관점에서 폭염에 대한 시민과 지역사회의 대처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도시공간

을 ‘폭염에 강한’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Ÿ 또한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폭염과 가뭄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대규모 위기상황으

로 비화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기관리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 

o 한파는 인명 및 시설물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야기

Ÿ 한파는 독거노인 및 고령자, 노숙인, 쪽방거주자, 환자․유병자, 거동불편자 및 장애인 등 

이른바 취약인구에 큰 영향을 미침

Ÿ 한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특징이 있어 순환기 

질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 면역기능 저하로 인해 폐기능이 저하되어 호흡기 질환의 

가능성도 높아짐. 예컨대, 1999년 겨울 영하 11.5℃로 기온이 강하한 후 6일 후에 15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한파 관련 가능성이 있음을 파악한 사례가 있음(김지영 등, 2007)

Ÿ 한파 시에는 수도관, 계량기 및 보일러 배관 등이 동파되는 사고가 많이 발생. 기상청에서

는 일최저기온이 영하 5℃ 이하의 날씨가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동파가능성이 있는 

날씨로 정하여 발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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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한파는 구조물 및 공사장의 콘크리트 동결․융해로 인한 사고, 도로동결로 인한 교통장애와 

교통사고, 전동차 및 선로, 가스, 전기시설 등의 장애와 같은 다양한 시설물 피해를 유발

할 수 있음

Ÿ 한파는 난방수요 증가로 인하여 전력과부하 및 정전, 전열기 화재 등 이차적인 피해로 연

결될 수 있음

o 한파취약계층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한파대책 추진하되, 시민들의 역할 강화 필요

Ÿ 서울시는 한파에 대응하여 한파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한파정보 제공 및 시민행동요령 

홍보, 취약계층(독거노인 및 고령자, 노숙인, 쪽방거주자, 거동불편자 및 장애인 등)에 대

한 보호대책, 한파쉼터 운영, 쪽방촌 안전점검 및 집수리 지원, 취약시설물(상수도, 전동차 

및 선로, 가스, 전력 등) 안전관리, 119 화재 및 구조․구급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

진하고 있음

Ÿ 현재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한파에 대한 대책은 복지적 관점에서 취약계

층과 취약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역할을 보다 강

화할 필요가 있음

❚중점추진과제: 설해❚
o 1시간 빠른 사전예측과 24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시행 

Ÿ 서해안 화상전송시스템 5개소(인천, 문산, 강화, 옹진, 화성), CCTV(817대) 등 운영

- 해안 지역 강설 이동경로에 설치한 CCTV를 통해 약 1시간 전 강설 징후를 미리 포착하여 초

동제설작업 실시, 산하 제설대책기관 33개소(시․자치구)에 화상정보 실시간 제공

- 서울지방경찰청 등 CCTV영상 수신으로 실시간 제설상황 확인

Ÿ 폭설이 발생하기 전에 기상상황을 예측하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응수준 및 방

법, 제설지역 우선순위, 제설작업 조기실시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시스템 구축

Ÿ 기상여건과 도로조건을 고려한 최적의 제설대책모델 개발

Ÿ 폭설로 인한 교통체증이 자주 유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 확대

Ÿ 제설제 및 제설장비의 과학적인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폭설시 안정적으로 확보

Ÿ 경찰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기상여건과 도로상황에 따른 적절한 교통통제 및 교통유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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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근거법령

일본 

삿뽀로

시

§ 부지내에서 도로에 눈 내밀기 금지
§ 노상주차 금지
§ 제설작업에 지장이 되는 것 도로방치 금지
§ 하천에 눈 투기 금지
§ 버스전용차선 통행위반, 주정차 금지
§ 빙설낙하 피해 방지용 지붕에 눈 멈춤설비 설치

도로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20조, 제76조
도로교통법 시행세칙 제19조
자동차보관법 제11조
삿뽀로시의 양호한 교통환경 확보 등을 위한 조례 제12조
하천법 시행령 제16조
하수도법 제16조
삿뽀로시 건축기준법 시행조례 제12조

미국 

뉴욕시

§ 도로에 접한 폭25피트(7.26m)미만 범위구역과 보도, 
도로의 배수로에 쌓인 눈, 얼음, 흙 등 제거(눈 멈춘 
후 4시간 이내 제설 완료/ 단, 오후9시~오전7시에 눈 
내린 경우 4시간 적용 안 됨)

뉴욕시 조례 16-123: 도로의 제설, 제빙 및 흙 제거는 소유자 
의무

- 도로를 접한 시내건물이나 땅을 취하고 있는 모든 소유자, 
임차인, 입주자, 거주자 또는 그 외의 사람들의 제설 및 
제빙 작업 의무

미국 

앤아버

시

§ 1인치(2.54cm)이상은 눈이 멈추면 제설 시작(눈이 
그친 후 4~5시간 이내에 작업 종료/오전6시 이전에 
쌓인 눈은 당일 정오 이전 제설종료/ 평균 4인치 눈은 
24시간 이내) 

앤아버시 조례: 동절기관리규정
-시: 관할58마일의 자전거도로와 인도의 4인치 눈인 경우 도로 

담당
-개인: 개인 또는 상업건물이 인도 옆에 위치한 모든 소유자, 

거주자

캐나다 

토론토

시

§ 건축물 주변, 고속도로 위의 눈과 얼음 
제거(고속도로: 대중이 차량통과를 위해 사용하는 그 
지역의 도로가 연결된 공공도로, 차도, 가로수길, 
공원길, 광장, 다리, 육교)

§ 건축물, 비어있는 건물 또는 공터주변도로의 눈과 
얼음(눈, 비, 우박이 멈춘 후 12시간 이내 제설완료)

토론토시 조례: 719장 제설, 제빙
-개인: 건축(건물과 건물의 부속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
-시: 시 정책에 따라 선정된 도로에 한 함

독일

§ 주택, 아파트, 땅위의 도로 또는 그 소유물 앞에 놓여 
있는 도로의 눈과 얼음 제거(최소 70~120cm 너비 
이상의 구역으로 눈이 내리고 있어도 
오전7시~8시까지 제설 완료/ 오전7시~오후8시의 
도로는 항시 제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함)

도로청소법령: 도로의 청소 및 제설과 제빙 의무
-개인(주택 소유자): 고속도로를 제외한 주거지역 도로
-지자체: 고속도로가 폭설인 경우

표 5.9 해외 선진도시의 제설․제빙제도 운영실태

o 고갯길, 고지대 등 폭설취약지점(287개소) 특별관리

Ÿ 제설인력(5,000명), 제설장비(1,400대), 제설자재(6만톤) 우선 투입

- 취약지점에 대한 제설담당제 지정 시행 : 287개소

- 고갯길 등 취약지점 제설함 설치 : 3,301개 (염화칼슘, 소금, 모래, 삽 등 비치)

- 고지대 취약지점「염화칼슘 보관하는 집」선정 : 7,658개소

Ÿ 고지대 생필품 공급로 지정 관리 

Ÿ 북악산길, 인왕산길, 삼청동길 등 4개소 영상시스템 (CCTV) 관리

  - 제설 전진기지(76개소→100개소), 자동염수살포장치(12대→50대) 등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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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과제: 폭염·한파❚
o 폭염․한파 예보 시 24시간 비상대책본부 운영, 생활인프라 특별관리

Ÿ 난방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 과부하 대응 및 화재방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전력수급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홍보하고, 저소득층 거주주택, 노후건축물 등을 중심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지원대책을 강화

Ÿ 한파 시 상수도 및 계량기 동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SMS 등을 활용하여 예

방·대응요령 홍보를 강화하며, 특히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복도식 서민아파트, 공사현장 

등 동파 취약건축물을 대상으로 동파 대비 긴급복구 및 신속한 비상급수 지원체계를 운영

Ÿ 이상한파에 의한 지하철 운행 지연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운행 지

연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정비

Ÿ 이상한파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 예상되는 분야별 영향과 피해를 분석하고, 위기관

리 차원에서 그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대비․대응대책 마련

o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Ÿ 재난쉼터 및 임시대피소(4,176개), 재난도우미(8,320명), 비상급수차량(143대), 구급차량

(140대) 운영

Ÿ 방문 건강관리,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Ÿ 한파에 취약한 노숙인, 독거노인 및 고령자, 쪽방거주자,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과 음주

자를 비롯한 피해 잠재성이 높은 인구를 대상으로 유형별 특성에 맞게 보호대책을 마련하

되, 재난도우미 선정, 시민홍보를 통한 신고 활성화, 생활안전거버넌스를 비롯한 주민단체

에 의한 순찰활동 등 시민들의 역할과 감시망을 대폭 강화

Ÿ 현재에도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노숙인 밀집지역을 비롯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간이진료 또는 이동식 진료서비스 강화

Ÿ 쪽방촌 및 저소득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서비스, 집수리 지원, 난방시설 보급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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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물 안전사고 대책 (대형건축물, 공사장, 한강교량, 지진 등)

❚기본현황 및 필요성❚
o 도시시설물의 재난위험요인 증가

Ÿ 도시시설물의 대형화, 노후화 등의 진행으로 재난위험요인 증가와 대규모 피해 우려

Ÿ 시설물 안전사고는 각종 시설물(건축물, 교량, 육교 등)이 시공하자, 노후화, 관리소홀, 지반

약화 등에 의해 발생하며, 한번 발생하면 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도시형 재난

Ÿ 2013년 말 현재 서울의 중점관리대상 시설은 38,131개소(1종․2종 시설물 9,395개소, 특정

관리대상시설 28,736개소)

o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강화 필요

Ÿ 현행 법령상 시설물 안전관리는 크게 대형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 및 2종 시설물 안전관리와 시설물의 노후도 또는 일정 규모 이

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의 두 축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음 

Ÿ 따라서 1종 및 2종 시설물과 특정관리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노후 시설물에 대

한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며, 서울 전역에 걸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노후 

시설물에서 앞으로 붕괴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

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o 건축물 및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와 지하화에 대응한 안전관리체계 강화 필요

Ÿ 1종․2종 시설물 및 특정관리대상시설에 속하지 않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며, 향후 붕괴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

전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

Ÿ 지하철, 지하도로, 지하도상가, 수도, 전기, 가스 등 시설물들이 지하공간에 각각 설치됨에 

따라 안전관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최근 건설되는 지하철 및 전력구를 중심으

로 대심도 지하공간(지하 40m급 이상) 개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하시설물 

및 지하공간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  

Ÿ 제1기 지하철의 경우, 사용년수가 최대 40년이 되어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

기 때문에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 추진 필요

o 공사장 안전사고의 많은 부분이 안전의식 결여에 기인

Ÿ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의 많은 부분이 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이 미흡하거나 안

전교육 미실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 

Ÿ 건설현장에서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여

전히 많은 실정



258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o 지진에 대비한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필요

Ÿ 서울에서 대규모 지진의 발생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규모 5~6 정도의 중규모 지진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

Ÿ 서울은 인구와 건물, 시설물이 고도로 집적된 대도시로서 지진에 대한 취약성이 매우 높아 일

단 발생하면 막대한 시설 및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

Ÿ 따라서 시설물 내진성능의 단계적 향상과 같은 예방대책은 물론, 지진 위험도와 영향을 평가

하고, 지진발생 시 대응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책 마련 필요

Ÿ 특히, 내진성능 확보와 관련하여 주택(특히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유기시설, 학교 등

의 건축물 부문에서 내진확보율이 낮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성능향상대

책을 추진할 필요

❚중점추진과제❚
o 재난위험시설(D․E등급) 단계적 해소 추진 

Ÿ 2020년까지 공공 및 민간 보유의 재난위험시설(D․E등급 210개소)을 단계적으로 해소 추진

o 초고층 건축물(18개소), 지하연계 복합건축물(132개소) 안전관리 강화

Ÿ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지하연계 복합건축물(1일 5천명 이상 수용 지하시설) 신․개축 

시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점검 등 강화

Ÿ 대형 고층건축물은 대형재난으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 신․개축 시 붕괴, 화재, 배수

체계 변경으로 인한 침수영향 등 발생 가능한 재난을 철저히 검토

Ÿ 화재와 관련하여서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성능위주설계(PBD)의 정착과 연계하

여 교육인프라 및 전문가를 양성하고, 화재시나리오 평가기준 마련, 제도적 절차개선, 재

난취약인구를 배려한 피난대책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Ÿ 지하철, 지하도상가 등과 연계된 지하연계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발생가능한 다양한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건물관리자 등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재난대책을 마련하는 방안 강구

o 시설물 관련 전문가 안전점검 참여 확대(전문가 전담주치의제도, 기동안전점검단 등)

Ÿ 노후 대형시설물에 대한 전문가 전담주치의제도 확대

- C등급 이하 노후 도로시설물, 한강교량 등 1종 대형시설에 대해서는 1인 1시설물 전문가 전담

주치의제도 확대 시행(현재 115명 활동)

- 전담주치의는 기술자문, 취약시기 특별점검, 관계자 합동점검 등에 참여

Ÿ 전문가 포함된 시설물 기동안전점검단 운영 

- 행정2부시장이 총괄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기동안전점검단을 운영하여 공사장과 주

요 시설물을 불시에 점검하는 기동안전점검 실시하여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점검의 신뢰성 제고

- 대상시설 총 250개소(주요 공사장: 104개소, 주요 시설물: 14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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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사장 사고방지대책 지속 추진 

Ÿ 2013년 노량진 배수지사고 이후 수립한 ‘공사장 사고재발 방지대책’의 지속적인 보완 및 추진

o 신설 복합구조물의 설계하중 건축기준 강화 

Ÿ 신설 복합구조물의 설계하중을 건축기준보다 강화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

Ÿ 체육관이나 경기장과 같은 장스팬 구조를 비롯하여 신설하는 복합구조물에 대하여는 폭설, 

강풍 등에 대한 설계하중을 건축기준보다 강화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Ÿ 또한 폭설하중에 대비하여 열선 설치, 인력청소용 기구 설치(긴급상황 발생시 대응설비) 

등의 대책 마련

지    역 설계기준(KN/㎡) 비 고

서울, 수원, 춘천, 대전, 추풍령, 포항, 대구, 

전주, 울산, 광주, 부산, 통영, 목포 제주
0.5 50cm

울진, 정읍 0.65

인  천 0.8

속  초 2.0

강  릉 3.0

울릉도, 대관령 7.0

※ 경북지역 적설하중 설계기준 : 0.5KN/㎡

표 5.10 건축구조 적설하중 설계기준(지역별 100년 재현주기 기준) 

  

o 시설물안전 관리자 안전교육 강화 

Ÿ 시설물안전 담당직원 재난사고․사례 중심의 특별안전교육 시행

o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지속 추진

Ÿ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대책 지속적으로 추진하되(현행 내진설계 적용기준: ML 

5.5~6.5), 내진성능 확보율이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시설물 중 시설물의 기능, 이용자 안

전 등 측면에서 시급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Ÿ 상대적으로 내진성능 확보율이 낮은 학교, 공공건축물, 병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과 협력하여 향상대책 마련

Ÿ 장기적으로 내진대상 시설물에서 제외되어 있는 시설물의 내진확보 필요성을 검토하여 추

가하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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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대상 시설물 시설현황
내진성능

보강대상
보강목표(%)

기확보 확보율(%) 2015년 2020년

건축물
(동) 658,298 57,008 8.7 601,290

별도추진
(세대) 3,460,786 1,022,079 29.5 2,438,707

공공건축물 (동) 879 381 43.4 498 50 100

도시철도 (㎞) 335.9 256.7 76.4 79.2 80 100

도로시설물(지상) (개) 352 252 71.6 100 88 100

도로시설물(지중) (개) 185 21 11.3 164 별도추진

수도시설 (개/km)
181개

2,771km
179개 98.9 2

별도추진

(재건축대상)

물재생센터 (개소) 4 2 50 2 별도추진

공동구 (개소) 6 6 100 0 100 -

병원 (동) 441 280 63.5 161 70 100

시립병원 13 13 100 - 100 -

수문 (개소) 3 3 100 - 100 -

폐기물처리시설 (개소) 4 4 100 - 100 -

학교 (동) 2,824 615 21.7 2,209 25 100

가스시설 (개소) 1,770 1,770 100 - 100 -

유기시설 (개) 57 3 5.3 54 별도추진

삭도궤도 (개소) 1 - - 1 별도추진

전력설비(변전소) (개소) 46 27 58.7 19 100 -

유류저장시설 (개소) 3,377 3,377 100 100 -

표 5.11 서울시 내진성능 향상 추진계획(2013. 6월 현재) 

o 지진 위험도 평가, 지진방재계획, 대응시나리오 마련

Ÿ 지진위험도 평가 및 지진방재 중장기계획 수립·추진

Ÿ 라이프라인 긴급복구, 대규모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

Ÿ 지진방재교육, 모의훈련 실시, 지진대응요령 홍보물 보급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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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재 대책 (폭발, 대형화재, 산불, 터널․지하철․공동구화재)

❚기본현황 및 필요성❚
o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증가와 산불발생 급증

Ÿ 서울의 최근 10년 간 연평균 화재발생건수는 5,878건이며, 인명피해는 줄어들고 있으나 

재산피해는 증가되고 있는 추세

Ÿ 최근 산불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바, 2010년 이전 연평균 24건에서 2010년 이후 연평균 

57건으로 증가

o 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화재안전 강화 필요

Ÿ 서울에서 화재는 주택을 비롯하여 다중이용업소와 같은 상업․서비스업시설에서 많이 발생

하며, 특히 많은 다중이용시설들이 피난시설 미비와 업종의 특성상 지하층에서 영업을 하

는 경우가 많고, 실내구조물이 다양·복잡하여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위험에 노출 

Ÿ 따라서 화재에 취약한 재래식 주택을 비롯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화재에 안전한 

환경조성, 시민 및 관리자들의 안전관리역량 강화 등 방안을 모색할 필요

o 고층 건축물 증가에 대응한 방재시스템 개선 필요

Ÿ 고층건축물은 연돌효과에 의한 화재의 열 및 연기의 상승, 긴 피난거리와 혼란, 통신거리

의 제한, 소방대의 접근 및 현장활동 장애 등의 측면에서 특히 화재에 취약함

Ÿ 앞으로 초고층 건축물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관리체

계를 개선할 필요

Ÿ 또한 지하철, 지하도상가 등과 연계된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반면 

관리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화재나 붕괴와 같은 재난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통합적인 안전관리체계 마련 필요  

o 역사문화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필요

Ÿ 2008년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 화재에 취약한 역사문화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방범․방재설비 구축, 경비인력 배치, 방염제 도포, 재난대비 문화재 도면제작, 화재

대응매뉴얼 마련 및 훈련, 안전점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고, 현재 자치구별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Ÿ 앞으로 방범․방재설비의 고도화와 표준화,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예방적이고 맞춤식의 안전관리체계로 고도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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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규모 산불에 대한 예방 및 초동진화역량 강화 필요

Ÿ 산불은 일단 발생하면 대규모로 비화할 수 있고 사회적인 파급도 크기 때문에 사전예방과 

초동대응이 중요 

Ÿ 서울에서 최근 대규모 산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적은 없고 발생한 산불도 산림피해가 대

대부분임. 

Ÿ 최근 등산인구 등 산림이용인구 증가에 따라 산불발생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

책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점추진과제❚
o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등 화재취약시설 중점관리

Ÿ 다중이용업소 위험도 등급분류를 통한 체계적 관리

- 소방특별조사: A․B․C 등급 -3% 이내,D․E등급 -전체조사

- 다중이용업소 관리카드 상세정보 보강으로 현장대응 지원 강화

- 안전점검 향상을 위한 점검기구 활용 경연대회 및 업무개선 연찬회 개최

- 방염물품 사용,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Ÿ 백화점 등 민관합동 비상구 안전점검

- 피난시설 확보를 위한 ‘비상구 지킴이’운영

-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전개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인터넷 자율점검제 추진

Ÿ 모범사업장 선정을 통한 안전관리역량 제고

- 안전관리 모범사업장 선정 및 우수업소 공표

- 모범사업장 견학을 통한 안전관리 의식 향상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추진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업소

계 백화점
대형

할인점

터미널ž

공항
계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

연습장
고시원 기타

113 36 73 4 45,556 17,445 2,818 2,368 6,560 6,157 10,208

표 5.12 서울의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등 화재취약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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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쪽방 등 취약주거시설 안전관리 강화

Ÿ 쪽방 등 화재취약주거시설(54개 지역, 6,432개소)을 대상으로, 집중적 예방활동을 통한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최소화, 거주자 중심의 화재진압․피난 훈련을 통한 화재대응능력 강

화, 안전의식 강화 및 방화환경 조성으로 자율안전관리체계 확립

Ÿ 소방특별조사 실시

Ÿ 쪽방 전문 점검팀 운영을 통한 안전점검(종로, 중부, 용산, 영등포)

- 20개팀 192명 운영(소방, 전기, 가스 등), 3 ~ 8월(분기1회), 11 ~ 2월(월 1회)

Ÿ 소방시설 이동정비반 운영 

- 소방서별 무료 점검반 구성 운영(연 4회)

Ÿ 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화기 보관함 설치

Ÿ 현장대응능력 향상 훈련(상․하반기 연 2회 이상)

Ÿ 화재대응 매뉴얼 및 관리카드 정비

Ÿ 1지역 1소방관 담당제 운영, 소방안전책임관 위촉

o 도시화재 시뮬레이션을 통한 화재위험성 평가 

Ÿ 대규모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 및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

는 성능위주설계(PBD)에 따라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음

Ÿ 한편, 한옥마을 등 화재취약 특정지역(block)에 대하여 도시화재 시뮬레이션을 통해 

발화위험도, 화재확산위험도, 진화곤란도 등을 분석하여 화재위험성을 평가

Ÿ 화재위험성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건물별 위험등급 분류, 화재예방대책 추진 및 소방안전지

도에 반영

o 소방안전지도 개발 및 소방대응체계 개선

Ÿ 소방안전지도의 지속적인 개발 및 보완

Ÿ 소방안전지도, 실시간 교통량 등을 활용하여 최단출동경로 선정 및 진압작전도 실시간 제공

Ÿ 화재진압 전문팀(Expert team) 운영(총 89개 팀 1,013명)

- 고층건축물 전문 화재진압팀(650명), 이동정비반(132명), 쪽방전문 점검팀(94명), 119특수구

조단(137명)

o 소방차 진입곤란지역(216개소) 소방대책 추진

Ÿ 기초소방시설 보급

Ÿ 소형소방차 적극 활용 및 필요시 추가 도입

Ÿ 화재발생지점에 다수의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경우, 최근접 소방차의 모든 방수구(4개)에 

소방호스를 연결하여 진압활동 전개

Ÿ 장거리 방수능력 보강(15m → 30m 이상)

Ÿ 오토바이 진화대 활용하여 화재발생지점까지 신속한 접근, 소방작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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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터널, 지하철, 공동구 화재 대비태세 구축

Ÿ 화재위험지점의 체계적 관리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

Ÿ 화재자동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비상유도등 설치 확대

Ÿ 화재 및 사고발생을 가정한 모의훈련 시행

o 산불예방 및 초동대응태세 강화

Ÿ 월별,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활동으로 효과적인 산불발생요인 사전차단

월별 원인별 예방활동 내역

1월 특별대책 시행, 산불요인 사전제거사업 실행(산불전문 방진화대 사전배치) 

2월 설 연휴, 대보름 산불대책 추진, 산불요인 사전제거사업 완료

3월 논밭두렁 개별소각 집중 단속

4월 청명․한식(식목일)에는 성묘객 대상의 특별대책 추진

5월 산채․약초 채취, 입산객 대책 추진

※ 토․일요일은 홍보활동 강화 및 사전예고적 기동단속 실시

표 5.13 월별 산불예방활동 

 

Ÿ 기상상태별 산불경보 발령,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 확립

Ÿ 산불전문 합동조사반 운영,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Ÿ 민간단체·학생 등 시민 주도의 예방활동 강화

- 대중매체를 활용한 대대적인 산불홍보 추진, 홍보물 제작․배포로 시각적 홍보효과 제고 등 다

양한 산불방지 홍보활동 전개

Ÿ 유관기관과의 업무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 관할구역별 국유림관리소, 국립공원관리공단, 군부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조 사항을 

기관별로 전파하고 필요시 협의회 개최

- 보유자원 및 비상연락망 사전점검으로 신속한 협력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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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일반관리대상

1. 자연재난

1-1. 가뭄 대책

❚현황 및 필요성❚
Ÿ 최근 지구 온난화 등 기상 이변으로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재난위

험 증가

Ÿ 가뭄 또는 갈수기에 유해물질의 상수원 유입을 미연에 방지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

Ÿ 가뭄발생시 배수지 및 정수장 기능을 최적상태로 유지ㆍ운영

Ÿ 제한급수지역 발생 등에 대비한 안정적인 수돗물공급

❚주요 대책❚
o 추진방향

Ÿ 가뭄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체계 확립

Ÿ 관련기관과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으로 가뭄극복 선제대응

Ÿ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대비 능력 향상 및 시스템 구축 추진

o 가뭄 시 비상급수대책

Ÿ 상수원 수질감시기능 및 정수처리공정 관리강화

Ÿ 방재장비 확보, 수질검사기능 강화

Ÿ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상황별 대응요령 확인

Ÿ 가뭄대책에 관한 연구개발 및 조사 활성화, 가뭄발생 예상지역 관리

Ÿ 긴급식수원 확보 및 생활용수 공급, 절수운동전개 등 대국민 홍보

상황단계 대응전략

1단계 

(10% 감량공급 시)
Ÿ 방송・캠페인 등을 통한 절수홍보, 상수도수질관리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등)

2단계
(10~30% 감량공급 시)

Ÿ 비상급수대책상황실 운영, 비상급수대반 1단계 비상근무, 절수홍보 강화 및 절수 적극 

유도, 정수장 간 수계전환 시행하여 비상공급

3단계

 (30~60% 감량공급 시) 
Ÿ 비상급수대책상황실 운영, 비상급수대책반 2단계 비상근무, 정수장 간 수계전환 시행하

여 비상공급 실시, 격일제 또는 3～5일제 제한급수 실시

4단계 
(취수원 고갈 시)

Ÿ 비상급수대책상황실 운영, 비상급수대책반 3단계 비상근무, 아리수병물 공급 및 최소한 

식수배급제 실시

표 5.14 가뭄 시 단계별 대응전략



266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1-2. 녹조 대책

❚현황 및 필요성❚
Ÿ 녹조현상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영양물질, 온도, 빛의 조건에 의해 급격히 증식하는 현상

으로서, 서울에서는 주로 한강에서 발생하며 2000년 이후 총 6회의 조류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음. 기후변화에 영향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인한 이상고온,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앞

으로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Ÿ 서울시의 취수원인 팔당호와 한강에 조류발생 시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및 상황단계에 

따라 세부조치사항을 마련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고, 시민의 건강이나 동식

물의 피해를 예방해야 함

❚주요 대책❚
o 추진방향

Ÿ 평상시 한강(서울시계 내)에 조류발생 사전대비

Ÿ 한강의 조류경보 단계별 유관기관, 지자체의 대응활동 마련

Ÿ 조류발생시(주의보, 경보, 대발생) 피해발생 예방

o 조류경보 발령 시 대응전략

Ÿ 조류경보 발령기준

- 한강본류를 4구간으로 나누어 조류측정결과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 냄새물질(지

오스민, 2-MIB)이 발령기준에 해당될 때 해당구간에 대하여 발령

Ÿ 조류대책본부 설치 운영

- 상황반 구성:  상황총괄반, 사고수습반, 측정분석반, 수도대책반, 홍보지원반

- 운영방법: 1일 1교대 근무(09:00~21:00)로 상황총괄반 3명과 수도대책반 1명 등 총 4명 조

류대책본부 상황실 근무, 나머지 상황반은 기관별로 자체 상황반 구성하여 운영

Ÿ 조류경보 발령 기준별 기관별 임무 설정(평상시, 조류경보, 조류주의보, 냄새주의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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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황사 대책

❚여건 및 전망❚
Ÿ 황사는 주로 봄철에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에 있는 모래와 먼지가 상승하여 편서풍을 타고 

멀리 날아가 서서히 가라앉는 현상을 말하며, 인체의 건강이나 농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

분야에 피해를 끼침. 특히, 태양의 일사량과 시계를 감소시키며,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증가시켜 폐호흡기를 비롯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며, 농업, 항공, 운수, 정밀산업 등에 

손실을 줄 수 있음 

❚주요 대책❚
o 추진방향

Ÿ 평시 대비책을 마련하여 대비하고, 황사 시에는 황사예보 및 경보상황을 신속하게 널리 전

파하여 시민, 단체, 행정기관 등이 적절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함

- 황사의 감시 및 황사 정․특보 신속전파체계 구축

- 경보 수신처 확대

- 황사 위해성 감시 및 피해최소화

o 황사관리대책 목표 설정․운영

Ÿ 황사 도달 최소 12시간 전에 황사 예․특보 발령

Ÿ 황사관측 및 조기경보체제 강화를 통한 황사예보 정확도 70% 이상 달성

o 평시 및 황사 발생 시 대응전략

Ÿ 예방: 황사와 대기오염이 결합되어 피해가 가중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대기질 관리

Ÿ 대비: 예·경보 운영체계 점검, 황사상황 단계별 시민행동요령 홍보

Ÿ 대응: 단계별 대응체제 구축 (주의, 경계, 심각, 매우심각)

Ÿ 복구: 인명, 신체 또는 산업피해에 대한 조치, 청소를 통한 황사 재비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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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낙뢰 대책

❚현황 및 필요성❚
Ÿ 낙뢰는 전국에 걸쳐 연간 1,500회 이상의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여름철 북태평양 고

기압의 영향으로 지면 가열과 다량의 수증기를 공급 받는 여름철에 70% 이상 집중적 발생

Ÿ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여름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낙뢰와 같은 자연재해 대비 인명피

해 경감 및 불안전 시설물에 대한 효과적 재난 대응ㆍ복구 단계별  절차를 준수하여 시민

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주요 대책❚
o 낙뢰 예방대책

Ÿ 피뢰설비 등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한 재난예방

Ÿ 낙뢰피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안전 관리체제 구축 및 정보공유․관리 감독 기능 강화

o 낙뢰발생 상황별 대응전략

Ÿ 낙뢰 발생 시 초기 대응조직 및 비상대책기구의 가동, 응급대응 및 공조체계 가동(긴급구

조통제단 가동),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실시

Ÿ 1개 자치구 낙뢰 등 자연재해 위기상황 발령 시, 재난대응 1단계를 적용하여 서울종합방재

센터 긴급상황관리 연계 관할소방서는 종합상황실에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

Ÿ 2개 자치구 낙뢰 등 자연재해 위기상황 발령 시, 재난대응 2단계를 적용하여 서울종합방재

센터는「비상상황체계」와 관할 소방서는 종합상황실에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

Ÿ 서울전역 낙뢰 등 자연재해 위기상황 발령 시, 재난대응 3단계를 적용하여 서울종합방재센

터에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통제단과 모든 소방서는 종합상황실에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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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재난 및 감염병 확산

2-1. 유독물 대책

❚현황 및 문제점❚
Ÿ 유독물 유출사고는 유독물질의 특성상 인체 및 환경에 치명적 영향 초래

Ÿ 서울지역에는 유독물 취급업소 1,137개소가 있어 유독물 누출사고 등 사고 발생 개연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안전관리 필요

Ÿ 유독물 테러 및 사고는 전문가에 의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환경부, 경찰, 군부대,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비상연락체계 구축 필요

❚주요 대책❚
o 추진방향

Ÿ 유독물 사고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취급사업장 안전관리강화

Ÿ 유독물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Ÿ 화학사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전문인력 및 방제물품 지원

o 유독물 취급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Ÿ 유독물 취급시설 및 자체방제계획 수립 영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유독물 취급사업장 지도 ․ 점검 실시 : 1,137개소(관할 자치구 점검)

- 유독물 제조시설의 정기검사 실시 : 2개소 (관할 자치구 점검)

- 자체방제계획 수립대상 업체 점검 : 4개소(관할 자치구 점검)

Ÿ 유독물 불법유통 방지 강화

o 유독물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복구 대책

Ÿ 유독물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Ÿ 사고 접수․보고를 받은 즉시 상위 및 유관기관에 보고․전파

Ÿ 사고지역 피해조사 :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피해조사 실시

Ÿ 사고지역 피해복구 활동 지원 : 필요시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오염지역에 전문인력 현장 

지원 및 중화제 등 방제약품 정보 제공

Ÿ 유사사고 발생 방지대책 마련 : 동일 원인물질 취급업체 및 주변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

리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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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질오염 대책

❚현황 및 필요성❚
Ÿ 전국적으로 수질오염사고는 2005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Ÿ 서울시 수질오염사고는 연평균 2회로 비교적 적게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물고기 폐사사고

로 갈수기에 물고기피해 보호대책, 수환경변화에 의한 오염사고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주요 대책❚
o 추진방향

Ÿ 수질오염사고의 예방을 위해 사고발생 요인의 근원적 제거

Ÿ 수질오염사고의 조기발견을 위해 입체적 감시체계 구축

Ÿ 계절별 특성에 맞는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강구

Ÿ 수질환경오염 관계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운영 

o 예방 대책

Ÿ 수질오염사고 취약지역 순찰 강화 및 특별관리대상 시설 지정 관리, 유류취급 관계자 안전

교육 실시

Ÿ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

o 대비 대책

Ÿ 정기적인 방제훈련으로 대응능력 제고

Ÿ 민간 자율감시단의 모니터링으로 사고의 조기 발견

Ÿ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조기 수습을 위하여 한강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자치구 등에 방

재장비 사전확보, 위기경보 수준별 관련부서 및 임무수행

o 대응 및 복구 대책

Ÿ 신속한 초동조치 및 상황전파와 신속한 복구를 통한 피해 최소화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상황판단 회의 개최, 수질오염

사고 조기수습

Ÿ 사고 시 시민 홍보(언론 브리핑) 및 계도

Ÿ 환경피해 조사(필요시 민간인 참여) 및 복구, 재발방지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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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테러 대책

❚현황 및 필요성❚
Ÿ 사회 및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서 안전한 곳은 없으며, 서울은 국제적

인 도시의 위상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테러에 대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Ÿ 화학, 생물, 방사능, 폭발 등 각종 테러 및 특수재난에 대해 위기관리 단계별 절차를 준수

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주요 대책❚
o 추진방향

Ÿ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등의 규정 및 절차 이행

Ÿ 국가 위기관리 및 대테러활동에서 서울시의 위기관리체계는 재난대응 및 고유업무와 연계

하여 재난관리 관련부서 협조체제 단일화 추진

o 대테러 대응전략

Ÿ 매년 테러 위기관리 기본업무계획 수립하고, 수시로 테러대응 실무매뉴얼 정비, 위기상황 

긴급업무처리지침 정비 실시

Ÿ 테러에 취약한 취약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재난대응과)

Ÿ 국가테러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에 따른 대비․대응 태세 강화

Ÿ 테러 및 특수재난사고 현장조치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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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이버안전 대책

❚현황 및 필요성❚
Ÿ 모바일 악성코드 보안위협의 다변화 및 증가

Ÿ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 증가

Ÿ 공격대상 운영체제, 플랫폼 확대

Ÿ 금전적인 이익 목적의 보안위협 증가

Ÿ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공격 위협 증가

Ÿ 전자정부서비스 영역이 스마트폰, 무선LAN, 등 최신 ICT 기술영역으로 확대되어 예측 곤

란한 사이버테러 위협과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유출에 체계적 대응

❚주요 대책❚
o 예방 대책

Ÿ 24시간 365일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 S-CERT 사이버침해 대응 모의훈련 실시,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운영 강화(계속추진)

o 대비 대책

Ÿ 통합보안관리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통합로그분석 관리시스템, 웹징후 감

지시스템 등 보안관제 기능강화

o 대응 및 복구 대책

Ÿ 감염시스템의 네트워크 분리 및 악성코드 분석, 네트워크 장비를 이용한 공격 근원지 추적 

및 차단, 사이버테러 조사팀 구성 및 사고조사 실시

Ÿ 피해복구 우선순위의 결정, 사고조사 기록유지 및 조사결과 처리

주요 대책 대책의 주요 내용

통합정보보호시스템 보안성 강화

(2013. 3~ 2014. 2)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상시예방 정비,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처

컴퓨터 바이러스 대응강화
(2013. 2~3)

서울시 전 기관 바이러스 백신 S/W 사용권 갱신을 통해 보안위협에 적극 대처

U-seoul 정보보호체계 구축 
(2013. 3~2014. 2)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 및  DDoS 방어장비 등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표 5.15 서울시의 최근 정보보안 주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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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방사능 대책

❚현황 및 필요성❚
Ÿ 국제적인 원자력 이용 확대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중심으로 국제협력 증진 추진

Ÿ 기후변화에 따라 기상제원 변화로 방사능재난 영향력 재평가가 요구됨

Ÿ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인접국(중국, 북한, 일본)의 방사능재난 대비 필요성 증

가하고, 국민들의 방사선 물질의 국내유입과 피폭관련 불안감 증가에 따른 국내 방사능재

난 대비 필요성 증가

❚주요 대책❚
o 추진방향

Ÿ 국내외 인접지역의 원자력시설에서 대규모 환경방사능 누출 ,방사성물질에 의한 대규모 환

경오염 가능성 발생 시, 방사능 테러 시 국내 환경감시 강화 등 신속한 대응 및 정확한 정

보공개 등을 통해 시민피해 및 불안감 최소화

Ÿ 방사능 테러 시 또는 방사성물질 유입 시, 조기탐지 및 위기수준별 대응활동을 통한 시민

의 건강보호 및 환경보전

Ÿ 생활주변 방사선 검출 시, 신고체계 확립 및 신속한 조치대응 방안 마련

Ÿ 방사선 사고 및 재난에 대한 시민행동요령 작성 및 홍보활동 강화

o 주요 방사능대책

Ÿ 중앙 및 유관기관 지역 방사능 감시소 운영

Ÿ 서울시 방사능재난대책본부 가동에 따른 임무수행

- 우리시 임시 방사능 감시소 운영

- 우리시 수돗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확인(상수도사업본부)

- 오염지역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확인(복지건강본부)

Ÿ 조사위원회 구성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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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시청사 마비 대책

❚현황 및 필요성❚
Ÿ 시청사는 서울시정을 관장하는 중추적인 장소로서, 행정업무의 차질 또는 마비를 초래하는 

시청사 마비는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차질은 물론 서울시 및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

실을 초래할 수 있음

Ÿ 따라서 평상시 청사 안전관리는 물론 청사마비에 대응한 위기관리 차원의 대응대책을 확고

히 할 필요가 있음

❚주요 대책❚
o 추진방향

Ÿ 서울시 청사 재난 및 위기 발생 시 초기 응급대책을 신속히 실시하고 긴급지원체계를 효율

적으로 가동하여 피해 최소화

Ÿ 자체 재난관리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를  통한 서울시 청사 재난․위기 

대처능력 제고

Ÿ 근무직원 및 민원인의 생명과 청사시설의 보호, 행정기능의 확보를 위한 위기관리활동 강화  

o 시청사 마비 대응전략

Ÿ 상황파악 및 통합지원요청체계 확립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비상기획관, 서울지방경찰청, 군부대, 청사 관리기관과 협조체계를 구

축하여 동향 파악

- 유관기관 간 연계로 신속한 상황파악 및 정보공유 대처

Ÿ 위기발생 시 위기형태별 조치사항 설정

Ÿ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소방재난본부,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전력 등 관련기관의 역할 업무 설정

Ÿ 청사기능 유지불가 시 대체인력 및 장비 확보관리로 기능회복

Ÿ 관리시스템 진단․보완 및 대 시민 언론 등 홍보 강화

Ÿ 재해위험청사 등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점검․정비 강화 및 재난위험 공공시설물의 정밀

안전 진단 실시․관리

Ÿ 재난발생시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업무지속성 계획 수립․시행 및 기능 회복을 위한 신속

하고 완벽한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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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댐 붕괴 대책

❚현황 및 필요성❚
Ÿ 한강 상류에 있어 한강수위 또는 서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댐의 수는 총 8개소(평화의 

댐, 화천댐,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 충주댐, 팔당댐)이며, 댐 붕괴 시 인구와 자본, 주요 

시설 등이 밀집한 서울과 수도권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

Ÿ 댐 붕괴의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나, 한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를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관리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고, 댐 관리주체와 긴

밀한 연락 및 협조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Ÿ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일정규모 이상 댐, 저수지에 대해서 시설관리주체별로 비상대

처계획(EAP: Emergency Action Plan)을 수립했거나 현재 수립 중에 있는데, EAP란 자

연재해로 저수지 붕괴와 같은 대규모 비상상황 발생 시 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를 효과적으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예상 가능한 가상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각 상황별 사

전준비와 행동요령을 수립하는 계획

❚주요 대책❚
o 추진방향

Ÿ 한강 상류 댐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활동 및 위기평가로 붕괴징후 사전판단 및 대비

Ÿ 댐 붕괴 위기발생 시 범정부적인 대응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Ÿ 신속한 대처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신속복구

o 댐 붕괴 대응전략

Ÿ 조기경보 및 통합적 상황관리체계 구축

Ÿ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운영

Ÿ 피해예상지역 민․관․군 협조체계 구축․유지

Ÿ 댐․제방 등 하천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 및 보완

Ÿ 신속한 상황전파 및 긴급지원체계 가동으로 피해최소화 및 조기 복구

Ÿ 정확한 사고원인규명 및 피해현황 파악을 위한 합동조사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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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감염병 대책

❚현황 및 필요성❚
Ÿ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에 따라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 감염병 발생 가능성 증가

Ÿ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로 해외 신종인플루엔자, SARS 등 신종감염병이 급속히 확

산될 가능성 증가

❚주요 대책❚
o 추진방향

Ÿ 감염병 분야 위기에 대한 예방․대비 체제를 강화하고, 대응태세를 사전에 마련하여 위기를 최소화

Ÿ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예상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Ÿ 감염병 위기 발생시 신속한 수습․조치를 위한 서울시 전제적 대응체계 가동

o 예방 및 대비 대책

Ÿ 감염병 유행 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감염병 관리 인프라(격리소 등) 구축 및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

Ÿ 평시 방역대책반 운영 및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를 구축․가동하여 전염병 발생 동향감시 및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Ÿ 격리병상 확보, 예방약품 및 백신 물자 비축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방역 인프라 구축

Ÿ 질병관리본부 및 검역소 등 유관기관 공조체계

o 대응 대책

Ÿ 감염병 유행 등 국가위기 발생 시 경보 등급별로 단계별 대응체계 가동,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확대

Ÿ 단계별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상황발생에 따른 신속한 방역대책 추진

Ÿ 감염병 전담반 구성

Ÿ 전염병 피해사례를 종합하여 복구대책 마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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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가축질병 대책

❚현황 및 필요성❚
Ÿ 최근 조류독감, 구제역, 광우병, 광견병 등 가축질병이 확산되거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

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Ÿ 서울에서도 조류독감 등 가축질병의 발생 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한 유입이 가능하며, 가축

질병 발생 시 위기관리 차원에서 신속․정확한 대응조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확산

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 대책❚
o 가축질병에 대한 대응전략

Ÿ 가축질병 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의 신속한 가동으로 피해 최소화

Ÿ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가동

Ÿ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피해지역 인근주민 긴급대피 조치

Ÿ 2차 사고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활동 전개

Ÿ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여 동종․유사사고 재발방지

Ÿ 적극적인 홍보 실시로 국민 불안감 해소

o 가축질병에 대한 고려요소 

Ÿ 가축질병 발생동향 등 관련정보 입수 및 상황 파악

Ÿ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발생규모, 발생지역, 혈청형, 발생원인 등 발생상황

Ÿ 가축질병 지역적 발생현황 분석․평가하고, 발생지역의 지리적 여건(도로, 산 및 하천위치 등) 검토

Ÿ 서울시 관내 가축질병 발생상황 및 확산 위험성 평가

- 발생지역 인근 가축분포, 도로상황,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정도, 야생 감수성 동물의 서식 현황 등

Ÿ 지역적 발생에서 서울시 전역 전파․확산 상황

- 최초 발생지역과 인접 또는 인접하지 않은 인근 자치구에 발생할 경우 등 전파상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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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기반체계 마비

3-1-1. 에너지 대책: 전력

❚현황 및 필요성❚
Ÿ 최근 국제적인 유가상승 및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기에너지 소비 증가추세는 

지속되고 있음

Ÿ 전기소비 증가로 재난 및 사고요인 증대에도 불구하고, 장기불황에 따른 전기수용가의 시

설개선 투자기피와 안전관리활동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이 퇴보하고 있으므로 재난 및 안

전관리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

Ÿ 재난 및 안전관리가 민간기업의 협력을 통해 복구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 필요성 증대

❚주요 대책❚
o 추진방향

Ÿ 예방중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특히 취약시기별 안전관리활동의 지속실시로 재난예방

Ÿ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

Ÿ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Ÿ 재난예방을 위한 국민 안전의식 수준 향상 유도 및 시민․기업의 안전관리 활동참여 확대

Ÿ 신속․정확한 재난상황 보고체계 확립, 즉각적인 대응 및 긴급복구 시스템 구축

o 예방 대책

Ÿ 재해예방을 위한 침수우려지역 전기설비 특별점검 : 6~7월중

Ÿ 특정관리 대상시설 정기점검(전기안전공사, 안전관리대행업체 지원)

Ÿ 에너지 공급에 필요한 생산시설, 비축시설의 최소기능 유지를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정․관리

o 대비 및 대응 대책 

Ÿ 전기안전대책 상황실 운영(자치구, 전기안전공사)

Ÿ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시․자치구 및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Ÿ 전력분야 재난상황에 따른 복구 및 구호활동 지원

Ÿ 응급조치 및 신속구조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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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에너지 대책: 가스․유류

❚현황 및 필요성❚
Ÿ 대형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가스시설의 대형화

Ÿ 유류․가스관련 유통정보의 개방․공유 

Ÿ 도심 속 유류․가스운반차량의 전복․누출사고의 대형화

Ÿ 시민의 취사난방 연료는 95%이상 도시가스 이용

Ÿ 대도심 탈산업화로 인한 LPG 및 일반고압가스 수요 감소

Ÿ 유류시설․가스공급시설 안전관리 강화필요

❚주요 대책❚
o 추진방향

Ÿ 검사․점검 등을 통한 대형재난 예방

- 위험물시설 사전점검 및 불시단속을 통한 위해요인 사전제거

Ÿ 도시가스회사 24시간 상황실 및 긴급복구반 운영

Ÿ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진압․구조․구급대응 역량 제고 

Ÿ 긴급대응을 위한 통합지휘체계 및 공조체계 구축

- 도시가스공급사와의 상호협조체계 가동

Ÿ 안전문화의식 확산 및 민간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

o 주요 대책

Ÿ 위험물제조소 및 저장시설의 안전관리점검 및 지도, 불법위험물 저장․취급행위 단속, 위험

물탱크 안전성능검사, 가스시설 개선(지하매설 배관에 대한 굴착공사시 원콜시스템 구축․
시행) 등 예방대책 시행

Ÿ 긴급구조 대응체계 확립

Ÿ 단계별 대응체계 확립(1단계, 2단계, 3단계)

Ÿ 신속․정확한 누출․확산․화재․폭발원인 및 피해 조사,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설치․운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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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에너지 대책 : 가스공급

❚현황 및 필요성❚
Ÿ 고도로 도시화된 서울에서 시민들의 일상생활 및 영업활동에서 가스 의존도는 높아지는 반

면,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의해 가스공급중단

의 잠재성은 높아지고 있음

Ÿ 가스공급이 중단되면 시민생활의 막대한 불편과 경제활동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예방

은 물론 신속한 대응 필요성 높음

구 분 계 강서권 강남권 동부권 북부권 구로권 비  고

회 사 명 5개사
서울도시

가스(주)

코원

에너지서비스(주)
㈜예스코

㈜대륜

E&S
강남도시가스(주)

공급가구(천) 3,934 1,447 749 862 534 342  가정용

배관(Km) 14,417 4,521 3,258 3,144 2,123 1,371  

표 5.16 서울의 가스공급 현황(2012. 12월 기준)

❚주요 대책❚
o 추진방향

Ÿ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사전 예방적, 과학적인 안전점검  

Ÿ 가스사고 대응 비상훈련 실시

Ÿ 가스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행사 강화

Ÿ 도시가스사 및 가스안전공사와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

Ÿ 가스 공급중단 대비 긴급대응체계 구축

o 주요 대책

Ÿ 도시가스 공급시설 사전예방 안전점검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적정 여부

- 2011년 신규설치 배관 및 전년도 침수피해 지역 지반침하 및 가스누출 여부 집중 안전점검 

Ÿ 비상대비 현장 적응 합동훈련 실시

Ÿ 가스안전교육 및 안전문화행사 강화

- 대상: 직원 및 모니터요원, 시공자, 도시가스사용자 등

Ÿ 침수피해가구 타 연료 전환 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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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통신 및 전산망 보호 대책

❚현황 및 문제점❚
Ÿ 정보통신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통신망을 통한 행정정보 등의 유통이 보편화되어 안정적인 

통신망의 운영관리 요구

Ÿ 서울시는 데이터센터 등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 및 

주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Ÿ 온난화 등 지구환경의 변화와 도시화 등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통신망의 안정성 저해 요인 증가

Ÿ 해킹, 바이러스, 악성코드, 스파이웨어 등을 이용한 각종 사이버 보안 위협의 증가로 사이

버테러에 의한 통신망의 마비 가능성 증가추세

❚주요 대책❚
o 추진방향

Ÿ 예방위주의 종합적 방재정책 추진

- 주요 정보시스템, 정보통신장비, 전기시설의 이중화구성

- 초고속정보통신망 시설물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

Ÿ 정보통신망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관리 조치

Ÿ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긴급복구 실시

Ÿ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강화(36개 이용기관, 기간통신사업자, 전문업체 등)

o 주요 대책

Ÿ 초고속전송장비 및 광통신 선로에 대한 점검 및 운영계획 수립 시행

Ÿ 시 및 자치구, 유지보수업체 합동으로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발생 가능 장애 설정 및 

복구훈련 등 모의 훈련 실시

Ÿ 안전관리 협조체제 구축, 내부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관리 강화

Ÿ 인터넷경로를 시청 및 데이터센터로 이중화 구성 ․ 운영으로 인터넷망의 안전성을 제고하

고, 시 본청과 서소문청사의 백본장비 등 주요설비를 이중화로 운영하여 통신망의 효율성 

및 생존성 확보

Ÿ 통신재난 대비 긴급 대응 및 복구대책, 취약지역 통신시설 선정․관리, 계절별 안전대책수립 

등 실질적인 통신재난 대책 수립

Ÿ 지휘체계 확립을 통합 재난․재해 대비태세 확립, 상시 모니터링체제 구축

- 365일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사전 장애예방 실시

Ÿ 시스템 상태 확인 및 데이터 복구, 복구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282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3-3-1. 생활필수품 유통마비 대책

❚현황 및 필요성❚
Ÿ 고도로 도시화된 서울에서 생활필수품 유통마비는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과 피해를 유발

하기 때문에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응대책을 마련해둘 필요

❚주요 대책❚
o 추진방향

Ÿ 생필품 유통마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체계 중점 구축 및 운영

Ÿ 생필품 유통마비에 따른 위기 발생시 신속한 대응조치로 피해 최소와 및 사회적 위기로의 

발전 차단 

o 대응전략

Ÿ 생필품 유통마비 시 신속한 상황파악 및 통합지원요청체계 확립

- 생필품 유통 마비 위기대응 관리체계 구축

- 자치구와 유통업체간의 협조체제 유지

Ÿ 위기형태별 조치사항 설정

Ÿ 위기상황에 대비 관련기관의 명확한 역할업무 설정

Ÿ 생필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구별 필수 유통업체 관리

Ÿ 관리시스템 진단․보완 및 시민, 언론 등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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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농수산물 유통마비 대책

❚현황 및 필요성❚
Ÿ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해 농수축산물 국내산의 생산량 감소와 이에 따

른 가격상승 등 농수산물 유통마비의 위험 상존 

Ÿ 고도로 도시화된 서울에서 농수산물 유통마비는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과 피해를 유발하

기 때문에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응대책을 마련해둘 필요

❚주요 대책❚
o 추진방향

Ÿ 자연재해로 농수축산물 국내산의 생산량 감소와 이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수입농수축산물 

유통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곡물․축산물의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불법 유통되는 품목을 

신속하게 차단하며, 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입산에 대하여 지속적 단속으로 시민생활 안정화 

기여

Ÿ 서울시 식품안전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자치구, 서울시농수산식품공

사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사전에 불법유통차단

o 대응전략

Ÿ 양곡 등 농산물 수급 집중관리

- 양곡도매업자 및 대형유통업체 양곡수급 집중관리

- 정부 양곡의 신속하게 확보하여 차질없는 공급 추진

Ÿ 축산물의 부정유통 방지 및 가공판매업소 등 관리

- 밀도살 등 축산물 부정유통 방지 감시

- 가공업 및 판매업소의 매점매석 및 시장혼란 행위에 대한 집중관리

- 시․자치구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 감시체계 구축과 축산물 가공․판매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강화

Ÿ 수입 농수축산물에 대한 관리강화

- 농수축산물 원산지 관리강화로 불법유통 근절

- 시장별 원신지표시율 조사 후 취약시장 집중관리

- 판매업자 등에 대한 원산지 교육 강화

- 서울시 및 자치구, 명예감시원 등 활용으로 감시분위기 조성 및 위해요인 사전 방지

- 식품안전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시 및 중앙부처 직원과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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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산업생산시설 마비 대책

❚현황 및 필요성❚
Ÿ 서울경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생산시설 마비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위

험요인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상황발생 시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한 대응 필요

❚주요 대책❚
o 추진방향

Ÿ 산업시설 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체계 중점 구축 및 운영

Ÿ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로 초기혼란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정상화

o 대응전략

Ÿ 상황파악 및 통합지원 요청체계 확립

-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동향 파악

- 유관기관 간 연계로 신속한 상황파악 및 정보공유 대처

Ÿ 위기 발생시 위기형태별 조치사항 설정

Ÿ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소방방재본부,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노동청, 한국전력 등 관련기

관의 역할 업무를 명확히 설정

Ÿ 산업시설 마비시 대책본부에 투입할 대체인력의 확보 및 관리

- 대체인력 확보 및 교육실시

- 대체인력 운영방안 마련

Ÿ 관리시스템 진단․보완 및 대시민 언론 등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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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교통수송 대책: 지하철․철도

❚현황 및 필요성❚
Ÿ 지하철 노선연장, 이용고객의 증가 등에 따른 혼잡역사의 시설안전 중요성 증대

Ÿ 종사자의 집단 업무 거부나 자연․인적 재난 등으로부터 도시철도시설을 보호하고 관련 수단

의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예방 및 대응 시스

템 구축 필요성 증대

❚주요 대책❚
o 추진방향

Ÿ 운행과 관련된 노후시설 개선으로 안전운행 확보

Ÿ 제도개선 등을 통한 안전관리 효율화 추진

Ÿ 종사자의 위기대응 능령향상 및 안전문화 배양

Ÿ 철도시설․차량의 안전성 확보

o 예방 대책

Ÿ 기상이상에 따른 연중 비상연락망 수시정비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Ÿ 효율적인 예방점검․정비체계 확립

- 정기점검: 일상, 4일, 7일, 주간, 2주, 월간, 1월, 3월, 분기, 4월, 반기, 6월, 년간, 2년, 3년, 5년

- 특별점검: 시설물의 이상이 발생하였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Ÿ 대비․대응․복구 대책 

- 분야별 비상대응계획 보완 및 운영관리

-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운영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구축)

- 열차 사고 유형별 주관부서 수습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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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교통수송 대책: 버스

❚현황 및 필요성❚
Ÿ 파업 등으로 버스운행이 중단되는 경우 시민들의 막대한 불편이 초래되므로, 버스운행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노력을 다하는 한편, 버스운행 중단 시 시민불편 최

소화를 위한 단계별 대응대책을 마련해둘 필요

구  분 업체수 노선수 인가대수 운행차량대수 예비차량대수

계 66 361 7,522 7,110 412

간  선 56 119 3,701 3,518 183

지  선 60 223 3,518 3,309 209

광  역 6 13 269 252 17

순  환 3 6 34 31 3

표 5.17 서울의 시내버스 현황(2012.4월 기준)  

❚주요 대책❚ 

o 추진방향

Ÿ 노․사 상생을 통한 파업 없는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 노․사 성실한 협의로 파업을 피하도록 

설득 활동 강화

Ÿ 시내버스 파업 발생 시 유형별, 단계별 대책 강구

Ÿ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체 수송수단 확보

Ÿ 시민의 이해와 협조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

Ÿ 파업대책 유기적 시행을 위한 시․자치구 비상수송대책 본부 운영

o 대응전략

Ÿ 파업 예방을 위해 버스회사(66개 업체) 대표 설득 및 유관기관 연계 강화

Ÿ 버스파업에 대비하여 파업대책본부 구성 및 비상수송대책 마련

Ÿ 대시민 이해와 협조 유도를 위한 집중홍보

Ÿ 단계별 대응대책 수립

- 1단계: 파업참여율 10% 이하(마을버스 노선조정, 시․구 관용버스 투입 등)

- 2단계: 파업참여율 30% 이하(지하철 확대운행: 운행간격 단축, 첫․막차 연장 등)

- 3단계: 파업참여율 50% 이상(통행감축 및 분산화: 출근 시차제 시행, 행정안전부 협조)

Ÿ 시내버스 파업 원인조사 및 사후 개선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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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교통수송 대책: 화물운송

❚현황 및 필요성❚
Ÿ 화물운송 마비는 서울 및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

Ÿ 특히, 화물분야의 어느 한 분야의 기능마비는 연속적으로 다른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쳐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는 형태로 확대되어 사회적 위기가 증폭되는 추세

계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56,128대 21,979대(857업체) 10,128대 24,021대

표 5.18 서울의 화물차량 현황(2012년 2월 기준)

❚주요 대책❚
o 추진방향

Ÿ 산업발전에 따른 수송수요 증대를 감안하여 위기시 충분한 대체 수송차량 확보

Ÿ 신속하고 여유있는 위기대응 업무를 추진코자 관련기관과 협조체제 유지

Ÿ 사전 집단운송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협조

Ÿ 위기단계별 대응조치 확립

o 대응전략

Ÿ 화물운송 마비사태에 대응하여 단계별 대응조치 마련

- 관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과 정보공유체계 유지

- 주의: 자치구별 지역거주 관련 집단운송거부대상자 설득전개

- 경계: 관련기관과의 공동대응 및 불법행위 대응,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 심각: 극한 투쟁에 대비한 구조구급인력 출동요청(대응관리과), 경찰과 협조, 방치차량 견인

조치(열쇠업자, 구난차량 동원)

Ÿ 상황단계별 행동절차 마련, 비상수송대책본부 설치 계획 수립 및 비상수송대책 마련

Ÿ 주요 물류시설 보호조치, 대체수송차량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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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보건의료 대책

❚현황 및 필요성❚
Ÿ 파업 등으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의 마비는 시민불편은 물론 위급한 환자에 대한 적기 진

료의 애로 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유발

Ÿ 노사 협력문화 정착으로 보건의료산업노조의 집단파업요인은 감소

Ÿ 2007.11.30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거하여 의료 및 혈액공급분야는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을 체결 이행

Ÿ 기후변화 등에 의한 재난 빈도 증가로 대규모 응급환자 발생 가능성 증가

❚주요 대책❚
o 추진방향

Ÿ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예상되는 위기 및 취약 요소를 발굴하여 재난 발생을 차단․억제

Ÿ 보건의료분야의 유관기관별 정보공유 및 재난 대응체계 구축으로 재난 조기수습 및 확산방지

Ÿ 대량재난발생에 따른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응급의료소 및 병원으로의 응급후송, 치료 등 

응급의료체계 운영

o 대응전략

Ÿ 유형별 단계별 대책: 보건의료노조 및 지역 내 보건의료인의 집단 업무거부에 따른 의료서

비스 공급중단

- 예방: 사회적 문제에 의한 의료서비스 공급중단 대비 계획  수립 및 추진

- 대비: 의료서비스 공급중단 관련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위기 대응 체계 구축

- 대응: 폐․파업 철회를 위한 설득 작업, 응급진료실태 점검 및 대응책 마련

- 복구: 정상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을 추진하고, 재난기간 중 시행한 대응조치에 대한 평가 및 보완

Ÿ 노사 간 및 관련단체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병원․의사협회 및 관련기관(보건복지가

족부, 노동부)간 유기적 관계 구축

Ÿ 비상진료 체제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체 자원․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별 비상

진료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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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환경 대책: 자원회수시설

❚현황 및 필요성❚
Ÿ 지구온난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초대형태풍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이변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강화 필요성 증대

Ÿ 자원회수시설 가동률 대폭 향상에 따른 소각량 증가에 비례하여 소각로 비상정지 등 재난

위험 요인 상존

Ÿ 자원회수시설 4개소 중 10년 이상 경과한 양천, 노원, 강남 자원회수시설의 노후장치에 대

한 시설개선 수요 증대

❚주요 대책❚
o 추진방향

Ÿ 안전대책을 사전 수립하여 예방기능의 강화 및 인명․시설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재
난시 초동조치 체계 확립 

Ÿ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개선 및 주기적 반복 교육․훈련 지속적 실시하여 수습․복구체계의 확립

Ÿ 중점관리 위주의 안전점검으로 시설물의 건전성 유지

o 대응전략

Ÿ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상황악화 예방  

Ÿ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소집

- 위기평가 및 위기경보 발령

- 위기경보에 따른 조치계획 점검 시행

Ÿ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통제

- 쓰레기 처리 :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자치구와 협조)

- 불가피할 경우 행정력을 동원 강제해산 : 시민불편 최소화

Ÿ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추진

- 피해규모 및 종류에 따라 자체 피해조사 및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 편성․운영

- 신속․정확한 피해조사에 의거 복구지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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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환경 대책: 매립지

❚현황 및 필요성❚
Ÿ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주민 및 노동조합원들의 집단행동 등으로 인한 매립지 진입로 방해 

또는 폭우, 폭설 등에 의한 매립지로의 생활폐기물 반입이 중지될 가능성 상존

❚주요 대책❚
o 추진방향 

Ÿ 지역주민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원의 집단행동으로 장기간 폐기물 반입 불가

시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해당 지자체와 협

조하여 해결방안 모색

Ÿ 폭우․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장기간 폐기물 반입 불가시 단계별 근무기준을 설정하고 

대처능력 제고

Ÿ 장기간 쓰레기 적치로 인한 시민불편 및 도시환경 저해 최소화를 위한 자치구별 대응방안 마련

o 대응전략

Ÿ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상황악화 예방

Ÿ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소집

- 위기평가 및 위기경보 발령

- 위기경보에 따른 조치계획 점검 시행

Ÿ 서울시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통제

- 비상시 시민행동요령 홍보 및 서울시의 위기관리활동

Ÿ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추진

- 환경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 참여

- 피해기록 및 평가 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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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환경 대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황 및 필요성❚
Ÿ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노조파업․업체부도 사태 발생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수집․운

반 지연사태 발생 시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초래가 우려되나 노조파업 등 미약한 수준임

Ÿ 자연재해(폭우․폭설․지진 기타) 등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반입시설(수도권매립지, 자원회수

시설) 반입불가 사태 발생시 생활쓰레기 수거 지연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Ÿ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지연사태 발생 사전예방 활동 및 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및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 구축 및 사태 해결 후 복구 활동 전개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

전관리 대책 필요

❚주요 대책❚
o 추진방향

Ÿ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지연사태 발생 예방체계 중점구축 및 운영

Ÿ 사태발생시 신속한 대응조치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 위한 조기 정상화

o 대응전략

Ÿ 자치구 청소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서울시청노동조합, (사)한국생활폐기물협회, 수도권매립

지관리공사, 자원회수시설)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예방 활동 전개

Ÿ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재난안전대책본부 소집

Ÿ 민․관 협력체계((사)생활폐기물협회 - 서울시 - 자치구) 가동

Ÿ 비상 수거체계(직영인력 및 차량) 가동 - 서울시청노동조합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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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환경 대책: 물재생․ 하수처리 

❚현황 및 필요성❚
Ÿ 물재생센터에서는 화재, 정전, 가스폭발, 악성폐수유입, 자동제어시스템의 고장 및 근로자

파업 등 여러 유형의 복합적인 재난발생 가능성 상존

Ÿ 기후온난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태풍, 지진 등 기상이변에 의한 재난 발생 가능성 증가

 

❚주요 대책❚
o 추진방향

Ÿ 상황파악 및 통합지원 요청체계 확립

Ÿ 물재생센터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동향파악

- 유관기관 간 연계로 신속한 상황파악 및 정보공유 대처

Ÿ 재난 발생시 재난 유형별 조치사항 설정

- 예방, 대비, 대응, 복구대책을 센터 현장조치 『물재생센터 위기대응매뉴얼』로 운영

Ÿ 소방재난본부,서울지방경찰청,서울지방노동청,한국전력 등 재난상황 발생시 긴밀한 협조요청

Ÿ 물재생센터 운영마비시 대체인력 확보 및 관리

- 최소기능유지 소요인력으로 운영(평시대비 가동율 80% 수준유지)

o 대응전략

Ÿ 예방: 물재생센터 시설 단순고장, 파손, 정전, 가스누출 사전점검

Ÿ 재난징후 인지에 따른 재난경보 발령

- 유관기관과 지원협의 및 시설보호 요청체계 확립(한전, 가스공사, 경찰청, 노동부 등)

Ÿ 현장 출동자원의 총체적 현장지휘 및 대응시스템 구축

Ÿ 물재생센터 및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 편성․운영(피해 및 구조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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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환경 대책: 식용수

❚현황 및 필요성❚
Ÿ 주변 국가에서 대규모 지진이 빈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소규모 지진이 자주 발생하

고 있어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지진대책 필요

Ÿ 시설테러 등 인위적 재해발생 위험이 범세계적으로 증가

❚주요 대책❚
o 추진방향

Ÿ 재난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사전대책 추진

Ÿ 수질오염 주요지점별, 발생원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Ÿ 재난대비 보고, 긴급방재 및 수습ㆍ복구체계 확립

o 대응전략

Ÿ 종합상황 관리체제 구축

Ÿ 재난상황 발생시 대책

- 정수장: 경미한 사고는 자체 수습

- 수배전, 모터펌프 등 시설물 사고시 긴급 복구 협력업체 복구

- 가압장․배수지: 전기 사고는 생산부에서 합의된 지정 업체에 복구임무 고지

- 송․배수관: 사업소별 긴급누수복구 업체에 작업 지시

- 현수관로: 상수도관 자체 누수 시 별도 계약에 의한 복구

- 교량과 연계된 사고 시에는 교량 관리부서와 협의 복구

Ÿ 비상시 용수공급 체계에 대한 점검 및 대책 수립

- 지방상수도 확충,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연계이용, 저류시설 활용, 급수차, 먹는 샘물 지원 등

Ÿ 식․용수 시스템 위기관리 종합 예방대책 수립․시행

- 상수원 유역별 수질 관리 체계 확립, 정수 및 송․배수 수질관리 등

- 수질검사 및 수돗물 생산공정 관리 강화

Ÿ 사고단계별 조치방법 보완 및 개선

- 오염물질 유입단계, 원수물질 이상 징후 발견 단계, 취수중단 판단기준, 급수중단 판단기준, 

1급 상황판단 기준, 2급 상황판단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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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사고

4-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대책

❚현황 및 필요성❚
Ÿ 어린이놀이시설 중 설치검사 완료(합격)시설은 4,558개소이며 전체 놀이시설의 약61%로 

설치검사 미 이행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해당 놀이시설에 대하여 안

전관리강화가 필요함

Ÿ 놀이시설 안전관리책임은 1차적으로 관리주체(소유자)에게 있고, 2차적으로 자치구에 있는

바, 자치구를 통해 설치검사 등 의무이행사항 등 적극 안내토록 하고 분야별 소관법령에서 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이행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시 소관부서별 협조가 필요

❚주요 대책❚
Ÿ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Ÿ 정기시설검사 (25개 자치구)

Ÿ 안전점검 이행․독려(점검주체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Ÿ 안전교육 실시 

- 2년에 1회(4시간이상)/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Ÿ 보험가입 안내

Ÿ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구별 평가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교육, 보험가입 등 의무사항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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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

❚현황 및 필요성❚
Ÿ 장애인, 노인, 아동, 부랑인 등 사회취약인구를 수용하는 시설에서 화재, 붕괴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사회적 파장도 매우 큼 

Ÿ 시설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이용편의와 쾌적한 시설의 유지관

리를 도모하고,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으로 안전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근본적인 개

선을 통해 사전에 차단할 필요

계 사회복지관 노인 장애인 노숙부랑인 정신보건

5,359 98 4,528 545 88 89

표 5.19 서울의 사회복지시설 현황(2012. 12월 기준)

❚주요 대책❚
Ÿ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추진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 및 계도 강화

Ÿ 사전 대비시스템 강화로 시설안전점검 내실화 및 취약분야에 대한 보완조치 철저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및 안전점검 강화

- 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 연중

Ÿ 비상대비태세 유지, 안전관리강화 대책회의 개최

Ÿ 재난발생 우려 시 신속한 응급조치, 긴급구조 활동 및 지원 대책 수립

Ÿ 안전조치 및 붕괴현장 복구 대책 수립, 피해보상을 위한 T/F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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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대책

❚현황 및 필요성❚
Ÿ 일시에 많은 이용인구를 수용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화재, 붕괴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

우, 막대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사회적 파장도 매우 큼 

Ÿ 따라서 안전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효과적인 재난예방대책을 강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E등급 비 고

계

(27개)
12개소 9개소 6개소 0

표 5.20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전체 중점관리대상시설(2012. 5월 기준)

❚주요 대책❚
Ÿ 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Ÿ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및 안전점검 강화

-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매월 4일을 기준으로 시설 자체에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해빙기·여름철․겨울철 등 재난 취약시기별 중점점검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위험요인 

해소를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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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문화체육시설 안전대책: 공연장

❚현황 및 필요성❚
Ÿ 일시에 많은 이용인구를 수용하는 공연장에서 화재, 붕괴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막대

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사회적 파장도 매우 큼

Ÿ 서울시 등록공연장은 272개소로서 시민 문화활동 및 신종 문화시설 증가로 이용시민은 증

대하고 있지만 안전의식 미흡 등으로 안전예방 대책의 필요성 증대

Ÿ 각종 공연행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하여 안전관리 확보로 재난 발생시 신속한 

수습 및 복구체계 확립 필요

❚주요 대책❚
Ÿ 소규모 공연장 등 무상안전진단 확대 및 권역화 등 법정 안전진단 제외 공연장에 대한 안

전진단 지원 추진 

o 예방

Ÿ 다중문화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Ÿ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Ÿ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 구청장(공연법 37조)

Ÿ 각종 공연행사 안전관리 협의회 구성․운영

o 대비

Ÿ 문화관련시설 안전관리자, 종사자, 공연행사 주최자 및 시설이용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

Ÿ 안전점검 및 재난발생시 처리요령을 위한 매뉴얼 보급

Ÿ 무허가 경비업체 단속 강화 및 안전관리요원 사전교육 실시

Ÿ 공공시설 손해보험 및 상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유도

o 대응

Ÿ 사태발생 신고 전파 (행사 주최측 또는 사고 발견자)

Ÿ 서울시 및 자치구 사고수습대책본부 가동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Ÿ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o 복구

Ÿ 문화시설, 재난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 사고원인·피해상황·책임

소재 등 과학적 피해조사

Ÿ 피해시설(지역)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위문활동 전개

Ÿ 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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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문화체육시설 안전대책: 체육시설

❚현황 및 필요성❚
Ÿ 체육시설은 장스팬 구조가 많기 때문에 붕괴위험이 있을 수 있고, 일시에 많은 인구를 수

용한 상황에서 화재, 붕괴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사회적 파장도 매우 큼

Ÿ 시립체육시설 : 9개소

구립 생활체육관 체육시설업

계

구민․
다목적

체육센터

기타 계 요트장 빙상장

종합

체육

시설

수

영

장

체육

도장

골프 연습장 체력

단련

장

당

구

장

썰매

장업

무

도

장

무도

학원실내 실외

87 39 48 11,774 1 12 87 77 2373 1869 116 1696 5375 5 13 150

표 5.21 서울의 구립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업 현황 (2011.12월 기준)

Ÿ 체육시설을 각종 재난․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원상복구 및 재발방지

❚주요 대책❚
o 예방

Ÿ 체육시설 대상 안전점검 강화

Ÿ 안전매뉴얼, 안전관리지침 등 수시 정비, 체육시설관리자 안전교육 강화

o 대비

Ÿ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한 재난상황보고체계 구축

Ÿ 유관기관 협조․지원 체제 구축, 사고수습 조치 체계 확립

o  대응

Ÿ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Ÿ 사고발생시 신고체계 확립, 사태 등 관리요령

o 복구

Ÿ 긴급동원체계 구축

Ÿ 부․사상자 응급복구 및 신속한 시설 복구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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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문화체육시설 안전대책: 유원시설

❚현황 및 필요성❚
Ÿ 일시에 많은 인구가 이용하는 유원시설에서 화재, 붕괴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사회적 파장도 매우 큼

Ÿ 2013. 2월 현재 서울시 유원시설은 총 19개소로, 주5일 근무제도의 정착과 함께 시민들의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

관리 강화 필요

❚주요 대책❚
Ÿ 업체별 연중 2회(상․하반기) 합동실태 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해빙기 및 연휴 등 이용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추가 점검

Ÿ 물놀이 업체의 경우, 성수기 이전인 5월말~6월초에 별도 점검

Ÿ 유원시설업 미허가 등 관광진흥법 위반여부 중점확인 점검 

Ÿ 자치구 주관으로 서울시․자치구 관광부서와 재난관리부서 담당공무원, (사)한국종합유원시

설협회의 검사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점검

Ÿ 허가전 검사 및 연 1회 또는 반기별 1회(10년 이상) 안전성검사(법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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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문화재 안전대책

❚현황 및 필요성❚
Ÿ 2008년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 화재에 취약한 역사문화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으며, 서울시는 건조물 문화재 전반에 대하여 문화재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하여 시행

Ÿ 방범․방재설비 구축, 경비인력 배치, 방염제 도포, 재난대비 문화재 도면제작, 화재대응매

뉴얼 마련 및 훈련, 안전점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고, 현재 자치구별 문화재 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Ÿ 앞으로 방범․방재설비의 고도화와 표준화,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시

민참여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예방적이고 맞춤식의 안전관리체계로 고도화할 필요 

Ÿ 관리대상 문화재 현황: 건축물 문화재 129개소

국가지정 (54) 서울시 지정 (75)

보  물 사  적 사적․명승 중요민속자료 등 록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자료

5 38 1 2 8 35 9 26 5

표 5.22 서울의 문화재 관리대상 현황

❚주요 대책❚
Ÿ 중요 목조문화재 방범․방재설비 확충 및 정밀실측도면 제작

Ÿ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

Ÿ 중요 목조문화재 경비인력 확충 및 상주배치

Ÿ 정기적인 문화재 안전점검 및 소방훈련 지속실시

Ÿ 방재교육 등 문화재 관리인력의 방재역량 향상 

Ÿ 문화재 안전관리에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추진

Ÿ 상시 재난대응능력 향상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Ÿ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방범․방재설비 설치기준 및 운영관리매뉴얼 마련

Ÿ 문화재를 실시간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시스템을 확대․고도화하고, 관리단체별 통합관

제를 통해 연계 및 공조체계 구축

Ÿ 태풍, 지진, 화재 등 재난전반에 대응한 위험도 평가 및 재난관리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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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현황 및 필요성❚
Ÿ 주5일 수업 등 여가시간 증가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야외활동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 

도심의 계곡등지에서 여름철에 물놀이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물놀이 안전관리 강

화 및 시민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한 실정임

Ÿ 하천 및 산간계곡 등 취약지역에 안전시설 설치, 홍보 등을 통한 인명피해 방지 노력 필요

위  치 물놀이장 명칭 지역구분 비   고

관악구  신림계곡 계곡 ‘12년 수질악화로 운영 중단

송파구 성내천 물놀이장 하천

강남구 양재천 물놀이장 하천 생태하천복원관계로‘13년 운영 미정

강북구 대동천 물놀이장 하천

표 5.23 서울의 관리대상 여름철 물놀이장 현황

❚주요 대책❚
Ÿ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지역 전수조사

Ÿ 물놀이 지역 사전조사 및 지정 안전조치, 물놀이 안전장비 비치, 물놀이 안전 매뉴얼 운영

-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등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Ÿ 물놀이 안전대책기간(6월~8월) 설정, 성수기에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실태지도․점검

-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등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Ÿ 하천, 산간계곡 등 물놀이 지역에 안전요원 배치 및 예찰 활동 실시

Ÿ 물놀이 안전관리 평가 및 관리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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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자전거 이용 안전대책

❚현황 및 필요성❚
Ÿ 최근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전거 인프라(도로)의 안전 

강화 필요

Ÿ 서울시 자전거 도로 현황(총674.0㎞)

- 자전거전용도로 : 62.1㎞

- 자전거전용차로 : 55.4㎞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312㎞

- 한강, 지천, 공원 등 자전거 도로 : 244.5㎞

❚주요 대책 ❚
Ÿ 자전거도로 순찰

Ÿ 정기점검 (분기별, 특별점검)

- 일상점검: 수시순찰, 월1회 순찰

- 특별점검: 해빙기(상반기), 우기 후(하반기)

Ÿ 파손구간 보수공사

Ÿ 잦은 사고 구간: 구조개선(자전거도로 선형개선, 안전시설보강 등)

Ÿ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등 자전거도로 파손구간 신고체계 구축

Ÿ 자전거이용자 안전장구 착용홍보, 자전거 교육활동 등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정확하기 위

한 활동

Ÿ 한강, 지천, 공원 등은 해당시설물 유지관리부서에서 관리

Ÿ 지역별로 쉽게 활용 가능한 자전거 안전지도 제작․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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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보행자 안전대책

❚현황 및 필요성❚
Ÿ 서울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연간 4만건 내외 수준(경찰청 집계 기준)을 유지하며 크

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는 세계 주요 대도시들과 비교

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

Ÿ 보행자 교통사고는 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나 교차로 부근의 도로 횡단 중에 발생하

며, 보행환경의 불편과 불합리는 보행자의 행동방식에 영향을 미쳐 보행자 교통사고

로 연결될 수 있음

Ÿ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

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

보도연장 보도면적
1인당 보도면적

(㎡/인)
도로연장 도로면적

2,523.9㎞ 9,237,534㎡ 0.88 8,142km 82.47㎢

표 5.24 서울의 보도 현황 (2011. 12월 기준)

보도육교 지하보도 횡단보도 신호등 비 고

198 79 26,237 8,471 -

표 5.25 서울의 보행자 이용 시설물 현황 (2011. 12월 기준)

❚주요 대책❚
o 보행자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종합적인 맞춤형 환경개선

Ÿ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교차로, 횡단보도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 경찰, 전문가 

등이 공조하여 합동으로 조사하고, 사고발생원인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화된 종

합적인 교통안전 환경개선대책을 추진 

Ÿ 보행자의 보행동선과 보행편리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및 육교의 위치설정, 조정, 확대

Ÿ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보행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선형, 교통안전시설, 교통신호

체계 등 개선

Ÿ 신호위반, 무단횡단 등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 및 단속 강화



304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o 보행자 우선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Ÿ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상업시설 밀집지역, 단

독·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고밀도 기성시가지가 대부분인 서울의 특

성에 맞도록 건물, 지하공간, 지형 등을 활용한 보행편의 중심의 입체적 보차분리 확

대 등 보차분리(步車分離) 설계기법 마련

Ÿ 보행자가 많은 도심지역 거리를 중심으로 횡단보도 확대를 비롯한 보행환경개선, 보

행전용거리(차 없는 거리) 확대, 보행친화구역 조성 등 추진

Ÿ 주택가 보행안전을 위하여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하여 보행자 우선 표지판, 

회전교차로 등을 설치하고 신호체계도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

Ÿ 한편, 보행자 편의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교통안전 측면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

구  분 주요 사업내용 비   고

‘아마존’ 조성 ⋅아이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구역 조성
보행자전거과

자치구 시행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 시행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시행

⋅CCTV 확대설치 운영

보행자전거과

자치구 시행

횡단보도 설치 ⋅도심 속 보행자 많은 곳 횡단보도설치 도로사업소 시행

보행우선구역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시설물 확장 보강 자치구 시행

기타사업
⋅시 조례 제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보행자전거과

표 5.26 현행 서울시 보행자 안전대책 주요 사업내용

o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내실화 및 확대

Ÿ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기존의 지정된 구역에서 교통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사

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보다 내실있는 보완개선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교습학원을 비롯하여 새로이 지정대상에 추가되거나 미지정 또는 미개선 구역에 대하

여 단계적인 개선대책 추진 

Ÿ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어린이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학교, 유치원 등뿐만 아

니라 학원, 공원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아마존’을 지속적으로 확대

Ÿ 노인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노인들의 교통사고 사망률 및 중상률이 특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폭적인 지정확대 및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한데, 노인복지시설, 도시

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밀집지역과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개선대책 추진 

Ÿ 2011년 신설된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서울 시내 장애인 생활시설을 조사하여 

우선적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

을 고려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등의 마련과 함께 안전개선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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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확대

Ÿ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대중교통, 보행애로구간 개선, 지하

철역사 이동편의시설 확대, 시내버스 정류소 교통약자용 BIT 설치, 시각장애인을 위

한 음향신호기 기능개선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확대 

Ÿ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예정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성 심사 추진

Ÿ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과 

관련하여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원 등에 대한 교통환경 정비하여 인증 추진하고, 

민간부문의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인증 장려

o 대규모 주거단지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 추진 

Ÿ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주거단지 내 도로의 경우, 일반도로는 아니지만 거주자들의 보

행안전을 위하여 일반도로에 상당한 수준의 교통안전대책이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적용대상 주거단지의 설정, 안전시설 설치기준 등 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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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대책

❚현황 및 필요성❚
Ÿ 수상사고는 피난과 구조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

Ÿ 체계적인 수상 안전관리에 의한 수상안전의식 고취 및 관리감독,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 및 구조체계 확립 필요

Ÿ 서울의 수상관련 업체 및 시설 현황

- 유ㆍ도선업체 : 12개 (유선업체 11, 도선업체 1)

- 수상이용단체: 13개(수상훈련장 4, 윈드서핑 3, 수상스키 3, 요트1, 수상레저면허시험장

1, 방생법당 1)

- 유ㆍ도선장 : 21개소(유선장 내 수상레저사업 병행운행 11개소)

- 선박 : 19종 678척

❚주요 대책❚
o 수상 관련업체 관리감독 및 안전점검

Ÿ 사업자 이행사항 확인 철저, 기상변화에 대비한 안전운항대책, 도선 영업시간의 탄력

적 운용, 출․입항 기록관리 및 승선신고 이행대책 등 안전운행대책 추진

Ÿ 홍수 등 대비하여 사전대피 확인 점검 및 단계별 조치사항 확인 점검 

- 외부전문가 참여 수상시설물(계류시설 포함) 안전진단 합동점검

- 홍수 대비 대형선박 별도 대피계류시설 사전 안전점검

o 수상 관련업체 종사자 및 이용자 교육훈련

Ÿ 직원, 수상이용 종사자 등 풍수해 관련 실무교육(치수과)

Ÿ 시설물 점검 시 단계별 대피사항 관련 종사자에 대한 현장 확인교육(수상관리과)

Ÿ 수상안전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실무교육 및 도상훈련 실시

- 전문가 초빙(선박안전관리공단) 현장직원 전문교육

- 인명구조 전문가 초빙 종사자, 직원 등에 대한 수상안전교육

- 초등학생, 학부모 대상 수상안전교실 운영

- 반기별 수상사고 대비 도상훈련 실시(환경과, 소방본부 합동훈련)

o 수상사고에 대응한 신속한 대응 및 구조

Ÿ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 피난, 수색·구조체계를 통해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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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등산사고 안전대책

❚현황 및 필요성❚
Ÿ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등산인구가 급증하고 노약자의 등산인구도 증가추세에 있어 

실족, 추락, 고립 등 등산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 강화 필요

Ÿ 등산객에게 올바른 등산지식과 건전한 등산문화를 보급하여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 

❚주요 대책❚
o 예방 

Ÿ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한 등산로 정비 및 관리

- 노면정비, 목재계단, 안전펜스, 배수로정비 등

- 정비구간 내 위험표지판, 위치표지판 등 안내표지판 정비

- 정비구간 내 위험구간의 폐쇄 및 우회등산로 안내 등

Ÿ 위험구간 정보 등 정확한 정보를 담은 주요 산 등산로 지도를 제작하여 온라인서비스

Ÿ 산악구조활동 홍보 강화

o 대비  

Ÿ 산림항공구조대, 산악구조대와 협조체제 유지

Ÿ 인명구조를 위해 의료기관, 119구급대와 사전 협조체제 유지

Ÿ 등산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의 위험과 조난대책, 응급처치 등에 대한 등산교육 실

시

o 대응  

Ÿ 산림항공구조대 현장 업무 매뉴얼 적극 활용, 신고체계 및 신속한 현장 출동태세 확립

o 복구 

Ÿ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하여 등산로 피해가 심할 경우 재해대책본부를 통한 복구대책 

마련, 대규모 등산로 피해 발생지역에 대하여는 산림청, 재해대책본부, 자치구 합동대책반 

편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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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승강기 사고 안전대책

❚현황 및 필요성❚
Ÿ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미흡 등으로 승강기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

Ÿ 노후 승강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안전관리대책 각별히 필요

❚주요 대책❚
Ÿ 선제적 중장기 안전정책 추진을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 선진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 정비

Ÿ 올바른 승강기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Ÿ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원인 분석을 통한 동일·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대책 마련

Ÿ 고장, 부품교체 등에 대한 실시간 확인·관리를 위한 원격감시 시스템(TMS: Tele 

Monitering System)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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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방안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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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방안

제1절 단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Ÿ 서울시의 관련업무계획, 과제의 성격상의 시급성,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

Ÿ 추진계획은 크게 1) 「안전관리 추진전략」에 나타난 추진과제들의 단계별 추진계획, 2) 「분

야별 안전관리대책」에 나타난 중점관리대상 추진과제들의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제시

Ÿ 한편, 추진과제들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사업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크

게, ‘현행유지’, ‘보완·강화’, ‘신규’로 성격을 구분

- 현행유지: 해당 과제와 관련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

- 보완·강화: 해당 과제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완, 확대 또는 

강화가 필요한 경우

- 신규: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는 경우로 신규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

06



312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추진일정

현재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도시계획․개발 

단계부터 

안전대책 반영

도시계획 수립 전과정에서 

재해위험도 사전평가 시행 및 

계획에 반영

신규

상습침수지역 등 방재지구 

지정 확대 및 지정․운용기준 

개선

신규

사전 재난․재해 영향평가제도 

개선․보완

보완․
강화

재해위험 및 

대응역량 평가

도시위험도와 방재역량을 

정례적으로 평가
신규

2. 재난 대비․대응태세 확립

재난정보 관리 

및 예․경보체계 

강화

재난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현행

유지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보완

강화

긴급경보시스템 구축
보완․
강화

도시기반시설

의 보호 및 

기능 강화

시설물 생애주기별 안전관리 

시행 
신규

도시 핵심 라이프라인의 

재난대응능력 강화 

보완․
강화

구급․의료기관, 대피소 등 

수용시설 안전지표 개발 및 

정기적인 평가 

신규

재해위험지역에 스마트터널 

등 다기능 시설물 건설 
신규

재난대응 

매뉴얼 

보완․개발

재난대응 기본매뉴얼 개발, 

재난대응 행동매뉴얼의 보완 

및 추가개발

보완․
강화

방재자원 동원 

및 관리체계 

강화

재난유형․시나리오별 

방재자원 배분계획 수립 및 

GIS기반 관리시스템 구축

보완․
강화

대형재난 대비 

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 

(BCMS) 구축

대형재난 대비 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BCMS) 구축 
신규

인명구조․구급

대책 강화

전문의가 포함된 재난의료 

전문팀 운영
신규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구조․구급시스템 구축

보완

강화

심폐소생술(CPR) 교육 등 

시민 구급역량 강화

보완․
강화

표 6.1 안전관리 추진전략상의 추진과제 단계별 추진계획

1. 추진전략에서 제시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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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추진일정

현재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 완벽한 복구체계 마련

중장기 

복구(부흥)전

략 마련

대규모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복구(부흥)전략 수립

신규

과학적인 

피해원인조사

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복구 

시행

전문기관을 활용한 과학적인 

피해원인조사 시행
신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복구위원회 구성․운영
신규

4. 참여․소통으로 도시안전 강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마련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가이드라인 수립
신규

도시위험 및 

안전정보의 

시민 공개

시민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모두 공개

신규

주민주도의 지

역단위 안전마

을 조성 및 

지역주민활동 

지원

주민주도의 안전마을 조성
현행

유

지

지역안전일꾼 활동 지원
현행

유

지

안전교육 

강화와 

안전문화 확산

안전교육 아이템 다양화 및 

계층별 체험교육 확대

보완․
강화

지역안전 캠페인 활성화
보완․
강화

재난대응 

협력네트워크 

강화

안전관리위원회 확대 및 역할 

강화

보완․
강화

중앙정부, 국내외 도시,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

보완․
강화



314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중점관리

대상
중점추진과제

추진일정

현재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1. 
풍수해 

대책

침수취약지역 29개소 해소
현행

유지

하천내 인명피해사고 예방
보완․
강화

침수취약 지하주택 관리 강화
보완․
강화

유역단위 방재시설 통합관리 신규

빗물받이 개선
현행

유지

취약지역 주민 풍수해 보험가입 활성화
보완․
강화

2020년까지 빗물관리량 8배 증대
현행

유지

2. 

사면재해 
대책

사면전수조사 실시
보완․
강화

산사태 방지시설 확충
현행

유지

사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현행

유지

사면에서의 개발행위허가 협의기준 마련 신규

안전성, 환경성을 고려한 도심형 

사방시설 설계기법 개발

보완․
강화

3. 

기상
이변 

대책 

설해

1시간 빠른 사전예측과 24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시행 

보완․
강화

고갯길, 고지대 등 

폭설취약지점(287개소) 특별관리

현행

유지

폭염․
한파

폭염․한파 예보 시 24시간 비상대책본부 

운영, 생활인프라 특별관리

현행

유지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현행

유지

4. 

시설물 

안전사고 
대책 

재난위험시설(D․E등급) 단계적 해소 

추진

현행

유지

초고층 건축물(18개소), 지하연계 

복합건축물(132개소) 안전관리 강화

보완․
강화

시설물 관련 전문가 안전점검 참여 

확대(전담주치의제도, 기동안전점검단 등)

보완․
강화

공사장 사고방지대책 지속 추진
현행

유지

표 6.2 분야별 안전관리대책상의 중점관리대상 추진과제 단계별 추진계획

2. 분야별 안전관리대책에서 제시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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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

대상
중점추진과제

추진일정

현재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신설 복합구조물의 설계하중 건축기준 

강화 

보완․
강화

시설물안전 관리자 안전교육 강화
보완․
강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지속 추진
현행

유지

지진위험도 평가, 지진방재계획, 

대응시나리오 마련
신규

5. 

화재 대책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등 

화재취약시설 중점관리

현행

유지

쪽방 등 취약주거시설 안전관리 강화
현행

유지

도시화재 시뮬레이션을 통한 화재위험성 

평가 
신규

소방안전지도 개발 및 소방대응체계 개선
보완

강화

소방차 진입곤란지역(216개소) 소방대책 

추진

현행

유지

터널, 지하철, 공동구 화재 대비태세 구축
보완

강화

산불예방 및 초동대응태세 강화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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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담당부서

1.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도시계획․개발 

단계부터 안전대책 

반영

도시계획 수립 전과정에서 재해위험도 

사전평가 시행 및 계획에 반영

-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

- 도시안전실(하천관리과)

상습침수지역 등 방재지구 지정 확대 및 

지정․운용기준 개선

-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

- 도시계획국(지구단위계획과, 

도시안전실(하천관리과)

사전 재난․재해 영향평가제도 개선․보완 - 도시안전실(하천관리과)

재해위험 및 대응역량 

평가

도시위험도와 방재역량을 정례적으로 

평가
-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2. 재난 

대비․대응태세 

확립

재난정보 관리 및 

예․경보체계 강화

재난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 정보화기획단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 소방재난본부(재난대응과), 

정보화기획단

긴급경보시스템 구축
-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 정보화기획단

도시기반시설의 보호 

및 기능 강화

시설물 생애주기별 안전관리 시행 - 도시안전실(도로시설과)

도시 핵심 라이프라인의 재난대응능력 

강화 

-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 소방재난본부(재난대응과)

- 정보화기획단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

구급․의료기관, 대피소 등 수용시설 

안전지표 개발 및 정기적인 평가 
-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재해위험지역에 스마트터널 등 다기능 

시설물 건설 
- 도시안전실(하천관리과)

재난대응 매뉴얼 

보완․개발

재난대응 기본매뉴얼 개발, 

재난대응 행동매뉴얼의 보완 및 추가개발

- 소방재난본부(재난대응과)

-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방재자원 동원 및 

관리체계 강화

재난유형․시나리오별 방재자원 배분계획 

수립 및 GIS기반 관리시스템 구축

- 소방재난본부(재난대응과)

-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대형재난 대비 

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BCMS) 

구축

대형재난 대비 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BCMS) 구축 
-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인명구조․구급대책 

강화

전문의가 포함된 재난의료 전문팀 운영
- 복지건강실(보건의료정책과)

- 소방재난본부(재난대응과)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구조․구급시스템 구축

- 소방재난본부(재난대응과)

- 정보화기획단

심폐소생술(CPR) 교육 등 시민 구급역량 

강화
- 소방재난본부(재난대응과)

표 6.3 안전관리 추진전략상의 추진과제별 담당부서

3. 추진과제별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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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담당부서

3. 완벽한 

복구체계 마련

중장기 

복구(부흥)전략 마련

대규모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복구(부흥)전략 수립
-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과학적인 

피해원인조사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복구 시행

전문기관을 활용한 과학적인 

피해원인조사 시행
-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복구위원회 

구성․운영
-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4. 참여․소통으로 

도시안전 강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전략 

마련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가이드라인 수립
-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도시위험 및 

안전정보의 시민 공개

시민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모두 공개
-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주민주도의 지역단위 

안전마을 조성 및 

지역주민활동 지원

주민주도의 안전마을 조성 -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지역안전일꾼 활동 지원 -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안전교육 강화와 

안전문화 확산

안전교육 아이템 다양화 및 계층별 

체험교육 확대
-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지역안전 캠페인 활성화 -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재난대응 

협력네트워크 강화

안전관리위원회 확대 및 역할 강화 -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중앙정부, 국내외 도시,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
-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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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 중점추진과제 담당부서(주관/협조)

1. 풍수해 대책

침수취약지역 29개소 해소
- 도시안전실(하천관리과)
- 도시안전실(물관리정책과),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

하천내 인명피해사고 예방 - 도시안전실(하천과리과)

침수취약 지하주택 관리 강화
- 도시안전실(하천관리과)
- 주택정책실(주택정책과)

유역단위 방재시설 통합관리
- 도시안전실(하천관리과)
- 도시안전실(물재생계획과), 

푸른도시국(산지방재과)

빗물받이 개선 - 도시안전실(도로관리과)

취약지역 주민 풍수해 보험가입 활성화
-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 도시안전실(하천관리과)

2020년까지 빗물관리량 8배 증대
- 도시안전실(물관리정책과)
-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

2. 사면재해 대책

사면전수조사 실시
- 푸른도시국(산재방재과
- 도시안전실(도로관리과), 

주택정책실(건축기획과)

산사태 방지시설 확충 - 푸른도시국(산지방재과)

사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푸른도시국(산재방재과
- 도시안전실(도로관리과), 

주택정책실(건축기획과)

사면에서의 개발행위허가 협의기준 마련 - 푸른도시국(산지방재과)

안전성, 환경성을 고려한 도심형 사방시설 설계기법 개발 - 푸른도시국(산지방재과)

3. 기상이변 
대책 

설해

1시간 빠른 사전예측과 24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시행 - 도시안전실(도로관리과) 

고갯길, 고지대 등 폭설취약지점(287개소) 특별관리
- 도시안전실(도로관리과, 

도시안전과)

폭염․
한파

폭염․한파 예보 시 24시간 비상대책본부 운영, 생활인프라 특별관리 -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4. 시설물 안전사고 
대책 

재난위험시설(D․E등급) 단계적 해소 추진
-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도로시설과)

초고층 건축물(18개소), 지하연계 복합건축물(132개소) 안전관리 강화

-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 도시안전실(물관리정책과, 

하천관리과)
- 주택정책실(건축기획과)
- 소방재난본부(예방과)

시설물 관련 전문가 안전점검 참여 확대(전담주치의제도, 

기동안전점검단 등)

-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도로시설과)

공사장 사고방지대책 지속 추진

- 도시기반시설본부, 
- 기술심사담당관실, 

도로계획과, 건축기획과, 
주거재생과

신설 복합구조물의 설계하중 건축기준 강화 - 주택정책실(건축기획과)

시설물안전 관리자 안전교육 강화
-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도로시설과)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지속 추진
-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 주택정책실(건축기획과)

지진위험도 평가, 지진방재계획, 대응시나리오 마련 -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5. 화재 대책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등 화재취약시설 중점관리 - 소방재난본부(얘방과)

쪽방 등 취약주거시설 안전관리 강화 - 소방재난본부(예방과)

도시화재 시뮬레이션을 통한 화재위험성 평가 - 소방재난본부(예방과)

소방안전지도 개발 및 소방대응체계 개선 - 소방재난본부(예방과)

소방차 진입곤란지역(216개소) 소방대책 추진 - 소방재난본부(예방과)

터널, 지하철, 공동구 화재 대비태세 구축 - 소방재난본부(예방과)

산불예방 및 초동대응태세 강화 - 푸른도시국(자연생태과)

표 6.4 분야별 안전관리대책상의 중점관리대상 추진과제별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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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한편, 안전관리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서

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 시민, 시민단체, 경찰청, 군, 교육청, 의료기관, 공공기관(전력, 

통신 등), 민간기업 등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음

Ÿ 특히, 생활안전분야의 교통안전, 범죄안전 등을 위한 과제는 경찰청, 교육청, 시민단체 등

과의 업무분담과 협력이 매우 중요 

그림 6.1 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관련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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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요예산

Ÿ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연차별 소요예산

을 2020년까지 추정

Ÿ 소요예산은 서울시가 지출하는 예산을 기준으로 하였고, 중앙정부, 자치구, 공사, 민간 등

에서 지출하는 예산은 제외 

Ÿ 총 소요예산은 2014~2020년의 7년간 약 4조 1342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

Ÿ 안전관리 추진전략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추진하는데 약 2688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분야별 안전관리대책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추진하는데 약 3조 8654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

정

구분

연도별  소요예산 추정치(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2014~

2020년)

안전

관리
추진

전략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0 1,200 200 200 200 200 700 2,700

재난 

대비·대응태세 

강화

2,520 4,250 41,990 42,390 41,840 42,340 43,040 218,370

완벽한 복구체계 
구축

0 500 500 0 0 0 0 1,000

참여·소통으로 
도시안전 강화

2,420 3,760 5,310 6,560 7,960 9,410 11,270 46,690

소계 4,940 9,710 48,000 49,150 50,000 51,950 55,010 268,760

분야별
안전

관리

대책

풍수해 317,578 294,900 288,252 271,450 255,950 240,140 224,940 1,893,210

사면재해 27,450 26,300 26,150 26,150 26,150 26,150 26,150 184,500

기상이변 8,850 11,150 14,150 16,200 20,200 24,200 28,670 123,570

시설물 안전사고 192,171 205,195 220,500 236,200 251,200 265,200 283,184 1,653,800

화재 3,620 1,050 1,470 1,400 1,340 770 700 10,350

소계 549,669 538,595 550,522 551,400 554,840 556,460 563,644 3,865,430

계 554,609 548,305 598,522 600,550 604,840 608,410 618,654 4,134,190

표 6.5 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과제 소요예산 추정치 요약(201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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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연도별 소요예산 추정치(백만원)

현재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2014~

2020년
1.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도시계획․개발 
단계부터 
안전대책 반영

도시계획 수립 전과정에서 

재해위험도 사전평가 시행 및 

계획에 반영

　 　 500  　 　 　 　 500  1,000  

상습침수지역 등 방재지구 지정 

확대 및 지정․운용기준 개선
　 　 300  　 　 　 　 　 300  

사전 재난․재해 영향평가제도 

개선․보완
100 100

재해위험 및 
대응역량 평가

도시위험도와 방재역량을 

정례적으로 평가
　 　 300　 200  200  200  200  200  1,300

2. 재난 대비․대응태세 확립

재난정보 관리 
및 
예․경보체계 
강화

재난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24,500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300  300  100  100  100  100  1,000  

긴급경보시스템 구축 　   300  300  100  100  100  100  1,000  

도시기반시설
의 보호 및 
기능 강화

시설물 생애주기별 안전관리 
시행 

　 　 400  400  300  300  300  300  2,000  

도시 핵심 라이프라인의 
재난대응능력 강화 

20  20  20  5,120  5,020  5,020  5,020  5,070  25,290  

구급․의료기관, 대피소 등 
수용시설 안전지표 개발 및 
정기적인 평가 

300 1,000 1,000 1,000 1,000 4,300

재해위험지역에 스마트터널 등 

다기능 시설물 건설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재난대응 
매뉴얼 
보완․개발

재난대응 기본매뉴얼 개발, 

재난대응 행동매뉴얼의 보완 및 

추가개발

  500  50  50  50  50  50  100  850  

방재자원 동원 
및 관리체계 
강화

재난유형․시나리오별 방재자원 

배분계획 수립 및 GIS기반 

관리시스템 구축

　 　 　 240  90  40  40  90  500  

대형재난 대비 
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 
(BCMS) 구축

대형재난 대비 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BCMS) 구축 
　 　 320  20  20  20  20  70  470  

인명구조․구급
대책 강화

전문의가 포함된 재난의료 

전문팀 운영
2,000 2,000 1,000 1,000 1,000 7,000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구조․구급시스템 구축
300 200 150 150 150 150 1,100

심폐소생술(CPR) 교육 등 시민 

구급역량 강화
60 60 60 60 60 60 360

3. 완벽한 복구체계 마련

중장기 
복구(부흥)전

략 마련

대규모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복구(부흥)전략 

수립

500 500 1,000

과학적인 

피해원인조사

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복구 

시행

전문기관을 활용한 과학적인 

피해원인조사 시행
비예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복구위원회 구성․운영
비예산

4. 참여․소통으로 도시안전 강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마련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가이드라인 수립
80 10 10 10 10 10 10 140

표 6.6 안전관리 추진전략상의 추진과제 소요예산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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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연도별 소요예산 추정치(백만원)

현재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2014~

2020년

도시위험 및 
안전정보의 

시민 공개

시민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모두 공개

비예산

주민주도의 

지역단위 

안전마을 조성 
및 

지역주민활동 

지원

주민주도의 안전마을 조성 1,000  1,500  2,800  4,200  5,600  7,000  8,400  10,000  39,500  

지역안전일꾼 활동 지원 250  300  300  300  300  300  300  500  2,300  

안전교육 

강화와 

안전문화 확산

안전교육 아이템 다양화 및 

계층별 체험교육 확대
310 340 400 450 500 550 600 660 3,500

지역안전 캠페인 활성화 50 50 50 50 50 50 300

재난대응 

협력네트워크 

강화

안전관리위원회 확대 및 역할 

강화
비예산

중앙정부, 국내외 도시,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

200 200 300 100 50 50 50 950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예산근거 비고

1.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도시계획․개발 

단계부터 

안전대책 반영

도시계획 수립 전 과정에서 

재해위험도 사전평가 시행 및 

계획에 반영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과 연계하여 

추진(2015년부터 시행 예상되고 5년마다 실시)

1회 실시에 5억 정도 추산

상습침수지역 등 방재지구 지정 

확대 및 지정․운용기준 개선
제도의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정도 추산

사전 재난․재해 영향평가제도 

개선․보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등 제도개선 연구용역비 1억 정도 

추산

재해위험 및 

대응역량 평가

도시위험도와 방재역량을 

정례적으로 평가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정례 위험도 평가체계 구축방안: 1억

재난 및 사고 위험도 평가: 매년 일정 수의 재난 및 사고 

선정하여 평가(개별 재난 및 사고 평가주기 2~5년): 2억

2. 재난 대비․대응태세 확립

재난정보 관리 

및 

예․경보체계 

강화

재난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정운영계획(안전도시 제도적 기반 마련 중 스마트 

재난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참조

시정계획: 

p.793~794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2015, 2016년 초기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6억 추산하고, 이후는 

시스템 보완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1억 추산

긴급경보시스템 구축
2015, 2016년 초기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6억 추산하고, 이후는 

시스템 보완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1억 추산

도시기반시설

의 보호 및 

기능 강화

시설물 생애주기별 안전관리 

시행 

“서울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서울시, 2013) 

비용분석에 기반한 시설물 관리와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내용 

참고

도시 핵심 라이프라인의 

재난대응능력 강화 

1) 라이프라인 재난대응능력 강화

라이프라인 재난대응능력 강화방안: 1억

라이프라인 재난대응 능력 강화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0.5억

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라이프라인 관리자 

재난대응능력 향상 워크샵: 10백만

전력과 통신 비상가동을 위한 체계 개선 워크샵: 10백만

2) 주요 공공시설 및 대피시설에 관한 비상 전력, 통신, 급수 대책: 

매년 50억 책정

표 6.7 안전관리 추진전략상의 추진과제 소요예산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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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예산근거 비고

구급․의료기관, 대피소 등 

수용시설 안전지표 개발 및 

정기적인 평가 

의료․구급기관, 대피소 등 수용시설 안전지표 개발 및 평가 

연구용역: 3억

평가결과에 따른 시설․설비 개선비: 매년 10억 가정

재해위험지역에 스마트터널 등 

다기능 시설물 건설 

1개소 시범사업 가정하되, 강서양천 저류배수시설 

사례(강서양천지역) 등 참조하여 총사업비 1천 5백억(설계비, 

보상비, 이설비, 건설비 등) 정도 추산하여 5년 간 배분

재난대응 

매뉴얼 

보완․개발

재난대응 기본매뉴얼 개발, 

재난대응 행동매뉴얼의 보완 및 

추가개발

개별 재난별 위기관리매뉴얼 고도화 방안 : 5억

매뉴얼 재검토 및 수정 (5년차) : 1억

위기관리매뉴얼 관련자, 전문가 워크샵 등: 50백만

방재자원 동원 

및 관리체계 

강화

재난유형․시나리오별 방재자원 

배분계획 수립 및 GIS기반 

관리시스템 구축

방재자원 관리 및 동원체계 구축방안 : 2억

방재자원 관리 및 동원 매뉴얼 개선방안  : 50백만

방재자원 운용 모니터링  : 50백만 

방재자원 관리자 워크샵 : 20백만

민관협력 방재자원 동원을 위한 워크샵 : 20백만

대형재난 대비 

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B

CMS) 구축

대형재난 대비 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BCMS) 구축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한 행정 연속성 계획 수립방안 : 3억

행정 연속성 계획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 50백만

서울시 및 유관기관 행정 연속성 계획 관련 워크샵 : 20백만

인명구조․구급

대책 강화

전문의가 포함된 재난의료 

전문팀 운영
재난의료 전문팀 구성을 위한 인건비, 장비 등 고려하여 책정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구조․구급시스템 구축
기존 모바일 시스탬 구축사례 참조하여 책정

심폐소생술(CPR) 교육 등 시민 

구급역량 강화

자동제세동기(AED) 보급(2015년 이후): 1백만원(AED 단가) * 

50개소(매년 보급개소)

교육비(2015년 이후): 매년 10백만원 

3. 완벽한 복구체계 마련

중장기 

복구(부흥)전
략 마련

대규모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복구(부흥)전략 

수립

중장기 복구(부흥)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 용역비로 2개년에 

걸쳐 10억 책정

과학적인 
피해원인조사

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복구 
시행

전문기관을 활용한 과학적인 

피해원인조사 시행
비예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복구위원회 구성․운영
비예산

4. 참여․소통으로 도시안전 강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마련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가이드라인 수립

전략 및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비: 70백만원

교육, 워크샵 등: 매년 10백만원

도시위험 및 

안전정보의 

시민 공개

시민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모두 공개

비예산

주민주도의 
지역단위 

안전마을 조성 

및 
지역주민활동 

지원

주민주도의 안전마을 조성

2013, 2014, 2020년: 시정운영계획(생활주변 안전수준 향상) 

참조

2015년 이후; 2020년 목표에 맞춰 내삽

시정계획: 

p.823~824

지역안전일꾼 활동 지원

2013, 2014, 2020년 시정운영계획(시민의 재난안전 역량 강화) 

참조

2015년 이후 매년 3억 책정

시정계획: 

p.803~804

안전교육 

강화와 

안전문화 확산

안전교육 아이템 다양화 및 

계층별 체험교육 확대

2013, 2014, 2020년: 시정운영계획 (시민 안전문화 확산) 참조

2015년 이후는 2020년 목표에 맞추어 내삽

- 시정계획: 

p.825~826

지역안전 캠페인 활성화 매년 50백만원 추산

재난대응 

협력네트워크 

강화

안전관리위원회 확대 및 역할 

강화
비예산

중앙정부, 국내외 도시,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

교류비, 회의비: 200백만원씩 2회 배정

대도시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비; 300백만원

기타 부대비용: 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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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

대상
중점추진과제

연도별 소요예산 추정치(백만원)

현재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계
(2014~
2020년)

1. 
풍수해 

대책

침수취약지역 29개소 해소 266,046 252,508 230,000 215,000 200,000 190,000 180,000 170,000  1,437,508  

하천내 인명피해사고 예방 15,201 10,600 8,900 7,302 5,900 4,100 2,500 1,000 40,302

침수취약 지하주택 관리 강화 7,300  10,900  12,000  13,200  14,500  15,800  17,000  18,300  101,700  

유역단위 방재시설 통합관리 　 　 　 500  400  400  　 　 1,300  

빗물받이 개선 27,500  42,920  43,350  51,600  50,000  45,000  40,000  35,000  307,870  

취약지역 주민 풍수해 보험가입 
활성화

　 　 　 10  10  10  10  10  50  

2020년까지 빗물관리량 8배 증대 1,210  650  650  640  640  640  630  630  4,480  

2. 

사면재해 
대책

사면전수조사 실시 1,500 1,3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300

산사태 방지시설 확충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75,000

사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650 1,000 300 150 150 150 150 150 2,050

사면에서의 개발행위허가 
협의기준 마련

　 　 　 　 　 　 　 　 비예산

안전성, 환경성을 고려한 도심형 
사방시설 설계기법 개발

　 150  　 　 　 　 　 　 150  

3. 

기상

이변 
대책 

설해

1시간 빠른 사전예측과 24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시행 

1,000 1,000 1,000 50 50 50 50 3,200

고갯길, 고지대 등 
폭설취약지점(287개소) 특별관리

7,700  7,700  10,000  13,000  16,000  20,000  24,000  28,470  119,170  

폭염․
한파

폭염․한파 예보 시 24시간 
비상대책본부 운영, 생활인프라 
특별관리

비예산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200

4. 

시설물 
안전사고 

대책 

재난위험시설(D․E등급) 단계적 
해소 추진

161,009 148,321 150,995 155,000 159,000 163,000 167,000 171,044 1,114,360

초고층 건축물(18개소), 지하연계 
복합건축물(132개소) 안전관리 
강화

비예산

시설물 관련 전문가 안전점검 참여 
확대(전담주치의제도, 
기동안전점검단 등)

15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550

공사장 사고방지대책 지속 추진

신설 복합구조물의 설계하중 
건축기준 강화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70,000

시설물안전 관리자 안전교육 강화 비예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지속 추진 30,610  33,650  44,000  55,000  67,000  78,000  88,000  
101,94

0  
467,590  

지진위험도 평가, 지진방재계획, 
대응시나리오 마련

　 　 　 300  　 　 　 　 300  

5. 
화재 대책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등 
화재취약시설 중점관리

비예산

쪽방 등 취약주거시설 안전관리 
강화

비예산

도시화재 시뮬레이션을 통한 
화재위험성 평가 

500 500 500 1,500

소방안전지도 개발 및 
소방대응체계 개선

300 100 100 100 100 100 100 900

소방차 진입곤란지역(216개소) 
소방대책 추진

800 2,400 100 100 100 100 100 100 3,000

터널, 지하철, 공동구 화재 
대비태세 구축

300 300 300 300 300 300 300 2,100

산불예방 및 초동대응태세 강화 690  620  550  470  400  340  270  200  2,850  

표 6.8 분야별 안전관리대책상의 중점관리대상 추진과제 소요예산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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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풍수해 대책

침수취약지역 29개소 해소

2013, 2014, 2020년: 시정운영계획 
(지역 맞춤형 수방사업 추진 – 하천정비, 
지하주택 관리 및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등 제외) 참조

나머지 연도 : 2020년 목표에 맞추어 
내삽

시정계획: p.795~796

하천내 인명피해사고 예방

2013, 2014, 2020년: 시정운영계획 
(지역 맞춤형 수방사업 추진 – 하천정비) 
참조

나머지 연도 : 2020년 목표에 맞추어 
내삽

-시정계획: p.795~796

침수취약 지하주택 관리 강화

2013, 2014, 2020년: 시정운영계획 
(지역 맞춤형 수방사업 추진 – 지하주택 
관리 및 재난시스템 구축 등) 참조

나머지 연도 : 2020년 목표에 맞추어 
내삽

시정계획: p795-796

유역단위 방재시설 통합관리

단위유역별 유출․침수분석 및 
통합방재시설관리를 위한 용역비: 1억

관리대상 유역수: 18개 표준유역 중 13개 
내외(소규모 주변부 유역 제외)

1억 * 13개(유역 수) = 13억
4개년에 걸쳐 매년 4~5개 유역 추진 가정

빗물받이 개선

서울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침수피해 
저감’세부시행계획 6 – 도로침수재해 
예방대책) 참조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2013~2016년 
평균수준으로 체감하는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내삽

기후변화적응계획: 
p.494~496

취약지역 주민 풍수해 보험가입 활성화
풍수해보험 중 지자체 지원분 : 

5만원(지자체 지원액)*200세대(가입 
세대수)

2020년까지 빗물관리량 8배 증대

2013, 2014, 2020년: 시정운영계획 
(건강한 물순환시스템 도입) 참조

나머지 연도 : 2020년 목표에 맞추어 
내삽(매년 균등 투자)

시정계획: p.797~798

2. 사면재해 대책

사면전수조사 실시
2013, 2014년 서울시 사업계획
2015년 이후 보완조사비 

산사태 방지시설 확충
서울시 매년 산사태 방지시설 사업예산 

참조하여 책정

사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15년까지는 시스템 구축비(서울시 

사업계획 참조), 2016년 이후는 

유지관리비

사면에서의 개발행위허가 협의기준 마련 비예산

안전성, 환경성을 고려한 도심형 

사방시설 설계기법 개발
제도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3. 기상이변 

대책 

설해

1시간 빠른 사전예측과 24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시행 

CCTV, 화상전송시스템 확대, 기술개발 
등을 위해 3년에 걸쳐 매년 10억 책정 

고갯길, 고지대 등 

폭설취약지점(287개소) 특별관리

2013, 2014, 2020년: 시정운영계획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방재활동) - 
대학생 안전점검 옴부즈만 구성․참여 및 
시민홍보(제설) 제외) 참조

나머지 연도 : 2020년 목표에 맞추어 
내삽

시정계획: p.805~806

폭염․
한파

폭염․한파 예보 시 24시간 비상대책본부 

운영, 생활인프라 특별관리
비예산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폭염, 한파 취약계층대책(교육, 홍보, 지원 

등): 매년 1억 책정

취약시설 안전관리: 매년 50백만원 책정

표 6.9 분야별 안전관리대책상의 중점관리대상 추진과제 소요예산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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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물 안전사고 

대책 

재난위험시설(D․E등급) 단계적 해소 

추진

시정운영계획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참조(외부전문가 점검/시민참여 점검 
부분 제외)

나머지 연도: 2020년 목표에 맞추어 내삽

시정계획: p.810~811

초고층 건축물(18개소), 지하연계 

복합건축물(132개소) 안전관리 강화

시설물 관련 전문가 안전점검 참여 
확대(전담주치의제도, 기동안전점검단 등)

시정운영계획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참조(외부전문가 점검/시민참여 점검 
부분)

나머지 연도: 2020년 목표에 맞추어 내삽

시정계획: p.810~811

공사장 사고방지대책 지속 추진 - 비예산

신설 복합구조물의 설계하중 건축기준 

강화 

- 체육관 등 장스팬 썰물 리모델링 
비용으로 매년 1백억 책정

시설물안전 관리자 안전교육 강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지속 추진

2013, 2014, 2020년 시정운영계획 
(안전분야 중 지진에 강한 서울만들기 
추진) 참조

나머지 연도: 2020년 목표에 맞추어 매년 
500억 

시정계획: p.801~802

지진위험도 평가, 지진방재계획, 

대응시나리오 마련
제도시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5. 화재 대책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등 

화재취약시설 중점관리
비예산

쪽방 등 취약주거시설 안전관리 강화 비예산

도시화재 시뮬레이션을 통한 화재위험성 

평가 

화재위험성 평가 용역비: 3년에 걸쳐 

매년 5억 책정

소방안전지도 개발 및 소방대응체계 개선
소방안전지도 개발 비용: 매년 1억 

책정(최초 3억원)

소방차 진입곤란지역(216개소) 소방대책 

추진

2013, 2014년: 시정운영계획(서민 안심 

생활안전서비스 확대 중 저소득 

기초소방시설 보급) 참조

2015~2020년: 매년 1억 책정

터널, 지하철, 공동구 화재 대비태세 구축 소방설비 확대 등 매년 3억원 책정

산불예방 및 초동대응태세 강화

2013년: 안전관리계획(2013)의 
‘산불대책’참조하여 소요예산 중 시비 
부분

2014년부터는 2020년 2억 가정하여 
내삽

안전관리계획(2013): 

p.36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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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핵심성과지표 및 관리

1. 도시안전 핵심성과지표 설정

❚도시안전 핵심성과지표 설정❚
Ÿ 분야별 목표와 재난․사고유형, 안전관리영역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정도 및 기대효과를 

나타내는 10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

Ÿ 매년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지표를 관리 

그림 6.2 도시안전 핵심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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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지표명
연도별 달성목표

현재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20년

풍수해
침수취약지역(개소) 29 24 18 14 9 5 0

빗물관리량(㎜) 5.6 7.5 9.3 18.5 28.0 37.0 46.5

사면재해
사면전수조사(%) 55 75 100

사방댐 설치(개소) 125 145 165 190 215 240 265

시설물 

공공시설 내진성능 
확보율(%)

43.4 47 50 62 75 87 100

재난위험시설(D․E급) 
해소(개소)

75 115 155 205 255 305 355

화재

기초소방시설 보급
(천 가구)

68 87 108 130 158 182 208

화재현장 5분내 도착률(%) 96.0 96.5 97.0 97.5 98.0 98.5 99.0

취약계층 

보호

취약가구 무상안전점검(천 
가구)

18 37 57 80 105 130 157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율(%)

71 85 100

표 6.10 핵심성과지표의 연도별 달성목표

2. 핵심성과지표 관리

❚매년 모니터링 및 평가❚
Ÿ 안전관리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추진과제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정기적으로(매년) 점검하고 

평가하여 조정․보완․환류하도록 하는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마련

그림 6.3 안전관리 기본계획 모니터링체계

Ÿ 모니터링은 도시안전 변화동향을 파악하고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것으로서, 도시안전정보 DB를 활용하는 한편, 추진과제의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도록 함

Ÿ 차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전년도에는 보다 정밀하고 종합적인 모니터

링 및 평가를 실시하여 차기계획에 반영

Ÿ 모니터링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도시안전 변화동향에 관한 지표와 핵심과제별 세부과제

에 대한 사업추진 성과지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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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안전 변화동향에 관한 지표는 앞서 제시한 도시안전 핵심성과지표를 중심으로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서울시 전반적인 도시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시안전지수 개

발, 세계 대도시와의 비교, 시민의식조사 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도록 함

- 핵심과제별 세부과제에 대한 사업추진 성과지표는 사업추진 진도와 실적, 개별과제의 목표달

성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세부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실행계획을 작성하면서 지표를 

설정하고 제출함

그림 6.4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의 유형 

❚매년 도시안전백서 발간❚
Ÿ 모니터링 결과를 비롯하여 도시안전관련 사업추진실적, 도시안전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담

은 ‘도시안전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정책에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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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계획관리방안

1. 관련계획에의 반영

Ÿ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매년 수립되는 안전관리계획이나 각종 재

난․사고 대응을 위한 매뉴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주택, 환경 등 서울시의 분야별 관련계

획에 도시안전에 관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여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도시안전의 

개념이 각 분야에 스며들고 강화되도록 하는 것임

Ÿ 이를 위하여 관련부서들이 분야별 계획을 수립 시 총괄부서(도시안전실)로 하여금 안전관

리 기본계획 반영여부 및 정합성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 

Ÿ 관련부서에서는 소관분야 계획수립 시 도시안전 관련사항에 관하여 총괄부서(도시안전실)

에 검토협의를 요청하며, 총괄부서는 안전관리 기본계획 관련사항 유무, 반영여부 및 정합

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Ÿ 이 때 분야별 관련계획이라 함은 법정․비법정의 기본계획과 이를 집행하기 위한 하위계획 

또는 사업계획을 말함. 예컨대, 도시계획의 경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

계획이 해당되며, 집행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각종 개발사업․정비사업계획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그림 6.5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분야별 관련계획에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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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련 정책․계획의 관리 강화

❚안전관련계획 사전협의제도 운영❚
Ÿ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34조(도시안전 기본계획)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 기본

계획에서 제시된 추진과제들과 관련되는 소관부서들은 안전관련 계획, 매뉴얼 수립 전에 

총괄부서(도시안전실)에 검토요청하고, 총괄부서는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타 계획과의 연

계성,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시행

❚‘도시안전정책회의’설치❚
Ÿ ‘도시안전정책회의’를 설치하여 안전관리정책․계획수립 사전조정, 분야별 추진상황 등을 

점검

Ÿ 도시안전정책회의의 구성은 행정2부시장, 관련 실․본부․국장, 유관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정기회의(반기별)와 임시회의(필요시)를 통해 운영

Ÿ 또한 주요 사안은 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시장)에 상정하여 최종 심의․결정

3. 안전분야 재정투자 확대

Ÿ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통한 도시안전업무의 기획 및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

안전분야 예산은 현재 증가 추세

 - 2011년 대비 2014년 3,634억원 (70.9%) 증가

Ÿ 현재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20년까지 총 7조 6,700억원 투자 예상

그림 6.6 서울시 안전분야 재정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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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관련 조직 및 인력 강화

Ÿ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통한 도시안전업무의 기획 및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총괄부서(도시안전실)의 조직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Ÿ 2013년 8월 현재 도시안전실은 크게 시설안전정책관과 물관리정책관으로 구분되어 있고, 

시설안전정책관에는 도시안전과, 보도환경개선과,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가, 

물관리정책관에는 물관리정책과,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가 포함

Ÿ 이 중 도시안전업무를 총괄하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관장하는 도시안전과의 위상을 강화

하기 위하여 다음 두 가지 대안을 검토

- 1안) 도시안전과를 도시안전실장 직할로 상향하고, 시설안전정책관과 물관리정책관은 현상태

로 유지

- 2안) 서울시 전체 도시안전 관련업무의 분장을 조정하여 국 단위의 새로운 조직(예: 도시안전

실 내 도시안전(안전관리)정책관)을 신설하여 3개 국으로 구성

Ÿ 안전관리 기본계획 관리를 담당하는 팀 단위의 조직을 두도록 하고 안전분야에 대한 전문

성을 갖춘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계획수립, 집행관리, 관련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관련부

서 협의,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 업무를 관장

Ÿ 도시안전에 관한 사업 및 예산의 조정 및 배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시안전 총

괄부서로 하여금 ‘재난관리기금’의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방안을 검토

Ÿ 또한 서울시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도시안전분야 예산을 체계적으로 파악하

고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도시안전분야 예산의 범위와 분류체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관리



제6장 실행 및 관리방안 333

5.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절차 및 수립기준 마련

Ÿ 안전관리 기본계획 작성되고 있는 기간 중인 2012년 5월 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제34조에 ‘도시안전 기본계획’ 조항을 신설하여 제도적 근

거를 마련

Ÿ 조례에는 시장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시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시의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시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안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

Ÿ 현재 조례에는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최소한의 제도적 근거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획기간, 내용적 범위, 수립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

로 조례 또는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필요 

Ÿ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6.7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절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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