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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1990년대 중반이후 서울시에서는국지성극한강우에의한도로및주택

의침수피해와더불어최근기록적인폭설, 한파, 폭염등기상관련자연

재해의 발생 빈도 및 규모 증가

－집중호우 시에는 서울시 저지대를 중심으로 지하주택 및 지하철 역사, 

저지대 지역 주변 도로의 침수 발생

◦전지구적으로발생하고있는기상이변에따라세계의많은대도시에서는

기상이변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새로운 도시방재의 개념을 도입

－서울에서도기상유형에따라지역별피해가달리나타나고있으며, 피해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

◦서울시민과 공무원들도 기상이변에 대한 안전 의식 및 대비에 대한 관심

증가

－서울시는통합적기상관련자연재해관리를위하여도시안전본부를신

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기상이변이 서울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기상이변에 취약한 지역을 분석, 대응

방안들을 수립하여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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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으로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서울시 기상유형별 대책수립과 기상이변 추진과제를 도출

Ⅱ. 연구의 주요 내용

1.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변화

◦기상이변의 개념

－과거에 경험한 기상상태와 큰 차이가 나는 기상현상을 의미하며, 대기

중의온실가스증가에의해발생하는기후변화가직접적인원인으로파

악되고 있음

구분 정의 및 지정기준 분석대상 비고

기상이변

방법1) 기온 및 강수량의 이상기상 발생횟수 통계량을 활
용하는 경우, 월평균기온 또는 월강수량 중 이상기상 현상
이 30년에 1회 정도의 확률로 발생하는 것(세계기상기구, 
WMO)

*극기온값 순위
- 기온

*기상특보발령횟
수 - 기온, 강우, 
강풍, 강설방법2) 기상특보 발령횟수의 증가 추세 분석

a) 이상기온
월평균 기온이 정규분포인 경우 평균값으
로부터 편차가 2배 이상 차이가 있을 때

기온 추가적 고려

b) 이상강우
누적강수량 상위 1위․2위 값은 이상다우, 하
위 1위․2위 값은 이상저우로 간주함

강우 추가적 고려

<표 1> 기상이변의 정의 및 지정기준

◦기상이변이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

－기상이변에따른자연재해는홍수, 태풍, 폭설, 폭염, 한파등에의해일

어날 수 있는 재해

－기상이변과관련된자연현상으로는해수면의상승, 홍수, 빙하와눈이

녹는 현상, 강수량의 증가, 폭풍의 강화, 기온의 상승, 가뭄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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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산불 및 화재 약 800건, 사망 30명

우루과이(2명), 칠레(2명) 등
사망자 속출

건물 350여동 침수

<그림 1> 2010년 상반기에 발생한 기상이변 현황

2. 서울시 기후특성의 변화

◦1970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기상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기상특

성의 변화는 <표 2>와 같음

－기온 및 강수는 증가한 반면, 풍속은 감소

구분 변화추세 세부사항

기온 증가

연평균 기온 증가

연평균 최저기온 증가

혹한일수 감소

열대일수 증가

강수 증가

연평균 강수량 증가

호우일수 증가

강수강도 감소

풍속
감소

연평균 최고풍속 감소

연평균 풍속 감소

<표 2> 서울시 기상특성의 변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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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기상재해 발생 및 유형별 피해현황

◦서울시 기상이변 발생현황 분석 결과

구분 기온 강우 강풍 강설

방법1)
기상측정 값 

분석

∙1,2,3,12월 이상기
온 발생 

∙기상이변의 가능성 
확인

∙이상다우 및 이상소
우의 현상이 발생하
여 기상이변으로 분
석됨

- -

방법2)
기상특보 

발령횟수분석

∙극기온값 분석 시 기
상이변이 발생한 것
으로 분석됨

∙특보 발령횟수분석
결과 기상이변 가능
성 확인

기상이변으로 보기 
어려움

∙기상이변 경향이 있
으나 뚜렷하지 않음

30년에 1회 정도의 확
률로 이상적설이 발
생했으므로 기상이변
으로 분석됨

기상이변 
발생현황 

유무
○ △ × ○

○：기상이변이라고 봄, △：기상이변의 가능성 있음, ×：기상이변으로 보기 어려움

◦이상기온

분석방법 분석자료 분석결과 비고

1. 기상측정값 분석
①월평균 기온값
  (1970~2009)

∙1, 2, 3, 12월에 이상기온이 발생하
여 기상이변으로 판단 

△

2. 기상특보 발령횟수 분석

①연중 극최고/극최저기온
상위값

  (1970~2009)
∙이상고온 및 이상저온 발생 ○

②폭염경보/한파경보 발령
횟수

  (2002~2009)

∙폭염 및 한파의 이상발생으로 인하
여 기상이변으로 판단

△

○：기상이변이라고 봄, △：기상이변의 가능성 있음, ×：기상이변으로 보기 어려움

<표 3> 서울시 이상기온 발생현황 분석종합

－기상측정값 분석결과(월평균 기온이 전체평균의 2배 이상 편차가 발생

시기상이변으로간주함)：1970년부터 2009년까지측정한월평균기온

값을 분석한 결과 1월, 2월, 3월, 12월에서 이상기온 현상이 나타남

－기상특보발령횟수분석결과(월평균기온이 30년에 1회정도의 확률로

발생 시기상이변으로 간주함)：극기온값과기상특보 발령횟수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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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분석하였으며, 이상고온 및 이상저온 현상이 발생함

－기상이변의 발생현황 유무의 판단기준에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있어 구체적인 정의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이상강우

분석방법 분석자료 분석결과 비고

1. 이상강우 정의기준으로 
분석 

①월누적강수량값 변환구축
  (1970~2009)

이상다우 및 이상소우의 현상이 발생
하여 기상이변으로 보임

○

2. 기상특보 발령횟수 분석 
①호우주의보/경보발령횟수
  (2002~2009)

기상이변으로 보기 어려움 ×

○：기상이변이라고 봄, △：기상이변의 가능성 있음, ×：기상이변으로 보기 어려움

<표 4> 서울시 이상강우 발생현황 분석종합

－기상측정값 분석결과：이상강우는 3년에서 26년의 확률빈도로 나타났

으며, 5월, 8월, 9월을중심으로 20년이상의빈도값이도출됨. 이상소우

는 1년에서 24년의 빈도로 나타남

－기상특보 발령횟수 분석결과：2002년 3/4분기에 8회를 시작으로 2005

년 3/4분기 32회로 점차 증가했다가 2006년 3/4분기에 20회로 감소함. 

주의보는 2007년 3/4분기에 61회가발령되었으며, 2008년 3/4분기에 28

회, 2009년 3/4분기에 26회로 감소

◦이상강풍

분석방법 분석자료 분석결과 비고

기상특보 발령횟수 분석
폭풍주의보/경보
태풍주의보/경보 발령현황
(2002~2009)

태풍특보는 기상이변 경향을 나타내
지 않음
폭풍특보는 기상이변 경향이 있으나 
뚜렷하지 않음

×

○：기상이변이라고 봄, △：기상이변의 가능성 있음, ×：기상이변으로 보기 어려움

<표 5> 서울시 이상강풍 발생현황 분석종합

－30년에 1회정도의확률로발생하는기상현상으로태풍특보와폭풍특보

를살펴본결과, 태풍특보의경우기상이변의유무를판단하기에는해당

사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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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강설

분석방법 분석자료 분석결과 비고

기상이변 정의：30년에 1회 
정도의 확률로 발생하는 기상
현상

최심신적설량 
(1960~2010년)
폭설특보 발령횟수 구축 

30년에 1회 정도의 확률로 이상적설
이 발생했으므로 기상이변이라고 봄

○

○：기상이변이라고 봄, △：기상이변의 가능성 있음, ×：기상이변으로 보기 어려움

<표 6> 서울시 이상강설 발생현황 분석종합

－대설주의보는 24시간동안신적설량이 5cm 이상, 대설경보는 24시간동

안 신적설량이 20cm 이상 예상일 때 발령

－대설주의보 연평균 발령횟수는 8~12회가 평균적이나 1970년대에는

19.7건, 2000년대 18.5건으로해당연도간의빈도차가 30년이상으로나

타나 기상이변으로 간주될 수 있음

4. 서울시 운영현황 및 관리체계 분석

◦서울시기상이변대비및대응조직은호우, 폭설, 폭염등기상관련자연

재해 발생 시 별도의 운영체계로 가동되어 왔음

－신설되는 도시안전본부에서는 향후 통합적 재난관리 운영체계의 정비

필요

◦기상이변에 대비한 주요사업

－호우관련：재해예방을위한물인프라구축과저지대수해취약지역의

침수예방 사업

－폭설관련：폭설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구축 강화, 제설작업 역량 강화, 

내집앞눈치우기등시민의적극적인제설생활화운동전개, 제설작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폭염관련：폭염예측및정보전달체계구축, 폭염대비대피장소지정

및관리, 폭염대비교육및국민행동요령홍보, 폭염대비긴급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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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취약노인 DB구축, 유관기관과연계한응급의료체계구축, 상시모

니터링 강화, 폭염특보 발효 시 비상연락망을 가동한 초동 조치

5. 기상이변에 대한 서울시 취약지역 분석

◦호우 취약지역

<그림 2> 서울시 호우 취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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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지역별불투수비율, 과거침수면적비율, 저지대비율을산정하

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호우에 취약한 지역을 분석함

－세가지인자별주제도를작성하기위하여토지이용데이터의지역별불

투수비율과과거집중강우에따른서울시침수흔적도를참고하고, 계획

홍수위를 고려한 지형 표고를 이용하여 저지대지역을 추출함

－이들인자들을중첩하여정성적인취약지역을분석할수있음. 향후, 인

자들에 대한 표준화 및 분석방법은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함

◦폭설 취약지역

－서울시 폭설 취약지점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도로의 경사･교통 혼잡

율･일조량･도로의노면상태를고려하여서울시에서지정한폭설취약지

<그림 3> 서울시 폭설 취약지역([좌] 소방방재청 119개소, [우] 서울특별시 44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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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중심으로 취약지역을 선정함

－현재 소방방재청 및서울시는 폭설 취약지역을 선정하고집중관리중

임. 향후상세한데이터구축및평가를통하여서울시전역의폭설취약

지역에 대한 분석이 요구됨

◦폭염 취약지역

－폭염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경우 저항력이 약해 위험해지기 쉬운 노약

자․어린이등이밀집한지역, 상업업무시설밀집지역, 폭염에따른대

기오염확산지역, 일사량및열에너지발생량이많은지역등이폭염취

약지역에 해당

<그림 4> 폭염 취약지역 분석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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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상이변 유형별 관리방향  및 대책수립

◦기상이변 대응 정책 수립 방향

<그림 5> 기상이변에 따른 도시관리의 정책적 방향 모식도 

구분 주 요 기 법

구조적 대책

∙기존 구조물의 효율성 개선 ∙구조물의 다목적 활용
∙강변저류지 조성 ∙하천제방 강화
∙하천 배수용량 증대 및 대규모 지하공간 배수용량 강화
∙주택 빗물저류 및 침투 ∙도로의 투수성 포장
∙한강의 고수부지를 활용하여 수공간 확보 및 수변공간 활용
∙건물높이 제한, 건물 배치
∙지붕녹화, 벽면녹화
∙지역냉방 및 보온 필요조건을 고려한 건물디자인
∙호우 및 폭염에 대한 건물 설계기준 강화

비구조적 
대책

토지이용 제한
∙기상이변에 대한 취약지역에서의 개발입지 및 토지이용 규제
∙지구단위 취약성 개선

위기관리를 
통한 대응

∙홍수예경보체계 ∙시민비상대응계획
∙비상접근로 및 대피로 ∙시민 인식 제고
∙서울시 공무원 동원계획
∙주민응급대피를 위한 행동계획 및 교통수단 마련
∙응급피난처 제공

도시의 적응능력 
강화

∙하천, 호수 등을 통한 bluespace 구축 
∙생활하수 등의 재활용 ∙바람길 조성
∙연못, 저류지 조성 ∙투수성 포장
∙지속가능한 도시배수체계

<표 7> 서울시 기상이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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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변 유형별 대책수립

구분 주 요 내 용

폭우분야

∙건물 기능 및 규모별 우수활동 방침을 수립
∙빗물의 저장, 이용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져 홍수에 대비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모든 건물과 단지에 빗물침투 및 이용시설 마련
∙기존의 하천과 연계하여 평상 시에는 빗물을 저류하고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량이 발생할 경우 단지외부로 유출

∙지속가능한 도시배수체계 구축
∙폭우 취약지역에 개발 및 기반시설의 입지제한
∙가상대응서비스 능력 제고
∙홍수보험
∙정보제공을 통한 시민들의 홍수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
∙홍수위험에 처한 핵심기반시설과 취약지역 식별 및 보호

폭설분야

∙눈에 관한 조사연구의 종합적 추진 및 기상업무의 정비와 강화
∙건축물 관리자에게 제설의무 부과
∙제설장비 운영
∙기상정보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시스템 강화
∙서울시에 적합한 고효율의 제설방법 및 매뉴얼 개발
∙주민참여 활성화 및 민간기업의 폭설방재활동 강화

폭염분야

∙바람길에 따라 주변 건물 높이와 주거동 방향을 규제하는 단지배치를 실시하고 
탄소흡수력이 좋은 수종으로 식재공간 조성

∙건물에 지붕녹화를 실시하고 여름철 열섬현상의 원인이 되는 도로변 건물에 벽면녹
화를 시행

∙녹지광장 및 빗물침투시설을 조성
∙단지내부에 주말정원을 조성하여 밀도가 높은 거주민들에게 풍부한 녹지를 공급
∙녹지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보행로, 빗물침투시설, 오픈수로, 녹지공간 등과 연계하
여 폭염을 억제

∙낙엽수를 이용한 가로수, 벽면 녹화
∙신규개발지역에서 장래 이상고온 위험을 줄이도록 건축설계기준 마련

<표 8> 서울시 기상이변 유형별 대책방안

Ⅲ. 정책건의

1. 구조적 대책 다양화 및 수방기준 재검토

◦서울시의경우집중호우에의한피해가주로나타나고있음. 특히내수로

인한침수피해가주류를이루고있으나, 외수(하천, 제방등)와내수(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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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 건축, 토지이용)의양측면을동시에고려한 (소)유역단위의종합적

인 침수대책을 마련

◦지역단위 안전도(위험도) 평가를 통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시행

◦지역안전도를평가하여풍수해저감대책에대한표준마련, 시범사업실시

및 확대

◦소유역, 배수유역등지역별특성에따른상황기준마련, 상황기준별행동

매뉴얼 작성, 홍수예경보시스템 구축

◦소하천정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및 수문관측시스템 개선

◦빗물펌프장 적기 가동체제 구축으로 저지대 침수 방지

◦유수유출 저감시설 확충 및 수문수전설비 이중화로 피해 최소화

◦내수․외수를 동시에 고려한 침수방지체계 마련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지속적으로 실시

◦저지대 지하주택 및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방지대책 마련

2. 서울시 방재지구지정에 따른 제도적 정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방재지구지정활성화를위하여기

상이변 취약지역에서의 건축개량, 재개발․재건축 등이 시행될 때, 기상

이변에 따른 피해 저감을 위한 시설물 정비 및 관리 노력이 수행되는 경

우 건축물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

3. 재난대응체계를 개선하여 종합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현행 재난대응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즉 현장대응 능력을 제고

하고, 자치구의 현장대응능력을강화하며, 민간인력 및장비를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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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시민들과 함께 기상이변을 대처할 수 있

는 민관 파트너십이 요구

◦재난․재해의유형및규모에따른부서간협조및재난관리조정능력의

향상을 위한 통제, 지원 및 현장지휘체계 정비가 필요

◦재난대응체계를개선하고기상이변에 따른다양한형태의재난관련정보

를공유, 통합, 연계함으로써방재를위한계획, 저감, 대비, 대응, 복구등

업무전단계를지원할수있는데이터웨어하우스개념의종합적인재난

관리시스템 구축을 고려

4. 시민 참여형 대응 정책 마련

◦서울시및자치구차원의적극적인대응도중요하지만시민들의적극적인

참여를통한기상이변대응방안마련도중요함. 더불어방재에대한사회

적 인식의 전환이 더욱 중요

5.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 정비

◦자연재난별(호우, 폭설, 폭염) 재난관리(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통합적, 

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개별적으로운영되고있는재난관리를종합

한 통합적 재난관리가 필요

◦서울시 방재안전관리의 주체는 시민이라는 개념을 강화하고, 행정부서는

현장의 방재안전관리를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기능적 통합관리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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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1995년중부지방대홍수, 1996년및 1999년임진강유역대홍수, 

2002년태풍루사, 2003년태풍매미등 90년대중반이후국지성극한강우에

의한홍수피해가급격하게증가하고있다. 특히지난 2001년서울, 인천, 경기지

역에서는최고 310mm의강우가발생하였으며, 관악구의경우시간당 156mm라

는 사상 최고의 강우가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중시킨 바 있다.

2010년 1월에는 25.8cm라는사상최고의기록적인폭설이서울지역에내림

으로써도시기능을마비시킨바있으며, 여름에는연일계속되는폭염으로노

약자및고령자들의건강을위협한바있다. 2010년 9월 21일발생한집중호우

는강우량이 259.5mm/일, 강우강도는 75mm/hr로최근 10년간두번째로많은

강우량을기록하였다. 이에따라서울시저지대를중심으로지하주택및지하

철역사가침수되었으며, 서울중심부인광화문주변도로도침수되어교통혼

잡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었다. 이외에도 12월에는 30년만의

기록적인한파가발생하여수도계량기동파등시설물피해가급증한바있다. 

이와 같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기상관련 자연재해들은 발생빈도 및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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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커지고있으며, 자연재해가능성도높아지고있다. 그원인은지구온난화

및기상이변에의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서울에서도기상유형에따라지역

별피해가상이한형태를보이고있다. 전지구적으로발생하고있는기상이변

에따라세계의많은대도시는기상이변에안전한도시를만들기위한새로운

도시방재의 개념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시민들도기상이변에따른안전의식및대비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

으며, 서울시또한기상이변에대비하고통합적기상재해관리를위하여도시

안전본부를 신설하고 서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2. 연구목적

이연구는전지구적인기후변화에의하여발생하는기상이변이서울시에어

떤영향을미치는지를파악하고, 이들기상이변에취약한지역을분석하며대

응방안들을 수립하여 서울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를위해구조적대책과비구조적대책(토지이용제한, 위기관리를통한대

응, 도시의적응능력강화) 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 이들정책을통하여서울

시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1. 연구범위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행정구역이며, 시간적 범위는 1960년부터

현재까지로 기상청에서관측된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기상이변 발생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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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변에따른자연재해유형은홍수, 태풍, 집중강우에의한도로및주택

의침수, 산사태, 지반및축대등의붕괴, 토양유실, 가뭄에의한농작물피해, 

폭설에따른교통혼잡및시민들의안전문제, 폭염에의한노약자들의인명피

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연구에서는기상관측자료와발생사례의분석을통하여기상이변의특성

을파악하여서울지역에서발생가능한자연재해유형을도출하고, 이에따른

취약지역을선정하여기상이변에대응할수있는서울시정책방향을제시하고

자 한다.

2. 연구내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① 기상이변에 대한 개념 및 국외의 기상이변

특성검토②서울시에서나타나고있는기상이변의발생및운영현황③기상

이변에따른서울시취약지역선정방안과기상이변에대한대응및관리방향

제시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기상이변에대한개념및국외의기상이변특성검토에서는기상이변, 기후

변화, 지구온난화에대한개념및발생원인에따른메커니즘, 기상이변이자연

재해에미칠수있는영향등을분석하고국외의기상이변발생현황및특성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서울시기상이변발생및기상이변발생의빈도변화, 피해현황등을분석하

며, 운영현황에서는집중강우, 폭염, 폭설등을관리하고있는서울시의주요업

무 및 운영 프로세스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관리방향및대책수립에서는호우, 폭설, 폭염등기상이변에따

른서울시취약지역의선정방안을제시하고이들지역에대한구조적․비구조

적개선사항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통하여최근발생빈도와규모가커지고

있는기상이변에대한통합적이고효율적인관리방향을제시할수있을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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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목표) 주요 산출물 세부내용

개념 및 외부
환경 분석

기상이변의 개념
∙기상이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개념
∙기상이변 원인 및 발생 메카니즘
∙기상이변이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

국외 기상이변 
피해 현황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현황 
 －미주, 유럽, 아시아 지역 등

기상이변 발생 
및 운영 현황

발생현황 ∙서울시 기상이변 발생유무 검토

피해현황 ∙기상이변에 따른 서울시 피해현황

운영현황 및 관리체계
∙기상이변 관련 서울시 업무 현황
∙기상이변 관리 정책 및 사업 현황

관리방향 및 
대책수립

기상이변 취약지역 분석
∙기상이변 유형별 서울시 취약지역 검토
 －집중호우, 폭설, 폭염

기상이변 유형별 관리방향
∙기상이변 유형별 관리방향 제시
∙서울시 통합적 관리방향 제시
 －구조적, 비구조적 대응방향 제시

결론 및 전략 결론 및 추진내용 ∙중장기 서울시 정책제안

<표 1-1> 연구내용

제3절 연구체계 및 연구방법

1. 연구체계

<그림 1-1> 연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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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이연구를위해서먼저문헌조사, 국외사례분석, 통계자료분석, 기상이변에

따른우리나라및서울시피해현황자료수집등을통하여기상이변발생에따

른 주요 이슈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문헌조사를 통해서는기상이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에 대한개념및

발생원인을정리하였으며, 이외에기상이변이영향을미치는자연재해유형을

검토하였다. 국외사례분석에서는최근의기상이변에따른피해발생및유형을

파악하였다. 

통계자료분석에서는기상청에서제공하고있는 각종기상관련데이터를이

용하여이상기온, 호우, 폭설, 강풍등서울시의기상이변발생유무를통계적으

로분석하였다. 서울시피해현황자료수집에서는기후변화및기상이변유형

에따른발생빈도및피해현황을파악하고서울지역에서발생하는기상이변유

형에 따른 취약지역 및 취약성을 검토하였다. 

문헌및국외사례를통한주요이슈도출이외에서울시청의기상이변담당

부서를 현장 방문하여 관련 업무 담당자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담당부서에서나타날수있는문제점및개선사항을파악하였다. 특히다

양한 기상이변 유형에 따른 국내외 주요 이슈 중 통합적 운영 및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더불어연구방법및현장인터뷰를통해분석된기술적․제도적개선방향에

대한타당성검증및 <그림 1-2>의연구흐름도에서나타난연구내용을검증하

기 위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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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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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변화

제1절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기상이변의 개념

일반사람들의경우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기상이변에대한정확한정의및

개념없이이들용어를혼용하여사용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

기상이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대한개념및정의를살펴본후, 기상이변을

일으키는원인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표 2-1>은지구온난화, 기후변화그

리고기상이변에관한개념을다양한문헌에서제시된내용을중심으로정리한

것이다. 

1.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는지구온도의평균적인증가를말하며 기후변화의원인으로알

려져 있다. 

기상청기후변화정보센터(Climate Change Information Center, 이하 CCIC)는

소위온실가스들이대기로들어가잔류하면서그들의온실효과로대류권의기

온이상승하는현상을지구온난화로명명하였고, 삼성경제연구소(2007)는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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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면서 지구표면

온도가상승하는현상으로정의한바있다. 이런지구온난화는폭풍의빈도와

강도를변화시키고있다. 이러한변화는어느지역이습해지고, 건조해지며, 더

워지고, 추워지는 문제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Edward et al., 2008). 

IPCC(2003)는 2100년까지의전지구평균기온변화를예측한시나리오를제

시하고있다. 시나리오에 의하면 전지구평균온도가 2100년에는 1.4℃~5.8℃

범위에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그림 2-1>).

구분 개념 및 정의

지구온난화
∙지표 부근의 대기와 바다의 평균 온도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온실가스들이 대기로 들어가 잔류하면서 그들의 온실효과로 대류권의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
∙온실가스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면서 지구표면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

기후변화

∙장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기후의 평균상태나 그 변동 속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동
∙지구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키는 인간 활동에 직․간접 원인이 있고 그에 더해 상당한 기간 
동안 자연적 기후변동이 관측된 것

∙세계적 규모의 기후 또는 지역적 기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지칭하는데 10년에서부터 수백만 
년 동안 대기의 평균적인 상태변화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효과와 화산폭발로 인한 성층권 에어러솔의 증가 등의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효과를 포함하는 전체 자연의 평균 기후변동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전체 대기의 성분을 바꾸는 인간 활동에 의한,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시간 동안 관찰된 자연적 기후 변동을 포함한 기후의 변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기상분포의 변화를 의미하며 기후는 기상이라는 사건으로 이루어진 
분포로 평균과 분산을 가짐

기상이변

∙평균기온이 정규분포인 경우 평균값으로부터 편차가 2배 이상 차이가 있을 때(이상고온/이상
저온)

∙월강수량이 30년에 1회 정도의 확률로 발생하는 기상현상(이상다우/이상저우)
∙종전 기상기록의 최고가 경신되는 기상현상이 발생했을 때
∙호우, 강풍, 건조, 대설, 한파, 황사, 폭염 등 기상경보 발령 시
∙기상재해로 인한 인명 및 경제적 피해가 큰 기상현상

참고：Wikipedia, 기상청, 삼성지구환경연구소(2007), IPCC, UNFCCC, WMO

<표 2-1>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기상이변의 개념



제2장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변화  13

<그림 2-1> 전 지구 평균기온의 변화(IPCC, 2003)

2. 기후변화

기후는기상이나날씨와다른의미를가지고있다. 기후(Climate)란수십년

에서수백만년에이르는오랜기간동안의평균적인대기상태(날씨또는기상

현상)로시간이흐르면서변하기도하며, 일반적으로 30년간의평균을이용한

다. 기상(Weather)은강수, 바람, 구름등대기중에서일어나는각종현상을통

틀어이르는말로주어진시간동안의대기의상태를의미하며일반적으로일

기나 날씨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이동우 외, 2007).

한편 국가간기후변화협의체(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는기후변화란장기간동안지속되면서기후의평균상태나그변동속에

서통계적으로의미있는변동이라고정의하였다. 인간행위로인한것이든자

연적변동이든시간의경과에따른기후의변화를포괄한것을의미한다. IP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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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말하는기후변화는기후특성의평균이나변동성의변화를통해확인가

능하고(예：통계분석을통해), 수십년혹은그이상오래지속되는기후상태

변화를뜻한다. 또한자연적변동성, 인간활동에따른결과, 시간경관에따른

모든 기후변화를 일컫는다. 

다른표현으로는기후변화란세계적규모의기후또는지역적기후의시간에

따른변화를지칭하는데 10년에서부터수백만년동안대기의평균적인상태의

변화로정의된바있다. 즉기후는각지역의기상현상을장기간평균한것이고

기후변화는장기간의기상현상변화를말한다. 그러나특정한해에관찰된폭

설이나폭염등의기상현상이기후변화를의미하지는않는다(강상준외, 2010).

기상청은 전형적인기후의정의를나타내는 30년 평균기후의 변화로서 “인

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효과와 화산폭발로 인한 성층권 에어러솔의 증가 등의

자연적인원인에의한효과를포함하는전체자연의평균기후변동”이라고정

의하였으며기후변화기본협약의목적을위한기후변화를 “직접적또는간접적

으로전체대기의성분을바꾸는인간활동에의한, 그리고비교할수있는시

간 동안 관찰된 자연적 기후 변동을 포함한 기후의 변화”라고 정의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2010)는기후변화란장기간에걸쳐진행되는기상분포의변

화를의미하며기후는기상이라는사건(event)으로이루어진분포로평균과분

산을 가진다고 정의하였다.

이러한기후변화로인한세계적기온상승을살펴보면 1850년이래, 가장더

웠던 12번중 11번이최근 12년내에기록되었으며, 지난 100년(1906~2005년)

간 0.74(0.56~0.92)℃상승한것을알수있다. 특히 2009년은관측기기를이용

한기후관측기록이시작된 1850년대이후 5번째로기온이높은해로기록되

었다. 

10년 단위 분석 결과 2000년대(2000-2009)가 1980년대(1980-1989)와 그 이

전의수십년보다더높았던것으로밝혀진 1990년대(1990-1999)보다도기온이

높았음이밝혀졌다(WMO, 2009). <그림 2-2>는 1850년부터의전지구기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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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보여주며막대길이는각연도의 95% 신뢰구간을나타낸다. 또한 <그림

2-3>은 10년단위전지구평균기온으로서과거보다기온이꾸준히상승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2-2> 전 지구 평균기온 순위 50위
(Met Office Hadley Centre, University of East Anglia, UK)

<그림 2-3> 10년 단위 전 지구 평균기온
(Met Office Hadley Centre, University of East Anglia,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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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상이변

기상이변이란일반적으로과거에경험한기상상태와큰차이가나는기상현

상을 의미하나 이상기상의 정의는 주관성이 어느 정도 포함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기상청 기상백과). 

그러나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이하 WMO)는 기

온과강수량을대상으로정량적통계분석에의한이상기상의발생횟수와변화

를 취급하는경우에는 월평균기온이나월강수량이 30년에 1회정도의확률로

발생하는기상현상을 ‘이상기상’이라고정의하였다. 또한월평균기온이정규분

포인경우평균값과의편차가표준편차의 2배이상차이가있을때를 ‘이상고

온’ 또는 ‘이상저온’이라하고, 월강수량이과거 30년간의어떤값보다많은때

를 ‘이상다우’, 적을때를 ‘이상소우’라고하고있다. 그외에기상이변에관한

다양한 판단 기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정예모, 2007).

－종전 기상기록의 최고값 경신 시

－호우, 강풍, 건조, 대설, 한파, 황사, 폭염 등 기상경보 발령 시

－기상재해로 인한 인명 및 경제적 피해가 클 때

삼성경제연구소(2010)에서는기상이변은극단기상(Extreme Weather) 현상으

로대기중의온실가스증가에의해발생하는기후변화가직접적인원인이라고

하였으며, 기상이변은 기후변화(평균과 분산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종

의극단적인사건에해당한다고하였다. 본보고서에따르면북반구의한파와

폭설은기후의평균과분산이변하면서나타난북극과열대중태평양의고온현

상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상과같이기상이변은온실가스증가에따른기후변화가주요한원인으로

추정되고있으며, IPCC(2007)는기후변화가인간활동에의해발생했을가능성

을 90% 이상으로추산한바있다. 따라서기후변화의주범이인간이배출한온

실가스라는측면에서기상이변은천재(天災)가아닌인재(人災)라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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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2010). 이와같이기상학자들은기후변화를방치할경우기상

이변이일상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림 2-4>는 지구온난화, 기후변

화, 기상이변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식도이다.

일상화될 수 있음

<그림 2-4> 기상이변의 원인분석(삼성경제연구소, 2007)

제2절 기상이변이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

기상재해란홍수, 태풍, 폭설, 폭염, 한파등에의해일어나는자연재해이며, 

기상이변현상의변화를예측할때그발생횟수는점점증가할것으로예상된

다. <그림 2-5>는 1981년부터 2008년까지 전 세계 대형 기상이변의 발생빈도

추이를나타내며발생빈도가꾸준히상승함을보여준다. 또한 2001년이후대

형기상이변(500명이상의사망자또는 5억달러이상의재산피해발생)의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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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가 1980년대에비하여 2배수준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대형기상이

변연평균발생건수는 12.7건(1981~1990년)에서 19.2건(1991~2000년)으로증

가하였고,  2001~2008년에는 24.5건으로 더욱 증가하였다(이지훈, 2010).

<그림 2-5> 전 세계 대형 기상이변의 발생빈도 추이(Munich Re, 2006) 

자연재해와기후는밀접한관련이있다. 지구온난화라는이름에서의미하듯

지구의모든지역에서기후관련재해를입을수있는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그림 2-6>은기후변화와관련하여예상되는일반적인재해를나타낸다. 이

러한현상들은전지구로확산될것이다. 기후변화와관련된재해는해수면의

상승, 홍수, 빙하와눈이녹는현상, 강수량의증가, 폭풍의강화, 기온의상승, 

그리고 더 심해지는 가뭄과 화재를 포함하고 있다.

최근 2009년 말에서 2010년 초까지 북반구에서는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가

발생하였고, 남반구에서는폭우가쏟아지는등지구촌에기상이변이빠르게악

화되고있다. <그림 2-7>과 <표 2-2>는 2010년상반기동안발생한전세계기

상이변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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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재해(Abramowitz, J, 2001)

베트남(실종7명, 15만여명 대피)

건물 350여동 침수

<그림 2-7> 2010년 상반기에 발생한 기상이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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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종류 시기 및 특징

미국

산불 ∙약 3만2천㎡ 피해면적 발생

폭우 ∙댐 재방 붕괴, 8,000여명 대피

폭염 ∙사망 6명

유럽 폭염 ∙유럽의 대도시 섭씨 40도 안팎의 폭염과 열매야 현상 지속

중국 폭우
∙간쑤성 등에서 수천여명 사망 또는 실종
∙수백만명의 이재민 발생

러시아 폭염 가뭄
∙중서부지역으로 약 1,300㎢ 가뭄, 물놀이 사고로 300여명 사망 산불 및 
화재 약 800건, 사망 30명

남미대륙 한파
∙파라과이 사망 5명, 1만 마리 이상 가축 동사
∙볼리비아(18명), 아르헨티나(13명), 브라질(9명), 파라과이(15명), 우루과이
(2명), 칠레(2명) 등 사망자 속출

남아프리카공화국 한파 ∙새끼 펭귄 500여마리 죽음

파키스탄 홍수 ∙사망 1,500명, 고립 2만 7천명

인도 집중호우 ∙사망 169명, 실종 600명 이상

필리핀, 베트남 태풍
∙필리핀(사망 65명, 실종 87명)
∙베트남(실종 7명, 15만여명 대피)

일본 폭염 폭우 ∙열사병 57명 사망, 1만여명 병원진료

<표 2-2> 2010년 국외별 기상이변 주요현황(기상청, 2010)

1. 이상기온

2009년도WMO 전지구기후보고서에따르면당해연도대부분의대륙지역

에서평년보다높은연평균기온을보였지만미국과캐나다일부지역, 시베리아

중부에서는평년보다낮은기온을보였다. 남아메리카남부, 호주, 아시아남부

에서는극단적인고온현상이나타나기도하였다. 남반구에서는 8월, 11월에최

고기온이경신되기도하였다. <표 2-3>은 2009년도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호주에서 발생한 이상기온의 현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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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상기온 사례

유럽

∙2009년 대부분 평년보다 높은 기온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의 일부 지역은 특히 온화
∙스페인은 2003년, 2005년 이후 3번째로 따뜻한 여름
∙스칸디나비아 일부지역 최저기온이 -40℃ 이하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12월에 -17℃ 이하, 프랑스 북동부는 -20℃ 이하 기록
∙영국에서는 추운 날씨와 폭설이 복합적으로 발생

아시아
∙북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륙지역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
∙인도는 2009년도가 가장 따뜻한 해로 기록
∙중국은 1951년 이후 4번째로 따뜻한 해

북아메리카
∙북동부, 알래스카, 캐나다의 오대호 전역이 평년보다 추운 날씨 기록
∙캐나다 7월 말에 많은 도시에서 일최고기온 기록 경신
∙미국의 10월은 평년보다 추운 날씨, 12월도 평년보다 낮은 기온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2009년은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지배적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동부의 여름은 평년보다 높았으나, 북동지역은 평년보다 낮았음

호주
∙2009년의 호주는 1910년 이후 2번째로 따뜻한 기온 기록
∙겨울철 호주 전역에 걸쳐 이례적으로 온화한 날씨

<표 2-3> 대륙별 이상기온 사례(WMO, 2009)

2. 열파와 한파

 2009년도 기온 분석 결과, 전 세계적으로 일최고기온 40℃ 이상의 열파와

일최저기온이아주낮은한파현상이세계곳곳에서 발생하였음을알수있다. 

<표 2-4>는 2009년에 발생한 전 세계적 열파와 한파의 사례들을 보여준다.

구분 열파와 한파 발생 사례

이탈리아 ∙일최고기온 40℃ 이상, 일부지역 45℃까지 관측․
인도 ∙2009년 5월에 열파로 150명의 사망자 발생

중국
∙북부지역에서는 일최고기온이 40℃ 이상 기록
∙몇몇 지역에서는 여름 최고기온 기록 경신

호주
∙1월과 2월의 열파는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어 73명의 사망자 발생
∙빅토리아의 호프톤에서는 48.8℃의 남반구 최고기온 기록

아르헨티나
∙2009년도 10월과 11월에 이례적 열파로 많은 지역에서 40℃ 이상의 최고기온 기록
∙카르마르카에서는 47℃의 연최고기온 기록

<표 2-4> 전 세계적 열파와 한파 발생사례(WMO,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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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열파와 한파 발생 사례

중국 ∙2009년 11월 초반에 극심한 한파 관측

미국
유럽 중북부
아시아 북부

∙2009년 12월 후반에 한파 관측, 영향은 지리적 위치에 따라 다름
 예) 독일의 몇몇 지역 일최저기온 -10℃~-25℃의 분포(60년 만에 일최저기온)

스위스 제네바 12월에 -12.6℃ 기록
    미국 또한 몇몇 지역에서 일최저기온 기록 경신

<표 계속> 전 세계적 열파와 한파 발생사례(WMO, 2009)

3. 가뭄

대표적기후관련자연재해인가뭄은지구온난화에의해증가하며어떤지역

이라도따뜻하고건조한날씨의영향으로가뭄이발생할수있으나건조한지

역에서 더 흔하게 일어난다(Edward et al., 2008). 

2009년도에는중국, 인도, 동아프리카, 아르헨티나, 멕시코및미국서부지역

에서극심한가뭄이발생하였다. <표 2-5>는 2009년에발생한가뭄지역의사례

들을 보여준다.

구분 열파와 한파 발생 사례

중국
∙2009년 대부분 극심한 가뭄 발생
∙장강, 서안강의 수위는 50년 만에 최저값 기록

인도 ∙국토의 약 40% 지역과 북서부, 북동부 등에 심각한 가뭄 초래

케냐 ∙가뭄으로 가축과 옥수수 생산량이 40% 감소

멕시코 ∙매우 이례적으로 9월에 가뭄 발생

미국서부 ∙10월 가뭄의 영향으로 지난 10년간 2번째로 적은 강수량 기록

아르헨티나
∙중앙지역의 가뭄은 농축산업, 수자원에 심각한 피해 초래
∙10월에는 가뭄과 동시에 높은 기온 기록

<표 2-5> 2009년 전 세계적 가뭄 발생 사례(WMO, 2009)



제2장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변화  23

4. 산불

기상이변과불사이에는복잡한관계가있고다양한수준으로상호작용을한

다고알려져있다(Edward et al., 2008). 지구온난화로인하여가뭄과엘니뇨현

상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산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스페인과학자들은 1968년부터 1998년까지황폐화된지중해지역을연구한

결과지중해지역이더따뜻해지고건조해짐에따라산불의횟수가증가하였음

을보여주었다(Pinol et al., 1998). 다른연구에서도앞으로산불의빈도와강도

가 증가할 것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Stocks et al., 1998).

5. 폭풍, 홍수

2009년도에는특히홍수가전세계적으로빈번히발생했다. 대륙별로는유럽

에서스페인과프랑스가 10년만에발생한최악의폭풍으로심각한피해를입

었고, 영국북부에서는심각한홍수피해가발생하였다. 아프리카북부의알제

리, 모로코, 튀니지에서는강력한호우로인하여기반시설이큰피해를입었고

아프리카서부에서는강력한폭우로홍수가발생하여십만명이상이피해를입

었다. 아프리카남쪽의잠비아와나미비아에서는백만명에가까운사람들이호

우 피해를 입었다. 남미대륙의 콜롬비아와 브라질 북동부 지역에서는 폭우와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11월에는아르헨티나북동부, 브라질남부, 우루과이에서엄청난호우

로인한홍수로 15,000명이상이피해를입었다. 미국은북부평원지역에서기

록적인 홍수가 발생하는 등 115년 만에 비가 가장 많은 10월을 기록했다.

아시아의 경우터키에서는 폭풍과홍수를포함한극한기상현상이발생하였

고, 인도남부지역에서는극심한홍수로 300명의사망자가발생하였다. 호주는

지역적홍수의영향을많이받았다. 북미대륙의캐나다온타리오주에서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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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적인 토네이도로 많은 재난이발생하였으며 중미의엘살바도르에서는 강력

한 폭풍으로 인해 192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6. 폭설

아르헨티나의남부지역에서는 2010년 7월말폭설과강한눈보라로사육하

는양의절반가량이떼죽음을당했으며, 유례없는한파발생으로페루․아르헨

티나․볼리비아․파라과이․브라질 등에서 200명에 가까운 동사자가 발생하

였다. 중국에서는북부지방을중심으로폭설이내려 5만2천여명의주민들이고

립되고 가축 200여만 마리가 피해를 입었다. 폭설피해는 30년 만에 최악으로

기록되었다.

자료：Commonwealth of Australia, Australian Bureau of Meteorology

<그림 2-8> 2009년 호주 강우의 10분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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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상이변에 따른 유형별 자연재해 및 국외 사례 종합

기상현상은크게기온, 강우, 강풍, 강설로구분되며, 기상현상에따라자연재

난의 유형이 결정된다. 

기상이변에따른자연재난의유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기온은폭염･한

파･냉해･동해등과같은자연재난을발생시킬수있다. 이에따라농작물이훼

손되거나산불, 가뭄발생등에영향을미친다. 강우는집중호우나폭우, 홍수

등으로나타나건물이침수되고도로가붕괴되거나산사태가발생하는원인이

된다. 강풍은 극단적인 태풍이나 폭풍 등으로 발전해 도시시설물을 파괴하고, 

산사태, 산불등으로이어질수있다. 강설은단시간에집중적으로내리는폭설

의형태로도나타나며교통정체･농작물피해･인명피해등의주요발생요인으로

간주된다.

<그림 2-9>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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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현상 자연현상 재난재해의 예 국외 사례 (2009년을 중심으로)

기온

이상기온

 농작물 훼손, 
산불, 가뭄 등

∙유럽：2009년 대부분 평년보다 높은 기온 기록
∙아시아：대륙지역 평년보다 높은 기온 기록
∙아메리카：북부지역 평년보다 추운날씨 기록, 남부지역은 따뜻한 날씨가 
지배적

폭염‧한파
냉해‧동해

∙이탈리아：일최고기온 40℃ 이상
∙인도：열파로 150명의 사망자 발생
∙중국：북부지역 일최고기온 40℃ 이상
∙호주：열파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73명 사망자 발생
∙미국：일부 지역에서 일최저기온 기록
∙독일, 스위스 등 유럽 일부 지역：일최저기온 기록

∙중국：극심한 가뭄, 강수위 50년만의 최저값 기록
∙인도：국토의 약 40%에 심각한 가뭄 초래
∙케냐：가뭄으로 가축과 옥수수 생산량 40% 감소
∙멕시코：매우 이례적인 9월 가뭄 발생
∙미국서부：적은 강수량 기록
∙아르헨티나：가뭄과 동시에 높은 기온 기록

∙러시아, 스페인 대형산불(2010) 

강우 홍수 
건물침수, 
도로붕괴, 
산사태 등

∙영국 북부：심각한 홍수 발생
∙아프리카 북부：강력한 호우로 기반시설 피해
∙아프리카 서부：십만명 이상 피해
∙아르헨티나 북동부, 브라질 남부, 우루과이：대홍수로 만오천명 이상 피해
∙미국 북부：115년 만에 가장 많은 강수량 기록
∙터키：폭풍, 홍수 포함한 극한 기상현상 발생 
∙인도 남부：극심한 홍수로 300명 사망자 발생

강풍 태풍, 폭풍
도시시설물 

파괴, 산불 등 
∙유럽(스페인, 프랑스) 10년 만의 폭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음
∙중미 엘살바도르 강풍으로 192명 사망자 발생

강설 폭설
 교통 정체, 
도로붕괴 등  

∙아르헨티나 남부：눈폭풍
∙중국 북부：강력한 눈폭풍

참고：WMO, 2009

<표 2-6> 기상이변에 따른 유형별 자연재해 및 국외 사례 종합

국외의경우지방정부를중심으로가후변화 적응정책을마련하여시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차원에서도추가적으로기후변화적응정책을마련하여추진

하고있다. 부처차원의개별적인방재대책및적응정책과함께홍수, 가뭄, 해수

면상승, 폭염등에대응할수있는여러적응전략을종합적으로시행하여정책

효과를높이고있다. <표 2-7>은국외의기상이변관련정책의주요기본방향

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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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특징

일본
∙지역특성 및 재해현황 등을 고려한 적응정책을 실시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특히 홍수에 대비한 강변저류지, 지하조절지, 슈퍼제방 등 구조적 방재대책 활용

독일 ∙기후와 에너지 일괄계획 등 다양한 연구과제를 통한 부문별 대응방안 수립

영국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서 가장 앞선 기후변화프로그램은 다양한 주체들이 적응대책을 
수립하는데 지원하는 역할

미국
∙아직까지 적극적이지 않으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적응대책을 마련
∙국가홍수보험, 재산인수프로그램, 협력체게 구축을 위한 Project Impact

호주 ∙지방정부에 대한 위험과 취약성 평가를 통한 적응전략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적응정책

싱가포르
∙폭염, 가뭄, 홍수, 해일에 매우 취약한 도시국가로 다양한 적응전략을 수립하여 시행(PUB를 
통한 홍수대응, 방벽쌓기로 해안가 손실대응, 도시파크, 지붕정원, 빌딩의 수직 녹화로 열스트레
스 감소)

<표 2-7> 국외 기상이변 관련 정책 기본방향(국토연구원, 2009)

국외사례에서적응전략의시사점은크게 4가지이다. 첫째, 도시계획및개발

사업등을통해통합적인기후변화적응능력을강화하며, 도시녹화및수공간

확보를주된전략으로활용하고있다. 둘째, 홍수위험도분석등을통해토지이

용과개발을제한하고있다. 셋째, 위기관리를통해정보의신속한전달과대피

체계를구축하고있다. 넷째, 건물은기후변화적응을고려한종합적시스템으

로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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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시 기상이변 현황 및 시사점

제1절 서울시 기후변화의 특성

서울시는 1960년대이후급격한도시화와산업화를거쳐 도시특유의기후

특성을갖게되었다. 기후특성은인류와자연생태계간의밀접한관계를가지

며상호간의 미치는 영향이 크기때문에매우중요한요소이다. 그러나최근

지구온난화로인해기후패턴이변화하고, 극한기상이변들이빈번해지고있다

(IPCC, 2007). 극한기상현상의발생은서울역시예외가될수없으며, 기상이

변에 따른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기온특성을보면연평균기온과연평균최저기온의상승으로평균

기온이높아진것으로관측된다. 또한입지적으로상업․업무지가밀집한지역

에서비교적높은기온분포를나타낸다. 혹한일수1)는 대체적으로감소하는추

세이며, 열대일수2)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서울시의 강수량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평균 강수량은 90년대

이후로높은값을기록하며증가하고있고, 호우일수3)는증가하는추세이나강

1) 혹한일수：연중 일최저기온이 -10℃ 미만인 날의 수
2) 열대일수：연중 일최고기온이 30℃ 이상인 날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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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도4)는약해지는경향을나타내고있다. 풍속의경우, 연평균최고풍속및

연평균 풍속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구분 변화추세 세부사항

기온
증가

연평균 기온 증가

연평균 최저기온 증가

혹한일수 감소

열대일수 증가

강수 증가

연평균 강수량 증가

호우일수 증가

강수강도 감소

풍속
감소

연평균 최고풍속 감소

연평균 풍속 감소

<표 3-1> 서울시 기상특성의 변화 종합

1. 기온

국립기상연구소(2009)의연구결과, 지난 100년(1908~2007년)간서울의연평

균기온은 0.24℃/10년의변화율로상승하였다. 또한연평균최고기온은 0.11℃

/10년, 연평균최저기온은 0.37℃/10년의 변화율로 상승하여 세계 여러 지역과

마찬가지로최저기온이상승하는추세를보인다. 이러한기온상승은자연적인

요인에의한급격한기후변화뿐만아니라 CO₂배출, 에너지사용등의인위적

요인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간주된다.

최근 들어 서울시 역시 기온상승으로 인한 폭염이나 한파와 같은 한시적인

3) 호우일수：연중 일강수량이 80mm 이상인 일수
4) 강수강도：연강수량을연강수일수(강수량이 0.1mm 이상인날)로나눈값(연강수량/연강수일수)



제3장 서울시 기상이변 현황 및 시사점  33

기상이변현상이나타나고있다. 서울은천만명이넘는인구와상업업무지및

주거지등건축물이밀집해있는복잡한지역으로국지적인기상이변이발생하

는 경우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그림 3-2>는 서울시의 연평균기온 분포도를

나타내는데, 주로한강지역과상업업무지가입지한지역의기온이높은것으로

보인다. 

<그림 3-1> 연평균 최고, 평균, 최저기온의 변화(서울시, 2010)

<그림 3-2> 서울의 연평균기온 분포도(서울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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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혹한일수5)

혹한일수는연중일최저기온이 -10℃미만인날의수를말하며, 주로최한월

인 1월중에발생한다. 1970년에서 2009년까지혹한일수는전반적으로감소하

는 경향을 보인다. 

혹한일수는지역적으로기온이급격하게내려가는 현상인한파와도 관계가

있으며급격히온도가내려가서일정기간동안유지될경우노약자및주거형

태가 불안전한 노숙자 등 기상이변에 대한 신속한 대비가 어려운 계층에서의

인명피해를부를수도있다. 따라서기온의갑작스런감소나증가에따른대책

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림 3-3> 서울의 혹한일수 변화(서울시, 2010)

2) 열대일수

열대일수는 연중 일최고기온이 30℃ 이상인 날의 수를 말하며 1970년부터

2009년까지변화를살펴보면전반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그림

3-4>). 열대일수는혹한과마찬가지로건강이 약한노인이나주거지가불분명

한노숙자등에게인명피해를끼칠수있으므로, 기온의갑작스런증가나감소

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여 적절한 관리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혹한(酷寒)과한파(寒波) :혹한은몹시심한추위를지칭하며한파는한랭한공기가유입되어
어느 지역에서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현상을 말함



제3장 서울시 기상이변 현황 및 시사점  35

<그림 3-4> 서울의 열대일수 변화(서울시, 2010)

2. 강수량

서울지역강수량은지난 100년(1908~2007년)동안연평균 26.9mm/10년의변

화율로 증가하였다(국립기상연구소, 2009). 연강수량의 경우 지난 100년간

(1908~2007년) 평균값이 1330.7mm, 30년간(1971~2000년) 평년값이 1344.3mm

로최근많아지고있는추세다. 연강수량이많은연도는대부분 1990년대이후

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5> 연강수량의 변화(서울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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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연강수량공간적분포를살펴보면북서부지역에서높은값, 중부

와 서부를 포함한 지역에서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서울의 연강수량 분포도(서울시, 2010)

1) 호우일수

호우일수는연중일강수량이 80mm 이상인일수를말하며, 1970년에서 2009

년까지약간의변화는있지만호우일수는증가하는경향을띤다. <그림 3-7>과

같이서울시에서 1970년부터 2009년까지호우일수가가장많은연도는 1995년

으로 9일로 나타났고, 1990년에 8일, 1998년에 6일 순으로 나타났다. 1973년, 

1994년, 2007년에는 일강수량 80mm 이상의 호우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외의 1970년에서 2009년까지 40년 동안 꾸준히 1~2일 이상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강우에의한침수피해등의자연재해에대비하기위하여호우일수의

변화 경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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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호우일수의 변화(서울시, 2010)

2) 강수강도

강수강도는 연강수량을 연강수일수(강수량이 0.1mm 이상인 날)로 나눈 값

(연강수량/연강수일수)을 말하며 전반적으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강수강도가증가한다는것은강수량이증가하거나, 강수일수가감소하는경

우를말한다. 강수량의증가율이강수일수의증가율보다큰경우에는강수강도

가커질수있다. 서울에서 1970년부터 2009년까지강수강도가가장높은연도

는 1998년으로 19.7mm/일로 나타났으며, 1999년에 17.9mm/일, 1990년에

17.8mm/일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강수강도의 변화(서울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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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풍속

국립기상연구소(2009)의연구결과에따르면 1933~2007년동안의서울지역

연평균 풍속과 연평균 최대풍속이 각각 2.4m/sec, 5.6m/sec였다. 처음 10년

(1933~1942년)의경우연평균풍속과연평균최대풍속이각각 2.7m/sec, 5.8m/ 

sec이고 최근 10년(1998~2007년)의 경우 각각 2.2m/sec, 4.9m/sec로 나타났다. 

따라서연평균풍속은 10년당 -0.05m/sec의변화율을보이고, 연평균최대풍속

은 10년당 -0.09m/sec의 변화율을 보여 감소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림 3-9> 풍속의 변화(서울시, 2010)

연평균 풍속의 경우 1970년부터 2009년까지 강풍일수가 가장 많은 연도는

1979년과 1972년으로모두 2일로나타났고, 1981년과 1983년에는모두 1일로

나타났다. 그외의연도에는최대풍속이 14m/sec 이상인강풍일수가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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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서울시 자연재해 발생 및 유형별 피해현황

기상이변에의해나타날수있는자연재난은태풍, 호우, 폭염, 폭설등이며, 

서울시에서는풍수해가자연재해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서울시는많은인

구가 집중되어 있고,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우수유출 등을 증가시켰다.

최근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하천

주변에위치한저지대의단독(연립, 다세대포함) 및지하주택은풍수해의직접

적인영향을받게되어피해를입을가능성이커졌다. 따라서지역적으로근본

적인 문제 진단과 체계적 관리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

최근들어기후변화의급속한진행과기상이변의빈도와강도가일상화되어

가고있다. 따라서서울시에서나타날수있는기상이변의유형과재해발생현

황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그림 3-10> 서울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상이변 및 재해발생 모식도 



40  기상이변에 대한 서울시 취약지역 대응방안

<그림 3-10>은서울시에서일어날수있는기상이변및재해발생모식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상이변은 일반적인 자연현상으로부터 기인하여 자연재난으

로이어진다. 자연재난에의해피해가발생할경우재해또는기상재해라고부

른다. 기상재해요인은발생원인에따라대기및기후학적인요인, 수문학적인

요인, 지질학적인 요인 등으로 나뉜다(김광섭, 2010). 

서울시에서발생할수있는기상이변의자연현상은기온, 강우, 강풍, 강설로

축약할 수 있다.

이상기온은폭염･한파, 냉해･동해등의재난을발생시키고가뭄, 산불, 농작

물훼손등의재해를입힌다. 극한강우는집중호우･폭우를발생시키고홍수범

람등으로인한건물침수, 도시시설물파괴, 농작물파괴등의재해를초래한다. 

강풍은폭풍･태풍등으로이어지며도시시설물파괴, 산불, 산사태등을발생

시킨다. 특히태풍은바람뿐만아니라집중강우등을동반할때가많기때문에

피해가 배로 커지기도 한다. 

강설은주로 12월부터 2월사이에일어나는자연현상이나최근지구온난화

로인한기상이변으로 3월초에폭설, 우박, 서리등의형태로나타나기도한다. 

폭설은교통정체, 도시시설물파괴, 농작물훼손등의재해로이어진다. 모든자

연재해들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습적인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방안이 요구된다. 

<표 3-2>는서울시에서최근 10년간발생한재난현황을, <그림 3-11>은국내

기상재해당 평균 사망자수 및 피해액의 추이를 나타냈다. 

구분
총계 자연재난(풍수해) 인적재난

발생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발생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발생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연평균 54,818 61,955 34,684 5,765 23 10,337 49,050 61,931 24,347

참고：｢1999~2008 재난사례집｣, 서울특별시, 1998~2008

<표 3-2> 서울시 최근 10년간(1998~2007년) 재난발생 현황
(단위：건,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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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상재해당 평균 사망자 수

<그림 3-11> 국내 기상재해당 평균 사망자수 및 피해액 추이(현대경제연구원, 2009)

국내기상재해당평균사망자수는약 17명이며, 기상재해피해액은 2000년

대들어 19조원을넘어서 1990년대보다 3배, 1960년대보다 18배나급증한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서울시기상이변을보면 100년만의폭설(1월), 30년만의한파(12월)

가발생하였으며, 한달간 3회태풍(8~9월)이내습하였고, 100년만에집중호우

(9월)가내렸다. 폭설은 2010년 1월 4일하루동안 25.8cm의적설량을보여, 新

적설량을 관측하기 시작한 1937년 1월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1월 중

서울의최저기온이영하 10℃이하로내려간날이 10일로 1986년 1월 15일이

후 최대의 혹한을 기록하여 기상이변으로 간주된다. 

자연재해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풍수해의경우 2010년 9월초중부지방

에최대풍속 38m/s, 강풍반경 300km의강한중형급태풍 ‘곤파스’가지나가큰

피해가발생하였다. 집중호우역시 2009년 7월서울지역에 2주동안 533mm의

강우가 내려 63년 만에 강수량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 9월 서울･경

기․인천을중심으로이틀동안 293mm의강수량을기록하였다(기상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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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성 집중호우(259.5mm)로 서울시 
하루 강수량 기록갱신. 10,415명의 이재
민 발생.

<그림 3-12> 2010년 서울시 기상이변 현황

재해유형 발생년월일 피해지역 기상상황
피해내용

인명(명) 자산(억원)

한파와 폭설
1.4 중부지방 폭설

서울 25.8cm
(1937년 이후 최대)

-
약 7,000

(추정)

12.24 서울 일최저기온 15.1℃ - -

이상고온

5.4 서울 일최고기온 25.3℃ - -

여름
(6~8월)

전국

*여름철 열대야일수는 12.4일로 평년(5.4
일)보다 7.0일 많아 2000년 이후 최다

*여름철 최저기온은 21.1℃로 평년(19.6℃)
보다 1.5℃ 높아 1973년 이후 최고

- -

집중호우

8.26~31 전국 서울 92.5㎜(8.27) - -

9.21~22 서울 경기
서울 259.5㎜
(1984년 이후 최고)

2
118

(재난지원금)

태풍

8.9~11
제4호 태풍 

‘뎬무’
누적강수량 서울 북한산 131.5㎜ - -

9.1~2
제7호 태풍

‘곤파스’
최대풍속 초속 38m, 강풍반경 300km로 강
한 중형급 태풍

7 851

참고：기상청 보도자료 및 소방방재청 재난상황보고서(2010)

<표 3-3> 2010년 서울시 대규모 기상이변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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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기상이변 분석방법 

서울시기상이변취약지역을진단하기전에기상이변발생유무를분석하였

다. 앞서고찰한참고문헌및선행연구를검토하여정립된기상이변의정의를

토대로지정기준을설정하였다. 기상현상에따른자연재해를유형별로(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로 분류하고 기상이변 발생현황을 분석하였다(<그림

3-13>).

<그림 3-13> 서울시 기상이변 발생현황 분석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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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 수집 및 구축현황

서울시에서주로발생하는기상이변에관한통계학적분석을위하여기상청

에서제공하고있는기온, 강우, 강풍, 강설에대한월평균자료와기상특보발

령현황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기온, 강우, 강풍, 강설에대한월평균자료는 1970년이후자료를취득하였

다. 기온, 강우, 강풍에대한기상특보발령현황은 2002년이후의자료이고, 강

설에 대한 기상특보 발령현황만 1960년 이후 자료이다.

구분 자료명 구성범위

기온

∙서울기상대 월평균 기온(℃) 자료 (1970~2009년) 

∙서울기상대 극최고/극최저 기온(℃) 자료 (1970~2009년) 

∙서울, 경기지역 기상특보 분기별 발령현황 자료
 －폭염주의보 및 경보 

(2002~2009년) 

∙서울, 경기지역 기상특보 분기별 발령현황 자료 
 －한파주의보 및 경보 

(2002~2009년)

강우

∙서울기상대 월평균 강수량(㎜) 자료  
 －월 누적/월 최대 

(1970~2009년) 

∙서울, 경기지역 기상특보 분기별 발령현황 자료 
 －호우주의보 및 경보

(2002~2009년) 

강풍

∙서울기상대 월평균 풍속(m/sec) 자료 (1970~2009년) 

∙서울, 경기지역 기상특보 분기별 발령현황 자료 
 －폭풍주의보 및 경보

(2002~2009년) 

강설

∙서울기상대 기상특보 일일 발령현황 자료 (1960~2010년)

∙서울, 경기지역 기상특보 분기별 발령현황 자료 
 －폭설주의보 및 경보

(2002~2009년) 

<표 3-4>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및 구축현황

2) 기상이변 정의 및 지정기준 

이연구에서는기존문헌에서제시하고있는기상이변정의에따라기온및

강우의경우 30년에 1회정도의확률로발생하는기상현상을분석하였으며, 추

가적으로기상특보발령횟수를이용하여분석하였다. 이를통해기온, 강우, 강

풍, 강설에대한기상이변발생유무를판단하였으며, 이상기온및이상강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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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분석하여 분석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였다.

구분 정의 및 지정기준 분석대상 비고

기상이변

방법1) 기온 및 강수량의 이상기상 발생 통계량을 활용하는 경
우, 월평균 기온 또는 월강수량 중 이상기상 현상이 30년에 1회 
정도의 확률로 발생하는 것(세계기상기구, WMO)

*극기온값 순위- 기온
*기상특보 발령횟수-
기온, 강우, 강풍, 
강설방법2) 기상특보 발령횟수의 증가 추세 분석

a) 이상기온
월평균 기온이 정규분포인 경우 평균값으로부터 
편차가 2배 이상 차이가 있을 때

기온
추가적 
고려

b) 이상강우
누적강수량 상위 1위․2위 값은 이상다우, 하위 1
위․2위 값은 이상저우로 간주함

강우
추가적 
고려

<표 3-5> 기상이변의 정의 및 지정기준

2. 서울시 기상이변 발생현황 분석결과 

기상이변정의및지정기준에따라분석한결과, 서울시의경우기온･강우･

강설은지속적인기후변화와더불어기상이변이발생한것으로분석되었지만, 

강풍은지정기준에부합한경우를보이지않았다. 그러나강풍의경우최근태

풍의규모가커지고빈번해지며, 서울시를관통할때에는큰피해를발생시키

고있기때문에지속적인모니터링및관리대응방안이요구된다. 서울시기상

이변 발생현황 분석결과는 <표 3-6>과 같다. 

구분 기온 강우 강풍 강설

방법1)
기상측정 값 

분석

∙이상기온 발생 
∙가능성 확인

∙이상다우 및 이상소우
의 현상이 발생하여 
기상이변으로 분석됨

- -

방법2)
기상특보 

발령횟수분석

∙분석 시 기상이변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기상이변 가능성 확인

기상이변으로 보기 어
려움

∙기상이변 경향이 
있으나 뚜렷하지 
않음

30년에 1회 정도의 확률로 
이상적설이 발생했으므로 
기상이변으로 분석됨

기상이변 
발생현황 유무

○ △ × ○

○：기상이변이라고 봄, △：기상이변의 가능성 있음,, ×：기상이변으로 보기 어려움

<표 3-6> 서울시 기상이변 발생현황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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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기온

서울시기상이변의유형으로이상기온의발생유무를분석하였다. 이상기온

은 이상고온(폭염), 이상저온(혹한 또는 한파)으로 나뉘며, 기상이변의 정의와

기상특보 발령횟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3-14> 이상기온 발생현황 분석체계

분석방법 분석자료 분석결과 비고

1. 기상측정값으로 분석
월평균 기온값
(1970~2009)

∙1, 2, 3, 12월에 이상기온이 발생하여 기상
이변으로 판단 

△

2. 기상특보 발령횟수로 
분석

연중 극최고/
극최저기온 상위값
(1970~2009)

∙이상고온 및 이상저온 발생 ○

폭염경보/한파경보
발령횟수
(2002~2009)

∙폭염 및 한파의 이상발생으로 인하여 기상
이변으로 판단

△

○：기상이변이라고 봄, △：기상이변의 가능성 있음, ×：기상이변으로 보기 어려움

<표 3-7> 서울시 이상기온 발생현황 분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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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상이변의 정의 및 이상기온의 지정기준

기상이변의정의는정량적 통계분석을이용하여이상기상의발생횟수와변

화를 분석하는것으로 월평균기온이나월강수량이 30년에 1회정도의확률로

발생하는 기상현상(세계기상기구, WMO)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상기온은월평균기온이정규분포인경우평균값과의편차가 2배이상일

때를 말한다. 

구분 정의 및 지정기준

기상이변
기온과 강수량을 대상으로 정량적 통계분석에 의한 이상기상의 발생횟수와 변화를 취급하는 
경우, 월평균 기온이나 월강수량이 30년에 1회 정도의 확률로 발생하는 기상현상(세계기상기구, 
WMO)

이상기온 월평균 기온이 정규분포인 경우 평균값으로부터 편차가 2배 이상 차이가 있을 때

기상특보

구분 주의보 경보

폭염
6월~9월에 일최고기온 33℃ 이상이고, 일
최고열지수(Heat Index) 32℃ 이상인 상
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6월~9월에 일최고기온 35℃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

10월~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발효기준값 이하로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아침 최저
기온 평년값에서 1/2표준편차를 감한 값
의 정수값 

10월~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발효기준값 이하로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아침 최
저기온 평년값에서 1/2표준편차를 감한 
값의 정수값 

2010년
12월
기준
개선

10월~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평년값보다 3℃가 낮
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
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
가 예상될 때

10월~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
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
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표 3-8> 서울시 이상기온 발생현황 분석방법 종합

(2) 이상기온 분석방법

① 통계분석：Excel 2007을 이용

② 분석자료

－서울기상대 1970~2009년 월기온평균값(40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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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상대 1970~2009년 극최고/최저기온 순위값(단위：℃)

－서울･경기지역 2002~2009년 분기별 기상특보 발령횟수

③ 분석방법 

Excel의통계방법을이용하여월평균기온의평균값을구한후, 평균값과의

편차가 2배 이상 나는 이상고온 또는 이상저온을 추출하였다. 

종전값의기록을경신한극최고기온및극최저기온값을분석하였으며, 온도

별 기온을 각각 비교 분석하여 이상기온 발생여부를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상특보 발령횟수를 활용하여 폭염경보와 한파경보를 분기별로 구축하고 비

교 분석하였다. 

(2) 이상기온 분석결과

① 기상측정값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기상대에서 1970년에서 2009년까지 측정한 월평균 기온값을 분석하였

다. 월평균기온이전체평균의 2배이상편차를가지면이상기온으로정의하는

데, 분석결과 1월, 2월, 3월, 12월에서만 이상기온 현상이 나타났다. 

<그림 3-15>는 1월의평균기온값분포도이다. 1월의평균기온값은 -2.38℃

로 2배 편차를 갖는 해당연도는 1977, 1981, 1984, 1985, 1986년이다.  주로

1970∼1980년대에 이상저온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16>은 1970년에서 2009년까지 2월의평균기온값분포도이다. 2월

의평균기온값은 -0.03℃로 2배편차를갖는해당연도는 1990년이전에몇개

년에걸쳐분포하고있다. 기상이변의특성상특정시점에출현하는이상기온

과는다르게모든연도에나타나고있으며, 이들현상을통하여기상이변현상

이 자주 일어나거나 장기적으로 기상특성이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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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1970~2009년 1월 평균 기온값 분포

<그림 3-16> 1970~2009년 2월 평균 기온값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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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은 1970년에서 2009년까지 3월의평균기온값분포도이다. 3월

평균 기온값은 5.29℃이며, 월평균값의 2배 편차를 갖는 연도는 1970년으로

0.4℃로나타나고있다. 1970년이후로는이상저온현상이발생하지않은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7> 1970~2009년 3월 평균 기온값 분포

<그림 3-18>은 1970년에서 2009년까지 12월의평균기온값분포도이다. 12

월평균기온값은 0.22℃이며, 월평균값의 2배편차를갖는연도는 2월과마찬

가지로여러연도에걸쳐나타나고있다. 특히 1970년에서 1980년까지이상기

온 현상이 자주 발생하였고 2000년대에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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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1970~2009년 12월 평균 기온값 분포

<그림 3-19> 1970~2009년 월평균 기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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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70 -4.76 -0.19 0.37 12.18 18.70 20.47 23.03 25.86 21.23 14.87 5.68 -1.06 

1971 -2.44 -0.73 2.04 11.20 16.59 21.62 23.93 24.58 20.61 12.98 8.74 -1.18 

1972 0.82 -0.58 5.30 11.47 16.38 21.73 25.65 23.05 18.98 13.83 5.24 0.65 
1973 0.38 0.57 4.46 12.36 17.43 21.37 26.82 25.88 20.32 13.03 4.72 -2.98 

1974 -2.46 -2.08 3.69 10.72 16.66 19.67 23.54 25.15 20.61 12.62 5.37 -0.54 

1975 -2.69 -0.82 4.37 13.32 16.69 21.40 24.93 26.99 22.56 15.36 8.99 -1.62 

1976 -3.83 2.83 4.85 11.31 16.72 21.32 23.11 23.65 19.92 13.71 3.54 0.41 
1977 -6.71 -2.42 5.39 12.48 17.37 22.51 26.02 24.61 21.50 16.69 7.63 2.44 

1978 -2.42 -2.48 4.17 11.49 18.50 21.87 26.45 25.81 20.94 14.49 7.88 1.65 

1979 0.85 0.64 5.95 11.17 16.50 21.37 24.33 25.42 20.07 15.85 5.66 1.38 

1980 -3.69 -3.14 5.23 10.12 16.50 21.57 22.74 22.84 19.63 12.96 8.59 -3.82 
1981 -7.03 -1.41 5.68 11.85 15.93 21.83 25.39 24.54 20.03 13.36 3.60 0.12 

1982 -3.55 0.57 5.91 12.33 17.85 21.92 25.10 25.41 20.81 15.80 7.93 -0.12 

1983 -1.73 -1.70 6.38 13.57 18.55 22.21 23.55 26.00 21.98 14.17 6.68 -1.11 

1984 -5.86 -3.53 2.48 12.10 18.24 22.63 25.23 26.30 20.09 13.83 8.10 -0.88 
1985 -5.87 -0.31 4.34 11.63 18.11 22.06 25.30 26.33 20.18 14.68 5.63 -3.40 

1986 -5.42 -3.35 4.95 11.93 17.09 21.86 23.45 24.49 19.88 12.70 5.22 1.90 

1987 -3.02 -0.12 3.99 10.83 17.02 22.39 23.69 24.35 20.06 15.47 7.51 0.91 

1988 -2.14 -1.48 4.32 11.34 17.88 22.25 24.35 26.44 21.41 14.99 5.48 0.12 
1989 0.77 2.41 6.08 14.34 17.91 21.20 24.46 25.50 20.67 13.64 7.08 1.43 

1990 -3.20 2.68 7.17 11.26 16.17 20.74 24.93 26.38 21.12 15.45 10.01 0.75 

1991 -2.61 -0.88 4.90 13.01 17.52 22.56 24.34 25.48 21.10 13.84 6.48 2.17 

1992 -0.19 0.73 7.61 11.96 16.41 20.85 24.84 24.79 20.85 14.02 6.17 1.51 
1993 -1.93 0.98 5.82 10.58 18.25 21.29 23.30 23.16 21.18 13.42 8.51 -0.19 

1994 -0.86 0.78 4.03 15.21 17.86 22.75 28.53 27.63 21.02 15.20 9.27 1.15 

1995 -2.10 1.24 6.01 11.30 17.14 21.61 24.49 26.03 20.00 15.52 6.21 -1.00 

1996 -2.19 -1.59 4.88 10.23 18.36 22.29 24.38 26.04 21.98 14.48 6.14 1.58 
1997 -3.28 0.67 6.81 12.95 17.02 23.37 26.12 26.85 20.17 13.42 8.84 1.79 

1998 -1.36 3.35 7.33 15.61 19.05 21.88 24.92 25.01 22.98 17.05 7.34 2.27 

1999 -0.76 0.69 6.66 13.90 17.50 23.09 25.86 25.98 22.89 14.26 7.88 0.39 

2000 -2.06 -1.67 6.33 11.88 17.49 23.73 26.78 26.17 20.67 14.88 6.95 0.88 
2001 -4.16 -0.29 4.99 13.56 19.10 22.53 25.87 26.48 22.46 16.51 7.05 -0.59 

2002 0.27 2.90 7.64 13.57 18.16 22.23 25.25 24.21 21.57 12.82 4.03 1.67 

2003 -2.55 2.66 6.49 13.16 19.55 21.55 23.85 24.10 20.90 13.92 9.52 0.74 

2004 -1.56 2.31 6.28 13.14 17.61 23.20 24.85 26.12 21.74 15.24 9.11 1.92 
2005 -2.52 -1.94 4.13 13.23 17.72 22.66 25.31 25.13 21.84 14.66 8.57 -3.90 

2006 -0.21 0.10 5.18 11.55 18.44 21.80 23.14 27.04 21.10 17.93 8.35 1.41 

2007 0.39 3.96 6.05 11.36 18.10 23.18 24.17 26.46 21.54 15.09 6.74 1.75 

2008 -1.68 -1.19 7.35 14.12 17.65 21.52 25.13 25.31 22.05 16.15 7.62 1.07 
2009 -1.96 2.94 6.01 12.71 19.13 22.43 24.30 25.70 21.75 15.97 6.89 -1.01 

평균 -2.38 0.03 5.29 12.30 17.62 21.96 24.79 25.43 21.01 14.62 7.02 0.22 
평균값

2배
-4.77 0.06 10.58 24.60 35.24 43.93 49.57 50.86 42.02 29.24 14.05 0.43 

※ 음영표시는 기상이변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값임.

<표 3-9> 1970~2009년 월평균 기온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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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상특보 발령횟수에 의한 분석

월평균기온이 30년에 1회정도의확률로발생하는기상현상으로극기온값과

기상특보 발령횟수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첫째로극기온값을분석한결과기상이변의양상을보였으나기상특보발령

횟수의경우뚜렷한결과가도출되지않았다. 이는구축된자료가 2000년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30년 빈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연구의 한계점으로 판단

된다.

극최고기온값 상위 10위, 극최저기온값 하위 10위 자료를 활용했으며 종전

기상기록을갱신한연도를중심으로빈도차가 30년이상이될경우이상기온발

생으로간주하였다. 극최고기온은최대빈도가 26년으로 1978년(9위)과 2004년

(8위)에나타났으며, 극최저기온은최대빈도가 31년으로 2001년(5위)과 1970년

(6위)에나타났다. 따라서기온에대한이상고온및저온이발생했던것으로판

단할 수 있다. 

서울기상대 극최고기온 순위(단위:℃) 서울기상대 극최저기온 순위(단위:℃)

순위 년 월 일 극최고 순위 년 월 일 극최저

1 1994 7 24 38.4 1 1970 1 5 -20.2 

2 1994 7 23 38.2 2 1986 1 5 -19.2 

3 1994 7 26 37.1 3 2001 1 15 -18.6 

4 1994 8 9 37.0 4 1976 12 27 -18.5 

5 1994 7 25 36.8 5 2001 1 14 -17.7 

6 1988 8 10 36.6 6 1970 1 4 -17.5 

7 1994 8 13 36.2 7 1973 12 24 -17.4 

8 2004 8 10 36.2 8 1990 1 25 -17.1 

9 1978 7 28 36.1 9 1986 1 6 -16.9 

10 1997 7 26 36.1 10 1990 1 26 -16.9 

※ 음영표시는 기상이변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값임.

<표 3-10> 서울기상대 극최고/최저기온 순위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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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기상이변의정의에따라기상특보발령현황을살펴보았다. 기상특보

발령일수(횟수)는상세한자료구축의어려움으로기온자료를활용하여폭염특

보지정기준에대입시켜도출하였다. 폭염주의보발령일수는 0에서최고 14회

까지였으며, 14회가발령된것은 1993년으로나타났다. 또한 1993년에는폭염

경보도 3회 발령되어, 그 당시의 이상고온을 가늠하게 해준다. 

<그림 3-20> 서울시 1960~2009년 폭염주의보 발령일수 

<그림 3-21> 서울시 1960~2009년 폭염경보 발령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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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한파경보는발령되지않았으며, 한파주의보는 2002년부터 2008년

까지평균 1~2회정도발령되었다. 그러나 2009년에들어 1/4분기에 4회, 4/4분

기에 10회나발령되어최근이상저온의횟수가잦아지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그림 3-22>). 

<그림 3-22> 서울시 한파주의보 및 한파경보 발령현황(2002~2009년) 

기온에대한서울시기상이변발생의유무를판단하기위하여다양한검증작

업을수행하였으나, 현재까지기상이변발생현황유무의판단기준은연구자의

주관적인의견이많이반영되고있기때문에향후, 기상이변에대한구체적인

정의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이상강우

서울시 기상이변의 유형으로 이상강우의 발생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상강우

는집중강우또는집중호우, 폭우등으로불리며내린비의양만나타내는강우

량, 수증기에의해지면에쌓이는모든형태의물의양인강수량등으로측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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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다. 이연구에서는월누적강수량과집중호우기상특보발령현황을활용

하였다.

<그림 3-23> 이상강우 발생현황 분석체계

분석방법 분석자료 분석결과 비고

1. 이상강우 정의
：월평균강수량 상위1,2위 값과 

하위1,2위 값 

월누적강수량값 변환 구축
(1970~2009)

이상다우 및 이상소우의 현상이 발생
하여 기상이변으로 보임

○

2. 기상특보 발령횟수
：월평균강수량이 30년에 1회 

정도의 확률로 발생하는 기상
현상

호우주의보/경보 발령횟수
(2002~2009)

기상이변으로 보기 어려움 ×

○：기상이변이라고 봄, △：기상이변의 가능성 있음, ×：기상이변으로 보기 어려움

<표 3-11> 서울시 이상강우 발생현황 분석종합

(1) 이상강우의 지정기준

강수량은 정규분포를보여주지않으므로표준편차로이상여부를규정할수

없다. 따라서과거 30년간에관측되지않았을정도의다우또는소우냐에따라

이상다우와 이상소우를 규정하고 있다. 



제3장 서울시 기상이변 현황 및 시사점  57

이상강우의기준또한정확히규정되지않아정량적으로구하는식이현재까

지는미비한실정이다. 다만기상청의기후변화정보센터에서는월강수량의경

우 30년간의월평균중에서상위 1, 2위의극값을이상다우, 하위 1, 2위의극값

을이상저우라고제시한바있어이들방법을적용하여이상다우및이상저우

를 분석하였다(기후변화정보센터, 2010). 

구분 정의 및 지정기준

이상강우
월 강수량의 경우 30년간의 월평균 중에서 상위 1,2위의 극값을 이상다우, 하위 1,2위의 극값을 
이상저우

기상특보
구분 주의보 경보

호우 12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 예상될 때 12시간 강우량이 150mm 이상 예상될 때 

<표 3-12> 이상강우의 지정기준 

(2) 이상강우 분석방법

① 통계분석：Excel 2007을 이용

② 분석자료

－서울기상대 1970~2009년 월 누적강수량(㎜) 

－서울･경기지역 기상특보 분기별 발령현황 자료

③ 분석방법

월별로 시계열분석을 실시하였다. 누적강수량 상위 1위･2위 값은 이상다우

로, 하위 1위･2위 값은 이상저우로 하여 현황을 추출하였다. 이외에 기상특보

발령횟수를 활용하여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를 분석하였다. 

(3) 이상강우 분석결과

① 기상측정값으로 분석한 결과

1970년부터 2009년까지월누적강수량자료를이용하여월평균강수량을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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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위 1, 2위값과하위 1, 2위를살펴보았다(<표 3-13>, <표 3-14>). 이연구

에서활용된기초자료는이상강우분석지정기준이모호하기때문에극한이상

강우의특성을완전히반영했다고보기어렵다. 다만, 기상이변의발생연도및

월을 파악할 수 있어 발생빈도와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다.

<표 3-13>은 1970년부터 2009년까지해당월의누적강수량(㎜)이가장높은

상위 1, 2위값을나타낸것이다. 상위 1, 2위에해당하는년(年)과월(月)은그

자체만으로이상다우를설명할수있으나, 발생연도의빈도차를통해기상이변

발생주기를계산해보았다. 그결과, 8월누적강수량이 26년차로가장많은차

이를보였고, 3월의누적강수량이 3년차로가장적은차이를보였다. 또한 5월, 

8월, 9월을중심으로는 20년이상의빈도값이도출되어기상이변기준에부합

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상다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위
1위

발생
연도

1972 1976 2007 1977 1997 1990 2006 1998 1990 1994 1982 1992

월누적
강수량

(㎜)
62.6 108.3 123.5 228.8 291.3 497.2 1014 1237.8 570.1 214.5 164.8 71.4

상위
2위

발생
연도

1990 1993 1989 1980 1974 1978 2001 1972 1970 1985 1989 1977

월누적
강수량

(㎜)
62.2 69.5 116.7 216.7 239.8 374.7 698.4 881.8 461.2 177.8 154.5 55.4

빈도차(년) -18 -17 18 -3 23 12 5 26 20 9 -7 15

<표 3-13> 1970~2009년 서울시 월별 누적강수량 상위 1, 2위 이상다우 현황

<표 3-14>는 1970년부터 2009년까지해당월의누적강수량(㎜)이가장낮은

하위 1, 2위값을나타낸다. 이상다우와마찬가지로이상소우를분석한결과적

게는 1년에서크게는 24년의빈도값을나타내며기상이변현상이발생한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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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소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하위
1위

발생
연도

1977 1977 2000 1970 2001 1982 2000 1991 1982 1990 1978 1987

월누적
강수량

(㎜)
2.2 0.2 3.1 7.5 16.5 15.7 114.7 68.2 4.8 0 7.5 2.6

하위
2위

발생
연도

1993 1996 1976 1982 1978 1983 1994 1988 1996 1979 1974 1980 1995

월누적
강수량

(㎜)
2.2 1 6.8 8.1 25.4 27.4 139.5 81.3 11 3.5 10.6 10.6 3.4

빈도차(년) -16 -19 24 -12 23 -1 6 3 -14 11 4 -2 -8

<표 3-14> 1970~2009년 서울시 월별 누적강수량 하위 1, 2위 이상소우 현황

② 기상특보 발령횟수에 의한 분석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 발령횟수를 살펴본 결과, 2002년 3/4분기 8회에서

2005년 3/4분기 32회로점차증가하였다가 2006년 3/4분기에 20회로줄어들었

다. 그러나 2007년 3/4분기에호우주의보가무려 61회발령되어그당시집중호

우일을예측할수있다. 그러나호우주의보발령횟수는 2008년 3/4분기에 28회, 

2009년 3/4분기에 26회로 줄어들고 있다. 

<그림 3-24> 서울시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 발령현황(2002~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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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경보발령횟수는별다른폭없이 10회안팎으로나타나고있다. 발령횟

수만을 가지고 기상이변이 발생했다고판단하기는 어려우나호우주의보의 경

우발령횟수는꾸준하지않지만최근변동폭이크게나타나고있으며, 2010년

폭우를 감안한다면 기상이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상강풍

서울시 기상이변의 유형으로 이상강풍의 발생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상강풍

은폭풍과태풍으로구분된다. 폭풍은육상또는산지에서의순간풍속으로판

단하며태풍은강우를동반한것을말한다. 태풍은대부분지역에서비를동반

하여수해피해뿐만아니라인명피해도발생시키기때문에이상강풍에대한취

약지역의 파악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림 3-25> 이상강우 발생현황 분석체계

분석방법 분석자료 분석결과 비고

기상특보 발령횟수
 ：30년에 1회 

폭풍주의보/경보
태풍주의보/경보 발령현황
(2002~2009)

태풍특보는 기상이변 경향이 나타나지 않음
폭풍특보는 기상이변 경향이 있으나 뚜렷하지 않음

×

○：기상이변이라고 봄, △：기상이변의 가능성 있음, ×：기상이변으로 보기 어려움

<표 3-15> 서울시 이상강풍 발생현황 분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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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강풍의 지정기준

구분 정의 및 지정기준

이상강풍 30년에 1회 정도의 확률로 발생하는 기상현상

기상특보

구분 주의보 경보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
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
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
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
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현상 등
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17m/s 이상 또
는 강우량이 100mm 이상 예상될 때. 다
만 예상되는 바람과 비의 정도에 따라 아
래와 같이 세분함

<표 3-16> 서울시 이상강풍 지정기준 방법

(2) 이상강풍 분석방법

① 통계분석：Excel 2007을 이용 

② 분석자료 

－서울기상대 1970~2009년 일평균 풍속량(m/sec) 

－서울 및 경기지역 기상특보 분기별 발령현황 자료

③ 분석방법

Excel 2007 통계분석을 활용하여일평균 풍속량에따른폭풍특보와 태풍특

보의 발생현황을 분석하였다.

(3) 이상강풍 분석결과 

30년에 1회정도의확률로발생하는기상현상으로기상청에서발령한태풍

특보와폭풍특보를살펴보았다. 태풍특보의경우기상이변의유무를판단하기

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폭풍특보발령현황은 <그림 3-26>과같으며, 주의보및경보는자주발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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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조사되었으나 30년에 1회정도의확률로는나타나지않고있다. 폭풍주

의보는최대 22회까지발령되었으며특히분기중여름을중심으로다량발령

되었던것으로보인다. 폭풍경보의경우 0~3회의횟수로평이한결과를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26> 서울시 2002~2009년 폭풍특보 발령현황

4) 이상강설

이연구에서는이상강설을기상이변의유형으로보고발생현황분석을실시

하였다. 이상강설은 폭설의 형태로 대설주의보 및 대설경보가 발령된다. 이는

신적설량이 기준량을 넘을 경우 발령되는 것이다. 

따라서강설량자료를구축하고기상이변의정의에따라 30년에 1회정도의

확률로 이상강설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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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이상강설 발생현황 분석체계

분석방법 분석자료 분석결과 비고

기상이변 정의：30년에 1회 정도
의 확률로 발생하는 기상현상

최심신적설량 
(1960~2010년)
폭설특보발령횟수 구축 

30년에 1회 정도의 확률로 이상적설이 
발생했으므로 기상이변이라고 봄

○

○：기상이변이라고 봄, △：기상이변의 가능성 있음, ×：기상이변으로 보기 어려움

<표 3-17> 서울시 이상강설 발생현황 분석종합

(1) 이상강설의 지정기준

이상강설의지정기준은기상특보와관련지어설명할수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신적설량이 5cm 이상예상될때, 대설경보는 24시간신적설량이 20cm  

이상 예상될 때이다. 

대설특보발령횟수는 1960년부터전국을대상으로통계적으로기록되어왔

으나서울시에서는 2002년부터집계되어기상이변의양상을파악하기가어렵

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최심신적설량 자료를 토대로 1960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를 구축하여대설특보 발령기준에해당하는 측정량을 도출하고 발령횟수

현황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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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및 지정기준

이상강설 30년에 1회 정도의 확률로 발생하는 기상현상

기상특보

구분 주의보 경보

대설 24시간 신적설량이 5cm 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량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량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표 3-18> 서울시 이상강설 지정기준

(2) 이상강설 분석방법

① 통계분석：Excel 2007을 이용

② 분석자료：대설특보(경보및주의보) 발령횟수(통계청), 서울･경기지역기

상특보 발령현황(대설)

③ 분석방법：최심신적설량자료구축, 대설특보발령기준에해당하는값도

출, 발령횟수로 전환

(3) 이상강설 분석결과

대설특보 발령현황은강설량현황자료를바탕으로 특보발령기준치에따라

분석하였다. 그결과는 <그림 3-28, 29>와같으며, 대설주의보및대설경보발

령 현황이 파악되었다. 

대설주의보 발령현황은 8~12회가 평균적이나 대설경보의 경우 1969년

25.6mm, 2001년 23.4mm, 2010년 25.8mm로총 3건으로분석되었다. 해당연도

간의빈도차가 30년이상으로나타나기상이변의정의에의해기상이변으로간

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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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서울시 대설주의보 및 대설경보 발령 현황(1960~2010년)

<그림 3-29> 서울시 대설주의보 및 대설경보 발령 강설량 현황(1960~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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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현황 및 관리체계 분석

1) 기상이변 대비 대응 조직

(1) 호우

집중강우 및 호우 발생 시 서울시 위기관리 조직은 <그림 3-30>과 같다.

<그림 3-30> 서울시 호우 위기관리 조직체계(서울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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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설

폭설발생 시 서울시 위기관리 조직은 <그림 3-31>과 같다.

<그림 3-31> 폭설 위기관리 조직체계(서울특별시, 2010)

(3) 폭염

폭염발생 시 서울시 위기관리 조직은 <그림 3-32>와 같다.

<그림 3-32> 폭염 위기관리 조직체계(서울시 안전관리계획,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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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사업

(1) 호우관련

① 목적

◦시민들의인명과재산에대한근원적보호를위해선진최고수준의 수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호우재난위기발생시초기응급대책을신속히실시하고긴급지원체계

를 효율적으로 가동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시기능 확보, 시민의 생명

과 재산 보호

② 주요 추진과제

예)○대심도(大深度)는 도시의 지가급등, 지상 설치시설 등으로 인해 도심에서
용지의추가확보가어려워짐에따라나타난개념으로크게대심도철도와

대심도도로로나뉜다. 대심도철도(Great Train eXpress；GTX)는지하 40m 
지하공간에직선철도노선을건설해운영시간을일반교통보다 2~3배빠
르게하는지하철도로지하급행철도라고도한다. 대심도도로의경우지가
급등, 지상설치시설등으로 도심에서용지의추가확보가어려워짐에따
라나타난신개념도로이다. 터널공법(TBM)을활용하여 30~60m 땅을파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보상비가 들지 않아 건설비를 상대적으로

줄일수있는장점이있다. 다만다수의환기설비가필요하고, 화재등재
난에취약한단점이있다. 미국보스턴 ‘빅딕(Big Dig)’, 노르웨이세계최
장 터널(24.5km) 등 일부 국가에서 대심도도로를 건설해 활용하고 있다.

[좌] 대심도 지하도로 개념도 [우] 보스톤 대심도도로 사례 (Interstate I-93 Tunnel in 
Boston, part of the Big Dig, 2005 Wiki)



제3장 서울시 기상이변 현황 및 시사점  69

◦수방장기기본계획, 대심도, 저류터널 등이 있음

③ 시설기준

◦하천 36개소

－한강, 안양천：200년 빈도(126mm/hr, 팔당댐 방류 37,000m3/sec)

－중랑천：100년(115mm/hr), 그 외 하천：50~80년

◦빗물펌프장 111개소, 하수관거 10,261km

－빗물펌프장 10년(75mm/hr), 하수관거 지선 5년, 간선 10년

④ 추진방향 

◦재해예방을 위한 물 인프라 구축

－수방장기기본계획 수립 시행

－하천범람을 대비한 제방보강

－대심도 지하터널･저류조 설치

◦저지대 수해 취약지역의 침수예방

－침수 방지 빗물펌프장 확충

－하수관거 확충 및 정비

－하수역류로 인한 지하주택 침수방지

◦저지대 수방시설 능력 향상 4개년 사업추진(’07~’10)

구   분 사 업 규 모
사업비
(억원)

2009년 추진계획
2010년

추  진  내  용 사업비

계(추진 계획공정) 10,023  70% －  100%

빗물펌프장
확충

41개소 확충
(75⇒95㎜/hr)

4,645
－’09.3~’10.5 28개소 공사
－’09년 13개소 설계후 착공 

585 －41개소 확충완료

수전설비
보강

111개소 보강
(1회선⇒2중선)

222
－’09년 30개소 공사
※누계 83개소 완료

 60
－111개소 보강완

료

제방보강
교량개축 

제방 28km 보강 
교량 12개소 개축

656
－’09년 방학천 등 6개 하천 

15.1km, 장애교량 5개소 
공사

313
－나머지 구간 공사

완료

하수관거 
확충정비

250km/년 정비 
(75⇒95㎜/hr)

4,500
－’09~’10년 하수관거 250km 

지속 확충, 정비
1,500

－250km 지속확충
－전체(750km)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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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저류시설 확충

－총사업비：48,377백만원

－기 간：’05~’10년

－대 상：16개소

   ※ 우이천 등 하천상류지역에 저류

－저 류 량：98,229m3       

－사업효과：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예방 및 빗물 재활용

◦지하주택 침수방지대책 추진

－자동센서가 달린 펌프 보급으로 지하주택 침수 해소

▷ ’07~’10년：6,000개소 보급 계획(50억원)

▷ 실적：4,300개소 보급완료

▷ ’09년 계획：1,000개소

⑤ 장기대책

◦장기 기본계획 수립

－현수방시설수준을평가하고문제점을도출하여, 수해예방장기비전과

전략목표 수립을 위해 ’09년 중 수방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대심도 터널 및 지하 저류조 설치

－’09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를 통해 마스터플랜 수립

－중랑천, 청계천에 시범 추진

※ 해외 사례：도쿄 55만m3, 시카고 391만m3, 쿠알라룸푸르 100만m3 등

◦빗물 저류조 2단계 사업 추진

－’20년까지 20개소, 265,448m3 추진

◦강우레이더 설치 등 수방시설 과학화 추진

－지역별 강우량, 강우시작과 종료시점을 예측하여 재난대책 과학화

－’09년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을거쳐추진방안등사업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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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중점 추진사항

○수방시설 및 취약지역 일제점검, 정비
－하천제방(448km), 빗물펌프장(111개소), 대형공사장, 취약시설
－외부전문가, 제작사, 전문기관, 공무원 합동점검 및 정비
○여름철 비상근무체계 24시간 가동(5.15~10.15 5개월)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39개 기관(자치구, 본부, 공사 등)
○대피, 복구 계획수립 및 홍보시행
－대피 및 복구：대피소 지정, 구호물자 관리 및 장비･인원 동원체계 구축
－홍보：TV, 라디오, 대형전광판 등 활용 자율방재 참여 홍보
－기상예(특)보 시 저지대 지역주민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확대 시행

(2) 폭설관련 

① 목적  

   대설로인해도로상에대규모재난사태가발생하거나우려될때, 서울시

및도로관리기관의임무와역할을규정하여체계적이고신속한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② 주요 추진과제(2010년도)

◦자동염수 분사장치 시범 설치

◦습염식 제설재 살포방법 확대 시행

③ 추진방향

◦한 발 앞선 비상대응체계 구축

－화상전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초동 제설체계 유지

－신속한 초동 제설을 위한 제설작업 전진기지 분산 설치

－신속한 비상근무 체계 구축

－취약지점에 대한 제설용역 시행

－취약구간 자동염수살포시스템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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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작업 역량 강화

－제설차량 등 제설장비 보강 및 현대화

－소금 사용 및 습염(소금+염화칼슘 용액)살포방법 확대 시행

－폭설에 대비한 제설재 사전 비축으로 수급 조절 강화

－시내 공사현장에 대한 장비 및 민간, 군 장비 투입체계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생활화운동 전개

－건축물관리자와 보도, 이면도로 눈치우기 적극 홍보 및 정착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설작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CCTV를 활용한 제설작업 및 교통상황 확인

－ITS를 활용한 상황실의 실시간 제설차량 관제 등 현장지휘능력 제고

◦제설대책본부의 기능

－대설발생의우려가있는때재난발생의방지와피해의예방, 경감을위

한 대책의 수립 및 조치

－대설이 발생한 경우의 현장 구조, 구급 등 현장관리의 지원

－대설사고 원인의 조사

－사상자의 관리 및 피해상황의 조사

－이재민의 수용, 구호 및 피해지역 시설의 응급복구

－대설사항의 신고접수, 전파, 보고 등 재난상황의 관리

－피해보상의 조정과 중재

－대설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의 조치

－대설에 관한 예･경보 실시

－인력 및 장비 지원 등 관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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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염관련 

① 목적  

◦서울시 및 자치구의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보건소,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폭염 위기 대처능력 제고

◦폭염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신속히 실시하고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가동

하여 피해 최소화

② 주요 추진과제(2010년도)

◦홀몸노인 실시간 안전확인시스템 운영

③ 추진방향

◦폭염 예측 및 정보전달 체계 구축

◦폭염 대비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폭염 대비 교육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

◦폭염 대비 긴급조치를 위한 취약노인 DB 구축

◦유관기관과 연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상시 모니터링 강화

◦폭염특보 발령 시 비상연락망을 가동한 초동 조치

◦응급환자 발생 시 조치

3) 기상이변 대비 서울시 향후 추진방향

(1) 호우관련

◦통신두절상황발생을예측하여대응체계를구축한후재해보고체계의전

산화로 방재조직운영 내실화

◦기상정보 및 재해 상황 전파에 대한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확립

◦재해위험지구 등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점검, 정비 강화

◦수해항구대책사업 투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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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발생 위험지구 특별대책 강구

◦민간모니터 요원을 활용한 사전 예방활동 전개

◦재해 피해지역에 대한 빠르고 완벽한 복구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지역주민 방재교육 및 대피훈련 실시

◦초동대응조직체계정비로재해신속대응력강화, 지역자율대응력강화를

위한 자율방재조직의 정비 및 육성

(2) 폭설관련

◦강설 사전예측 강화로 신속한 초동 제설체계 유지

◦취약지점 제설책임자 지정 및 제설자재 사전 배치

◦제설차량과 제설장비 보강 및 현대화

◦신속한 초동제설을 위한 제설전진기지 분산 설치(이동식 전진기지)

◦폭설에 대비한 민･관･군 협조체제 구축

◦폭설에 대비한 제설재 사전 비축으로 수급조절 강화

◦보도･이면도로, 건축물 앞 눈치우기 홍보 강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제설재 사용 확대

(3) 폭염관련

◦국민행동요령 안내 등 홍보활동 강화

◦기존 서비스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전 확인 강화

◦폭염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위기관리기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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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서울시 관리방향 및 대책 도출

제1절 기상이변에 대한 서울시 취약지역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연구

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서울시는최근기상이변의빈도와강도가확대되고

기상이변이일상화되는추세이다. 그리고기상이변에따른자연재해발생시지

역적인여건과특성에따라피해의규모와정도가다르다. 따라서취약지역은

그지역의특징을파악하고, 이에맞는대응전략과관리방안을마련해야한다.

앞서기상이변유형별현황에서고찰하였듯이서울시기상이변의발생유형

을선정하였으며, 유형에따른취약지역의공간적분포를간접적으로파악하였

다. 이는향후기상이변에따른기상재해의피해를감소하고대응방안을마련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1. 기상이변에 따른 서울시 취약지역 도출

1) 강우 취약지역

강우는 기상재해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침수피해의 자연적 원인이다. 특히

기존수방시설의설계용량을초과하는돌발적이고집중적인강우는침수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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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커지게하고있다. 특히서울은인구밀도가높고건물이밀집해있어투수포

장률이낮고전통적인하천을중심으로저지대가형성되어침수피해가더크다. 

침수피해는하수관거 개량, 배수시설확충, 홍수예보체계 구축 등의방수대

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나 근본적으로 방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상강우에 취약한 서울시의 공간적 분포현황을 파악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지역을 관리하고 체계적인 정비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이상강우 취약지역 분석방법 

이상강우에취약한지역을판단할수있는연구방법은다양하지만, 이연구

에서는기존에수행되었던수해관련연구동향을파악하여간접적으로취약지

역을 도출하였다.

기존의많은연구에서는수해관련위험에대한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의함

수를 이용해 취약성 평가를 하고 있다.

취약성 평가 = f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

기후사상이발생하기이전에주요사회기반시설에대한취약성평가를통해

취약한시설물을파악할수있고, 이들시설물을중심으로피해가발생하지않

도록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그러나출현빈도를가늠하기어려운이상기상의경우, 기상이변에대한취약

성또는취약지구등의주체영역이모호하기때문에기상재해에그대로노출되

기쉽다. 따라서이상기상에대한취약성또는취약지구의분석이반드시필요하

며취약유형을도출하여이를구조적ㆍ비구조적으로관리하는것이중요하다. 

이연구에서는이상기상에취약한지구를평가하기위해서기존의연구방법

을적용하기에는상세한데이터수집및구축에한계가있으므로개략적인방

법을활용하였다. 분석을위해먼저서울시지역별불투수비율, 과거침수면적

비율, 저지대비율을산정하여데이터를구축하였으며, 이들세개의인자를중

첩하여 취약지역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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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 개의 인자별 주제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데이터의 지역별

불투수비율과과거집중강우에따른서울시침수흔적도를참고하고, 계획홍수

위를 고려한 지형 표고를 이용하여 저지대지역을 추출하였다. 

<그림 4-1>은세개의인자별주제도를중첩하여서울시이상강우취약지역

을 나타냈다.

<그림 4-1> 서울시 이상강우에 취약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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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강우 취약지역의 유형

서울시주요지역의호우로인한침수원인및취약지역은아래의 <표 4-1>과

같다. 취약지역은대부분저지대지역, 하수관거통수능부족지역, 수방(배수)

시설용량부족지역등으로구분되며, 특히저지대는고지대노면수가저지대

로 유입되면서 지하주택의 침수가 빈번히 발생한다. 

하수관거와 관련해서는 통수능이 부족하거나 구배가 불량하여 홍수피해가

발생한다. 또한수방(배수)시설과관련해서는배수관거의수용량이강우량보다

부족하여홍수피해가발생하기도하며, 토사가쌓여배수가불량해지는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구 분 원 인

저지대 관련 ∙고지대 노면수 저지대 유입 ∙노면수 저지대 집중

하수관거 관련 ∙하수관거 통수능 부족 ∙하수관거 구배불량

수방(배수)시설 관련 ∙배수관거 용량부족/펌프용량부족 ∙토사유출에 의한 배수불량

기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기타(빗물받이 등)

<표 4-1> 서울시 호우 취약지역과 홍수피해 원인

2) 폭설 취약지역

(1) 폭설 취약지역 분석방법

폭설로인한자연재해는대부분이도로에서발생하고있으며, 급경사도로에

서의인명사고와교통체증에따른사회경제적손실로나타나고있다. 이외에

도농업및상업관련시설물에직접적인재산피해를주고있으며,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겨울철폭설에대한서울시취약지역분석및취약지역에대한대비

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폭설 취약지점은 지하차도 입･출구, 고가차도, 

고개, 오르막길등으로경사가심하게나타나고있는지점을중점적으로관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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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폭설취약지점을분석하기위해서는 도로의경사, 교통혼잡률, 일조

량, 도로의노면상태를고려하여야한다. 상세한분석을위해서는서울시주요

도로를중심으로이들데이터에대한속성정보를구축한후분석하여야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인자를 고려하고, 서울시에서 지정한 폭설 취약지점을

중심으로취약지역을선정하였다. 향후도로별상세한속성정보를활용한 GIS 

데이터를구축하여서울시전체지역에대한취약성평가수행이요구된다. 서

울시 주요 폭설 취약지점은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에서나타나듯이서울시의폭설취약지점은서울특별시(445개소)

와 소방방재청(119개소)이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그림 4-2> 서울시 폭설 취약지역
([좌]소방방재청 119개소, [우]서울특별시 44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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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지정해관리하고있는취약지점 445개소중실제로공간적

위치가파악되지 않거나 취약지점명이불명확한 것을제외하고 388개소를확

인하였다. 서울시자치구별폭설취약지점의총계는 <그림 4-3>의그래프와같

으며은평구및강북구에취역지역이많은것으로도출되었다. 폭설취약지점

유형은 총 11개로 고개, 길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림 4-3> 서울시 폭설 취약지점 388개소(서울특별시, 2009/2010)  

<그림 4-4> 서울시 폭설 취약지점 유형별 현황(서울특별시, 200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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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폭설 취약지점 현황(388개소)

구청명 고가차도 고개 교량 길 사거리 삼거리 오거리 육교 지하차도 터널 IC 합계

강남구 3 7 10

강동구 6 1 5 2 2 2 1 1 20

강북구 10 6 11 1 1 1 30

강서구 7 1 1 9

관악구 8 1 1 10

광진구 1 1 1 2 1 6

구로구 4 6 3 13

금천구 4 4 5 1 3 1 18

노원구 1 2 4 1 8

도봉구 10 4 14

동대문구 2 2 3 3 1 6 17

동작구 3 7 1 3 2 16

마포구 3 2 3 2 1 2 3 16

서대문구 6 2 1 1 2 1 13

서초구 3 3 1 3 3 13

성동구 4 4 8 3 19

성북구 11 3 1 15

송파구 8 5 1 4 18

양천구 6 3 1 2 4 2 18

영등포구 5 1 4 7 17

용산구 5 2 5 2 7 21

은평구 7 13 6 2 1 3 32

종로구 12 12

중구 3 4 6 2 2 17

중랑구 1 1 4 6

합계 36 80 36 79 43 7 5 10 58 13 21 388

<표 4-2> 서울시 폭설 취약지점 유형별 현황(서울특별시, 2009/2010) 

소방방재청에서지정해관리하고있는취약지점 119개소중실제로공간적

위치가파악되지 않거나 취약지점명이불명확한 것을제외하고 107개소를확

인하였다. 서울시자치구별폭설취약지점의총계는 <그림 4-5>의그래프와같

으며, 취역지역은중구가가장많고금천구가가장적은것으로도출되었다. 폭

설 취약지점 유형은 총 12개로 지하차도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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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서울시 폭설 취약지점 107개소(소방방재청, 2009/2010)  

<그림 4-6> 서울시 폭설 취약지점 유형별 현황(소방방재청, 2009/2010) 

서울시와 소방방재청에서지정해 관리하는취약지역의개수가상이하고차

지하고있는유형또한다르게분석되었다. 이는기관별로행정체계및관리목

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따라서지역에취약지역이많다고해서그지역이재난재해에노출될위험성

이반드시높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폭설취약지역은취약유형의세부

특성을 잘 파악하고 미치는 영향도 정밀 분석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제4장 서울시 관리방향 및 대책 도출 85

자치구별 폭설 취약지점 현황(107개소)

구명칭 고가차도 고개 교랑 교차로 길 로터리 사거리 삼거리 육교 지하차도 터널 IC 합계

강남구 　 1 　 　 　 　 1 　 　 　 1 　 3

강동구 　 1 　 　 3 　 1 　 　 1 　 　 6

강북구 　 　 　 　 1 　 1 　 　 　 　 　 2

강서구 　 　 　 　 　 　 3 　 　 2 　 　 5

관악구 　 2 　 　 　 　 　 　 　 　 1 1 4

광진구 　 1 　 　 　 　 　 　 　 　 　 1 2

구로구 1 　 　 　 1 　 　 　 　 2 　 2 6

금천구 　 　 　 　 　 　 　 　 1 　 　 　 1

노원구 1 　 　 　 　 　 　 　 　 3 　 　 4

도봉구 　 1 　 　 　 　 1 　 　 1 　 　 3

동대문구 1 1 　 　 　 1 　 　 1 　 　 　 4

동작구 1 　 　 　 　 　 　 1 　 　 　 　 2

마포구 1 　 　 1 1 　 　 　 　 　 　 　 3

서대문구 1 　 　 1 　 　 1 　 　 　 　 　 3

서초구 1 2 　 1 　 　 　 　 　 2 　 　 6

성동구 1 　 　 　 1 　 　 　 　 1 　 　 3

성북구 　 1 　 　 4 　 　 　 　 　 1 　 6

송파구 　 1 　 　 　 　 1 　 　 4 　 　 6

양천구 　 　 1 　 　 　 1 　 　 2 　 2 6

영등포구 2 　 　 　 　 　 　 　 　 2 　 1 5

용산구 　 　 1 　 1 　 　 1 1 2 　 　 6

은평구 　 2 　 1 　 　 1 　 　 　 　 　 4

종로구 　 　 　 　 1 1 　 　 　 1 2 　 5

중구 1 1 　 　 4 2 　 　 　 　 　 　 8

중랑구 　 　 　 　 　 　 　 　 　 4 　 　 4

합계 11 14 2 4 17 4 11 2 3 27 5 7 107

<표 4-3> 소방방재청 지정 서울시 폭설 취약지점 107개소(서울특별시, 2009/2010) 

(2) 폭설 취약지역 유형

폭설 취약지역은 지리적이고 지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저지대나

고갯길, 커브길등은지면의고저가차이가높고경사가가파르기때문에교통

을 정체시키거나 보행안전을 저해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교통시설도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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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유형으로간주되며지하차도, 터널및터널출입구, 주요간선도로, 고

가도로, 교량 등이 포함된다.

구분 원인

장소

바람이 강한 장소 습윤노면은 증발열이 발탁됨

교량 및 고가 등
지중으로부터 열의 공급이 있는 토공부보다는 구조물인 고가교 및 교량은 
타 구조물에 비해 냉각이 빠름

지형상 낮은 장소 지형이 낮은 장소에서는 냉기온도가 정체

콘크리트 포장 대기로부터 복사열 흡수가 적음

시기

구름없는 야간 노면으로부터 열이 방사되어 냉각을 촉진시킴

건조 시
습도가 높으면 적외선 통과가 쉬워지고 지표온도의 방산이 적게 되어 노면온
도가 저하됨

<표 4-4> 폭설 취약지역 유형의 예

<표 4-5>는서울시자치구별폭설취약지역의유형별현장사례를보여준다. 

취약유형 폭설 취약지역의 사례

① 고가차도

영등포구 도림고가차도

<표 4-5> 서울시 폭설 취약지역의 유형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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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유형 폭설 취약지역의 사례

② 고개

성북구 서경로 고개

③ 교량

용산구 원효대교 북단

④ 길

종로구 감사원 길

<표 계속> 서울시 폭설 취약지역의 유형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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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유형 폭설 취약지역의 사례

⑤ 사거리

강서구 화곡사거리

⑥ 삼거리

은평구 녹번 삼거리

⑦ 오거리

중구 매일경제 앞 오거리 

<표 계속> 서울시 폭설 취약지역의 유형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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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유형 폭설 취약지역의 사례

⑧ 육교

용산구 욱천차도 육교

⑨ 지하차도

성동구 지하차도

⑩ IC

구로구 구로IC

<표 계속> 서울시 폭설 취약지역의 유형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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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유형 폭설 취약지역의 사례

⑪ 터널
성북구 솔샘터널 입구

종로구 구기터널 입구

※ 사진은 현장 직접 촬영 및 Daum 지도를 활용함

<표 계속> 서울시 폭설 취약지역의 유형별 사례

3) 폭염 취약지역

(1) 서울시 폭염 취약지역 분석방법

일반적으로도시개발에따른토양피복의변화는토지의열용량수지차이를

유발하여지표면온도분포의변이를나타내고, 그결과도시열섬․대기오염․

에너지 과다소비 등의 직․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서울시정개발연구

원, 2000). 서울시역시도시화로인해평균기온이상승하고있으며, 계절적으

로 여름에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폭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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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직접적으로노출될경우저항력이약해위험해지기쉬운노약자, 어

린이등이밀집된지역, 상업업무시설이집적되어있는지역, 폭염에따른대

기오염확산지역, 일사량및열에너지발생량이많은지역등이폭염취약지역

에해당한다. 정량적분석을위해서는이들요인들에대한상세한분석이요구

되며, <그림 4-7>에 따라 취약지역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림 4-7> 폭염 취약지역 분석체계

(2) 폭염 취약지역 유형

구분 유형

토지이용현황
(Landsat 토지피복도)  

상업 업무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곳, 공원 및 녹지가 부족한 지역, 도로포장률

대기오염 
미세먼지, 황사 등 태양열을 흡수 또는 반사하지 못하게 하는 대기오염물질 과다배출 
지역

풍향․풍속 초고층빌딩 밀집지역, 바람통로가 막힌 지역, 분지지역 

건축물현황 쪽방촌․판자촌․달동네, 냉난방시설이 부족한 건축물

일사량, 열에너지 
발생량

열흡수량과 비례하여 열방출량이 많은 공장, 공사장, 주택밀집지역, 일조환경이 열악한 
지역

사회계층
폭염에 취약한 어린이, 노약자, 노숙자, 장애인 등 -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노년층이 
밀집한 지역

<표 4-6> 폭염 취약지역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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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상이변 유형별 관리방향 및 대책수립 

1. 기상이변 대응 정책 수립 방향

앞서살펴본서울시기상이변은이상강우에따라홍수의규모․빈도를증가

시키고도시화로인한위험노출가능성을증가시켰다. 이는기상관련재난재

해패러다임의변화를요구하고있는것이며, 기상이변에따른자연재해에대

응하기 위한 우선적인 대응방안 수립 및 도시관리의 정책 모색을 요구한다.

먼저기상이변에따른서울시취약지역대응방안수립시현재상황을충분

히고려해야한다. 특히최근의기상현상이반영된기후변화의예측결과를반

영해야하며 인구나 토지이용의변화등사회현상, 관련시설의정보 수준등

현실적인 반영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다음으로기상이변에따른도시관리의정책적수립방향을확립해야한다. 

이는크게다섯가지로구분되는데, 기상이변에대응할수있는구조물및시설

물의개선, 도시계획적차원에서의대응을위한토지이용개선, 위기관리를위

한대응방향수립, 취약계층의형평성확보및적극적인시민대응을위한정보

제공, 도시의 적응능력 강화 등이 그것이다(<그림 4-8>).

<그림 4-8> 기상이변에 따른 도시관리의 정책적 방향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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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 요 기 법

구조적 대책

∙기존 구조물의 효율성 개선 ∙구조물의 다목적 활용
∙강변저류지 조성 ∙하천제방 강화
∙하천 배수용량 증대 및 대규모 지하공간 배수용량 강화
∙주택 빗물저류 및 침투 ∙도로의 투수성 포장
∙한강의 고수부지를 활용한 수공간 확보 및 수변공간 활용
∙건물높이 제한, 효율적 건물 배치 ∙지붕녹화, 벽면녹화
∙지역냉방 및 보온 필요조건을 고려한 건물디자인
∙건물 설계기준 강화

비구조적 
대책

토지이용 제한
∙기상이변에 대한 취약지역에서의 개발입지 및 토지이용규제
∙지구단위 취약성 개선

위기관리를 통한 
대응

∙홍수예경보체계 구축 ∙시민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접근로 및 대피로 확보 ∙시민 인식 제고
∙서울시 공무원 동원계획 수립
∙주민응급대피를 위한 행동계획 및 교통수단 마련
∙응급피난처 제공

도시의 적응능력 
강화

∙하천, 호수 등을 활용한 bluespace 구축 
∙생활하수 등의 재활용 ∙바람길 조성
∙연못, 저류지 조성 ∙투수성 포장
∙지속가능한 도시배수체계 구축

<표 4-7> 서울시 기상이변 대응방안

최근기상이변발생이증가함에따라도시관리전략수립에대한관심이집

중되고있으며, 특히사회적취약계층의경우기상이변에대한대응능력이상

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사회적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의마련및시행이시급하다. 또한시민의안전을위해기상이변에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제도 등 인프라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기상이변에취약한지역을대상으로지역특성에맞는대응사업을발

굴하고기상이변에따른위험성을최소화하여지역적인대응역량을강화시킬

수 있는 재해리스크 평가 및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2. 서울시 기상이변 유형별 대책수립

서울시에서주로발생하고있는폭우, 폭설, 폭염에대한유형별대책방안은

<표 4-8>과 같으며 재난관리를 위한 유형별 대응방안은 <표 4-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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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 요 내 용

호우분야

∙건물 기능 및 규모별 우수활동 방침을 수립
∙빗물의 저장, 이용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져 홍수에 대비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모든 건물과 단지에 빗물침투 및 이용시설 마련
∙기존의 하천과 연계하여 평상 시에는 빗물을 저류하고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량이 발생할 
경우 단지외부로 유출

∙지속가능한 도시배수체계 구축
∙폭우에 취약한 지역에 개발 및 기반시설의 입지제한
∙가상대응서비스 능력 제고
∙홍수보험
∙정보제공을 통한 시민들의 홍수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
∙홍수위험에 처한 핵심기반시설과 취약지역 식별 및 보호

폭설분야

∙눈에 관한 조사연구의 종합적 추진 및 기상업무의 정비와 강화
∙건축물 관리자에 제설의무 부과
∙제설장비 운영
∙기상정보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시스템 강화
∙서울시에 적합한 고효율의 제설방법 및 매뉴얼 개발
∙주민참여 활성화 및 민간기업의 폭설방재활동 강화

폭염분야

∙바람길을 따라 주변 건물 높이와 주거동 방향을 규제하는 단지배치를 실시하고 탄소흡수력이 
좋은 수종으로 식재공간 조성

∙건물에 지붕녹화를 실시하고 여름철 열섬현상의 원인이 되는 도로변 건물에 벽면녹화를 시행
∙녹지광장 및 빗물침투시설을 조성
∙단지내부에 주말정원을 조성하여 밀도가 높은 거주민들에게 풍부한 녹지를 공급
∙녹지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보행로, 빗물침투시설, 오픈수로, 녹지공간 등과 연계하여 폭염을 
억제

∙낙엽수를 이용한 가로수, 벽면 녹화
∙신규개발지역에서 장래 이상고온 위험을 줄이도록 건축설계기준 마련

<표 4-8> 서울시 기상이변 유형별 대책방안

구분 주 요 내 용

호우분야

예방 
및 대비

∙수방시설 점검 및 정비 ∙위험구역 설정 운용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대형공사장 점검
∙재해취약시설 점검 및 정비 ∙방재물자 비축 및 수용시설 지정
∙방재 훈련 및 대시민 홍보 ∙기상특보상황별 조치사항 확인
∙호우 및 태풍 대비 시민행동 요령 숙지
∙홍수 예경보 확인 ∙재해사전대비 대피제 지속 추진

대응
및 복구

∙주민대피 및 재난구조 대책 ∙교통통제 대책
∙한강 시민공원 및 수상관리 대책 ∙응급복구
∙응급구호 ∙민생관련부분 복구비 우선 지원제 추진
∙수해피해 조사 ∙복구계획 수립
∙자원봉사자의 활동 추진

<표 4-9> 서울시 기상이변 유형별 재난관리



제4장 서울시 관리방향 및 대책 도출 95

구분 주 요 내 용

폭설분야

예방 
및 대비

∙철저한 사전대비 및 한발 앞선 제설대응체계 구축
∙제설대책 준비상황 사전점검 실시 ∙제설 작업역량 강화
∙제설자재 적기 확보 및 관리 ∙제설대책 계획 수립 시행
∙제설대책 개선방안 지속 추진 ∙신속한 초동제설체계 유지
∙제설작업 사전준비 철저 ∙폭설에 대비한 제설체계 확립
∙내 집, 내 점포앞 눈치우기 홍보

대응
및 복구

∙강설량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체계 확립
∙초동제설 실시
∙시민에게 제설상황 전파 및 협조 요청
∙폭설 시 예비 장비인력 동원 및 교통대책 시행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폭염분야

예방 
및 대비

∙폭염 예측 및 정보전달 체계 구축 ∙폭염 대비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폭염 대비 교육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
∙폭염 대비 긴급조치를 위한 취약노인 DB 구축
∙유관기관과 연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대응
및 복구

∙상시 모니터링 강화
∙폭염특보 발령 시 비상연락망을 가동한 초동 조치
∙응급환자 발생 시 조치

<표 계속> 서울시 기상이변 유형별 재난관리

제3절 기상이변 추진과제 도출  

기상이변에따른자연재해를줄이고재난재해로부터안전한도시를 조성하

기 위해서 5가지의 추진과제를 고려하고자 한다(<그림 4-9>). 

첫째, 기상이변에 따른구조물개선이다. 구조물의 구조적대책을다양화하

고 자연재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해에 대비하여 수방기준을 재검토

하도록 한다. 

둘째, 토지이용방법의개선이다. 지구단위로홍수방어기준을설정하여지역

적 차원에서 홍수방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위기관리를 통한대응이다. 이는기존의재난대응체계를 개선하여종

합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96  기상이변에 대한 서울시 취약지역 대응방안

넷째, 기상이변에대한취약계층의형평성확보및시민정보의제공이다. 홈

페이지,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통한실시간정보제공및시민정보

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시민참여정책을 마련한다. 

다섯째, 도시의적응능력강화이다. 도시의재난재해를수용할수있는능력

과기상이변에따른영향에적응할수있도록통합적재난관리조직체계를구축

한다. 

<그림 4-9> 기상이변 추진과제 도출  

1. 구조적 대책 다양화 및 수방기준 재검토

서울시기상이변발생에따른피해및원인분석과관련시설물설계기준재

검토가필요하다. 호우, 폭설, 폭염등서울시에서주로발생하는기상이변에대

해서는 관련 시설물에 대한 국내외 설계기준을 검토하고,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응할수있는수방시설물의설계기준에대한개편방향을마련하여야한다.

기존 치수대책은 주로 하천제방 및 배수시설, 펌프장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최근발생하는도시홍수, 돌발홍수등에의한피해저감을위해서는다양한치

수대책이 필요하다.

구조물적인치수대책의다양화를위해서는우수침투저해행위규제, 저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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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홍수조절시설설치, 투수성도로포장, 지하공간침수피해방지시설설치, 택

지증고등이필요하다. 또한기존의하천중심수방기준에서벗어나제내지등

의특성에따른중요도를변경하여보호수준을차별화하는것이필요하다. 이

를위해서는치수단위구역또는제내지의중요도특성을정량화할수있는치

수경제성분석과함께이를활용하여치수사업투자비용의효율성분석이필요

하다.

이외에도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내수로인한침수피해가주류를이루므로외수(하천, 제방등)와내수(하

수, 저류, 건축, 토지이용)의양측면을동시에고려한 (소)유역단위의종

합적인 침수대책 마련

－하천정보시스템과 하수도정보시스템의 고도 활용과 체계마련, 양 시스

템 간의 연계사업 추진

－지역단위 안전도(위험도) 평가를 통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시행

(신규사업으로 추가 필요)

－지역안전도를평가하여풍수해저감대책에대한표준마련, 시범사업실

시 및 확대

－소유역, 배수유역등지역별특성에따른상황기준마련, 상황기준별행

동매뉴얼 작성, 홍수예경보시스템 구축

－소하천정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및 수문관측시스템 개선

－빗물펌프장 적기 가동체제 구축으로 저지대 침수 방지

－유수유출 저감시설 확충 및 수문수전설비 이중화로 피해 최소화

－내수･외수를 동시에 고려한 침수방지체계 마련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지속적으로 실시

－저지대 지하주택 및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방지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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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단위 홍수방어 기준 설정

현재치수수방기준은하천등급및우수배제시설에 대해서일률적으로지정

되어있는관계로국가하천주변농경지는과대보호되고있고, 소하천주변주

거지는과소보호되고있는상황이다. 그러므로하천제방축조및우수배제시설

증설로는치수대책의다양화에한계가있기때문에, 피해가능지역별대책이

필요하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 <그림 4-10>과같이기존유역종합치수계획을보완

한지구단위별치수계획수립을고려할필요가있다(건설교통부, 2006). 지역안

전도평가를통해위험지역을파악하여지구단위홍수대책시기초자료로활

용함으로써 치수계획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방재지구지정활성화를위하

여 기상이변 취약지역에서의 건축개량, 재개발․재건축 등이 시행될 때, 기상

이변에따른피해저감을위한시설물정비및관리노력이수행되는경우건축

물 용적률 상향과 같은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4-10> 지구단위별 치수계획의 도입 시 지역안전도 평가의 적용(건설교통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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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시설물별 지구단위 홍수방어 기준

구분 내용

하천주변시설

일반시설 기준
∙하천환경 특성을 고려한 하도종단 형상기준
∙주변환경에 따른 하도횡단 형상기준
∙상ㆍ하류 간의 연속성 고려

제방월류방지 기준

∙월류에 의한 제방의 결괴, 파제
∙월류에 의한 비탈면의 결괴
∙월류, 강우의 침윤에 의한 비탈면의 붕괴
∙지진에 의한 균열, 결괴 혹은 침하

도로배수시설 기준

∙유송잡물 차단시설
∙노면배수시설
∙노면 및 위치에 따른 배수시설 및 기타시설
∙기타 도로 횡단 암거 등과 관련된 시설

교량홍수방어시설 기준
∙극대홍수로 인한 하상저하로 교량하부공의 근입 길이가 
부족한 경우 하부공 세굴방지기준을 수립

우수유출억제시설

조절지 시설 기준
∙조절지의 위치
∙도시부 하천에서의 조절지
∙유역조절지

침투시설 기준
∙시설 설치지역의 지형조건과 지질조건 지구특성 등을 고
려하여 유역특성에 맞는 시설 설치

저지대 내수화 시설
∙저지대 시설을 이전하거나 지대를 승고하는 방안
∙홍수방어벽의 설치 ∙고상식(pilotis) 시설설치

내수처리시설
∙배수펌프 시설기준 ∙지하방수로 시설기준
∙하수도 홍수방어 시설기준

기타 시설계획
∙통합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초과홍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해당 지구단위에 
있어서 홍수도달시간, 통합조작을 실시할 때의 소요시간, 통합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규모와 범위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 요구

2) 서울시 방어계획과 시행상의 과제

방어계획과 정비내용 사업시생상 과제

방재도시
조성

∙피해취락의 재건과 정비
∙피해취락의 지반승고
∙기반 미정비구역 등의 정비

∙취락의 생활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기
반정비와 동시에 시행 필요

∙현지 지구조성이나 정비 시 지반승고 방어시설
의 정비 및 피난대책 필요

생활재건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
∙실직자 및 일시 이직자 지원
∙피해자 정신적 치료 및 건강유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주택건설자금의 대출 등

∙취락이 붕괴된 경우에는 장기간의 임시거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과 사업기간의 연
장이 필요

∙고령자가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1가구 규모의 작은 국민주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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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대응체계를 개선하여 종합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최근서울시에서기상이변에따른재해가주로주말, 야간등신속히대응하

기가어려운취약시간대에발생하여적절한초기대응이곤란하여피해의규모

가 커지고 있다.

기상이변에따른피해가서울시전역에서발생함에따라기상유형별주관부

서만으로는대응이곤란하고인력이나물자동원지휘범위등에한계가있는것

으로파악되며, 특히, 위기관리메뉴얼이있다하나임무고지가불명확하고, 인

력에대한운영계획이미비한것은사실이다. 현재서울시에서발생하는재난

의경우서울시만의대응노력으로는한계가있기때문에기상이변에대한이해

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재난재해대응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재난대응시스템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장대응능력 제고, 

자치구의현장대응능력강화, 민간인력및장비의적극적활용이필요하다. 더

불어시민들과함께기상이변을대처할수있는민관파트너십형성, 재난･재해

의유형및규모에따른부서간협조및재난관리조정능력의향상을위한통

제, 지원 및 현장지휘체계 정비도 필요하다. 

재난대응체계를 개선하고기상이변에따른다양한 형태의재난관련정보를

공유, 통합, 연계함으로써방재를위한계획, 저감, 대비, 대응, 복구등업무전

단계를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개념의 종합적인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을 고려하여야 한다(<표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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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제점 개선사항

초기 현장 대응 강화 
및 기동성 있는 현장 

대응

∙재난 현장대응 전문 인력 및 조직 부족
∙어는 특정지역에 재난이 집중된 경우 기동
성 부족으로 피해 확대가 우려 

∙재난시 재난복구인력으로 소방재난본부의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
도 등 시스템 구축

자치구의 현장대응 
능력 강화

∙자치구의 신속한 재난현장대응 및 협력체제 
미흡

∙시·구 간 협력 대응체계 확보 미흡

∙장기적으로 재난관련 광역, 기초지자체 간 
재난대응 일원화 및 강력한 행정력을 확보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민간인력 및 장비의 
적극적 활용

∙자원봉사자나 시민단체의 참여 제고가 미흡
∙민간의 재해복구 장비에 대한 조사 및 확보 
방안 미흡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긴급 재난복구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협력체계 등 시
스템 마련

∙민간의 장비, 인력 등을 산전 협의나 계약을 
통하여 확보

시민과의 실시간 
소통

∙시민의 재난신고 접수 등 통일된 시민의견 
수렴 창구가 부재

∙재난처리상황의 실시간 대시민 전달체계 미
흡으로 인하여 왜곡된 정보 양상

∙트위터, 블로그, 하이서울뉴스, 교통방송, 
온라인 포털 등 다양한 정보전달 매체를 활
용하여 재난처리상황 실시간 전파

∙모든 재난발생 및 피해, 구급 신고를 통합하
여 접수

상시 재난대응체계 
구비

∙재난에 대한 상시 총괄대응부서가 없어 재
난 초기 상황전파가 미흡하고, 상황대응에 
대한 일반적 기준 부재

∙총괄적인 재난예방대책의 수립, 조정 역할 
부재

∙재난대응체계를 도시안전본부로 일원화하
여 재난대응을 상시화를 수행

∙재난대응에 대한 기본원칙과 공통 매뉴얼을 
작성하여 재난예방대책 수립을 총괄, 조정

효율적인 
재난상황실 

구축하여 운영

∙기상 유형별 재난상황시스템이 각기 운영
∙효과적인 언론 대응 및 상황체계 미흡

∙기존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재난종합상황실
을 통합 운영 및 조직의 재정비 수행

사전 재난대비태세 
확보

∙재난방지시설이나 복구장비가 노후화되어 
신속한 현장대응에 한계

∙재난대비를 위한 교육훈련 부족

∙하수관거 개선, 저류시설 확충 등 항구적 재
난방지시설 보강

∙복구장비의 현대화 및 운영인력 양성을 통
한 물적, 인적 자원 확보

<표 4-10> 재난대응시스템 문제점 및 개선사항

1) 서울시 재난관리시스템 문제점

서울시의재난대응과관련하여풍수해발생시재난관리는하천관리과재난

안전상황실에서전담하고있다. 그리고모든재난발생및피해신고는종합방

재센터 종합상황실에서 통합접수를 받고 있다. 

단편적으로풍수해뿐만아니라폭설, 폭염등의재난유형에따른재난관리

시스템개선방안도지적되고있는실정이다. 기상이변에따른재난재해는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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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그 특성과 피해 양상이 상이하므로 각각의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재난접수 및 관리의 이원화로 재난대응체계의 분산

◦재난발생시관련법에따라재난유형별(풍수해, 설해, 수질및토양오염)

로 주관부서(하천관리과, 도로관리담당관, 물관리정책과)에서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조정, 통제 기능의 콘트롤 타워가 없음

◦복합재난발생시사고수습주무부서가다르기때문에통합된합동지휘장

소 및 지휘체계가 부재

－재난에대한총괄대응부서가없고총괄적인재난예방대책의수립및조

정 역할 부재

－재난 관련 주관 실･국･본부장 위주의 단편적 재난상황시스템

－전방위적 종합 대응이 곤란하고, 지휘범위에 한계

－행정지원조직의 뒷받침 부족

◦효과적인 언론 대응 및 상황보고 체계 미흡

◦재난 현장 대응 전문인력 및 조직 부족

◦재난 집중지역에 대한 시의 기동력 부족

◦종합상황실이 시청에서 멀리 떨어진 남산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지휘라인의 실시간 지휘통제가 곤란

◦자치구 재난상황실 관리 및 시와의 소통 미흡

열거된 문제점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도시안전본부 내 재난안전상황실 개편

－도시안전본부는 대부분의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을 관리하는 주무부서

(도로관리과, 물관리정책과, 하천관리과등)를포함하기때문에각종재

난 발생 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지휘가 가능

－평상시재난상황관리및긴급재난의초기상황전파를위해도시안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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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내 “재난상황전담팀”을 신설

∙현장지휘본부 개념 및 현장지휘통제관의 지휘권 정립

∙현장지휘자를 중심으로 재난현장의 통합지휘권 확보

◦재난대응에대한기본원칙과공통매뉴얼을마련하여재난예방대책수립

을 총괄 및 지휘

◦개별 재난 주관 부서는 재난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대응매뉴얼 마련

◦재난 관련 단편적 재난상황 시스템 개선

－행정지원조직을 대폭 보강

－재난 관련 전임부서장을 상황 총괄반에 배속

◦효과적인 언론 대응 및 상황보고 체계 개선

－상황보고 정례화 및 실시간 상황보고체계 구축

－대언론 브리핑의 정례화

◦재난안전상황실에재난, 재해관련상황실기능을통합하여 대테러, 응급

의료, 유관기관 상황전파 등 정보시스템을 적용

－119 종합상황실, 최첨단종합전산정보시스템, 통합망시스템, 행정망시스

템, 민방위통제소, 재해대책본부,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한곳에집결시

켜서울시내에서발생하는모든재난, 화재, 구조, 구급, 테러등의상황

수습 및 조기 진압업무를 수행

－평상시에는시설물유지및관리등예방활동, 재난발생시에는신고

접수로부터 출동지령 및 현장도착까지의 대응․복구활동 지원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최근 서울시에 대설,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있으나, 부서간또는산하기관간모니터링데이터의전달체계

가복잡하고기술적, 시스템적, 행정적연계가쉽지않아데이터공유

가 어려우며 광역적인 모니터링이 원할히 수행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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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재난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재난관리시스템 중 핵심적인 사항은 재난종합상황실의 고도화이며,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의 관리체계는 <그림 4-11>과 같다. 

<그림 4-11>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관리체계(안)

◦조직 및 임무

－재난대응체계를 도시안전본부로 일원화하여 재난대응을 상시화

－평시 재난대비 사전 근무조 편성 및 임무부여, 신속한 상황전파

－1차적 현장대응에 소방재난본부 전문인력 투입

－지역별 재난상황에 적기 탄력적 대응 위해 “현장기동반” 가동

◦119센터와의 연계성

－모든 재난발생 및 피해･구급신고를 119에서 통합접수

－다양한 정보전달 매체를 활용한 재난처리상황 실시간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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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와의 연계성

－자치구 재난대응 및 상황전파체계 일원화

－상황보고→현장조치→복구지원 등 체계적 재난대응체계 확립

－재난관련 광역․기초 지자체 간 재난대응 일원화 등

4. 시민 참여형 대응 정책 마련

서울시및자치구차원의적극적인대응도중요하지만시민들의적극적인참

여를통한기상이변대응방안마련은더욱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기상이변

에대한적극적인정보제공이필요하다. 더불어방재에대한사회적인식의전

환이 중요하다. 

예를들어배수시설, 제방등방어시설물이있는경우에도계획규모를넘어

설경우피해가발생할수있다는것에대한홍보가필요하다. 또한모든기상

이변유형에대해서완벽하게방어할수없다는사실에대한홍보도필요하다. 

이를바탕으로기상이변에대응하기위한 ‘시민참여형홍수방어’로의정책전

환이필요하다. 특히시민협력체계및기업협력체계의개선과함께지원일변

도에서 적절한 분담체계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1) 시민협력체계

홍수현장의 긴급성과 위험성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된 시민단체가

부족하다는점은시민단체의위기상황대처능력을어렵게하는요인이다. 홍수

발생 시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초동조치가 필요하다. 

또한공공실패가발생하기쉬운사각지대및영역에서는시민단체의대응력

을극대화하고현실화하여적극적인대처가이루어지도록한다. 따라서시민단

체의 기능뿐만 아니라 시민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표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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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재난발생 시의 
역할과 기능

∙방재 안전관리활동이 가능한 다수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홍수발생 시 대응 가능한 능력을 갖춘 구성원과 장비
∙대응력 극대화를 위한 재난참여 자원봉사자와 단체의 조정 및 통제장치

평상 시의 역할과 
기능

∙다양한 활동기반과 계층의 방재안전 문화의식 조성
∙자율교육과 훈련
∙지역 및 활동장소의 자율방재 안전감시
∙자율방재조직의 운영과 공공과의 협조
∙국내외 안전시민운동의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재난발생 상황을 감안한 정책형성 및 대응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기능

<표 4-11> 홍수방어 시민협력체제의 내용

2) 기업협력체계

기업간의역할을분담함으로써중복지원으로인한자원낭비를해소하고효

율적인자원연계를기할수있도록한다. 따라서활동의표준화를위한매뉴얼

제작, 재난정보공유를위한재난대책사이트운영및정기적모임등은홍수와

같은재난현장에서의긴밀한공조체제를확립해줄것이다. 그리고관리자들에

대한 교육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규범의 내재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5.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자연재난별(호우, 폭설, 폭염) 재난관리(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별 재난관리 내용을 종합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안)을

나타내었다(<그림 4-12>).

서울시 방재안전관리의 주체는 시민이므로, 행정부서는 현장의 방재안전관

리를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기능적 통합관리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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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과

과

과

버스관리
과

도시안전
과

도시안전
과

과

<그림 4-12> 자연재해(호우, 폭설, 폭염)에 대비한 종합적 관리체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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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결론

1. 기상이변의 개념

기상이변은온실가스증가에따른기후변화가주요한원인으로추정되고있

으며, IPCC(2007)는기후변화가인간활동에의해발생했을가능성을 90% 이

상으로 추산한 바 있다.

기상이변이란일반적으로과거에경험한기상상태와큰차이가나는기상현

상을 의미하며, 이상기상의 정의는 전문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기온의경우평균기온이정규분포인경우, 평균값과의편차가 2

배이상일때이상고온및이상저온으로정의하고있으며, 강우의경우월강수

량이 30년에 1회정도의확률로발생하는기상현상을의미한다. 이외에도종전

최고기상기록이경신되는기상현상이발생했을때를의미하기도하며, 호우･강

풍･건조･대설･한파･황사･폭염등기상경보발령시를이용하거나, 기상재해로

인한 인명 및 경제적 피해가 큰 기상현상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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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념 및 정의

기상이변

∙평균기온이 정규분포인 경우 평균값과의 편차가 2배 이상일 때(이상고온/이상저온)
∙월강수량이 30년에 1회 정도의 확률로 발생하는 기상현상(이상다우/이상저우)
∙종전 최고기상기록이 경신되는 기상현상이 발생 했을 때
∙호우, 강풍, 건조, 대설, 한파, 황사, 폭염 등 기상경보 발령 시
∙기상재해로 인한 인명 및 경제적 피해가 큰 기상현상

<표 5-1> 기상이변의 개념 및 정의 

2. 서울시 자연재해 발생 및 피해현황 

기상이변에의해나타날수있는자연재난은폭염, 폭우, 태풍, 폭설등이며

서울시에서는풍수해가자연재해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서울시에는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지속적인 도시개발에 따라 우수유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우침투가 열악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기상이변에대응하기위한시설물적, 구조적문제들의개선에도불구하

고하천주변에위치한저지대의단독(연립, 다세대포함) 및지하주택은풍수

해의직접적인영향을받기때문에피해에노출되기쉽다. 따라서지역적으로

근본적인 문제 진단과 체계적 관리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 

서울시에서일어날수있는기상이변및재해발생모식도는 <그림 5-1>과같

으며, 기상이변의 자연현상은 기온, 강우, 강풍, 강설로 축약할 수 있다. 

이상기온은폭염･한파, 냉해･동해등의재난을발생시키고가뭄, 산불, 농작

물 훼손 등의 재해를 입힌다. 

극한강우는 집중호우/폭우를 발생시키고 홍수범람 등으로 인한 건물 침수, 

도시시설물 파괴, 농작물 파괴 등의 재해를 초래한다. 

강풍은폭풍･태풍등으로이어지며도시시설물파괴, 산불, 산사태등을발생

시킨다. 특히태풍은바람뿐만아니라집중강우등을동반할때가많기때문에

피해가 배로 커지기도 한다. 

강설은주로 12월부터 2월사이에일어나는자연현상이나최근지구온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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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인한기상이변으로 3월초에폭설, 우박, 서리등의형태로나타나기도한다. 

폭설은 교통정체, 도시시설물 파괴, 농작물 훼손 등의 재해로 이어진다. 

<그림 5-1> 서울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상이변 및 재해발생 모식도 

구분
총계 자연재난(풍수해) 인적재난

발생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발생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발생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연평균 54,818 61,955 34,684 5,765 23 10,337 49,050 61,931 24,347

<표 5-2> 서울시 최근 10년간(1998~2007년) 재난발생 현황
(단위：건, 명, 백만원)

3. 서울시 기상이변 발생현황 분석결과 

기상이변의 정의 및 지정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서 기온, 강우, 

강설은지속적인기후변화와더불어기상이변을발생시킨것으로나타났지만, 

강풍은 특이점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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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온 강우 강풍 강설

방법1)
기상측정 

값으로 분석

∙1,2,3,12월 이상기온
이 발생하여 기상이변
의 가능성 확인

∙이상다우 및 이상소우
의 현상이 발생하여 
기상이변으로 분석됨

- -

방법2)
기상특보 

발령횟수로 
분석

∙극기온값 분석결과 기
상이변이 발생한 것으
로 분석

∙특보발령횟수분석결
과 기상이변 가능성 
확인 

∙기상이변으로 보기 어
려움

∙태풍특보는 기상이변 
경향이 나타나지 않음

∙폭풍특보는 기상이변 
경향이 있으나 뚜렷하
지 않음

∙30년에 1회 정도의 확
률로 이상적설이 발생
했으므로 기상이변으
로 분석됨.

기상이변 
발생현황 

유무
○ △ × ○

<표 5-3> 서울시 기상이변 발생현황 분석결과 종합

4. 서울시 취약지역 분석

서울시는 최근기상이변의 빈도와강도가확대되고기상이변이일상화되는

추세이다. 그리고기상이변에따른자연재해발생시지역적인여건과특성에

따라피해의규모와정도가다르다. 따라서기상이변의발생유형에따라취약

지역에미칠수있는요인은달라질수있으므로, 다양한접근방법의분석이필

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기상이변 유형에 따라 취약 요인을 선정하고 이들 요인들에

대하여 GIS 중첩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정성적으로 취약지역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였다. 향후취약지역에대한정량적분석방법의수립및세부데이터구

축을 통하여 상세한 취약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호우취약지역분석을위하여서울시지역별불투수비율, 과거침수면적비

율, 저지대비율을산정하여데이터를구축하였으며, 이들세개의인자를중첩

하여 취약지역을 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폭설취약지역분석을위하여도로의경사, 교통혼잡률, 일조량, 도로의노

면상태를 고려하여 공간적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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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취약지역분석은폭염에직접적으로노출될경우저항력이약해위험해

지기 쉬운 노약자, 어린이 등이 밀집된 지역, 상업 업무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 폭염에따른대기오염확산지역, 일사량및열에너지발생량이많은지역

등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 구축 및 상세한 공간분석 방법이 요구된다. 

<그림 5-2> 서울시 기상이변(호우, 폭설, 폭염)에 취약한 지역(예)

5. 기상이변 대응 정책 수립 방향

기상이변에따른자연재해에대응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정책대응에대

한 효과를 파악하고 재해 리스크 평가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상이변의발생이증가함에따라도시관리전략수립에대한관심이집중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취약계층의경우기상이변에대한대응력이떨어질수있기

때문에 이들 계층을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의 마련 및 시행이 필요하다. 

폭염, 호우, 폭설등은기상재해로이어지기때문에시민의안전을도모할수

있도록기상이변에대응할수있는조직과제도등인프라부문에대한정책마

련이 시급하다.

이외에도 기상이변에취약한지역을대상으로지역특성에맞는대응사업을

발굴하여 기상이변에 따른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지역적인 대응역량을 강화시

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기상이변에따른도시관리의정책적방향은기상이변에대응할수있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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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및시설물의개선, 도시계획적차원에서의대응을위한토지이용개선, 위기

관리를위한대응방향수립, 취약계층의형평성확보및적극적인시민대응을

위한 정보제공, 도시의 적응능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분 주 요 기 법

구조적 대책

∙기존 구조물의 효율성 개선
∙구조물의 다목적 활용
∙강변저류지 조성
∙하천제방 강화
∙하천 배수용량 증대 및 대규모 지하공간 배수용량 강화
∙주택 빗물저류 및 침투
∙도로의 투수성 포장
∙한강의 고수부지를 활용한 수공간 확보 및 수변공간 활용
∙건물높이 제한, 효율적 건물 배치
∙지붕녹화, 벽면녹화
∙지역냉방 및 보온 필요조건을 고려한 건물디자인
∙건물 설계기준 강화

비구조적 
대책

토지이용제한
∙기상이변에 대한 취약지역에서의 개발입지 및 토지이용규제
∙지구단위 취약성 개선

위기관리를 
통한 대응

∙홍수예경보체계 구축
∙시민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접근로 및 대피로 확보
∙시민 인식 제고
∙서울시 공무원 동원계획 수립
∙주민응급대피를 위한 행동계획 및 교통수단 마련
∙응급피난처 제공

도시의 
적응능력 강화

∙하천, 호수 등을 활용한 bluespace 구축 
∙생활하수 등의 재활용
∙바람길 조성
∙연못, 저류지 조성
∙투수성 포장
∙지속가능한 도시배수체계 구축

<표 5-4> 서울시 기상이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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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건의

1. 구조적 대책 다양화 및 수방기준 재검토

서울시기상이변발생에따른피해및원인분석과관련시설물의설계기준의

재검토가요구된다. 특히서울시에서주로발생하는집중호우, 폭설, 폭염등기

상이변에 대해서는 관련시설물에 대한 국내외 설계기준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 치수대책은 주로 하천제방 및 배수시설, 펌프장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최근발생하는도시홍수, 돌발홍수등에의한피해저감을위해서는다양한치

수대책이 필요하다. 

구조물적인 치수대책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우수 침투저해행위규제, 저류지

등홍수조절시설설치, 투수성도로포장, 지하공간침수피해방지시설설치, 택

지 증고 등이 필요하다.

또한기존의하천중심수방기준에서벗어나제내지등의특성에따른중요도

를변경하여보호수준을차별화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치수단위구

역또는제내지의중요도특성을정량화할수있는치수경제성분석과함께이

를 활용한 치수사업 투자비용의 효율성 분석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내수로인한침수피해가주류를이루므로외수(하천, 제방등)와내수(하

수, 저류, 건축, 토지이용)의양측면을동시에고려한 (소)유역단위의종

합적인 침수대책의 마련

－하천정보시스템과 하수도정보시스템의 고도활용 및 체계마련, 양 시스

템 간의 연계사업 추진

－지역단위안전도(위험도)평가를통한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및시행

(신규 사업으로 추가 필요)

－지역안전도를평가하여풍수해저감대책에대한표준마련, 시범사업실

시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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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역, 배수유역등지역별특성에따른상황기준마련, 상황기준별행

동매뉴얼 작성, 홍수예경보시스템 구축

－소하천정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및 수문관측시스템 개선

－빗물펌프장 적기 가동체제 구축으로 저지대 침수 방지

－유수유출 저감시설 확충 및 수문수전설비 이중화로 피해 최소화

－내수･외수를 동시에 고려한 침수방지체계 마련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지속적으로 실시

－저지대 지하주택 및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방지대책 마련

2. 지구단위 홍수방어 기준 설정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설정은복합적이고 돌발적인침수피해를체계적이

고종합적으로방지하기위해지리적으로연속된일정한지구를대상으로방어

기준을설정함으로써당해지구에보다근원적인재해안전도가확보되도록하

고 있다.

이를위해서는기존 유역종합치수계획을보완한지구단위별치수계획수립

을고려할필요가있다(건설교통부, 2006). 지역안전도평가를통하여위험지역

을파악하여지구단위홍수대책시기초자료로활용함으로써치수계획을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외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방재지구지정활성화를위하

여기상이변취약지역에서의건축개량, 재개발･재건축등이시행될때, 기상이

변에따른피해저감을위한시설물정비및관리노력이수행되는경우건축물

용적률 상향과 같은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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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대응체계를 개선하여 종합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기상이변에따른피해가서울시전역에서발생함에따라기상유형별주관부

서만으로는대응이곤란하고인력이나물자동원지휘범위등에한계가있는것

으로 파악된다. 특히 위기관리매뉴얼이 있다 하나 임무고지가 불명확하고, 인

력에대한운영계획이미비한것은사실이다. 현재서울시에서발생하는재난

의경우서울시만의대응노력으로는한계가있기때문에기상이변에대한이해

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재난재해대응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재난대응시스템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장대응능력 제고,  

자치구의 현장대응 능력 강화, 민간인력 및 장비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더불어시민들과함께기상이변을대처할수있는민관파트너십형성, 재난･

재해의유형 및규모에따른 부서간 협조, 재난관리조정능력의향상을위한

통제, 지원 및 현장지휘체계 정비도 필요하다.

재난대응체계를 개선하고기상이변에따른다양한 형태의재난관련정보를

공유, 통합, 연계함으로써방재를위한계획, 저감, 대비, 대응, 복구등업무전

단계를지원할수있는데이터웨어하우스개념의종합적인재난관리시스템구

축을 고려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시스템 중 핵심적인 사항은 재난종합상황실의 고도화이며,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의 관리체계는 <그림 5-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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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관리체계(안)

4. 시민 참여형 대응 정책 마련

서울시및자치구차원의적극적인대응도중요하지만시민들의적극적인참

여를통한기상이변대응방안마련은더욱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기상이변

에대한적극적인정보제공이필요하다. 더불어방재에대한사회적인식의전

환이 중요하다.

예를들어배수시설, 제방등방어시설물이있는경우에도계획규모를넘어

설경우피해가발생할수있다는것에대한홍보가필요하다. 또한모든기상

이변유형에대해서완벽하게방어할수없다는사실에대한홍보도필요하다. 

이를바탕으로기상이변에대응하기위한 ‘시민참여형홍수방어’로의정책전

환이필요하다. 특히시민협력체계및기업협력체계의개선과함께지원일변

도에서 적절한 분담체계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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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

자연재난별(호우, 폭설, 폭염) 재난관리(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별 재난관리 내용을 종합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안)을

<그림 5-4>와 같이 나타내었다. 

과

과

과

과

버스관리
과

도시안전
과

도시안전
과

과

<그림 5-4> 자연재해(호우, 폭설, 폭염)에 대비한 종합적 관리체계(안)

서울시 방재안전관리의 주체는 시민이므로, 행정부서는 현장의 방재안전관

리를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기능적 통합관리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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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계의 기상이변 발생과 피해현황(기상청, 2010)부록 1

◆ 아시아 / 호주

일본

폭풍 3.20~21：도쿄 최대순간풍속 38m/s의 폭풍으로 4명 사망

폭우 7.13~14：남부 국지성 폭우로 1명 사망, 3명 실종, 건물 350여동 침수

폭염 7.17~9.5：열사병으로 503명 사망, 기온은 1898년 이후 최고

태풍 9.9：태풍 ‘말로’ 상륙, 시간당 100mm의 폭우, 다리 붕괴, 많은 주택 침수

중국

폭설 1.2~6：베이징 33cm 폭설, 59년 만에 최대

황사 3.11~22：베이징, 북부 황사 5차례 발생, 베이징 30만여t 황사(5년 만에 최악)

가뭄 3.25：서남부 100년 이래 최악 가뭄, 6130만명 피해, 267억위안(4조원) 재산피해

폭설 4.13：헤이룽장 28.8cm 폭설, 50년 만의 4월 중순 눈

폭우 5.3~10：남부 600mm 폭우, 70여명 사망, 15명 실종, 400여만명 이재민

폭우 6.13~26：100년 만의 폭우, 381명 사망, 838억위안(14조8천억원) 재산피해

폭우 7월 중순：북서부 11일간 계속된 폭우로 111명 사망, 167명 실종

태풍 9.2：동남부 태풍 ‘라이언록’ 강풍과 폭우로 8명 사망, 1억5700만위안 재산피해

태풍 9.20~22：태풍 ‘파나피’ 강풍(220km/hr)과 폭우(530mm/day)로 70명 사망

폭우 10월 첫주：하이난 50년 만에 최악의 홍수, 일강수량 최대 325mm, 270만명 수해

인도

한파 북부 한파로 60여명 사망

폭염 42~45℃(평년대비 +5℃)의 폭염으로 150여명 사망

싸이클론 동부 초대형 싸이클론 ‘라일라’로 27명 사망, 어부 55명 실종

폭우 북부 폭우로 최소 132명 사망, 300여명 실종

파키스탄 홍수 7.28~30：홍수로 사망자 1100명, 27000명 고립, 교량 60여개 유실, 댐 붕괴

방글라데시 폭우 6.15：250mm 이상의 폭우로 대형 산사태 발생, 최소 58명 사망

미얀마 폭우 6.14~16：서부 600mm의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산사태로 최소 46명 사망

베트남 폭우 10.14~18：5일간 1300mm의 강수로 홍수와 산사태 발생, 64명 사망, 19명 실종

태국
폭염 5.10：40℃ 안팎의 이상고온 지속(최고기온 43℃)

홍수 10.10~11.10：한달여간 홍수 계속, 181명 사망, 경제손실 1조8천억원

호주

폭염 1.14：최고 40℃ 이상

폭우 2.7：퀸즐랜드 하루동안 400mm 이상 집중호우로 도시 침수

이상고온 9.16：남부 봄철 눈보라, 지난 25년 중 9월의 가장 추운 날



132  기상이변에 대한 서울시 취약지역 대응방안

◆ 북미 / 남미

미국

폭설 1.3：버몬트 84cm 폭설, 1890년 이래 최고

한파 1.4：아이오와 최저 -29℃, 1958년 이후 최저

폭설 2.5~9：메릴랜드 누적 적설량 183cm 최고 기록

허리케인 5.29：중부 열대성 폭풍 ‘에거사’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150여명이 사망

허리케인 9.2：2007년 이후 가장 강력한(233km/hr) 허리케인 ‘Earl’ 상륙, 수십명 실종

산불 9.6：콜로라도에서 역사적 가장 큰 산불로 소방관 9명 사망, 2,560헥타르 소실

폭우 9.7：텍사스 열대성 폭풍 ‘허민’으로 최소 8명 사망, 일강수량 179mm(1위 경신)

멕시코 허리케인 9.19：베라크루즈 허리케인 ‘카를’로 15명 사망, 일강수량 182mm(1위 경신)

볼리비아 한파 8.3：산타크루즈 -20℃ 한파로 강이 얼어 물고기 600만 마리 떼죽음

브라질

폭우 1.1~3：폭우로 85명 사망, 4천여 명 이재민

홍수 4.6：리우데자네이루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104명 사망, 1200여명 이재민

폭우
6.17~21：북동부 폭우로 홍수 발생, 45명 사망, 댐 붕괴로 4만여 가구 유실, 최소 
49개 도시가 홍수 피해, 5억6,000만 달러 재산피해

가뭄 10월：최악의 가뭄, 아마존강 수위가 1902년 이래 108년 만의 최저수준

남미 한파
7~8월：갑작스런 추위에 남미 7개국 폐렴과 저체온증으로 500여명 이상 사망(볼리
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페루)

◆ 유럽 / 아프리카

영국
폭설/한파 1.6：런던 25cm 폭설 및 50년 만의 한파

폭설/한파 11.29：폭설/한파로 휴교령, 항공기 운항 중단, 기온이 25년 만에 최저 기록

서유럽 폭풍우 2.28~3.2：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 폭풍우로 50명 사망

프랑스
폭우 6.15：남동부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최소 25명 사망

폭풍/홍수 11.14：폭풍으로 홍수가 발생하여 3명 사망, 50년 만에 최악의 홍수

유럽 폭염
7월：유럽의 대도시들에서 40℃ 안팎의 폭염 및 열대야
벨기에 6월 마지막 주와 7월 첫째 주 300여명 사망

스페인 산불 9.7：남동부 산불로 2500헥타르가 불타고 1,200여명이 대피

동유럽
폭설 2.8：오스트리아 눈사태로 12명 사망, 불가리아 160여개 마을 비상사태

홍수 8.9：체코, 독일 동부, 폴란드 홍수로 11명 사망, 1천여 명 대피

폴란드 폭우 5.23 :폭우로 강이 범람하여 최소 12명 사망

러시아

산불 7.26~8월：초대형 산불 54명 사망, 81만ha 피해. 3만 건 화재

폭염
7~8월：130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 모스크바 7.29 38.2℃ 기록 갱신
2010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5,000명, 모스크바에서만 7,000명 사망

이상고온 11.15：모스크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1.2℃ 높은 12.3℃ 기록

아프리카

홍수 1.1~7：케냐 21명 사망, 3만 명 이재민

홍수 9월：샤드 홍수로 24명 사망, 수인성 콜레라로 46명 사망

폭우 10월：중서부 폭우로 43명 사망, 수인성 질환으로 7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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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우리나라의 기상이변 발생과 피해현황(기상청, 2010)부록 2

한파와  
폭설

1.4 
중부지방 폭설

최심신적설(cm)：서울 25.8(1937년 이후 최대), 대관령 31.6, 북강릉 25.6, 춘천 
23.0, 이천 23.0, 인천 22.3, 1월 중부지방

1월 
중부지방 한파

1.6 일최저기온(℃)：철원 -26.8, 문산 -25.9, 제천 -25.9, 봉화 -24.7
1.13 일최저기온(℃)：철원 -23.5, 문산 -21.1, 춘천 -20.1, 대관령 -20.0

2.11~12 
강원 폭설

2.11 최심신적설(cm)：대관령 59.3, 북강릉 24.3
2.12 최심신적설(cm)：북강릉 49.0, 동해 42.0, 속초 32.2

3.4~10 
강원 폭설

3.4~10 최심적설(cm)：대관령 110.1, 북강릉 36.5

3.8~10 
전국 폭설

3.8 최심신적설(cm)：속초 18.0, 대관령 16.8
3.9 최심신적설(cm)：대관령 16.7, 동두천 13.8
3.10 최심신적설(cm)：대관령 38.0, 북강릉 12.0, 포항 11.3

10.26~28 
전국 한파

10.26 일최저기온(℃)：대관령 -5.2
10.27 일최저기온(℃)：보은 -5.5, 제천 -5.4, 철원 -5.2, 금산 -5.1
10.28 일최저기온(℃)：철원 -4.9
3일(10.26~28) 전국평균기온 6.6℃로 평년보다 5.2℃가 낮아 1973년 이후 최저

이상저온

4월 전국 이상저온

4.15 일최저기온(℃)：대관령 -6.6, 봉화 -4.7, 제천 -4.6, 철원 -4.1
4.16 일최저기온(℃)：대관령 -6.2, 봉화 -6.1, 태백 -4.0, 영주 -4.0
4.25 일최저기온(℃)：봉화 -2.2, 대관령 -1.1, 남원 -1.1, 의성 -1.0
4.28 일최저기온(℃)：남원 -2.1, 봉화 -2.0, 의성 -1.3, 대관령 -0.9
*4월 평균기온 9.9℃로 평년보다 2.1℃낮아 1973년 이후 최저

6.1 
대관령 결빙

일최저기온(℃)：대관령 -1.7(1971년 관측 이후 가장 낮은 6월 기온)
*대관령 결빙：1989년 이후 2번째(당시 최저기온 0.2℃)

이상고온

2.24 
이상고온

일최고기온(℃)：포항 22.4, 강릉 20.8, 안동 20.6

5.4 
이상고온

일최고기온(℃)：포항 31.0, 대구 30.6, 서울 25.3℃

여름(6~8월) 
열대야

여름철 열대야일수는 12.4일로 평년(5.4일)보다 7.0일이 많아 2000년 이후 최다
여름철 최저기온은 21.1℃로 평년(19.6℃)보다 1.5℃ 높아 1973년 이후 최고
일최고기온(℃)：8.5 강릉 37.1, 8.19 전주 35.7, 8.20 대구 36.5

집중호우

7.10~11 
남부지방 폭우

7.10~11 누적강수량(mm)：해운대 224.0, 지리산 222.0, 담양 213.0
*이틀 동안 호남지방 시간당 40mm 이상(총 200mm이상)의 폭우

7.16~17 
전국적 폭우

7.16 강수량(mm)：여수 288.0, 남해 259.0, 진주 165.5, 서산 136.5
7.17 강수량(mm)：동두천 121.5, 문산 115.0, 서산 105.0, 철원 97.5

7.23 
대전･충남 폭우

7.23 강수량(mm)：군산 186.5, 서산 138.5, 철원 68.0

8.14~15 
중부지방 폭우

8.14~15 누적강수량(mm)：청주 156.0, 철원 145.5, 장수 133.0, 충주 122.0

8.16~17 
호남 폭우

8.16~17 누적강수량(mm)：임실 237.0, 순창 231.0, 장수 285.5, 영광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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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8.26~31 
전국적 폭우

8.25 강수량(mm)：진주 132.5, 봉화 86.5, 강화 84.5, 문산 76.0
8.26 강수량(mm)：백령도 93.5, 완도 69.5, 문산 59.5
8.27 강수량(mm)：서울 92.5, 서귀포 69.0, 성산 61.0
8.28 강수량(mm)：성산 141.5, 장흥 137.5, 서귀포 122.0
8.29 강수량(mm)：인천 190.0, 서산 177.0, 문산 112.0, 서울 99.0
8.30 강수량(mm)：고산 64.5, 서귀포 36.5, 남해 28.0, 전주 25.5
8.31 강수량(mm)：부여 136.5, 구미 80.5, 고창 80.0, 정읍 60.0

9.9~10 
중부지방 폭우

9.9~10 누적강수량(mm)：인천 강화 306.0, 경기도 포천, 268.5, 춘천 225.0

9.21 
서울 경기 폭우

강수량(mm)：서울 259.5(1984년 이후 최고), 양평 214.5, 원주 209.0, 이천 
187.0

태풍

8.9~11
제4호 태풍 “뎬무”

8.9~11 누적강수량(mm)：제주도 진달래밭 689.0, 지리산 425.0, 순천 백운사 
286.5, 거제 202.0, 부산 동래구 184.0, 추풍령 182.5, 서울 북한산 131.5
*남해안을 따라 통과하며 제주 및 남해안 지방 150mm 이상 강수

9.1~2
제7호 태풍 

“곤파스

9.1~2 누적강수량(mm)：제주 어리목 241.0, 지리산 206.5, 강화 132.0
최대순간풍속(m/s)：흑산도 45.4(9.1), 서산 41.4(9.2), 수원 30.5(9.2)
*서해남부에서 북상하여 강화도 상륙, 강풍 피해 속출

9.6 제9호 태풍 
“말로”

9.6~7 누적강수량(mm)：제주 윗세오름 243.5, 포항 장기 209.0, 남해 181.0, 
거제 173.5
*남해 해상을 통과하며 제주 및 남해안 지방에 호우

황사

3.20 황사
주요지점 시간평균(㎍/m3)：흑산도 2,712(역대 최대 기록), 대구 2,684, 진도 
2,408, 구덕산 2,344, 진주 2,265

11.11~12 가을 
황사

주요지점 시간평균(㎍/m3)：백령도 1,664, 서울 1,191, 전주 1,144, 광주 1,094
*황사 농도 관측이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을철 황사로 최대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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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발령기준(기상청, 2010)부록 3
종류 주의보 경보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
될 때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
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
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 12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 예상될 때 12시간 강우량이 150mm 이상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
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건조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폭풍
해일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
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
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
정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
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
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지진
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 등에
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
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1.0m 미만의 지
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한반도 주변해역(21N~45N, 110E~145E) 등에서 규모 
7.5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파고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한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

여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

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평년값

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17m/s 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m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예상되는 바람과 비의 정도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한다. 

3급 2급 1급

바람(m/s) 17~24 25~32 33이상

비(mm) 100~249 250~399 400이상

황사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4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
상될 때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6월~9월에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이고, 일최
고열지수(Heat Index)가 32℃ 이상인 상태가 2
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6월~9월에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
(Heat Index)가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
로 예상될 때 

※대설특보구역(세분화 시험운영)：같은 시·군에서 산지와 평지에 따라 눈이 많이 오고 적게 오는 지역이 많은 
강원도와 경상북도 북동지역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설특보구역을 재설정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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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trategy in Seoul Vulnerable to 
Extreme Weather

Sukmin Lee ․ Yoon-Shin Bae ․ Sang-Young Shin ․ Han-Saem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xtreme weather  
of Seoul caused by global climate change and to protect life and property by 
developing countermeasures after analyzing the areas vulnerable to extreme 
weather. Specifically,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countermeasures were 
examined. The countermeasures were established by weather types in Seoul 
and several tasks were contemplated.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described in Ch.2 through Ch.4. The 
meaning of extreme weather and the effect of extreme weather to natural 
disasters were examined. Meterological data between 1970 and 2009 were 
analyzed and the events of extreme weather in Seoul were described. 
Occurrences of extreme temperature, extreme precipitation, extreme wind, and 
extreme snow event were checked. The necessity of organizing the system 
against extreme weather in Seoul and main projects for extreme weather were 
described. Some areas that are vulnerable to heavy rainfalls, heavy snowfalls, 
and high temperatures, were considered for areas vulnerable to extreme 
weather in Seoul. Finally, the policy for managing metropolitan cities against 
extreme weather was suggested.

The conclusions for the suggested policy are shown in Ch.5. The structural 
countermeasures need to be diversified and flood control standards are also to 
be reviewed. The standard for the zone-based flood defense strategy need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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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established. A Multi-disaster management system is necessary after 
improving the disaster countermeasure system. The countermeasure policy 
with citizen participating needs to be considered. Finally, improving the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is ur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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