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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assumption that currently the rise of the sea level in coastal area, 

several research about the inundation vulnerability are treated in different 

ways. The pro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high sea level 

caused by global warming in coastal area, specially the region Yeong-do as 

the research subject, and to suggest solution approaches for the damage 

types. Therefore, a potential rate of rise in sea level is assumed and with this 

data the flood damage is mapped in the real situation. With this virtual map 

this work attempts to be used for making preparations of the several 

practical measures and furthermore for establishing an urban planning.

  These research purposes show in a part of the second chapter the rise of 

sea level and it is searched for the effect on the human life in coastal area. 

Accordingly the solution approaches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On this 



foundation the geographical problems of the selected area, Yeong-do, as the 

research object of flooding vulnerability are found in the third chapter and 

forecasted the real flooding situation in three-dimensional. In addition the 

explanation and the supplement points about the map is mentioned, which is 

made with this process, and then is suggested, how this map will be used in 

reality. In the last chapter the region Yeong-do is subdivided into four small 

parts and individual solution approaches for each area are suggested.

KEY WORDS: inundation vulnerability 침수 취약성; rise of the sea level 해수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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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대기, 해양, 생물, 빙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간생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수의 선진국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영향이 자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

식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중 인간사회에 가장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의 하나가 해수면 상승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온상승이 가

져다 줄 여러 가지 영향 중 에서도 해수면 상승은 저지대 및 습지의 범람, 연

안역의 부식, 강이나 지하수로의 해수 유입, 조석과 파동의 변화, 퇴적물의 변

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생활 거주지, 자연생태계, 수자원 및 관관

과 각종 산업시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에 의한 해수면 상승 추이를 정확히 예측

하기란 쉽지 않다.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의 제4차 과학 평가 보고서(2007)에 의하면 지난 

100년 동안의 해수면은 약 1.17mm 상승했으며, 해수위의 상승률은 연간 12∼

22mm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특히 1961∼2003년 사이에는 상승활동이 가

속화 되어 연평균 3.1mm(2.4mm∼3.8mm)에 이르면서 10년간의 변이성과 해수

면 상승률이 장기적으로 명확치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극지방의 빙하 

또는 빙모의 해빙과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의 증감등과 지표수의 영향 또

한 예상 해수면 상승 폭 측정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 IPCC 4차 보고서에서는 

각 시나리오별 기온 상승을 2100년까지 최저 1℃∼6.4℃ 상승할 것을 예측하

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 폭을 최저 18cm, 최고 59cm로 보고 있다. 해수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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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에 대한 예측은 앞서 밝힌바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가정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여러 요인에 따라 시뮬레이션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은 필히 동반될 것이며, 

그 정도는 최저 수 cm에서 최고 1m 내외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에 의한 해수면 상승 추이를 정확히 예측

하기란 쉽지 않다.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의 제4차 과학 평가 보고서(2007)에 의하면 지난 

100년 동안의 해수면은 약 1.17mm 상승했으며, 해수위의 상승률은 연간 12∼

22mm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특히 1961∼2003년 사이에는 상승활동이 가

속화 되어 연평균 3.1mm(2.4mm∼3.8mm)에 이르면서 10년간의 변이성과 해수

면 상승률이 장기적으로 명확치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극지방의 빙하 

또는 빙모의 해빙과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의 증감등과 지표수의 영향 또

한 예상 해수면 상승 폭 측정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 IPCC 4차 보고서에서는 

각 시나리오별 기온 상승을 2100년까지 최저 1℃∼6.4℃ 상승할 것을 예측하

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 폭을 최저 18cm, 최고 59cm로 보고 있다. 해수면 상

승에 대한 예측은 앞서 밝힌바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가정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여러 요인에 따라 시뮬레이션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은 필히 동반될 것이며, 

그 정도는 최저 수 cm에서 최고 1m 내외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에 대한 변화예측 모델 중 해수면 변동에 대한 해변 지형변화의 

문제는 해수면의 평행단면 개념과 기하학적 표사량 보존 개념을 이용한 이른

바 정적모델1)에 의한 해석이 이용되고 있다. 해수면 상승에 대한 해안선의 변

화 예측에 정적모델을 적용한 예로는 Bruun(1962), Dean(1991)등의 연구가 있

으며 모두 평행단면의 존재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국립해양 조사

원과 함께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하 GIS)을 기반으

로 한 해안 침수예상도인“해안침수 예상도 3차원 가시화 시스템”제작을 함

께 진행 중인데, 3차원 지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하

여 개발 예정이다. 

1)손창배, 1999. 해수면 상승에 의한 해안선의 잠재적 후퇴거리 산정, 한국해양공학회지, 제 11권.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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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국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백중사리2), 태풍이나 폭풍, 파랑 등에 의

한 해일과 같은 기상재해에 의하여 이미 해수 범람 및 해안침식, 지하수로의 

해수 유입 등의 문제로 상당한 피해를 주기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볼라벤(BOLAVEN) 덴빈(TEMBIN) 산바(SANBA)

출처 : http://typ.kma.go.kr/TYPHOON/index.jsp

[그림 1.1]  2012년 8월 이후 한반도 영향 태풍  

2012년 현재 이상기후로 인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 또한 빈도와 규

모, 강도 등에서 이전과는 현저한 변화를 알 수 있다. [그림 1.1]에서 8월 26일 

태풍 볼라벤(BOLAVEN)이 일본 오키나와 동남쪽 해상에 상륙하여 서해상을 

진출하며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고, 이후 이틀 뒤 태풍 덴빈(TEMBIN)은 8월 30

일 전남 완도 부근 해안에 상륙하여 경북지역을 지나 강원도 동해상으로 한반

도를 관통하여 지나갔다. 이후 9월 17일 태풍 산바(SANBA)가 크기 소형 태풍

으로 발생하여 태풍매미와 맞먹는 세력으로 내륙을 빠른 속도로 관통하면서 

수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단기간에 3개의 태풍이 한반

도를 지나간 것은 기상 관측사상 처음 발생한 일이었다. 특히 태풍 산바의 경

우 강풍을 동반한 엄청난 양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모든 언론매체에서‘물폭

탄’이란 단어를 사용 할 정도로 각종 재난 및 침수피해가 심각했음을 보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상기후로 인한 기상이변과 그로 인한 침수피해는 특정지

역의 지형 상 저지대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지역과 무관하게 발생 할 

수 있는 자연재해로 변화 되었다. 특히 해안에 인접한 지역과 도시의 경우 그 

2) 음력7월 15일의 백중일과 달, 지구, 태양이 일직선상에 위치해 해수면이 높아지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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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는 점차 증가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부산지역은 바다를 대상으로 

한 해상수송, 산업시설, 자원, 관광 등이 지역사회 경제적 강화에 매우 중요한 

항만도시로 많은 주거지가 해안을 인접하여 있는 지역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해수면 상승에 의한 저지대 지역 및 매립지의 침수 피해에 따른 대응과 

적응방안이 필요한 지역이다.

본 연구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부산 영도구 지역의 해수면 상승 영향에 따른 

침수에 대하여 연구, 분석하고 해수면을 평행단면으로 하여 정적인 침수와 외

력에 의한 태풍, 해일, 파랑 등과 같은 자연적 외력에 의한 침수 재해위험지역

(Hazard map)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 예상지역 추출하고 그 피해에 대한 

지역별 적합한 적응과 대응전략 수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

한 해수면 상승률을 2100년 60Cm 가정으로 태풍과 만조수위를 고려하여 침수

범위를 정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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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내용 

[그림 1.2] 연구 절차 및 흐름도 

앞서 언급한 이상기후로 인한 해수면 상승 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해안지

역을 선정하며 부산의 영도지역을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역으로 선정 하였다. 

도시 계획적 측면을 고려하여 해안 인접지역이고 섬 지형으로 이루어진 도시

라는 점에서 영도를 대상으로 연구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해수면 상승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나, 

[그림 1.2]와 같이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 요소에서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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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습 시 해일고와 최극 조위 요인, IPCC 자료 중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를 토

대로 조사지역의 해일고와 조석을 포함하여 요인을 설정 후 침수지역의 범위

를 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침수 요인으로써 가장 큰 요인은 해수면 상승 시를 고려하여 가상으

로 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지형적인 요소와 다양한 도시기반 시설, 연구 대

상지역 특성을 조사하여 그에 적합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IPCC 3차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0.3m(low scenario), 0.5m(medium scenario) , 1.0m(high scenario) 와 지역적 편

차를 고려한 1.5m(regional high scenario)의 총 4가지 시나리오 중 medium 

scenario에 한반도의 해수면 상승률을 감안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의 해수면 상

승 기준은 2100년 0.6m 설정하였다. 해수면 상승 높이는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침수지역을 분석 하였다. 해당지역의 폭풍 내습 시 해일고 

자료와 조석 자료를 참고 하였고, 국립해양 조사원 제시한 해일고 극치분석 

자료를 토대로 최대극치를 적용하다, ‘2012년 조석표’에서 제시하는 부산의 

해수면 최고 높이 1.37m 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수면 상승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 해보고 파랑과 강우량 등 기타요소를 포함하기에는 자료부족과 데

이터 크기에 한계가 있다. 타 연구에서 3차원 시뮬레션 기법으로 GIS 기법과 

FLOW 3D 등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

는 수치 지도(축척 1:5000)를 이용하여 침수지역 범위 설정을 위한 목적으로 3

차원 CAD와 SketchUp, CAD Map 3D를 활용, 지형모형을 작성하고 해수면을 

평행 단면으로 한 방법을 활용하여 침수지역을 설정, 고해상도 위성지도를 건

물 등에 Mapping 하여 실제와 가깝게 표현하고 프로그램 내 Bump 기능을 이

용하여 사실감과 신뢰성을 확보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 침수지역별 지역적 특성을 파악 후 침수와 관련된 기존 

연구사례를 통해 적용 가능한 유형 사례를 조사하고 세분화하여 대상지역에 

맞는 새로운 침수 대응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이러한 유사 연구에 활용하고 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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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안 해수면 상승 및 대응

2.1 해수면 상승

2.1.1 해수면 상승의 원인

최근 발표된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4차 평가보고서에서 온실가스 배출경향과 중·단기 완

화(2030년까지)와 장기완화(2030년 이후)에 관한 정책 및 조치로서 지구 온난

화로 지구평균기온이 최대 6.4°C, 해수면은 최대 59cm ~ 1m까지 상승 할 것

으로 예측하고 있다.

해수면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온실가스 증가로 인하여 온실효과로 유발된 

해양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체적 팽창과 육상 및 해양 얼음의 해빙으로 인한 

체적 증가로 인해 해수면을 상승시킨다. 열팽창에 의한 해수면 상승은 IPCC 3

차,4차 평가보고서에서 해수면 상승의 가장 큰 성분으로 평가 되었으나, 최근

에는 [그림 2.1]에서와 같이 육상 빙하 및 빙상의 기여성분이 더 큰 것으로 평

가 되고 있으며 최근 해양의 열팽창(thermal expansion, steric sea level rise)에 

의한 해수면 상승의 기여도는 연간 1.8mm인 것으로 보고 되었다.3) 

이들 성분의 대한 평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빙상 역학의 과학적 상태를 

감안하여 해수면 상승 평가에 이들 성분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해

수면 상승의 최적치 및 상한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IPCC에 따르면 그린란드

의 경우 매년 해빙되는 면적이 매년 증가하였는데 지난 약 30년간 약 65% 증

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현재 그린란드 및 남극의 빙하 

3) 장동호, 정종관, 손석원, 홍기병, 2008.서해안 해수면상승에 따른 영향 및 대책, 충남발전연구원, 기
획 연구집.  p.1



- 8 -

손실률은 지구 해수면을 각각 연간 0.4mm 및 0.6mm(전체 연간 1mm)를 상승

시키는 것으로, 이들 빙상의 기여분이 점차 증가하여 가속화 될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4)

출처: Pfeffer et al(2010) 출처: Pfeffer et al(2010)

육상빙하 및 빙모의 해수면 상승 기여분 육상 빙하 및 빙모의 질량 변화율

[그림 2.1] 육상빙하에 의한 해수면 상승 

우리나라가 속한 북서태평양 해역의 경우 해수면 상승률은 연간 5mm 안팎

으로 전 세계의 해수면 상승률보다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5) ESR 위성 고도

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동해 및 남해의 해수면이 각각 4.6mm/yr, 

4.8mm/yr 상승하는 보고 하였고, 이는 IPCC에서 평가한 지구평균치의 상한선 

3.16mm보다 1.5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6) Mercer(1968)는 해수면 상승이라

는 문제를 제기한 이후 해수자체의 열팽창에 의한 상승을 해수면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보았다.

4) Khan, S.A, J.Wahr, M.Bevis, I.Velicogna and E. Kendrick, Spread fo ice mass loss into northwest 
Greenland observed by GRACE and GPS,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37:L06501. doi:10.1029(2010)

5) 육근형, 정지호, 안용성, 2011.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 취약성 평가모형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
원.p.12

6) 조광우․ 맹준호, 2007.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 대응방향에 관한 소고,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제 10권 
제 4호. pp.22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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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f sea level rise

(해수면 상승 요소)

해수면 상승 비율(mm/yr)

1961-2003 1993-2003

Thermal expansion 0.42 ± 0.12 1.60 ± 0.50

Glaciers and Ice caps 0.50 ± 0.18 0.77± 0.22

Greenland Ice Sheet 0.05 ± 0.12 0.21 ± 0.07

Antarclic Ice Sheet 0.14 ± 0.41 0.27 ± 0.35

Sum of individual climate contributions to sea 

level rise
1.10 ± 0.50 2.80 ± 0.70

Observed total sea level rise 1.80 ± 0.5a 3.10 ± 0.7a

difference (Observed minus sum of estimated 

climate contributions)
0.70 ± 0.70 0.30 ± 1.00

<표 2.1> 해수면 상승 요소 및 상승비율

  출처 : IPCC (2007)

IPCC 제4차 과학평가 보고서에서 위의 <표 2.1>과 같이 해양의 열팽창

(termal expansion, steric sea level rise)과 [그림 2.1]에서 극지방의 빙하의 용

융 등이 해수면 상승을 유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1.2 해수면 상승의 영향

이와 같은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과 태풍의 강도,빈도를 증가시키고, 연안

지역에 해안 침식 속도를 가속화 하며 태풍, 해일, 침수를 증가 시키면서 인간

의 사회,경제 활동 등 자연현상과 관련되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연안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공 구조물을 축조 하였으나 계속

되는 범람과 침수를 막기 위해 계속 재방을 쌓아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내 해수면 상승에 관한 주요 연구의 하나인 조광우 외(2010)는 해수면이 

1m 상승할 경우 남한은 서울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약 984㎢(해당 인구 약 

31만 명)가 침수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기후변화 현상과 영향

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후변화 상황 하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외력 조건임을 감안

할 때 효과적인 대응에 기준, 변화, 시기,크기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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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최근 태풍, 파랑, 폭풍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연안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주기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2002년 태풍 루사(강수량:870mm/day, 피해액 약 6조원), 2003년 태풍 매미(중

심기압 950 hpa, 피해액 약 5조원)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2 해수면 상승 대응방안

해수면 상승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 방향 및 대응과정은 다양한 연구 사례가 

존재한다.

연안지역은 기후변화의 영향과 사람의 이용, 개발에 의한 영향을 동시에 받

는데, 연안 저지대와 항만구역, 연안매립지, 인구밀집 지역과 대형 삼각주 등

이 가장 취약한 공간이다. 해안 침식과 관련한 저감 방법은 해안으로부터 이

격하되 태풍, 해일 등 영향을 받지 않은 범위까지 이격하는 것이 최선이며, 완

충지대를 추가로 학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해안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워터프런트에 연구가 필요하며 해안 도로의 친환경적인 설계가 지속되어야 한

다. 연안의 특수성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지속발전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써 미

래 불확실한 피해에 대해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양한 대응방안이 연

구 중에 있지만 연안 지역별 적합한 적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7)

자연과 인간 모두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인 노출은 피해갈 수 없는 불가피

한 것으로써 이에 적응하는 능력의 차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결정짓

는 중요한 요소이다. 국가의 발전 수준에 따라 취약성이 달라지기는 하나 기

후변화 적응에 서 주목할 점은 적응비용이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발

생하는 피해액보다 훨씬 적다는 점이다.8)

수면 상승에 대한 대응 즉 적응은 다양한 정의를 가지지만 적응 용량9)이 매

우 중요하다. 적응 용량은 시스템, 지역, 또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한다. 연안 지역의 특수성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적응 전

7) 조광우․ 강정은․ 양원준․ 공성용․ 이해미․ H Nobuoka, 2010. 해수면 상승에 따른 취약성 분석 및 효과
적인 대응 정책수립Ⅱ-연안역 범람 평가 및 대응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114

8) 남정호,「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안지역 레질리언스 강화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9), p128
9) 조광우, 전개서,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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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1. Avoid 2. Adapt 3.Protect 4.Retreat

  출처: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의회(http://www.ccc.govt.mz/)

[그림 2.2]  대응 방안 모식도

[그림 2.2]와 같이 해안가 인접 지역의 개발 규제(Avoid), 건축물 규제 등을 

활용한 적응(Adaptation), 방파제 등 구조물에 의한 방어(Protect), 건축물의 이

주(Retreat)를 통한 방안 등 해수면 상승 대응 마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관리적 이주

(Retreat)

⦁취약지구 미개발

⦁조건적, 단계적 개발 억제

⦁정부 보조금 페지 및 가정되는 

  이동성

순응

(Accommodation)

⦁최악 영향 회피 선행 계획

⦁토지 이용 변겅

⦁건물 양식 변경

⦁위혀받는 생태계 보호

⦁지해 지역 규제

⦁규제 강화를 위한 재해 보험

방어

(Protection)

1) hardwear 방법

  ⦁방파제, 방벽,둑,제방,

  ⦁방사제, 이안제, 해수 방어벽

2) softwear 방법

  ⦁주기적 사빈 공급

  ⦁사구복원 및 조성

  ⦁습지복원 및 조성

출처: UNEP(1996)

[그림 2.3] 해수면 상승 적응 방안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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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에 대한 계획적인 적응 전략은 [그림 2.3]과 같이 크게 관리적 

이주(managed retreat), 순응(accommodation), 방어(protection)의 세 가지 전략

으로 구분할 수 있다.(UNEP.1996) 방어의 방안은 방파제와 같은 hard 기술과 

사빈 보충과 같은 soft기술로 세분화 되고, 세 가지 적응 전략은 다시 적응의 

유형에 따라 자발적인 조절(autonomous adjustment)과 전략적 행동(strategic 

action)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세 가지 적응 방안의 도입 시기는 예방적

(proactive)인 것과 반응적(reactive)인 것을 구분되어 진다.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른 침수 예상도, 재해정보 지도와 같은 재해 지도를 

작성하여 침수지역을 분석하여 그 지역에 적합한 적응 방안을 모색하고, 범람

과 같은 재난 재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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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 사례 및 동향

장동호․윤정미 (2010)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 충남 연안역에 미치

는 영향” 보고서에 의하면 충남 연안의 최대 조차는 평균 8.5m이고, 최대한 

조위 또한 7m 이상으로 최대조차가 발생하는 시기에는 해안 저지대에서 해수 

역류에 의한 침수피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파악하였다. IPCC 4차 보고서에

서 각 시나리오별 기온상승을 2100년을 기준으로 0.2m/0.4m/0.5m/0.6m의 해수

면 상승치와 과거 충남지방의 침수재해가 발생하였던 백중사라 때의 해수면 

상승치인 1m,2m 고려하여 수위 상승기준을 토대로 국립지리정보원에서 발행

된 1:25,000 수치지도를 활용하여 침수면적을 산출하여 연안역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 하였다.

SRES 시나리오 온도변화(Tenperature change.℃) 해수면 상승(Sea Level Rise. m)

B1 1.1-2.9 0.18-0.38

A1T 1.4-3.8 0.20-0.45

B2 1.4-3.8 0.20-0.43

A1B 1.7-4.4 0.21-0.48

A2 2.0-5.4 0.23-0.51

A1F1 2.4-6.4 0.26-0.59

<표 2.2> IPCC SRES 시나리오별 기온변화 및 해수면 상승 예측 

*B1  : 효과적인 기술을 가진 청정 자원이 소개되며, 지속가능한 환경적 문제들이 세계적인 해결에 중  
    점이 되는 사회

*A1T : 빠른 경제적 성장 및 새로운 기술 발달과 함께 비화석 에너지가 주로 이용 되는 사회

*B2  :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인 지속성의 지역적 해결에 중점을 둔 사회 

*A1B : 빠른 경제적 성장 및 새로운 기술 발달과 함께 화석, 비화석 에너지가 균등하게 이용 되는 

       사회

*A2  : 경제 성장률과 기술적인 변화가 느리게 일어나는 사회 

*A1F1 : 빠른 경제적 성장 및 새로운 기술 발달과 함께 화석 에너지가 주로 이용되는 사회

 조광우 외 (2010)「해수면 상승에 따른 취약성 분석 및 효과적인 대응 정책

수립Ⅱ-연안역 범람 평가 및 대응방향」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우리나라의 침

수 가능 면적을 산출하였다. 해수면 상승(sea-level-rise), 조석(tide), 해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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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m surge), 파랑(wave)에 관한 총 14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공간 해상

도 표고 및 수심 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 전체의 침수 가능 면적 및 침수 가

능인구를 산출하였고, 취약성 지수로서 해수면 상승에 따른 범람 면적과 범람 

인구를 제시하였고, 환경부(2009)의 ‘우리나라 기후 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Ⅰ’에서 해수면 1m 상승 시 침수 가능 면적을 비교하였다. 

환경부(2009)의 연구에서는 조석에 의한 상승과 태풍 해일을 고려하지 않았

다. 그러나 조광우 외(2010)의 연구에서는 조석만 고려할 때와 조석과 태풍을 

동시에 고려할 때 아무런 인자를 고려하지 않은 면적과 비교해 보면 20% 정

도의 차이를 보인다.  연안지역의 물 순환 체계와 더불어 과연 해수면 상승에 

대한 기준선 설정을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추후 고해상도의 자료를 사용할 때 정확한 자료를 얻

을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Scenario Tide Storm Surge wave Sea Level Rise Case

1 O O (WAVE SETUP) X X 1.135m

2 O O (WAVE SETUP) X O (0.75m) 1.885m

3 O O (WAVE SETUP) X O (1.01m) 2.235m
4 O O (WAVE SETUP) X O (1.09m) 3.035m
5 O O O X 2.455m
6 O O O X 2.075m
7 O O O O (0.75m) 3.205m
8 O O O O (1.01m) 3.555m
9 O O O O (1.09m) 4.355m
10 O O O O (0.75m) 3.500m
11 O O O O (1.01m) 3.850m

12 O O O O (1.09m) 4.650m

<표 2.3>  해수면 상승에 따른 취약성 분석 

  출처 : 조광우 외(2010)

 위의 <표 2.3>에서 사례지역의 해일고는 약 0.5m로 산출되었으나 파랑에 

의한 set-up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관련 전문가의 면담을 통하여 0.5m를 추가

적으로 선정하여 평가한 결과이다. case 1~4시나리오는 직접적인 범람을 나타

내며, case 5~12는 파동에 의한 추가적인 가능성을 평가 하였다. 해수면 상승



- 15 -

은 IPCC 3차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0.3m (low scenario), 0.5m (medium 

scenario), 1.0m(high scenario)와 지역적 편차를 고려한 1.5m(regional high 

scenario)의 총 4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였고, 조석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조석 자료(국립해양조사원,2002)를 이용하여 산정 하였다. 해일고는 기

존에 발생한 태풍 자료와 폭풍 해일 산정 경험식을 이용, 한반도의 인구 자료

로 LandScan 2000 자료를 토대로 검토 하였다. 

해수면 변화 시나리오별로 계산 된 해수위(海水位) 아래에 놓인 지역이 침수 

또는 범람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산출 되었고, 이는 연안지역에 잠재적인 위

험정도와 우리나라에서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취약성 분석을 시작한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연안 지역의 침수 취약지 분석에 중점을 둔 연구로는 장동호 외「기후변화

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 충남 연안역에 미치는 영향」(2010)과 장동호․ 김장수

의「충남 연안 지역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취약성 평가」(2009) 

연구가 있다. GIS기법을 이용하여 충남지역 서해안에 대해서 침식 취약 지도

를 작성하였다. 0.5m, 1m, 3m,5m 의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만조 

시 예상 수위를 통해 토지 이용별 침수 취약지를 분석 하였고, 그에 대한 영

향으로 침식 및 침수의 위험도를 분석하였다.

권소현 (2005)「태풍 내습에 따른 해안에서의 재해위험 예측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는 폭풍 고조와 극한 파랑에 의한 영도구 지역의 재해위험에 대해 연

구하였다. 폭풍고조로 인한 침수인자를 분석하고, 이와 병행한 극한 파랑의 변

화 등을 분석하였다. 태풍 매미 내습 시 부산항은 최고 높이 2.36m로 조석 최

고높이는 2.11m로 나타났으며 한국해양 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최대 유의파고 

6m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립해양 조사원 예측한‘2012년 조석표’에서 부산의 해수면 최고 높

이1.37m의 1.8배에 이르는 수치이며, [그림 2.4]와 같이 영도의 태풍 내습 시 

재해 지도를 작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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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권소현, 2005. 태풍 내습에 따른 해안에서의 재해위험 예측에 관한 연구

[그림 2.4] 영도구 폭풍 내습 시 침수지역 분포도

국립해양 조사원에서는 2010년 해안침수 예상도 제작 및 보급 사업을 시작

하여 2012년 입찰 공고문을 개시 하였다.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대상지역(부산, 

마산, 여수, 거제, 울산, 제주) 자치단체, 방제기관, 주요현장 방문을 통해 이루

어졌다. 과거 태풍 피해현황, 침수범위, 태풍 내습 시 기상자료, 수심, 지형 및 

주요 연안 시설물 등의 정보조사를 분석하여 수치모의 수행 및 해안침수예상

도 제작에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1) 연구절차

    a.대상지역 기초자료 조사 및 수집.

    b.수심 및 표고 정보자료.

      현재 지형을 반영하여 결과물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축척 1:5000

      수치지형도 및 LiDAR10) 관측 자료의 활용.

 기본수준면 기준의 수심자료는 지역평균해면(L.M.S.L)과 인천 

10) Light Detection and ranging의 약어로 항공기로부터 지상을 향해 많은 레이저펄스를 지표면과 
지물에 발사하여 반사되는 레이저펄스로부터 지표면의 고정밀 높이정보를 획득하는 고품질 3차원 
디지털 데이터를 획득하는 측량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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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해수면과의 상대차를 가감하여 변환.

    c.조석관측 자료 분석 및 태풍별 해일고 산정.

      대상지역별 고극조위, 저극조위, 연평균해수면 변화를 국립해양

      조사원의 최극 조위 및 평균해수면 성과표를 바탕으로 분석.

    d.해일고 극치분석.

재현기간
부  산

최대극치(cm) 평  균

50년 100.6 94.0

100년 115.0 104.5

150년 123.7 110.7

200년 130.0 281.5

<표 2.4> 부산지역 극치분석 결과

        

        <표 2.4>는 부산지역에 영향을 미친 태풍을 분석한 조위자료

        를 토대로 대상지역별 50년, 100년, 150년, 200년 빈도 

        해일고 극치분석 결과이다. 

[그림 2.5] 창원만 범람모의 결과 비교 

      대상지역에 최대 해일고를 유발한 6개 태풍을 선정하고 정량

      적인 검증을 수행하여 범람 피해 재현하여 [그림 2.5]와 같은

      범람모의 결과를 비교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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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2) 작성방법

   대상지역 태풍시기별 해일고로부터 확률분포 함수의 적용성이 

   인정된 극치통계 방법들을 이용하여 빈도별 해일고를 산정. 

   대상지역별로 50년,100년,150년,200년 빈도 및 시나리오 결과에 

   대한 최대범람 해안침수 예상도를 제작함.

(3) 침수심 표기

   소방 방재청 고시 제 2006-6호에 의거, 0m에서부터 0.5m 간격

   으로 총 7단계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수치지형도를 기본지도로 

   하는 축척 1:25000 도면과 범람지역 축척 1:5000 위성지도 작성.

(4) 3차원(FLOW 3D)모형의 적용

   3차원 모의는 2차원 모의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형지물의

   완벽한 재현 및 지형지물에 의한 간섭효과의 한계로 인한 침수심 

   및 범위의 부정확성을 감소시켜 3차원 자유수면의 해석이 가능함.

   항공레이저 측량 성과(DEM)과 지형도(축척 1:1,000)를 이용 격자

   간격을 20m내외로 구성하여 3차원 모의 결과를 기존의 침수 흔

   적도 및 2차원(ADCIRC) 모의결과와 비교한 결과 범람역 및 침수

   심 등이 거의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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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지형 2차원 지형 3차원 모의 결과

[그림 2.6] 여수시 일원 2차원 및 3차원 모의 결과 비교(150년 빈도)

        출처 : 국토 해양부 http://simul.coast.kr 

[그림 2.7] 해양학적 요소를 감안한 동수역학적 범람수위 모식도

2.4 대응 방안 유형 사례 

다음 [그림 2.7]과 같이 해양학적, 동수역학(動水力學)적11) 요소를 고려하여 

해외에서 실제 폭풍해일예측 및 재해지도 작성에 사용 중인 예측모형을 도입

하였다. 이 같은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강력한 공간 계획제도를 보유

하고 있다. 개간사업은 싱가포르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건축적 대응을 잘 

보여 준다. 1991년부터 싱가포르 정부(PUB; Public Utilities Board)는 새로운 개

11) 물길ㆍ강하천 따위에서, 물의 운동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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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업이 가장 높은 조수로 기록된 125cm 이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을 명문화하여 각종 도시개발행위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리 안전한 건축물이라도 기초가 너무 낮은 곳에 입지할 경우 침수의 위험

을 피할 수 없음에 착안한 것이다. 이러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선 적합한 유

형화가 필요하다. 기존연구 사례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침수와 관련하여 적

응(Adaptation)과 방어(Defend), 관리적 이주(Retreat)의 세 가지 관점에서 큰 

틀을 정하고 세부적인 유형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2.4.1 적응 (Adaptation)

1) 자연생태계 보존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태풍과 같은 외력이 점차 빈도와 규모에서 

증가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그러한 현상을 늦출 수는 있어도 피하거나 막을 

수 없는 만큼 그러한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연안지역의 이러한 현

상에 대한 적응은 필수적이고 앞으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매우 중요하다. 

[그림 2.8] 생태계 보존 및 자연습지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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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AIA, 2007. on the water palisadebay. p191

[그림 2.9] 인공구조물에 의한 녹지공간 

[그림 2.8]과 [그림 2.9]에서와 같이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최선의 방법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불가피한 개발과 발전을 막

을 수는 없는 만큼 최소한의 방법으로 생태계 파괴를 막고 기존개발에 대한 

통제와 저감인공구조물에 의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거 자연친화적인 구성을 이

루어 win-win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매립지와 같은 경우 녹지와 친수공

간을 반드시 확보하고 기존 연안지역 또한 자연적 가치를 유지하고 보호해야 

한다. 

2) 녹지 공간 조성

➡

➡

출처 : AIA, 2007. on the water palisadebay. p.208

[그림 2.10] 녹지공간 조성 및 확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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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지역은 바다 사이의 완충 공간으로써의 기능으로 open Space를 두어 공

간이 조성되어 있다. [그림 2.10]에서 바다와 접해 있는 지역이 배후지에 건물 

등이 배치해 있을 경우와 녹지 공간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되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는 기존 지역을 의미하고, Ⓑ는 기존지역에 대한 변경을 제안한 모형이다. 

기존에 해안에 접한 부분이 수직으로 절단된 부분을 완만한 경사를 주어 공원

처럼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급격한 파도가 발생하더라도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도록 만든 모형이다. 

Ⓒ의 경우 기존 녹지 공간이 조성되어 있더라도 급격한 조위 상승으로 인해 

범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와 같이 녹지, 습지와 같은 공

간을 앞부분에 배치하여 공원과 같은 open Space를 조성하고 연안 지역과 연

속성을 가지고 분리시키되 모래 둔덕을 두어 범람을 막게 하는 방안을 모형화 

하였다. 

3) 건축물 구조적 변경

[그림 2.11] 건축물의 구조적 적응화 

연안지역 건축물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다른 구조적으로 적응화 전략이 필요

하다. 태풍,강풍 및 쓰나미와 같은 강한 외력과 집중호우와 배수시설에 의한 

상시 침수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림 2.11]과 같이 지상에 

접한 부분을 주거의 용도보다는 공용의 공간으로서 사용하고 하고 1층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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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우는 형식으로 침수 및 재해에 대비해야 한다. 

건물의 지하화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주거 밀집지역의 

경우 향후 이러한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차원의 지원과 규제가 

필요하다.

2.4.2 방어(Defend) 

       출처 : RIBA, 2010. Facing Up to Rising Sea Levels 

[그림 2.12] 방어 모식도 및 방파제 

현재 연안지역의 대응방안은  방파제 또는 구조물 건설등과 같은 적극적인 

방어에 의존해 왔다. 지역을 완전히 비울 수 없는 경우로써 부득이한 상황에

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러한 방법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복합

적이고, 다양한 상황에서 고려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계속되어 왔다. 기후변화

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더불어 이러한 방어를 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

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아래 [그림 2.13]에서는 인공 구조물에 의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한 모형도이

다. Ⓐ는 수면 아래  Geotextile(토목용 섬유) 튜브를 이용하여  중간을 비우고 

양쪽에 설치하여 그 사이를 돌무더기로 채워 인공적으로 섬 형태를 만들어 1

차 방어선을 형성하여 범람에 대비 하는 모형이다. Ⓑ의 경우 급격한 경사부

분은 조위 상승 등으로 파도가 닥쳐 올 경우 그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여 범람

의 피해가 큼으로 Geotextile 등을 이용하여 준설하되 완만하게 경사각을 두어 

밀려오는 파도에 저항을 늘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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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례는  항만에 여객터미널이 있는 공공장소로써 대중이용이 활발하고 

항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방파제를 타워형식으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장애물과 저항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물로써 클러스터를 형성, 범람에 

대비하는 형식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인공 구조물에 의한 방어형식이 다양하

고 재해에 어느 정도 피해를 완화해 줄 수는 있으나 근본적이고 도시 계획적 

대책수립에는 한계가 있다.  

➡

➡

➡

출처 : AIA, 2007. on the water palisadebay

[그림 2.13] 인공 구조물에 의한 범람 예방 모형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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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관리적 이주(Retreats)

➡

출처 :  AIA, 2007. on the water palisadebay

[그림 2.14]  이주 모형도 

연안지역에서의 해일고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그 

지역을 빈 공간으로 비우고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완충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예전

부터 연안지역에 자리를 잡은 주민들은 취약계층이 많았고, 그 지역에서 삶과 

생계를 이어 온 터라 그 지역의 위험함을 인지하면서도 떠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는 경관이 좋은 지역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레져시설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상류층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등 

이러한 현상은 연안지역의 취약함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막대한 손실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인공적인 녹

지공간을 형성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해안이 가지고 있는 자연그대로를 훼손하

지 않고 개발규제를 통해 훼손을 최소화 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토지를 국

가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매입, 주민을 이주시켜 재해 완충공간과 주민 편의를 

함께 도모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2.14]는 이주공간에 녹지공간을 조성한 모형도로써 완충공간과 공공장

소로써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가장 안정되고 침수대응에 가장 적합한 사

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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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영도 침수 취약성 진단

3.1 지역 특징 및 문제점

3.1.1 대상지역 분석 및 고찰

부산항 앞바다에 있는 섬 영도는 절영도 라는 이름으로 불리워 졌다. 면적 

14.13㎢, 해안선 길이 30.8194㎞, 인구 14만 843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12) 

섬의 모양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길게 뻗어 있으며, 봉래산·태종산 2개의 가

파른 산지로 이루어졌다. 섬 가운데에 봉래산(395m)이 솟아 있으며 완만하게 

비탈진 동북해안은 주거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남해안은 급하게 비탈진 

지역으로 암석지대이다. 동남쪽에는 태종대가 있고, 서북쪽은 평지로 시가지를 

이루고 있다. 기후는 해양성으로 1월평균기온 1.8℃, 8월평균기온 25.4℃이고, 

겨울에는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랭건조하고, 여름에는 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하며, 해안과 맞닿은 지형적 영향으로 여름에는 내륙보다 

기온이 낮고, 겨울에는 높아 연간 기온차가 적으며, 1년 내내 바람이 강하게 

분다.

부산대교는 부두도로를 통해 도시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중추

적 교통로이다. 2002년 재2부산대교가 완공되어 도심교통난 해소와 함께 금정

구 노포동 경부고속도로에서 강서구 천가동 가덕 신항만까지 이어지는 해안순

환도로망을 구축,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해안 관광개발을 촉진하게 되

었다. 

12) 2011년 부산통계연보 



- 27 -

1) 지형 표고 및 경사

영도구의 표고는 <표 3.1>과 같고 남항동, 대평동, 대교동, 봉래 1동 등의 표

고는 1.5m~12m로 형성되어 있고, 신선동, 봉래동, 영선동의 주거지역 표고는 

9m~120m내 형성되어 있다. 동쪽의 청학동과 동삼동의 주거지역 표고는 

2m~200m에 입지해 있다.

표   고 면적(㎢) 구성비

계 14.13 100.0

50m이하 6.69 47.5

50~100m 3.01 21.4

100~200m 3.00 21.3

200~300m 1.03 7.3

300~400m 0.35 2.5

<표 3.1> 영도구 표고분석 

남항동, 대평동, 대교동, 봉래동 일대의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사도는 1% 이하이며, 또한 경사도 5% 미만인 지역은 전체의21.4%로 시가지 

및 동삼동 매립지 지역이 대부분이다. 경사도 20% 미만인 지역은 전체의 

70.5%에 해당하고, 기존시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급경사지로 이루어

져 있다.  아래 <표 3.2>와 같이 영도지역은 경사도 높은 지형이 많고 매립개

발로 인한 저지대가 해안가를 접해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구   분 면  적(㎢) 구 성 비

계 14.13 100.0

5%이하 2.89 20.5

5~10% 0.98 6.9

10~20% 2.66 18.9

20~30% 1.77 12.5

30~40% 4.11 29.1

<표 3.2> 영도구 경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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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면      적
통 반

행정동 법정동 ㎢ %

영도구 14.13 100.0 219 1,171

남항동 대교동1.2가 0.73 5.23 22 118

대평동1.2가

남항동1~3가

영선1동 영선동1.2가 0.17 1.20 8 36

영선2동 영선동3.4가 0.63 4.46 16 103

신선동 신선동1가 1.11 7.86 25 134

신선동2가

신선동3가

봉래1동 봉래동1~3가 0.29 2.05 11 62

봉래2동 봉래동4~5가 0.64 4.53 13 79

청학1동 청학동 0.90 6.37 13 54

청학2동 청학동 1.67 11.82 31 172

동삼1동 동삼동 3.86 27.32 48 250

동삼2동 동삼동 3.31 23.42 8 46

동삼3동 동삼동 0.81 5.73 24 117

지  역  특  성

남항동

⦁일제시대 1931년부터 1934년 사이에 본 동을 비롯하여 현 남항동(남항동, 

구 대교동, 구 대평동), 봉래동 일대에 걸친 매립공사로 현재의 지형을 갖

게 되었다. 

대평동

⦁조선소와 80여 개의 선박관련업체가 밀집된 공업지역이다.

⦁1916년부터 4,200평의 해안지대가 매립되고 호안공사가 이루어짐.

⦁1931년부터 1934년까지에 있었던 영도대교 건립공사와 병행하여 이 곳 해

안 수면도 매립되어 오늘의 모습으로 변모

대교동

⦁영도대교가 가설될 무렵(1934년 11월에 개통) 이 지역은 6할 가량이 매축된 

후 점차 개발되어 현재의 지세를 형성하게 되었다.

⦁각종 선구점들과 요식업소, 일반점포가 집중되어 있어 요충지이기도 하며, 

또한 상업-서비스지역으로서의 특징

봉래동

⦁봉래시장과 태종로변에 위치한 상가 밀집지역

⦁항만을 낀 보세창고밀집지역

⦁태종로를 중심으로 고지대는 주택 밀집지역

⦁해안에 인접한 저지대는 조선공업지역

청학동

⦁산복·중복도로를 끼고 있으며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

⦁고지대 주택밀집지역, 저지대 도로변 상가형성

⦁봉래산 경사지역⇒ 이면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

⦁대단위 아파트 건설 등 신흥주택가 형성 중

<표 3.3> 영도구 행정구역현황 및 지역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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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구역 현황

no. 행정구역 세대 인구(명) 사업체수 종사자수(명) 면적(㎢)

1 남항동 5,380 12,392 2,797 11,055 0.74

2 영선1동 1,846 4,975 714 1,877 0.17

3 영선2동 4,547 11,700 534 1,410 0.63

4 신선동 6,410 14,921 481 1,139 1.11

5 봉래1동 3,242 7,998 802 3,940 0.29

6 봉래2동 4,233 10,104 384 4,270 0.64

7 청학1동 3,793 9,303 416 1,487 0.90

8 청학2동 8,630 23,495 1,010 5,741 1.67

9 동삼1동 12,989 34,880 1,375 5,176 3.86

10 동삼2동 1,912 4,489 466 2,801 3.31

11 동삼3동 6,165 14,174 351 1,903 0.81

합  계 59,147 148,431 9,330 40,799 14.13

<표 3.4> 영도구 행정구역별 정보 

 출처 : 2011 영도 통계연보 

[그림 3.1] 영도 용도별 지역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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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내의 용도지역은 [그림 3.1]과 같이 녹지지역이 13.5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업지역이며, 주거 및 상업의 경우 10%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

이고 있다. 주거지역은 영도구 전체 면적의 8.34%로 4.68㎢이며, 상업지역은 

영도구 전체의 4.99% 부산시 전체 상업지역 면적의 3.4%이다. 녹지지역은 봉

래산, 중리산, 태종대 일원에 지정되어 있으며 모두가 자연녹지지역이다. 

출처 : 2011 영도통계연보

[그림 3.2] 월별 평균기온 및 강수량

영도지역은 [그림 3.2]와 같이 월평균기온은 7~8월말에 최고기온을 나타내며 

강수량 또한 이 시기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의한 강수량 증가는 더욱 증가하여 2012년 현재 시간당 최고 강수량은 

315mm 이상 관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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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침수 피해 사례

1) 집중호우 피해 사례

침수 피해를 일으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 중 집중 강우로 인한 홍수와 지역

적 특성에 따른 저지대 지역과 우수나 하천물이 집중적으로 유입되어 강제 배

수시설 용량을 초과 또는 불량, 노후화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여

기에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 등 여러 요인이 더해지게 되면 범람과 침

수로 인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생명, 개인적 손해 뿐 아니라 사회적 기능

의 손실이며 기반시설의 피해는 시설물 손상에 따른 재산피해 이외에 복구되

기 까지 막대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토사 유출 사고 현장 서울 대치동 사거리 부산 송정 열차 사고 현장

전북 군산시 나운동 저지대 도로 침수 현장 인천시 부평구 저지대

[그림 3.3]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례  

영도지역은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연안에 매우 인접하여 자연재해 및 

태풍과 같은 외력에 의한 재해에 대해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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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도지역 피해 사례

감지해변 산책로 절영로 도로 유실 

동삼 2동 주택가 동삼 2동 주민센터 인근 

청학 모자원 하리 매립지 침수 현장

신선3동 복천사 동삼 1동 주택가

츨처 :  http://www.hyongo.com/1898

[그림 3.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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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지역은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연안에 매우 인접하여 자연재해 및 

태풍과 같은 외력에 의한 재해에 대해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 [그림 3.4]에서

와 같이 집중호우와 태풍피해가 있었다. 2011년 11월 27일 부산지역의 경우 

오후까지 300mm의 집중호우로 인해 동삼동과 영선동을 잇는 해안 도로인 절

영로는 끊어졌고, 영도구 동삼 1·2동 저지대 주택이 침수되는 등 전국6곳에

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축대와 언덕이 무너진 곳도 

64곳에 달했다.절영로와 함께 절영산책로는 새로 만들어진 지 불과 1년 만에 

끊겼다. 가파른 경사의 비탈에 설치된 절영산책로는 목재 데크 아래 안전구조

물을 설치했지만 이번 폭우로 힘없이 무너져 안전성 부족과 부실공사 논란이 

제기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2002년 태풍 루사 때 강수량 

870mm/day, 피해액 약 6조원에 달했고, 태풍 매미 때는 피해액 5조원 등으로 

기후 변화와 관련한 취약성은 지구 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과 더불어 밀접

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림 3.5]와 같이 이러한 재해는 빈도와 규모, 강도에서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현상은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것으로 IPCC 에서도 결

론을 내렸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의하여 시·공간적으로 해수면이 어느 정도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유사 진로 태풍 태풍 진로 예상도 파랑 예측 모델 일 강수량 분포

[그림 3.5]  2011년 한반도 영향 태풍 분석(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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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침수 요인 설정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침수 예상지역을 분석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해

수면 상승요인과 해일고, 조석 3가지 요인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연구대상 지

역의 해역에서 강수 및 하천 유출수 등이 총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 하였다. 각 요인별 설정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요인

기존 연구에서 해수면 상승 기준을 IPCC 보고 자료를 토대로 0.3m, 0.5m, 

0.7m, 1m 또는 0.5m, 1m, 1.5m로 산정하여 침수예상 지도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PCC에서 내놓은 2100년 까지0.59m~1m의 기준을 적용 0.6m를 상

승한다는 가정 하에 우리나라가 속한 북서태평양 해역의 경우 해수면 상승률

은 연간 5mm13) 안팎인 것을 토대로 상승 기준 시뮬레이션은 0.2m, 0.4m, 

0.6m로 정하여 정량적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와 연관된 여러 인자 가운데 가

장 중요한 피해 규모와 빈도를 고려 폭풍 해일고와 조석을 종합하여 침수 예

상지를 분석하였다.

2) 해일고 및 조석

해일고 산정은 태풍의 이동경로, 이동속도, 내습각도, 중심기압 등 여러 매

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불확실하게 변화 하므로 충분치 못한 과거 태

풍정보로부터 해일고를 산정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 

대상지역의 과거 피해를 입힌 태풍의 자료와 조위를 고려한 가상의 시나리오

로 재구성 하고자 한다.

국립 해양 조사원에 제작한 해안 침수예상도 에서 재현기간별 최대 극치 해

일고 산정 자료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최대 파고를 

13)오상명, 권석재, 문일주, 이은일, 2011. 지구온난화에 의한 북서태평양 및 한반도 근해의 해수면 상
승, 한국해양공학논문집 제 23권,제 3 호. 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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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범람결과를 모두 중첩으로 하여 침수예상지역의 범람범위를 설정 하였

다.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인한 폭풍해일과 만 조위가 겹침에 따라 연안 지역

에 많은 재해를 남겼다. 태풍 매미 내습 시 부산항의 경우 부진동의 최고 높

이가 2.36m로 나타났으며, 조석 최고높이는 2.11m로 예보치인 1.34m를 0.77m 

초과 하였다.14) 기상청에 설치한 거제도 해상부이 관측 자료에 의하면, 최대 

유의 파고가 5~7m인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한국해양 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

에서는 부산 신항 동방파제 전면에서의 파고가 최대 6m에 이른 것으로 나타

났다.

해일고의 기준은 재현기간 100년 빈도 1.15m와 태풍의 최대 파고의 평균인 

6m, 그 중간 수치 4m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어 <표 3.5>과 같이 적용 하였

다.

Scenario Tide Storm Surge Sea level Rise Total level

1 1.37m 1.15m 0.2m 2.72m

2 1.37m 4m 0.4m 5.77m

3 1.37m 6m 0.6m 7.97m

 <표 3.5> 침수요인별 기준 설정             (단위:m)

⦁Tide (조석):예측한‘2012년 조석표’에서 부산의 해수면 높이1.37m 적용.

⦁Storm Surge(해일고):국립해양 조사원 폭풍 해일고 극치분석 중 빈도별 재현기간 100년 빈도   

                      1.15m 와 최근 10년간 태풍 최대 유의파고 5-7m의 평균 적용. 

⦁Sea level Rise(해수면 상승):2100년 0.6m 상승을 기준으로 0.2m, 0.4m, 0.6m 적용.

폭풍 해일시 동반되는 파랑에 대한 Set-up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본 연구에

서는 최대 파고만을 정하였으나 파랑에 의한 수위상승과 월파 면적은 더 클 

것으로 예상 된다.

기존 해일고 선정에 있어서 국립해양 조사원에서 연구한 ‘해안 침수예상도 

제작 및 보급’에서는 대상지역별 해일고 극치분석을 하여 재현 기간 50년, 

100년, 150년, 200년 으로 하여 해일고의 최대와 평균값으로 선정하였고 최극

14) 권소현, 2005. 태풍 내습에 따른 해안에서의 재해위험 예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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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위 및 평균 해수면 성과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조광우 등(2010)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우리나라의 침수 가능 면적 산출 연

구에서 해수면 상승(sea-level Rise), 조석, 해일고에 관한 총 14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작성하였다. 해수면 상승률 기준은 0.3m(low scenario), 0.5m(medium 

scenario), 1.0m(high scenario)와 지역적 편차를 고려한 1.5m(regional scenario)

의 총 4가지 시나리오를 작성 하였고, 해일고의 경우 기존에 발생한 태풍 자

료와 폭풍 해일 산정 경험식을 이용하였고, 조석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관

측된 조석 자료(국립해양조사원.2010)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환경부(2009)의 ‘우리나라 기후 변화의 경제학적 분석’에서는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에 따라 해수면 1m 사승 시 침수가능 면적을 조광우 등(2010)의 연구

와 비교하였다. 요인별 기준 설정은 위에서 언급 하였듯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범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 하지만, 공통적으로 고려

해야 할 요인인 만조 시 조위요인과 폭풍 해일고, IPCC 보고서에서 제시한 기

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 3.5>과 같이 조석은 국립해양 조사원의 2012년 조석표에

서 제시한 부산지역 만조시 수위 1.37m를 기본 상승률로 정하였다. 해일고 산

정은 국립해양 조사원에 연구하였던 ‘해안 침수 예상도 제작 및 보급’에서 

설정한 재현기간 100년 빈도의 해일고를 시나리오-1의 최저치로 설정하고, 한

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최대 평균 유의 파고 5-7m의 중간 수치인 6m를 

시나리오-3으로 설정하였다. 시나리오-2는 그 중간 수치인 4m를 해일고로 설

정 하였다. 해수면 상승률은  IPCC 4차 보고서에서 제시한 2100년 59-1m 까

지를 고려하여 최종 0.6m로 가정하여 상승률 0.2m, 0.4m, 0.6m로 설정하여 최

종적으로 시나리오-1,2,3과 같이 Total level 을 산정하여 해수면 상승을 시뮬

레이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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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침수 가상 시나리오 작성

3.2.1 3차원 가시화 및 데이터 구축

본 연구에서는 지형을 반영하여 결과물을 제시하기 위해 축척 1:1000 수치

지형도를 활용하여 LiDAR 관측 자료와 Auto CAD 와 Sketch up을 이용하여 

모델링 한 후 CAD Map 3D를 활용하여 지형을 분석하고 Data를 구축 하였다. 

기존 연구 사례에서 언급 하였듯 GIS 프로그램을 이용한 지형 데이터를 통

해 다양한 연구를 하였으나 지형적 분석이 아닌 지형을 실제로 모델링하여 정

량적 해수면 상승 시 침수되는 면적과 범위를 알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기본적인 등고선 지형 CAD파일을 격자형식으로 통합하여 전체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등고선별 높이를 3차원으로 올린 후 Sketch Up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면 처리 및 Mapping(무늬와 질감을 입체로 변환하는 작업) 작업을 통하여 

모델링 하였다.

3차원(FLOW3D) 모형의 경우 최소 격자간격은 X방향 10m 방향 5~10m로 구

성되었으며, 연직 방향으로 최소 0.2m에서 최대 32m로 개방경계 조건과 DEM

(항공레이저 측량 성과)를 비교 검토하는 반면 CAD를 이용한 지형작성의 경우 

등고선이 0.5m 씩 간격으로 상승하는 선을 하나의 객체로 변환하여 면처리 하

는 과정으로 지형지물의 완벽한 재현에는 한계가 있고, 지형 건물로 인해 등

고선 깨짐 현상과 간섭으로 경사각의 추출 어려움이 있어 범람 면적에서는 다

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GIS 프로그램과 에서와 같이 다양한 데이터 추출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나 CAD Map 3D 프로그램과 호환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 할 수 있었다. 좀 더 높은 해상도 이미지 추출과 시각적 가상 시뮬레이

션 하기에는 매우 유용하며 실제 모델링 되어 있는 CAD 파일은 다양한 프로

그램 호환성으로 다른 연구 목적에도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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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형 작성 순서 및 소요시간

no 프로그램 내      용 소요시간(hour) 비       고

1 CAD 1차 작업 지형도 합본 2.25

2      2차 작업 Layer 정리 5.18

3      3차 작업 등고선 연결 30

4 3D 변환 작업 surface, solid 8.30

5 Sketch up 1차 지형도 개별 면처리 13.3

6              2차 지형도 병합 작업 98.2

7              3차 전체 지형 면처리 168.4

8 CAD Map 3D 지형 데이터 추출 3 GIS 데이터 호환

9 기타 그래픽 시각화 작업 25

합         계 353.63 (14.7일)

<표 3.6> 3차원 지형작업 순서 및 소요시간 

<표 3.6>은 사용한 프로그램 종류와 작업 내용 및 소요시간을 산출해 보았

다. 이러한 지형작업을 하여 시뮬레이션 하는데 드는 소요시간은 표에서 보듯 

지형도 면처리 작업에서 전체 지형을 병합하여 면처리 하는 과정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 되었다. 

이와 같이 재해와 관련되어 침수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

간적, 비용적으로 효율적이며,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국가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서 재해  정보를 널리 공고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이러한 

정보에 접근 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참고로 지역 이주 시 또는 해당지역

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재해 발생을 미리 예측하여 재해 지역임을 미리 고려하

여 유사시 위급상황 대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 마

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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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별 지형 작성 순서

CAD 작업 순서 모델링 작업(Skech up)

1. 부분도면 등고선 작업 5. 부분 모델링

2. 등고선 결합 도면 6. 모델링 결합

3. 등고선 별 모델링(선처리 작업) 7. 모델링 면처리

4. 고해상도 이미지 편집 작업 8. 전체 모델링

[그림 3.6] 지형도 작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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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영도 지형 단면도 

위 [그림 3.7] 에서 지형도 작성 시 군사지역은 수치 지도 자료가 없으므로 

능선 부분이 일부 절단되어 모델링 되었다. 산 정상 부위에 군부대가 위치하

여 침수범위를 산정하는 데는 미치는 영향 없이 할 수 있었으나, 전체적인 단

면도에서 군사지역 능선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 

3) 시나리오별 지형 침수 모형도

시나리오 - 1 시나리오 - 2 시나리오 -3

Perspective-1 Perspective-2 Perspective-3

plan-1 plan-2 plan-3

[그림 3.8] 시나리오별 침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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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요인 설정에서 언급한 시나리오 별 침수범위를 [그림 3.8]과 같이 선행 

연구에서 영도지역 재해 위험예측에 관해 연구한 재해위험 지역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3.2.2 시나리오별 침수 범위

[그림 3.9] 시나리오-1에 의한 침수 모형도 

[그림 3.10] 시나리오-2에 의한 침수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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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시나리오-3에 의한 침수 모형도 

◉ 시나리오-1 

   면적= 3.37㎢ 

   (전체면적의 23.85%)

◉ 시나리오-2

   면적= 0.86㎢ 증가

   (전체면적의 6.09%)

◉ 시나리오-3

   면적= 0.75㎢ 증가

   (전체면적의 5.3%)

     합계: 4.98㎢

  영도전체면적:14.13㎢ (35.24%)

   [그림 3.12] 2차원 지형 지도와 침수면적 분포도 (축척 1:5000)

[그림 3.12]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2.72m 상승 시 영도 전체 면적의 23.85%가 

침수됨을 보여준다. 현재의 저지대 침수가 심각한 지역으로는 대평동, 대교동, 

남항동, 영선동 1가, 영선동 2가, 봉래1동, 봉래 4동, 청학 1동, 청학 2동, 동삼 

1동(매립지)로 나타났다. 해수면에서 평지 경사각도에 따라 오차가 있으나 시

나리오-3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이 파랑과 함께 내습하는 규모와 빈도

가 증가하고, 해수면 상승이 지속된다면 이 지역의 취약성은 더욱 커지게 되

고 결국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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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침수 취약지역 설정

[그림 3.13] 침수 지역별 범위 설정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침수범위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을 토대로 섹터

로 나뉘어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및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서로 다른 용도

의 지역으로 설정, 지역별 현재 침수상황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4개의 구역으

로 분류하여 정하였다. 대상 연구지역인 영도지역의 침수 범위를 [그림 3.13]

과 같이 4개의 섹터로 나누고, [그림 3.12] ‘2차원 지형 지도와 침수면적 분

포도’를 토대로 지역별 침수 범위와 지적도를 통해 용도를 파악 하였다.

SECTOR-1은 대평동, 대교동, 남항동 일대로써 행정 구역상 면적은 작으나 

소규모 사업체와 종사자가 11,055명으로 영도 전체인구 14만 8431명의 7.4%에 

해당하는 인원이 집중 되어 있는 곳이다. SECTOR-2는 중공업 업체가 모여 있

는 공업지역으로 빈번한 침수가 발생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SECTOR-3,4는 동

삼동 지역으로 면적 7.98㎢와 거주인구 53.543 명으로 영도 전체 인구와 면적

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매립 개발이 이루진 곳으로 대응 방안이 필요한 곳 

중 하나이다. 섹터 별 구역설정에 따른 설명을 아래 <표-3.7>과 같이 용도 및 

지역별 상황을 토대로 설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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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역 설정 지역별 용도

1 섹터 - 1

영도다리와 부산대교로 이어지는 지역으로 대평동 과 대교동, 남

항동, 영선2동, 신선동 지역으로 공업과 더불어 중심 상업지역으

로써 저지대로써 침수피해가 잦은 지역이다.

2 섹터 - 2
봉래동과 청학동에 위치한 조선소와 청학삼삼 공업단지 구역으로 

부두와 중공업이 들어선 공업지역이다. 내항에 위치하여 있다.

3 섹터 - 3

동삼동에 위치한 한국 해양대와 매립지 지역에 국제 크루즈터미

널,국립 해양 박물관 등이 들어서 있고, 하리 개발구역이 있는 지

역으로 일반 거주지역과 녹지 지역이 있다.

4 섹터 - 4

태종대 해수욕장이 있고, 녹지지역으로 외항쪽에 위치하여 태풍이 

내습 시 가장 먼저 영향권에 들어오며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는 지역이다. 

<표 3.7> 섹터별 지역 용도 및 현황

[그림 3.14] 시나리오-1에 의한 섹터별 침수 상세도

[그림 3.14]는 시나리오-1에서 섹터-1의 침수는 남항동(대교동, 대평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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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영선동 1가 일부와 영선동 2가, 봉래 1동, 봉래 3동 일부가 침수 되었고, 

섹터-2는 청학동 일부가 침수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섹터-3은 동삼 3동과 

해양 박물관과 크루즈 터미널이 있는 동삼 1동 매립지가 침수 되며, 외항 쪽

의 SECTOR-4는 동삼동 일원으로 태종대 해수욕장 등이 침수됨을 알 수 있다. 

침수 면적은 3.37㎢로써 전체면적의 23.85% 가 침수되고, 저지대 지역이 널리 

분포 되어 있음 알 수 있다. 1차 시나리오에서 재해지역 범위가 매우 광범위

함을 알 수 있다. 면적 산출에서 평지에서의 지형 굴곡 높이는 등고선이 지형 

건물에 의한 간섭과 등고선 끊김 현상으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다. 

[그림 3.15] 시나리오-2에 의한 섹터별 침수 상세도

[그림 3.15]에서는 앞 서 [그림 3.12]에서 침수면적 산출에서 언급 하였듯 침

수 증가율이 6.09% 증가 하였다. 섹터-1,2에서는 저지대에서 경사도가 점점 완

만하게 증가하여 넓게 분포하는 반면 섹터-3,4는 증가범위는 적으나 주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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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연결되는 지역으로 침수 깊이가 깊어짐을 확인 하였다. 해양대와 하리 

매립지역에서 태종대 해수욕장으로 연결되는 지역이 침수범위에 포함되고, 내

해와 외해 쪽이 침수로 인해 영향이 미침을 알 수 있다. 섹터-3.4에서 외항 쪽

에서 태풍 및 재해가 발생할 경우 내해 쪽으로 영향을 미쳐 인근 동삼동 일대

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섹터-1,2,3과 같이 매립과 개발로 이루지고 공업

과 상업지역의 경우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 재해대책과 비상

시 행동요령이 체계화 되지 않을 경우 큰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다. 

[그림 3.16] 시나리오-3에 의한 섹터별 침수 상세도

시나리오-3에서 [그림 3.16]과 같이 최종적으로 3차 시뮬레이션을 했을 경우 

전체면적의 5.3%가 증가하여 영도 전체 면적 중 4.98㎢가 침수됨을 확인 하였

다. 이 결과는 영도 전체면적 14.13㎢ 중35.24%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수면이 

정량적으로 상승했을 경우를 가정 하였지만 태풍의 파랑과 강풍을 동반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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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호우 등 다양한 요소가 더 해진다면 침수에 대한 피해와 취약성이 큰 지역

임을 알 수 있었고, 기존 연구에서도 영도지역의 경우 침수면적에 대한 정확

한 데이터와 언급이 없어 비교 할 수는 없었으나 정량적인 해수면 상승과 더

불어 다양한 침수요인을 데이터화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3 활용 및 개선방안

3.3.1 재해지도 및 침수 흔적도 활용 사례

[그림 3.17] 재해지도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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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시나리오 알고리즘>

출처 :국토해양부 연안 재해 활용 (http://www.coast.kr/CoastKnowledge)

[그림 3.18] 해안침수 흔적 및 예상도 작성 연구사례

해안침수예상도 제작을 위해서 해양 동수역학을 반영한 현실적인 침수범람

모의가 필요하다. 마산 지역의 경우 태풍 매미에 대한 보완 검증을 거친 후 

침수범람 수치모델링을 수행하여 3차원 가시화를 위한 해일고를 산출하였다. 

해안 침수 예상도는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각각 3지역에 대해 제작이 되었

는데, 대상 지역의 선정은 과거에 고파랑, 태풍 및 백중사리 시 빈번한 범람피

해를 입고 있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작업 과정에서는 태풍내습

의 가변성을 고려한 예측 시나리오 개념을 도입한 신속한 침수범람정보추출, 

3차원 침수 범람 가시화 구현을 위한 침수범람자료 DB구축 및 해안침수예상

도 제작 등이 수행되었다.15)

15) 국토해양부 http://simul.coast.kr/source/popup/help.asp?pMN=Menu1&pCTT=Help11



- 49 -

LiDAR 와 항공사진의 매칭 결과 LiDAR를 이용한 지형 형상화

출처 : 한국 콘텐츠 학회 ‘재해지역 예측에서의 공간정보 활용기법 연구개발’(2010) p.279

[그림 3.19] LiDAR 이용한 지형 작성

한국 콘텐츠 학회 2010년 춘계 종합 학술대회에서 위의 [그림 3.19]과 같이 

GIS분석을 통해 분석지역의 표고, 경사도, 기존 침수 실적도를 데이터베이스로 

이용하고, 재해 및 홍수가능 지역 등을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자료는 그리드로 변환되며 변환된 각각의 셀들은 각각의 값을 

가지게 된다. GIS의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활용하여 Polygon별로 표준화 된 데

이터베이스와 도로, 건물, 하천 등의 속성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GRID분석을 하였다. 분석을 통해 토지이용도, 표고, 경사도, 하천 LiDAR DEM, 

지가도, 침수흔적도, 주거지 현황도 등을 구축하였다.16)

2005년 서울특별시 건설기획국 도시정보 연구센터에서 침수흔적 조사를 실

시하여(1998-2003년) 침수 흔적도17)를 작성하여 범람 예상지도 및 홍수 대피지

도 및 대피체계를 작성하였다. 

아래 [그림 3.20]와 같이 홍수 위험지역을 선정하고 구 단위의 대피소 현황 

및 연락처, 대피경로를 설정하여 침수예상도 및 대피지도를 작성하였다. 

16) 연상호․ 권기욱․ 민관식, 2010 재해지역 예측에서의 공간정보의 활용 기법 연구개발, 한국콘텐츠    학회, 춘계종합학술지, p.279 인용

17)백창현, 2005. 재해지도 제작 및 활용, 하천정보센터 토목연구집.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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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천 침수흔적 지형도 중량구 침수 흔적도

서울시 주요 침수 흔적도 중량구 홍수 대피지도

서울시 침수 예상지도 3차원 홍수 대피지도

[그림 3.20] 서울시 재해지도 제작 및 활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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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향후 개선 및 활용 방안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침수 예상도 및 시나리오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상

청 태풍정보와 연계를 통해 사용자가 해안침수에 대한 가상 현상을 시각적으

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예상 침수피해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사

용 가능하다. 이와 같은 재해 지도와 침수 흔적도를 통해 대피체계를 확립하

고 대피정보 및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행동요령을 체계화 할 수 있다. 일

반 시민들 또한 주거 입지 등 마음에 두고 있는 지역이 있어 먼저 재해 지도

를 참고하여 열람이 가능하다면 해당지역 재해에 대해 미리 준비하여 우선적

으로 대처 할 수 중요한 자료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유관 기관인 지자체, 소방 방재청 및 기상청의 DB 연계가 중요하고, 

본 연구와 같이 현재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시간적, 금전적 비

용을 최소화하여 데이터와 시각화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화 된 프로그

램과 체계화 된 활용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 1:5000 지적도를 바탕으로 CAD

를 이용하여 2차원의 선을 3차원 지형으로 복원하는 작업은 앞서 <표 3.7>  

‘ 3차원 지형작업 순서 및 소요시간 ’에서 언급 하였듯 그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며, 저지대 지형 경사고가 건물과 도로의 간섭으로 인해 부정확한 면이 

있다. 지형 모델링은 이러한 3차원 작업 이후 일반인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재질을 적용하여 시각화 작업 또한 병행된다. 이 시각화 작업은 렌더링 시간

과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한 현실에 가까운 이미지 추출 작업을 통해서 만들

어지므로 세밀하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관련된 최적화 프로그

램 개발과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태이고, 통합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향 후 다

양한 연구에 밑바탕이 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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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영도 침수 대응 방안

 Ÿ 시나리오-1 : 침수면적= 3.37㎢ 
 Ÿ 시나리오-2 : 3.37㎢(시나리오-1) + 0.86㎢ 증가 = 4.23㎢
 Ÿ 시나리오-3 : 4.23㎢(시나리오-2) + 0.75㎢ 증가 = 4.98㎢
 Ÿ 총 합계: 4.98㎢ 
   영도전체면적:14.13㎢(35.24%)  ※시나리오별 해수면 상승기준은 주석참조18)

[그림 4.1] 시나리오별 침수면적

18) 해수면 상승 요인 설정 : 만조 시 조석 + 태풍 해일고 + 해수면 상승 (2100년 0.6m 기준)

Scenario Tide Storm Surge Sea level Rise Total level
1 1.37m 1.15m 0.2m 2.72m
2 1.37m 4m 0.4m 5.77m
3 1.37m 6m 0.6m 7.9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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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은 시나리오에 따른 영도 침수지역 범위를 나타낸 지도이다.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Sea level Rise) 기준은 IPCC 보고 자료에 따른 

2100년 0.59m 상승 예측을 3단계로 세분화하여 0.2m, 0.4m, 0.6m상승하는 시

나리오를 산정하여 설정하였고, 해일고 (Storm surge)는 한국해양 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서 부산 전면에서의 최대 파고가 6m로 조사되었다. 폭풍 해일시 

동반되는 파랑 요인을 제외한 정량적 높이기준을 적용하고 재현기간 100년 빈

도 평균 1.15m와 태풍의 최대 파고 6m와 그 중간 수치인 4m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침수요인은 만조가 겹쳐게 되면 그 피해가 가장 크게 되므로 조석 

(Tide)의 경우 ‘2012년 조석표’에서 부산의 만조 시 해수면 높이 1.37m를 시

나리오에 동일하게 적용, 이러한 3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였

다.

 Ÿ SECTOR - 1 : 일반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일부

 Ÿ SECTOR - 2 : 전용 공업지역 및 일반 주거지역 일부

 Ÿ SECTOR - 3 : 매립개발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일부

 Ÿ SECTOR - 4 : 해수욕장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일부

[그림 4.2] 섹터별 지역용도 

해수면 상승 결과에 따라 세분화 된 대응방안마련을 위해 침수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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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그림 4.2]와 같이 4개의 섹터로 서로 다른 용도 지역을 설정하여 시나

리오에 따른 침수지역과 면적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침수 대응방안을 제시하

며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을 획일화하여 적용하는데 지역적, 현재상황에 

따른 한계가 있으며 제도적 뒷받침과 장기적인 계획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면 최선의 대응방안 마련은 쉽지 않다. 

영도지역은 바다에 둘러싸인 섬이란 특수한 지역이고 도시임을 감안 할 때 

국한된 구획 내에서도 획일화 된 대응책과 제도보다 좀 더 세분화 된 도시 계

획적 측면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제일 중요한 해양공간에 대한 시민의 인

식부족과 해양 공간 관련 전문가의 부족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해

양 공간과 도시공간사이에 특성을 무시한 경제성과 사업을 목표로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면 효율적인 활용과 이용자 주체인 시민의 친수성을 저해하여 복합적

인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접근이 제한 된 빈번한 재해발생 지역으로 인식

되어 고립된 공간으로 해양공간은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풍수해와 같은 자연재해 중 침수피해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항만행정과 도시행정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여 부조화를 이루는 도시계

획에서 벗어나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재난의 대응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통합

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지역별 모니터링을 통한 유연한 재난 예방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섹터-1 1.18㎢ 1.67㎢ 1.95㎢(39%)

섹터-2 0.87㎢ 1.07㎢ 1.19㎢(24%)

섹터-3 0.94㎢ 1.03㎢ 1.17㎢(23%)

섹터-4 0.38㎢ 0.46㎢ 0.67㎢(14%)

합   계 3.37㎢ 4.23㎢ 4.98㎢(100%)

<표 4.1> 시나리오에 따른 섹터별 침수면적 

위의 <표 4.1>은 시나리오별 침수 면적을 각 섹터별로 정리하였다. 섹터-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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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침수면적의 평균 39%를 차지 할 만큼 저지대 침수가 광범위하게 퍼져있

음을 알 수 있다. 시나리오-2에서 0.86㎢ 증가한 4.23㎢이고, 시나리오-3은 

0.75㎢증가한 4.98㎢로 나타났다. 

섹터-1의 경우 시나리오별 전체 침수면적의 39%를 차지할 만큼 규모면에서 

가장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섹터-2는 영도 전체면적의 24%와 섹터-3은 

23%로 거의 비슷한 침수면적을 보였다. 섹터-4는 감지해수욕장과 동삼1동 해

안가로써 전체 침수면적은 지형적으로 급경사지가 많아 범위가 넓지는 않았으

나 외해쪽에 접해 있어서 태풍과 같은 외력과 집중호우 시 급경사지에서 내려

오는 우수량이 많아 배수용량을 초과한 역류성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섹터-2와 3은 공업지대와 매립지로써 개발로 인한 연안지역이 태풍 또는 월

파와 같은 외력에 의한 침수피해 뿐만 아니라 이상기후로 인한 장기적인 해수

면 상승이 있을 경우 섹터-1과 같이 광범위한 침수피해를 입을 것으로 판단된

다. 

섹터-4의 경우 지형적으로 지형 단면이 해수욕장에서 급경사를 이루어 다른 

섹터에 비해 침수면적은 적으나 외해부분에 맞닿아 있어 외력에 대한 해변가 

배후부지까지 월파와 침수에 따른 상당한 피해를 입는 지역이다.  

영도지역은 섬으로 이루어져 개발과 매립 등에 의해 광범위한 저지대를 형

성하여 시나리오-1에서 침수구역이 가장 넓고 표고높이가 급격하게 증가여 침

수 증가 비율은 적으나 지형적으로 급경사 지역이 많아 높은 지역에서 내려오

는 우수에 따른 침수와 태풍과 월파에 의한 연안지역 침수가 같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의 이러한 지역적 취약성은 이상기후에 따른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

면 연안지역을 따라 대부분이 침수되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마련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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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관련 제도 검토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완화와 적응수단을 적용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수단을 제도적, Software적으로 뒷받침이 없을 경우 효과적인 시스템

이 구축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을 활용한 공간계획 체계는 계획 대상의 범위를 기준으

로 볼 때 국토, 지역, 도시, 단지, 기별 필지의 3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

나 연안지역 위치한 도시들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

하고 어떤 정책적 제도가 필요하고 요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문제인

식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연안지역은 바다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해수면 상

승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각종 재해에 대한 피해공간이 되기 쉽

다. 제도적으로 현재의 법제도를 살펴보면 완화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

양한 제도적 접근이 물리적(Hardware)으로만 방어하려는 경향이 매우 높다. 

연안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경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해야 함에도 불구하

고 개발제한과 특별구역지정, 제방을 건설하는 등 구조물과 같은 토지이용계

획에 따른 제도적 완화정책 수립은 적응의 관점에서도 같이 고려되어 할 시점

에 있다. 

연안도시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관련 법률 및 공간

계획 수립지침등에 근거한 토지이용규제와 같은 법·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져

야 한다는 것에는 학자들 간 큰 이견이 없다.(Norman, 2008; ICLEI, 2008). 

외국의 사례 중 독일의 경우 시방서(DIN)에서 연안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대응 및 대처방법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DIN 4047-2과 

DIN 19657에서는 독일 연안도시의 폭풍해일에 대한 저감원칙과 기법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해양환경관리공단, 2010) 호주의 위험기반조닝(Risk 

Based Land Use Zoning)은 지역별 취약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역의 토

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수단으로서 연안도시의 경우 요긴하게 사용 할 수 있

는 제도이다. 특히 모든 연안도시 지역을 동일한 위험수준 가운데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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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개발강도와 방어수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매

우 합리적인 계획기법이다. 선행 연구 중 최충익의‘연안도시 기후변화 적응

을 위한 법제도적 고찰’(2012)에서 법률에 관해 세 가지 고려사항을 기준으로 

접근하였다. 첫째, 법률 내에서‘연안지역’에 특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가? 둘째, 법률은 해수면 상승이나 연안지역 침식 등과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을 확보하고 있는가? 셋째, 정책적 

대응 과정에 있어서 각 법률은 일반적인 재해의 특성뿐만 아니라 불확실성 등

이 가미된 기후변화의 요인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 인위

재난 및 자연재해 대응의 기본법에 해당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주로 검토하였다.19)

1. 연안 관리법

a 연안통합 관리계획 국토해양부 장관 지정

b 연안관리지역계획 시장, 군수 지정

c 연안용도해역

Ÿ 이용연안해역

Ÿ 특수연안해역 

  ※연안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은‘재해 관리구’ 지정.

Ÿ 보전연안해역

Ÿ 관리연안해역

2. 해양 환경 관리법  

※‘환경관리해역’수단 확보. 국토해양부 장관이 계획수립 및 시행.

3. 자연 환경 보전법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Ÿ 생태경관 핵심보전구역

Ÿ 생태경관 완충보전구역

Ÿ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 기본계획

<표 4.2> 연안지역에 관한 제반사항 관련 제도

재난이나 안전관리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연안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

서의 <표 4.2>와 같은 법률들이 존재한다. 「연안관리법」은 연안지역의 특수

성을 반영하며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수단을 명시하고 있다. 「연안관리

19) 최충익 외, 2012. 연안도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법제도적 고찰. p. 33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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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연안을 관리하는 수단은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정비

사업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연안관리의 기본이념으로 해일, 침식 등에 대응

하여 바닷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면서, 기후변

화에 대한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연안관리법」을 개정하면

서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도입하여 보전이 필요한 해안에 대한 통합관리 

수단으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국가 기본계획으로‘연안통합관리계획’

과 ‘제2차 연안정비계획’이 있다.20)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

방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은 

해 양 환경의 보호를 해양 오염물질에 대한 대응 및 처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

기 때문에, 이와 상대적으로 관련이 적은 해수면상승에 따른 해안침식 등의 

기후변화에 따르는 재해 발생에 대한 수단으로 기능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만들어

진 법률로, 연안지역의 자연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과 연관되어 있다. 이 

법은 특정 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생태경관보전지역’이란 수단을 

지니고 있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의 문제에 대응될 법적 수단은 아래 <표 4.3>

과 같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안지역 내 

시설물의 재해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연안지역에 특화

된 정책지침도 제공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하지만, 연안지역의 염풍 및 해안침식으로 인해 위해받기 쉬운 공동주택 등 

연안 지역 내 건축물을 1종 및 2종 시설물로 지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0) 남정호, 2009.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안지역 레질리언스 강화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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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들 시설물에 대해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  

  본계획을 수립·시행

자연재해대책법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은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자연재해위험지구’‘해일위험지구’로 지정 및 고시 할 수  

  있다.

사방사업법

※“사방사업”이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        

종·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산림청에 사업을 담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에 관한 대책뿐만 아니라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         

전, 식품안전 등에 관해 중앙정부, 광역정부 및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수립 및 시행

<표 4.3> 재해 대응 관련 제도 

「자연재해대책법」은 해일위험지구 등을 통해 연안지역에 특화된 정책대안

을 모색함에 있어 유용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재해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

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

위험지구로 구분 할 수 있다.그러나 정책수립의 초점은 해수면 상승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양상에 있기보다 해일이라는 재해의 한 국면에만 

맞추어져 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마련된「시설물의 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법」에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의 문제에 대응될 법적 수

단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의미하는데, 이 중 터널,갑분시설, 계류시설 등의 항만시설과 

하구둑, 수문, 통문, 제방 등의 하천시설이 연안지역과 관련되어 있다. 국토해

양부 장관은 이들 시설물에 대해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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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 및 행정기관장은 시설물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시설물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

으며,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기후변

화에 따른 해안지역 내 시설물의 재해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연안지역에 특화된 정책지침도 제공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사방사업법」은 해안사방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안 방재림 조성사

업’과‘해안침식방지사업’등의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연안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용은 현실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까닭은 

이 법의 운영 및 집행이 산림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21) 구체

적으로 사방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사방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기관,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사방지’를 지

정하는 기관, 그리고 국가 이외의 자가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사방사

업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이 모두 산림청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산

림청이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는「사방사업법」을 통해서 산림이 존재하지 

않는 연안지역에 적극적으로 시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의 재해 또한 재난의 일종이므로 종합적 재난관리의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토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포괄적 규정을 담고 있어 불확실성

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지구제도를 통해 개발행위에 대한 폭넓은 규제조치를 가

할 수 있는 적합한 법제도이다.

21) 남정호,전개서, p.52
22) 최충익,전개서, p.336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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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기후변화 적응 

불확실성
기후변화 
적응수단

연안지역 
특수성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 ○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 ○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 ○ ×

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 ×

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 ×

저탄소 녹색성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

○ △ ×

<표 4.4> 관련 지침내용 검토 결과 

 출처 : 최충익 (2012) 

본 연구의 대응 방향의 전제는 연안지역과 해안은 지속 발전이 요구되는 지

역으로 개발과 발전이 불가피하며, 그에 따른 대체 불가능한 생태계와 산업적, 

각종 재해의 1차 방어선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국제 사회는 

해안을 “보전 가치가 매우 높고 대체 불가능한”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과거 이상기후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는 제방을 쌓는 것으로

도 어느 정도 재해를 막을 수 있었으나 그러한 방법이 절대적일 수 없는 현실

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 방향은 방어 뿐만  아닌 적응의 전략이 필요하다. 적응 방안에 관한 다

양한 연구사례가 있으며, 그 예로 아래 <표 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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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응 방  안

적응 유형 적응 시기

자발적 

조정

전략적 

행동
반응적 예방적

관리적

이주

취약지구 미개발 √ √ √

조건적, 단계적 개발 억제 √ √ √

정부 보조금 폐지 √ √ √

가정되는 이동성 √ √

순응

최악 영향 회피 선행 계획 √ √ √

토지 이용 변경 √ √ √ √

건물 양식 변경 √ √ √

위협받는 생태계 보호 √ √

재해 지역 규제 √ √ √

규제 강화를 위한 재해 보험 √ √ √

방 어

hard

구조물 

방법

둑, 제방, 홍수 제방 √ √ √ √

방파제, 방벽 √ √ √ √

방사제 √ √ √ √

이안제 √ √ √

방조문, 방조제 √ √ √

해수 방어벽 √ √ √

soft 

구조물 

방법

주기적 사빈 공급 √ √ √

사구 복원 및 조성 √ √ √ √

습지 복원 및 조성 √ √ √

조림 √ √

<표 4.5> 해수면 상승에 대한 적응 방안 및 특성

   출처 : UNEP(1996)

위 표에서 보듯 적응 방안을 적응 방안별 유형과 도입 시기에 따라 구분하

였고, 해수면 상승에 대한 관리적 이주 전략은 대응 전략 중 가장 효율적인 

전략 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공단지역과 상업 중심지역의 경우 한계가 있다. 영도 매

립지와 같은 사회 기초 인프라 조성은 기후 변화 시대에 지양하는 바람직하

다. 이러한 연안역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오히려 취약성을 증가시

키며 해운대 마린 시티와 같은 해안과 인접해 범람 이 예상되고 태풍에 직접

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에 초고층 건축물 등이 지속적으로 들어선다면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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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구조물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오히려 효과적인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

다.  

기후 변화의 영향 인위적 요인
●해수면 상승( 해안침식, 침수 현상 증가)

●기상 변화(기온, 수온상승 등) 

●극 지방의 해빙, 해모

●자연 재해의 강도 및 빈도 증가

●바다 생태계 및 해류, 염도 등 변화

●급속발전에 따른 탄소배출 증가,대기오염

●연안지역 인구증가, 개발 집중

●기초 인프라 시설 및 매립지 증가

●자연 습지 감소와 생태계 파괴

●지자체 별 무분별한 토지 이용

↘↙
연안 지역 취약성 및 위험성 증가

●인명, 재산 피해

●태풍, 강풍 등의 빈도, 강도, 규모의 증가

●사회, 경제적 손실

●생태계와 자연 훼손

●자연재해에 대한 연안지역 1차 방어선 붕괴.

<표 4.6> 기후변화와 연안 지역 취약성 관계

현재 전 세계 연안 저지대는 인구와 개발이 집중되어 연안 10km 이내에 세

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

라의 경우 지리적 여건과 해안 지역의 경관적 가치와 자원 등으로 연안 지역

의 높은 개발 압력을 받아 왔으며, 건축물과 도로, 항만 등 기반 시설이 증가

되어 왔다. <표 4.6>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 지역의 취약성이 증가한다

면 이미 개발된 지역에 대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

국토 해양부에서는 해안 침수예상도를 시범 제작하여 연안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고 있다. 해안 침수예상도는 연안에 발생 할 수 있는 연안침식, 

침수범람, 그리고 기간 시설물 피해 등을 예측하여  연안재해 발생 시 그 피

해를 최소화하고, 연안시설물의 안정성 평가,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정비계

획 등의 중장기적인 연안관리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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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섹터-1 (남항동, 영선동 일대 및 봉래동 일부)

[그림 4.3] 섹터-1 지역경관

섹터-1은 영도다리와 부산대교로 이어지는 중소 조선 기자재 업체가 집중되

어 있  고 활발한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대평동 과 대교동, 남항동, 

영선2동, 신선동 지역으로 준공업과 더불어 중심 상업지역이다.

행정 구역상 면적은 면적 2.3㎢로써 소규모 사업체 2,797개와 종사자가 

11,055명으로 영도 전체인구 14만 8431명의 7.4%에 해당하는 인원이 집중 되

어 있고, 1931년부터 1934년 사이에 본동을 비롯하여 현 남항동(남항동, 구 대

교동, 구 대평동), 봉래동 일대에 걸친 매립공사로 현재의 지형을 갖게 되었다. 

1968년부터 1977년까지에 걸친 매립공사가 있은 후에도 설계와 공사 부실로 

여러 차례 범람이 일어나 이 지역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고 1981년 8월에 

있었던 태풍 '쥬디'와 '에그니스'로 인해 이 지역에서는 8억원의 피해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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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세대 6,286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지역이다.

(1) 침수 요인 및 예측

[그림 4.4] 섹터-1지역의 시나리오에 따른 침수범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합 계

섹터-1 1.18 ㎢ 0.49 ㎢ 증가 0.28 ㎢ 증가 1.95 ㎢

               <표 4.7> 시나리오에 따른 섹터-1 침수면적          (단위:㎢)

<표 4.7>에서 섹터-1의 경우 전체 침수면적의 평균 39%를 차지 할 만큼 저

지대 침수가 광범위하게 퍼져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장기적으

로 해수면 상승 시 침수예상 지역의 범위가 다른 섹터에 비해 넓은 지역으로 

저지대의 지형적 특성 이외에도 중심상업 및 공업지역 일부가 들어선 지역으

로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해안지역의 경사가 완만하고 표고가 높지 않아 집중호우 등에 빈번히 침수



- 66 -

가 발생하는 저지대 지역으로 해수면 상승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

역이다. 해수면 상승에 따라 장기적으로 남항동(대교동, 대평동 포함)과 영선

동 1가 일부와 영선동 2가, 봉래 1동, 봉래 3동 일부가 침수가 예상된다. 현재 

대평동과 대교동은 남항동 일대에 비해 지형이 조금 높아 집중호우나 침수발

생 시 바다로 유출되지 못하고 경계도로와 남항동내에 침수상황이 발생하여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상습 침수지역으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남항남로 

29-2번지 일대)

(2) 지역특성 및 현황

대교동 봉래동 선박 기자재 업체 남항동 방파제

[그림 4.5] 섹터-1 주변경관 

SECTOR-1은 영도다리와 부산대교로 이어지는 지역에 [그림 4.5]와 같이 중

소 조선 기자재 업체가 집중되어 있고 활발한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대평동 과 대교동, 남항동, 영선2동, 신선동 지역으로 준공업과 더불어 중심 

상업지역이다.

대교동 연립주택 남항동 공사현장 남항동 주택가 골목 남항동 침수지역 

[그림 4.6] 침수지역 및 대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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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침수원인은 저지대 침수 지역으로 남항동 일대지역은 대평동과 대교동 

보다 낮은 웅덩이와 같은 지형을 이루고 있어 집중호우 등 빗물이 바다로 빠

져나가지 못하고 배수로에서 역류하여 차도 및 주택가가 침수되는 지역이다.

[그림 4.6]에서와 같이 건물에는 간단한 침수방지 모래주머니를 보관하고 있

고, 현재 남항동 일대는 배수로가 개방이 불가능한 차단막으로 되어있어 청소

가 불가한 상황이다. 배수로에 이물질과 오물 등이 퇴적되어 배수로 기능을 

상실하여 구청에서는 남항동 일대 모든 도로에 5m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 

배수로 기능을 살리고 청소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 이다. 주택가 골목이 일반 

도로보다 낮게 되어 있어 우수가 역류하게 되면 침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선박 수리소 및 기자재 공장은 도로와 단 차이를 두지 않고 있어 침수에 매우 

취약하며 차수막 또한 없는 상황이다. 

현재 Sector-1에 발생하는 침수원인은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저지대

인 남항동으로 유입되어 같은 저지대 임에도 불구하고 지형상 웅덩이와 같은 

형세를 이루고 있어 대평동과 대교동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배수시설 또한 

용량초과로 인하여 역류성 침수피해가 차도와 주택골목 등으로  빈번하게 발

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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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드웨어적 대응 방안

A 구역  Ÿ 지역내 공원 및 녹지 공간조성. (재해 완충공간 확보)

B 구역  Ÿ 도시 침수조절용 저류지 조성.(웅덩이 지형으로 습지공원 등으로 조성)

C 구역  Ÿ 태풍 및 월파에 의한 침수대비용 건축물의 적응화.(단기적 대응방안)

D 구역  Ÿ D 위치에 대피소 추가 마련.(현재 B구역 대평초등학교 1곳 지정) 

[그림 4.7] 섹터-1 상세 침수 대응구역 설정 

남항동, 영선동 일대 및 봉래동 일부지역인 섹터-1침수지역을 세분화 하여 

[그림 4.7]과 같이 A,B,C,D 구역으로 나누어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앞서 지역

현황에서 언급 하였듯이 전체적인 침수지역 중 각 구획마다 각기 다른 지역특

징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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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구역 (남항동 2가 일대)

영도대교 일원 남항동 방파제 일원

출처 : 영도구청‘영도비전 2020’(2007)

[그림-4.8] 영도 남항동 일대 장기발전 계획조성 조감도

영도구청에서는 영도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계획 ‘영도비전 2020’ 제시 하

였다. [그림4.8]은 남항동 방파제 일원과 영도대교 일원에 대한 발전계획 조성

조감도이다. A 구역인 남항동 일원에 뉴타운 개발과 영도 브릿지하버 조성 계

획안을 마련하였다. 남항동 방파제 일원에 선용품 물류센터를 계획하였고, 레

져보트와 유람선, 요트 등의 계류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위락시설과 요트

계류장 등을 설치한 조성안에서 침수에 대비한 대응 마련은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기존 개발 계획안에서 단기적으로는 상업을 목적으로 한 시설만을 

배치하고 이용한다면 장기적으로 이 일대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침수가 되

어 결과적으로 모두 이전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바다와 인접해 이용하고자 한다면 건축물에 대한 장기적인 침수 

대비와 태풍과 같은 외력에 대한 대비를 함께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이러한 공간은 저지대 침수지역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토지이용을 규제

하고 지역전체를 침수와 태풍에 대비한 완충공간으로써 역할을 하는 녹지공간

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침수와 무관한 

레저보트와 해상택시, 요트 계류장 등으로 조성하여 상업성과 지역적 활성화

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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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항동 2가 일대 위성사진 기존 개발 조감도

전면 녹지공원 조성 조감도

A: 녹지공원 조성 B: 공연장 및 위락장소 C: 인공 수변공간 D: 휴게 및 대피시설

E: 요트 육상 거치장 F: 요트 계류장 시설 G: 주차장 H: 등대

[그림 4.9] 남항동2가 일대 공원조성 조감도-개선안 

앞서 언급 하였듯 기존의 발전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전면 재검토

가 아닌 일부 수정하여 상업목적이 아닌 장기적이고 재해예방 및 도시계획 측

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주민편의와 재해대응차원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에 대비하고 이러한 

영향을 완화 할 수 있는 계획안 포함이 필요하다. [그림 4.9] 개선안에서 녹지

공원을 조성하고 전면에 기존의 요트계류장 설치는 그대로 유지하되 인공 사

빈 등을 조성하여 수변공간으로써 지역 활성화와 주민 편의 및 경제적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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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에 대비 할 수는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4.10] 현재 영도구 대피소현황 및 대피경로

또한 현재 영도구청에서는 재해 발생 시 [그림 4.10]과 같이 대평초등학교를 

대피소로 지정 하였다. 이러한 공공건물의 대규모 임시 피난장소가 아닌 앞서 

언급한 개선안 조감도에서 공원 내 소규모의 긴급 대피 장소로써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대피경로를 다양화 하고 대평초등학교 한 

곳만 지정되어 있는 대피소와 더불어 소규모의 대피소를 여러 곳 설치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 

[그림 4.11] 공원 내 휴게 및 대피시설 조감도

문화시설 및 위락시설 공간으로써의 역할 뿐만 아니라 [그림 4.11]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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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공간과 대피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하여 평상시에는 

휴식공간 및 시내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망장소로 이

용하고 장기적인 침수 대비와 재해 시 임시 대피공간으로 활용한다. 

(2) B 구역 (남항동 3가 일대)

[그림 4.12] 침수대응 B구역 지형 단면 모식도

지형적으로 남항동 일부 지역이 [그림 4.12]와 같은 웅덩이 형태로써 대평동

과 대교동으로 연결되는 구간을 근본적인 배수로 용량초과로 인해 침수가 빈

번하므로 용량을  증설하고 대용량 연결 배수로 설치와 남항동, 대평동, 대교

동을 잇는 직선화가 필요하다. 인공 수로와 같은 관리 시설들을 다른 호환 가

능한 용도와 결합하여 다목적 시설로 활용, 비용과 유지비를 절약 할 수 있으

며 주역주민에게 친근한 시설로 인식되게 조성 한다. 현재 배수로 용량으로 

인해 B지역은 역류성 침수가 발생하므로 증설이 불가피 하다. 장기적으로 지

역 재개발로 노후주택과 골목길 정비하고, 평상시에는 건조한 상태로 공원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만, 일정 유출량 이상에 대해서는 저류기능을 담당하

는 등의 침수에 대비한 기능을 함께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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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지 조성 시 유출 조절과 함께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습지, 

야생 서식지와 수질 관리 시설을 포함하여 조성 한다.

(3) C 구역 (대평동, 대교동, 봉래동 일대)

피로티 형식의 공장 모형도 사무실 및 주택 모형도

[그림 4.13] 침수대응 건물 모형도 

장기적으로 해수면 상승 시 남항동 일대 대부분이 침수되는 것으로 예측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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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광범위하게 침수되므로 구역 전체가 건물의 적응화가 필요하나 단기간에 

전체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안에 인접한 건물들은 집중호우

에 의한 침수 피해 및 태풍에 의한 월파 등과 같은 많은 외력에 의한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우선적이고 단계적으로 대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역전

체가 이러한 침수에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그림 4.13]과 같이 공장은 1층 공간을 피로티 형식을 취하고 사무실의 경우 

일층 공간을 언제든지 비울 수 있는 형식을 취하여 침수에 대비해 나가야 한

다. 선박 수리업체와 소규모 가자재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있어 해안에

서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건물을 재정비해야 한다. 

봉래동 공장의 경우 도로부분과 단차이가 없이 지어져 있어 [그림 4.13]의 

공장 모형도와 같이 건축물의 1층 공간을 최소한의 업무공간으로 사용하여 최

대한 비우고 건물1층과 지하실은 지양하여 차수막 설치를 그림과 같이 평상시

에는 열려 있는 상태로 두고 침수가 예상될 시 언제든지 침수를 차단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는 것이 하나의 건축물의 구조적 적응화 방법이 된다. 더불어 

이러한 침수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건물에 태양열 판 

설치와 같은 친환경적 설계로 단지 조성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해안에 가장 인접한 지역부터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건축물이 침수

에 대비한 적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전체 침수지역을 새로운 도시계획

이 향 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건물 지하에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전기실의 경우 상층부 또는 지상 설치 높이규정 등을 마련하는 제도적으로 시

설 관리법에 의한 연안지역 침수대비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4) D 대피경로 및 공간 마련

앞서 A구역 대피소 설치에 언급 하였듯 현재 B 구역에 대평초등학교를 대

피소로 지정하고 있다. 장기적인 침수가 발생하게 되면 광범위한 침수피해 지

역을 전체적으로 나누어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 확보와 대피경로 다양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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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터-1에서 섹터-4까지 이러한 대피공간을 각각 마련, 전체를 통합하여 영

도 지역 전체를 재해에 대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각 지역별로 구체적이고 

신속한 대응마련이 용이하다. 지역별 이러한 대피소 마련은 초등학교와 같은 

넓은 장소 뿐 만 아니라 소규모의 공공장소로써 각 동마다의 주민센터를 함께 

이용하여 지역 거주민이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현재 지역상황에 맞는 각각의 

재해 규모와 피해예상 요인 및 대응책을 마련하여 전체 지역을 종합적이고 효

율적인 대응책을 마련 할 수 있다.   

[그림-4.14] 섹터-1 대피소 추가설치 장소 및 방안 모식도

현재 영도구청에서는 [그림-4.14]에와 같이 대평초등학교 1곳을 대피소로 지

정 하였고 초등학교 이외에 소규모의 긴급 이동장소와 긴급한 구호물품 전달, 

임시 대피소로써 대교초등학교 인근의 봉래 1동 주민센터와 현재 대평초등학

교 인근의 영선2동 주민  센터를 대피소로 마련, 재난 상황과 대응센터 역할

을 함께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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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섹터별 주민센터를 소규모의 대피소로 연계하여 전체지역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재난 발령 시 각 지역의 주민 센터를 재난방지센터로 지정하여 유사

시 신속한 대응과 주민들에게 대피명령과 피해복구 등의 직접적인 역할을 수

행해야 한다. 

현재 대피장소로 대평초등학교 이외에 반대편 지역에 대교초등학교를 대피

소로 지정   하여 구역을 분산하고 대피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 대교 초등학

교는 인근 300m 내에 영도병원, 119 안전센터, 경찰서 등이 위치하여 있어 재

난 시 대피장소로 적합하며 영도다리와 부산대교로의 접근성 또한 용이하여 

유사시 시내로의 진입이 신속 가능하다.

2) 소프트웨어적 대응 방안

SECTOR-1은 주택의 경우 노후화와 지형적으로 저지대일 뿐만 아니라 우수

가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웅덩이 지형이 곳곳에 있어 침수가 발생되는 지

역이다. 현 시점에서는 녹지 공간 조성과 건축물의 1층을 비우고 지하 전기시

설을 상층부로 이동하는 등과 같은 변경을 통한 침수대비가 필요하며 제도적

으로도 대비가 필요하다. 

구조물의 잦은 침수와 바다의 염화물질 등이 콘크리트의 산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균열을 유발하여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며 수명 

단축에 따라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닌 재시공해야 하는 사례가 증가 할 것이

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하고,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형건축물 

등에는 차수시설을 의무 설치하여 지하주차장과 출입구, 피뢰 설치와 배수 시

설 등 건축물 허가 및 적용에 좀 더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재해에 대한 재해보험을 만들어 이러한 재해위험 지역은 의무적인 재해보험을 

가입하여 피해 보상 제도를 만드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청양군에서는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가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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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시행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5~62%를 지

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86%까지 지원해주고 있다.‘풍수해보

험’은 자연재해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7개로 가입 대

상은 주택(동산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가입은 

군청과 읍,면사무소와 판매보험사를 통해 할 수 있다.23)

정책보험 비  고 민영보험 비  고

풍수해

보험
주택, 온실 대상

화재보험 

풍수재 특약

보통약관에서는 면책이나 

특약으로 보상

농작물

재해보험

농작물(사과,배 등 

30개)대상

주택상공

종합보험

전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를 위로금으로 지급

가축

재해보험

가축(소, 돼지 등 

16마리)대상

동산종합보험 

풍수재 특약
화재보험 풍수재 특약과 동일

양식물

재해보험

넙치(우럭, 양식시설 

등으로 확대 예정) 대상

전 위험 

담보보험
주로 대규모 기업성 물건이 대상

자동차 보험 자기

차량 손해 특약
침수에 의한 차량손해액 보상

<표 4.8> 국내 자연재해리스크 관련 보험

 출처 : 소방방재청 (2011)

<표 4.8>과 같은 정책보험과 관련해 아직까지 국가차원의 재원마련과 확대

가 필요하며 충분한 정보가 없어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침수에 관련해

서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만이 있어 매우 한정되어 있고, 화재보험에서도 매우 

국한되어 있다. 자연재해 위험은 개인적 측면이 아닌 사회 연대적 책임을 요

구하는 위험임을 인식하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SECTOR-1은 조선 업체와 선박 등을 수리하기 위하여 바다를 접하고 있어

야 하는 특수성에 의해 공원과 같은 대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하기에는 한계성

이 있고, 이주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공장들의 경우 선박

수리 등 해안가에 인접하여 있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전이 불

23) 충청남도청 홈페이지-도정소식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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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경우로써 건축물의 구조적 변경을 유도하고 강력한 법적 규제와 재해

보험 등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드웨어적으로는 완충역

할을 하는 인공구조물을 조성하여 유형화 사례에서 언급한 그림-4.4 <인공구

조물에 의한 녹지공간> 과 같은 대응방안이 적합하다.   

이러한 상습 침수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배수유역에서 충분한 저류시

설과 충분한 녹지,공원 확보가 필요하며 종합적 방재지구 지정과 방재시설의 

설정을 집중적인 계도 및 관리가 우선 되어야 한다. 

건축설계 측면에서 건축구조 기준을 마련하여 차수막 설치 등 집중호우와 

같은 침수피해에 대해서도 대비하여 우수유출 저감시설인 투수성 포장, 투수

성 보도 블럭 등을 설치하고 건축물 저류시설 또는 자연형 저류시설 설치 등

을 강화하여 도시 침수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건축설계 측면의 방재계획은 사실상 시작단계로서 2011년 ‘공동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국토해양부가 마련하였으나 범위도 공동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고 내용도 차수막 위주의 지침만을 제시하고 있는 한계

가 있다.24)

보다 구체화된 표준안을 제시, 재해 취약지역에 별도의 토지이용계획을 수

립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현재 쓰나미로 인한 원전사고 이후 방재계획을 전

면 재검토 중이다. 풍수해 보험과 같은 재해보험은 단순히 피해에 따른 금전

적인 보상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방재계획과 연계를 통해 예방에 대한 계획도 

보완해야 한다.

섹터-1은 소프트웨어적 대응방안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대피소가 부족한 만큼 대피소 장소를 인근 주민에게 알리는 실

질적인 유인물 배포, 주민 자치 활동 단체를 활용을 통한 정기

적 교육과 대피경로는 경로에 따른 건물에 명확히 알 수 있는 

대피경로 표시 시설물을 설치하여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한다. (대피소 현황 및 연락처, 대피경로 등 기재)

24) HAUDREPORT ‘재해·재난 대비 향후 전망-도시건축적 대응시스템 구축 방향’(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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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하고 국가에서는 위험지구 지정 시 재해

관련 예산을 확보 할 수 있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장기적 대응

마련이 용이하게 해준다. (배수로 노후화, 용량증설, 대피소 설

치-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집행)

다. 지역 침수재해보험을 만들어 가입을 유도하고 침수피해 보상제

도 마련.

라. 침수에 관한 보상기준 마련-일반시설, 건물파손, 재산피해기준 

가이드라인 설정.

마. 침수흔적도 및 예상도 작성하여 공고- 해당지역으로 이주 시 사

전에 미리 침수 재해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구청 또는 온라인

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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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섹터-2 (청학동 삼삼 공업단지 일대)

[그림 4.15] 섹터-2 지역경관

현재 조선소와 공장이 들어서 있는 지역으로써 현재 북항대교 공사구간 일

부와 한진 중공업에서 공업단지로 들어오는 일부도로에서 침수와 배수로 역류

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침수에 대해 큰 피해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해수면 상

승 시 불가피하게 해안선이 후퇴되어 침수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침

수문제에 대한 대응보다는 장기적으로 단계적인 대응을 마련을 해야 하며, 내

해쪽으로 접해 있어 태풍과 같은 외력에 대하여 직접인 영향에는 어느 정도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지만 앞으로의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발생 빈도

와 규모, 지속적인 해수면 상승 시 그에 따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 

수변공원 북항대교 공사 세일 중공업 청학삼삼공업단지

[그림 4.16] 섹터-2 주변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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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동과 청학동에 위치한 한진 중공업 조선소와 청학삼삼공업단지구역으로 

[그림 4.16]과 같이 부두와 중공업이 들어선 공업지역이고, 산복·중복도로를 

끼고 있으며 해돋이 마을 등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이기도 하다. 

행정구역 세대 인구(명) 사업체수 종사자수 면적(㎢)

청학1동 3,793 9,303 416 1,487 0.90

청학2동 8,630 23,495 1,010 5,741 1.67

동삼1동 12,989 34,880 1,375 5,176 3.86

<표 4.9> 섹터-2 행정구역 정보

<표 4.9>는 행정구역 면적에 비하여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지역 내 재래시

장인 청학시장을 중심으로 소규모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향후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도시기반시설확충이 필요한 지역이며 봉래산 경사지역 및 이면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하여 대단위 아파트 건설 등 신흥주택가 형성되어 있다.

[그림 4.17] 섹터-2지역의 시나리오에 따른 침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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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합계

섹터-2 0.87㎢ 0.20㎢ 증가 0.12㎢ 증가 1.19 ㎢

<표 4.10> 시나리오에 따른 섹터-2 침수면적

조선소 및 선박수리 업체와 제조공장 등이 들어서 있어서 무거운 중장비가 

설치 및 운영되어 침수 및 태풍과 강풍 등에 대비한 시설기준 마련 또한  필

요하다. 섹터-2는 해안지역의 경사가 완만하고 표고가 높지 않아 도로 침수가 

발생하는 저지대 지역으로 해수면 상승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다. 내해에 위치하여 태풍과 같은 외력에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피가 적지만 

저지대로써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현재는 집중

호우 등에 따른 도로 침수가 발생하고 있다. [그림 4.17]과 같이 시나리오 따

른 침수예상 범위는 봉래 2동일부, 청학 1동, 청학 2동 조선소 앞 도로와 주거

지역 일부 침수가 예상된다. 

1) 하드웨어적 대응 방안

[그림 4.18]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습지 보전 방식 사례

출처: http://nca2009.globalchang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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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지역 적응 전략 중 이주(Retreat)의 경우 단계적으로 이주하여 장기적으

로 모두 공간을 비우는 외국의 연구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림-4.18]은 미국의 연안 습지 보전 전략 모식도이다. 해수면 상승과 관련

하여 연안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개인 사유지를 

장기적으로 특정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장기지역권(rolling easement)이 있

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장기 지역권은 개발을 허용하지만 방파제의 같은 보호 설치물을 

건설토록 허용하지 않음.

나. 개발자는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이 미래에 침수 될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함.

다. 범람에 대비해 필로티 방식으로 지어진 건물은 연안지역에서 40년 

동안은 사유지로써 활용 될 수 있음.

라. 80년 이후에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연안습지가 사유지 안쪽으로 

경계선을 변경. (설치된 하수 시설 및 정화시스템은 해수범람으로 

운영이 어렵게 됨.)

마. 100년 후에는 건물이 철거되며 연안 습지로 자연스럽게 공유지로 

변환.

바.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거래할 

수도 있음. 

섹터-2와 같은 조선소 및 공업단지의 경우 장기적인 침수에 대비해 단계적

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 한다. 한꺼번에 이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

과적으로 모두 이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개발억제 정책과 불가피한 개발 

시 세부적인 전략계획을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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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섹터-2의 경우도 현재 사유지에서 단계적으로 

점차 공용공간으로 활용, 모두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 [그림-4.19]와 같이 장기적인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적인 

실행 계획과 장기적인 지역 활용 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단계적인 이동계획 시나리오 작성.

② 단기적으로 기존건물의 기둥을 보강하여 단계별 건축물의 상부로 

이동.

③ 건축물의 이동에 따른 바닥의 기준 표고를 철거 가능한 바닥으로 

시공하여 설치.

④ 장기적으로 건물의 장소 이동과 바닥 철거를 통한 변화 된 해안선 

적응.

⑤ 기반시설이 집중된 도시하천유역의 통합적, 체계적 수해관리를 위

해 유역 내 하천, 하수도, 빗물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 등 관리.

⑥ 저지대 완충공간으로 방재림 조성.

⑦ 북항대교 건설과 연계된 현재 침수도로 구역을 재정비.

⑧ 장기적으로 영도발전2020’계획에서 구상한 MT클러스터, 특화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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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침수 시나리오에 따른 단계별 이주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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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적 대응 방안

기반시설이 집중된 도시하천유역의 통합적, 체계적 수해관리를 위해 유역 

내 하천, 하수도, 빗물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을 통합, 연계하는 ‘도시하

천유역종합계획’이 필요하다. 개정된 하천법에서는 유역종합계획의 개념이 

종전에 비해 다소 수정되었으므로 하천법을 일부 보완하면 현행 유역종합계획

과 차별화된 중소규모의 ‘도시하천유역종합계획’수립도 가능할 것이다.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차원에

서 부지매입을 통한 항만이전이 장기적으로 최적의 대응방안이다.

섹터-2는 소프트웨어적 대응방안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정부차원에서 부지매입을 통한 항만이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함.

나. 도시하천유역종합계획’수립.

다. 단계적 개발 억제와 토지 이용 규제.

라. 도시하천유역종합계획’수립.

25) 심우배, 2008. 우리나라 도시침수피해 특성과 대응과제, 국토연구원.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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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섹터-3 (동삼 3동 매립지 일대)

[그림-4.20] 섹터-3 지역경관

태종대(부산기념물 28)를 포함하고 있는 영도 남쪽지역으로, 북쪽은 청학동, 

서쪽은 신선동과 접해 있고, 동삼동은 상리(上里)·중리(中里)·하리(下里)의 3

개 마을로 형성되어 있고, 하리는 매립지로 개발하여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

다. 조도(朝島)에 위치한 한국해양대학교와 동삼동 혁신 개발 매립지 내 해양

박물관과 크루즈 터미널이 위치해 있다. 봉래산 경사지역에서 이면도로 등 도

시기반시설 부족하고 대단위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다. 2012년 현재 7월 국립 

해양박물관 개관과 해양수산연수원 등이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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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박물관 앞 해양연구원 앞도로 하리 매립지역 동삼동 매립지

[그림 4.21] 섹터-3 주변경관 

SECTOR-3 은 매립지로써 [그림 4.21]과 같이 한국 해양대, 국립해양박물관, 

국제 크루즈 터미널 등이 위치한 중요한 공공 기반 시설이 들어서 있는 지역

이다. 

우리나라는 국토개발의 초창기부터 임해 지향적 개발이 추진되면서 무분별

한 연안개발과 그에 따른 연안재해, 해안침식 등으로 더욱 취약성을 가중시켰

다. 최근에는 동북아 무역의 허브구축을 위한 항만개발, 조선특구 개발 등 다

양한 목적의 연안매립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해양스포츠와 해양 휴양 및 위락

시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연안 개발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해양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개발수요의 증가는 해안재해, 생태계 서식처 파괴, 

습지 손실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동삼동 매립지 내 해양박물관과 해양 연수원 건물 등이 들어서 있으며 바다

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외력에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들어설 건물에 대해서 침수에 대비한 건축물의 설비와 구

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매립개발지역 내 일부도로와 해양연수원 앞 도로와 

배후 주거지 연결도로 일부구간 에서 부분 침수가 발생 하였고 노후 된 주택

밀집지역인 상리와 동삼 2동 일부지역은 지역급경사지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배수용량을 초과하여 역류가 발생 한다.

하리 매립개발지는 매립지역내에 침수가 발생하여 일부 토양이 유실되어 침

식되기도 했으며 이면도로(태종로)보다 낮은 지형으로 배수로 역류가 발생하여 

일부 골목이 침수 되었다. 현재 매립지 내 경관수로 폭이 종전보다 좁아져 바

닷물이 자연스레 소통되지 못해 악취와 수질오염 등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바

닷물이 흘러가는 하천형 배수로임에도 양방향에서 바닷물이 유입됐다 재차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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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유출되는 까닭에 배수로 중심부가 침수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공

사를 진행 하였다.

[그림 4.22] 섹터-3지역의 시나리오에 따른 침수범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합 계

섹터-3 0.94㎢ 0.09㎢ 증가 0.14㎢ 증가 1.17㎢

<표 4.11> 시나리오에 따른 섹터-3 침수면적

이상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시 <표 4.11>과 같이 시나리오-1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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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면적 0.94㎢ 발생하게 되고 매립지 내에 있는 해양박물관 등 건물지상부

분이 침수되며 시나리오-3에 의해 최종적으로 매립지와 해양대학교 연결도로

가 전면 침수범위가 된다.

바다와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어 태풍과 같은 외력과 해수면이 상승되면 매

립지 전체가 침수범위로 동삼 3동과 해양 박물관과 크루즈 터미널이 있는 동

삼 1동 매립지가 침수 예상된다.

1) 하드웨어적 대응 방안

섹터-3은 저지대 매립 개발지역으로 중요한 건물과 시설물이 들어서 있다. 

장기적 해수면 상승에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 외국사례에서 이러한 장기적 해

수면 상승을 고려하여 아래 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기준표고를 높여서 건물

을 짓는 것 또한 좋은 사례라 볼 수 있다. 

[그림 4.23]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평균 기준표고를 높인 건물 사례

[그림 4.23]은 2009년 예전 찰스타운 해군조선소 부지에 새롭게 건립한 스폴

딩 재활병원의 해당 건축물의 기준표고를 해수면 상승에 고려하여 2ft 높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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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으며, 침수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전기시스템은 지층에서 옥상으로 옮

기도록 설계변경을 하였다. 개발사업의 건축물 승인과정에서도 사업계획의 내

용에 기후변화적응을 포함 하도록 주정부와 시정부의 해수면 상승 및 기후변

화 전략에 부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26)

동삼동 혁신지구 개발 조감도 토지이용계획도

출처 : 영도구청‘영도비전 2020’(2007)

[그림 4.24] 동삼혁신지구 개발계획 조성도

동삼동 매립지역은 현재 [그림 4.24]와 같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개발 

방향은 공공기관 정착과 친환경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산․ 학․ 연 혁신 클러스

터 구축 환경을 조성하여 랜드마크 시설과 해양친수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기

본계획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 계획과 함께 해수면 상승에 대한 침수대비는 마련되어 있지 않

다. 다만 태풍과 같은 피해에 대비하여 해안가 전면에 방재림과 공원을 설치

하고 주요 공공기관이 배치되어 있지만 이러한 계획은 단기적으로 태풍피해와 

같은 재해에 대한 대비와 지역 활성화 목적에 불과하고 장기적으로 이상기후

로 인한 해수면 상승 시 매립지 전면이 침수가 예측되는 상황에는 대비가 미

26) 부산발전연구원, 2012. ‘부산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3장 기후변화 적응대책 선
진사례’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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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한 상태이다. 

A: 상.하부 연결 도로(구획별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개별 진입로 설치.)

B: 진입로

C: 상부 시설배치 공간(전체 공간을 블록화하여 단계적으로 조성.)

D: 상부 녹지공간 (일부 상부공간에 방재 역할의 녹지공간 조성.)

E: 하부 녹지공간 (피로티 구조로 전체를 비우고 저류시설 및 녹지 공간 조성.) 

[그림 4.25] 동삼 매립지역 내 기준표고를 높인 전체 조감도-개선안

[그림 4.26] 상.하부 연결 진입도로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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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은 각각의 구역을 블록화 하여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그림 4.26]과 같이 설치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단계적인 블록 배치를 

형성하여 전체 블록화 단지가 조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연결도로 배치는 계

획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져 향 후 매립지 침수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4.27] 하부 입면도

장기적으로 침수에 대비하여 각각의 단지 조성 시 소규모로 블록화하여 각

각의 기준 표고를 6m 높이의 기둥을 세워 그 위에 건물을 짓고, 전체 지역에 

각각의 블록이 모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각각의 블록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

설하여 유기적인 공간을 구성한다. 지면에 건물을 지을 경우 장기적으로 해수

면 상승 시 불가피한 재건축 및 재개발이 불가피하다. 토지이용 계획 초기단

계에서부터 기준표고를 높여 [그림 4.27]과 같이 하부공간을 지면에서 띄움으

로써 급격한 기온 상승과 변화와 건물에 미치는 과도한 지열을 억제함과 동시

에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하부공간은 현재 집중폭우 등 

빈번한 배수용량으로 인한 침수에 대비하여 부족한 저류시설 공간으로 활용하

여 침수에 대비 할 수 있다. 태풍과 같은 직접적인 영향과 월파에 의한 침수 

또한 방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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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투수성 블록과 도로 설치 사례

하부공간에 저류시설 설치와 상부 도로연결 도로를 [그림 4.28]과 같이 투수

성 도로로 설치하여 우수에 대비한 침수와 배수용량을 조절하고, 우수를 저장

하여 건물의 화장실 세정수, 청소용수, 조경수 등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과 

경비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삼척시 재해 안내판 고양시 침수 흔적 표시판 구미시 광평동 대피소 표시

[그림 4.29] 재해 안내 표시 사례

현재 국내에서 [그림 4.29]와 같이 재해와 침수에 대한 표시 및 안내판 설치

가 증가하고 있다. 동삼동 매립개발지역 내 대피와 재해 안내에 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대피 안내판 설치 및 인근에 유사시 대피 할 수 있

는 장소를 지정해야 한다.

아래 [그림 4.30]은 구역 내 재해 발생정보와 대피요령, 대피장소, 대피경로 

정보를 일반인들 접근이 용이한 해당 지역 시설물을  설치한 그림이다. 실시

간 공고 및 해양대 내 긴급 재난 대피소 건물을 지정하여 유사시 이용한다. 

(외부도로 단절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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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동삼동 매립지 대피 안내판 설치 그림

2) 소프트웨어적 대응 방안

이러한 개발이 불가피하고 매립을 통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이해관계자와 

의사결정자 사이에 연구되어야 할 사항들이 일반인들의 성공적 참여를 통한 

의사 결정과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SECTOR-3은 매립지 개발에 따른 공공시설과 도로, 건물 등 인프라는 수십 

년 간 지속되므로 먼저 주요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와 침수피해 등 사회 경제적 피해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재난관리 접근을 통해 

모든 분야의 계획과 정책결정 영역에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획 및 정책 초기단계에서 정책목표와 연계하여 사전 검토27)하여야 하고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지속 가능성 평가 등 기존 평가 제도를 보완하고 도

시기본계획, 연안관리법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적 기준을 마련하여 가이드라인

27) 강태순․ 문승록․ 남수용․ 심재설, 2010. 해일/범람에 따른 해안 매립지의 취약성, 한국해양공학회지, 제 24권, 제1호.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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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작성해야 한다. 가시적인 성과와 근시안적 정책 결정과 철저한 현장검토가 

수반되지 않는 한 이러한 재해에 대응하는 조치는 뒤처질 수 밖에 없고, 외국

의 선진 사례를 통한 꾸준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우리에게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 중 캐나다의 경우 2007년 ‘기후변화 영

향의 취약성, 적응을 평가한 종합보고서(From Impacts to Adaptation : Canada 

in a Changing Climate 2007)’에서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관련 연구자들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28)

실질적인 주체인 지자체와 시민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홍보와 교

육을 통해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 인식과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출처: 부산광역시 유시티 정책팀 ‘U-ity 추진 계획보고서’(2008)

http://www.busan.go.kr/03administration/0302project/01_04_01.jsp

[그림 4.31] U-방재센터 통합시스템 예시

[그림 4.31]은 부산시에 추진하는 방재 통합시스템으로써 온라인으로도 해당

28)조경두, 장훈, 2010. 인천지역 기후변화 실태분석 및 적응대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인천발전연
구원, IDI연구보고서,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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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재해정보 접근이 용이하게 만들어 일반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인식을 높

이고 행동 요령을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

여 국가예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매립지의 경우 불가피한 개발로 인한 피해

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저감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예방 대책의 투자를 통해 재해경

감효과가 30~40% 있었음이 연구된 바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예방투자비용 : 

재해경감비용의 비율이 1:10 임을 밝힌 바 있다.29)

구분 취약성 평가 및 적응대책

해안관리

취약성 ⦁해수면 상승과 폭풍에 따른 영향

대  책
⦁둑 혹은 항구 건축시 이를 고려

⦁폭풍우에 따른 구조 대책 미련 및 경조 조치 준비

토지이용계획

취약성

⦁강수의 양과 패턴 변화, 해수면 변화에 따른 해안 

⦁지역의 영향(덴마크 국민의 43%가 해안 지역에 거주)

⦁물 증가에 따른 Landslide 증가

대  책

⦁위험지역에 대한 건축 계획 제한

⦁지도상에 위험 지역을 표시해 지방 당국자, 시민, 사업가들에

  게 제공

건축물

취약성
⦁극한적 기후에 따른 건물 및 건축물의 결함 발생가능

⦁바람과 월파에 의한 도로 및 철도의 영향

대  책
⦁온도와 습도 조절에 대한 기술상의 대책

⦁기수변화 영향을 고려한 도로와 철도의 재정비

생태계 및 

자연환경

취약성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및 생물종의 변화

대  책

⦁적응 정책을 모든 부분의 자연과 환경에 대한 고려에 따라    

  수립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에 대한 영향 측정

⦁기후변화 적응 가이드라인 제작

보  험

취약성 ⦁극단적 기후에 따른 재해로 인한 보험업계의 직접적 영향

대  책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금융 상품 및 기후변화를 고려한     

  보험 상품의 개발

⦁예상되는‘weather damage'에 따른 보험료 조절

<표 4.12> 덴마크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대책

<표 4.12>는 덴마크의 기후변화의 취약성과 적응대책에 대한 사례에서‘기

후변화에 대한 적응은 장기간의 과정이고 어떠한 결과가 언제 발생하며 어떻

29) 송재우, 2005. 방재정책 측면에서의 국가 재해관리시스템 개선 방향, 한국수자원학회.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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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덴마

크 정부는 정보 캠페인과 정부 관계자, 사업자, 시민의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중앙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기초하

고 있고 해안관리, 건축물, 농업 및 어업, 생태계, 토지 이용계획, 구조준비, 보

험 등 11개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 분석을 내놓았다. 

부산광역시에서는 [그림 4.31]과 같이 재해·재난 발생 시 응급대책 수립을 

위한 신속한 도시 방재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해 통합 플랫폼을 구상 중에 있

다. 내용은 해양도시 특성에 적합한 도시방제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해일·수

해 등 자연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최적의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시방재 시스템을 IT를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다.30)

이러한 방법은 방파제와 같은 일차적 수단에 의존해서 피해를 예방하기란 

한계성이 있고 이러한 지역의 경우 재해 완충구역과 재해알림 시설물을 적극 

설치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이 아닌 저감 하는 방안과 피해 시 복구에 초

점을 맞춰 비용과 기간, 규모, 방법 등이 용이한 방향의 대응방안 마련이 이러

한 매립, 개발지역의 경우 필요하다.  

30) 부산광역시‘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방재 및 안전계획’(2012) P.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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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SECTOR-4 ( 감지해변 및 중리 해안가 일대 )

[그림 4.32] 섹터-4 지역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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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삼 1동 해안가 동삼동 절영로 감지해변 해변 배후지

[그림 4.33] 섹터-4 주변경관

태종대 해수욕장이 있고, 녹지지역으로써 외항 쪽에 위치하여 태풍이 내습 

시 가장 먼  저 영향권에 들어오며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는 지

역이다. 

[그림 4.33]과 같이 현재 해수욕장 앞부분만 일반인 이용이 가능하고 뒤편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고 토지 이용상 전·답으로 되어 있어 건축허가가 힘들

고 고철 및 쓰레기 처리장 등 가 건물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이용되고 있다. 

해변가 상인들 또한 뒤편의 넓은 지역을 구청에 공공 장소로써 활성화를 요구

하는 있는 상황이며, 관광객들 또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태풍과 집중호우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구청에서 대피알림 

차량이 와서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 <표4.13>과 같이 매립개발로 인해 

면적이 이전에 비해 넓어 졌으나 녹지구역이 많고 인구 및 사업체 수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적다.

no. 행정구역 세대 인구(명) 사업체수 종사자수(명) 면적(㎢)

1 동삼1동 12,989 34,880 1,375 5,176 3.86

2 동삼2동 1,912 4,489 466 2,801 3.31

3 동삼3동 6,165 14,174 351 1,903 0.81

<표 4.13> 동삼동 인구 및 사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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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섹터-4지역의 시나리오에 따른 침수범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합 계

섹터-4 0.38㎢ 0.08㎢ 증가 0.21㎢ 증가 0.67㎢

<표4-14> 시나리오에 따른 섹터-4 침수면적

절영로 75광장에서 반도보라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동삼1동 해변가는 배후 

횟집이 밀  집한 지역이 해수면이 2.72m 상승 시 침수가 예상 된다. 

동삼 1동의 침수 예상도에서 급경사지가 많고 해안선이 후퇴되어 해변가 인

근 노후된  주거지의 경우 모두 이전이고, 외해에 접한 지역인 만큼 태풍피해 

또한 클 것으로 예상 되며 태종대 해수욕장(감지해변) 해변가와 배후부지 일부 

등이 침수됨을 알 수 있다. <표 4.14>와 같이 침수 면적은 0.67㎢로써 전체면

적의 23.85% 가 침수됨을 알 수 있다.



- 102 -

 1) 하드웨어적 대응 방안

감지해변 일대 중리 해안가 일대

[그림 4.35] 섹터-4 침수대응 모식도

감지해변 일대는 외해에 접해 있고 일반인들의 이용이 빈번한 곳으로써  해

안가 전면에 산책로(Promenade)를 배치하고 재해 발생 시 이러한 산책로가 대

피경로 역할과 이동할 수 있는 긴급 대피소를 설치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저감대책 중심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재해발생 시 고립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인근거주민들을 위한 임시 주거지

를 설치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며 동삼1동 중리 선착장이 위치한 해안가의 경

우 절영로와 연결되어 있어 과거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단절되는 사고가 반

복, 유사시 현재 왕복 2차선 도로인 (이송도~75광장)구간의 차로 확장이 필수

적으로 뒷받침되어 도로 단절 시 중간에 우회 할 수 있는 도로와 장기적으로 

이러한 해수면 상승에 의한 침수가 발생하게 되어 침수지역에 의한 해안선이 

후퇴하게 되고 그에 따른 연결도로 또한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그림 4.35]의 중리 해안가 일대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침수피해는 없으나 해

변이 협소하고 배후부지가 불규칙한 급경사로 이루어져 침수를 대비해 배후부

지 이전 등의 방법 보다는 해안가를 넓혀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태풍피해를 막

고 장기적인 해수면 상승의 변화에 따라 일부가 침수 예측 되는 지점에 적합

하게 적응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은 방어적인 대응방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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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응과 함께 바다로 일부 방파제를 설치하고 사빈을 보충하는 등과 같은 

적극적인 형태를 취하여 태풍 및 장기적인 침수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감지해변 일대

감지해면 측량지점-1 감지해변 측량지점-2

< 동삼2동 감지해변 VRS-GPS 측량값 >

위    도 경    도 표고 높이(D.L)

N 35°03'39.18082" E 129°04'37.83325" DL.(+) 6.647

N 35°03'39.18325" DL.(+) 6.647 DL.(+) 6.304

출처: 부산광역시청 '태풍해일 중간보고서' (2010)

[그림 4.36] 감지해변 호안 도면  

[그림 4.36]은 감지해변 일대를 측량한 그림이다. 해변가를 기준으로 계단 상

단부 까지의 단면 높이차이는 1.8m 가량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측량지

점-2는 해변에서 주차장이 있는 지면(E.L)까지를 측량한 결과로써 해변가 상단

부에서 지면까지의 단차이는 1.6m 이다.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 해수면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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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1에 따른 침수높이인 2.72m가 상승 할 경우 배후부지까지 침수되는 상황

임을 예상 할 수 있다. 현재 태풍과 집중호우 시 잦은 피해를 입어 가건물 형

태의 주거지로 되어있어, 현재 태풍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침수피해는 이러한 

외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 시 나타나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

해 해수면 상승과 재해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그림 4.37] 감지해변 침수 대응 조감도-개선안

[그림 4.37]은 기존 개발에서 재해 및 침수대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재해 및 

침수와 관련하여 설명한 그림이다. 현재 해안가 배후지 토지규제를 완화하고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무분별한 상업시설을 정비하고 해안에 있는 포장마차 

등 후퇴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해 발생 시 주변상인의 물건을 무

료 임시 보관하는 대피물품보관소 설치하는 등 관할구청 에서 지원 및 관리를 

담당하고 해변가 인근 대피소와 대피공간이 없으므로 배후부지에 대피소 설치

가 반드시 필요하다. 평상시에는 관광객이 이용 할 수 있는 휴게공간 또는 전

망대로 이용한다.

현재 배후부지는 토지 이용규제와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어 주변 상인들과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중재안을 마련, 매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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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활성화 차원과 재해 예방차원에서 평상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

공화장실과 같은 공용공간으로 활용 되어야 한다.

앞서 매립 개발지역에서와 같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투수성 보도 블럭을 설

치하여 해안가 침수를 완화하고 [그림 4.38]과 같이 재해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친화적인 수변공간 조성과 이용자가 좀 더 친근하게 접근, 친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재해문자 전광판 해수욕장 모니터링 CCTV

출처: 지진해일 범람특성 분석을 통한 침수예상도 작성-국립방재교육연구원(2010) 

[그림 4.38] 재해 관련시설 설치 사례

나. 중리 해안가 일대

동삼 1동 중리 해안가 일대의 경우 해안폭이 매우 좁고 지형이 불규칙한 경

사지를 이루어 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다른 지역과 달리 해안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형태를 취해 재

해 완충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태풍 및 범람에 의한 침수와 장기적인 해수면 

상승에 의한 침수에도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적인 지역적 부지조성이나 침수 대응보다는 장기적으로 침수에 대비한 

기준표고를 높여 제방까지 잇는 인공 지면을 설치하여 배후지의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 일부 급경사지 침수지역에 지면을 높이고 건축물의 침수 대비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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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9] 제너바 주립공원 사례

[그림 4.39]과 같이 해안가 전면에 제방과 녹지공간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재

해완충공간을 확보하여 단기적으로 태풍 및 외력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해

수면 상승 시 이러한 인공부지의 기준 표고를 높여 침수지역을 방어하는 구조

물의 역할로 활용한다. 

2) 소프트웨어적 대응 방안

출처 :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2011년 U-City 시범도시 선정’보도자료 (2011.06.29.)

[그림 4.40] U-City 재난상황 통합관제 대응체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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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011년 유시티(U-City:유비쿼터스 활용 시스템) 서울 은평구, 

인천경제구자유구역청, 경기도 안산시·남양주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나주

시·여수시를 2011년 U-City 시범도시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은 

재난, 방범, 에너지절감, 수익창출모델 개발, 경관개선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재난·재해 예방시스템

을 구축하는 사업계획이다.

[그림 4.40]은 인천의 송도지구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3단계 조성사업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U-방범 CCTV연계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종합 관제 계획 

체계도이다. 이러한 지자체별 IT와 결합하여 통합적 관리를 통해 재해에 대응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섹터-4와 같이 해변가와 같이 일반인들의 이

용이 빈번한 장소는 자연재해 발생 할 경우 그 피해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

다. 그 중 침수에 관련한 재해는 짧은 시간에 발생하게 되고, 그것을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CCTV를 설치를 통해 평상

시에는 도시전역 CCTV방범체계로 활용하고, 재해 발생 시 유관기관 연계 등

을 통한 재난정보 수집과 신속한 대응과 실시간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스마

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의 안정성 제고와 남녀노소 누

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이 중요 시 된다. 

복합적인 시스템 개발 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적 측면의 제도적 뒷받침과 저

감 대책 또한 필요하다. 부산 지역은 해안을 접하고 있는 연안지역으로 아래

<표 4.15>와 같이 지자체별 도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저감대책은 실행과정에서 제도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리적인 대응방안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발규제, 관리, 보전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섹터-4는 이와 같이 제도적 정비와 장기적 계획수립 시 초기단기에서 지자

체 별 해안가에 대한 현장 조사와 생태보전과 복원사업이 포함, 고려되어 이

루어 져야 하며 제도적 지속성과 실행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변경을 

제외한 전반적인 제도적 변경, 수정안은 지양해야 한다. 다른 구역에 비해 적

극적인 적응(Adaption)전략이 필요하며 환경보전과 자연, 생태적 가치 제고(提
高)로 자연과 공생하는 연안조성과 국민생활의‘삶의 질’향상을 위한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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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장기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저감대책

      

기 개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등)
기 개발지역 이외의 미개발/저개발지역    

(녹지, 농경지, 자연환경보전 등)
Ÿ이주대책 및 대체토지 마련

Ÿ방재지구 지정 및 정비/규제

  (지자체 조례)

Ÿ일반 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주택재개     

 발, 주택재건축, 주거환경정비, 도시환경   

 정비 등

Ÿ개별 건축규제: 대지(예: 지반고 승고), 건

축용도(예: 지하층 거실 용도 불허),구조

(예: 필로티, 풍수해에 안전한 구조,재료),

설비 등

Ÿ신규개발 억제

Ÿ신규개발 허용 하되, 풍수해 저감 대책조  

 건부 허용

Ÿ도시기본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상 시  

 가화 예정 용지에서 제외하고 보전용지로  

 배분

Ÿ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상 보전   

 용도지역 지정, 보전녹지, 보전관리, 자연  

 환경보전 등

Ÿ개별 건축규제 : 대지, 건축용도, 구조, 설

비 등 

Ÿ토지매입

<표 4.15> 도시계획적 저감대책 예시 

장기적으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와 태풍의 내습과 쓰나미와 같은 자연 

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마련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현재의 해변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를 불가피한 개발에 따른 매립지와 사람들의 이용이 빈

번한 곳은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평상시 대처 능력을 키우고 저감하는 방

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 적응능력을 요구하는 지

역으로써 일반인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장기적인 대응방안 마

련이 필요하다.

해변의 경우 지속적인 유지와 해빈복원에 따른 공사가 침식과 퇴적 현상에 

반복됨에 따라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해수면 상승 요인

이 더 해지게 되면 이러한 국내의 수많은 해수욕장 복원계획 수립 또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필요한 기초자료와 연구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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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연안관리법에 의하여 전국 연안 총 680개소에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연안정비 10개년계획을 수립 고시(2000.6.29, 변경 

2003.7.12.)하였다.

사업종류 내         용

연안보전사업

(630개소)

연안재해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해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호안, 침식·침수방지 시설사업 등

해역개선사업

(30개소)

자연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연안해역을 보전 또는 개선하

는 사업으로서 생태보전, 해역복원사업 등

친수연안조성사업

(20개소)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 개별사업에 대한 종합적 검토 후 사업선정·추진

<표 4.16> 연안정비사업 종류 및 세부사항

국토해양부‘연안관리법 제21조’(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 

<표 4.16>은 연안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실행방안내용 중 사업내용의 일부이

다. 해변의 경우 태풍, 집중강우 등 연안재해에 있어 근본적 취약성 내포하고 

침수, 침식, 해일, 고조 등 피해가 빈번하고 개발 압력과 환경적으로 훼손과 

오염 등 연안의 구조적 재해에 취약성과 방재기능이 미비하다. 단순한 재해방

지 목적위주의 연안 정비로는 친수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친환경적 연안보전 

및 이용이 결여 되어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후 2011년 연안정비사업을 단순 침식방지 목적에서 벗

어나 해양환경복원, 친수공간 조성 등 신(新)연안정비정책 실현을 위한 신규사

업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2019년까지 2조5천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제2차 

「연안정비수정계획(2010~2019)」을 확정·발표하였다.31)

31)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연안관리법」, 시행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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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이상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 영도

지역을 중심으로 미치는 영향과 3차원 CAD 작업을 통해 지형을 모델링하여 

침수지역 조사와 대응 방안에 대하여 검토 하였다. 

우선 지형 모델링을 작성하며 가장 큰 문제점은 앞서 언급한 지형작성에서 

시각화 작업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이 356시간 이상 필요 하였으며, 프로그램 

또한 지형 작성 프로그램 3개와 그래픽 프로그램 2개를 활용하는 등 매우 복

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유사 연구에서 토목분야에서 사용하는 GIS 프로그

램 등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작업이 아닌 좀 더 적극적으로 일

반인들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각화 작업이 반

드시 필요하다. 

해수면 상승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토대로 영도 침수지역을 세분화하여 각 

구획별 서로 다른 용도와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4개의 섹터로 나누어 검토한 

결과 섹터-1의 남항동, 영선동 일대 및 봉래동 일부와 섹터-3의 동삼 3동 매

립지 일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침수에 대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섹터-2

와 섹터-4의 경우 현재는 지형적 특성보다는 도시 기반시설인 도로, 배수용량 

등에 의한 침수가 발생하고 향 후 해수면 상승 할 경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섹터-1의 경우 광범위한 저지대 형태로 인한 전형적인 침수 취약지역으로써 

지형적으로 일부 웅덩이 지형으로 인해 잦은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배수용량 초과로 인한 침수와 지형적 요인으로 인한 침수발생에 대해 

현재 맨홀 공사와 장기 개발계획을 세워 놓았다. 이러한 장기 개발계획은 재

해에 관련 된 언급이 없는 실정이고,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

인 요인을 제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섹터-1의 경우 현재 개발계획을 개선하

는 모델을 제시하였고, 섹터-2의 경우 단기적으로 침수요인이 심각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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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상기후로 인해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장기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 고려 할 때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공장부지를 모두 이전하는 것이 바

람직한 대응방안임을 알 수 있었다. 섹터-3의 경우 광범위한 매립개발지역으

로 중요 기반시설이 위치하여 있는 지역으로 이러한 매립지는 해안과 매우 인

접해 있어 태풍과 같은 외력과 범람 및 장기적인 해수면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지역이다. 

우리나라의 기존 연안 개발 방식은 기후변화 관점에서 취약성이 매우 높은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그로인한 완충지대부족, 연안생태계 훼손, 과도한 

해역 이용 등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결과를 유발할 것이며, 그로 인한 침수

피해는 빈도와 규모면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러한 취약성 큰 지역은 제도적 뒷받침과 국가 차원의 적응 대책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상업적 개발 압력에서 벗어나 지역 경관의 가치와 

자원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섹터-4는 해안가와 급경사로 이루어진 지역에 대하여 현재 침수요인을 분석 

한 결과 해변가의 경우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의해 건물 일부가 침수되는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본 연구와 같이 지속적으로 해수면 상승이라는 요인이 이러

한 태풍과 만조시기와 겹치고 단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등의 현상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

다. 해변가는 상업시설과 일반인들 이용이 많은 만큼 단기적으로 재해 전광판

과 CCTV 설치 등을 통해 꾸준한 지역 모니터링과 일반인들이 이용 시 이러한 

재해위험을 미리 인식하고 대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자

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현재 해변가에 무분별하게 들어서 있는 가

건물을 배후지역으로 옮겨 완충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거주민과 영세 상인들

을 위한 재해보험과 같은 제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국가차원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구 평균치보다 높은 해수면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어 해

수면 변화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향 후 얼마나 일어날 것인

가에 대한 과학적 예측 어려움에 따른 과학적 불확실성 하에 정책 결정과 해

수면 상승을 고려한 토지이용과 공간이용, 도시 기반시설 등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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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2100년을 기준으로 가정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함에 있어 이러한 

과학적 불확실한 예측을 현재 자료를 토대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으며,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과 예측이 되는 지역 모두 현재에 급급한 대응을 

한다면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 할 경우 누구도 예상 못한 결과와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후변화 및 해수면 상승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비는 전 세계가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현상으로 시기와 

진행 속도의 문제일 뿐 분명 꾸준한 연구를 통해 대처해 나가고 향 후 이러한 

연구 자료로써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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