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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has analyzed city plans and disaster prevention plans from the perspective of resilience and established a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city safety standards. The analysis made use of the 5 functions of resilience (5Rs) and foreign cas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city safety standards was drawn from 4 perspectives at large. First,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of the systematization of the safety standards involved in components within city plans. Second, it suggested a method to 
strengthening urban resilience abilities in terms of the association between disaster prevention and city plans. Third, it found out 
components requiring safety standards considering foreign and other standards, and proposed a direction of complementary measures for 
safety standards. Lastly, it came up with a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city safety standards, the necessity of which are required 
though existing plan criteria did not contain them.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defined the ultimate goal of safety a city should 
pursue as resilience and proposed a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related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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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 삶을 담는 공간은 다양한 위험요인으로부터 안

전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조성된다. 그러나 기후변

화, 도시기능 고도화 등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유

형을 다양화 시키고, 피해유형 또한 복합․대형화 시

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안전에 대한 인식을 더욱 증

대시키면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시에서 안전은 지속가능한 성장 측면에서 매우 중

요하며, 기후변화 등 재난환경이 변하고 있어 향후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지속적

으로 도시계획과 방재계획 연계, 도시계획 단계별 방

재계획 연계, 부문계획 간의 연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1-3). 그러나 도시계획과 방재계획은 상호 유기적 

연계 없이 각자의 영역에서 계획되고 집행되면서 도시

공간에 투영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에서의 방재계획

은 부문별, 계획단계별 연계성 미비로 그 실효성에 한

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의 방재역량 강화를 목표로 

방재력 관점에서 도시 및 방재 계획 기준을 분석한다. 
또한 도시계획과 방재계획이 상호 정합성을 가지면서 

연계될 수 있는 도시안전기준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자 한다.

1.2 연구내용 및 범위

방재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방재시

설 뿐만 아니라 도시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요구된다. 
도시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정․개발 계획은 

도시계획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서 방재계획은 하나의 부문계획으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 및 방재계획을 기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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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관리계획, 시행계획으로 구분하여(Table 3) 방재력 

관점에서 분석한다. 국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도시계획 

상․하위 계획간, 도시․방재계획간 연계를 통해 풍수

해에 실효성있는 방재력 관점의 도시안전기준 개발방

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도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한 도시계획 틀에서 각종 계획, 관리, 개발(설계, 정비)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계획과의 정

합성을 고려하여 크게 계획, 관리, 개발의 단계로 구별

하여 기준의 개발방향을 제시한다. 
재난유형 범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

하는 풍수해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하며, 공간적 범위는 

복합적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은 도시지역을 주요 대상

으로 한다.

2. 이론고찰

2.1 안전과 방재력

안전의 사전적 정의는 ｢위험하지 않은 것,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온전한 상태｣이다. 도시에서 시민의 안

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 중 재난도 포함된다. 도시

에서 재난 발생은 연쇄적 확산과 기능 마비의 총체적

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방재(防災)는 모든 종류의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도시에서 방재는 도시를 구

성하는 물리적․비물리적 요소에 대한 방재역량 강화 

및 구조적․비구조적 방안에 대한 시스템적 운영이라

고 할 수 있다. 재난 발생 후 도시에서 건축물을 다시 

짓고 기반시설을 복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도시구성

요소가 완전하게 회복(recovering)되기 위해서는 재건

(rebuilding) 및 복구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방재력

이 논의되고 있다4). 영국, 호주 등은 도시나 지역사회

의 재난 취약성 평가 및 적응, 회복 능력을 포함하는 

방재력(Resilience)을 강조하고 있다5).
따라서 안전한 도시는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요소

가 재난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더 나은 상태로 회복되

는 방재력(Resilience)을 갖춘 도시라 할 수 있다. 이러

한 방재력을 도시안전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2.2 방재력 구성요소

방재력 구성요소는 Table 1과 같이 Bruneau(2003)가 

제시한 4가지(R4) 외에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

되고 있다. 도시 안전은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

부문의 역할도 함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6).

Table 1. Resilience component by researcher

Resilience components

Bruneau(2003) robustness, resourcefulness, rapidity, redundancy

Godschalk(2003) redundant, diverse, efficient, autonomous, strong, 
interdependent, adaptable, collaborative

Campanella(2006) robust economic foundation, planning, redundant 
capacity 

O'Rourke(2007) awareness, leadership, resource allocation, planning

Norris(2008) economic development, social capit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mmunity competence

McDaniels(2008) robustness, rapidity

Cutter(2008) community competence

Kim et al(2011)은 도시 방재력 향상을 위해 공통된 

R4와 더불어 주민경쟁력과 같은 사회적 부문의 중요성

을 강조하면서 Table 2와 같은 5가지 기능(5Rs)을 제안

했다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경쟁력까지 고려

된 5Rs를 분석틀로 활용한다. 

3. 방재력을 고려한 국내 도시계획 현황 분석

국내 도시 및 방재계획을 기본계획, 관리계획, 시행

계획으로 구분(Table 3)하였다. 도시계획 기준은 기본계

획 단계의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도시․군기본계

획(이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관리계획 단계 ｢도

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시행계

획 단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도시개발 업무지침｣,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지침｣, ｢지속가능한 신도

시계획기준｣등 6개 기준을 분석하였고, 방재계획은 기

본․관리계획으로 ｢도, 시․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Table 2. Component for enhancing the city resilience

5Rs Components

Robustness
 - Natural environment 
 - Robustness of the urban infrastructure 
 - Robust economic foundation

Redundancy  - Alternative infrastructure
 - Surplus and fiscal resources

Rapidity
 - System(planning and management)
 - Information
 - Resource transport

Resourcefulness

 - Resource procurement
 - Resource allocation (leadership, planning, equity, 

assessment)
 - Resource management (resource monitoring and 

optimized distribution)

Regional
competence

 - Coherence(trust, communication)
 - Adaptation (perception of dangers, experience of 

disasters)
 -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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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category 

City plan Disaster prevention 
plan

Basic plan

•Metropolitan planning 
guidelines

•Basic urban planning 
guidelines

•Comprehensive 
hydrological 
disaster 
management 
planning guidelinesManagement 

plan
•Urban management planning 

guidelines

Implementation 
Plan

•District-unit planning 
guidelines

•Urban development projects 
guidelines

•Urban housing redevelopment 
planning guidelines

•Sustainable new urban 
planning guidelines

•Flood protection 
standards of the 
district unit

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시행계획으로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등 2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현

황을 분석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부문계획 사항으로 ①지역의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

표, ②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 ③토지

의 이용 및 개발, ④토지의 용도별 수용 및 공급, ⑤환

경의 보전 및 관리, ⑥기반시설, ⑦공원․녹지, ⑧경관, 
⑨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 ⑩방재 및 안전 등으

로 규정하고 있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 일부 용어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한 부문계획 항목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부문계획 내용을 내구성, 대체성, 신속성, 자

원동원력, 지역경쟁력(방재력, 5Rs)을 기준으로 분석하

였다.

3.1 내구성(Robustness)
내구성은 ‘시스템과 그 구성요소가 심각한 성능감소 

없이 재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도시계획에서 내구성 기준은 방재, 환경, 토지이용

계획 등 도시환경과 관련된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재부문에서는 기본계획단계에서 보전용도 지정, 

방재기능 확보를 위한 수변 공간 등의 친환경적 이용, 
개발가능지의 단계적 개발 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관리계획단계에서는 저지대의 토지이용계획, 자연배수 

원칙 제시를 통하여 계획단계 기준을 일부 구체화 하

고 있다. 물론 방재계획 원칙은 토지이용계획 등 타 부

문계획에 반영될 때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 
환경부문은 부분적이지만 계획단계별로 구체화되고 

세분화된 방재 관점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기본계획

단계의 경우 자연환경의 보전․확대와 불투수층 최소

화, 옥상 및 벽면 녹화를 통한 도심 열섬현상 완화 등

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관리계획단계의 경우 바람

통로를 통한 겨울철 찬바람 정체 및 여름철 열섬현상

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 게릴라성 호우 등 기후변화

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행계획단계의 구체

적 사업계획 부분에서는 구릉지 성․절토 최소화, 옹
벽높이 규제, 바람길 관리를 위한 건축물 배치, 개구부 

방향, 식재방법 등까지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부문은 계획단계별 기준이 환경부문처

럼 구체화 되어있지 않으며, 방재부문 내용을 수렴하

고 있지도 않다. 기본계획단계에서는 상습수해지역 개

발억제라는 원칙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관리, 시
행계획단계의 방재관련 기준은 없거나, 안전성 등의 

고려라는 원칙만 제시되고 구체적 기준은 없다. 재난

위험지역 등이 도시․주거환경 정비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좀 더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 기준이 

요구된다. 방재계획의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토지

이용’ 부문에서 지구의 홍수 취약성에 따른 용도부여 

방식, 개발우선순위 등 다양한 기준이 제안되고 있어 

이를 도시계획에 준용할 필요가 있다. 

3.2 대체성(Redundancy)
대체성은 ‘시스템 기능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다. 도시기능 유지를 위

한 대체성 관련 기준의 경우 공간구조계획, 공원․녹

지계획 등의 기준이 있다.
도시지역에서 강우에 따른 유출과정의 중요한 변화

는 집수지역의 불투수성 물질면적에 따라 유출용적과 

첨두유출에 영향을 받으며, 도시화(인구밀도 100명/mi2
→13,000명/mi2)에 따라 우수 도달시간은 약 10배 정도 

빨라지고 첨두비는 약 10배 이상 커진다8-9). 이러한 내

용을 고려할 때 Table 4, 510)와 같이 토지이용 변화는 

유출계수 증감에 영향을 주고 있어 개발 시 유출수 관

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도시의 개발방향

이 설정되는 도시공간구조 결정시 유출수 관리 등 방

재관점의 대안검토 기준은 없다. 특히 시행계획단계에

서 대상지역의 개발 전․후 토지피복도 변화에 따른 

담수능력 및 우수유출량 변화가 주변 기성시가지 침수 

등 재난영향, 방재 및 대체 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지만 관련기준은 없다. 기본계획단계에

서 저지대 등 상습수해지역이 개발용도로 지정된 경우 

유수지 등 대체 지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있는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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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andard value of run-off coefficient by construction 
type

construction 
type

Standard value of 
run-off coefficient construction type Standard value of 

run-off coefficient

roofs 0.85~0.95 unused land 0.10~0.30

roads 0.80~0.90 parks 0.05~0.25

impermeable 
surface 0.75~0.85 gentle mountains 0.20~0.40

surface 1.00 steep mountains 0.40~0.60

Table 5. Standard value of run-off coefficient by land use

Land use type Standard value of 
run-off coefficient

A commercial and residential area have very small 
empty space 0.80

A factory and residential(garden in house) have 
small empty space 0.65

An area have a lot of detached house 0.50

A luxury-residential have a lot of garden and 
suburban area 0.3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원과 녹

지는 재난상황에서 이재민 수용과 대피공간으로의 대

체기능을 명시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도시환경 및 경

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재난 

시에는 방재기능으로 대체된다. 또한 공원․녹지는 담

수공간으로, 유출계수를 감소시켜 주는 등 다양한 방

재기능을 한다. 이러한 공원․녹지는 기본계획 및 관

리계획 단계에서 대피 공간, 저류지, 완충 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재기능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계

획 단계에서는 구체적 기준이 없지만 방재계획의 ｢지

구단위 홍수방어기준｣에서 재난 시 대피장소 및 응급

대응활동과 우수관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준용하

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성과 관련하여 공원․녹지의 경우 도시계획기

준 뿐만 아니라 개별법에서도 방재기능을 명시하고 있

다. 다만 운영측면에서 계획단계별 체계화 및 방재계

획 기준과 연계가 요구된다. 

3.3 신속성(Rapidity)
도시방재력에서 신속성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원래 기능을 회복하는 능력’이다. 또한 재난 상황이 발

생 하지 않도록 미연에 계획하고 관리하는 부문이다. 
기본계획 측면에서의 신속성은 물리적 사업이나 재난

상황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파

악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시방재 측면에서 신속한 정

보획득과 대피로 계획이 주요한 내용이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신속한 정보획득은 방재(안전), 

환경, 지역현황 등과 관련된 부문계획에서 기준을 찾

을 수 있다. 
기본계획 단계의 경우 방재 및 환경관련 부문에서 

재난 최소화와 기후변화 등 재난환경 변화를 고려한 

취약성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현황 및 여

건 변화 등을 고려한 공간적 취약성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리계획 단계에서는 재난발생 현

황 기초자료조사, 풍수해저감계획과 연계, 상위계획의 

구체화 기준 등이 있다. 시행계획의 경우 개발구역 안

에서 과거 20년간 재난 발생 및 피해 등의 시계열자료

와 지형, 지세 등을 조사하여 방재계획 수립 시 활용하

도록 하고 있다. 
재난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통, 동선계획이 필요

하지만 현재 국내 계획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또
한 토지이용 현황조사는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

용 및 지속가능한 계획측면에서 중요하다. 재난관리 

측면에서도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난개발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위험성분석 등이 필요하지만 별

도의 기준은 없다. 따라서 긴급대피로 계획 및 토지이

용 현황조사의 경우 국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세부기준

을 만들 필요가 있다. 

3.4 자원동원력(Resourcefulness)
자원동원력은 ‘재난 시 도시기능 유지 및 회복을 위

한 방재거점시설 등 필요한 시설의 효율적인 확보 및 

자원운영 능력’이다. 
기본계획에서는 방재사업 투자 우선순위를 높이고, 

방재시설의 정기적인 보수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재

난발생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리계획에서

는 기본계획 기준과 동일하지만 시행계획에서는 자원 

확보, 운영, 관리 측면에서의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

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단계에서의 기준이 중복되기

는 하지만 방재사업에 대해 도시단위에서부터 개별사

업단위까지 연계된 계획기준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

라 할 수 있다. 
방재권역 설정 및 방재거점 지정을 통해 방재관련시

설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난 발생 시 피난 및 응급구

조 접근성을 높이는 등 자원동원력을 향상시킬 수 있

지만 국내 도시계획기준에는 별도의 방재권역 및 시설 

지정기준이 없다. 기존 도시계획의 생활권 개념에 방

재권역 개념을 적용하는 것으로 각종 대피공간, 방재

거점시설 지정 등 방재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3.5 지역경쟁력(Regional Competence)
지역경쟁력은 ‘위험에 대한 이해 및 집단적인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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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문제해결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주민

결속력(신뢰, 자율, 협력, 참여, 소통), 적응(위험인지, 
재난경험), 교육 및 훈련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국내 도시계획기준에는 지역경쟁력과 관련된 

부문계획 항목이나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도시

민의 자율적 방재정책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결속력, 
위험을 인지하는 교육․훈련에 대한 기준을 통해 지역

사회의 재난환경에 대한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 

4. 국외사례 및 시사점

UN 방재도시 가이드북, 미국 LID기법 매뉴얼, 영국 

PPG/PPS, 호주 긴급상황매뉴얼, 일본 방재도시만들기 

추진계획 등 5개의 해외 계획을 살펴보았으며, 방재력

(5Rs)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4.1 UN 방재도시 가이드북

UNISDR(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of Disaster 
Reduction)은 방재도시 캠페인(A contribution to the Global 
Campaign 2010～2015, Making Cities Resilient-My City is 
Getting Ready)의 일환으로 2012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방재도시 가이드북인 ｢How To Make Cities More 
Resilient(A Handbook For Local Government Leaders)｣를 

발간하였다. 
가이드북에서는 방재도시를 위한 필수요소로 10가

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도시 방재력과 관련된 내용으

로는 토지이용계획, 환경보호, 커뮤니티회복 등이 있

다. 또한 이러한 방재도시 구현 필수요소에 대한 전략

계획으로 도시리스크 진단 및 평가, 방재도시계획 개

발, 계획 실행방법, 모니터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4.2 미국 LID기법 매뉴얼

LID(Low Impact Development)기법은 1990년대 미국의 

PGDER (Prince George's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Resources)에 의해 시작되었다. 미국 지방정부 수준에서 

LID기법 매뉴얼(Low Impact Development Design Strategies)
이 처음 발간되었고, 2000년 전국적으로 확장되었다. 그
리고 2002년 LID센터에서 LID기법이 도시지역 문제 개

선에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다. 포틀랜드, 오리건 등 여러 지자체에서 LID
기법을 도시자원보호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적용하고 있

으며 워싱턴주 Island county에서는 개발자에게 저영향 

개발기법의 사용 선택권을 제공하는 빗물조례(Stormwater 
Code)를 채택하였다. Olympia시 에서도 도시개발로부터 

수중 서식지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적인 저

영향개발 규정을 채택하였다.

4.3 영국 도시계획정책지침(PPG/PPS)
영국의 PPG(Planning Policy Guidance)는 도시계획 

수립에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기준으로 정부의 

정책방향 내에서 지방의 효과적인 지역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요내용은 지속가능한 발

전, 그린벨트, 주택, 개발계획 등 25개 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다. 2004년 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 Act 
제정으로 PPG에서 PPS(Planning Policy Statement)로 전

환되고 있다. 25개 항목 중에서 방재와 관련된 사항은 

｢PPS25 Development and Flood Risks｣가 있다.
PPS25의 목적은 계획의 모든 단계에서 홍수위험을 

고려하여 홍수위험지역의 부적절한 개발을 방지하고, 
심각한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의 개발을 피하는데 있다. 
이런 지역에서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 다른 지역의 홍

수위험을 높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

치단체는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감소 등을 위한 전

략을 준비하고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

4.4 호주 긴급 상황 매뉴얼

호주 법무부(Attorney-General's Department) 산하 긴

급 상황 관리청(Emergency Management Australia)에서

는 1989년 재난관리원칙에 관한 사항을 담은 호주 긴

급상황 매뉴얼(Australian Emergency Manuals Series)을 

출간하고 그 내용과 범위를 발전시켜오고 있다. 
매뉴얼은 총 44개로 구성되며 그 중 7번째인 “지역

안전계획(Planning Safer Communities)”에서 “자연재해

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Land Use Planning for Natural 
Hazards)”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매뉴얼의 구체적인 목적은 자연재해로부터 인명, 재
산, 환경 피해와 재해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토지이

용계획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홍수, 
화재, 산사태, 지진, 태풍, 해안침식 등의 재해 가능성

이 높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커뮤니티와 자연환

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위험경감과 토지이용계획의 통

합을 시도하는 전략적 계획에 초점을 두고 있다. 

4.5 일본 방재도시만들기 추진계획

일본은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 방재도시 만들기 

추진을 위해 ‘방재도시만들기 추진계획(防災都 づく

り推進計画)’을 책정하고 시가지 방재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방재도시만들기 추진계획은 동경도진재대책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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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ter 
Type

Contents of resilience perspective

Robustness Redundancy Rapidity Resourcefulness Regional competence

Resilient city 
Handbook, UN

Flood
Earthquake

Fire

 -Land use plan
 -Environmental plan
 -Building plan

 -Emergency evacuation 
route plan

 -Funding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Disaster prevention core 
facilities plan (hospital, 
school)

 -Share information and 
collaboration of 
community

LID Design 
Strategies, 
America

Storm and 
Flood

 -During urban development, 
maintaining the irrigation 
function of the state of nature

 -Urban afforestation
 -Permeable pavement

 -The management of 
runoff when 
developing a space

 -The formation of the 
local community

A Practice 
Guide 

Companion to 
PPS25, London

Flood  -Land use of flood risk areas
 -New development to 

consider the impact 
on flood risk areas

 -Research and analysis 
related to the risk 
assessment

 -Management of flood 
risk area

Planning Safer 
Communities, 

Australia

Storm and 
Flood

Landslide
Earthquake

Fire

 -Land use in consideration 
of the natural disaster  -Natural disaster risk

 -Connect the natural 
environment and 
community

Disaster 
prevention urban 

development 
promotion plan, 

Japan

Storm and 
Flood

Earthquake
Fire

 -Fire blocked zone 
formation

 -Urban afforestation 
(Relazation of the heat 
island phenomenon)

 -Ensure the way of the wind

 -Secure shelter 
(park, green space)

 -Ensure the function of 
the emergency 
transportation road

 -Designation of disaster 
prevention living area

 -Disaster prevention core 
(park, green space, open 
space)

 -Building for local 
governance

 -Disaster prevention 
training

Implications Robustness plan for the 
urban environment 

Redundancy plan to 
maintain the urban 

functions

Rapidity plan to recover 
urban functions 

Resourcefulness plan 
designed to disaster 

response

Regional Competence 
enhancement plan to 

ensure community 
disaster management 

capability

Table 6. Summary of international case study by resilience

(2000년, 동경도조례 제202호) 제13조 규정에 기초하는 

계획으로 동경도 지역방재계획과의 조합을 도모하고 ‘10
년후의동경’ 계획이나 ‘동경의 도시만들기비젼’ 등 상위 

계획에서 명시된 ‘재해에 강한 동경’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비계획이다. 방재생활권을 기본 단위로 하여 연소차단

대 정비, 긴급운송도로의 기능 확보, 피난장소 확보, 건축

물 불연화․내진화 등의 계획을 담고 있으며, 관계기

관․민간사업자․NPO와의 연계, 지역주민과의 연계를 

통한 마을만들기 추진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동경을 고도 방재도시로 만

들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에서 공원․녹지가 방재공간으로 기능을 복합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공원․녹지정비방침’을 바

탕으로 중점적인 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우수저

류침투시설의 설치, 홍수조절지 등과의 연계, 수해 시 

피난지 확보 등 도시형수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는 계

획도 함께 수립된다.

4.6 국외사례분석 종합 및 시사점

국외사례를 5Rs 기준으로 정리하면 Table 6과 같으

며, 풍수해 등에 대한 다양한 공간단위 방재대책이 제

시되고 있다. 
내구성의 경우 ‘UN 방재도시 가이드북’에서 건축물계

획과 관련하여 일부 구조적 방재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존 도시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수리기능 유지, 전략적 토지이용, 도심녹화, 투수성

포장, 바람길 확보 등의 계획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성은 도시의 토지이용 변화가 재난 시 기존 도

시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개발 시 유출수 

관리, 홍수위험지역 관리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일

부 공원․녹지기능을 재난 시 피난공간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속성은 교통․동선과 관련된 대피로, 위험성 평가, 

위험지구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기준이 있다. 이러한 계

획기준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도시기능 회복과 대피

를 위한 부분이다. 또한 위험요인들을 찾아 도시가 재

난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미연에 신속하게 관리하는 부

분이다. 
자원동원력은 방재거점 역할을 하는 병원, 학교, 공

원․녹지에 대한 계획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재

난 시 도시기능 저하를 막고 회복에 필요한 자원을 효

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다. 



방재력을 고려한 도시의 풍수해 안전기준 개발방향 설정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제30권 제1호, 2015년 133

Robustness Redundancy Rapidity Resourcefulness Regional 
competence

Basic 
Plan

•Disaster prevention plan
 -specified for the purposes of 

conservation
 -environmentally friendly use
 -phased development
•Environment plan
 -pre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Land use plan
 -development suppression of 

habitual flood area

•Disaster prevention plan
 -alternative function of 

addiction flood area
•Urban spatial structure 

plan(no disaster prevention 
information) 

•Park&Green space plan
 -maintenance of disaster 

prevention function of 
waterfront space

•Disaster prevention plan
 -disaster vulnerability analysis
•Environment plan
 -vulnerability analysis considered 

climate change
•Local environment
 -spatial vulnerability
•Traffic circulation plan 

(no disaster prevention information) 
•Land use survey

(no disaster prevention information) 

•Disaster prevention plan
 -business priorities
 -minimum installation 

standards of disaster 
prevention equipment

•Living area set
(no disaster prevention 
information)

Manage
ment 
Plan

•Disaster prevention plan
 -land-use planning of low area
 -natural drainage of low area
•Environment plan
 -climate change

•Park&Green space plan
 -shelter for each type of 

disaster

•Safety plan
 -analysis of storm and flood risk sections
 -Comprehensive hydrological disaster 

management plan
•Land use plan
 -disaster-prevention districts

•Disaster prevention plan
 -minimum installation 

standards of disaster 
prevention equipment

Impleme
ntation 

Plan

•Environment plan
 -minimize the cutting slope of 

hilly
 -height restriction of retaining 

wall
 -placement of the building
•Land use plan

(no disaster prevention 
information)

•Urban spatial structure plan 
(no disaster prevention 
information) 

•Park&Green space plan
(no disaster prevention 
information) 

•Disaster prevention plan
 -time series research of disaster
•Environment plan
 -research of landform
•Traffic circulation plan 

(no disaster prevention information)

•Disaster prevention plan
 -priority installation of 

disaster prevention 
equipment

 -funding

Table 8. Synthesis analysis of planning standard

지역경쟁력은 지역공동체건설이나 자연환경을 고려

한 커뮤니티 형성 방안 등의 기준이 있다. 주민들의 자

율적 참여를 통하여 방재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에 대

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안전한 커뮤니티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외사례의 경우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요소가 재

난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더 나은 상태로 회복될 수 있

도록 하는 방재력 관점에서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국외 사례분석의 시사점 및 계획기준들은 국내계획 기

준 분석 및 도시안전기준 개발방향 제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방재력 관점의 도시안전기준 개발 방향

5.1. 도시계획 부문계획 분석 및 개발방향

국내 도시 및 방재계획 내용과 국외사례에서 도출된 

내용을 기준으로 방재력 관점의 도시안전기준 개발방

향을 제시한다. 국외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에

서 Table 7과 같이 11개 정도의 부문계획에서 도시안

전관련 세부기준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도시

공간구조 계획, 생활권 설정과 같이 방재관련 세부사

항이 없는 경우도 있다. 각 계획내용 간의 연계․위계

는 또 다른 문제이다. 따라서 도시안전기준의 개발방

향은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시된 내용을 고려하

여 방재력 관점에서 도시계획․부문계획 간 연계성뿐

만 아니라 방재계획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 

Table 7. Summary of department plan by resilience

Sector plan
Resilience

Robustness Redundancy Rapidity Resource
fulness

Regional 
competence

Disaster 
prevention plan ◎ ◎ ◎ ◎

Environment 
plan ◎ ◎

Urban spatial 
structure plan ○

Park&Green 
space plan ◎

Local 
environment ◎

Traffic 
circulation plan ○

Land use 
survey ○

Safety plan ◎

Land use plan ◎

Zoning plan ◎

Living area set ○

◎ : Including disaster-related contents
○ : Required disaster-related contents

는 방안을 계획, 관리, 시행 단계로 구별하여 제시한다.

5.2 분석종합 및 도시안전기준 방향 제시

국내 도시계획 기준을 방재력 관점(5Rs)에서 계획, 
관리, 시행 단계별로 분석하고(Table 8), 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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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of city safety standards development International
case

Sector plan
Derivation

Methodwith disaster prevention 
standards

without disaster 
prevention standards

Robustness

B*

‣Environmentally friendly land use planning
 - Specified for the purposes of conservation(waterfront, a 

fine farmland, etc.)
 - Establishment of disaster prevention plan and suppression 

of the designated planning area of habitual flood area

UN, 
Australia

Disaster prevention, 
Environment, Land use - systematization

M**

‣Land use in consideration of the topographic
 - Plan to prevent a dense population in disaster vulnerable 

areas such as lowland
 - Plan to minimize the damage of the habitual flood area

America Disaster prevention - systematization

I***
‣Eco-friendly standards of natural topography Japan, 

America Environment - systematization

‣Apply the Flood protection standards of the district unit
 - Land use/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plan/building plan

UN,
America - Land use connection

Redundancy

B*
‣Consider of disaster prevention function when planning the 

spatial structure
 - Confirmation of the point of view of disaster prevention

UK Disaster prevention Urban spatial structure systematization, 
complement

M** ‣Park&Green space planning for resilience strengthen
 - Park&Green space plan in consideration of flood risk Japan Park․Green space - systematization

I***

‣Urban spatial structure plan
 - Consider the storm run-off America - Urban spatial structure complement

‣Apply the Flood protection standards of the district unit
 - Park&green space planning in consideration of the 

emergency response activities and evacuation of disaster
Japan - Park․Green space connection

Rapidity

B*

‣Disaster vulnerability of urban environment
 - Utilize risk analysis of Comprehensive hydrological 

disaster management plan
‣The present state of land use

UK
Disaster prevention, 

Environment, 
Local environment

- connection

‣The present state of land use
 - the consideration of disaster damage when you 

overdevelopment
 - Impact of disasters of built-up area and new development

UK - Land use survey complement

‣Organic connection of transportation
 - Evacuation route
 - Coordination of living area

Japan - Traffic circulation complement

M**
‣Research and analysis of urban disaster information UK Safety - systematization
‣Specify the zone for efficient disaster management
 - Specify the storm and flood risk sections UK Land use - systematization

I***

‣Specify land use considering the disaster risk and 
vulnerability Australia, UK Disaster prevention, 

Environment - systematization

‣Traffic circulation plan
 - Consider the land use characteristics UN, Japan - Traffic circulation complement

Resourceful-
ness

B*

‣Management and securing of disaster prevention resources UN Disaster prevention - systematization
‣Setting of disaster prevention zone for disaster response UN, Japan - Liveing area complement
‣Placement of disaster prevention core facilities for efficient 

disaster response Japan - - complement

M** ‣Standards of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disaster 
prevention equipment UN Disaster prevention - systematization

I*** ‣Establishment of a detailed plan for resource sharing UN, Japan Disaster prevention - systematization

Regional
competence

B* ‣Share the risk information in the community
 - Use of safety information provider system UN - - suggestion

M**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strengthening of community 
resilience

Australia, 
Japan - - suggestion

I*** ‣Formation of local communities for disaster response 
efficient America - - suggestion

*Basic plan, **Management plan, ***Implementation plan

Table 9. Direction of City Safety Standards Development 

기존 도시계획의 방재관련 기준의 유무, 방재계획과의 

연계성, 국외기준 분석을 통한 새로운 기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화, 보완, 연계, 개발 등 4가지 방향

에서 Table 9와 같이 도시안전기준 개발방향을 설정하

였다. 
첫째, 기존 기준의 체계화이다. 이는 기존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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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야에 존재하는 방재관련 기준을 국외기준 등을 

고려하여 방재력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

록 체계화하는 것이다. 방재, 환경, 토지이용, 공원․녹

지 등과 관련된 부문계획들이 주로 해당된다. 즉 방재, 
환경부문 등에 흩어진 기준들을 방재력과 국외기준 등

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토지이용’이라는 안전기준 개

발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안전기준 개발방향

은 기존 기준들의 부문계획 연계나 계획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위계도 함께 고려하였다. 
둘째, 방재력 관점에서의 방재관련 기준 보완이다. 

이는 도시공간구조, 교통․동선계획, 토지이용현황조

사, 생활권 계획 등 국외기준을 고려할 때 해당 부문계

획에 방재관련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이다. 이 경우

는 국외사례를 기준으로 기존 부문계획의 세부기준에 

도시안전 세부기준을 보완한다. 
셋째, 방재계획 기준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한 경

우이다. 연계는 크게 기준보완과 체계화 두가지 관점

에서 이루어진다. 기준보완은 국외사례를 고려할 때 

부문계획은 있지만 세부적 방재관련 기준이 없는 경우

로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과 연계하여 구체화되지 못

한 도시계획기준을 보완한다. 다음은 기준의 체계화 

부분으로 도시계획의 부문계획에서 각종 위험성분석

을 제안하고 있으나 세부 기준이 부재한 경우이다. 따
라서 현재 제도화 되어있고, 구체적 방법이 제안되고 

있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위험성분석을 연계 활용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쟁력과 관련된 기준 개발이 필요

한 경우이다. 방재력의 5가지 기능 중 지역경쟁력과 관

련하여 국내에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국외사례를 기준

으로 계획단계별 특징을 고려하여 도시안전기준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상 도시안전기준 개발방향은 도시의 방재역량 강

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하여 도시계획기준을 방재력 

관점 및 국외사례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문계획기준의 체계화 및 방재계획기준과의 유기

적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현 도시계획에 없

는 별도의 공간계획관련 부문계획은 추가하지 않는 것

을 원칙으로 하였다. 국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부문계획이 필요한 경우 기존 도시계획의 부문계획과 

가장 유사한 개념을 활용하였다. 생활권개념을 방재권

역으로 활용하는 부문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주

민활동과 관련된 ｢지역경쟁력｣의 경우 별도의 부문계

획 항목이 없어 국외사례를 기준으로 개발방향을 제시

하였다. 

5. 결 론

기후변화 등으로 세계 곳곳에서 재난이 빈번해지면

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

속가능한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재력(Resilience)의 5가지 기능

(5Rs)을 하나의 틀로 사용하여 선행연구에서 필요성으

로 제기된 도시 및 방재계획 연계, 도시계획 부문계획

간, 계획단계별 연계 등을 고려하여 방재력 관점에서 

국내외 기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기준에는 

내구성, 대체성, 신속성, 자원동원력과 관련된 방재 및 

도시계획 기준은 있지만 지역경쟁력과 관련된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방재 및 도시계획의 부문계획에 흩어진 방재관련 

기준을 방재력 관점에서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상호 유

기적 연계만 될 수 있어도 국외사례에서 제시하는 기

준들에 상응하는 도시안전 기준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물론 일부 부문계획에서는 방재 및 

안전관련 기준이 보완되거나 추가될 필요성도 확인되

었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도시의 방재역량을 강

화할 수 있는 도시안전기준 개발방향을 크게 4가지 관

점에서 도출하였다. 첫째, 방재, 환경, 토지이용 등 도

시계획 내 안전기준을 체계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

하였다. 둘째, 국외기준 등을 고려해 세부기준이 요구

되는 부문계획을 찾고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셋째, 각각의 영역에서 계획․실행되고 있

는 방재계획과 도시계획 연계를 통한 도시안전기준 개

발방향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계획기준에는 

없지만 국외사례 등을 통해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

경쟁력’과 관련된 새로운 기준에 대한 개발방향을 제

시하였다. 
도시는 다양한 삶이 공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계획

되고 개발되고 있다. 지금까지 안전은 다양한 관점 중 

중요한 계획요소로 인지되기는 했지만 각종 개발논리

에 밀려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했다. 각종 부문계획

에 산발적으로 안전관련 기준들이 있지만 체계화 및 

연계부분에서 한계를 보이는 것이 이를 잘 설명해 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시가 추구해야 하는 안전의 

궁극적 목적을 방재력으로 규정하고 관련 기준을 개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물론 실제 유용성을 위해서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도

시안전기준에 대한 법정계획화가 요구된다. 또한 제도

화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자체 조례를 통하여 관리하는 

도시안전기준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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