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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4년 8월 서울 잠실 인근에 5개의 도로함몰이 발

생하여 주변일대의 차량통행이 전면 중단되고 해당 내

용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함에 따라 도로함몰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1). 서울시에서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을 대상으로 발생 현황을 분석하

였으며, 발생 원인으로는 1)하수관 손상(84.5%) 2)상수

관손상(1.7%) 3)인접굴착공사 등 기타 원인(13.8%) 순

으로 나타났으며, 발생건수도 2010년(435건), 2011년

(573건), 2012년(689건), 2013년(854건), 2014년 7월 기

준(568건)과 같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환

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는 발생크기에 대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3년간 하수도 시설로 인한 지반침

하 현상이 35개 시군구에서 8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

타났다3).

이와 같이 도로함몰 현상이 이슈화되고, 매년 증가함

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도로함몰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도 도로

함몰 현상을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도로함몰 현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

책 대안마련이 가장 중요할 것이며, 그밖에도 관련 기

술개발, 발생가능원인 제거 등 다양한 대응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사회적 큰 이슈를 반영한 도심지 

도로함몰 예방 방법들은 재난관리 4단계(예방- 대비- 대

응- 복구) 모든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며, 이 같은 정책들은 실제 

일어날 상황을 가정한 상태에서 전략이 수립될 것이다. 

미래예측을 통한 정책대안 마련은 미래에 일어날 가능

성이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추측을 기반으로 하므로, 

확실한 전략적 사고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 

예측방법으로는 사회과학분야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분야 예측에서도 자주 활용되고 있으며, 경향분석, 시뮬

레이션, 시나리오분석, 델파이 기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다4).

변요셉은 합리적인 토석류 피해조사를 실시하기 위

한 표준화된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예비 평가항목을 도출

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기관, 학계, 산업체 등에 종사하

고 있는 12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친 델파

이 조사를 실시하여 29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최종 도

출하였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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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만은 델파이기법을 활용하여 18대 대선의 결과

를 예측하였다. 선거 분야 전문가 30명을 활용하여 진

행하였으며, 진행 결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현 새누

리당)의 승리 가능성은 낮게 나타났으며, 한나라당 박

근혜 비상태책위원장이 당의 대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6).

오종서는 미래 상황 예측을 위해 퓨처스 휠 기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디지털 전환의 미래를 예측하고, 

시청 형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

으며, 결과를 활용하여 급박한 디지털 전환에 대처하

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7). 

홍성민은 퓨처스 휠 기법을 이용하여 미래 과학기술

인재가 갖춰야 할 인재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미래 과학기술의 환경변화

의 핵심 키워드를 과학기술인재의 관점에서 파악해 본 

후 과학기술인재의 핵심 역량 요소를 구체화하고 이러

한 역량 요소들이 과학기술인재가 커가는 경력 단계상 

어떤 부분에서 더 중요해지는지를 경력단계별로 제시

하였다8). 

박성준은 기존의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교통난의 심화, 이용자 편의성 요구증대, 수송효율 문

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AHP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대

도시와 중소도시 별 선정한 가치의 가중치를 파악하고, 

노면전차(Light Rail Transit, LRT), 바이모달트램

(Bimodal Tram, BT), 급행간선버스(Bus Rapid Transit, 

BRT) 대안의 평가를 실시하였다9).

본 연구에서는 미래사회의 특정 사건이 영향을 미치

는 영향과 그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점점 퍼져나가

는 영향력을 이어주는 퓨처스 휠(Futures Wheel) 기법

을 이용하여 도로함몰 현상을 재난관리 4단계(예방- 대

비- 대응- 복구) 각각의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영향

인자 도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RAND Corporation

에서 제안한 실현가능성과 중요도를 이용한 핵심 기술 

선정방법을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도출 후 최종 전략과

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Fig. 1은 전략과제 도출 절차를 

나타낸다.

2. Futures Wheel 기법을 이용한 영향인자 도출

Futures Wheel 기법은 1971년 UN University의 미래

예측 전문가 Jerome C. Glenn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1970년대 초 메사추세츠 대학이 주도한 미래학 커리큘

럼 개발 관련 워크숍을 통해 널리 알려지고 그 후 많은 

미래연구가, 컨설턴트들이 정부정책 분석과 예측을 위

한 방법으로 활용하기 시작 하였다. 장점은 종이와 연

Fig. 1. Deriving procedure of strategic tasks.

Fig. 2. Type of futures wheel4-2).

필만 있으면 그릴 수 있는 단순한 기술이고, 몇 명의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들만이 모이면 만들 수 있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막강한 도구이다. 주의할 점은 

다양한 미래 예측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림을 연결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나 기업의 미래

전략을 기획 할 수 있을 것이다10). Fig. 2는 Futures 

Wheel의 확장 형태를 나타낸다. 

재난관리 전 단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에 적용할 

수 있는 영향인자 도출을 위해 현재 국내에서 도로함

몰 현상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서울시를 대상

으로 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도로함몰”을 메가트렌드

로 선정하고 Futures Wheel 기법을 적용 후 3차례에 걸

쳐 영향인자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1차 영향인자

들을 도출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내부 전문가 10

인을 구성하여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법제적 

및 문화적 요소 등을 고려한 토론을 거쳐 Fig. 3과 같

이 10개의 영향인자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서울시 도로함몰 발생 상황을 가정 후 10개의 1차 

영향인자들을 선정할 수 있었으며, 다시 내부전문가들

을 활용하여 1차 영향인자들에 발생할 수 있는 13개의 

2차 영향인자들을 선정할 수 있었다. 결과는 Fig.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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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1st Influence factors. Fig. 4. 2nd Influence factors.

Fig. 5. 3rd Influence factors.

Table 1. Classification of influence factors

Disaster Management Step Content

Prevention
Establish a risk-based management priorities through the danger zone prior exploration
Citizen heartsease service implementation of the order to provide a full-time road management / maintenance current state

Contrast

System / criteria making for the road subsidence damage compensation
Road subsidence report App development / promotion in order to maximize the civil monitoring mission usability
Compilation of a budgets for road depressions recovery
Providing regular education system for the capacity building of the administrator
Public-private joint inspection team building for cause investigation / emergency restoration
Entered into a partnership agreement with private companies for the disaster response and quick recovery

Action

Real-time road subsidence / bypass road information guidance service implementation
Road depressions civil complaint corresponding manuals published / education
Establish a systematic response organizational / operational(draft) caused by the damage scale / risk
Establish emergency contact system for quick reporting / efficient response

Restoration
Providing emergency repair guideline / education by soil types 
Establish contingency plans for waterworks infrastructure services function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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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2단계에서 도출된 영향인자를 이용하여 

최종 3단계 영향인자 14개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재난

관리 단계로 분류하면 예방 2개, 대비 6개, 대응 4개, 

복구 2개로 나눌 수 있다. Fig. 5는 3차 영향인자 도출 

결과를 나타내고, Table 1은 도출된 영향인자를 재난관

리 단계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나타낸다.

3. 전략과제 도출

Futures Wheel 기법을 통해 도출된 영향인자들을 이용하

여 재난관리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도출하

였다. 도출방법은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의 하나로 더글러스 항공이 

1948년 설립한 군사문제 연구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연구기관)에서 제안한 우선순위 결정방법을 이용하였으

며,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방법이다10).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도로함몰 분야 외부 전문가 15명을 활용하여 중요도․실

현가능성을 Futures Wheel을 통해 도출된 영향인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KISTI에서 발간된 미래

기술예측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각각 총 5점 척도로 평가를 

요청하였다. 중요도는 1)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서의 이익

과 2)과학기술적 기회를 고려한 평가를 요청하였고, 실현

가능성은 1)연구와 기술에서의 가능성과 2)경제, 사회 분야

에서 이익을 창출한 가능성을 고려한 평가를 요청하였다. 

평가항목은 Table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11).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우선순위 평가 결과 평균값 

차트를 이용한 경우 대부분 핵심 영향인자로 나타났으

며 ‘영향인자 14’의 경우만 3사분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 1사분면(중요도 및 실현가능

성 척도 3이상)에 편중되어 우선순위 도출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여 중위값 및 최빈값 분석을 추가 실시

Fig. 6. Result of priority analysis(Average value).

No Influence Factors
Importance Possibility

L → M → H L → M → H
1 2 3 4 5 1 2 3 4 5

1 Establish a risk-based management priorities through the danger zone prior exploration

2 Citizen heartsease service implementation of the order to provide a full-time road management / maintenance 
current state

3 System / criteria making for the road subsidence damage compensation

4 Road subsidence report App development / promotion in order to maximize the civil monitoring mission usability

5 Compilation of a budgets for road depressions recovery

6 Providing regular education system for the capacity building of the administrator

7 Public-private joint inspection team building for cause investigation / emergency restoration

8 Entered into a partnership agreement with private companies for the disaster response and quick recovery

9 Real-time road subsidence / bypass road information guidance service implementation

10 Road depressions civil complaint corresponding manuals published / education

11 Establish a systematic response organizational / operational(draft) caused by the damage scale / risk

12 Establish emergency contact system for quick reporting / efficient response

13 Providing emergency repair guideline / education by soil types 

14 Establish contingency plans for waterworks infrastructure services function recovery

Table 2. Survey data for priorit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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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sult of priority analysis(Mean value).

하였다. Fig. 7은 평균값 차트를 이용한 분석 결과를 나

타낸다. 

중위값 및 최빈값 차트를 활용한 우선순위 분석결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사분면 

내에 위치하는(중요도 및 실현가능성 3초과) 핵심 영향

인자들이 각각 9개로 나타났다. 예방단계에서는 “위험

구간 사전탐사를 통한 위험도 기반의 관리우선순위 수

립”, “상시 도로관리/정비현황 제공을 위한 시민안심서

비스실시”로 나타났으며, 대비단계에서는 “관리담당자

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기교육제도 마련”, “원인규명/긴

급복구 등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단 구축”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대응단계에서는 “실시간 도로함몰/우회도

로 정보안내 서비스 실시”, “도로함몰 민원대응매뉴얼 

제작/교육”, “피해규모/위험도 등에 따른 체계적 대응

조직 구성/운영(안) 마련” 그리고 “신속보고/효율적대

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수립”으로 나타났으며, 마지

막으로 복구단계는 “지반조건별 긴급복구 가이드 마련

/교육” 으로 나타났다. Fig. 8은 중위값 차트 분석결과

를 나타내며, Fig. 9는 최빈값 차트 분석 결과를 나타낸

다. Table 3은 재난 단계별 전략과제 도출결과를 나타

낸다. 

Fig. 8. Result of priority analysis(Mode value).

Table 3. Strategic tasks 

Disaster 
Management Step

Content

Prevention

Establish a risk-based management priorities 
through the danger zone prior exploration

Citizen heartsease service implementation of the 
order to provide a full-time road management / 
maintenance current state

Contrast

Providing regular education system for the capacity 
building of the administrator

Public-private joint inspection team building for 
cause investigation / emergency restoration

Action

Real-time road subsidence / bypass road information 
guidance service implementation

Road depressions civil complaint corresponding 
manuals published / education

Establish a systematic response organizational / 
operational(draft) caused by the damage scale / risk

Establish emergency contact system for quick 
reporting / efficient response

Restoration Providing emergency repair guideline / education 
by soil types 

4. 결 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도로함몰 현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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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위한 전략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내부 전문가 10

명을 활용하여 브레인스토밍 방법의 하나인 Futures 

Wheel 기법을 활용하여 영향인자를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된 영향인자를 대상으로 RAND Corporation에서 

제안한 우선순위 도출방법을 이용하여 전략과제를 도

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서울시 도로함몰’이라는 주제를 선정 후 내부전

문가 10인을 활용하여 Futures Wheel 기법을 이용하여 

3차례에 걸쳐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였다. 도로함몰 

현상 대응을 위한 영향인자 도출결과(예방 2개, 대비 6

개, 대응 4개, 복구 2개) 최종 14개의 영향인자를 얻을 

수 있었다. 

(2) Futures Wheel 기법을 통해 도출된 14개의 주제

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RAND Corporation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외부전문가 15명을 활용하

여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재난대응 단계로 분류결과(예

방 2개, 대비 2개, 대응 4개, 복구 1개) 최종 9개의 전

략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3) 도로함몰 현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 대안마련이 중요

할 것이며, 재난상황 관리단계별 도출된 전략과제를 

이용하면 관련 정책 제안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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