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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서울시 노원구 지역을 대상으로 차량 급조폭발물(IED)을 이용한 테러 발생 시 잠재피해인구를 추정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정사영상을 바탕으로 객체기반 건물추출법을 활용하여 아파트의 면적을 구하였고, 고도자료

를 바탕으로 건물의 높이와 층수를 추정하였다. 연면적기반 건물인구 추정법을 이용하여 각 아파트에 대한 거주인구

를 추정한 후, 시나리오 분석법을 통해 연구지역 내 인구밀집지역인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테러 발생 시 잠재적 피해인

구를 추정하였다. 차량 급조폭발물(IED)을 이용한 테러 피해는 적재 가능한 폭약 량에 큰 영향을 받는 바, 테러에 이용

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테러 발생 시 잠재적인 피해인구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노원구 마들역 주변에서 테

러발생 시 가장 큰 잠재피해인구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차후 연구에서 대단위 지역

의 인구분포 추정 및 재난 피해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객체기반 건물추출, 연면적기반 인구추정, 시나리오 분석법, 급조폭발물 테러

Abstract : In this study, we presented a method for estimating the potential population damage of the 
Seoul Nowon-gu area in the event of a terrorist using a vehicle improvised explosive devices (IED). Us-
ing the object-based building extraction method with orthophoto image, the area of the apartment has 
been determined, and the apartment’s height and level were estimated based on the elevation data. Using 
the population estimation method based on total floor area of building, each apartment resident popula-
tion was estimated, and then potential population damage at the time of terrorist attacks was estimated 
around the subway station through a scenario analysis. Terrorism damage using IED depends on the type 
of vehicle greatly because of the amount loadable explosives. Therefore, potential population damage was 
calculated based on the type of vehicle. In the results, the maximum potential damage population during 
terrorist attacks has been estimated to occur around Madeul station, Nowon-gu. The method used in this 
study can be used various population estimation research and disaster damage estimation.

Key Words :  Object-based Building Extraction, Volumetric-based Building Population Estimation, Sce-
nario forecasting, IED T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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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 도시발전 역사를 되짚어보면, 1972
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도시발전과 

함께 고층 건물 건설에 특혜를 적용하여 용적률 

300%에 건물 높이의 제한이 없는 ‘아파트 지구’라

는 개념이 만들어 졌다. 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문화는 빠르게 정착되어 아파트의 개념이 

저소득층의 거주공간이라는 외국과는 반대로 보

편적인 도시 주거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기준 약 57%의 국민

이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서울

의 경우 약 40%의 시민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2012). 또한, 주

택유형별 통계에 따르면 1970년 우리나라 주택의 

94%를 차지했던 주택이 2005년 45.1%로 감소했

고, 1980년 18.1%를 차지했던 아파트는 2005년 

53.1%로 증가하였다(통계청, 1980, 2005). 
외국의 학자들에게도 한국의 아파트 문화가 특

이한 현상으로 인식되어 연구가 진행될 만큼 한국

의 아파트 주거 형태는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

고 있다(길혜연, 2007). 그러나 이러한 아파트 중

심의 거주분포는 단발성 공격으로 대량의 인명살

생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리스트들에게는 매력적

인 좋은 목표물이 될 수 있다. 일례로 2002년 러시

아에서 발생한 아파트 폭탄테러는 사망자 293명
과 1000명 이상의 부상자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

은 바 있다. 테러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경호·

경비학 분야에서 다루어졌다(이명찬, 2013; 이하

섭, 2012). 테러현상이 공간을 배경으로 발생함에

도 불구하고 지리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거의 전

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원격탐사 자료를 

바탕으로 공간분석을 통해 테러현상에 대한 공간

적인 분석 방법을 시도하였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은 시군구의 ‘대지면적’대비 아파트 주거 면적 

합계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

역으로서1) 대규모 아파트를 목표로 한 테러에 취

약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

다.

기구축된 수치지도의 경우 아파트의 속성정보

를 제공하고 있으나 연면적인구추정을 위한 정확

한 층수(고도값)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갱

신주기의 한계로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환경을 반

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정사항공사진
2)과 DSM3)을 바탕으로 연구지역 내 아파트를 추

출하고, 연면적인구추정 방법을 적용하여 인구분

포를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지역을 가

로지르는 주요 지하철역을 기점으로 폭발물을 이

용한 테러 발생 시 잠재적인 피해인구를 산출하였

다.

2. 주요 연구방법

1) 객체기반 반-자동화 건물추출

원격탐사 자료에서 객체를 추출하는 방법은 

약 20년 전부터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Brunn
과 Weidner(1997)는 건물 추출 과정을 건물 인식

(Building Recognition)과 건물 재건축(Building 
Construction)의 두 단계로 구분하여 건물추출 방

법이 발전하였다. 초창기의 건물 추출 연구는 감

독분류 방법을 기반으로 모델을 이용한 영상 내 

건물을 추출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대표적

인 방법으로 사각형 모델을 이용한 기하학적 분류

(Weidner and Förstner, 1995), 다중분광 이미지를 

이용한 건물 분류(Ballard and Zisserman, 2000), 
다면체를 이용한 건물 분류(Scholtze et al., 2002) 
등을 들 수 있다. 보다 넓은 지역에서 건물 추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동

화 방법들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영상에 따라 속

성, 해상도, 축적 등이 서로 상이하여 컴퓨터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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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객체를 분류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

는 점이 지적되었다(Gruen, 2000). 이에 고해상도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반-자동화 추출방법이 논

의되었으며, 기존 픽셀 기반 분석이 아닌 규칙기

반 분류(Rule-based Classification)와 객체기반 분

류(Object-based Classification)를 이용한 추출방법

이 연구되었다(박준규·이종신, 2013; Mayunga et 
al., 2005). 이러한 방법은 특히 여러 건축물과 토

지피복이 혼재된 도심 지역에서 원하는 건물만을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고아름 외, 2011). 본 연구에서는 노원구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정사항공

사진을 바탕으로 객체기반 반-자동화 건물 추출

을 통해 아파트를 추출하였다. 

이후 회귀분석을 통해 추출 면적의 경향성을 분

석하였고, Shape Index(David R. Lee, 1970)4) 방법

을 통해 추출 결과의 정확도를 추정하였다.

2) 연면적인구추정 분석법

연구지역인 노원구지역은 서울 내에서도 아파

트 밀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노원구 

상계동과 도봉구 창동의 상계주공아파트는 총 19
단지까지 분포하고 있어 전국의 주공아파트 중 가

장 많은 단지를 보유하고 있다(강창덕·장명준, 

2011). 이처럼 인구집약적인 토지이용패턴을 나

타내는 지역에서 인구분포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

는 주로 대도시를 사례로 이루어져왔으며, 토지

피복도를 기반으로 하는 데시메트릭 기법을 적용

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Bielecka, 2005; Sleeter, 
2008). 그러나 실제 인구분포는 ‘거주지’를 기반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지피복과 센서스자료

를 이용한 인구분포 추정은 ‘공간적 부조화(Spatial 
incongruity)’를 야기시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

다. 이에 센서스 인구자료와 건물의 연면적을 기

반으로 인구분포를 추정하는 연면적인구추정 방

법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Lwin and Murayama, 

2009).
건물의 연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

한다.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경우 연면적이라

고 말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추정하는 아파트

의 경우 한 층의 넓이와 전체 층수의 곱으로 표현

된다.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주거지역의 경우 연

면적을 통해 인구추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건물의 연면적을 가중치로 전체 집계구 인구를 

바탕으로 각 건물의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 아파트 지역의 집계구의 인구수에 대해 

주거지역인 아파트 의 총 연면적을 나누면 단위 

지역 당 인구수를 추정할 수 있다. 연구모식도 및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BPi= n
∑
K=1

BAk•BFk

CP⎡
⎢
⎣

⎡
⎢
⎣
•BAi•BFi

BPi=건물 i의 추정인구

CP=빌딩 i를 포함하고 있는 집계구 인구

BAi=빌딩 i의 바닥면적

BFi=빌딩 i의 층수

n=단위지역 내에서 빌딩 수

그림 1. 연면적인구추정 모식도

(Lwin and Murayam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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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의 도시주거형태는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주거지역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

규모 주거지역이란 주로 아파트단지, 빌라, 주상

복합 아파트 등 인구가 밀집해서 거주하는 공간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발전과 함께 고층 

건물 건설에 특혜를 적용하여 용적률 300%에 건

물 높이의 제한이 없는 ‘아파트 지구’라는 개념이 

만들어 졌다(송현진·유동규, 1972). 이에 본 연구

의 연구지역인 노원구 지역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

표적인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연

면적 건물인구 추정법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지로 

사료된다.

3) 시나리오 분석법

시나리오 분석방법은 미래를 대비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김병준, 

2004).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한 일련의 상상된 사건들’을 뜻한다. 시나리

오 분석법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사 작전 계

획을 목적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단순한 예측

이 아닌 분석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변수

를 고려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시나리오는 효과적

인 미래 예측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세부적인 시

나리오 분석방법 중에는 모델링(Modeling), 천재

에 의한 예측방법, 소수의 전문가 그룹을 동원하

는 방법, 설문지를 사용하는 방법, 워크숍을 통한 

시나리오 생성 및 분석 방법 등이 있다(김영형 외, 

2013). 시나리오 분석법은 인문, 경제,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하여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예측하는데 활용되었고(배정환, 박

진희, 2013), 증강현실 기술이 이루어지기 위한 

미래환경을 예상하기도 하였다(이동은·함고운, 

2010). 또한, 복잡한 도시지형에서 배출량 시나리

오에 따른 대기질 수치모의를 통해 대기오염 물질

이 건강에 미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이화운 외, 

2007). 이처럼 시나리오 분석법은 실세계에서는 

검증하기 힘든 미래현상을 예측함은 물론, 복잡한 

변수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여러 현상을 예측하

기 위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데이터와 시나리오의 주요

변수를 고려한 모델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시나리오 분석은 상황설정, 주요 변수 설

정, 예측치 도출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급조폭

발물(IED, Improvised Explosive Device)을 소재

로 한 서울시 대규모 주거시설(아파트) 테러 상황

을 설정한다. 급조폭발물은 수제폭탄(Homemade 
bomb), 길가에 놓인 폭탄(Roadside bomb)으로

도 불리는 폭발물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물품

을 활용하여 개인 또는 집단이 정해진 틀이나 형

식 없이 제조한 폭발물이다(이명찬, 2013). 규모

에 따라 상당한 폭발력이 나타나며 그 외형으로 

인해 식별이 잘 되지 않아 최근에는 반란세력, 자

살폭탄 테러리스트 등에 의해 자주 사용되고 있다

(Clay, 2005).
급조폭발물의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

다. 살상지점에 폭발물을 미리 설치하는 고정형, 

대인표적에 주로 사용되는 투척형, 차량 등을 이

용하는 이동형 폭발물이 있다(이명찬, 2013; 이강

영·백성욱, 2011). 본 연구의 시나리오 분석에서

는 이동형 급조폭발물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되는 차량형 급조폭발물(VBIED, Vehicle-Borne 
IED)을 적용하였다. 최근의 세계적인 테러 동향

을 살펴보면 자살벨트, 자살조끼를 이용하여 폭발

물을 몸에 지니고 자살테러를 감행하는 유형도 증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경우 운반 가

능한 폭약량이 TNT기준 2.5~4.5kg 정도로 그 폭

발력이 차량형 폭발물에 비해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이명찬, 2013; 국가정보원, 2009).
구체적으로 시나리오에 적용되는 폭발물의 종

류는 1) 소형승용차 폭탄, 2) 승용차 폭탄, 3) 승합

차 폭탄이다. 소형승용차에서 승합차로 가면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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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탑재 가능한 폭약량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증가된 폭약량은 폭발영향권

을 넓혀, 결과적으로 잠재피해인구수의 증대를 야

기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3가지 차량형 급조

폭발물의 주요정보는 표 1과 같다.

노원구 지역의 아파트는 동일로를 중심으로 하

는 7호선 지하철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가 밀집

되어 있다. 중심이 되는 지하철역은 7호선 마들

역, 중계역, 하계역, 노원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급조폭발물 테러를 

가정하였다. 주거지역의 중심이라는 이유 이외에

도, 공공시설이라는 점은 잠재적 테러 발생위치로

서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특히, 지하철역은 유동

인구가 많고 출입구 또한 여러 곳에 위치하여 출

입 관리가 매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폭탄과 같

은 테러무기를 색출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이하

섭, 2012). 위의 논의를 토대로 본 시나리오에서는 

각 지하철역에서 개별적으로 테러가 발생하는 것

을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테러 발생 지

하철역의 주요정보는 표 2와 같다.

3. 연면적인구 추정법을 활용한 

인구추정

1) 객체기반 아파트 추출 및 고도 추정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노원구 지역의 

정사영상을 기반으로 객체기반 아파트 건물 추출

을 진행하였다. 최근 건축되고 있는 아파트의 경

우 단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구조를 갖는데 반

해, 80-90년대 건축된 노원구 지역 아파트의 경

우 대부분 직사각형 형태의 구조를 갖고, 지붕색

(Roof Color)가 단지별로 동일한 분광특성을 보인

다. 이를 기반으로 색과 형태를 기준으로 아파트 

객체를 추출하였고, 기 구축된 수치지도와 비교하

여 추출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은 Overwatch사

의 Feature Analyst를 사용하였다.

영상에서 추출한 건물자료를 기구축된 수치지

도와 비교하기 위해 면적을 기반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0.87의 결정계수가 도출되었다(그림

3). 따라서, 영상추출자료가 수치지도의 아파트 

면적을 87%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Shape 
Index 계수는 0.047로, 수치지도의 건물면적과 영

상에서 추출된 건물면적이 차이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건물형태에 따라 일부 건물의 면적이 제

대로 추출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건물의 면적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파트의 고도(층수) 추정은 DEM5)(국토지리정

표 1. 시나리오 분석에 사용되는 차량형  

급조폭발물 주요 정보

급조폭발물 종류
폭약량

(TNT 기준)
폭발 영향권

소형차 폭탄 500lbs 457m
중형차 폭탄 1,000lbs 534m
승합차 폭탄 4,000lbs 838m

자료: 이명찬, 2013

표 2. 연구지역 내 지하철 역 주요 정보

지하철 역 통과 노선 소재지

마들역 7호선 노원구 한글비석로 530
노원역 4, 7호선 노원구 상계로 76
중계역 7호선 노원구 동일로 1280
하계역 7호선 노원구 한글비석로 56

그림 2. 영상기반 추출결과와 수치지도 데이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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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원, 2008)과 DSM 자료를 사용하였다. DEM은 

수치표고자료로서 실세계 지형 정보 중 건물, 수

목, 인공 구조물 등을 제외한 지형(Bare earth)부

분을 표현하는 수치모형이다. DSM은 수치지형모

형으로 실세계의 모든 정보를 표현한 모형이다(윤

경철, 2008). 인위적인 지형지물인 아파트의 높

이를 추정하기 위해 상용소프트웨어인 ArcGIS의 

Raster Calculator를 이용한 계산식으로 인위적인 

지형지물을 추출하였다.

Raster Calculator는 영상 각각의 픽셀값을 기

반으로 중첩 기반(Overlay-based)연산이 수행된

다. 연산이 수행되는 영상은 동일한 투영좌표체계

(Coordinate system), 해상도(Cell size), 범위(Ex-
tent)를 가져야 하는 전제조건을 갖는다. 따라서 

DEM과 DSM은 같은 투영법(중부원점 기준 좌표

계)과 같은 범위를 갖도록 전처리 작업 후 인공지

형지물의 고도자료를 추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

에서 필요하지 않은 저층 주택, 상가, 북서쪽의 수

락산 등의 고도자료는 노이즈(Noise) 데이터로 선

정하여 영상자료로부터 추출한 건물데이터와 도

로명주소기본도6)의 건물코드를 기반으로 Spatial 
Join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연구지역 내 총 550개 

동의 아파트 고도자료를 추정하였다. 노원구 지역

의 아파트는 크게 저층아파트(5-10층)과 고층아

파트(10층) 이상으로 확연히 구분되었으며, 아파

트는 평균 39.4(약 13층)의 높이를 갖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2) 아파트 건물 거주인구 추정

정사영상 자료에서 추출한 아파트 면적, 고도자

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아파트 높이자료는 통해 연

면적인구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다. 추출된 아파트 건물 자료는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를 바탕으로 검

증작업을 진행하였다. 수치적으로 추정한 건물의 

높이를 보정하기 위해 550개 전 건물에 대한 1:1 
매칭을 통해 건물의 높이 및 층수 정보를 보완하

였다.

인구추정을 위해 사용되는 기초자료로서 통계

그림 3. 추출결과 면적 선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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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이 제공하는 인구·주택총조사(2010), 집계구자

료(2010)를 사용하여 연면적인구 추정법에 대입하

였다. 아파트의 경우 집계구는 보통 한 개의 단지

별 또는 인접 단지별로 구축되어 있는 특징을 지

닌다. 이에 집계구별로 구축되어 있는 인구자료를 

건물의 연면적을 가중치로 두어 아파트 한 개 동 

당 거주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지역 내 총 541개 동의 아파트는 한 동당 최

소 46명에서 최대 1456명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추

정되었으며, 연구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동

일로를 중심으로 높은 거주비율을 보였다(그림 

4). 노원구의 중심상권이라 할 수 있는 노원역 지

역의 경우, 백화점, 쇼핑상가 등 대규모 상업시설

과 저층 주거시설 중심의 건물분포를 보여 타 지

역에 비해 아파트 밀집도가 낮은 결과가 나타났

다.

4. 급조폭발물 테러 시  

잠재피해인구 추정

시나리오 상 폭발위치는 다중이용시설이자, 연

구지역 내 아파트 분포의 중심이 되는 주요 지하

철역(마들역, 노원역, 중계역, 하계역)을 선정하

였다. 폭발 영향권에 속하는 잠재피해인구 추정결

과는 그림 5 및 표 3와 같다.

급조폭발물의 피해 예상거리에 따른 증가량을 

바탕으로 인구밀집도를 알아볼 수 있다. 소형차와 

중형차정도의 차이에도 약 7,000에서 13,000명의 

인구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대규모로 

그림 4. 연구지역 내 아파트 추출 결과 및 연면적 건물인구 

추정 결과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마들역 노원역 중계역 하계역

소형차(457m) 승용차(534m) 승합차(838m)

그림 1. 급조폭발물 테러에 따른 잠재피해추정인구 

(단위: 명) 

그림 5. 급조폭발물 테러에 따른 잠재피해추정인구(단위: 명) 

표 3. 잠재피해인구 추정
(단위:명)

구분 소형차 중형차 승합차

마들역 35,349 43,612 69,434
노원역 17,162 24,671 44,008
중계역 24,784 37,331 63,835
하계역 28,198 35,888 5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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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테러에 의한 피해

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승합차의 

폭발피해가 소형차와 중형차에 의한 피해를 합한 

것만큼 나타나는 추세를 보였다.

각 지역별로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추정인

구는 늘어난다. 하지만 지역의 주거밀접정도에 따

라 동일한 규모의 폭발로 더 많은 피해가 발행하

였다. 마들역과 노원역의 경우 모두 번화한 지역

에 위치하지만 아파트 분포 형태에 따라 피해인구

가 두 배 이상 차이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지

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대규모 주거지

역의 경우 분포 형태, 분포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지역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지하철역과 

가까울수록 보다 조밀하게 위치하는 특성을 보이

는데, 이는 교통의 편의성이 주거지역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지역인 노원구뿐 아니라 서울시와 수도권 대

부분 지역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거지

역이 위치하는 특성을 보이는 바, 급조폭발물을 

이용한 테러가 지하철역과 같은 중심지에서 발생

될 경우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

다.

시나리오 분석결과, 마들역 주변지역이 폭탄테

러에서 가장 높은 위험성을 보였다(잠재적 피해

추정인구 69,434명, 승합차 기준). 반면 노원역 주

변의 경우 노원구의 중심가로서 높은 피해인구 추

정이 예상되었으나, 주거지역보다 상업지역이 많

다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피해인구가 적게 추

정되었다(잠재적 피해추정인구 44,008명, 승합차 

기준). 피해인구는 소형차를 이용한 급조폭발물 

테러에서는 마들역, 하계역, 중계역, 노원역 순으

로 높게 나타났으나 중형차와 승합차를 이용한 테

러의 경우 마들역, 중계역, 하계역, 노원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하계역의 주변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가 중계역보다 밀집되어 있음을 방

증한다. 그림 6. 테러발생 시 잠재 피해추정인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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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분포하는 것은 일

반적인 대도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

다. 서울뿐 아니라 뉴욕, 런던, 파리와 같은 대도

시에서도 특정 지역에 인구 편중문제는 많은 문제

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

나리오 분석을 통한 테러 피해 인구 분석은 교통 

혼잡, 대기오염 등 전통적인 도시의 문제점과는 

달리 ‘안전’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도시계

획과 방재분야에 또 다른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5. 결언

본 연구는 정사항공영상에서 객체기반 추출방

법으로 아파트 지역을 추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연면적기반 인구추정 방법을 통해 아파트 동 단위

의 거주인구를 추정하였다. 이후 시나리오 분석

을 통해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급조폭발물을 이용

한 테러 발생 시 서울시 대규모 주거시설에 대한 

잠재피해 인구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대단위 아

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마들역 주변지역이 차량 

폭발 테러 시 최대 69,434명의 큰 잠재피해인구 규

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내포한다. 첫

째, 테러 및 방재 분야에 공간정보 활용의 효율성

을 제시하였다. 테러/방재 분야를 다루는 기존 연

구는 주로 경호학적, 건축학적 관점에서 연구되어 

온 바, 개별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분석만이 수행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사항공영상기반 

객체추출 방법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도시정보

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할 수 있다.

둘째, 수치표고자료(DEM)와 수치표면자료

(DSM)를 이용하여 서울시 아파트의 고도(충 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연

면적 건물인구를 추정하였다. 행정자치부에서 제

공하는 도로명주소기본도 건물 레이어는 건물의 

층 수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기에, 본 연구에

서 제시한 방법이 정확한 고도정보를 추출하기 위

한 방법으로서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공간분석과 모델링 시나리오 분석방법을 

결합하여 미래의 테러가능성에 대비하고, 테러상

황을 가정한 잠재피해인구를 추정할 수 있는 분석

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가용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하여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잠재피해인구 추정방법은 다음의 한

계점을 갖는다. 잠재피해인구 추정은 거주인구만

을 대상으로 하였을 뿐, 해당지역의 유동인구와 

같은 비 거주인구를 고려하지 못했다. 거주인구가 

적더라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테러 발생 시 

잠재피해인구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노원역

의 경우 4·7호선의 환승역이자 인근 지역의 중심 

상업지구로서 유동인구는 많지만, 거주인구는 적

어 가장 소규모의 잠재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거주인구와 유동인구를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테러 잠재피해인구 추정에 보다 현실

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

다.

안전에 대한 여러 이슈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

법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방법이 최우선이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정량적인 결과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차후 본 연구방법을 다양한 

지역에 적용한다면 본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지역에

서의 인명피해를 예측할 수 있어 향후 인명피해보

상액 산정을 위한 사전 계획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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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2012년 정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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