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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업혁명 이후, 서구에서 시작된 도시화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고, 사람들은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 몰려들

기 시작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1개 도시 인구는

Figure1에서 보듯이 산업혁명을 이끈 영국, 미국 및 프

랑스는 1960년대 이전 이미 도시화를 경험했다. 반면,

한국, 중국 및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들과

다르게 1960년대부터 서서히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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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메가시티의 복합재난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

How to Respond to Complex Disasters on Future Megacities
at the Governmen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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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 세계의 도시화율이 급증하여 메가시티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 사회 발전 및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메가시티는 1,000만 명 이상

의 인구와 이들의 활동 공간이 초밀집･초연결･초융합되어 재난 발생 시 ‘n’차로 확대되어 피해가 가증되기 쉽다. 하지

만, 메가시티는 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중심지이다. 이로 인해, 메가시티에 복합재난이 발생한다면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위기로 발전될 수 있다. 따라서 메가시티가 예측능력, 복합대응능력, 신속대응능력 및 회복 탄력성을 갖출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미래, 메가시티, 복합재난, 범정부, 대응

Abstract The number of megacities are increasing, due to the global urbanization. Along with this change, 
climate change, social development and technology advance make the calamities complicated and more 
devastating. Especially, megacities are hyper-netted, hyper-connected and hyper-converged with population more 
than 10 million and their domain. When calamities break out, the damage will be aggravated for they lead to 
another ones. Since megacities are the center of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of a nation. so when complex 
disaster break out in megacities, this may be developed to a peril to the national security. Therefore, 
pan-government effort must be concentrated in preparing abilities to forecast, react, rapid response and resilience.

Key words :  Future, Megacity, Complex disaster, Pan-government,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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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is.kr/index/index.do)

그림 1. G20 주요 국가 도시화율
Figure 1. G20 Urbanization Rate of Major Countries

도시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속화되어 중심 도

시와 주변 도시들이 연결된 초거대도시들을 양산하게

되었고, 현재 이 도시들은 메가시티(Megacity)로 불리

고 있다. 이러한 메가시티는 구조와 시스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1]. 메가시티는 기본적으로

천만 명 이상의 인구와 이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각

종 기반시설이 초밀집되어 있다. 이러한 메가시티는 한

지역의 정치 및 경제활동을 관장하는 중심지로서 주변

의 인구와 인프라를 흡수하여 점점 거대화되고 있다.

또한, 메가시티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여 AICBM(AI,

IoT, Cloud, Big-data, Mobile) 기반의 스마트시티를 거

듭나고 있으며 메가시티를 구성하는 인구와 기반시설

에 연계된 모든 데이터는 초연결·초융합 되고 있으며

특히, COVID-19의 확산으로 비접촉(Untact) 활동이 일

상화되면서 이와 같은 경향은 짙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메가시티 지상에는 거대 도시민들이 활동하

는 인공구조물과 그 아래에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네트워크, 라이프라인(Life Line) 등이 위치한다.

그리고 내부로 수로가 관통하고, 공중에는 마천루가 즐

비하다. 이러한 AICBM으로 초연결･초융합되어 거대한

사이버･전자기 공간을 품고 있으며 메가시티는 다영역

(Multi-Domain)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메가시티의 수가 늘

어날 전망이다. 현재 2,5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

는 수도권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메가시티이다.

최근, 지자체장들의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표방하면

서 자신들 이끌고 있는 지역을 다양한 형태의 메가시티

로 발전시키는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이 하나로 묶인 동남권 메가

시티와 세종･대전･충남･충북이 하나로 합쳐진 중부권

메가시티이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메가시티는 정치

(Ploitics), 군사(Military), 경제(Economy), 사회

(Society), 정부(Information), 기반시설(Infrastructure)

요소가 집중된 곳이다. 따라서 미래 메가시티에 가해질

위협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특성을 띠고 있는 메가시티는 자연재

해, 사회재난, 테러, 범죄 활동 등의 위협이 집중되고

있으며 초연결･초융합된 인구와 인공구조물이 다영역

에 걸쳐 초밀집되어 있어서 작은 충격이나 마찰에도 불

안정성이 증가되며 이러한 메가시티의 불안정성은 미

래 우리사회에 위협의 종류를 다양화시키고, 위협의 강

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며[2], 미래 메가시티의 복합

재난에 따른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Ⅱ. 메가시티 ‘n’차 재난과 요구능력

미래 21세기에 들어 재난은 하나의 재난이 다른 재

난들을 후속적으로 이끌어내는 복합재난(‘n’차 재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호주, 일본, 러시아, 미

국 등지에서 발생한 재난을 예를 들어보면 Figure2와

같다.

출처: 육군교육사령부(2020), 메가시티의 미래와 안보
그림 2. 메가시티의 미래와 안보
Figure 2..Future and Security of Mega City

과거, 2011년 3월 일본의 도호쿠 일대에서 발생한 동

일본 대지진의 경우 리히터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하

여 사회기반시설이 파괴되었다(1차 재난). 이어 곧바로

초대형 쓰나미가 센다이시 등 일대 해변 도시들을 강타

했다(2차 재난). 이로 인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서

후쿠시마현의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된 후 방사

능이 누출되었다(3차 재난). 이후, 피해 지역에 대한 생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1, pp.211-215, Febuary 28, 2021.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213 -

활수가 차단되어 주민들 사이에 전염병이 유행하였다(4

차 재난). 결국, 원전 오염수가 방출되어 후쿠시마 일대

가 완전히 통제되었다(5차 재난). 이와 같은 ‘n’차 재난

을 살펴보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피해가 전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일본 대지진의 사례에서도 자연재

해로부터 발생한 인･물적 피해, 방사능 오염, 전염병,

환경오염 순으로 상이한 영역에서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메가시티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영역에 걸쳐

PMESII 요소가 초밀집･초연결･초융합되어 있다. 이로

인해, 메가시티에 가해진 특정 재난이 PMESII의 어느

분야로 전이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제한된다. 그 결

과, 특정 재난으로부터 발생한 피해는 메가시티에 잠재

된 또 다른 재난을 자극하면서 연속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n’차 재난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면 대량

피해는 불가피하고, 급기야 메가시티의 PMESII 분야의

마비로 이어져 피해 복구가 장기간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악순환이 연속되면, 결국 정부 불신이 증폭

되어 메가시티의 PMESII 분야에서 사회적 마찰이 발

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출처: 육군교육사령부(2020), 메가시티의 미래와 안보
그림 3. 미래 재난에 요구되는 메가시티 능력
Figure 3..Mega City Capabilities Required for Future

Disasters

이와 같은 메가시티의 재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림 3처럼 ｢예측제한 → ‘n’차 재해재난 →

대량피해 → PMESII 마비 → 복구 장기화 → 사회적

마찰 증폭｣의 순서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패턴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적시 적절한 조

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예측이 제한되

는 부분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측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인공지능을 통해 예측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재난

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n’차로 발생하는

재난과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대량화되어 메가

시티를 구성하는 PMESII 분야를 마비시키는 것을 예

방하기 위해 초동조치 중심의 신속대응능력이 필요하

다.

마지막으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여 사회

적 마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

다. 즉, 메가시티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Figure3처럼 예측능력, 복합대응능력, 신속

대응능력, 회복탄력성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메가시

티는 장차 직면할 수 있는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이와

같은 4가지 능력을 갖추는 데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

다.

Ⅲ. 대응방향

한반도의 메가시티가 직면할 수 있는 복합재난에 선

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4대 능력을

갖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메가시티 단독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이유는 메가시티에 존재하는 인구와 이

들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의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서울특별시와 육군이 공동

으로 ｢메가시티의 미래와 안보｣라는 세미나를 개최했

다. 당시 메가시티 관련 민･관･군･산･학･연 전문가들은

복합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아

이디어와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복합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메가시티의 4대 능력(예측능력, 복합대

응능력, 신속대응능력, 회복탄력성)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예측능력

메가시티는 PMESII 요소가 초밀집･초연결･초융합되

어 있다. 이로 인해, 특정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분

석만으로는 메가시티를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n’차로

사회 각 분야로 피해가 전이되는 복합재난의 경우는 더

욱 그렇다. 따라서 메가시티의 복합재난을 예측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하여, 미국은 육군을 중심으로 2016년부터 민･관･군･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집단지성 플랫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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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 Scientist Conference(MSC)｣을 구축하여 미래 메

가시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비하

고 있다[3]. 이를 통해, 미 육군은 자연재해, 사회적 재

난, 감염병, 테러, 범죄 활동 등 미래 메가시티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재난 시나리오를 발굴하여 대비하고 있다

[4]. 우리도 미국의 MSC를 벤치마킹한다면 복합위협

예측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복합대응능력

메가시티에 특정 재난이 발생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

럼 PMESII 중, 취약한 분야로 연속해서 전이된다. 이에

따라, 특정 재난의 전이 상황을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싱가포르는 이를 위해 2015년

부터 2019년까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활

용하여 전 국토를 3차원 가상현실로 구현한 ‘Virtual

Singapore’를 구축했다[5].

특히, ‘Virtual Singapore’는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

하여 재난으로부터 발생한 피해의 흐름을 관제할 수 있

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것을 활용하여 특정 재난이 ‘n’

차로 진행될 때 요구되는 인력, 장비, 물자 등의 소요를

산출하고, 실시간 재난관리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

다. 이와 더불어,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도화하여 도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6]. 따라서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Virtual Megacity’를 구축한다면 미래 메가시티가 직면

할 수 있는 복합재난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

다.

출처: https://www.3ds.com/ko/

그림 4. 버추얼 싱가포르
Figure 4. Virtual Singapore’

3. 신속대응능력

복합재난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초동초치가 중요하다. 하지만 앞서 언

급한 것처럼 특정 재난이 ‘n’차로 발전할 경우 어떤 재

난이 촉발될지 모른다. 따라서 메가시티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원, 장비, 물자 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초고층 빌딩에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본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초고층 지역에

대한 인원 탐색 및 구조는 무인체계와 공중 기동장비를

갖춘 군이 적합하다. 그리고, 초고층 빌딩이 기울어져

인근 인공구조물과 충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파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원활한 상황 조치와

초고층에서 떨어지는 잔해로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는 발파 합법적으로 민간통제가 가능한 경찰력의 통

제가 필요하다. 또한,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와

후송을 위해 현장에 긴급의료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

다.

즉, 초고층 빌딩에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

뿐만 아니라 군, 경찰, 산업계, 의료계 등의 다양한 노

력이 하나로 통합돼야 한다. 따라서 재난별로 필요한

자산(Module)을 사전 지정하여 재난 발생과 동시에 테

스크 포스(Lego)가 구성되어 상황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주기적인 실제 및 훈

련을 통해 재난별로 임시 조직되는 테스크 포스의 팀워

크와 운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Virtual

Megacity’를 활용한다면 민･관･군 통합으로 시간과 공

간에 제약받지 않고, 예산과 노력을 절약하면서 효과적

인 훈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4. 회복 탄력성

메가시티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에

대한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구 지원이 가능한 국･내외 자산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메가시티, 국내, 국제사회 등에는 복구 지원

능력을 보유한 다양한 정부･공공･민간부문의 조직, 국

제기구(IO), 재난 전문조직, 비정부조직(NGO) 등이 존

재한다. 이들과 평소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메가시티 안에 존재하는 자산과는 강력한 협력체계

https://www.3ds.com/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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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회복 탄

력성은 복구의 신속성과 비례하고, 이로 인해 지리적으

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복구자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출처: https://www.researchgate.net

그림 5. 복원력 손실 복구 곡선
Figure 5. Resilience Loss Recovery Curve

실제로, Figure 5와 같은 재난 관련 연구 결과에서도

외부의 지원보다는 지역의 복구자산이 신속히 투입되

었을 때 사회 및 경제적 손실이 적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 복구가 신속히 진행

되어 지역사회의 회복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복합재난으로부터 메가시티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외 복구 지원 자산과 범정부･범

국가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전 세계의 도시화율을 고려해볼 때 메가시티의 수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수도권 지역

이외에 동남권과 중부권에서 메가시티로 발돋움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와 더불어, 기상변화, 사회 발전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재난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인다. 메가시티에는

1,000만 명 이상의 인구와 이들이 활동한 거대한 인공

구조물이 지상, 지하, 공중 등 다영역에 걸쳐 초밀집･초

연결･초융합되어 있다. 이로 인해, 메가시티에 가해지는

특정 재난은 PMESII의 취약 분야로 끊임없이 전이되

어 피해 규모를 확산시킨다. 하지만 메가시티는 한 국

가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중심지로 ‘n’차 재난이 발행

할 경우 국가안보 차원의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메가시티가 복합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집중하여 대응 방향을 강구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복합재난에 대비하

고 있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벤치마킹하고, 현재 떠오르

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현

실적 차원에서 미래 메가시티의 복합재난에 따른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References

[1] S. K. Cho & D. W. Cha, A Study on the
Threats and Countermeasures for Future Korea's
appearance in Mega City, 『Social Convergence
Research』, Vol. 4, No. 3, pp. 11∼16, 2020.

[2] Army Education Command, ‘Future and Security
of Mega City’, p.293, 2020.

[3] S. K. Cho, United States Army Collective
Intelligence Platform for Future Mega City
Operations, ｢Mad Scientist Conference｣, 2020.
http://www.ngonews.kr/120950.

[4] S. K. Cho, Tokyo Mad Scientist Conference
(MSC), 2020.
http://www.ngonews.kr/121255.

[5] S. K. Cho, Digital Twin and 'Virtual Singapo
re', 2020.
http://www.ngonews.kr/119325.

[6] S. K. Cho, Disaster Management Process for
Virtual Singapore, 2020.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
9437.

https://www.researchgate.net
http://www.ngonews.kr/120950
http://www.ngonews.kr/119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