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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인간의 정주공간이 도시로 집중화되면서 도시 생활공간의 복잡화, 다양화, 고도화 되는 상황을 고려한 

도시계획 관리기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재해 취약성에 대한 분석에 근거한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을 계획하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이

러한 관점에서 도입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UC-VAS)제도는 현재 집계구단위 분석방식으로 운영됨으로 도

시계획활용을 위한 세부적인 구역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분석단위를 격자방식으로 변경하고 2개 지자체를 대상

으로 분석하여 해당결과를 비교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집계구 단위보다 세부적인 결과도출이 가능하며, 항공영상과의 

현황비교결과 세부적인 구역설정이 가능한 결과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비교검토결과와 더불어 분석지표에 따

라 격자단위 결과 활용에 문제점이 발생됨을 발견함으로써 향후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제도의 과학성과 객관

성을 추가 확보하는 전문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한다.

키워드 : 기후재해취약성, 도시계획제도, 평가단위, 격자단위

Abstract Today, because human settlements are concentrated into urban area, urban planning and management 

technique considering the complexity, diversity, and advanced situations of urban living space is being requested. 

Especially, to effectively respond to large and diverse climate change driven disast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urban 

planning technique including land use, infrastructure planning based on disaster vulnerability analysis. However, 

because current urban climate change disaster vulnerability analysis system(UC-VAS) is using census output area as 

spatial analysis unit, it is difficult to utilize the analysis results for specific urban planning. Instead, this study applies 

the grid manner to two study area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it can generate more detailed results and it can be used 

for detailed zoning decision by comparing with areal photos. Furthermore, by describing the limitation of the grid 

manner and providing professional way to secure additional scientific character and objectivity of the future urban 

climate change disaster vulnerability analysis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ffectiveness of 

system management.

Keywords : Disaster Vulnerability, Urban-Planning, Analysis Unit, Grid Unit

1. 서   론

오늘날 인간의 정주공간이 도시로 집중화되면서 도

시 생활공간의 복잡화, 다양화, 고도화 되는 상황을 

고려한 도시계획 관리기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재해에 효

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재해 취약성에 

대한 분석에 근거한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을 계획하

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1].

이러한 관점에서 도입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제도는 ｢우면산 산사태｣, ｢강남역 주변 침수｣ 등

과 같은 다양한 도시재해가 일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을 통

해 제도화 되었으며 현재 운영중에 있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관리기법이다.

그러나 현재의 평가기준이 집계구 단위로 분석됨으

로 인하여 결과도출시 광범위한 지역이 동일 결과값

으로 산출되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분석단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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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ensus output area (sample)

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단위를 격

자단위로 변경한 분석결과를 비교분석하여 결과활용

의 효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 분석단위 평가 기준 설정

2.1 기후재해 취약성 분석개요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제도는 총 6가지 

재해유형에 대하여 지자체 단위의 집계구경계로 분석

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특히, 분석대상 재해인 폭우, 

폭염, 폭설, 가뭄, 강풍, 해수면상승 중 폭우재해는 전

국 지자체가 필수로 분석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의 경우 해수면에 접한 지자체에 필수적으로 분

석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분석단위인 집계구 경계는 Figure 1과 같이 

인구통계 집계구 단위(보통 읍면동의 1/23 정도)로 기

후노출요소인 기온, 강수량 등과 같은 기후적 요소에 

대한 영향과 도시민감도 요소인 도시의 물리적 취약

특성 및 도시구성요소(시민, 기반시설, 건축물)에 대

한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분석의 구조는 현재 취약성(Present Vulnerability), 

미래 취약성(Future Vulnerability), 도시 종합 재해 취

약성(Total Disaster Vulnerability)으로 구분되며, 현재 

취약성은 과거부터 현재(보통 30년)까지의 기상 관측

치에 의한 현재 기후노출과 현재의 잠재취약지역과 

도시취약구성요소를 중첩한 도시민감도로 나타낸다. 

미래 취약성은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기반 시나리

오)에 의한 미래 기후노출과 미래의 도시개발 전망 등

을 반영한 도시민감도로 나타내며, 도시 종합 재해 취

약성은 현재 취약성과 미래 취약성 분석을 중첩하여 

종합 재해 취약성 등급을 산출한다. 산출된 재해 취약

성 등급 I～IV 등급으로 등급화하고, I등급이 재해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며, 재해취약지역은 I, II등급 지역

을 의미하는 결과가 도출된다.

2.1 문헌 고찰

Lee[1]는 현재의 기후재해 취약성 평가제도의 수행

상 문제점을 플랫폼 지원관점(교육지원, 데이터관리, 

협력 네트워크관리)에서 연구하였으며, Sim[2]는 재

해 취약성 분석방법의 개념 및 절차와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Kim[3]은 소방

방재청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방법을 준용한 취약성 

분석을 통해 도시재해취약성 방법론을 검토하였으나, 

이는 변경된 제도와 다른 방식으로 분석하는 한계가 

있다. 분석단위에 대한 연구로는 Kim[4]은 해수면상

승에 대한 재해유형을 기준으로 집계구 단위 분석과 

동단위 경계 분석을 실행하여 분석단위의 조정 필요

성을 언급하였다. 

이상의 참고문헌들은 모두 2012년 이후 작성된 것

으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평가 제도의 시행기

간이 짧음에 따른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

이다. 특히, 제도운영 초기임으로 분석단위에 대한 연

구는 현재 미미한 실정으로 다양한 연구진행이 필요

하다.

2.2 평가단위 기준 설정 사례

국･내외 도시계획관련 평가제도는 다양하게 운영

되고 있다. 현대의 평가제도는 공간정보 분석을 기반

으로 한 제도 운영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분석을 

위한 공간단위는 제도의 사용목적과 활용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단위인 공

간분석단위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지는 공간단위수

정가능성의 문제(MAUP, Modifiable Areal Unit Problem)

가 발생됨[3]으로 도시계획 관련 활용처의 목적성에 

부합되는 기후재해 취약성 분석단위 적용검토가 필요

하다.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도시계획 관련 평가 

제도를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1과 같이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도입된 평가

의 경우 교통영향 평가를 제외한 평가제도가 면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활용되고 있다. 이는 도시계획의 계

획단위가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과 같은 면형(Polygon)

계획과 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과 같은 선형(Line)계

획 및 공공청사 등과 같은 점형(Point) 계획으로 구분

되는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면형계획에 활용되는 기

후재해 취약성 평가제도는 지적단위 또는 격자단위 

분석결과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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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UC-VAS Analysis Procedures

Table 1. Evaluation methods used in Korea urban planning

Category Application Unit Not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et zoning and urban planning facility 

location planning

Jijuk/Grid Poly

Climate Change Driven Disaster Vulnerability Census area Poly

Traffic Impact Assessment Road facility location planning Road Line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Urban development plan Grid Poly

2.3 연구 착안점 정립

앞선 문헌고찰과 유사평가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간단위수정가능성의 문제(MAUP, 

Modifiable Areal Unit Problem)문제를 검토하고 도시

계획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후재해 취약성 평

가 단위를 격자단위로 변경하여 검토하고, 분석된 결

과를 현 기준인 집계구 단위 기준과 비교하여 효율적

인 결과 도출 분석단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3. 기후재해취약성 사례분석

3.1 사례 분석 개요

기후재해취약성 분석의 결과활용의 효율성을 증대

하기 위하여 분석단위를 현재 집계구 단위에서 격자

단위로 변경한 결과를 상호 비교검토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개의 지자체 자료를 바탕으로 현 매뉴얼상[5]의 

분석기법을 적용한 결과와 격자단위로 분석한 결과를 

도출한다. 단,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와 분석방법은 동

일하게 적용하되, 분석결과를 도출하는 평가단위를 

집계구단위(현 방식)와 격자단위(개선방식)으로 구분

한다.

또한 재해유형 6개 항목 중 전국 공통 분석대상인 

폭우에 한하여 분석한다. 

3.2 사례지역 현황

사례지역의 객관적인 결과 비교검토를 위하여 2개 

지자체 지역(이하 A, B로 구분)을 사례지역으로 선정

하여 분석한다. 

또한 분석 시 공간적 범위는 기후재해취약성 표준

품셈(국토계획 표준품셈 2014.10.31. 전면개정) 제8장 

도시평가 중 제3절 재해취약성분석에 적용 최소계획

면적인 10km
2
를 기준으로 해당 사례분석 도시를 Clip

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두 사례대상 지자체 중 A 지역은 내륙지역에 위치

한 지역으로 주변에 산과 하천이 위치하고 있으며, 하

천주변으로 도시가 형성된 배산임수형의 도시구조를 

갖추고 있다. 다른 B지역의 경우 해안에 위치한 지역

으로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 도시가 형성된 해안형 구

조를 갖추고 있다.

3.3 기후재해취약성 분석절차

분석절차는 Figure 2와 같이 재해유형선정과 분석 의 

단계로 진행되며,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과정만을 한정

하여 연구하며, 결과의 의견수렴과정은 제외하였다.

분석을 위한 기초단위에서 집계구는 2012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센서스에 사용된 조사구를 대상으로 

구분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격자단위는 유사 도시

계획 업무관련 평가체계인 토지적성평가의 격자단위 

기준인 100M×100M단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공간정보 분석에 사용된 Tools은 ArcGIS 10.1과 

QGIS를 활용하였으며, 폭우재해의 현재취약성 분석

지표인 Table 2와 미래취약성 분석지표인 Table 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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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site Satellite map Figure 4. B-site Satellite map

Table 2. Currently rain disaster vulnerability analysis indicators

Category Detailed indicators

Current Weather Exposure
Annual 80mm / day or more then number of rainy days, the 

average annual rainfall maximum time

current - 

urban 

sensitivity

Potential Vulnerable Areas

The last 10 years affected areas, disaster district, natural 

disaster risk Improvement District, a landslide vulnerable areas 

(landslide risk areas), lowlands on the main riverside (lower 

area than planned flood level), the risk of storm and flood 

damage reduction master plan District (river disaster, slope 

disaster, landslide accidents, domestic accidents)

Urban 

vulnerable 

components

Citizen
Older than 65 years population or children under five in the 

census areas

Urban 

infrastructure

Road road or under road in the census areas

Rail rail in the census areas

Port -

Air-Port -

Water Supply Facilities water supply facilites in the census areas

Heating Supply Facilities -

Broadcast Communication 

Facilities
-

Common Ducts common dusts in the census areas

Oil Storage and Oil Feed 

Plant
Oil storage and oil feed plant in the census areas

Water Pollution Prevention 

Facilities
Water pollution prevention facilities in the census areas

Building semi-basement housing, house in the census areas

Table 3. Future rain disaster vulnerability analysis indicators

Category Detailed indicators

Future Climate Exposure
Annual 80mm / day or more then number of rainy days, the average 

annual rainfall maximum time

Future

Urban Sensitivity

Regional urbanization over the past 10 years, the last 10 years population 

growth areas, urban development projects in progress and planned district

대상으로 구축하여 분석자료를 마련한다.

구축된 지표에 대해서는 공간보간법, 그리드분석, 

면적분석, 점적분석, 속성분석 등 세부지표에 적합한 

분석기법(Table 4)을 적용하여 관련 내용을 분석하

며, 분석으로 도출된 자료는 모두 분석단위인 집계구 

또는 격자단위 도형자료에 중첩하여 결과값을 추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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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echnique analysis indicators for rain disaster

Category Spatial interpolation Grid Area Point Text

Analysis 

Indicators
･ Current climate ･ Future climate

･ Potential vulnerable

･ Infrastructure

･ Future plan area

･ Building

･ Potential vulnerable

･ Infrastructure

･ Population

･ Population Growth

DATA

･ Select Point

･ Climate Search 

(30yare)

･ IDW or Kriging

･ Analysis

･ RCP8.5 Scenarios

･ 30year average 

annual grid data 

･ Analysis

･ Mapping

･ Select Area

･ Analysis

･ Text data

･ Point

･ Analysis

･ Text data search

-census

-select area

･ Analysis

-data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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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석지표를 다양한 분석기법으로 추출할 때 지

표간 점수값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지표의 표준

화 과정을 수행하며, 이때 사용되는 방식은 도시기후

변화재해취약성분석 매뉴얼 상의 Z-score 방식과 표

준화 점수산정 방식을 식(1)과 같이 적용하였다.

집계구별 표준화 점수를 산정한 후 1등급(위험)에서 

4등급(양호)으로 구분하기 위한 방법은 매뉴얼에서 

정의한 ArcGIS 의 자연적 구분법에 의해 분류하였다.

4. 분석결과 비교검토

4.1 A 지자체 분석결과 비교검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표준분석단위인 집

계구에 의한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격자단위 분석결과

를 비교검토 한다. 

Table 5와 Table 6의 분석단위 변경에 따른 결과 비

교에서 현재기후등급의 경우 Table 5의 Top-Left 방향

성에서 Bottom-Left 방향으로의 등급이 변화됨을 확

인 할 수 있었으며, 현재도시민감도 등급의 경우 분석

지표인 도시계획 시설 등에 의한 소규모 면 또는 선형

의 분석결과가 격자로 세분화 되어 도출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단위별 종합등급도

를 Table 7과 같이 면적에 의해 비교하면 1등급 지역

이 격자단위 분석시 약 0.3% 증가하였으며, 3등급의 

경우약 17.18% 감소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A① 지역의 경우 집계구 분석시 산악지역으로 현재 

개발 또는 미래개발가능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도 

2등급의 등급을 부여한 반면, 격자단위 분석 시에는 

현재의 개발지를 중심으로 2등급이 분포되고 주변 산

악지형에 경우 3등급이 적용되는 현시성 높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단, 미래기후노출에 의한 격자분석 시 기

상청에서 제공하는 RCP8.51) 기준 Grid Data의 일(day)

분석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계성 선형 분석결과에 대

한 이슈가 도출됨으로 이에 대한 검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② 지역의 경우 집계구 단위 분석 시 도심지 내부

지역에 한하여 1등급이 분포하나, 격자단위 분석의 경

우 도심지역과 더불어 하천인접지역에 광범위하게 위

험지역이 도출되었다. 즉, 집계구 단위 구역내 인구분

포 및 시설의 밀집도를 평균하여 일반화 하는 것보다 

1)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대표농도경

로)] 8.5 : 온실가스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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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site Compare results

Category
Census area unit Grid unit

num area (m
2
) num area (m

2
)

1 Grade 1 82,959 35 350,000

2 Grade 8 6,032,199 421 4,210,000

3 Grade 26 89,629,360 7,245 72,450,000

4 Grade 3 4,255,482 2,299 22,990,000

Total 38 95,744,520 10,000 77,010,002

Table 5. A-site Analysis unit (Census area) results

Category Currnt Climate Grade Current Urban Sensitivity Grade Total Grade

A-site Future Climate Grade Future Urban Sensitivity Grade

Table 6. A-Site Analysis unit (Grid 100x100) results

Category Current Climate Grade
Current Urban Sensitivity 

Grade
Total Grade

A site

A①

A②

Future Climate Grade Future Urban Sensitivity Grade

격자단위 분석에 따라 시설의 위치에 기반한 밀집면

적 분석과 하천 등 위험지역의 인접도에 따라 등급결

과가 세밀해지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 제도의 공간단위수정가능성의 

문제(MAUP, Modifiable Areal Unit Problem)를 단편

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4.2 B 지자체 분석결과 비교검토

B 지자체의 경우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지리정보데

이터의 좌표체계 일치화를 위해 Bessel 동부원점의 자

료를 Bessel 중부원점으로 변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0과 같이 B지자체의 분석단위 변경결과를 

비교하면, 1등급지역에 대한 비율이 약 20% 이상 감

소(격자단위기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집

계구 단위 구역 중 1등급으로 분석된 Table 11의 (N) 

집계구는 산사태위험지구와 풍수해 위험지구가 존재

하는 지역으로 집계구 단위 분석 시 해당 집계구 전체

지역이 위험한 것으로 평가되나, 평가단위 변경에 다

른 세부 평가 시 위험지구를 중심으로 등급이 도출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3 B③ 지역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사태위험지구로 설정된 지역으로 해당지역을 중심

으로 주변지역에 한하여 1등급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등급 생성을 방지할 수 있었다. 

또한 Table 14 B④지역의 경우 기존 도심지에 인접

한 지역으로, 인구 및 건축물에 의한 등급상승요인이 

발생되어 2등급으로 구분되었으나, 격자 분석시 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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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A-site Compare results (A1)

Satellite map Census area unit Grid unit

Table 9. A-site Compare results (A2)

Satellite map Census area unit Grid unit

Table 10. B-site Compare results

Category
Census area unit Grid unit

num area (m
2
) num area (m

2
)

1 Grade 1 24,705,958 375 3,750,000

2 Grade 9 64,772,868 2,703 27,030,000

3 Grade 16 10,430,372 6,629 66,290,000

4 Grade 2 90,802 293 2,930,000

Total 0 0 0 0

급 및 3등급으로 변형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해당지역

의 경우 항공사진과 같이 산림과 농경지로 구성된 농

림지역으로 도시지역에 인접해 있으나, 재해발생 위

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분석지표와 분석단

위에 의한 과대 분석결과를 현시성 있게 조정하는 결

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5. 결론 및 향후연구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이후 제도화 되어 운영 중인 

도시기후변화재해취약성 분석의 결과해석을 위해 사

용되는 분석단위를 집계구 단위(현 지침방식)의 다양

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석단위 변

경을 통한 결과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석단위를 격자단위로 변경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비교분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서는 6개

의 재해유형 중 전국 필수 분석대상인 폭우를 대상으

로 동일하게 분석하여 동일 지표에 대한 지역별 결과 

해석오류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2개의 지자체 모두 재해위험에 직접적 영

향을 미치거나, 현재 재해위험시 높은 지역을 중심으

로 구역이 세분화 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특

히, 집계구 단위로 분석시 발생되는 과대분석결과 지

역 도출 문제를 격자단위 분석을 통해 해소할 수 있었

으며, 1년주기로 변경되는 집계구경계 특성을 단일 위

치정보인 격자단위로 분석으로 장기적 결과검토와 계

획 활용을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집계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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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B-site Analysis unit (Census area) results

Category Current Climate Grade Current Urban Sensitivity Grade Total Grade

B-site

N

Future Climate Grade Future Urban Sensitivity Grade

Table 12. B-Site Analysis unit (Grid 100x100) results

Category Current Climate Grade Current Urban Sensitivity Grade Total Grade

B-site

B3

B4

Future Climate Grade Future Urban Sensitivity Grade

Table 13. B-site Compare results (B3)

Satellite map Census area unit Grid unit

위 분석단위에서 격자단위 또는 세분화, 구역화 된 표

준분석단위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분

석단위 변경 시 앞서 도출된 경계성 선형 결과 도출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지표의 변화와 분석방법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도입 초기로 분석지표 및 지

역적 특성 반영에 한계점이 있다. 이는 기존 분석지표

와 분석단위를 활용한 결과 도출 지자체와 변경 후 

지표 및 단위적용 지자체 간의 결과 상이점과 활용 

기준의 차이를 제도적으로 우선 보완하여야 하는 것

이다.

제도적 보완 전에는 집계구 단위에 의한 분석 시행

후 1등급 지역 또는 계획 우선 검토지역에 한하여 격

자단위 분석을 추가 실시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기존 

분석단위의 활용성을 유지하면서 신규 분석단위의 적

용성을 검토･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분석단위를 현재 검토한 100M×100M

의 셀 크기 분석은 도시계획과정 상 토지적성평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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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B-site Compare results (B4)

Satellite map Census area unit Grid unit

설정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다양한 셀 분석을 통한 최

적 결과 도출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셀 크기보

다 집계구 단위 크기가 작은 경우 세밀한 분석이 불가

능한 한계가 있음으로, 다양한 격자단위와 지적단위

로의 확대연구와 분석지표의 분석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과제 수행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집계구 정보를 격자단위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Areal Interpolation 기법 등 다양한 변환 방법론을 추

가 검토하여 격자변환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류를 최소

화 할 수 있는 방법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제도는 지속가능한 

정주공간 구성과 계획수립 시 안전분야 도입이라는 

시대적 패러다임을 반영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제

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제도가 세부적인 

계획수립을 지원 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객관적인 안

정적 제도로 정착되기 위한 방안과 제도정착이후 건

강피해 등 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에 대한[6] 추가적인 연구를 지속하여 안전도시건설

과 방재도시계획 정책 수립에 이바지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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