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1.1 배경 및 목적

최근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형화재와 풍수해, 

지진과 같은 재해로부터 피해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도로와 공원 등과 같은 생활 인프라를 접목한 도시방

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재해대책이 불

충분한 지방도시의 경우 재해로 인한 피해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국내에서는 본래 하절기에 

연 강수량의 2/3이상이 집중되고 열대지방에서 주기적

으로 호우를 동반하는 태풍이 북상하는 기상학적 특성 

등으로 인해 해마다 집중호우나 태풍에 의한 물난리를 

겪고 있으며. 최근 들어 지진의 발생빈도도 크게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해는 국민의 안전과 사

회적 재산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가 위기 상황

으로 확산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해 발생 예측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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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recent years, the scale of damage from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and 
large-scale fires and floods that are occurring in Korea is increasing. Accordingly, 
interest in urban disaster prevention that combines living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and parks is boosting, and it is urgent to prepare measures to reduce the damage scale 
of local c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for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in areas where disaster prevention safety of local cities is weak through 
examples of disaster prevention safety of local cities in case of disaster.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current status, and disaster prevention 
problems of regional cities in Japan, and selected disaster-vulnerable areas, and 
considered the distance relationship between disaster prevention bases through road 
network analysis. In addition, road closure simulation using ArcGIS Network Analyst was 
conducted to analyze disaster prevention safety in the area. As a result, the situation of 
the village which has a high possibility of isolation by natural disasters was grasped in 
advance. Through this, the suburbs confirmed the necessity of supplementing the 
disaster prevention function through transportation maintenance such as forest roads, 
and it was found that the city needs to prepare a risk management system.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research on areas with a high possibility of isolation, 
especially in areas where disaster prevention functions are weak in local cities in case 
of disaster, and shows countermeasures for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and residen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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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및 복구의 시기적 방재자원 투입, 관계기관과 연

계할 수 있는 총괄기능의 거버넌스형 방재자원 관리체

계가 필요하다1). 

특히 저출산⋅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지방도시에서는 재해로 인한 인적⋅사회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수도권의 대도시와 지방의 거

점 도시들에 비해 재해에 대한 제도적⋅사회적 대비가 

부족하고, 재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병원, 대피

시설(주민센터, 학교, 공원 등), 주요간선도로 등과 같

은 방재거점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운영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 재해에 대해 

정부를 중심으로 민관네트워크 대응을 위한 법⋅제도

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

켜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민관

네트워크를 통해 방재거점시설을 정비 및 관리⋅운영

과 더불어 다양한 방재교육을 통해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 주민의 방재의식 향상을 위해 미시적인 관점에서 

방재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 지방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미시적 관점에서 

재난안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재해시 국내 지방도시의 방재대책을 수립

하는데 있어 민관네트워크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위험

지역, 방재거점시설, 대피경로 등과 같은 방재안전성에 

사례가 될 수 있는 일본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재해시

의 재해발생 지점부터 방재거점시설로의 접근성, 대피

시설까지의 최단 거리 등 방재적 기능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 지역에 위치한 취락을 대상으로 도로네트워크

분석과 지역마다 나타난 지역특성에 주목하여, 재해시 

도로가 고립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추출하고, 위험도

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자세한 도로폐쇄시뮬레이션

을 통해 대피시설까지의 대피경로를 파악하였다. 이를 

Fig. 1. Location of Saeki cty in Japan.

통해 국내 지방도시의 방재적 기능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과 향후 산사태나 수재해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의해 고립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방재대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으로는 국내 지방도시의 방재기

능의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인구가 약 

7만 명인 일본의 오이타현 사이키시에 위치한 9개 지

역(구사이키(旧佐伯), 카미우라(上浦), 야요이(弥生), 혼

조(本匠), 우메(宇目), 나오카와(直川), 츠루미(鶴見), 요

노우츠(米水津), 카마에(蒲江))의 295개 취락을 대상으

로 하였다(Fig. 1). 

1.2 용어정의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험가능성과 방재안전

성, 방재거점시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위험가능성2)은 재해로 인해 사람이나 동산, 부동산 

등의 자산에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진이

나,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산사태, 교통사고 

등 인적⋅물적 피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2011년 3월 

일본에서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2011년 10월 태국에

서 발생한 대홍수 등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뿐만 아니

라 민간기업, 지역주민, 등에서도 재해 위험에 대한 인

식이 높아지고 있다. 

방재안전성3)은 재해시 재해예방을 위해 시설물과 재

해관련 시스템의 기능을 원래 목적한 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재해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재해안전

에 대한 기능 상실을 예방하고,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

가 상실 되었을 경우 상황을 대응하는 기술과 이용자와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불편을 최소화 하는 기술을 바탕

으로 이용자와 시설물의 상실한 기능회복을 위해 응급

복구 기술과 개량 복구 기술 등을 필요로 한다. 

방재거점시설4)은 재해시, 방재자원 및 인력의 이동

과 원활한 구조 활동을 도모하고 재해 현장 주변의 지

역 주민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자체에서 지정한 시설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는 재해시 방재자원 및 인력의 신속 투입과 지역

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병원, 대피시설(주민

센터, 학교, 공원 등), 주요간선도로를 방재거점시설로 

정의하였다.

1.3 선행연구 

방재안전성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재난관리관련 민

관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와 함께, 도시지역의 재해 취

약성분석 연구와 주로 단일 재해에 대한 취약성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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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박종덕 외(2011)5)는 하전 범람이 자주 발생하는 지

역을 대상으로 홍수범람지역을 추출하고, 침수취약지

역의 주민들이 홍수 발생 시 대피시설까지 대피할 수 

있는 경로를 분석하였다. 

이동근 외(2013)6)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취약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산사태를 중심으로 기상

청에서 제공하는 RCP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시나리오 

적용에 따른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취약성 평가 방법

을 분석하였다. 

오승명 외(2017)7)은 성주현 외(2016)8)연구에서 개발

한 토석류 유동 해석모형을 불연속 초기 조건에 의한 

붕괴 흐름 문제와 주흐름 방향이 바뀌는 굽은 수로 문

제에 적용하여 모의 성능을 검증하고, 2011년 우면산 

토사재해에 적용하여 실제 피해규모와의 비교를 통해 

토사재해 위험지역의 구조적 대안 설정 기준 수립을 

제공하였다. 

한편 일본에서의 선행연구로는, 타카이 외(1984)9)는 

특정 지역에서 어떤 안전 위험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시오자키 외(2007)10)은 재해 전후의 시가

지 특성을 파악하고 고립화를 초래한 공간적 요소의 

변화를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과 방재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에 착안하여 물리적 관점에서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의 특징,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

다. 또한 방재적⋅도시적 기능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

으로 도로 네트워크분석을 이용한 도로폐쇄시뮬레이

션을 통해 지역의 방재안전성을 평가하여 향후 지자체

가 방재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1.4 연구방법

재해시의 재해발생대상 지역을 분석하기 위해, 일본

의 지방도시인 오이타 현의 남동부에 위치한 사이키시

를 선정하였다. 사이키시는 2005년 시정촌 합병에 5초 

3정이 통합하여 규슈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도시이다

(Fig. 1). 또한 합병으로 인해 광역화 된 도시는 각 지

역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시책들이 구석구석 미치지 못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합병 이전의 구 

시정촌을 대상으로 하여, 1) 각 지역의 수치지도 25000, 

인구통계자료, 사이키시 방재지도, 대피시설(사이키시

방재계획)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GIS를 통한 도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GIS의 데이터베이스에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재해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지역, 

Fig. 2. Flow chart of research methodology.

대피 시설, 병원 등 방재거점시설이 데이터가 포함되

었다. 이러한 구축된 데이터를 통해, 2) 방재거점시설

과 취락의 접근성 분석과, 주성분 분석, 클러스터 분석

을 실시하여 각 지역의 방재안전성을 분석 하였다. 

마지막으로 3) 재해 시 재해발생 지점에서 방재거점 

시설까지의 최단 거리를 도출하고, 4) 방재적⋅도시적 

기능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GIS 네트워크분석을 

이용한 도로폐쇄시뮬레이션을 통해 지역의 방재안전성

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방법론의 흐름은 Fig. 2와 같다. 

2. 연구 대상지 현황

2.1 인구분포

사이키시의 행정구역별 인구동태조사를 통해 295개 

취락의 인구구성에 대해 정리하였다. 각 지역에서 0~19

세, 20~64세, 65세 이상으로 3분류를 하고, 인구의 연령

별 구성비를 3각 좌표 분류법으로 표시하였다(Fig. 3).

사이키시의 인구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19세 이하

의 비율이 상당이 낮았으며, 도시지역과 산간지역 상

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고령화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산간지역에서는 고령화율이 

Fig. 3. Population distribution of urban and mountainous area 
in Saeki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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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opulation density of Saeki city. 

40%이상으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 집중호우와 산사

태 등과 같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상

당한 인적 피해가 예상되었다. 인구의 밀도에서는 구

사이키 시가지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산간부와 교외의 

인구밀도는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Fig. 4). 

2.2 재해시 사이키시의 대피계획 분석

사이키시의 공식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기관리 대

책⋅방재정보를 통해 사에키시의 대피시설 목록에 포

함되어있는 지역이름, 대피시설, 수용 인원을 기준으로 

각 지역의 대피시설을 조사하였다.

대피시설은 사이키시 전역에서 약 361개소가 있으

며, 수용 인원은 약 60,691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361

개소 가운데는 지역 특성에 따라 작은 공민관 등이 포

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지역 커뮤니티 중심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방재적 관점에서 대피시설로 충분하

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한편,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대

피생활 및 구조 활동에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대

피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

서는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시설을 대상으로 약 136

개소로 압축하였다.

대피시설의 수용 인원과 각 지역 인구의 관계를 

Table 1로 표시하였다. 표에 나온 충족률은 대피시설의 

수용인원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Fig. 5는 각 

대피시설의 개수와 충족률을 표시하였다. 

충족률에서는 야요이가 대시시설과 충족 비율이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조, 나오카와, 츠루미

는 대피시설의 수가 적게 나타났으며, 요노우츠는 대

피시설의 수는 적지만, 수용인원의 능력 있는 시설이 

다수 존재하여 충족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

피시설은 각 지역마다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피난 및 

구조 등을 감안 했을 때 재해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작

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대피시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Table 1. Evacuation facility with 100 or more people

Classification
No. of 

Evacuation 
facility

No. of 
Capacity 

crowd 

No. of 
Population

No. of 
Average 
capacity

Fulfillment 
rate(%)

Kyusaeki 55 24,330 48,838 442 49.8 

Kamiura 10 4,500 2,452 450 183.5 

Yayoi 1 130 7,489 130 1.7 

Honjo 2 350 1,884 175 18.6 

Ume 10 1,930 3,472 193 55.6 

Naokawa 9 1,900 2,734 211 69.5 

Tsurumi 4 1,200 3,848 300 31.2 

Yonozu 14 8,244 2,337 589 352.8 

Kamae 31 6,850 8,533 221 80.3 

Total 136 49,434 81,587 363 60.6 

Fig. 5. No. of Evacuation facility and Fulfillment rate of Saeki 
city. 

2.3 사이키시의 위험지역 산출

사이키시의 공식홈페이지11)에 나와 있는 방재지도

(Hazard map)를 이용하여 토석류위험지역, 급경사지붕

괴위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을 GIS상에 점으로 정

리하여 약 2,345개소의 위험지역을 얻을 수 있었다. 방

재지도(Hazard map)를 이용하여 위험지역을 분석한 결

과, 인구가 적은 산간부보다 인구가 가장 많은 구사이

키의 시가지에서 위험지역 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가지 내의 방재대책에 대한 검증

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방재적 관점으로 본 사이키시 네트워크 분석 

3.1 방재거점시설간의 거리적 관계

사이키시의 각 취락과 방재거점시설간의 거리적 관

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ArcGIS 네트워크분석을 사용하

여 각 시설로부터 공간적인 위치의 상호관계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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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stance of each facility in each area.

등의 도로네트워크와 허용범위에 응용되는 지역공간

해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Fig. 6에 표시하였다. 

각 지역의 취락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의 거리를 

보면, 전체 평균 거리는 약 2,897 m로, 우메지역이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우메지역의 면적에 

비해 병원이 한 곳 밖에 없는 것이 이유로 나타났다. 

또한 카미우라의 값의 폭이 큰 이유는 샘플 수가 다

른 지역보다 적었기 때문이며, 구사이키는 비교적 짧

은 거리에 집중되어 있지만, 최대거리가 비교적 큰 값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경향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피시설까지의 거리

를 보면, 전체 평균 거리는 약 1,517 m로, 혼조지역이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으로 카미우라, 

우메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간선도로까지의 거리에서는 국도10호, 국도217

호, 국도326호, 국도388호의 4개의 도로와, 섬인 경우 

항구까지 가장 가까운 도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이키 전체의 최단평균거리는 2,776 m로 나

타났으며, 혼조, 츠루미, 요노우츠의 값이 가장 크고, 

분포의 폭도 크게 나타났다. 

각 시설까지의 거리를 보면 대부분의 지역이 5 km

이내에 시설들이 많이 근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대피시설까지의 거리가 짧고, 간선도로의 

거리가 확대되는 것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3.2 주성분분석에 의한 지역의 안전성 평가 

재해시 각 지역의 방재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

구, 세대수, 고령화 등과 같은 지역특성과 더불어 병원, 

대피시설, 주요간선도로와 같은 방재거점시설은 방재

자원 및 인력의 신속 투입과 지역주민이 신속하게 대

피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지역특성과 주변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Table 2에 표시된 변수를 가지고 주성분분석을 실시하

였다. 주성분분석은 일반적으로 주성분의 채용기준이 

고유치가 1.0 이상, 누적기여율이 70~80%를 이상일 때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고유치가 1.0 이상과 누적기여율이 약 70%에 가까운 

제 3주성분까지 채용하였다. 주성분결과(Table 2)를 통

해 다음과 같이 주성분분석을 해석하였다. 

Table 2.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Variable

PC1
(Urban 

function 
vulnerability)

PC2
(Urban 

function 
forming 
factor)

PC3
(Disaster 
isolation 

possibility 
factor)

Each village-distance 
to the nearest main road 0.772 -0.064 -0.002

Each village-distance 
to the nearest hospital 

0.730 -0.182 -0.261

Each village-Distance 
to the nearest evacuation facility

0.652 -0.031 -0.124

Aging rate 0.605 -0.271 -0.239

Population -0.163 0.972 0.127

The number of households -0.155 0.97 0.148

The capacity crowd of 
Evacuation facility 0.031 0.195 0.834

Number of evacuation facilities in the 
range of 800 meters from each village -0.489 0.194 0.588

Number of hazards in the range of 
800 meters from each village -0.295 0 0.587

Eigenvalues 2.299 2.073 1.564

Variance(%) 25.54 23.03 17.38

Adjusted variance(%) 25.54 48.57 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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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성분은 취락에서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까지의 

거리 등과 같은 거리에 대한 지표가 가장 큰 영향을 미

치고 있었다. 또한 고령화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일상적인 생활에 관련된 시설과 도

로까지의 거리가 멀고, 취락의 과소화와 고령화가 진

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1주성분은 ｢도시기능취약인자｣

의 축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값이 커지면 도시의 기

능이 저하되고, 값이 작아지면 도시의 기능이 향상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2주성분은 인구, 세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거리의 지표가 음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제2주성분을 ｢도시기능형성인자｣의 축으로 해석하

였다. 따라서 값이 커질수록 지역의 기능이 향상되고, 

값이 작아지면 지역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3주성분은 피난시설의 수와 수용인수, 위험개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축으로 보여 지고 있다. 또한, 

거리의 지표가 음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제3주성

분을 ｢재해시고립가능성인자｣의 축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값이 클수록 재해시 고립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며, 값이 작을수록 고립가능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3.3 클러스터분석에 의한 각 지역별 특징

주성분분석에서 얻은 3개의 주성분을 이용하여 클

러스터분석(Ward법)을 실시하고 사이키시 전역의 지역

적 경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각 지역은 5개의 클러

스터로 분류 되었으며 Table 3과 같이 표시하였다. 사

이키시 전역을 대상으로 각 클러스터별 특징을 통해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클러스터 1은 16개의 취락이 분포하며, 구사이키의 

시가지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각 시설간의 거리 지표

는 짧게 나타나 있지만, 위험개소가 많은 것이 특징으

로 나타났기 때문에, 클러스터 1을 ｢시가지형 재해위

험지역｣으로 분류하였다. 

클러스터 2는 20개의 취락이 분포하고, 구사이키의 

중심부에 많이 분포하며 인구와 세대수가 많고, 고령

화율이 낮아 타 지역보다 가장 도시적 기능이 강한 특

징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클러스터 2를 ｢시가지형 도

시형성지역｣으로 분류하였다.

클러스터 3은 82개의 취락이 분포하며, 시가지 중심

부와 근교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해

시 위험성이 높고 각 시설 간의 거리 지표가 높아 재해

시 고립가능성이 높은 특징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클

러스터 3을 ｢근교형 재해위험지역｣으로 분류하였다. 

Table 3. Variable mean in each cluster

Classification Cluster1 Cluster2 Cluster3 Cluster4 Cluster5

Each village-distance to 
the nearest main road(m)

511 1,431 1,402 1,767 8,716 

Each village-distance to 
the nearest hospital(m) 526 764 1,494 3,011 6,453 

Each village-dstance to the 
nearest evacuation 

facility(m)
558 715 1,047 1,454 3,183 

Aging rate(%) 30.2 25.0 30.6 36.7 50.6 

Population(person) 273 1,448 209 211 88 

The number of 
households(num.)

120 597 84 82 38 

The capacity crowd of 
evacuation facility(person) 1,043 500 279 162 222 

The number of evacuation 
facilities in the range of 
800 meters from each 

village(num.)

9 6 6 2 1 

The number of hazards in 
the range of 800 meters 
from each village(num.)

21 16 18 12 9 

클러스터 4는 126개의 취락이 분포하고, 시가지 중

심부와 근교에 많이 분포하며, 대피시설의 수용인수와 

개수가 적지만, 기타 다른 도시기능을 갖춘 곳이 많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클러스터 4를 ｢근교

형 도시형성지역｣으로 분류하였다. 

클러스터 5는 51개의 취락이 분포하며, 시가지 중심

부에서 떨어진 지역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고령화율

과, 각 시설간의 거리 지표가 높고, 재해시 대피시설도 

부족하여 방재적⋅도시적 기능이 취약한 것이 특징으

로 나타났기 때문에, 클러스터 5를 ｢교외형고립지역｣으

로 분류하였다. 

또한, Table 4는 클러스터를 지역별로 분류⋅평가를 

통해 각 지역의 특징을 이용하여 각 클러스터에 의한 

지역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중 혼조지역의 ｢교외형

고립지역｣에 가장 많은 취락이 분포 되었으며, 각 시설

들이 거리적으로 멀고, 위험개소가 많은 지역으로 나

타났다. 우메지역의 경우는 ｢근교형재해위험지역｣ ｢근

교형도시형성지역｣ ｢교외형고립지역｣에 많은 취락들

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재해시 위험에 노출된 취락

이 약 66.6%로 방재성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요노우츠의 경우 ｢근교형 도시형성지역｣에 취락이 

가장 많았으며, ｢근교형재해위험지역｣과 ｢교외형고립

지역｣에도 약 30%이상의 취락이 분포하여 방재에 취

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사이키시 전역을 보면 클러스터 4의 ｢근교형도시형

성지역｣이 가장 많은 취락이 분포하고 있으며, 가장 적

은 취락이 분포하는 클러스터 1의 ｢시가지형재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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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인구와 세대수가 많은 구사이키 시가지에 집

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이키시 전역에서는 구사이키 시가지의 중

심부에서 떨어진 취락이 많이 분포하며, 도시 형성의 

요소를 가진 취락이 절반 가까이 되지만, 동시에 재해

시 위험에 취약한 취락이 각 시설과의 거리적인 요인

을 제외하고도,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도로폐쇄 시뮬레이션을 통한 안전성 분석 

4.1 도로폐쇄 시뮬레이션 개요

3장까지는 사이키시 전역에 대하여 위험 지역 평가

를 통해 위험 지역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각 취락에서 보여진 위험지역의 특징에 따른 방재

대책에 대한 취약도를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재해가 일어났을 때 긴급 구조활동에 

있어 취락에서 병원, 대피시설까지의 방재 인프라와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방재 인프라가 갖

추어지지 않은 곳이 위험 지역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고 할 수 있으므로, 각 시설 간의 도로네트워크와 각 

취락의 지역성에 주목하여 재해시 위험지역 취락을 선

택하고 위험개소의 밀도를 분석하여 위험개소 밀도가 

높고, 주요 간선 도로에서 떨어진 취락에 대한 도로폐

쇄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4.2 도로폐쇄시뮬레이션 방법

도로폐쇄시뮬레이션 방법으로는 재해시 도로가 폐

쇄 될 경우 거점병원으로의 대피 행동과 구조 활동에 

대한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클러스터의 취락 중

에서 고령화율이 높고 방재 인프라시설이 취약한 산간

지역의 우메지역과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의 구사

이키지역 37개 취락을 선정하여 ArcGIS Network 

Analyst를 이용한 대피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취락의 평상시 거점 병원 수용 능력 

범위와 재해시 피해 예측을 고려한 재해 대응 능력 수

용 범위의 비교를 실시하여, 이에 이르는 대피경로 선

택과 실제 거리의 차이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도로폐쇄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전항에서 산출된 

각 클러스터 취락의 결과와 위험 지점을 기준으로 한 

폐쇄 개소를 선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Arc GIS의 지도 

데이터와 중복되는 부분에 도로를 차단하는 배리어

(barrier)를 배치하고, 경로 분석에 있어 같은 도로의 선

택을 제외시켰다.

배리어를 비설정할 경우의 경로선택과 이에 따른 수

치 데이터를 평상시 대피정보의 기준치로 설정하고, 

이 외에 재해시 배리어 설정시의 수치를 산출하여 비

교함으로써 도로의 폐쇄 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였

다. 본 시뮬레시션에서 표출한 위험개소는 2-3에 나온 

방재지도(Hazard map)에서 추출한 토석류위험지역, 급

경사지붕괴위험개소, 산사태위험개소 등을 이용하였

다. 배리어 설정에 대해서는 ① 취락에 가깝고, 위험개

소의 밀도가 가장 많은 장소. ② 수해에 의해 강의 범

람으로 위험성이 높은 교량으로 재해에 민감한 지역을 

설정하였다. 

또한, 본 시뮬레이션에서 선정한 재해 거점 병원은 

우메지역의 카미미야병원과 구사에키 지역의 카타오

카 병원을 선정하였다. 카미미야병원은 우메지역에서 

유일한 병원이며, 카타오카병원은 구사이키지역에서 

위험성이 높은 취락에서 가장 가깝고, 시가지에서도 

가깝기 때문에 두 병원 모두 재해시 중요한 거점 병원

의 역할을 하고 있다. 

4.3 우메지역 취락의 도로폐쇄 시뮬레이션 

방재 인프라시설이 취약한 산간지역의 우메지역 

A~F취락은 인구가 적으며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

이다. 또한 취락과 각 시설의 거리가 멀어 방재 기능뿐

만 아니라 도시적 기능도 약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그

리고 평상시는 위험성이 비교적 적지만, 재해가 발생

할 경우 고립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거

점 병원으로는 카미미야병원과 연계가 되어 있다. 

Table 5, Fig. 7, Fig. 8은 우메지역에서 평상시와 재

해시의 각 취락과 거점병원간의 거리를 분석한 내용

이다. 

Classification Kyusaeki Kamiura Yayoi Honjo Ume Naokawa Tsurumi Yonozu Kamae Total

Urban disaster hazard area 13.9 0.0 0.0 0.0 0.0 0.0 0.0 0.0 0.0 5.4

Urban formation area 13.0 0.0 3.8 0.0 0.0 0.0 10.0 0.0 6.9 6.8

Suburban disaster hazard area 42.6 0.0 34.6 7.1 22.2 19.5 5.0 16.7 17.2 27.8

Suburban Urban formation area 24.3 62.5 61.5 21.4 33.3 75.6 30.0 66.7 72.4 42.7

Suburban isolated Area 6.1 37.5 0.0 71.4 44.4 4.9 55.0 16.7 3.4 17.3

Table 4. Percentage of regions by each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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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nearest distance between each village and 
hospital in Ume area

Village - Hospital Usual nearest 
distance(m) 

The nearest distance 
in the event of a 

disaster(m)

A village - Hospital      7,045      8,269 

B village - Hospital      7,382      7,404 

C village - Hospital      6,540    12,014 

D village - Hospital      6,821    12,779 

E village - Hospital      5,607    11,526 

F village - Hospital      7,687    10,857 

Average of each village      6,847    10,475 

Fig. 7. Usual Road Network in Ume area. 

Fig. 8. The road closure simulation in case of disaster in Ume 
area.

평상시 거점 병원까지의 거리가 평균 약 6,847 m이

며, 다른 지역에 비해 거리가 가장 멀고, 보통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재해

가 발생할 경우의 도로폐쇄시뮬레이션을 보게 되면, 

고령화율이 높고 거점 병원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피행동과 긴급구조활동이 어려운 지역으로 파악되

었다. 특히 A취락과 B취락은 평상시와 재해시의 거리

가 크게 변하지 않지만, C~D취락들은 재해발생 시 도

로가 폐쇄되면 병원까지의 거리가 평상시보다 배 이상

으로 멀어지고, 대피경로 또한 대부분 산길이기 때문

에, 취락들이 고립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4.4 구사이키지역 취락의 도로폐쇄 시뮬레이션 

구사이키지역의 a~k취락의 경우는 타 지역보다는 

시가지에 근접해 있지만, 고령화율이 높고, 각 취락에

서 방재 인프라시설까지의 거리가 멀고, 위험개소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재해시 방재기능의 취약점을 노

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Table 6, Fig. 9, Fig. 10은 

Table 6. The nearest distance between each village and 
hospital in Kyusaeki area

Village - Hospital Usual nearest 
distance 

The nearest distance 
in the event of a 

disaster

a village - Hospital      9,694  孤立 

b village - Hospital      7,806      8,368 

c village - Hospital      4,937      5,606 

d village - Hospital      6,470      7,031 

e village - Hospital      4,389      4,389 

f village - Hospital      5,764      5,764 

g village - Hospital      3,286      3,286 

h village - Hospital      3,891      4,636 

i village - Hospital      8,466    12,280 

j village - Hospital      3,006      3,030 

k village - Hospital      9,322    11,698 

Average of Each village      6,094    6,609 

Fig. 9. Usual Road Network in Kyusaeki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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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road closure simulation in case of disaster in 
Kyusaeki area.

구사이키지역에서 평상시와 재해시의 각 취락과 거점

병원간의 거리를 분석한 내용이다. 

평상시 취락과 거점병원까지의 평균 거리는 6,094 m

이며, 각 취락들이 1개 도로 노선에 대부분 근접해 있

어서, 재해시 도로가 폐쇄 될 경우 고립가능성이 높은 

취락이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실제로 재해시 도로폐쇄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b, 

c, d, e, f, g, h, j 취락의 경우는 평상시와 재해시의 거

리적 변화가 거의 없지만, a, i, k 취락의 경우는 산간부

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a취락의 경우 고립이 되고, i, 

k취락 또한 거점 병원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대

피행동과 긴급구조 활동 시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5.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취락과 방재거점시설 간의 접근성에 

주목하여 일본의 지방도시 중 하나인 사이키시를 대상

으로 각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의 특징, 민관네

트워크를 통한 방재거점시설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

다. 또한 재해시 방재적⋅도시적 기능이 취약한 지역

을 대상으로 도로네트워크분석을 이용한 도로 폐쇄시

뮬레이션을 통해 지역의 방재안전성을 분석하였다.

지역의 특징으로는 구사이키시 시가지에 근접하는 

지역에서는 방재거점시설까지의 거리가 짧게 나타났

으며, 산간부와 교외지역에서는 방재거점시설까지의 

거리가 먼 취락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메와

혼조지역에서는 병원과 대피시설까지의 최단거리가 

가장 멀었으며, 대피⋅구조활동과 더불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도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클러스터분석 결과 ｢교외형고립지역｣이 방재

거점시설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고, 대피시설이 가장 

적었으며, 고령화율이 50%가 넘는 방재적으로 가장 취

약한 취락들이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가

지형재해위험지역｣과 ｢근교형재해위험지역｣은 사이키

시의 도시지역에 근접하고 있지만, 위험개소가 많고, 

인구가 밀집하고 있어서 재해시 희생자가 많아 인적피

해가 클 것으로 예상 되었다. 

한편, 도로폐쇄시뮬레이션에 의한 결과를 보면 위험

지역 밀도가 높은 취락은 거점 병원과 다른 시설까지

의 편리성이 좋지 못한 교외지역에 존재 하지만, 사이

키시의 경우 도시지역에 가까운 취락에서 가장 위험지

역 밀도가 높기 때문에 재해시 도로가 폐쇄 될 가능성

이 높고 인구밀도도 높은 지역 많아 인적⋅물적 피해

가 확대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교외에서는 임도 등의 교통정

비를 통해 방재적 기능을 보완해야 하는 것과, 도시지

역에서는 위험개소의 관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과

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지역의 

위험개소의 인식과 대피, 구조에 있어 필요한 지역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주민의 방재의식 향상을 촉진 시

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생각할 수 있다. 이

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현재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방

재적 의식을 향상시기 위해 초중고 뿐만아니라 지역주

민의 방재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일본의 지방도시와 상황이 

비슷한 국내의 많은 지방도시에서도 재해시 방재적 기

능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산사태나 수재해 등의 자연재해에 의해서 고립 

가능성이 높은 취락의 실태를 파악하고, 동시에 중산

간지역 등의 방재대책을 위한 대응과 주민교육을 추진

해 나가는 것에 있어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재해시의 재해발생 지점부터 방재관련시

설로의 접근성과 방재적 기능을 분석하고, 도로네트워

크분석과 도로폐쇄시뮬레이션을 통해 대피시설까지의 

대피경로를 파악하여 각 지역의 방재안전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재적 

기능 효과와 방재안전성의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일본의 지방도시의 방재안전성에 대해 도로용량

과 성능에 따른 구체적인 방재적 기능 효과와 주민교

육, 민관네트워크 추진체계, 법⋅제도적 체계 등의 연

구를 추가하여 국내의 방재안전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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