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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개발도상국 문화재 도시에 대한 기후변화 재해 예방
- 베트남 후에시를 중심으로 이병재*

Prevention of Climate Change Disasters for Cultural Heritage
C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 focusing on Hue City, Vietnam Lee, Byoungjae*

요 지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대표적 문화재 도시 중 하나인 베트남 후에시의 기후변화 재해 특히 홍수재해 관련한 현황,
취약성을 살펴보고 기후변화 재해예방 실태 분석 및 대책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적 대책을 활용하
여 문화재 가치와 경관을 보전하면서 기후변화 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핵심용어: 문화재 도시, 기후변화 재해예방, 개발도상국, 베트남, 후에시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vulnerability of climate change disasters, especially flood disasters in Hue City,
Vietnam, one of the representative cultural heritage c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climate
change disaster prevention an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countermeasures. Through this, a method of preventing climate
change disasters was sought while preserving the value and landscape of cultural heritage by utilizing urban planning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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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UN(United Nations)은 2030년 까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할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특히 ‘SDG 13 기후변화 대응’에서 재해 피해 저감과 복원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세부목표로 설정하여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적 달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제사회의 SDGs 이행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기후변화 및 방재 관련 정책과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재원이 기후변화 대응에 활용되고 있다.
개발도상국 중 베트남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영향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로 역사 문화재에 대한 피해 또한 큰 상황
이다(Bangalore el al., 2016, Luong el al., 2011). 베트남은 2010년 이후 결정문(2139/QD/TTg)을 포함, 기후변화에 대해
국가차원의 본격적 대응을 시작하였다. ‘SDG 13 ‘자연재해 예방, 대응 및 저감을 위한 국가 전략 2020’, ‘2012-2020 기후
변화 국가행동계획’, ‘2014-2020 건설부문 기후변화 대응 국가실행계획’ 등을 통해 베트남 기후변화 재해 관련 정책의 방
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문화재 주변 자연재해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재
해예방을 위한 체계적 전략이 미흡한 실정이다(Lee et al., 2019).
연구 대상지역인 베트남 후에(Hue)시는 1802년부터 1945년까지 베트남 왕조의 수도였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2

에 등록되어 있다(Fig. 1). 후에시 면적은 72km 이고, 하노이와 호치민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미얀마-태국-라오스베트남을 잇는 동서경제회랑의 해양 연결부에 있다. 후에시는 베트남 중부 투아티엔 후에성의 중심도시로 경제, 문화, 정
치 중심지이다. 후에시는 중요한 역사적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적인 문화 ‧ 관광 도시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최근
관광업 관련 업종이 증가하고 전통적인 산업이 감소하면서 경제와 노동 구조가 급격히 변해 오고 있는 것이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Fig. 1. Location in Hue City, Vietnam

후에시의 공간 발전 계획 또한 이러한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 도시 발전 계획(2014년 05월 06일자 결정문 제649/
QD-TTg호)에 따르면, 후에시는 기존의 후에시, Huong Thuy와 Huong Tra 타운들의 개발 지역, 그리고 Phu Vang 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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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Thuan An 타운과 인접한 지역)로 구성되어 약 348.5km 로 확장될 예정이다(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2021). 후에시는 현재 중앙직할시 수준으로 승격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하노이(정치 수도),
호치민(경제수도)과 함께 문화수도의 역할을 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후에시는 기후변화 재해 특히 홍수로 인해 중요한 자산인 역사 문화재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1811년에는 왕궁이 3.36m 높이로 침수되었고, 1818년과 1844년에는 왕궁을 둘러싼 성벽 지역인 시타델이 4.2m 높이로
침수되었다. 최근 들어 1999년 대홍수 때에는 352명이 사망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후에시는 문화재 가치와 경관을 훼손하는 대형 구조물적 대책을 지양하고 있다. 대신에 저영향 개발 기
법 등 도시계획적 대책을 활용하여 문화재 가치와 경관을 보전하면서 기후변화 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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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대표적 문화재 도시 중 하나인 베트남 후에시의 기후변화 재해 특히 홍수재해 관련한
현황, 취약성을 분석하고 기후변화 재해예방 실태 분석 및 대책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베트남 후에시 기후변화 재해 관련 현황 및 취약성
후에시는 베트남의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의 기후가 변화하는 위치에 있으며 덥고 습한 몬순 기후의 특징을 보이는 패
턴을 가지고 있다. 여름이나 건기에는 (5월부터 9월) 기온이 높게 유지된다. 이곳은 겨울이나 우기에는 (10월부터 4월) 많
은 비가 내린다. 후에시는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강수 비율을 보이는 곳 중 하나인데, 평균 연간 강수량은 약 2,800mm정
도이다. 하지만 강수량 분포는 여러 달에 걸쳐 균등하지 않고 주로 우기, 특히 10월과 11월에 집중됨(연간 강수량의 30 퍼
센트 이상)에 따라 이로 인한 홍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2021).
어떤 해에는, 이 시기의 강수량이 매우 높기도 하다. 예를 들어, 1999년 대홍수 시에는 그 해의 연간 강수량인 3,093mm
중에 11월의 강수량이 2,452mm이었다. 후에시의 강우자료를 분석해보면, 9,10,11월의 강우량은 전체 강우량의 약 6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977년부터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Fig. 2).

Fig. 2. Rainfall trend of September, October, and November in Hue

후에시의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 홍수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자연 재해 유형에는 홍수, 폭풍, 가뭄 및 폭염이 포함되며,
이 중 홍수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홍수는 주로 9월부터 12월까지 우기에 발생합
니다. 매년 흐엉 강에서 평균 3.5번의 심각한 홍수가 발생하며 가장 많은 수는 연간 최대 8번의 홍수가 발생하였다. 그중
36%는 잠재적으로 대형 홍수이다. 해안에서 약 20km 떨어진 후에시는 폭풍의 영향도 쉽게 받는다. 폭풍 시즌은 5월부터
11월까지이며 9월과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1884년부터 2000년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평균 0.684번의 폭풍과
열대 저기압이 후에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가장 많았던 해(1971)에는 한 해에 3에서 4회의 폭풍이 있었다(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2021).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위험지역에 피해 가능성이 있는 시설 및 시민의 노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하천변 저지대 공간
정보를 구축하였다. 도면(Fig. 3)에 보이는 바와 같이 하천변 저지대 및 기존 홍수 흔적 영향 범위 내에 많은 수의 건축물,
인프라, 보호 대상시설, 시민이 여러 지역에서 노출되어 취약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취약성 수준을 낮추고 재해 예
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시 전체 차원의 포괄적인 재해 예방 대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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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ulnerable targets exposed to riverside lowlands and flood ranges in Hue City

3. 베트남 후에시 기후변화 재해예방 실태
도시차원에서 베트남 기후변화 관련 도시홍수 예방제도 및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베트남의 국가 도시 시스템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 계획과 일정에 따라 개발되고 앞으로 많은 도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2019년 3월 기준 도시화 비율
38.4%)된다. 그러나 빠르고 통제되지 않는 도시화 및 도시개발, 부정확한 예측, 비동기화된 인프라, 환경오염 등의 도시
관리 문제가 존재한다(Le el al., 2018). 베트남 정부의 도시방재 및 기후변화 적응 관련 법률 문서 및 정책은 국가기후변화
전략, 2020년 자연재해 예방 ‧ 대응 ‧ 완화를 위한 국가전략, 2013~2020년 기후변화에 대응한 베트남 도시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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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20년 건설부문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2014년 3월 24일 결정 제209호/QEBXD) 등이 있다. 그러나 피해
자의 재해구제 및 지원물자 제공, 과거 재난 경험에 근거한 국지적 재난 대책 혹은 복구 위주의 제도에 치중하고 있다(Kim
et al., 2020).
베트남 문화재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예방 관련하여 도시계획적 도시홍수 예방대책의 수립 및 적용 한계를 분석해 보았
다. 첫째, 동기화 시스템을 형성하기에 도시들 간의 연결이 미흡하다. 정책간 지역 계획이 많이 수립되었으나, 밀접하게 연
계되지 않고 각 지역의 독립적이고 불완전한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기반시설에 대해 도시와 지역 간 연결이 충분하
지 않다. 둘째, 도시지역 수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요구사항은 미충족 되었다. 2009년 4월 7일자
총리결정 44호/QD-TTg의 지속가능 관련 기초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베트남 마스터 플랜 2025방향 및
2050 비전을 수정하고 있다. 셋째, 불완전하고 비동기적인 인프라 시스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준비 미흡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도시지역은 환경오염과 심각한 환경악화에 직면하고 있다. 넷째, 베트남 도시계획 작성과정에서 재난
예방문제의 중점적인 언급이 미흡하다(Lee et al., 2019).
베트남 후에시의 경우 자연재해의 예방 및 관리, 위험감소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부문별로 독립적으
로 수립되어 도시 전체적 관점에서 대책 마련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재해의 예방 및 완화 보다는 재해 현장의 복
구와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하기 위한 지침 및 규정이 없다. 자연재
해의 예방을 위해 예방활동과 대중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피해발생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부족한
실정이다.

4. 베트남 후에시 기후변화 재해예방 대책 적용성 분석
앞서 제시된 베트남 후에시 기후변화 재해예방 정책의 한계와 함께 후에시와 같이 현재 급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의
기후변화 재해 위험성을 고려할 때 국내 위험관리 경험이 활용될 여지가 크다. 국내에는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예방 관련
대표적 사례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제도가 있다.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매뉴얼에 따르면, 재해 취약
성 분석결과가 도출된 뒤에 재해예방 계획 수립은 재해취약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장여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토
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방재계획 등 도시계획의 부문별 계획 차원에서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최근 베트남의 기후변화
재해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대형화 추세이다. 이에 대해 예방적 종합대책이 요구되고, 도시계획적 대응방법이 효과적이다.
특히 도시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며, 각 지역의 도시계획적 상황을 고려한 방재관련 기준이 필요하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5).
재해취약성분석은 토지이용 및 미래의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전략수립에 큰 역
할을 할 수 있다. 재해취약성분석에 기반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은 현재의 수요와 미래의 가능성을 고려한 통합적 ‧ 장기
적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베트남 후에시 문화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전
략은 기존의 위험 특징과 미래의 위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은 재해취약지역에 대하여 공간구조 개선, 입지 및 시설제한 등 재해저감 대책을 도입하고, 재해
취약지역 주변 지역에 대하여 위험 가중요인 저감전략 도입을 통해 재해위험영향권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 그러
한 관점에서 도시홍수 예방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적용을 위해 도시계획적 대책을 정리하여 구성하고 베트남 전문
가 및 도시방재 공무원 등을 설문조사하여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2021)(Table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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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ossibility of applying urban planning climate change countermeasures

구분

대책 유형

베트남
적용
가능성
○
○
분석적
대책수단
○
○

주요 수단

수단성격

- 입지유형의 구분 및 침수위험도 분석 등
- 홍수방어 여건, 저감 시설과의 연계성 분석 등
- 재해유형 구분, 위험성 검토 등
- 재해위험성 평가, 상습수해지역, 홍수위험성 평가 파악 등

조사 입지유형 분석
‧
재해 위험도
분석
분석 ‧ 평가

기본 원칙 적용 - 인구 ‧ 시설의 집중 방지, 개발밀도 ‧ 재해이력 고려 등
방재 방재계획 수립
계획
지역 ‧ 지구
‧
지정
대책
수립
건축물 대책

방재
시설
설치

토지이용 대책
우수 유출저감
시설 개선
내 ‧ 배수시설
개선
도로 침수 ‧ 배수
대책
예경보 및 대피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방재시설의 설치지역 ‧ 시설의
종류 ‧ 효과분석 등
계획적
- 용도지구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책수단
- 재해위험지구 지정
- 단지 ‧ 대지승고, 건축물 배치, 내수화, 침수방지대책, 건축불
허등
- 입지규제, 토지매수 ‧ 이주, 자연환경 보전 ‧ 활용 등
- 지역 내 ‧ 외 저류시설 설치, 침투시설 설치 등

비고

인구성장 상황을
고려할 때 도시지역
적용 어려움

△
○
○
△

건축물 규제에 필요한
비용 최소화 필요

△
○

시설적
대책수단

- 배수체계 개선, 배수능력 제고 등
- 도로부 배수 처리, 시가지 침수전이 방지 등

○
○

- 예 ‧ 경보 시스템, 비상대처계획 수립 ‧ 시행 등
재난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 시설 점검 ‧ 정비 ‧ 보수 ‧ 보강 실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관리적
대책수단

법 ‧ 지침 ‧ 기준 운영 - 방재지침마련,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방기준설정 ‧ 운영 등
제도
운영 관련제도 운영 - 지역별 방재 목표, 홍수보험 등

제도적
대책수단

○
○
○
○

Table 2. Major Contents and Expected Effects of Urban Planning Measures for Climate Change

구분

세부구분
단지 ‧ 대지
홍수방지
건축물 배치
건축물 용도
제한

주요내용
- 대지의 지반고를 침수위 이상으로 높임
- 노면수 유입 차단을 위한 차수시설 설치
- 자연 배수체계를 고려한 배치
- 위험지역을 고려한 건축물의 용도 결정

건축설비
건축불허

- 고상식 건축기법 적용
- 홍수유입 경로 차단
- 차수시설 및 역류방지시설
- 홍수위를 고려한 건축설비 대책 마련

○
○
○
○

○
○

×
○
○

비고
저개발된
일부지역만 가능
도시미관 저해 우려

○
△

인구 증가로 어려움

△

경제사정상 비용
지원 어려움

△
△
○
○

○

- 옥상저류, 빗물통 등
- 위험지역의 건축불허, 신규개발 억제, 철거 ‧ 이전

△

○

- 홍수위이하 주거용도 제한

건축물 규모
- 위험지역 건폐율 ‧ 용적률 제한
제한
건축
물
건축물 내수화 - 내수성 건축재료
대책
건축물
홍수방지

기대효과
베트남
재해 노출 취약 적용
저감 저감 저감 가능성

△
○

친환경 대책
지원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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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jor Contents and Expected Effects of Urban Planning Measures for Climate Change (continued)

구분

세부구분

주요내용

기대효과
베트남
재해 노출 취약 적용
저감 저감 저감 가능성

- 인구 ‧ 교통집중 유발효과가 높은 용도 제한
- 위험지역의 완충 ‧ 이격을 위해 시설 배치
○
- 보호대상시설은 안전한 지역에 배치
- 급경사지 등의 위험지역을 개발예정지에서 제외하고 신규
개발입지 제어
개발 억제
토지
- 공공에 의한 토지 매수
이용
토지매수 ‧ - 개발권 매입
대책
주민이주
- 소규모 취락지구 이전 검토
- 대체토지
자연환경의 -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 배치 시 자연적인 배수체계의 고려
○
보전 ‧ 활용 - 투수성 및 침식성이 강한 토양 개발 최소화
용도 ‧ 시설
배치

○
○

○

○

○

비고

△
○
○

인구 증가로 어려움

×

인구 증가로 어려움

×
×
×
△
○

베트남 정책 특성상
어려움

○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의 대표적 문화재 도시 중 하나인 후에시의 기후변화 홍수재해에 대한 취약성과 재해예방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 가치와 경관을 보전하면서 기후변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대책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 대책들을 개발도상국 문화재 도시별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검증해 나가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문화재 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베트남 후에시 도시계획체계의 계획영역 및 상황을 고려하면, 도시홍수에 따른 피해 최소화
와 신속한 회복을 위해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을 연계한 위험분산 및 위험분담이 중요하다. 도시홍수 대비 도시계획적
대책을 예를 들면, 토지이용 차원에서는 하천변 저지대 등 취약성이 높은 지역에 오픈스페이스 배치, 이격 등의 대책을 통해
재해위험을 줄이고, 기반시설 관련해서는 산지부와 도시부 경계지역 도로하부 저류지 설치, 취약지역 공원 내 저류지 설치
등이 가능하다. 건축물 관련해서는 필로티 ‧ 차수판 설치, 위험 대비 건축물 이격, 옥상정원, 블록형 투수포장 등이 있다.
향후 베트남에서는 도시계획적 대책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재해특성을 고려한 계획요소 세분화 및 최적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해발생지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해위험 해소를 위하여 구조적 대책(하수도 용량 증대, 펌프장 용량 증
대, 사방댐 등)을 마련하고, - 재해발생지점 인근 재해취약지역은 토지이용대책, 중요기반시설설치제한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재해취약지역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공원, 공공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여 노면수 제어, 우수저류 등을 통해 재해취약
지역에 대한 위험 가중요인들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베트남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의 적극적 도입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베트남 국가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 시 도
시홍수 취약성 분석 도입이 시급하다. 또한, 베트남에서 대형 기후변화 재해에 대비하여, 도시에서 기후변화 위험으로 인한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 기반의 적응전략 수립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베트남 도시홍수 취약지역을 고려한 시설 배치 및 설계기
준 관련해서는 문화재 보호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화가 필요하며, 후에시와 같이 급성장하고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 많은
개발도상국 도시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 도시개발 사업 시 공간계획을 활용하여 재해대응 및 위험분담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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